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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기상청 예보과

즉 시

과

장 김 용 진

기상전문관 신 혜 경

053-956-0365

14~15일 기온 영하로 뚝! 냉해 대비 철저

○ 경북 내륙 중심 영하권 기록, 얼음과 함께 서리 발생 가능성 높아
- 개화기 및 발아기 관련 각종 과수 및 농작물 저온 피해 주의

[ 4월 14~15일 추위 및 한파 모식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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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수)~15일(목), 2일간

(

□ 대구지방기상청 청장 고정석 은

,

새벽

부터 아침 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져 춥고 서리와 함께 농작물
냉해가 우려된다며 관련 피해 예방에 대한 당부와 함께 상세한

.

기상전망을 발표하였다

,

□ 우리나라는 현재 차고 건조한 북서풍이 부는 가운데 오늘 밤

( )

( )

부터 내일 아침까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고기압 좌 과 저기압 우 의
간격이 점차 좁아지면서 바람이 강해지고 찬 공기의 유입이

.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14일~15일 동안, 새벽에서 아침 사이 경상북도 대
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상 5℃를 밑돌고, 내륙을 중심
으로는 0℃ 이하로 오늘보다 10℃ 이상 크게 떨어지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한파특보를 발표(13일 10시 기준)하였다.

□ 이 영향으로

□ 최근 포근했던 날씨에서 급격하게 기온이 낮아지고 강한 바람
까지 더해지며 체감온도가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큰 기온변화에

.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하였다

,

□ 또한 이 기간동안 내륙 곳곳에는 서리가 나타나고 얼음이 어는 곳이

,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발아와 개화를 마치고 수분이 일어나는
시기에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추가 보온 조치를 취하는 등 사전 대비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

당부하는 한편

□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호흡기 질환과 면역력 저하 등 건강

.

관리에도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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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한파특보 발표 현황(2021. 4. 13.)

ㅇ 한파주의보: 북동산지 외 10개 시‧군
- 경상북도(경북북동산지, 영양평지, 봉
화평지, 문경, 청송, 의성, 영주, 안
동, 예천, 김천, 군위)

※ 2004년 개정 이후, 경북 첫 4월 한파 특보 발표
- 한파특보는 2004년 개정(6.29, 기존 10~3월을 10월~4월로 개정) 이후,
경북지역 4월 한파특보는 첫 발표임

개정일자

10월～4월
℃
2004.6.29.
다 10

(훈령제406호)

주의보

에 아침최저기온이 전날보

이상 하강하여 발효기준값 이

하로 예상 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아침최저기온 평년값에서
차를 감한 값의 정수값

1/2표준편

10월～4월
℃
다 15

경 보
에 아침최저기온이 전날보

이상 하강하여 발효기준값 이

하로 예상 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아침최저기온

평년값에서 1/2표준편

차를 감한 값의 정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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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해당월 확대

참고 2

년도

최근 10년 간 가장 늦은 한파특보(2011~2020년)

발표일

발효일

해제일

특보 발효 구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세종, 경기(전역), 강원(양구산간,
양구평지, 평창산간, 강릉산간, 홍천산간,

2015

3월 9일

3월 9일

3월 10일

양양산간, 인제산간, 고성산간, 속초

산간, 정선평지, 평창평지, 홍천평지, 동해산간, 인제평지, 삼척산간, 정선산간,
횡성, 춘천, 화천, 철원, 원주, 영월, 태백),
(경주, 포항, 영덕 제외),

충북(전역), 충남(전역), 경북

경남(전역), 전북(전역), 전남(화순, 나주, 영광,

함평, 순천, 광양, 여수, 보성, 고흥, 장성, 구례, 곡성, 담양)

2017

2월 23일

2월 23일

2월 24일

경북(경북북동산지, 영양평지, 봉화평치, 청송, 의성)
세종, 경기(가평, 남양주, 양주, 포천, 연천), 강원(강원북부산지, 강원중부
산지, 강원남부산지, 양구평지, 정선평지, 평창평지, 홍천평지, 인제평지, 횡성,
춘천, 화천, 철원, 원주, 영월, 태백),

2018

3월 1일

3월 1일

3월2일

경북(경북북동산지, 영양평지, 봉화평지,

문경, 청도, 청송, 의성, 영주, 안동, 예천, 상주, 김천, 칠곡, 성주, 군위, 영천,
구미),

경남(합천, 거창, 함양, 산청, 하동, 함안, 의령), 충북(전역), 충남

(계룡, 청양, 부여, 금산, 논산, 공주, 천안),
진안, 완주, 장수),

- 4 -

전남(구례, 곡성)

전북(순창, 남원, 익산, 임실, 무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