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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1월 기상특성 
  전반에는 남쪽으로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어 포근한 날이 많았으며, 이후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기온변화가 컸음. 1월 상순에는 대륙고기압이 변질되어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강수가 없었고, 23~24일에는 강한 한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면서 만들어진  
눈구름이 내륙으로 유입되어 서해안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으나, 영동지방에는 눈이 오지 않았음. 
29~30일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도영동에 많은 눈이 내렸음. 

※ ( ) 안의 값은 평년차 또는 평년대비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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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1월 기상특성 

<평균기온(℃)> <평균기온 평년차(℃)> 

<강수량(mm)> <강수량  평년대비(%)> 

[지역별 1월 기상요소 값] 

평균기온(℃) 
평균  

최고기온(℃) 

평균  

최저기온(℃) 

강수량(mm) 

/평년대비(%) 

강수일수 

(≥0.1㎜, 일) 

일조시간 

(hr) 

강원도영서 -4.1(+0.8) 1.3(-0.1) -9.3(+1.2) 0.6(3%) 1.8(-5.0) 181.0(+18.6) 

강원도영동 -0.4(-0.5) 3.7(-0.7) -4.2(-0.6) 17.0(32%) 2.5(-3.3) 212.0(+28.6) 



강원도 1월 기상특성 

주요 기상특성 

큰 기온 변화, 전반은 따뜻, 후반은 강추위 

전반에는  남쪽으로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어  포근한  날이  많았으며 ,  이후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기온변화가 컸음. 

전반 동안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았으며, 필리핀 해 부근에 형성된 고기압성 

흐름으로 인해 따뜻한 남풍계열의 바람이 우리나라로 유입되어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음. 

평년보다 적었던 강수량 

강원도영서 강수량은 0.6mm로 평년대비 3%, 강원도영동 강수량은 17.0mm로 

평년대비 32%로 매우 적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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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일수는 강원도영서는 1.8일로 평년보다 5.0일 적었고, 강원도영동은 2.5일로 평년보다 

3.3일 적었음. 

이후 ,  우랄산맥  부근에서의  상층기압능의  발달로  인해  찬  대륙고기압이  강하게 

발달하여  우리나라로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강한  한파가  발생하였음 . 

전반(1∼17일) 동안 강원도영서 평균기온은 –2.1℃, 강원도영동 평균기온은 1.8℃,  

후반(18∼25일) 동안 강원도영서 평균기온은 –10.0℃, 강원도영동 평균기온은 –5.7℃로  

강원도영서는 7.9℃, 강원도영동은 7.5℃의 큰 기온차를 보였음. 

24일에 강원도영서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9.0℃, 강원도영동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9.6℃ 낮아 

올 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였으며, 속초의 일최저기온은 –16.4℃로 관측 이후   

최저 1위 극값을 기록함. 

1월  상순에는  대륙고기압이  변질되어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강수가 

없었고, 23~24일에는 강한 한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면서 만들어진 

눈구름이 내륙으로 유입되어 서해안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으나, 영동지방에는 

눈이 오지 않았음. 29~30일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도영동에 많은 눈이 내렸음. 



강원도 1월 기상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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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기온 

강원도영서는 –4.1℃로 평년(-4.9℃)과 비슷하였음(평년편차 +0.8℃) 

강원도영동은 –0.4℃로 평년(0.1℃)과 비슷하였음(평년편차 –0.5℃) 

<평균기온(℃) 일변화(강원도영서(좌), 강원도영동(우))> 

<지점별 1월 기온 현황 및 순위, 단위: ℃> 

지점 
평균기온 평균최고기온 평균최저기온 

2016년 평 년 편 차 2016년 평 년 편 차 2016년 평 년 편 차 

춘천 -4.7 -4.6 -0.1 1.1 1.3 -0.2 -10.1 -9.9 -0.2 

원주 -2.5 -4.3 +1.8 2.0 1.7 +0.3 -6.9 -9.5 +2.6 

인제 -4.7 -5.2 +0.5 0.6 1.0 -0.4 -10.1 -11.0 +0.9 

홍천 -4.7 -5.5 +0.8 1.6 1.6 ±0.0 -10.1 -11.5 +1.4 

속초 -1.2 -0.3 -0.9 2.7 3.8 -1.1 -5.3 -4.1 -1.2 

강릉 0.4 0.4 ±0.0 4.7 5.0 -0.3 -3.1 -3.2 +0.1 

일조시간 

강원도영서는 181.0시간으로 평년(162.4시간)보다 18.6시간 많았음 

강원도영동은 212.0시간으로 평년(183.4시간)보다 28.6시간 많았음 

<지점별 1월 일조시간 현황, 단위: 시간> 

지점 속초 강릉 춘천 원주 인제 홍천 

2016년 186.7 165.5 184.0 187.9 191.1 232.8 

평 년 165.7 162.4 160.5 161.1 183.0 183.8 

1월 평년 비슷 범위 기준: 강원도영서(-0.9~0.9℃), 강원도영동(-0.6~0.6℃) 

