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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Januar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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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ast Asia experienced extremely cold weather in January 2011, while the previous
December and the following February had normal winter temperature. In this study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 (NCEP/
NCAR) reanalysis data are used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bserved in the mete-
orological fields such as temperature, sea-level pressure, geopotential height, and wind during
this winter period. In January the planetary-wave pattern is dominated by stationary-wave form
in the mid-to-high latitude region, while transient waves are significant in the previous month.
To understand the planetary-wave features quantitatively, harmonic analyses have been done
for the 500-hPa geopotential height field. In the climatological-mean geopotential heights the
wave numbers 1, 2, and 3 are dominant during the whole winter. In January 2011 the waves of
number 1, 2, and 3 are dominant and stationary as in the climatological-mean field. In Decem-
ber 2010 and February 2011, however, the waves of number 4, 5, and 6 play a major role and
show a transient pattern. In addition to the distinctive features in each month the planetary-
wave patterns dependent on the latitude are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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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반도가 위치한 동아시아 지역은 전지구 기후시스
템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동아시아 겨울 몬순의 영
향을 받는다. 유라시아 대륙 동쪽의 시베리아 고기압
과 북태평양 지역의 알류샨 저기압은 동아시아 겨울
철 몬순을 대표하는 지상 해면기압 배치이다. 동아시
아 겨울 몬순의 변동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겨울철
동아시아 지역의 급격한 기온 하강의 주된 원인이 되
는 시베리아 고기압에 대한 많은 선행 연구들이 있다
(Ding and Krishnamurti, 1987; Wu and Wang, 2002;

Park et al., 2011). Jhun and Lee(2004)는 시베리아 고

기압뿐만 아니라 알류샨 저기압의 발달 또한 동아시
아의 강한 겨울 몬순과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Ryoo et al.(2002)은 시베리아 고기압과 알류샨 저기
압이 동서 방향 기압 경도를 만들어 아시아대륙 동쪽
해안선상에 북풍을 발생시킨다고 밝혔다.
최근 한반도 겨울철 기온 변동성과 대규모 대기 순
환과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임과 안(2004)은 남방진동지수, 북극진동 지수,
시베리아 고기압 지수, 겨울몬순 지수의 한반도 겨울
철 기온 변동성에 대한 기여도를 제시하였다. 그 결
과 한반도 겨울철 기온 변동성은 남방진동지수보다
북극진동 지수와 더 높은 상관성이 있으며 겨울몬순
지수와 시베리아 고기압 지수와도 높은 상관성을 나
타냄을 밝혔다. 김과 안(2010)은 겨울철의 주된 전지
구 규모 대기 순환의 패턴은 겨울철 평균과 12, 1, 2
월에 나타나는 양상이 서로 다르며, 전지구 규모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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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순환 패턴들 중에서도 한반도 겨울철 기온은 주로
북극진동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북극진동 지수
외에 한반도 겨울철 기온에 크게 영향을 주는 패턴은
각 달마다 다르게 나타남을 제시하였다. 또한 임 등
(2012)은 우리나라 겨울철 평균기온이 상승하는 1986
년을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북반구 대기 순
환 지수들과의 상관성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한반도 겨울철 기온 변동에 주요하게 작용하는 북반
구 대기 순환이 시베리아 고기압과 알류샨 저기압에
서 후기에 북극진동으로 바뀌었음을 밝혔다. 특히 Jeong
and Ho(2005)는 북극진동이 음의 위상일 때 동아시아
에 한파가 발생하기에 유리하다고 제시하였다. 북극
진동이 음의 위상일 때 500 hPa 지위고도(geopotential
height)에서 아시아 대륙 동쪽 해안의 기압골이 깊어
지고 300 hPa 동서풍이 강해짐을 보여주고, 이러한 패
턴은 한파(cold surge)가 발생하기 유리한 조건임을 밝
혔다.

2011년 1월에 한반도에는 이례적인 추위가 기록되
었다. 기상청(2011)에 따르면 2011년 1월에는 전국 48
개 관측지점을 평균한 일 최고기온이 0.7oC로 평년값
(1981~2010 평균)인 4.5oC보다 3.8oC가 낮아 1973년

Fig. 1. Average 9-day running mean daily surface
temperature from the 61-station data in South Korea from 1
December through 28 February for the 26-year period from
1986/87 to 2011/12. Black dashed curve denotes the mean
temperature for 26 years on each day. Red curve denotes the
daily temperature in 2010/11 winter.

