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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4월 기상특성 

※ ( ) 안의 값은 평년차 또는 평년대비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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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4월 기상특성 

<평균기온(℃)> <평균기온 평년차(℃)> 

<강수량(mm)> <강수량  평년대비(%)> 

[지역별 4월 기상요소 값] 

평균기온(℃) 
평균  

최고기온(℃) 

평균  

최저기온(℃) 

강수량(mm) 

/평년대비(%) 

강수일수 

(≥0.1㎜, 일) 

일조시간 

(hr) 

강원도영서 13.8(+2.6) 21.0(+2.1) 7.2(+3.2) 84.7(133%) 8.3(+0.8) 220.3(+6.6) 

강원도영동 13.4(+1.2) 18.6(+1.6) 8.4(+0.9) 75.3(113%) 8.5(+0.3) 230.3(+22.2) 



강원도 4월 기상특성 

주요 기상특성 

고온현상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서풍계열의 따뜻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평균기온이 높아 극값을 경신하였음. 

이동성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한 후 그 후면으로 저기압이 통과하는 기압계가 자주 형성되어 남서풍계열의 따뜻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기온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1973년 이래 최고기온 최고 4위(영서), 최고 2위(영동)를 기록하였음. 

평년보다 많고 잦은 강수 

이동성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한 후 그 후면으로 저기압이 통과하는 기압계가 자주 형성되어 비가 자주 내렸고,  강원도영서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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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6일에 남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유입된 가운데 강한 일사까지 더해져 영서내륙지방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고온현상이 나타났음.(원주 30.0℃, 영월 30.4℃) 

1973년1) 이래 평균기온 최고 1위 : 강원도영서 1998년, 강원도영동 1998년 

3일, 6~7일, 13일, 21일에 우리나라 남부를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렸음. 

16일 일 강수량(mm) : 춘천 33.0, 속초 32.3, 인제 31.5 

1973년 이래 최고기온 최고 1위 : 강원도영서 1994년, 강원도영동 2004년  

1973년 이래 최저기온 최고 1위 : 강원도영서 1998년, 강원도영동 1998년 

상층 한기의 유입이 매우 약했던 가운데,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구름 낀 날씨 및 잦은 강수로 
인해 최저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1973년 이래 최저기온 최고 2위(영서)를 기록하였음. 

16~17일에 저기압이 우리나라 중부를 지나면서 많은 비가 내렸음. 

황사 발생 

4월 전국 황사발생일수는 3.3일로 평년(2.5일)보다 0.8일 많았음. 4월 강원도 황사발생일수는 2.0일로  
평년(2.3일)보다 0.3일 적었음.  

몽골과 내몽골 고원 및 중국 북부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이동하여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황사가 발생하였음. 

황사일수는 강원도 목측관측 지점인 춘천과 북강릉의 평균값을 사용함. 

23~24일에 황사가 관측되었으며, 400㎍/㎥ 안팎의 황사가 나타났음.  

1) 1973년은 기상관측망을 전국적으로 대폭 확충한 시기로 전국평균값은 1973년 이후 연속적으로 관측자료가 존재하는  
       45개 지점값을 사용함.  
       강원도영서는 춘천, 원주, 인제, 홍천 지점, 강원도영동은 속초, 강릉 지점 평균값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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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기온 

강원도영서는 13.8℃로 평년(11.2℃)보다 높았음(평년편차 +2.6℃) 

강원도영동은 13.4℃로 평년(12.2℃)보다 높았음(평년편차 +1.2℃) 

<평균기온(℃) 일변화(강원도영서(좌), 강원도영동(우))> 

<지점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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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11.6 +2.4/최고2위 21.2 19.1 +2.1/최고4위 7.3 4.4 +2.9/최고2위 

원주 14.8 11.8 +3.0/최고2위 21.3 19.0 +2.3/최고3위 9.0 4.8 +4.2/최고2위 

인제 12.4 10.6 +1.8/최고1위 19.7 18.0 +1.7/최고4위 5.8 3.5 +2.3/최고2위 

홍천 13.8 10.8 +3.0/최고2위 21.8 19.3 +2.5/최고3위 6.6 3.1 +3.5/최고2위 

속초 12.6 11.5 +1.1 17.8 16.0 +1.8/최고2위 7.6 7.1 +0.5 

강릉 14.1 12.9 +1.2/최고5위 19.3 17.9 +1.4 9.2 7.9 +1.3 

일조시간 

강원도영서는 220.3시간으로 평년(213.7시간)보다 6.6시간 많았음. 