일최저기온 영하 10℃ 미만인 일수: 강원도영서 14.8일, 강원도영동 5.0일 

일최저기온 0℃ 미만인 일수: 강원도영서 29.8일, 강원도영동 26.0일 



강원도 1월 기상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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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량 

강원도영서는 0.6㎜로 평년(20.1㎜)보다 적었음(평년대비 3%) 

강원도영동은 17.0㎜로 평년(49.7㎜)보다 적었음(평년대비 32%) 

<강수량(㎜) 일변화(강원도영서(좌), 강원도영동(우))> 

강수일수 

강원도영서는 1.8일로 평년(6.8일)보다 5.0일 적었음 

강원도영동은 2.5일로 평년(5.8일)보다 3.3일 적었음 

<연도별 강수량(㎜) 및 강수일수(일) 변화(강원도영서(좌), 강원도영동(우))> 

<지점별 1월 강수량, 강수일수 현황 및 순위> 

지점 
강수량(㎜) 

평년대비(%)/순위 
강수일수(일) 

편차/순위 
2016년 평년 2016년 평년 

춘천 0.4 20.3 2 / 최저 1위 2.0 6.8 -4.8 / 최저 1위 

원주 1.6 22.0 7 / 최저 1위 3.0 7.4 -4.4 / 최저 2위 

인제 0.3 17.5 2 / 최저 1위 1.0 6.7 -5.7 / 최저 1위 

홍천 0.1 20.4 1 / 최저 1위 1.0 6.2 -5.2 / 최저 1위 

속초 6.6 44.3 15 / - 2.0 5.8 -3.8 / 최저 5위 

강릉 27.4 55.1 50 / - 3.0 5.8 -2.8 / - 

1월 평년 비슷 범위 기준: 강원도영서(80~120%), 강원도영동(75~125%) 



기후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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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의 의미에 따른 분류 

    2016년에도 강원도의 가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강원도영서 강수량은 0.6mm로 평년대비  

3%였고, 1973년 이래 최저 1위를 기록했습니다. 

    가뭄이란 어느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평균 이하의 강수로 인해 강수량 부족이 장기화되는 현상으로  

판단 기준에 의해 기상학적·수문학적·농업적·사회경제적 가뭄으로 분류합니다. 기상학적 가뭄은 일정기간  

평균 강수량보다 적은 강수로 인해 건조한 날이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다른 종류의 가뭄에 비해 

선행되는 가뭄입니다. 농업적 가뭄은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수분의 부족을 의미하며, 기상학적 가뭄 후에 따르며 

농업가뭄 이후에 수문학적 가뭄이 발생합니다. 수문학적 가뭄은 전반적인 수자원 공급의 부족을 의미하며,  

특히 댐이나 저수지, 그리고 하천 등의 수량 부족을 말합니다. 인간의 물 수요에 따른 공급의 부족이 수문학적  

가뭄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사회경제적 가뭄은 사회적으로 물의 수요가 증가하며 공급량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물 부족 현상으로 사회적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가뭄이 가져오는 경제적인 손실은 홍수에 비해 2~3배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국 해양기상청이 선정한  

20세기 최대의 자연재해 중 세계 각지에서 발생한 4개의 가뭄이 상위 5위안에 들어있으며 미국 국립  

가뭄경감센터에서 발표한 통계 재해의 평균 피해 금액을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가뭄이 가장 피해가 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최근 가뭄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일상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유엔이 분류한 물 부족 국가에 이름을 올린 상태입니다. 이처럼 가뭄에는 다양한 분류가 있고,  

이러한 가뭄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며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옵니다. 간이 용수원 개발과 같은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처방뿐 아니라 중장기적 종합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뭄을 제대로 이해하고 분류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함은 물론 가뭄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가뭄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상사진전 입선(2015년, 임지향) 표준강수지수(SPI3) 1개월 전망(기준 2016.2.27.) 



2016년 1월의 강원지방기상청은? 

『기상청장, 강원지방기상청 방문』 
 

1월 8일, 기상청장은 강원지방기상청을  

방문하여 ‘15년 주요성과 및 ’16년 주요업무 

계획을 공유하고, 직원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2016년도 기상인 신년인사회』 
 

1월 12일, 강원지방기상청에서 기상관련  

관ㆍ학ㆍ사ㆍ연  관계자들의 신년 인사회를 

개최하여 기상인들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분석방법 

□  본 자료에서 평년값은 1981년부터 2010년까지의 30년 평균값이며, 사용된 지역은 속초, 강릉, 춘천,  

     인제, 홍천, 원주임. 

□  본 자료에 사용된 강원도영동의 평년값은 속초, 강릉 자료를 평균한 값이고, 강원도영서의 평년값은  

     춘천, 인제, 홍천, 원주 자료를 평균한 값임. 

□  본 자료에서 사용한 극값 순위는 속초 1968년, 강릉 1912년(50~53년 제외), 춘천 1966년, 인제, 홍천,  

     원주는 1973년부터 사용되었음. 

『2016년도 올림픽예보관 동계훈련』 
 

1월 25~29일, 용평리조트 및 동계올림픽  

경기장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올림픽예보관들의 현장 실습을 통해 

예보역량을 배양하고자 동계훈련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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