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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에서는 지난 40년 동안(1973~2012)의 우리나라 기상청 산하 61개 지점 일기온 자료와 NCEP/

NCAR 재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지역별 겨울철 극한저온현상 발생 시 동아시아 영역의 종관 기후 패

턴의 특징을 밝히고자 하였다. 일최고기온과 일최저기온 하위 10 퍼센타일 기준으로 정의된 겨울철 극한저온

현상은 주로 겨울철 전반기(12월 초순~1월 중순)에 2~7일 간격으로 우리나라 전역 또는 주요 산맥 기준 동서 

지역으로 구분되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해수면기압과 바람벡터 등의 지상 종관 자료 합성장 분석에 따르면 

총 13개로 구분되는 우리나라 겨울철 극한저온현상 발생 공간 패턴은 산맥뿐만 아니라 시베리아 고기압과 알

류샨 저기압의 상대적인 확장 범위와 강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류권 중층(500 hPa) 종관 

기후도 분석에 따르면, 블러킹 형태의 저기압이 상층 찬 공기를 고위도 지역에서 한반도로 이류시킬 때 우리나

라에 겨울철 극한저온현상이 발생하기에 적합한 조건이 형성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지역규모 이상

의 동아시아 겨울철 극한저온현상 예보를 향상시키기 위해 시베리아 고기압, 알류샨 저기압, 상층 블러킹 등의 

종관 기후 요소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함을 가리킨다.

주요어 :  겨울철 극한저온현상, 시베리아 고기압 시스템, 알류샨 저기압 시스템, 상층 블러킹 시스템, 종관 기

후도

Abstract : The present study aims to characterize the synoptic climatic patterns of winter extreme low 
temperature events occurred in different regions of Korea based on daily temperature data observed 
at 61 weather stations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ation and NCEP/
NCAR reanalysis I data for the recent 40 years (1973~2012) period. Analyses of daily maximum and 
minimum temperatures below 10th percentile thresholds show that high frequencies of winter extreme low 
temperature events appear across the entire regions of Korea or in either the western or eastern half region 
divided by major mountain ridges at the 2~7 dayintervals particularly in the first half of the winter period 
(before mid-January). Composite analyses of surface synoptic climatic data including sea level pressure and 
wind vector reveal that 13 regional types of winter extreme low temperature events in Korea are closely 
associated with the relative location and intensity of both the Siberian high pressure and the Aleutian low 
pressure systems as well as major mountain ridges. Investigations of mid-troposphere (500 hPa) synoptic 
climatic charts demonstrate that the blocking-like upper troposphere low pressure system advect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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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겨울철 기후

는 대륙에서 발달한 한랭건조한 시베리아 기단의 영

향을 받는다(Cohen et al., 2001). 시베리아 기단이 

반구 규모의 극소용돌이(circumpoalr vortex)의 흐름

에 따라 중위도로 확장 또는 후퇴하면서 우리나라 겨

울철 삼한사온(이병설, 1971, 1985; Kim and Roh, 

2010; Kim et al., 2014)과 같은 이상기후현상이 주기

성을 가지고 발생한다. 특히, 갑작스런 기온하강에 

의해 추위가 수일 동안 지속되어 피해를 유발시키는 

겨울철 이상저온현상을 한파(cold surge)라고 한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기후변화적 관점에서 수행

된 연구들에 따르면 전 지구 대부분 지역에서 연중 발

생하는 극한저온현상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Al-

exander et al., 2006; Klein Tank et al., 2006; Choi 

et al., 2009; Vincent et al., 2011; Skansi et al., 2012; 

Donat et al., 2013a, 2013b). 이러한 전 세계 변화 추

세와 유사하게 우리나라에서도 겨울철 극한저온현

상은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Choi, 2004; 

Choi et al., 2008; 최영은과 박창용, 2010; 최광용, 

2014). 그러나 일부 연구들에서는 지구온난화에 의해 

겨울철 평균기온은 상승하였으나, 한파의 발생빈도

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밝히기도 하였다(예. Cohen et 

al., 2012). 

실제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겨울

철에 이례적인 극한저온현상이 발생하여 건강 및 의

식주 관련 경제활동에 큰 피해를 초래하였다. 특히 

2006/2007, 2009/2010, 2011/2012, 2012/2013 겨울

철에 걸쳐 동유럽, 동아시아, 미중부에 닥친 강한 한

파로 수백 명이 사망하고 전력수급도 부족한 비상상

황에 이르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 1월, 

2011년 1월 중순, 2012년 2월 초순과 12월 발생한 강

한 한파로 수천 건의 동파피해가 발생하였다(환경부, 

2011, 2012, 2013). 최근 2014년 1월과 2015년 2월에

도 북미 지역에는 전례 없는 한파와 폭설이 발생하여 

수조 원 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다. 이와 

같이 최근에 전 지구 온난화의 추세에 역행하는 겨울

철 극한저온현상이 강하게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Tang et al., 2013; 

Cohen et al., 2014). 그러나 겨울철 극한저온현상의 

발생에 관여하는 동적 기후 인자조차 모두 밝혀져 있

지 않아 우리나라에서도 겨울철 극한기후현상 발생

을 예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겨울철 극한저온현상에 대한 

연구는 주로 급격한 기온하강 현상인 한파 분석에 초

점을 두어왔다. 1980년대까지는 종관기상학적 접근

방법에 기반하여 주로 특정 한파 발생 사례에 대한 일

기도 분석 결과가 제시되었고(정창희, 1975; 김한정

과 정창희, 1980; 박순웅과 정창희, 1984; 김금란과 

박순웅, 1987; 박순웅과 김성삼, 1987; Kang, 1988; 

정영근, 1989),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수치모델을 

사용하여 한파 사례일의 종관기상학적 3차원 대기순

환을 이해하고자 하는 접근 방법이 시도되었다(이동

규와 안영인 1993, 1995).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장

기간 누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종관 기후학적 접근 방

법에 기반하여 제트기류(임규호, 1994, 1995; Boo 

cold air from the Arctic toward the Korean Peninsula may provide favorable synoptic conditions for the 
outbreaks of winter extreme low temperature events in Korea.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monitoring 
of synoptic scale climatic systems in East Asia including the Siberian high pressure system, the Aleutian 
low pressure system and upper level blocking system is critical to the improvement of the predictability of 
winter extreme low temperature events in Korea.

