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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포일시 2016.03.07(월) 11:00 보도시점 배포 직후 (총 3매)

담당자 예보센터장 반기성 전화번호
02-360-2269(代)
010-4651-2087

"Total Weather Service Provider" ::: 케이웨더㈜ 

올해 벚꽃 개화, 평년보다 3~5일 빠르다

- 중부지방 평년보다 3~4일, 남부지방은 4~5일 빨리 개화

- 서귀포에서 3월 20일 시작으로 서울은 4월 7일 개화 예상

- 벚꽃 만개는 개화 후 일주일 정도 소요

[벚꽃 개화 전망 요약]

    올해 벚꽃 개화 시기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평년보다 3~5일   

    빠르겠으며 중부지방은 평년보다 3~4일, 남부지방은 4~5일 빨리 개화할 것

    으로 전망됨.

  ▫ 벚꽃 개화 시기는 2월과 3월의 기온변화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올 해 벚꽃 
     개화 예상 시기는 지난 2월의 지역별 관측기온과 3월의 기온전망을 토대로 예측한 
     결과임. 
  
  ▫ 지난 2월은 기온변화가 큰 가운데 전국 평균 기온 1.7℃로 평년(1.1℃)보다 0.6℃ 
     높았고, 전국 강수량은 43.8mm로 평년(35.5mm)대비 130%를 기록했으나 중부 및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수량이 많은 반면 경북 동해안은 평년대비 50% 이하로 지역
     적인 편차를 보였음.  

   ▫ 서울의 2월 평균기온은 0.2℃, 강수량은 47.6mm로 평년(0.4℃)보다 0.2℃ 낮았고, 
      강수량은 평년(25.0mm)대비 190%를 나타냈음.
      (첨부 2. 주요도시 2월 기온 및 강수량 현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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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남은 3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중부지방은 평년과 비슷하나
     남부지방은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어 벚꽃이 평년보다 3~5일
     빨리 개화 하겠으며 중부지방은 평년보다 3~4일, 남부지방은 4~5일 정도 빠르겠음.
  
  ▫ 벚꽃 개화는 3월 20일 서귀포를 시작으로 남부지방은 3월 24일~31일, 중부지방은
     4월 1일~10일, 경기북부와 강원북부 및 산간지방은 4월 10일 이후가 되겠음.

  ▫ 벚꽃은 절정 시기는 개화 후 만개까지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되며, 서울은 4월 7일 
     개화하여 4월 13일경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첨부 1. 2016년 주요도시 벚꽃 개화 예상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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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평년
작년

(2015년)
2016년 개화

예상일 평년편차 작년편차

서울 4.10 4. 3 4. 7 -3 +4
인천 4.13 4. 8 4.10 -3 +2
춘천 4.12 4. 4 4. 9 -3 +5
강릉 4. 5 4. 3 4. 2 -3 -1
대전 4. 5 3.29 4. 1 -4 +3
청주 4. 7 4. 2 4. 3 -4 +1
충주 4.10 4. 4 4. 7 -3 +3
대구 3.31 3.28 3.27 -4 -1
전주 4. 5 3.30 3.31 -5 +1
광주 4. 2 3.29 3.29 -4 ±0
포항 3.31 3.27 3.27 -4 ±0
부산 3.28 3.28 3.24 -4 -4
통영 3.30 3.28 3.25 -5 -3
여수 4. 2 3.28 3.29 -4 +1

서귀포 3.24 3.25 3.20 -4 -5
서울 여의도 윤중로 4. 5 4. 7 +2

진해 여좌천 3.27 3.27 ±0
하동 쌍계사 십리벚꽃길 3.28 3.29 +1

경주 보문관광단지 3.30 3.29 -1
청주 무심천변 3.31 4. 2 +2

※ 평년은 1981～2010년 자료 사용이며, 편차에서 “-” 는 빠름, “+”는 늦음을 나타냄.

[첨부 2. 주요도시 2월 평균기온 및 강수량 현황]

　 기온 강수량
평년 관측 평년차 평년 관측 평년대비

서울 0.4 0.2 -0.2 25.0 47.6 190%
대전 1.5 1.5 0.0 34.2 45.8 134%
대구 2.9 3.1 +0.2 28.2 15.5 55%
부산 4.9 5.5 +0.6 50.2 63.7 127%
광주 2.5 3.3 +0.8 47.9 45.2 94%
제주 6.4 7.3 +0.9 62.6 40.0 64%
강릉 2.2 1.9 -0.3 49.6 48.5 98%
춘천 -1.3 -1.2 +0.1 23.8 54.8 230%
전주 1.5 2.5 +1.0 40.0 31.6 79%
청주 0.3 1.0 +0.7 29.4 45.5 155%
충주 -1.3 -0.1 +1.2 23.2 50.1 216%
목포 2.9 3.7 +0.8 42.4 40.5 96%

서귀포 7.8 7.4 -0.4 77.1 143.4 1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