Fig. 2. Monthly-mean temperature from the 61-station data in South Korea in (a) December from 1986 through 2011, (b)
January and (c) February from 1987 through 2012. Thick solid lines denote the 26-year averages from 1986 to 2011 for
December and from 1987 to 2012 for January and February. Dotted lines denote ± 1 standard deviation from the 26-year
average.

이후 가장 낮았다. 또한 전국 평균 일 최저기온이
−10oC 이하인 일수는 13.9일로 평년보다 8.3일이 많
아 1973년 이후 가장 많은 일수를 기록하였으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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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기온이 0oC 미만인 일수는 12.2일로 평년보다 7.7
일이 많아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많았다.

2010/11년 한반도의 겨울 기온이 과거의 겨울보다
얼마나 낮았는지 비교하기 위하여 1986/87 겨울(12,
1, 2월)부터 2011/12 겨울까지 26년간의 남한의 지상
기온 변화를 Fig. 1에 보였다. 하나의 곡선은 각 해의
겨울에 대하여 남한의 61개 관측 지점에서 관측된 기
온을 평균한 후 9일 이동평균(running mean)한 것이
다. 관측지점의 지리적 위치는 김과 안(2010)의 Fig.
1에 있다. 30년 대신 26년의 자료를 사용한 이유는
Jung et al.(2002)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반도 겨울철
기온이 1980년대 중반 이후 뚜렷한 상승 경향을 보이
기 때문이다. 최근 26년의 1월의 일 평균기온과 2011
년 1월의 기온을 비교하면 2011년 1월의 기온이 현저
히 낮았음을 알 수 있다.

2011년 1월의 추위에 비해 그 한달 전인 12월에는
평균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
월에도 다시 기온이 평균에 가깝게 회복된 것을 알
수 있다. 겨울 3달 동안 기온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기 위하여 12, 1, 2월의 한반도 61개 관측지점의 월
평균기온을 Fig. 2에 나타내었다. 2010년 12월(Fig. 2a)
의 월 평균기온은 −0.72 표준편차(σ)로 26년간의 12
월 평균값에 가까운 값을 갖는다. 반면 2011년 1월
(Fig. 2b)에는 −3.20σ로 1987년 이후로 가장 낮은 월
평균기온을 보이며, 2월(Fig. 2c)에는 0.28σ로 다시 평
년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다. 이로부터 2010/11년 겨
울은 12월과 2월에 비해 1월이 두드러지게 기온이 낮
았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평년으로부터 많이 다르지 않은 2010
년 12월 이후 이례적으로 기온이 낮았던 2011년 1월
의 기온 하강의 원인을 알아보고자 2010/11년 겨울의
대규모 순환장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2절에서는 사용
된 자료에 대하여 기술하였고, 3절에서는 다양한 기
상 변수가 나타내는 특성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4절
에서는 계절의 진행에 따라 변화하는 행성파의 특성
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5절에서 요약
과 토론을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상청 관측 자료는 남한의 61
개 관측지점의 1986년부터 2012년까지 27년간의 겨
울철(12월, 이듬해 1월, 2월) 일 평균기온이다. 또한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 (NCEP/NCAR) 재분
석 자료의 해면기압(sea-level pressure), 동서풍(zonal
wind), 남북풍(meridional wind), 기온, 지위고도, 지상
기온(surface air temperature)을 사용하였다. 해면기압,

동서풍, 남북풍, 기온, 지위고도 자료는 위도방향으로
90oS부터 90oN까지 2.5o 간격으로, 경도방향으로 0o부

터 360o까지 2.5o 간격으로 주어지고, 연직방향으로
1000 hPa부터 10 hPa까지 17개의 등압면 자료로 이루
어져 있다. 지상기온 자료는 지표면으로부터 2 m 높
이에서 관측한 기온 자료로 Gaussian Grid로 되어 있
다. 경도 방향으로는 0o부터 360o까지 1.875o의 간격
으로 균일하게 이루어져 있고, 위도 방향으로는 88.542oS
부터 88.542oN까지 비 균일한 간격으로 이루어져 있
다. 사용한 자료의 기간은 1981년부터 2011년까지 31
년이다. 본 연구에서 평년값(climatological mean)은
1981년부터 2010년까지 30년의 평균으로 정의하였고
매 윤년의 2월 29일은 편리를 위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3. 기상 특성