Key Words : winter extreme low temperature events, siberian high pressure system, aleutian low pressure 
system, upper level blocking system, synoptic climate ch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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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Lim 1998; Ryoo et al., 2004, 2005; Park et al., 

2014), 북극진동지수(Gong and Ho, 2002; Park et 

al., 2006, 2011) 등의 극지방 기후시스템이나 ENSO, 

Madden-Julian Oscillation (Jeong and Ho, 2005; 

Jeong et al., 2005, 2006; 신성철 등, 2006; Park et 

al., 2010; Woo et al., 2011) 등의 열대 기후시스템들

이 우리나라 겨울철 한파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최근에 Park et al.(2014)은 

동아시아 한파를 파동열(wave-train) 유형과 블러킹

(blocking) 유형 등 크게 2가지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동아시아 한파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역 전반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이웃나라들에서

도 그 발생과정 및 메커니즘에 관한 종관 기후학적 연

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예. Chen et al., 2004; 

Takaya and Nakamura, 2005a, 2005b). 그러나 장기

간 지상 및 상층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한파를 

포함한 겨울철 극한저온현상의 지역성을 분석하고,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극한저온현상에 대해 

그 종관 기후학적 발생 메커니즘의 차이를 체계적으

로 정립한 연구결과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40년 간(1973~2012년) 평

균적인 우리나라의 겨울철 극한저온현상 발생의 시·

공간적 패턴과 우리나라 각 지역의 겨울철 극한저온

현상 발생 시 동아시아 지상 및 상층 기압장과 바람장

에 나타나는 종관 기후학적 특징을 밝히는 것이다. 

2. 연구 자료 및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겨울철 극한저온현상일을 추출하

기 위해 지난 40년 동안(1973~2012) 우리나라 기상

청 산하 전국 61개 지점에서 관측한 일최저기온과 일

최고기온 자료를 분석하였다(Figure 1). 극한저온현

상일은 CCl/CLIVAR/JCOMM Expert Team on Cli-

mate Change Detection and Indices (ETCCDI)에서 

개발한 극한기후지수 중 일최고기온과 일최저기온

의 하위 10 퍼센타일 값을 바탕으로 하는 한랭일(cool 

day)과 한랭야(cool night)를 사용하여 정의하였다. 겨

울철 극한저온현상일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기온 임

계치로는 기상학적 겨울철 일최고기온 또는 일최저

기온를 5일 이동평균한 자료를 구축한 후, 수십년 동

안 동일 날짜의 장기간 평균 기온자료의 분포에서 추

출한 하위 10 퍼센타일 값을 사용하였다. 극한기온현

상 분석 시 5일 이동평균 일자료를 사용하는 방법은 

단주기 기온변동성과 관측 지역의 국지적 관측환경

의 독특함에서 초래되는 지역성을 최대한 축소시키

기 때문에 해외 다른 지역의 극한기온현상 분석에서

도 널리 사용되어왔다(Vincent et al., 2011; Skansi et 

al., 2012; Donat et al., 2013a, 2013b). 이동 평균한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약 4~5일 

주기의 겨울철에 삼한사온(이병설, 1971, 1985; Kim 

and Roh, 2010; Kim et al., 2014)과 같은 단주기 변동

성을 포괄하는 극한저온현상을 추출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되었다.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는 일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때, 또는 일최저기온이 -12℃ 이하인 경우가 2

일 이상 지속될 때, 또는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를 한파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연구지역 또는 연구자마다 한

파 정의에 사용된 임계치가 상이하여(예. Chen et al., 

2004; Ryoo et al., 2004; Park et al., 2011, 2013) 넓은 

지역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반면 본 연

구에서 사용된 하위 10 퍼센타일과 같이 상대적인 임

계치를 기준으로 정의된 극한기후지수는 기후특성이 

상이한 서로 다른 지역의 극한기후현상뿐만 아니라 

같은 관측지점에서의 연도별 그리고 연중 날짜별 기

후평균에서 벗어난 극한저온현상을 추출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 날짜의 하위 10 퍼센타일 산출 

시 1973~2000년 기간의 일별 기후값을 바탕으로 하

여 이전 연구들(예. Choi et al., 2008; 최광용, 2014)

과 비교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때 분석 기간은 기상학

적 겨울철을 기준으로 삼아 12월 1일~2월 28일로 하

였고, 2월 29일은 특정연도에만 나타나므로 분석에

서 제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겨울철 극한

저온현상의 주요 발생 시기를 파악하기 위해 40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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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2012) 평균 기상학적 겨울철(12~2월) 동안 날

짜별로 61개 관측지점 중 한랭일(TX10P) 또는 한랭

야(TN10P)가 발생한 관측지점의 수를 파악하여 그 

비율을 시계열로 나타내었다. 또한 겨울철 극한저온

현상의 발생이 많은 지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61개 관

측지점별 기상학적 겨울철 전체 한랭일과 한랭야의 

40년 평균 발생빈도를 산출하여 ESRI사의 ArcGIS 

10.2를 이용하여 지도화하였다. 그 후 겨울철 극한저

온현상 발생의 시·공간분포 패턴을 상세하게 살펴보

기 위해 우리나라 전체 지역을 크게 5개 지역으로 세

분하였다(Figure 1). 본 연구에서 지역 구분에는 이전 

의 문헌들(예. 김광식 등, 1973)에서도 제시하듯이 겨

울철에 유라시아 대륙 내부의 차고건조한 공기가 한

반도 상에 장출 시 우리나라 주요 산맥과 해류는 겨울

철 기온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였다. 우

선 우리나라 동서 기온 및 강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을 기준으로 ‘서부지역’과 ‘동해

안 지역(속초-포항)’으로 구분하였다. 이후 소백산맥 

이남의 풍하측에서 해양과 인접한 전라남도와 경상

남도 지역을 ‘남부지역’으로 구분하고, 격해도가 있는 

경상북도 내륙을 ‘남동부 내륙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제주도는 아열대 기후대에 속하여 겨울철에도 영상

의 기온을 나타내므로(차종환 등, 1975) 별도로 ‘제주

도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그 후 이와 같이 구분된 서

Figure 1. Locations of 61 weather stations where daily climatic data have been observed for the recent 40 years 
(1973~2012)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five regions (R1: western, R2: eastern coastal, R3: southeastern 
Inland, R4: southern, R5: Jeju Island) classified in this study for synoptic climatic analyses of regional-scale 

winter extreme low temperature ev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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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역(R1), 동해안지역(R2), 남동부 내륙지역(R3), 

