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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2016. 6. 14.) / 영서 폭염
13일 홍천의 낮 최고기온이 31.7도를 보이는 등 영서권을 중심으로 일찍부터 전국 최고수준의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더위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5월부터 이른 더위가 시작되면서 냉방기기 사용기 급증, 도내 전력사용량도 늘었다.

 1 � 2016년�여름철(6~8월)� 기상특성� � � �       

◆ 지점별 6월 13일 최고기온 현황(℃)

   

강원

영서

지점 2016년 평 년 편차

강원

영동

지점 2016년 평 년 편차

철원 29.7 26.5 +3.2 속초 21.4 22.6 -1.2

춘천 31.1 27.8 +3.3 강릉 20.2 24.9 -4.7

홍천 31.7 28.2 +3.5 동해 21.9 23.0 -1.1

인제 28.8 26.8 +2.0 태백 20.9 23.6 -2.7

원주 29.2 27.9 +1.3
대관령 17.9 20.5 -2.6

영월 31.0 27.8 +3.2

▶ 강원영서는 높은 기온분포를 보였으나, 강원영동은 동풍의 영향으로 낮은 기온분포를 보였음

분석 기간
   ※ 평년 : 1981~2010(30년)

철원 춘천 원주 인제 홍천 영월 속초 강릉 동해 태백 대관령

관측개시 1988 1966 1973 1973 1973 1995 1968 1912 1993 1986 1972
평년값
또는

평균값

1988~
2010
(23년)

1981~
2010
(30년)

1981~
2010
(30년)

1981~
2010
(30년)

1981~
2010
(30년)

1995~
2010
(16년)

1981~
2010
(30년)

1981~
2010
(30년)

1993~
2010
(18년)

1986~
2010
(25년)

1981
~

2005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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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2016. 6. 13.) / 영동 가뭄
평창군의 경우 최근 6개월 강수량이 평년 대비 50% 미만에 그치면서 가뭄주의경보가 내려졌다.
국민안전처는 6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 영동지역이 국지적 가뭄을 겪고 있고, 앞으로 한 달가량 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12일 밝혔다.

 

지점
‘16년 
강수량
(㎜)

평년값
(㎜)

평년
대비
(%)

지점
‘16년 
강수량
(㎜)

평균값
(㎜)

평균
대비
(%)

지점
‘16년 
강수량
(㎜)

평균값
(㎜)

평균
대비
(%)

강릉 212.0 358.3 59 동해 180.9 300.1 60 고성 204.5 299.9 68

삼척 169.5 314.7 54속초 191.2 336.7 57 영월 215.5 272.8 79
양구 317.0 239.1 133

원주 243.0 288.0 84
철원 339.0 279.9 121 양양 193.0 295.1 65

인제 272.6 262.0 104
정선 252.8 225.7 112

태백 249.8 330.8 76춘천 311.9 278.7 112 화천 286.0 225.6 127
평창 191.3 445.3 43홍천 249.8 291.3 86 횡성 267.5 275.8 97

◆ 2016년 강원도 누적 강수량 현황(mm) / 2016. 1. 1.~6. 9.

< 참    고 >  

 (1) 본 자료는 증명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연구용 및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람. 
 (2) 본 자료의 평년값은 강릉, 속초, 원주, 인제, 춘천, 홍천 1981~2010년(30년)의 평균값, 
    30년 미만인 지역은 동해 1993~2010년(18년), 영월 1995~2010년(16년), 철원 1988~2010년(23년), 태백 1986~2010년(25년), 

평창(대관령) 1981~2005년(25년)의 평균값, 고성, 삼척, 양구, 양양, 화천, 횡성 2007~2015년(9년), 정선 2011~2015년(5년)의 평균값임.
 (3) 평창은 대관령, 고성은 간성 지점의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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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2016. 6. 16.) / 장마
강원지방기상청이 15일 발표한 ‘최근 5년간(2011~2015) 강원도 장마 경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도내 
장마기간의 강수량은 평년기준 357.3mm로 연강수량(1362.3mm)의 26%를 차지했다.