3.1 2011년 1월 기온 특성과 온도이류

2011년 1월 한반도의 월 평균기온은 1절에서 보인
바와 같이 이례적으로 낮았는데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는지 알기 위하여 NCEP/NCAR
재분석자료의 지면기온의 아노말리(anomaly)를 Fig. 3
에 보였다. 동아시아 지역, 특히 위도 30o~60oN, 경도
60o~140oE 영역에서 지상기온은 강한 음의 아노말리
를 보이며 전지구적으로도 가장 추웠던 지역임을 나
타낸다. 따라서 2011년 1월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
아시아 지역도 평년보다 기온이 많이 낮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Fig. 3에 나타난 낮은 지상기온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온도이류(thermal advection)
로 여겨진다. 온도이류에 영향을 주는 850 hPa 월 평
균기온과 바람장의 아노말리를 2011년 1월에 대해 보
였다(Fig. 4a). 동아시아 지역의 기온은 음의 아노말리
를 보이며, 특히 시베리아 고기압이 존재하는 위도
40o~60oN과 경도 80o~120oE 영역에서 가장 큰 음의
아노말리를 보인다. 또한 바람장에서는 한반도를 기
준으로 서쪽에서 고기압성 바람의 아노말리가, 동쪽
에서 저기압성 바람의 아노말리가 나타난다. 특히 한

Fig. 3. Anomalies of monthly-mean surface air temperature
(K) in Januar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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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에서는 평년보다 북풍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강
한 북풍으로 인해 북쪽으로부터의 차가운 공기의 이
류를 짐작할 수 있다. Figure 4b는 2011년 1월 850
hPa에서 온도이류의 아노말리를 나타낸다. 동아시아
의 넓은 지역에 걸쳐 음의 온도이류 아노말리가 나타
나며 특히 한반도와 일본을 포함한 지역에서 한랭이
류가 평년에 비해 컸다. 온도이류가 한랭 아노말리의
모든 것을 설명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나 따라서, 동아
시아 지역의 이례적 추위의 가장 큰 원인은 이러한
한랭이류의 장기간 지속으로 추정된다.

3.2 해면기압과 지위고도 분포

위에서 언급한 한랭 이류의 아노말리가 1월에 크게
나타난 원인을 알기 위하여 기압패턴을 볼 필요가 있
다. 2010/11 겨울 석 달의 시베리아 고기압과 알류샨
저기압의 발달 정도를 알기 위해 Fig. 5에 해면기압
의 아노말리를 보였다. 12월(Fig. 5a)에는 시베리아 고
기압 위치에서 평년보다 약 0~4 hPa 정도 낮아 고기
압이 약했고, 알류샨 저기압은 20 hPa 이상 커서 저
기압의 발달 또한 약했다. 반면에 1월(Fig. 5b)에는 평
년에 비해 시베리아 고기압 위치에서 4~12 hPa의 양
의 아노말리가 나타나고, 알류샨 저기압 위치에서는
0~8 hPa 정도 음의 아노말리가 나타나서 시베리아 고
기압과 알류샨 저기압 모두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2월(Fig. 5c)에는 시베리아 고기압은 평년 수준을 회
복한 반면 알류샨 저기압은 12월과 비슷하게 다시 기
압이 높아졌다. 이로부터 2010/11년 겨울의 해면기압

은 시베리아 고기압보다 알류샨 저기압의 변동성이
더 컸고, 12월과 2월에는 시베리아 고기압과 알류샨
저기압의 발달이 평년보다 약한 반면, 1월에는 두 기
압이 모두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