남부지역(R4), 제주도 지역(R5)에 속하는 관측지점들

의 40년 평균 겨울철 일별 극한저온현상의 기술통계

값을 분석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겨울철 극한저온현상 발생 공간 범

위 유형별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지상 및 상층 종관 

기후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5개 각 지역별로 일최저

기온 10 퍼센타일 이하인 한랭야(TN10P)가 전체 관

측지점 중 50% 이상의 관측지점에서 발생한 날짜들

을 추출하였다. 이때 각 지역에 속하는 관측지점의 

수는 다르지만(R1: 28개, R2: 6개, R3: 6개, R4: 18

개, R5: 3개), 극한저온현상이 국지적 현상이 아닌 

지역 규모 이상으로 발생한 경우의 종관 기후 패턴

을 살펴보기 위해 각 지역의 절반 이상의 관측지점에

서 발생한 날짜들만을 추출하였다. 그 후 지난 40년

간 겨울철(12월 1일~2월 28일) 일별로 모든 지역에서 

50% 이상의 관측지점에서 한랭야가 발생한 사례일

(R12345)에서부터 1개 지역에서만 50% 이상의 관측

지점에서 한랭야가 발생한 경우(R1, R2, R3, R4, R5) 

그리고 5개 모든 지역에서 발생 관측지점이 50% 이

하인 경우(R0)에 이르는 총 32개의 유형들의 발생빈

도를 추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전체 지역규모 이상

의 극한저온현상이 발생일 중 차지하는 비율이 1% 이

상인 유형들을 대상으로 종관 기후 합성도를 제작하

여 이를 분석하였다.

종관 기후 분석에는 2015년 초에 최종 업데이트 된 

NCEP/NCAR reanalysis I 자료(Kalney et al., 1996)

가 사용되었다. 2000년대 초반까지 NCEP/NCAR 

reanalysis I 자료는 자료 가용기간이 1948년~분석시

점까지 장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지상 종관 자료에는 

많은 질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었다. 현재에는 이러한 

문제점의 대부분이 해결되어 지상 종관 분석에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NCEP/NCAR 자료는 

지상 및 상층 자료 모두 2.5°×2.5°의 격자로 되어 있

는데,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에서 시베리아 고기압

과 알류샨 저기압 시스템의 행태가 모두 나타나는 영

역(80°E-160°W, 20°N-70°N)의 종관 기후 자료를 분

석하였다. 종관 기후도 분석에는 겨울철 극한저온현

상의 발생에는 키 작은 대륙 고기압의 영향이 크기 때

문에 지상 종관장이 우선적으로 분석되었다. 일부 연

구(예. Park et al., 2014)에서는 동아시아 영역 상층 

제트의 상대적인 위치를 분석을 위해 대류권 상부층

의 종관장(300 hPa)을 분석하기도 하였으나 500 hPa

에서도 거의 동일한 기압 및 바람장 패턴이 확인된다. 

따라서 시베리아 고기압 시스템 상부의 대류권 평균

적인 종관패턴을 살펴보기 위해 500 hPa 종관장을 분

석하였다. 지상 종관 기후 패턴 분석에는 해수면기압

(sea level pressure; SLP)과 지상풍 동서성분(u-wind)

와 남북성분(v-wind)자료가 사용되었고, 상층 종관 

기후 패턴 분석에는 500 hPa 지오포텐셜 고도(geopo-

tential height; hgt)와 동서성분(u-wind) 및 남북성분

(v-wind)의 바람장이 자료가 사용되었다. 바람 성분

의 경우에는 동서성분과 남북성분을 합성하여 풍속

과 풍향을 동시에 나타내는 바람벡터로 산출하여 이

를 화살표로 표시하였다.  

종관분석을 위해 연구기간 동안 우리나라 5개 세부 

지역별로 50% 이상의 관측지점에서 겨울철 극한저

온현상이 발생한 전체 사례일 중 1% 이상의 발생사례

를 나타내는 동일한 겨울철 극한저온현상 발생 지역 

유형들에 해당하는 날짜들의 지상 및 500 hPa의 기압 

및 바람벡터를 각 격자별로 평균한 기후(climatology)

합성도를 그렸다. 그 후, 이러한 패턴이 겨울철 평균

적인 상태와 어떤 특이점이 존재하는지 파악하기 위

해 아노말리(anomaly) 합성도를 그렸다. 아노말리도 

합성도는 겨울철 계절 내 기후변동을 고려하여 동일 

지역 유형에 해당 날짜에 대해 각 격자별로 40년 평균 

기후값를 뺀 후 이 편차값을 산술 평균하여 그렸다. 

3. 결과 및 고찰

1)  우리나라 겨울철 극한저온현상의 시·공간적 

발생 패턴

겨울철(12~2월) 날짜별로 40년 평균 전체 61개 

관측지점 중 일최고기온 또는 일최저기온 10 퍼센

타일 이하를 나타내는 한랭일(TX10P) 또는 한랭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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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10P)가 발생한 관측지점의 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겨울철 극한저온현상은 주로 겨울철 전반

기(1월 중순 이전)에 발생함을 알 수 있다(Figure 2). 

한랭일과 한랭야 모두 겨울철 전반기에 약 6회 정도 

발생 관측지점 수의 비율이 증가하였다가 감소하는 

패턴이 나타난다. 장기간 평균적으로 12월 9일, 12월 

19일, 12월 24일, 1월 1일, 1월 7일, 1월 12일을 중심

으로 전후한 시기에 한랭야는 15% 이상의 관측지점

에서, 한랭일도 12% 이상의 관측지점에서 발생한다. 

