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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포일시 2013.5.15(수) 08:00 보도시점 배포 직후 (총 2매)

담당자 예보센터장 반기성 전화번호
02-360-2200(代)

02-360-2244(2269)
"Total Weather Service Provider" ::: 케이웨더㈜ 

석가탄신일 연휴 기상전망

 - 석가탄신일(17일) 구름 많고 초여름 기온

 - 주말 남부지방 중심으로 다소 많은 비

■ 석가탄신일(17일) 날씨 전망
 ▫ 석가 탄신일인 금요일에 우리나라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음. 
 ▫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 오후 들면서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음.
 ▫ 서울과 대전의 최고기온이 25℃가 예상되는 등 서쪽 내륙지역은 낮 기온이 25℃    

 내외로 올라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음.
 ▫ 동해안 및 영남 동부지역은 선선한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 낮 기온이 20℃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 대체로 포근하겠음.
 ▫ 서부 내륙의 기온이 평년보다 2~4℃ 가량 높아 다소 덥겠으나, 바람이 약하게 불고  

 구름양도 점차 많아져 야외활동하기 좋겠음.

■ 주말 강수 전망
 ▫ 이번 주말 우리나라는 남쪽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음.
 ▫ 18일(토) 오전에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어 오후에 호남지방, 늦은 오후에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음.
 ▫ 주말에 내리는 비는 남부지방에 집중되겠으며,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동반되는   

 곳이 있겠음. 특히, 남해안과 제주산간에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최고 100mm이상의  
 많은 강수량이 예상됨.

          * 예상 강수량(18~19일)
       - 서울, 경기, 강원영서 : 1~5mm
       - 충청, 전북, 경북, 강원영동 : 5~20mm
       - 전남, 경남, 제주 : 20~40mm (많은 곳 : 남해안, 제주산간 : 100mm 이상)
 
▫ 19일(일) 중부지방의 비는 새벽에, 남부지방은 오후에 그치면서, 중부지방에서는 야외

활동 하는데 큰 지장이 없겠고, 서울의 낮 기온 25℃ 등 평년보다 1~3℃ 가량 높은 
분포를 보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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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석가탄신일 연휴기간 축제 정보]
                       내용

축제(지역
기 간 축제 정보

부산 삼광사 연등 축제

(부산 부산진구 삼광사)
5. 5 ~ 5.19

- 16일(목) 봉축 전야 점등법회에 맞춰 4만 여개의

  연등에 불을 밝힘

- 거대한 용등을 비롯해, 실물크기와 비슷한 거대

  코끼리등, 십이지신등의 각양각색의 등을 설치함

- 미국 CNN이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50선’

함천 황매산 철쭉제

(경남 함천군 황매산 국립공원)
5.14 ~ 5.24

- 철쭉 군락지 산상화원은 황매산 산행의 백미임

- 철쭉 페이스페인팅, 보물찾기

- 소망성취 연날리기(18~19일), 산상음악회(19일)

보성 다항제

(전남 보성군 차 소리 문화공원)
5.14 ~ 5.19

- 150만평 규모의 녹차 밭 및 숲 걷기 체험

- 다례 예절체험, 차밭 음악회, 마술공연

춘천 마임 축제

(경기 춘천시 일원)
5.19 ~ 5.26

- 다양한 예술 장르를 통해 몸을 부각시키는 

  마임축제로 올 해 25회를 맞이함

- 국내외 800여명의 아티스트 및 110여 작가참석

-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마임프로그램 진행

[참고자료 2. 석가탄신일의 유래]
 1. 우리나라의 석가탄신일
   - 사월 초파일을 달리 부르는 말로 석가모니가 태어난 날이라고 해서 부처님오신날이라 부름.
   - 불탄일(佛誕日), 욕불일(浴佛日), 석탄일(釋誕日)이라고도 하며 우리나라는 1975년부터
     공휴일로 정해 그 뜻을 기리고 있으며, 불교의 4대 명절1) 가운데 가장 큰 명절임.
   - 1956년 11월 네팔에서 열린 제4차 세계불교대회에서 양력 5월 15일을 석가탄신일로 
     결정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음력 4월 초파일을 석가탄신일로 기념하고 있음.
   - 대표적인 풍속은 관등놀이이며 사람들은 이 날을 관등절, 연등절이라고도 함. 
     또한, 초파일을 전후해 먹는 음식으로는 찐떡, 화전, 어만두 등이 있음. 
 
 2. 다른 나라의 석가탄신일
   - 중국은 음력 4월 8일을, 일본은 음력이 아닌 양력 4월 8일로 탄생일을 기념하고 있음.
   - 중국에서도 연등행사가 이루어지나 우리나라처럼 성행하지 않고, 일본에서는 연등축제 대신
     불전(佛前)에 꽃을 올리는 ‘하나마쯔리’로 대신하고 있음. 
   -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등 주변의 동남아 국가들은 석가모니 전생 설화에 따라 인도력의   
     둘째달인 웨삭(Vasaka)월의 보름날(음력 4월 15일)을 석가탄신일로 지키고 있음.
   - UN(국제연합)은 1998년 스리랑카에서 개최된 세계불교대회에서 안건이 받아들여져 양력   
     5월 중 보름달(음력 4월 15일)이 뜬 날을 석가탄신일로 정해 기념행사를 개최함. 

* 출처: 부산연등축제 홈페이지, 국립민속박물관, 두산백과,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세시풍속사전 

1) 2월 8일 석가(釋迦) 출가일(出家日), 2월 15일 열반일(涅槃日), 4월 8일 초파일(初八日), 12월 8일 성도일(成道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