2010/11 겨울 동안의 각 달 동안에 해면기압이 어
떻게 변화하는지 알기 위하여 각 달을 10일씩 초순(1
일~10일), 중순(11일~20일), 하순(21일~30일)으로 나
누었다. 2월 하순은 21일부터 28일까지로 정의하였다.
시베리아 고기압과 알류샨 저기압이 위치한 30o~60oN
영역에서 경도에 따른 기압배치를 보면 12월(Figs. 6a~
c)에 경도 180o 부근에서 알류샨 저기압 사이로 기압
이 증가하여 기압의 분포가 1월(Figs. 6d~f)에 비해서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시베리아 고기압은 12월 하순
(Fig. 6c)에 발달하기 시작하여 1월 초순에 최대(Fig.
6d)가 되고, 그 위치와 기압의 강도는 거의 1월 한달
내내 유지된다. 이러한 고정적인 기압 배치는 Fig. 4a

Fig. 5. Anomalies of monthly-mean sea-level pressure (hPa)
in (a) December 2010, (b) January 2011, and (c) February
2011. Black, red and blue contours denote the zero, positive
and negative temperature anomalies, respectively.

Fig. 4. (a) Anomalies of 850-hPa temperature (contour lines
in K) and wind vector (arrows) in January 2011. Black, red
and blue contours denote the zero, positive and negative
temperature anomalies, respectively. (b) Anomalies of
thermal advection (K day−1) at 850 hPa in Januar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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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타난 북풍 아노말리를 결정하게 되므로, 2011년
1월 거의 한달 동안 지속되었던 추위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월 초순(Fig. 6g)에는 시베리아 고
기압과 알류샨 저기압의 세기가 감소하고 12월과 마
찬가지로 경도 180o 부근에서 알류샨 저기압 사이로
기압이 상승하여 기압배치가 1월에 비해 복잡한 양상
을 나타낸다. 이러한 기압 패턴은 지구를 감싸는 대
규모 행성파의 성질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에 대하여
4절에서 기술한다.

2010/11 겨울 동안의 전지구적인 대규모순환의 특
성을 알기 위하여 500 hPa의 지위고도와 그 아노말리
를 Fig. 7에 보였다. 일반적으로 겨울철에 동아시아
지역에 나타나는 500 hPa 기압골은 동아시아의 겨울
몬순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동아시
아 지역의 겨울 몬순 시작과 기온 하강이 500 hPa 기
압골의 깊이와 관련이 있고 기압골이 깊을 때 겨울
몬순이 강하다(Qiu and Wang, 1984; Li, 1988; Jhun
and Lee, 2004). 동아시아 기압골 뒤쪽에서 대규모의
하강 운동이 복사냉각과 함께 일어나며 이것은 시베
리아 고기압의 발달에 기여하게 되어 동아시아로 찬
공기가 유입된다(Zhang et al., 1997). 2010년 12월의

아노말리(Fig. 7d)에서는 알류샨 저기압 위치에 해당
되는 경도 180o에서 발달한 아노말리 고기압이 해면
기압의 아노말리(Fig. 5a)와 유사한 위치에 나타나고,
이 고기압성 아노말리에 의해 기압능이 강화된다(Fig.
7a). 500 hPa 지위고도의 동아시아 기압골은 일반적으
로 한반도와 일본이 위치한 경도를 따라 넓게 나타나
는데, 1월의 아노말리(Fig. 7e)를 보면 한반도와 일본
부근에서 음의 값이 보이므로 이 지역에서의 기압골
이 더욱 깊어졌음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강한 동아
시아 겨울 몬순을 설명하는 특성과 일치한다. 또한
50oN을 경계로 북쪽으로는 양의 아노말리가, 남쪽으
로는 음의 아노말리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분포는 남
북방향의 기압경도를 크게 한다. 이는 Fig. 7b에서 나
타난 남북방향으로 조밀한 간격의 지위고도 등치선의
분포와 일치한다. 2월의 아노말리(Fig. 7f)에서는 해면
기압 분포와 유사하게 경도 180o의 알류샨 저기압 위
치로부터 한반도까지 넓게 발달한 아노말리 고기압이
나타난다. 또한 50oN 북쪽으로는 음의 아노말리가 나
타나는데 이것은 1월의 아노말리 분포와 반대되는 것
으로 남북방향 기압경도가 작아졌음을 의미한다. 이
로 인해 1월에 비해 동아시아 기압골이 얕고 지위고

Fig. 6. Ten-day mean sea-level pressure (hPa) in (a)~(c) December 2010, (d)~(f) January 2011, and (g)~(i) February 2011. The
periods for each ten days are from 1 to 10, from 11 to 20, and from 21 to 30 (28 for February),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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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등치선의 간격이 넓어진 것을 볼 수 있다(Fig. 7c).
2010/11년 겨울의 500 hPa 지위고도의 아노말리(Figs.