한랭야의 정점일과 한랭일의 정점일이 1~2일 차이

가 나는 경우도 있다. 반면, 12월 2일, 12월 13일, 12

월 22일, 12월 28일, 1월 4일, 1월 10일을 전후한 시기

에 한랭야와 한랭일 모두 8~11%까지 발생빈도가 감

소한다. 즉, 겨울철 극한저온현상이 발생지역 비율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주기는 2~7일 간격으로 불규칙하

게 나타나는데, 이는 기존의 삼한사온에 관한 연구들

(이병설, 1971, 1985)에서 밝혀진 바와 유사한 결과이

다. 공간적 발생 지점 수의 증감 변동폭은 주간 극한

저온현상인 한랭일보다는 야간 극한저온현상인 한랭

야의 경우가 더 크게 나타난다. 가령, 한랭야는 12월 

27일 8.2%에서 1월 1일 16.2%까지 발생지역이 약 2배

로 증가하며, 한랭일은 9.3%에서 12.2%로 그 발생지

역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다. 또한, 평균

적으로 겨울철 주간 극한저온현상은 1월 중순에 해당

하는 1월 14일 전후에 가장 많은 지역에서 나타나지

만, 야간 극한저온현상은 12월 31일 전후와 1월 12일 

전후한 시기에 발생지역이 가장 많아진다. 5개 세부 

지역별로는 우리나라 전체지역의 변동추세와 대체

Figure 2. Intra-seasonal variations of spatial occurrence probability (%) of winter (DJF) daytime (TX10P) (a) 
and nighttime (TN10P) (b) extreme low temperature events in the entire region and five sub-regions (see 

Figure 1) of Korea extracted from daily maximum and minimum temperatures observed at 61 weathers stations 
during the recent 40-year (1973~2012) wi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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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사하지만 12월 24일 전후한 시기에 지역차가 크

게 나타난다. 이 시기에 한랭야의 경우 동해안 지역은 

17.1%의 발생확률을 보이나, 경상북도 내륙 및 제주

도 지역은 12.5%로 상대적으로 낮은 발생비율을 나

타난다. 

겨울철 후반기(1월 중순 이후)에는 한랭일과 한랭

야 모두 발생지점 비율과 그 변동폭이 줄어드는 패턴

이 나타난다(Figure 2). 겨울철 후반기에는 우리나라 

겨울철 극한저온현상의 평균적 공간 발생 확률은 전

반기에 비하여 한랭야는 2.6%, 한랭일은 2.2% 정도 

낮고, Mann-Whitney 검정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차

이는 95% 이상의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다. 특히, 2월 

초순과 하순에는 한랭야 발생지역 비율이 7.5%, 한랭

일 비율은 7.7%까지 낮아진다. 이 시기의 지역별 발

생 비율을 비교해 보면 겨울철 전반기에 비하여 남부

지역, 제주도 지역의 비율이 서해안 지역에 비하여 높

게 나타난다. 이는 후반기에 극한저온현상 발생 패턴

은 대체로 시베리아 기단이 중국 이남까지 변질되어 

장출하는 현상과 관련성이 있을 것임을 가리킨다. 일

반적으로 겨울철 후반부에 겨울철 극한저온현상의 

발생 확률이 작아지지만 예외적으로 한랭야는 2월 12

일에 13.5%, 한랭일는 2월 14일에 11.3%로 높게 나타

난다. 한편, 증감의 변동 주기도 1월 중순 이전과 유

사하게 일부 3~7일 간격으로 증가 감소 변동패턴은 

존재하지만, 야간 극한저온현상인 한랭야의 경우에

는 전반적으로 변동폭이 뚜렷하게 줄어든다. 겨울철 

후반기에는 변동폭은 한랭야는 2~5% 이내, 한랭일

은 2% 이하로 겨울철 전반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

Figure 3. Long-term (1973~2012) average (values below each symbol) and maximum (values above each 
symbol) frequencies of winter (DJF) daytime (TX10P) (a) and nighttime (TN10P) (b) extreme low temperature 

events in the Republic of Korea. 

(a) (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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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난다. 한랭야의 전후반기의 표준편차를 산술

평균으로 나눈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를 살

펴보면, 후반기에는 0.3으로 전반기에 의 값(0.6)의 

절반밖에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61개 관측지점별로 최근 40년간(1973~ 

2012) 평균적인 겨울철(12~2월) 한랭일과 한랭야 발

생빈도의 분포를 살펴보면 지역별 차이는 뚜렷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Figure 3). 61개 관측지점 전체 평

균 겨울철 한랭일의 발생빈도는 10.3일이고, 한랭야

의 발생빈도는 9.5일을 나타내며 지역규모로 높거나 

낮게 나타나는 공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겨울

철 한랭일 평균 발생빈도는 합천에서 9.0일로 최소이

고, 목포에서 14.4일로 최대를 나타낸다. 겨울철 한랭

야의 평균 발생빈도는 원주에서 7.9일로 최소이고, 해

남에서 12.1일로 가장 크게 나타난다. 

이를 5개 지역별로 세분하여 비교해 보면, 한랭일 

발생빈도는 남동부 내륙과 제주도 지역에서 10.2일로 

최소이고, 동해안 지역에서 10.6일로 최대로 지역별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 한랭야 발생빈도도 경상북도 

내륙에서 9.0일로 최소이고, 남해안 지역에서 9.8일

로 최대로 지역별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 즉, 지역 평

균에서 벗어난 겨울철 저온극한현상은 특정해의 겨

울철에는 극한저온현상이 발생하는 정도가 지역마다 

달라지지만, 장기간 기후 평균적으로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 걸

쳐 발생함을 가리킨다. 이는 겨울철 극한저온현상이 

국지적 기후인자보다는 한랭건조한 시베리아 기단의 

확장과 같은 종관 규모 이상의 기후 시스템에 의해 좌

우되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 40년 동안 발생한 61개 관측지점별 겨울철 한

랭일과 한랭야의 최대 발생빈도를 살펴보면 40년 평

균 발생빈도 분포와 마찬가지로 뚜렷한 지역규모의 

패턴이 관찰되지 않는다(Figure 3). 그러나 연구기간 

동안 겨울철 최대 발생빈도는 한랭일이 27.0일, 한랭

야가 28.4일로 특정해에는 그 발생빈도가 평년에 비

하여 3배까지 증가하고 61개 관측지점별로 또는 5개 

세부 지역별로 극값 규모나 극값이 발생한 연도가 매

우 상이하게 나타난다. 겨울철 한랭일 최대 발생빈도

는 군산, 대구, 영천, 거창에서 26일로 최소를 나타내

고, 목포에서 56일로 최대를 나타낸다. 겨울철 한랭

야의 최대 발생빈도는 광주에서 25일로 최소를 나타

내고, 진주에서 54일로 최대를 나타낸다. 5개 지역 평

균적으로는 겨울철 한랭일 최대 발생빈도는 경상북

도 내륙에서 27.2일로 최소이고, 제주도에서 32.3일

Table 1. Classifications of regional (at more than 50% of weather stations) occurrence pattern types of winter 
nighttime extreme low temperature events (TN10P) in the Republic of Korea. R0: no region, R1: western, R2: 

eastern coastal, R3: southeastern inland, R4: southern, R5: Jeju Island.