◆ 최근 5년 장마기간 강원도 강수량 및 강수일수 현황

   

   

년도
강원도 영서 영동

강수량(mm) 강수일수(일) 강수량(mm) 강수일수(일) 강수량(mm) 강수일수(일)

2011 719.6 20.5 806.6 21.0 545.8 19.5 

2012 285.1 11.0 312.6 11.3 229.9 10.5 
2013 645.5 30.7 817.1 32.5 302.2 27.0 

2014 120.7 11.2 126.2 11.8 109.7 10.0 

2015 245.4 19.5 241.3 18.8 253.6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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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2016. 7. 11.) / 장마
닷새간 도 전역에 내린 장맛비가 지난해와 2015년 장마기간 내린 비를 모두 합한 것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하루 동안 춘천에는 241.6mm, 인제에는 252.0mm가 내려 역대 7월 상순 일강수량 최고
기록을 갈아 치웠다.

◆ 지점별 7월 상순 일강수량(mm) 최고 순위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속초 2004.07.04 241.0 2016.07.05 206.4 1970.07.06 206.3 2009.07.09 149.5 1983.07.02 138.1

철원 1988.07.08 177.0 2016.07.05 154.2 2009.07.09 139.0 2013.07.08 117.0 2016.07.01 112.7

춘천 2016.07.05 241.6 1988.07.08 215.1 2009.07.09 200.5 1995.07.09 139.5 1970.07.04 122.8

동해 2012.07.06 162.0 2006.07.10 149.5 2002.07.05 142.0 2016.07.04 122.9 2004.07.04 111.0

영월 2012.07.06 173.5 1997.07.01 166.0 2016.07.04 147.3 2011.07.03 115.0 2005.07.01 98.5

인제 2016.07.05 252.0 2009.07.09 150.0 1984.07.04 138.5 2016.07.01 121.5 1984.07.03 104.9

태백 2012.07.06 172.5 2016.07.04 151.5 1997.07.01 138.0 2005.07.01 137.5 2006.07.10 113.0

◆ 지점별 7월 일강수량(mm) 최고 순위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속초 2004.07.04 241.0 2016.07.05 206.4 1970.07.06 206.3 1998.07.26 194.0 2009.07.09 149.5

춘천 1991.07.25 308.5 2011.07.27 262.5 2016.07.05 241.6 1988.07.08 215.1 2008.07.24 204.0

영월 2012.07.06 173.5 2006.07.16 168.0 1997.07.01 166.0 2016.07.04 147.3 2009.07.12 124.0

인제 2016.07.05 252.0 2011.07.27 211.0 2006.07.15 202.0 1991.07.25 200.0 2008.07.24 186.5

태백 2012.07.06 172.5 2006.07.16 170.5 1989.07.26 169.3 2016.07.04 151.5 2012.07.15 141.0

 ※ 관측시작일: 속초(1968.01.01.), 철원(1988.01.01.), 춘천(1966. 01.01.), 동해(1992.05.01.),         

              영월(1995.01.01.), 인제(1971.09.01.), 태백(198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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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2016. 7. 11.) / 첫 열대야
지난 9~10일 강릉의 아침 최저기온이 25.5도로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다. 올해 도내 첫 열대야는 
지난해(원주, 7월 20일)보다 11일 빠르다.

    

강원일보(2016. 7. 27.) / 계속되는 열대야
올해 열대야는 지난 9일 강릉에서 처음 발생했다. 2015년보다 11일이나 빠른 기록이다. 발생 지역도 늘어 
25일까지 춘천, 원주, 강릉, 홍천 등 4개 시·군에서 열대야가 나타났다. 