7d~f)는 해면기압의 아노말리 분포(Fig. 5)와 유사함을
보이며 순압성(barotropic) 패턴을 보인다. 이러한 순
압 구조가 대기 상층까지 유지되는지 보기 위하여 다
른 고도에서의 지위고도 아노말리를 Fig. 8에 보였다.
850 hPa, 700 hPa, 300 hPa은 대류권, 그리고 200 hPa,
100 hPa, 70 hPa은 성층권에 속한다. 시베리아 고기압
은 고도가 높아질수록 아노말리가 약하게 나타나지만
알류샨 저기압은 높은 고도까지 연직으로 잘 발달해
있다. 지위고도의 아노말리는 연직 방향으로 보았을
때 수직으로 유사한 분포를 보여 한랭 아노말리의 구
조가 순압성임을 보인다. 따라서 2011년 1월 한달 내
내 지속된 동아시아의 한랭 아노말리는 공간적으로
대단히 큰 규모의 현상으로 추정된다.

3.3 300 hPa 동서풍 분포

동아시아 겨울 몬순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제

트기류에 나타나며 300 hPa에서 서풍의 최대값이 일
본 남부에 위치한다. 시베리아 고기압이 발달함에 따
라 북서풍이 강해지면 북으로부터 찬 공기가 남쪽으
로 유입되어 남북 온도 경도가 더욱 커지게 되고 온
도풍 관계에 의해 더욱 강한 제트기류를 만들게 된다
(Jhun and Lee, 2004). 2010/11년 겨울의 제트기류 분
포를 보기 위하여 300 hPa 동서풍과 그의 아노말리를
Fig. 9에 보였다. 서풍의 최대값은 일본 남부에 나타
나며(Figs. 9a~c) 석 달 중 1월에 서풍이 가장 강했다.
1월의 아노말리 분포는 한반도와 일본 남부를 지나는
제트기류가 평년보다 10 m s−1 이상 강해졌음을 보여
준다(Fig. 9e).

4. 겨울철 500 hPa 행성파의 변화

Figure 6에서 언급하였듯이, 1월에는 동서 방향에
대한 행성파의 스케일이 크고 단순한데 비하여 12월
과 1월에는 스케일이 작고, 시간에 따른 변화도 크다.

Fig. 7. Monthly-mean geopotential height (dam) at 500 hPa in (a) December 2010, (b) January 2011, and (c) February 2011,
and their anomalies in (d) December 2010, (e) January 2011, and (f) February 2011. Black, red and blue contours denote the
zero, positive and negative anomalie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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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동서방향의 파동 변화를 정량화하기 위하
여 조화분석(harmonic analysis)을 이용하였다. 대규모
순환의 대표적인 변화를 알기 위하여 500 hPa 지위고
도를 선택하였고, 위도 30o~80oN 구간에서 2.5o 간격
으로, 정해진 위도에서는 경도방향으로 2.5o 간격의
144개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500 hPa의 지위고도를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매일 30년에 대하여 평균하여 평년값을 구하였고, 각
위도에 대하여 조화분석한 행성파의 진폭(amplitude)
이 특정 파수에 대하여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기 위해
파수 1부터 4까지 Figs. 10a~d에 나타내었다. 파수가
커질수록 진폭이 작아지는데, 이는 30년 평균된 기압
패턴이 정체상태(stationary)의 장파 특성을 보이는 것
과 일치한다. 평년의 겨울에 파수 1부터 4까지의 파
수 중 파수 1의 진폭이 가장 크며 고위도에서 보다
30o~60oN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시간에 따
른 변화를 보면 파수 1의 최대값이 12월부터 점점 남
하하다가 1월 중에 가장 남쪽까지 남하하고 2월로 접
어들면서 점차 북상하는 양상을 보인다. 파수 2(Fig.