Type
Region
code

Days % Type
Region
code

Days % Type
Region
code

Days %

TN10P01 R12345 171 28.2 TN10P12 R145 0 0.0 TN10P23 R25 0 0.0

TN10P02 R1234 38 6.3 TN10P13 R234 5 0.8 TN10P24 R34 0 0.0

TN10P03 R1235 8 1.3 TN10P14 R235 0 0.0 TN10P25 R35 0 0.0

TN10P04 R1245 49 8.1 TN10P15 R245 0 0.0 TN10P26 R45 0 0.0

TN10P05 R1345 45 7.4 TN10P16 R345 0 0.0 TN10P27 R1 10 1.6

TN10P06 R2345 65 10.7 TN10P17 R12 12 2.0 TN10P28 R2 82 13.5

TN10P07 R123 0 0.0 TN10P18 R13 12 2.0 TN10P29 R3 39 6.4

TN10P08 R124 0 0.0 TN10P19 R14 4 0.7 TN10P30 R4 13 2.1

TN10P09 R125 0 0.0 TN10P20 R15 4 0.7 TN10P31 R5 50 8.2

TN10P10 R134 0 0.0 TN10P21 R23 0 0.0 Total 607 100

TN10P11 R135 0 0.0 TN10P22 R24 0 0.0 TN10P32 R0 1455 .



- 9 -

우리나라 겨울철 극한저온현상 발생 시 종관 기후 패턴

로 최대를 나타낸다. 겨울철 한랭야 최대 발생빈도는 

동해안 지역에서 30.2일로 최소이고, 남동부 내륙지

역에서 35.3일로 최대를 나타낸다. 대체로 제주도 지

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한랭야의 최대 발생

빈도가 한랭일의 최대 발생빈도보다 높게 나타난다. 

그 차이는 제주도에서 거의 없고, 남동부 내륙지역

에서 약 8일 정도 가장 크게 나타난다. 반면, 연구기

간 동안 각 지점별 겨울철 한랭일과 한랭야의 최소 기

록을 살펴보면 해남의 한랭야 최소 발생기록이 1일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0일이다. 즉, 극한저온현상의 

발생은 경년변동성이 커서 해마다 발생하는 공간 범

위가 달라진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최근 40년 동안 겨울철

(12~2월) 날짜별로 우리나라 5개 지역(R1: 서부지

역, R2: 동해안 지역, R3: 경상북도 내륙지역, R4: 

남부지역, R5:제주도 지역)에서 지역규모(50% 이상

의 관측지점, 전체 사례일의 1%(6회) 이상)의 한랭야

가 발생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전형적인 우리나라 겨

울철 극한저온현상 발생 지역 패턴은 크게 13가지

로 구분됨을 알 수 있다(Table 1). 13가지 유형에는 

한랭일이 5개 지역 모두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유형

(R12345), 4개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유형 4가지

(R1234, R1235, R1245, R1245, R2345), 2개 지역에

서 동시에 발생하는 유형 2가지(R12, R13), 1개 지역

에서만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유형(R1, R2, R3, R4, 

R5)이 포함된다. 이 들 중 가장 많은 발생사례(171회)

는 5개 지역 모두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유형(R12345)

으로, 전체 50%이상의 관측지점에서 발생하는 지역

규모 극한저온현상 발생 사례(607회) 중 약 28.2%를 

차지한다. 이외에도 동해안 지역에만 발생하는 유형

(R3)이 13.5%, 서부 지역을 제외한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발생하는 유형(R2345)가 10.7%로 상대적으로 

높은 발생률을 보인다. 즉, 우리나라 극한저온현상은 

한반도 전반적으로 발생하거나, 태백산맥과 소백산

맥을 경계로 동서 지역으로 나누어 발생함을 알 수 있

다. 반면, 13개 유형 중 남부지역을 제외한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발생하는 유형(R1235), 서부지역에만 발

생하는 유형(R1)이 각각 1.3%, 1.6%로 상대적으로 그 

발생확률이 작게 나타나는 유형들임을 알 수 있다. 

2)  우리나라 겨울철 극한저온현상 발생 지역 유형

별 지상 종관 기후 패턴

우리나라 겨울철 각 지역규모 이상의 극한저온현

상 발생 패턴을 보이는 유형에 속한 날짜들의 해수

면 기압(SLP)과 바람벡터의 합성장과 일별 장기간 40

년 평균값을 뺀 아노말리들의 합성장을 살펴보면, 평

년에 비해 겨울철 극한저온일 발생일에는 강한 시베

리아 고기압과 강한 알류샨 저기압이 한반도를 기준

으로 좌우에 자리 잡아 강화된 서고동저형의 기압배

치가 전형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Figures 4-6). 

즉, 유라시아 대륙에서 발달한 시베리아 고기압과 북

태평양 해상에서 발달한 알류샨 저기압이 극지방의 

한기를 한반도로 이류시켜 극한저온현상을 발생시키

는 중요한 기압체계 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기압체계의 상대적인 발달 강도와 

발달 범위에 따라 우리나라에는 겨울철 극한저온현

상이 발생하는 공간적인 범위가 달라진다(Figures 

4-6). 우선, 5개 세부지역 모두 동시에 겨울철 극한

저온현상이 발생할 경우(R12345)에는 시베리아 고

기압이 북서-남동 방향으로 바이칼 호에서 중국 양

쯔강까지 장출해 있고, 북태평양 북부지역에도 알류

샨 저기압이 동서방향으로 일본 열도까지 강하게 발

달되어 있다(Figure 4). 이에 따라 지상 기압장은 양의 

아노말리 핵이 유라시아 대륙 동부에 북서-남동 방

향으로 분포하고 있다. 반면, 위도 30-50°N 구역에 

동서 방향으로 음의 아노말리 핵이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일본 북동부 지역에 강한 음의 아노말리 핵이 위

치해 있다. 이에 따라 두 세력의 균형을 이루는 지역

에 동해를 따라 남북으로 나타나며, 한반도에는 시베

리아 기단의 세력권에 속하며 기압경도력이 높아 만

주에서 남중국해까지 북풍 계열의 찬 공기가 강하게 

이류하기에 적합한 패턴이 나타난다. 

