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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2013년 1~3월)·1개월(1월 상순~하순) 전망 >
— 1월에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추운 날이 많겠으며,

2월에는 저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겠고, 많은 비눈이
․
내릴 때가 있겠음 (1월) 추운 날이 많겠으나, 지역에 따라 많은 눈 또는 비가 오는 때가 있겠음
(2월) 날씨의 변화가 잦은 가운데 지역에 따라 많은 비 또는 눈이 올 때가 있겠음
(3월) 기온의 변화가 크겠음

【 3개월(1월～3월) 전망 요약 】
월

평 균 기 온

강 수 량

1월

평년(-5∼3℃)보다 낮겠음

평년(18∼55㎜)보다 많겠음

2월

평년(-2∼5℃)보다 높겠음

평년(19∼61㎜)보다 많겠음

3월

평년(4∼9℃)과 비슷하겠음

평년(38∼100㎜)과 비슷하겠음

【 1개월(1월 상순～하순) 전망 요약 】
순

평 균 기 온

강 수 량

1월 상순

평년(-5∼4℃)보다 낮겠음

평년(5∼14㎜)보다 많겠음

1월 중순

평년(-5∼3℃)과 비슷하겠음

평년(7∼23㎜)보다 많겠음

1월 하순

평년(-6∼3℃)과 비슷하겠음

평년(3∼18㎜)과 비슷하겠음

1. 3개월·1개월 날씨 전망
○ (1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아 추운 날이 많겠으며, 저기압의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 많은 눈 또는 비가 오는 때가 있겠음.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음.
상순에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추운 날이 많겠으며, 대륙고기압의

확장 시 지형적인 영향으로 많은 눈이 올 때가 있겠음.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음.
중순에는 찬 대륙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겠으며, 기온의
변화가 큰 가운데 많은 눈 또는 비가 올 때가 있겠음.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음.
하순에는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기온과 강수
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 (2월)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날씨의 변화가 잦겠음.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으며, 지역에 따라 많은
비 또는 눈이 내릴 때가 있겠음.
○ (3월)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겠으며,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일시적으로 받아 기온 변화가 크겠음.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 (엘니뇨/라니냐 전망)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의 해수면온도는 봄철까지
정상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해수면 온도 편차 : 11월 +0.5℃, 12월 셋째 주(12월 9~15일) 0.0℃
※ 엘니뇨라
( 니냐) 정의 : 엘니뇨 감시구역(열대태평양 Nino 3.4 지역 : 5°S~5°N, 170°W~120°W)에서
5개월 이동평균한 해수면온도 편차가 0.4℃이상(-0.4℃이하)으로 나타나는 달이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그 첫 달을 엘니뇨(라니냐)의 시작으로 봄.

2. 최근 날씨 동향
(10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은 날이 많았으며, 일교차가 크고
복사냉각으로 인해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날이 많았음. 중순 전반에
상층 한기의 유입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 날도 있었으며, 29일부터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음. 4일에는 대관령에서
첫얼음이 관측되었으며, 평년보다 8일 빨랐음. 6일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일부지역에, 10일에는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렸음. 17일에도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부지방과 영동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가 내렸으나 강수량은 적었음. 22일과
27일에는 서쪽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렸음.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였고(평년대비 0.0℃) 강수량도 평년과 비슷하였음(평년대비 117%).
(11월) 상순 전반에 일시적인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으나
이후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받았으며, 중순에는 대륙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아 춥고 비가 오는 날이 많았음. 하순에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추운 날이 많았음. 4~6일, 10~11일, 13일, 16~17일
에는 서쪽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렸으며, 19일, 28일
에는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중부지방에 비가 내렸음. 23일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지방에 비 또는 눈이 내렸으며, 25~26일에는 남서쪽
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해안과 서해안지방에 비가 내렸음.
기온은 평년보다 낮았으며(평년대비 -1.0℃),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았음(평년대비 122%).
(12월 1~20일)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추운
날이 많았으나, 중순 중반에 남쪽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일시
적으로 크게 상승하였음. 상순에는 저기압이 자주 통과하여 눈 또는 비가
오는 날이 잦았음. 2일에는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부와 중부
내륙지역에, 3일에는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부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눈 또는 비가 내렸으며, 특히 5일과 7일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서해안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 많은 눈(남부 일부지역에는 비)이 내렸음.
14일에는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에 비 또는 눈이 내렸음. 기온은 평년보다 낮았으며(평년대비 -3.0℃), 강수
량은 평년보다 많았음(평년대비 234%).
(최근 3개월, 10.1~12.20) 평균기온은 7.7℃로 평년(8.8℃)보다 낮았으며(평년대비 -1.1℃),
강수량은 153.8㎜로 평년(116.8㎜)보다 많았음(평년대비 135%).

