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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3월 기상특성 
이동성 고기압과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번갈아 받아 기온변화가 주기적으로 나타났으며,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았음. 전반적으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았으나, 강원도영서는 5일에 많은 비가 내려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였으며, 강원도영동은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어 지역적 편차가 컸음.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동해상에서 만들어진 구름대가 동풍과 함께 유입되면서 9일에는 강원도영동에 눈이 내렸음. 

※ ( ) 안의 값은 평년차 또는 평년대비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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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3월 기상특성 

<평균기온(℃)> <평균기온 평년차(℃)> 

<강수량(mm)> <강수량  평년대비(%)> 

[지역별 3월 기상요소 값] 

평균기온(℃) 
평균  

최고기온(℃) 

평균  

최저기온(℃) 

강수량(mm) 

/평년대비(%) 

강수일수 

(≥0.1㎜, 일) 

일조시간 

(hr) 

강원도영서 5.9(+1.8) 12.6(+1.7) -0.3(+1.5) 41.8(96%) 3.3(-4.8) 219.8(+26.1) 

강원도영동 7.5(+1.6) 11.9(+1.6) 3.1(+1.3) 30.6(49%) 5.0(-3.8) 208.3(+19.8) 



강원도 3월 기상특성 

주요 기상특성 

따뜻한 3월에 꽃샘추위 

이동성 고기압과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번갈아 받아 기온변화가 주기적으로 나타났으며,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았음.(편차(℃):강원도영서 +1.8, 강원도영동 +1.6) 

2~8일과 15~23일, 27~31일에 이동성 고기압 및 남서쪽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으로 따뜻한  

남서기류가 유입되어 기온이 크게 상승하였음. 

한 차례 많은 강수량, 강원도영동에 한 차례 눈 

전반적으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았으나, 강원도영서는 5일에 많은 비가 내려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였으며, 강원도영동은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어 지역적 편차가 컸음. 

(평년대비: 강원도영서 96%, 강원도영동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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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과 9~14일, 23~25일에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평년보다 낮았음. 

평균기온 극값(℃) : 원주, 인제, 홍천 최고 3위, 춘천 최고 5위 

일본 남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동중국해상으로부터 습한 공기가 유입되어 많은 비가 내렸음. 

5일 일강수량(mm) : 춘천 47.2, 철원 44.7, 인제 40.0, 홍천 38.0, 원주 35.0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동해상에서 만들어진 구름대가 동풍과 함께 유입되면서 9일에는  

강원도영동에 눈이 내렸음.(9일 일최심신적설(cm) : 북강릉 6.5) 

 

□  본 자료에서 평년값은 1981년부터 2010년까지의 30년 평균값이며,  

     사용된 지역은 춘천, 원주, 인제, 홍천, 속초, 강릉임. 

 

□  강원도영서의 평년값은 춘천, 원주, 인제, 홍천 자료를 평균한 값이고, 

     강원도영동의 평년값은 속초, 강릉 자료를 평균한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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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1966년, 원주 · 인제 · 홍천은 1973년부터 사용되었음. 

 

분  석  방  법 



강원도 3월 기상특성 

- 3 - 

평균기온 

강원도영서는 5.9℃로 평년(4.1℃)보다 높았음.(평년편차 +1.8℃) 

강원도영동은 7.5℃로 평년(5.9℃)보다 높았음.(평년편차 +1.6℃) 

<평균기온(℃) 일변화(강원도영서(좌), 강원도영동(우))> 

<지점별 3월 기온 현황 및 순위, 단위: ℃> 

지점 
평균기온 평균최고기온 평균최저기온 

2016년 평 년 편차/순위 2016년 평 년 편차/순위 2016년 평 년 편차/순위 

춘천 5.9 4.5 +1.4/최고5위 12.7 11.1 +1.6/최고5위 -0.5 -1.3 +0.8 

원주 7.1 4.7 +2.4/최고3위 12.8 11.1 +1.7/최고5위 1.6 -1.1 +2.7/최고1위 

인제 4.9 3.5 +1.4/최고3위 11.5 10.0 +1.5 -1.5 -2.3 +0.8 

홍천 5.8 3.7 +2.1/최고3위 13.3 11.2 +2.1 -0.9 -2.6 +1.7/최고3위 

속초 7.0 5.5 +1.5 11.4 9.6 +1.8 2.4 1.5 +0.9 

강릉 7.9 6.3 +1.6 12.4 10.9 +1.5 3.7 2.0 +1.7/최고4위 

일조시간 

강원도영서는 219.8시간으로 평년(193.7시간)보다 26.1시간 많았음. 