강원도영동은 230.3시간으로 평년(208.1시간)보다 22.2시간 많았음. 

<지점별 4월 일조시간 현황, 단위: 시간> 

지점 춘천 원주 인제 홍천 속초 강릉 

2016년 231.9 192.9 226.8 229.4 222.9 237.6 

평년 215.5 213.0 211.8 214.6 212.4 203.8 

4월 평년 비슷 범위 기준: 강원도영서(-0.5~0.5℃), 강원도영동(-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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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량 

강원도영서는 84.7㎜로 평년(64.1㎜)보다 많았음.(평년대비 133%) 

강원도영동은 75.3㎜로 평년(66.5㎜)과 비슷하였음.(평년대비 113%) 

<강수량(㎜) 일변화(강원도영서(좌), 강원도영동(우))> 

강수일수 
강원도영서는 8.3일로 평년(7.5일)보다 0.8일 많았음. 

강원도영동은 8.5일로 평년(8.2일)보다 0.3일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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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점별 4월 강수량, 강수일수 현황 및 순위> 

지점 
강수량(㎜) 

평년대비(%)/순위 
강수일수(일) 

편차/순위 
2016년 평년 2016년 평년 

춘천 98.0 62.3 157 8.0 7.3 +0.7 

원주 71.5 66.7 107 9.0 8.1 +0.9 

인제 93.2 61.1 153 8.0 7.3 +0.7 

홍천 76.0 66.2 115 8.0 7.1 +0.9 

속초 77.5 64.3 121 7.0 8.0 -1.0 

강릉 73.0 68.7 106 10.0 8.3 +1.7 

4월 평년 비슷 범위 기준: 강원도영서(85~115%), 강원도영동(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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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과 열대야 

   기후변화로 더위가 찾아오는 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기상청은 6월~9월에 한하여 운영하던 폭염특보를  

2015년부터 연중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 6월부터 시작된 폭염특보는 5월 폭염현상 발생  

사례가 없어 특보 운영 기간을 6월~9월로 설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최근 빨라진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언제든  

폭염특보를 발표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015년의 경우, 5월에 평균기온이 1973년 이래 가장 높았고, 

폭염특보가  발표되었습니다 .  2 0 1 4년  5월에는  강릉에서  열대야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  

   열대야란, 밤(18:01~09:00)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날을 말하며, 최근 5년간(2011~2015년) 강원도  

열대야일수를 살펴보면, 강릉이 73일로 가장 많았습니다. 폭염특보 기준을 보면, 폭염주의보(경보)는  

일최고기온이 33℃(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합니다.  

< 최근 5년간(2011~2015) 강원도 폭염일수 > 

지점 춘천 원주 인제 홍천 속초 강릉 평창 철원 영월 동해 태백 정선 

일수 17 30 4 6 33 73 0 4 4 34 3 3 

< 최근 5년간(2011~2015) 강원도 열대야일수 > 



2016년 4월의 강원지방기상청은? 

『Let’s go, 기상청』 
 

4월 1일, 강원지방기상청은 자유학기제 정식  

시행에 따라 강원지역 중학생들에게 기상업무  

및 기상관련 직업 소개 등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연구개발 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4월 7일, 강원지방기상청에서 예보‧관측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기상관측장비 개발과 활용방안’,  

‘적설‧시정 관측망 및 확충 계획’ 등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강원도 강수정보 및 저수율 사용자 간담회 개최』 
 

4월 22일,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에서  

강원지방기상청과 한국농어촌공사가 공동으로  

강원도 18개 지자체 및 수문 관련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물 관련 재해와 수자원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기후변화 힐링 콘서트 개최』 
 

4월 23일, 원주시 행구수변공원 일대에서 기후변화주간 

행사와 연계하여 기후변화 인형극, 음악 공연,  

기상‧기후 사진전, 기상캐스터 체험 등 다양한  

문화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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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의 강원지방기상청은? 

『해양기상서비스 향상을 위한 간담회 개최』 
 

4월 26일, 강원지방기상청에서 해양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융합으로 실효성 높은 해양기상서비스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상청의 해양기상서비스를 소개하고 수요자 입장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2016년 상반기 변화관리 워크숍 개최』 
 

4월 27~28일, 태백 365세이프타운 및 영월 일대에서 

정부3.0 정책의 이해와 직원들 간의 소통을 통한  

창의적인 역량 개발 및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변화관리 워크숍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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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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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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