최근 3개월 평균기온(좌)과 강수량(우)의 일변화 (2012.10.1～12.20)

※ 첨부 1 : 최근 10년간의 기후특성 (1월∼3월)
※ 첨부 2 : 최근 10년간의 특이기상 (1월∼3월)
【 알림 】
○ 1·3개월 전망 전문은 “기상청 홈페이지→날씨→특보·예보→장기예보”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1개월 전망은 2013년 1월 3일 오전 10시에 발표될 예정이며, 다음 3개월 전망은
2013년 1월 23일 오전 10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 기후통계자료에 대한 문의는 기상청 기상자원과(02-2181-0887)로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최근 10년간의 기후특성 (1월 ~ 3월)

○ 기온
－ 최근 10년간 평균기온은 2.2℃로 평년(2.0℃)보다 0.2℃ 높았음.
－ 1981년부터 2002년까지 기온이 다소 올라가는 추세(+1.0℃ /10년 )를
보였으나, 최근 10년간 기온은 다소 낮아지는 경향(-1.2℃/10년)을 보임.
* 최근 10년 월별 평균기온 경향(℃/10년) : 1월 -1.9, 2월 -1.1, 3월 -0.6

연도별 평균기온과 변화 경향 (1월 ~ 3월)

○ 강수량
－ 최근 10년간 강수량은 117.1㎜로 평년(122.3㎜) 대비 95.3%를 보였음.
* 최근 10년 월별 강수량 경향(㎜/10년) : 1월 -4.2, 2월 +1.9, 3월 +29.9

연도별 강수량과 평년 강수량 (1월 ~ 3월)
※ 최근 10년 평균 기후값
기후 요소

1월

2월

3월

평균기온 (℃)

-1.1
4.2 / -5.7
19.6 / 5.7
8.5
177.0
5.9

1.8
7.3 / -3.2
39.9 / 6.3
5.1
169.1
2.3

6.0
11.7 / 0.7
57.7 / 8.5
3.4
194.2
0.1

평균 최고 / 최저 기온 (℃)
강수량(㎜) / 강수일수 (일)
눈 현상일수 (일)
일조시간 (시간)
일 최저기온 -10℃ 미만 일수 (일)

* 기온강수량은
․
45개 지점, 일조시간은 20개 지점, 눈 현상일수는 19개(목측관측소) 지점 평균임.

[ 첨부 2 ]

최근 10년간의 특이기상 (1월 ~ 3월)

○ 고온현상
－ (2009년 2월 상순) 대륙고기압의 세력이 크게 약화된 가운데 이동성 고기압과
상층 기압능의 영향을 주로 받아 평균기온, 평균 최고․최저기온 모두 1973년
이래 가장 높았음(편차(℃)

: 평균기온 +4.9, 평균 최고기온 +5.0, 평균 최저기온 +5.0).

－ (2007년 1~2월)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추운 날이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주로
북고남저형의 기압배치에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아 평균기온 및
평균 최고기온이 1973년 이래 가장 높았음(편차(℃) : 평균기온 +2.5, 평균 최고기온 +3.1).

○ 저온현상
－ (2012년 2월) 찬 대륙고기압이 크게 확장하여 남부지방까지 강한 한파가
지속되었음. 평균 최저기온 편차가 -1.9℃로 1986년 이후 최저값(1973년 이래
최저 6위)을