10b)는 파수 1에 비해 고위도까지 더 큰 진폭을 갖는
다. 파수 2는 겨울철에 500 hPa 지위고도에서 나타나
는 기압골을 잘 설명해 준다.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
면 기압골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12월보다 기압골이
더 깊게 발달하는 1월과 2월에 진폭이 더 크게 나타
난다. 파수 3(Fig. 10c)은 40o~60oN에서 진폭이 크며,
파수 2가 작게 나타나는 시기인 1월 중순경부터 2월
초순 말까지 진폭이 크게 나타난다. 파수 4(Fig. 10d)
는 진폭의 크기가 파수 1, 2, 3에 비해 작은 편이다.

2010/11년 겨울철 사례(Figs. 10e~h)는 평년 겨울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파수 1(Fig. 10e)은 평년에 비해
고위도 지역에서 진폭이 크다. 평년에 파수 1의 진폭
이 큰 30o~60oN를 보면 12월과 2월에 비해 1월에 진
폭이 더 크다. 파수 2(Fig. 10f)의 진폭은 500 hPa 지
위고도에서 기압골이 잘 나타나는 30o~60oN에서 시간
에 따른 변화를 보면 12월 초, 중순보다 12월 하순부
터 1월 중순까지 크게 발달하였고, 그 이후의 시기에
는 더 북상하여 큰 진폭이 나타난다. 파수 3(Fig. 10g)
은 평년 겨울에 진폭이 큰 40o~60oN에서 보면, 파수

Fig. 8. Anomalies of monthly-mean geopotential height (dam) at (a) 850, (b) 700, (c) 300, (d) 200, (e) 100, and (f) 70 hPa in
January 2011. Black, red and blue contours denote the zero, positive and negative anomalie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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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 진폭이 작은 시기에 파수 3의 진폭이 커지는 양
상이 보인다. 파수 4(Fig. 10h)는 평년 겨울에 비해 12
월과 2월에 진폭이 크다. 또한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
더라도 1월보다는 12월과 2월에 진폭이 크게 나타난
다. 이는 2010/11년 겨울 500 hPa 지위고도를 순 별로
분석한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500 hPa 지위고도의 위
상이 비교적 정체되어 있는 2011년 1월에는 파수 1,
2가 두드러진 반면 12월과 2월에는 파수 4가 두드러졌다.

500 hPa 지위고도를 조화분석하여 얻은 위상은 각
위도에서 특정 파수 성분이 최대값을 갖는 경도(0~360o)
로 정의하였다. 30oN부터 80oN까지 위상의 변화를 날
짜에 따라 나타낸 것이 Fig. 11이다. 평년 겨울에 파
수 1(Fig. 11a)의 변화를 보면 50oN을 기준으로 북쪽
은 시간에 따라 위상이 계속 변하는 반면 남쪽은 시
간에 따라 위상이 크게 변하지 않고 파동이 정체되어
있다. 파수 2(Fig. 11b)는 파수 1보다 더 넓은 위도 범
위에 대해 파동의 정체성을 보인다. 2010/11년 겨울
의 경우 파수 1(Fig. 11c)은 50oN을 기준으로 남쪽과

북쪽에서 위상의 변화에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50oN
이북은 평년과 유사하게 시간에 따른 위상의 변화가
크지만 30o~50oN 위도대에서는 시간에 따른 위상의
변화가 평년과 다르게 나타난다. 12월과 2월에 비해
1월에 비교적 정체된 양상을 보인다. 파수 2(Fig. 11d)
또한 50oN을 기준으로 남쪽과 북쪽에서 위상의 변화
가 다르게 나타난다. 50oN 남쪽에서는 북쪽에 비해
위상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
각 위도에 따라 행성파의 진폭과 위상이 많이 다르
므로 단순화하기 위하여 위도대를 20o씩 나누어 평균
하는 것이 편리하고, 50oN을 경계로 선택하였다. 30o~
50oN 지역에 대하여 지위고도를 위도에 대하여 평균
하여 “중위도대”(middle-latitude band)라고 정의하고,
50o~70oN 지역을 평균하여 “고위도대”(high-latitude
band)라고 정의하였다. Figs. 12와 13에 보인 결과는
위도에 대하여 평균된 지위고도로부터 구한 진폭과
위상을 이용한 것이다.