강원도영동은 208.3시간으로 평년(188.5시간)보다 19.8시간 많았음. 

<지점별 3월 일조시간 현황, 단위: 시간> 

지점 춘천 원주 인제 홍천 속초 강릉 

2016년 228.0 210.1 211.8 229.3 209.6 207.0 

평년 197.6 189.3 192.0 195.7 190.5 186.5 

3월 평년 비슷 범위 기준: 강원도영서(-0.5~0.5℃), 강원도영동(-0.6~0.6℃) 



강원도 3월 기상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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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량 

강원도영서는 41.8㎜로 평년(44.2㎜)과 비슷하였음.(평년대비 96%) 

강원도영동은 30.6㎜로 평년(62.9㎜)보다 적었음.(평년대비 49%) 

<강수량(㎜) 일변화(강원도영서(좌), 강원도영동(우))> 

강수일수 
강원도영서는 3.3일로 평년(8.1일)보다 4.8일 적었음. 

강원도영동은 5.0일로 평년(8.8일)보다 3.8일 적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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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점별 3월 강수량, 강수일수 현황 및 순위> 

지점 
강수량(㎜) 

평년대비(%)/순위 
강수일수(일) 

편차/순위 
2016년 평년 2016년 평년 

춘천 49.6 41.7 119 2.0 7.8 -5.8 / 최저 1위 

원주 36.5 51.6 71 3.0 9.2 -6.2 / 최저 1위 

인제 41.3 38.0 109 4.0 7.9 -3.9 / 최저 3위 

홍천 39.7 45.6 87 4.0 7.6 -3.6 / 최저 2위 

속초 31.8 56.9 56 3.0 8.6 -5.6 / 최저 2위 

강릉 29.3 68.9 43 7.0 8.9 -1.9 

3월 평년 비슷 범위 기준: 강원도영서(80~120%), 강원도영동(75~125%) 



기후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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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최근 10년(2006~2015년)간 황사발생일수 

   황사란 중국과 몽골 사막지대, 황토고원 표면의 성분들이 바람에 의해 공중으로 떠올라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하여 낙하하는 흙먼지를 말합니다. 황사는 중국에서 생겨난 모래먼지 가운데 작고 가벼운 입자들만 바람에 

날려 우리나라로 넘어오기 때문에 크기는 주로 2~10 ㎛입니다.(머리카락 단면 50~70 ㎛)  

   그림 2는 천리안위성으로 본 황사 모습으로 붉은 점으로 표시된 부분은 중국의 황사 발원지와 이동경로에  

설치한 ‘한중 황사공동관측망’입니다. 여기에서 수집한 자료는 실시간으로 기상청에 전송되고 있습니다.  

그림 1. 크기 비교 그림 2. 천리안위성으로 본 황사 

   황사 발생일수가 적은 가장 큰 이유는 발원지에서 황사가 발생해도 황사를 들어 올려 나르는 저기압 세력이  

발달하지 못하면 황사가 멀리 이동하지 못하고 중국 내륙에서 다시 가라앉기 때문입니다.  

   황사는 주로 봄철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의 사막화가 많이 진행되어 계절에 관계없이  

황사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겨울철에 발생 횟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최근 10년(2006~2015년)간 황사발생일수 강원도 최근 10년(2006~2015년)간 월별 황사발생일수 

★ 황사주의보(경보)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400㎍/㎥(8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2016년 3월의 강원지방기상청은? 

『산악 기상기후서비스 전문가 초청 세미나』 
 

3월 11일(강릉), 3월 18일(춘천), 강원도 산악에 

요구되는 맞춤형 기상기후서비스 연구를 위해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2016년 세계기상의 날 기념식』 
 

3월 23일, 강원지방기상청은 “더 뜨겁고, 건조하고, 

습해지는 미래기후에 대응하자”라는 주제로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기념행사로 4인조 아카펠라 

특별공연과 기상기후사진전이 진행되었다.  

『제1회 기상기후 빅데이터 강원포럼 실무회의 개최』 
 

3월 28~29일, 강원도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상기후 빅데이터 강원포럼」 실무회의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원주)에서 개최되었다.  

주요 활동계획을 공유하고 성과도출 방안을 토의하였다.  

『횡성군과의 실무협의회 개최』 
 

3월 31~4월 1일, 강원지방기상청-횡성군 간 제1차  

실무협의회가 개최되었다. 「강원도 한우 기상정보 활용

기술 개발」의 기술이전 및 지역 주력산업(한우사육)의 

기상기후서비스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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