기록하였고, 2일(일 최저기온(℃) : 동해 -13.7, 철원 -24.6, 상주 -15.7 등)과 3일

(일 최저기온(℃) : 제천 -25.9, 문산 -24.6, 안동 -18.6 등)에는

2월 상순 최저기온 극값을

기록하였음. 시설하우스 난방비의 상승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였고, 대구와
오징어 등 어획량이 줄어 수산물 가격도 크게 상승하였음.
－ (2011년 1월) 찬 대륙고기압이 크게 확장하면서 전국적으로 강한 한파가
지속되었음. 평균 최고·최저기온 편차가 각각 -3.8℃, -4.1℃로 1973년 이래
최저 2위를 기록하였고, 16일 부산에서는 -12.8℃로 1915년 이후 가장 낮은
기온이 관측되었음. 한파로 인해 농가에서는 시설하우스 작물 고사와 생육
장애가 발생하였고, 전남, 충남, 경남지역에서는 수온 하강에 의한 양식생물의
대량 폐사가 발생하였음.
－ (2010년 3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이 지속되어 한기유입이 잦았고, 남쪽으로
기압골이 자주 통과하며 흐리고 비오는 날이 많았음. 특히 일조량의 부족
으로 낮 기온이 오르지 못해 평균 최고기온 9.9℃로 1973년 이래 최저 3위를
기록하였음. 잦은 강수와 저온으로 농작물의 생육이 부진하였음.
－ (2010년 1월 상순~중순) 찬 대륙고기압이 크게 확장하면서 추운 날이 많았음.
평균 최저기온은 -7.8℃로 1987년 이후 가장 낮았음(1973년 이래 최저 7위). 지속
적인 한파로 전기난방 사용이 급증하여 연일 최대전력 수요량을 경신하였
으나, 월동제품 매출이 호조세를 나타내는 등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
기도 하였음.

－ (2005년 2~3월) 찬 대륙고기압과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교대로
받아 기온의 변동폭이 큰 가운데 추위가 지속되었음(평균
1973년 이래 최저 3위).

최고기온 편차 -1.6℃,

한파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으며, 전남 해안의 양식

장에서 숭어들의 집단 폐사가 발생하였음.

○ 대설
－ (2011년 2월 11~15일) 북고남저 기압계에 의한 북동기류와 남동쪽 해상의
저기압에 의한 남동기류가 합류되면서 동해안지방에 많은 눈(최심적설(㎝)
동해 102.9, 북강릉 82.0, 울진 65.7, 울산 21.4, 부산 7.0 등)이

:

내렸으며, 일부에서는 2월 극값을

경신(최심신적설(㎝) : 11일 울진 41.0, 동해 70.2, 14일 포항 27.5, 울산 21.4)하기도 하였음.
교통이 통제되고 산간지역의 600여 가구 주민이 고립되었으며, 300여 곳의
농업 및 축산시설 붕괴 등 360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 (2011년 1월 3~4일) 대륙의 찬 공기와 지속적인 북동기류가 유입되면서
동해안의 높은 수온에 의한 상하층 온도차로 동해안지방에 많은 눈(3일
최심신적설(㎝) : 포항 28.7, 울산 12.5, 울진 12.4, 동해 9.7, 북강릉 9.3 등)이

내렸음. 비닐

하우스, 양식시설 피해 등 100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 (2010년 2월 11~16일) 대륙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동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동해안지방에 많은 눈이 내렸음(최심적설(㎝) : 속초 70.6, 동해 53.0, 울진 28.6 등). 도로
곳곳이 통제되어 설 연휴(13~15일) 귀성길에 혼잡을 빚었고, 스키장과 유원지도
설 특수를 누리지 못하였으며, 차량운행 제한으로 유통업계의 매출이 대폭
감소하였음.
－ (2010년 1월 4일) 서울에 25.8㎝의 많은 눈(1937년 관측 이래 최대)이 내렸음. 수도권
전동열차의 운행 중단‧지연이 발생하였고, 육로운송 의존도가 높은 각종
산업분야의 피해가 속출하였음.
－ (2005년 3월 4~5일) 북고남저 형태의 기압배치를 이루는 가운데, 상층 기압
골이 통과하면서 강원 및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음(최심적설(㎝) :
동해 90.0, 울진 57.6, 속초 55.0, 부산 37.2(6일, 관측 이래 최대), 포항 20.7 등).

버스와 항공 등

주요 교통이 통제되었고, 부산항의 일부 기능이 마비되었으며, 3만여 평의
비닐하우스가 붕괴되는 등 총 3백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 (2004년 3월 5일) 중부지방으로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많은 눈(최심신적설(㎝)
대전 49.0, 청주 32.0, 상주 30.6, 충주영월
․
20.5 등)이

:

내렸음. 경부와 중부고속도로, 주변

국도가 마비되어 물류이동에 차질을 빚었고, 건물, 비닐하우스, 축사가 붕괴
되는 등 총 6천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