전체 5개 지역 중 4개 지역에서 동시에 겨울철 극한

저온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들의 지상기압 및 바람벡

터 합성장을 살펴보면, 남부지역을 제외한 지역들 모

두 겨울철 극한저온현상이 발생한 경우(R1235)에는 

동아시아 육상에 강한 고기압 아노말리 영역이 나타

나는 가운데 알류샨 저기압이 두 개로 분절되어 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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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limatology and anomaly fields of surface level pressure (SLP) and wind vector (m/s) for winter (DJF) 
extreme low temperature events (TN10P) in the entire region (R12345) and four regions amongst (R1234, R1235, 

R1245, R1345, R2345) five regions (see Table 1 for the detail) in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period of 1973~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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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 일본 열도상에도 강한 저기압 아노말리 핵이 자

리 잡은 패턴이 관찰된다(Figure 4). 그 결과 한반도

를 따라 기압 아노말리가 0의 값을 갖는 중립 구역이 

남북방향으로 나타난다. 이때 국지적으로 소백산맥

의 영향으로 그 남쪽에 속한 남부지역은 차가운 공기

의 이류가 저감되는 바람그늘의 효과가 나타나는 지

역에 속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남동부 내륙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겨울철 극한저온현상이 나타나는 경우

(R1245)도 이와 유사하게 대륙에는 강한 고기압 아노

말리 구역이 형성되지만, 일본 열도 북부지역에 발달

하는 저기압 아노말리 핵의 강도가 다소 약해지고, 그 

세력권도 다소 동쪽으로 물러나 있음을 알 수 있다. 5

개 모든 지역에 겨울철 극한저온현상이 발생한 경우

(R12345)와 유사하게 아노말리 중립 구역이 동해를 

따라 형성되나, 동해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서고-동

저 아노말리 핵은 이보다 약하게 나타난다. 동해안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겨울철 극한저온현상이 발생한 

경우(R1245)에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남북으로 발달

한 정도는 앞의 두 경우와 유사하나 북서태평양상의 

저기압 아노말리 핵이 발달하는 구역이 다소 일본 열

도 동쪽으로 물러남에 따라 아노말리 중립 구역이 일

본열도 상에 위치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압경도력은 

낮지만 알류샨 저기압의 영향보다는 시베리아 고기

압의 영향이 더 커져서 동해안을 제외한 지역에 찬 북

서풍이 이류하는 패턴이 나타난다. 제주도를 제외한 

한반도 지역에 모두 겨울철 극한저온현상이 발생한 

경우(R1234)를 살펴보면, 약화된 시베리아 고기압이 

동진하면서 양의 아노말리 구역이 한반도 상에 위치

하고 알류샨 저기압은 후퇴하여 베링 해 부근에 강하

게 발달한 패턴이 나타난다. 이때 제주도는 변질된 시

베리아 고기압 세력권의 끝단에 위치하여 겨울철 극

한저온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 서부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겨울철 극한저온현상이 발생한 

경우(R2345)에는 앞서 살펴본 4가지 유형과는 달리 

시베리아 고기압이 남중국해까지 발달한 후 그 세력

이 약화되고, 알류샨 저기압도 북서태평양에 매우 약

하게 발달한 상태를 보인다. 그 결과 동해와 일본열도 

상에는 아노말리 중립 구역이 넓게 나타나고 약한 저

기압 아노말리 핵을 따라 북풍 또는 북동풍의 한기가 

한반도로 유입되는 패턴이 형성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2개 지역에서만 겨울철 극한저온현

상이 발생한 경우는 모두 2% 내외로 발생빈도는 높지 

Figure 5. Same as in Figure 4, but for two regions (R12, R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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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Same as in Figure 4, but for one region (R1, R2, R3, R4, 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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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Figure 5). 우선, 서부지역과 동해안지역 두 지

역에만 겨울철 극한저온현상이 발생한 경우(R12)에

는 시베리아 고기압 세력이 바이칼 호 북동부 지역까

지 확장하여 고위도 지역에 고기압 아노말리 핵이 나

타난다. 이 유형 발생 시 한반도 동부와 일본 열도 상

에는 강한 알류샨 저기압 아노말리 핵이 자리 잡게 되

어 대체로 북풍 또는 북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오나 

만주와 북한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벡터 아노말

리가 관찰된다. 반면, 우리나라 서부지역과 남동부 

내륙지역에만 겨울철 극한저온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R13)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한반도 방향으로 장출하

여 있으나, 그 세력이 변질되어 고기압 양의 아노말리 

핵이 한반도를 감싸고 있는 패턴을 보인다. 또한 서부

지역과 동해안 지역에만 겨울철 극한저온현상이 발

생한 경우(R12)에 비하여 알류샨 저기압이 북태평양 

동부 지역으로 물러나 있다. 시베리아 고기압이 키 작

은 고기압에 속하지만 이 경우에는 변질되면서 소백

산맥의 낮은 부분들을 찬 기류들이 넘어 남동부 내륙

지역에도 겨울철 극한저온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으

로 사료된다. 

단일 지역에서만 겨울철 극한저온현상이 발생한 

경우들을 살펴보면, 고위도 지역에서 발생한 경우들

에 비해서 저위도 지역에 발생한 경우일수록 시베리

아 고기압의 세력이 약화되고 변질된 기단이 영향을 

미치는 패턴이 형성된다(Figure 6). 그 결과 약한 고

기압 아노말리 핵이 해당 지역 주변에 나타나고, 알류

샨 저기압은 강하게 발달하여 음의 아노말리 핵이 뚜

렷하게 나타나 있고, 그 위치는 대체로 북태평양 북부 

지역으로 멀리 떨어져 분포하고 있다. 5개 세부 유형 

중 우리나라 서부지역에만 겨울철 극한저온현상이 

발생한 경우(R1)에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강하게 발달

하여 중국 남부 지역 및 우리나라 서부지역까지 양의 

아노말리 핵 구역이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반면 알류

샨 저기압이 베링 해를 중심으로 강하게 발달하지만 

일본 열도 상 알류샨 저기압의 영향은 줄어들게 된다. 

