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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포일시 2013.1.10(목) 08:00 보도시점 배포 직후 (총 2매)

담당자 예보센터장 반기성 전화번호
02-360-2200(代)

02-360-2244(2269)

"Total Weather Service Provider" ::: 케이웨더㈜ 

이번 주말 겨울 축제 즐기기 좋다

 - 토요일 중부지방 오전까지 눈  

 - 평년기온 회복해 한파 없어

■ 주말 기상개황
 ▫토요일(12일)은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중부지방은 오전까지 눈이 내린 뒤       
   점차 맑아지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음. 
     * 예상 적설
     - 서울, 경기, 강원영서 : 2~5cm
     - 충청북부 : 1cm내외

 ▫일요일(13일)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음.

■ 겨울 축제 날씨정보
 ▫ 토요일 오전 중부지방의 눈이 그친 후 오후부터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여 나들이하기 좋겠음

 ▫ 중부지방 일원에서 개최중인 가평 자라섬 씽씽 축제, 화천 산천어 축제, 홍천 홍천강  
    꽁꽁 축제, 평창 송어 축제는 토요일 오후부터 즐기기 좋겠음.

 ▫ 주말사이 평년기온을 회복하면서 강한 추위는 없겠으나, 산간지역과 댐 주변에서는  
    다소 강한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가 낮겠으니 보온에 신경 쓰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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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12일(토) 13일(일)

최저기온 최고기온
체감온도

(12시~17시)
최저기온 최고기온

체감온도

(12시~17시)

경기도 가평
(자라섬 씽씽 축제)

-7 2 -1 ~ 1 -9 3 0 ~ 2

강원도 화천
(산천어 축제)

-9 -2 -5 ~ -3 -11 0 -3 ~ -1

강원도 홍천
(홍천강 꽁꽁 축제)

-8 2 -2 ~ 0 -9 3 0 ~ 1

강원도 평창
(송어 축제)

-10 -1 -5 ~ -3 -13 1 -3 ~ 0

충남 청양
(얼음 분수축제)

-6 3 0 ~ 2 -8 5 2 ~ 4

주말 축제 지역 예상 최저·최고 기온 및 체감온도(℃)

[참고 1] 축제 지역 평년기온(℃)
지 역

12일(토) 13일(일)
비고1)

최저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최고기온

가 평 -8.4 2.1 -8.5 2.1 양평

화 천 -11.2 0.5 -11.4 0.5 철원

홍 천 -11.7 1.1 -11.6 1.1 -

평 창 -9.8 1.3 -9.2 1.6 영월(최근 18년)

청 양 -6.9 3.7 -7.1 3.6 부여

[참고 2] 얼음 두께에 따라 버틸 수 있는 무게
얼음 두께 내  용

5 cm 한 사람이 걸을 수 있음

8 cm 세 사람이 한 줄로 걸을 수 있음

15 cm 모든 산악지형이 차량과 설상차들이 안전하게 지날 수 있음

20 cm 트럭류 차량을 지지할 수 있음

스포츠 안전(Heward Grafftey 저) p16. 얼음낚시 - Ice Fishing 부분에서 발췌

  * 현재 축제 지역의 얼음 두께는 20~50cm로, 주말 낮 최고기온이 영상을 기록하더라도       
    대부분의 시간이 영하권이기 때문에 녹는 것보다 어는 것이 많아 안전에 큰 문제가 없겠음.
1) 가평, 평창, 청양, 화천의 평년값은 관측소 부재로 인해 인접한 지역의 관측 자료를 활용함. 

   영월은 1995년부터 관측을 개시함 따라 1995~2012년까지의 최근 18년 평균값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