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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21.2.24(수) 08:00 보도시점 배포 직후 (총 4매)

담당자 예보센터장 반기성 전화번호
02-360-2244(代)
010-4651-2087

케이웨더 예보센터                        

올해 벚꽃 개화, 평년보다 3~5일 가량 빠르다. 

- 제주도 3월 20일을 시작으로 서울은 4월 2일 개화 예상

- 3월 기온 평년보다 높아 예년보다 이르게 개화

- 벚꽃 만개는 개화 후 일주일 정도 소요

- 서울 4월 9일, 대전 4월 6일, 부산 3월 31일 경 벚꽃 만개

※기상산업진흥법 제 14조 ‘기상정보의 출처 명시 등’에 따라 본 보도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 ‘케이웨더’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벚꽃 개화 전망 요약]

  올해 벚꽃 개화 시기는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겠음. 일시적으로 북쪽에서 남

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한 두차례 가량 반짝 추위가 예상돼 기온의 변동폭이 

크겠으나, 남은 2월과 3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음.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에 벚꽃 

개화도 3~5일 가량 빠르겠음.

  ▫ 벚꽃 개화 시기는 2월과 3월의 기온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음에 따라, 올 해 벚꽃 
     개화 예상 시기는 지난 2월 중순까지의 지역별 관측기온과 2월 하순~3월의 기온  
     전망을 토대로 예측한 결과임. 
  
  ▫ 12월은 찬 대륙고기압과 따뜻한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번갈아 받으며 기온의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난 가운데, 중순에는 찬 북풍기류가 강화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대체로 평년보다 낮았음.

  ▫ 1월은 상순과 중순에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낮은 날이 많았으며, 
하순에는 대체로 기온이 높은 날이 많아 기온변동의 폭이 컸고, 대체로 평년과 비
슷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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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도 중순까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으며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였으나, 일시적으로 확장하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그 
변동폭이 크게 나타났음.

평균
기온

12월 1월 2월 하순(1~20일)

2020년 평년 편차 2021년 평년 편차 2021년 평년 편차

서울 -0.4 0.4 -0.8 -2.4 -2.0 -0.4 1.3 -0.3 1.6

춘천 -3.6 -1.7 -1.9 -5.7 -4.2 -1.5 -0.8 -2.0 1.2

강릉 1.7 3.4 -1.7 -0.6 0.9 -1.5 3.4 2.1 1.3

대전 0.5 1.2 -0.7 -1.0 -1.0 0.0 2.5 0.5 2.0

청주 0.4 0.3 0.1 -1.4 -1.5 0.1 2.1 0.0 2.1

광주 2.7 3.1 -0.4 1.4 1.0 0.4 4.0 2.1 1.9

전주 1.7 2.2 -0.5 0.5 0.0 0.5 2.9 1.2 1.7

대구 1.6 2.9 -1.3 0.5 1.0 -0.5 3.4 2.7 0.7

부산 4.3 5.8 -1.5 3.3 3.6 -0.3 6.0 4.8 1.2

제주 7.7 9.3 -1.6 6.8 6.1 0.7 8.1 6.3 1.8

<지역별 2020년 12월~2월 하순(20일)까지 기온 비교>
*춘천 평년은 춘천(101) 지점 기준이나, 2020년, 2021년 평균기온은 북춘천(93) 지점 기준

*강릉 평년은 강릉(105) 지점 기준이나, 2020년, 2021년 평균기온은 북강릉(104) 지점 기준

  
  ▫ 남은 2월 하순과 3월도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으며, 평년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날이 많겠으나, 일시적으로 찬 공기를 동반한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며 반짝
추위가 나타나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음. 기온의 변동폭이 크게 나타
나겠으나, 대체로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돼 벚꽃 개화시기는 평년보다 빠르겠
음.

  ▫ 벚꽃 개화는 3월 20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남부지방은 3월 24일~3월 29일경, 중부
지방은 3월 30일~4월 5일경이 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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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벚꽃은 절정 시기는 개화 후 만개까지 약 일주일 가량 소요되는 것을 고려할 때, 
     제주도 3월 27일, 남부지방 3월 31일~4월 5일경, 중부지방 4월 6일~12일경이 되겠

음.

[첨부 1. 2021년 주요도시 벚꽃 개화 예상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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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평년
작년

(2020년)
2021년 개화

예상일 평년편차 작년편차
서울 04.07 03.27 04.02 5일 빠름 6일 느림

춘천 04.10 04.01 04.05 5일 빠름 4일 느림

강릉 04.04 03.26 03.31 4일 빠름 5일 느림

대전 04.03 03.24 03.30 4일 빠름 6일 느림

청주 04.05 03.26 04.01 4일 빠름 6일 느림

대구 03.28 03.21 03.25 3일 빠름 4일 느림

부산 03.27 03.23 03.24 3일 빠름 1일 느림

전주 04.02 03.26 03.29 4일 빠름 3일 느림

광주 03.30 03.23 03.27 3일 빠름 4일 느림

서귀포 03.23 03.26 03.20 3일 빠름 6일 빠름

서울 여의도 윤중로 03.30 04.03 4일 느림

진해 여좌천 03.23 03.24 1일 느림

하동 쌍계사 십리벚꽃길 03.23 03.24 1일 느림

경주 보문관광단지 03.23 03.25 2일 느림

청주 무심천변 03.24 03.31 7일 느림

*춘천 평년은 춘천(101) 지점 기준이나, 2020년 개화일은 북춘천(93) 지점 기준

*강릉 평년은 강릉(105) 지점 기준이나, 2020년 개화일은 북강릉(104) 지점 기준

[첨부 2. 최근 10년 서울 벚꽃 개화시기]

년도 서울기상관측소
(개화관측 기준 표준목) 서울 여의도 윤중로

2020 03. 27. 03. 30.

2019 04. 03. 04. 04.

2018 04. 02. 04. 02.

2017 04. 06. 04. 06.

2016 04. 02. 04. 02.

2015 04. 03. 04. 05.

2014 03. 28. 03. 29.

2013 04. 15. 04. 15.

2012 04. 15. 04. 15.

2011 04. 13. 04.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