동해안에만 겨울철 극한저온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R2)에는 남부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동시에 

겨울철 극한저온현상이 발생한 경우(R1235)와 유사

한 기압 아노말리 분포를 보인다. 바이칼 호의 북부지

역에 고기압 아노말리 핵이 자리 잡고 시베리아 고기

압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반면 일본 열도 상

에 자리 잡은 분절된 알류샨 저기압 아노말리 핵이 자

리 잡아 북동풍 계열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 동해안으

로 유입되기 유리한 종관상태가 형성된다. 우리나라 

남동부 내륙에만 겨울철 극한저온현상이 나타나는 

경우(R3)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한반도로 확장하여 

변질되어 약한 양의 기압 아노말리 구역이 넓게 나타

나며, 제주도에만 겨울철 극한저온현상이 나타나는 

경우(R5)에는 남중국해 방향으로 약한 아노말리 구역

이 확장하여 제주도에 일부 영향을 미치는 패턴을 보

인다. 두 경우 모두 알류샨 저기압은 베링 해로 축소

되어 아노말리 핵의 위치가 다른 경우들에 비하여 한

반도에서 더 멀리 떨어져 위치해 있다. 마지막으로 남

부지역에만 겨울철 극한저온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R4)에는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 극한저온현상이 모

두 발생한 경우(R1234)와 유사하게 시베리아 기단이 

한반도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강한 아노말리 핵이 황

해 상에 나타난다. 그러나 이때 일본열도 상에 발달하

는 알류샨 저기압 아노말리 핵은 더욱 강하게 발달하

여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3)  우리나라 겨울철 극한저온현상 발생 지역 유

형별 대류권 중층(500 hPa) 종관 기후 패턴

우리나라 지역규모 유형별 겨울철 극한저온현상 

발생 시 상층 500 hPa의 지오포텐셜고도와 바람벡터

의 종관장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유형에서 오호

츠크해를 중심으로 지오포텐셜 고도 4,500 m 이하

의 극순환대에서 사행하는 차가운 저기압이 블러킹

(blocking) 형태로 발달되어 한반도 주변에서 경압성

(baroclinicity)이 증가하는 패턴이 형성됨을 알 수 있

다(Figures 7-9). 

가령, 우리나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넓게 겨울

철 극한저온현상이 발생한 경우(R12345, R1234)에

는 상층 대상 패턴의 편서풍대의 흐름이 찬 공기가 형

성되어 있는 바이칼 호 지역에서 한반도 중부지방으

로 북서풍의 형태로 자오선 방향으로 사행하여 유입

된다(Figure 7). 이에 따라 기압경도력이 높은 구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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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Climatology and anomaly fields of 500 hPa geopotential height and wind vector (m/s) for extreme 
low temperature events (TN10P) in entire region (R12345) and four regions amongst (R1234, R1235, R1245, 
R1345, R2345) five regions (see Table 1 for the detail) in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period of 1973~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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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이남지역에 동서 방향으로 형성되며, 이 구간

에 강한 한대제트(polar jet stream)가 자리 잡게 된다. 

대조적으로 남부지역이나 제주도를 포함한 지역까지 

겨울철 극한저온현상이 발생한 경우(R1235, R1245, 

R1345)에는 대체로 500 hPa의 한대제트가 주로 부는 

기압경도력이 높은 구역이 한반도 남부와 중부지역

으로 북상하여 위치해 있다. 

그러나 각 유형의 500 hPa 기압 및 바람벡터 아노

말리장을 살펴보면, 각 유형별로 동아시아 영역의 아

노말리 평균상태와 아노말리 핵의 위치와 강도가 겨

울철 극한저온현상 발생 지역 유형별로 상이함을 알 

수 있다(Figures 7-9).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 걸쳐 겨

울철 극한저온현상이 발생한 경우(R12345)에는 우

리나라와 일본을 포함하는 지역에 걸쳐 강한 음의 기

압 아노말리 핵이 나타나 저기압성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Figure 7). 남부지역 또는 남동

부 내륙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 겨울철 극한저온현

상이 발생한 경우(R1235, R1245)에는 전반적으로 한

반도 주변지역에 양의 기압 아노말리 구역이 넓게 나

타나지만, 한반도 주변에는 매우 약하지만 음의 기압 

아노말리 핵이 형성된다. 이 음의 약한 기압 아노말

리 핵은 대체로 지상 기압의 아노말리장에서 시베리

아 고기압의 아노말리와 알류샨 저기압 아노말리 사

이에서 나타나는 중립 구역에 위치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겨울철 극한저

온현상이 발생하는 경우(R1234)나 서부지역을 제외

한 모든 지역에 겨울철 극한저온현상이 발생한 경우

(R2345)에는 한반도 주변 넓은 지역에 걸쳐 강한 음

의 기압 아노말리 구역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서부지

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겨울철 극한저온현상이 발

생한 경우(R2345)에는 한반도 이남지역에 매우 강한 

음의 기압 아노말리 핵이 형성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한편, 두 지역에만 국한되어 겨울철 극한저온현상

이 발생하는 경우(R12, R13)에도 동아시아 전역에 걸

쳐 500 hPa 종관장에는 앞에서 살펴본 유형과 유사하

게 오호츠크해를 중심으로 극지방에서 장출한 블로

킹 형태의 저기압이 자리 잡고 있다(Figure 8). 그러

나 그 경계를 나타내는 지오포텐셜 고도값은 5,200 m

로 남부지역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겨울철 극한저온

현상이 나타난 경우(R1235)와 남동부 내륙지역을 제

외한 모든 지역에서 겨울철 극한저온현상이 나타난 

Figure 8. Same as in Figure 7, but for two regions (R12, R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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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Same as in Figure 7, but for one region (R1, R2, R3, R4, 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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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R1245)와 유사하고, 다른 유형들에 비해서는 상

대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낸다. 그 결과 이 두 사례 모

두 동아시아 전 지역에 걸쳐 평년에 비하여 기압이 높

은 양의 아노말리 구역이 지배적으로 형성된다. 세부

적으로 우리나라 서부지역과 동해안 지역에만 극한

저온현상이 발생하는 경우(R12)에는 강한 양의 기압 

아노말리 핵이 바이칼 호 북쪽지역에 위치하고, 양의 

아노말리 값이 작아지는 핵이 동해안 북부지역에 위

치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서부지역과 남동부 내

륙지역에 발생하는 경우(R13)에는 약한 양의 기압 아

노말리 핵이 일본 동부 북태평양 상 넓은 지역에 걸쳐 

위치해 있다. 