Figure 10에서 나타난 것처럼 평년 겨울에는 파수

Fig. 9. Monthly-mean zonal wind (m s−1) at 300 hPa in (a) December 2010, (b) January 2011, and (c) February 2011, and their
anomalies (m s−1) in (d) December 2010, (e) January 2011, and (f) February 2011. Black, red and blue contours denote the zero,
positive and negative anomalie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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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각 파수의 설명
분산(explained variance)을 계산하면 더욱 뚜렷하게 나
타난다. 파수 1, 2, 3의 설명분산의 합과 파수 4, 5, 6
의 설명분산의 합을 Fig. 12에 보였다. 평년 겨울의

파수 1, 2, 3의 합(Figs. 12a, c)은 중위도대와 고위도
대 모두 약 90% 이상을 차지하며 파수 4, 5, 6의 합
(Figs. 12b, d)은 약 10% 이하를 차지한다. 따라서 겨
울철 500 hPa 지위고도는 파수 1, 2, 3으로 대부분 설

Fig. 10. Amplitude (m) of daily 500 hPa geopotential height for wave numbers (a) 1, (b) 2, (c) 3, and (d) 4 of the climatological
data from 1 December through 28 February. (e)~(h) are the same as in (a)~(d), respectively, but for the winter of 2010/11.
White area indicates the amplitude larger than 150 m.

Fig. 11. Phase (degree in longitude) of daily 500 hPa geopotential height for wave numbers (a) 1 and (b) 2 from the
climatological data from 1 December through 28 February. (c) and (d) are the same as in (a) and (b), respectively, but for the
winter of 2010/11. Thick line can be interpreted as one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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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10/11년 겨울에
는 12월과 2월에 파수 4, 5, 6의 설명분산의 합이 평
년에 비해 크다. 특히 중위도대(Fig. 12b)에서는 파수
4, 5, 6의 역할이 1, 2, 3보다 더 큰 기간도 있을 정
도로 중요하다. 고위도대(Fig. 12d)에서는 그 중요도
가 중위도보다는 적지만 역시 1월보다 12월과 2월에
크게 나타난다.
겨울철 500 hPa 지위고도 파동을 대부분 설명할 수
있는 파수 1, 2, 3의 파동성분이 시간에 따라 동서방

향으로 얼마나 진행하였는지 알기 위하여 날짜에 따
른 각 파수의 위상변화를 Fig. 13에 보였다. 파수 1은
중위도대에서 12월과 2월에 비해 1월에 평년과 유사
한 위상으로 정체되어 있는 것이 보인다(Fig. 13a). 그
러나 고위도대에서는 12월에 비해 1월과 2월에 시간
에 따른 위상변화가 더 크다(Fig. 13d). 파수 2는 중
위도대에서 12월과 1월에 평년과 유사하게 정체되어
있는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2월에는 시간에 따른 위상
변화가 크다(Fig. 13b). 고위도대에서는 중위도대와는

Fig. 12. Sum of the explained variances (%) of daily 500 hPa geopotential height for wave numbers (a) 1, 2, and 3, and (b) 4, 5,
and 6 for the middle-latitude band from 1 December through 28 February. (c) and (d) are the same as in (a) and (b),
respectively, but for the high-latitude band. Black and red curves denote the climatological and 2010/11 values, respectively.

Fig. 13. Phase (degrees in longitude) of daily 500 hPa geopotential height for wave numbers (a) 1, (b) 2, and (c) 3 from 1
December through 28 February for the middle-latitude band. (d)~(f) are the same as in (a)~(c), respectively, but for the high-
latitude band. Black and red curves denote the climatological and 2010/11 value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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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1월 중에 위상변화가 크다(Fig. 13e). 파수 3
은 중위도대에서 12월에는 평년과 위상도 다르고 시
간에 따른 변화도 크지만 1월에는 평년과 유사한 위
상으로 정체된 양상을 보인다. 또한 2월에는 파수 1,
2와 마찬가지로 시간에 따른 위상변화가 있음이 보인
다(Fig. 13c). 그러나 고위도대에서는 1월 중에 시간
에 따른 위상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즉 2011년
1월에는 중위도대에서는 12월과 2월에 비해 파수 1,
2, 3의 위상이 시간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고 정체되
어 있는 양상이나 고위도대에서는 1월 중에 가장 급
격한 위상변화를 보인다.

