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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철 전반) 남쪽으로 저기압이 주기적으로 통과하면서 남부지방을

○

(봄철 후반) 따뜻하고 건조한 공기의 영향을 주로 받으면서 맑은 날이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많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습니다.
※ 강수량 평년 범위: 3월 40.4∼63.3㎜, 4월 45.9∼79.0㎜, 5월 54.5∼103.7㎜
※ 최근 6개월 대구·경북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78%(726.7㎜)이며, 올봄에 기상가뭄
발생 가능성은 적겠습니다(2.17. 기준).

□ ( 엘니뇨․라니냐 전망) 봄철 동안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의 해수면온도는
평년과 비슷한 중립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황사 전망) 황사를 유입시키는 북서기류가 평년보다 약해 우리나라의
봄철 황사 발생일수는 평년(5.4 일) 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3개월전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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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3개월 전망
[기 온] 평년보다 높겠으나, 기온의 변화가 크겠음.
[강수량] 3월과 4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고,
[강수량] 5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음.

○ 날씨 전망

(3월) 이동성 고기압과 기압골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겠음. 기온이 평년보다
높겠으나 기온의 변화가 크겠고, 일시적으로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기온이 떨어질 때가 있겠음.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고,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음.
- 월 평균기온: 평년(5.7~6.7℃)보다 높겠음.
- 월 강수량: 평년(40.4~63.3㎜)과 비슷하거나 많겠음.
(4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으나,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겠음. 기온이 평년보다 높겠으나 전반부에는 북쪽 찬 공기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크게 떨어질 때가 있겠음.
- 월 평균기온: 평년(12.2~13.0℃)과 비슷하거나 높겠음.
- 월 강수량: 평년(45.9~79.0㎜)과 비슷하겠음.
(5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음. 기온이
크게 오르며 고온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겠음.
- 월 평균기온: 평년(17.1~17.7℃)보다 높겠음.
- 월 강수량: 평년(54.5~103.7㎜)과 비슷하거나 적겠음.

[그림 3] 3개월 전망(2020년 3월~5월)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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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엘니뇨‧라니냐 전망

○ 최근(2020. 2. 9.~15.) 주간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Nino3.4, 5°S~5°N, 170°W~120°W)의
해수면온도는 평년보다 0.2℃ 높게 나타나고 있음(그림 4-a).
※ 최근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 해수면온도 평년편차 현황: 2019년 11월 +0.6℃, 12월 +0.6℃,
2020년 1월 +0.6℃(ERSSTv51))

○ 엘니뇨·라니냐 예측 결과에 의하면, 봄철 동안 중립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그림 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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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황사 전망

○ 올 봄철 황사의 발생일수는 평년(5.4일)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됨(그림 5-b).
- 현재 황사 발원지 대부분에서 강수량은 평년 수준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 황사가 유입될 수 있는 북서기류가 봄철 전반에는 다소 약하다가 후반에는
평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그림 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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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봄철 날씨특성 및 특이기상
□ 대구․경북 봄철 기온과 강수량 특성

○ 기온
- 최근 10년(2010년~2019년) 봄철 평균기온은 12.8℃로 평년(12.0℃)보다 0.8도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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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최근 10년 대구‧경북 평균 기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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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대구‧경북 평균기온 및 강수량 순위(1973년 이후, 높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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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기상 및 영향

○ 고온 현상
－ (2019년 5월)
․기압계의 동서흐름이 대체로 원활한 가운데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날이 많았음.
월평균기온(℃): 3위 19.3(평년편차 +1.9) / 월평균 최고기온(℃): 1위 26.4(평년편차 +2.7)
일최고기온(℃) [5월 극값 1위]: 25일 울진 35.6, 울릉도 30.8

－ (2018년 4월 19일~21일)
․우리나라 남쪽에 고기압이 위치하면서 그 가장자리를 따라 남서기류가
유입되고, 낮 동안에 강한 일사까지 더해져 기온이 크게 상승하였음.
일최고기온(℃) [4월 극값 1위]: 21일 의성 33.1, 포항 33.0, 문경 32.3, 대구 32.0, 영천 32.0

－ (2018년 3월)
․이동성 고기압과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날이 많았음.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모
두 1973년 이래 각각 1위를 기록하였음.
월평균기온(℃): 1위 8.6(평년편차 +2.4) / 월평균 최고기온(℃): 1위 14.9(평년편차 +2.7) / 월평균 최저기온(℃):
1위 2.5(평년편차 +1.8)

○ 많은 비
－ (2014년 4월 27일~29일)
․남부지방을 지나는 저기압이 일본 동해상에 중심을 둔 고기압으로 인해
느리게 이동하여 27일~29일 남부지방과 동해안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음.
일강수량(㎜) [4월 극값 1위]: 29일 울진 180.4

○ 대설
－ (2019년 4월 9일~10일)
․남쪽으로 지나는 저기압 영향으로 강원도, 경상북도는 동풍과 지형적인
영향이 더해지면서 눈이 내렸음.
일최심신적설(cm) [4월 극값]: 10일 2위 안동 0.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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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3월 8일)
․저기압이 통과한 후

대륙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확장하면서 많은 눈이

내렸음.
일최심신적설(cm) [3월 극값]: 3위 8일 대구 7.5

－ (2010년 3월 6일~10일)
․북고남저 형태의 기압배치로 동해안에 많은 눈이 내렸으며, 9~10일에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내렸음.
일최심신적설(㎝) [3월 극값]: 10일 2위 포항 11.3, 대구 9.2, 3위 상주 5.4

○ 건조 및 가뭄

－ (2017년 5월)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대구 경북 강수량이 23.6㎜로 1973년 이후 세
번째로 적었으며, 강수일수도 4.9일로 최소 3위를 기록하였음.
강수일수(일): 최저 3위 4.9(평년편차 –3.2), [최저 1위 1978년 4.2일(평년편차 –3.9)]

○ 황사

－ (2018년 4월 6일)
․고비사막과 내몽골 고원, 중국 북부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로 유입
되면서 6일에 400㎍/㎥ 안팎의 황사가 나타났음.
최고농도(시간평균, ㎍/㎥): 6일 대구 157 안동 194 문경 175 등

－ (2016년 4월)
․몽골과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되면서 23일~25일에는

전국적으로 황사가 관측되었음.
최고농도(시간평균, ㎍/㎥): 23일 대구 338, 안동 353 문경 34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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