단일 지역에서만 겨울철 극한저온현상이 발생하

는 경우들의 500 hPa 상층 지오포텐셜 고도와 바람벡

터장의 평균과 아노말리 합성도를 살펴보면, 서부지

역에서만 겨울철 극한저온현상이 발생하는 경우(R1)

을 제외하면 모두 동아시아 전반에 걸쳐 상층 기압장

은 평년에 비하여 낮은 상태를 유지함을 알 수 있다

(Figure 9). 우리나라의 서부지역에서만 겨울철 극한

저온현상이 나타나는 경우(R1)에는 양의 기압 아노말

리가 바이칼 호 북쪽지역에 나타나며, 약한 양의 기압 

아노말리 핵이 북아메리카 태평양 연안을 따라 나타

난다. 우리나라 동해안에서만 겨울철 극한저온현상

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오호츠크해 상에 지오포텐셜 

고도값이 매우 낮은 구역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때 한반도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제트기류

가 동서 방향으로 불고 있으며, 한반도 상공에는 음의 

기압 아노말리가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 

남동부 내륙지역(R3)과 남부지방(R4)에만 겨울철 극

한저온현상이 나타날 때에 상층에는 태평양에서 한

반도를 향해 동서 방향으로 길게 뻗은 음의 기압 아노

말리 띠가 대상으로 나타난다. 제주도에만 겨울철 극

한저온현상이 나타나는 경우(R5)에는 한반도와 남중

국해 지역까지 강한 음의 기압 아노말리 핵이 나타나 

있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 40년 동안(1973~2012) 우리나

라 기상청 산하 61개 관측지점에서 수집한 일최저기

온과 일최고기온 자료에서 추출한 겨울철 극한저온

현상을 분석하여 겨울철 전후반기의 발생비율과 지

역별 평균 및 최대 발생빈도를 비교하였다. 또한, 겨

울철 지역규모 극한저온현상 유형을 세분하여 각 유

형 발생 시 지상 및 상층 종관 요소들(기압 및 바람벡

터)의 기후학적 평균과 평년과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

는 아노말리도를 분석하여 종관 기후학적 특징을 분

석하였다. 주요한 연구 결과들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겨울철 극한저온현상은 2~7일의 

불규칙한 주기로 겨울철 전반기(12월 초순~1월 중

순)에 발생 증가률이 높아지는 시기가 나타나지만, 

겨울철 후반기(1월 말~2월 말)에는 발생 증가폭이 약

화된다. 이는 강한 시베리아 고기압의 장출 후퇴현상

은 주로 겨울철 전반기에 나타나고, 후반기로 갈수록 

시베리아 고기압이 변질되거나 그 세력이 약화되는 

종관 상태와 관련성이 있다. 

둘째, 우리나라 겨울철 극한저온현상의 평균적인 

발생빈도는 전국에 걸쳐 유사하지만, 각 관측지점별

로 극값을 살펴보면 경년변동성이 매우 뚜렷하여 특

정 해의 겨울철에는 극한저온현상이 전혀 발생하지 

않지만, 특정 해에는 발생빈도가 평년에 비해 약 3배 

이상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겨울철에 장기간 

극한저온현상 발생빈도가 많아질 경우를 대비할 필

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 산맥을 기준으로 총 5개 지역(R1:

서부지역, R2: 동해안지역, R3: 남동부 내륙지역, 

R4: 남부지역, R5: 제주도 지역)을 중심으로 분류한 

지역을 바탕으로 겨울철 극한저온현상 발생지역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전체에 겨울철 극

한저온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1가지(R12345), 4지역

에 걸쳐 모두 발생하는 유형 5가지(R1234, R1235, 

R1245, R1345, R2345), 2개 지역에 걸쳐 발생하는 

유형 2가지(R12, R13), 단일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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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5가지(R1, R2, R3, R4, R5) 등 총 13개의 전형적

인 겨울철 극한저온현상 발생 지역 유형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전국에 걸쳐 발생하거나 산맥 기준 

동부 지역, 서부지역으로 나뉘어 발생하는 유형이 전

체 극한저온현상 발생 사례에서 높은 발생비율을 차

지하는데 이는 겨울철 극한저온현상이 우리나라 산

맥 분포뿐만 아니라 시베리아 고기압, 알류샨 저기압

과 같은 종관 규모 이상의 동아시아 영역의 동적 기후 

시스템에 의해서 좌우됨을 가리킨다.

넷째, 지상 종관장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부분

의 지역규모 이상 겨울철 극한저온현상이 나타날 때

에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지상에는 서고-동저형의 기

압배치와 시베리아 고기압 아노말리, 알류샨 저기압 

아노말리 핵이 존재하며, 그 위치와 아노말리 강도에 

따라 한기가 유입되어 겨울철 극한저온현상이 발생

하는 지역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시베리아 고기압과 

알류샨 저기압 시스템은 우리나라 겨울철 극한저온

현상 발생과 관련하여 고위도에서 형성된 한랭건조

한 공기를 한반도 상에 이류시키는 데 중요한 기압 시

스템임을 가리킨다. 

다섯째, 상층 종관장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역

규모 이상 겨울철 극한저온현상 발생 시에는 오호츠

크해 주변에 극지방에서 장출한 찬 공기가 장출하여 

머무는 블러킹 형태의 저기압 시스템이 전형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 저기압은 상층 대상 편서풍 

흐름을 북서-남동 자오선 방향으로 바꾸어 경압성을 

증가시킴으로써 하층 대기의 남북 순환을 강화시키

는 역할을 한다. 지상 종관장과 마찬가지로 상층 종관

장에서도 지역 규모 이상의 겨울철 극한저온현상 지

역 발생 유형별로 저기압 아노말리와 제트기류의 남

북 위치 등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시공간적 평균값을 기준으로 한 한

랭일, 한랭야 등의 상대적 임계치를 기준으로 한 지수

를 사용함으로써 급격한 기온하강을 기준으로 하거

나, 연구자들 주관적인 특정 임계치 이하의 저온이 지

속되는 경우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에 비하여 보다 포

괄적으로 겨울철 극한저온현상의 시·공간적 발생 특

징을 규명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밝혀진 시베리아 고기압, 알류샨 저기압, 

상층 블러킹 형태의 저기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실제 예보에 적용할 수 있는 겨울철 극한저온현상 

발생 예측지수를 개발하여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각 지역별 겨울철 극한저온현

상 예보에 활용할 수 있는 통계기후학적 그리고 종관 

기후학적 기초연구 결과를 일차적으로 제시하고 있

으나, 최근에는 극지방 기후변화에 의해 극지방과 중

위도 간의 기압진동현상(예. Arctic Oscillation)이 예

상에서 벗어난 행태를 보이고 있어 동아시아 겨울철 

극한기후현상도 전례 없는 극심한 변동 또는 변화 양

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겨울철 극한기후현상의 예

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최근 극지방 기후변화

에 의해 연중 온난한 시기에 감소하고 있는 북극해빙, 

그리고 이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늦가을-초겨울 시

베리아 지역의 눈피복이 겨울철 극한기후현상의 발

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세부 연구들도 진행될 필요

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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