5. 요약과 결론

2011년 1월에 한반도는 이례적으로 기온이 매우 낮
았다. 반면 2011년 1월의 한달 전후인 12월과 2월에
는 평년과 많이 다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2011
년 1월의 동아시아에 나타난 강추위의 원인을 이해하
기 위하여 겨울 3달 동안에 대하여 NCEP/NCAR 재
분석 자료의 여러 가지 기상변수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동아시아 지역에 나타난 한랭 아노말리는 평년보다
강한 북풍으로 인해 북쪽으로부터의 차가운 공기의
이류가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시베리아 고
기압과 알류샨 저기압이 발달하면 동서 방향 기압 경
도를 만들어 아시아대륙 동쪽 해안선상에 북풍을 발
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yoo et al., 2002). 따
라서 2010/11년 겨울의 해면기압 분포를 분석한 결과
12월과 2월은 시베리아 고기압과 알류샨 저기압의 발
달이 평년에 비해 약화된 반면에 1월에는 시베리아
고기압과 알류샨 저기압 모두 발달하였다. 2010/11년
겨울내 해면기압의 변동성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하여
초순, 중순, 하순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2011년 1월
에는 시베리아 고기압과 알류샨 저기압이 발달한 위
치와 기압의 강도가 거의 한달 내내 지속적으로 유지
되었다. 이러한 고정적인 기압 배치가 2011년 1월 거
의 한달 동안 지속되었던 추위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0/11년 겨울 해면기압의 아노말리 분포는 500
hPa 지위고도의 아노말리 분포와 유사하기 때문에 순
압성의 존재를 암시한다. 2011년 1월의 지상으로부터
성층권까지 6개의 고도에서 분석한 지위고도의 아노
말리는 이와 같은 순압성을 증명한다. 특히 알류샨 저
기압은 성층권에 이르기까지 같은 지역에 발달해 있다.
시베리아 고기압이 발달함에 따라 북서풍이 강해지
면 북으로부터 찬 공기가 남쪽으로 유입되어 남북 온
도 경도가 더욱 커지게 되고 온도풍 관계에 의해 300
hPa에서 더욱 강한 제트기류를 만들게 된다(Jhun and
Lee, 2004). 2010/11년 12, 1, 2월의 300 hPa에서의 동

서풍의 아노말리 분석에서는 겨울 석 달 중 1월에 한
반도와 일본 남부를 지나는 제트기류가 가장 강하며
평년보다 10 m s−1 이상 강해졌음을 보인다.

500 hPa 지위고도의 월 변동(Fig. 7)을 보면 1월과
2월의 파수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12월은
1월에 비해 기압골과 기압능이 더 많이 나타나 1월보
다 12월에 파수가 더 컸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파동
의 성질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500 hPa 지위
고도를 조화분석하였다. 500 hPa 지위고도의 위상이
비교적 정체되어 있는 2011년 1월에는 파수 1, 2가
두드러진 반면 12월과 2월에는 파수 4가 두드러진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설명분산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중
위도대에서 파동의 정체가 나타나는 2011년 1월에는
평년과 같이 파수 1, 2, 3이 주도적이나 12월과 2월
에는 파수 4, 5, 6이 중요하게 나타난다. 이로부터
2010/11년 겨울 12월과 2월에는 상대적으로 단파가
두드러졌음에 반해서 1월에는 장파가 더 큰 비중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
행성파는 그 시기와 위도에 따라 중요한 파수가 결
정되는데, 위상속도도 다르게 나타난다. 겨울철 500
hPa 지위고도 파동을 대부분 설명할 수 있는 파수 1,
2, 3에 대하여 위상변화를 보면(Fig. 13), 1월에는 중
위도대에서 12월과 2월에 비해 파수 1, 2, 3의 위상
이 시간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양
상이나 고위도대에서는 1월이 가장 급격한 위상변화
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2011년 1월에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
례적으로 추웠던 원인을 이해하는 노력을 하였다. 앞
으로 과거의 다른 추웠던 사례를 더 알아보고 본 연
구 결과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특히 위도대에 따른
행성파의 위상속도 변화가 다른 해에도 나타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비슷한 패턴의 행성파 특성이
나타나면 그 역학적 메커니즘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메커니즘을 밝히면 겨울철 계절 규모의 동아
시아 기온 예측에도 응용이 가능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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