지점
2015년 2016년

처음 발생일 밤 최저기온(℃) 열대야일수(일) 처음 발생일 밤 최저기온(℃) 열대야일수(일)

속초 7. 27 25.1 4 7. 29 25.6 7

철원 7. 30 25.0 2 8. 12 25.2 2

춘천 7. 30 26.5 4 7. 23 25.5 11

강릉 7. 26 25.4 13 7. 09 25.2 13

동해 7. 27 25.8 8 7. 26 25.4 10

원주 7. 20 25.5 13 7. 23 26.7 13

인제 7. 30 25.5 1 - - -

홍천 7. 30 25.5 2 7. 23 25.5 4

◆ 열대야 발생 현황

 ※ 열대야일수 : 밤 최저기온(18:01~익일 09:00)이 25℃ 이상인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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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2016. 7. 27.) / 폭염
지난 20일 원주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이래 닷새째 발효 중이고 홍천과 횡성지역에도 폭염주의보가 
나흘째 내려져있다. 

    

강원일보(2016. 7. 28.) / 폭염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6일까지 영서의 폭염일수는 3.8일로 영서의 최근 10년 동안 
7월의 평균 폭염일수인 2.3일보다 1.5일 많았다.

지점
2015년 2016년

처음 발생일 폭염일수(일) 폭염지속일수(일) 처음 발생일 폭염일수(일) 폭염지속일수(일)

춘천 6. 10 9 3 7. 09 24 16

원주 5. 28 17 6 7. 11 23 11

인제 6. 10 6 3 7. 11 17 6

홍천 5. 28 21 6 5. 22 35 17

속초 7. 14 4 1 8. 07 4 3

강릉 5. 26 9 4 7. 26 12 5

◆ 2015년과 2016년 여름철(6.1.~8.31.) 폭염일수 비교 

순위
강원영서 강원영동

폭염일수(일) 열대야일수(일) 폭염일수(일) 열대야일수(일)

1위 1994년 30.5 2010년 7.8 2013년 19.5 2013년 20.5

2위 2016년 24.5 2016년 7.0 1994년 16.5 1994년 19.5

◆ 1973년 이래 여름철(6.1.~8.31.) 폭염 및 열대야일수 순위

 ※ 강원영서(춘천, 원주, 인제, 홍천) 4개 지점 평균, 강원영동(속초, 강릉) 2개 지점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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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여름철(6~8월)� 기온� 및� 강수량�현황� �       

 평균기온

  ❍ 강원영서는 24.6℃로 평년(23.1℃)보다 높았음(평년편차 +1.5℃)       

  ❍ 강원영동은 23.5℃로 평년(22.6℃)보다 높았음(평년편차 +0.9℃)

    

<강원영서(좌)� 및�강원영동(우)� 일별�평균기온(℃)/� 2016.� 6.� 1.∼8.� 31.>

 강수량

 ❍ 강원영서는 601.4㎜로 평년(797.5㎜)보다 적었음(평년대비 76%)

 ❍ 강원영동은 737.2㎜로 평년(659.0㎜)과 비슷하였음(평년대비 112%)

<강원영서(좌)� 및�강원영동(우)� 일별�강수량(㎜)/� 2016.� 6.� 1.∼8.� 31.>

※ (1) 강원영서는 4개(춘천, 원주, 인제, 홍천)지점 평균, 강원영동은 2개(속초, 강릉)지점 평균
   (2) 평년값은 1981~2010년까지의 30년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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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2016년�강원도�장마�현황� �         

시작
(평년)

종료
(평년)

기간
(평년)

강수량(㎜)
(평년/평년비)

강수일수
(평년)

중부지방

6.24
(6.24~25)

7.30
(7.24~25)

37일(32일)

398.2
(366.4 / 109%)

16.5일
(17.2일)

강원영서 496.4
(396.2 / 128%)

17.5일
(16.9일)

강원영동 454.0
(279.5 / 163%)

16.5일
(17.7일)

♦ 2016년 강원도 장마현황                                  ※ 평년(1981~2010년)

 ※ 중부지방(19개 지점), 강원영서(춘천, 원주, 인제, 홍천 4개 지점), 강원영동(속초, 강릉 2개 지점)

♦ 지점별 장마기간 강수량 및 강수일수                                  

지점
장마기간 강수량(㎜) 장마기간 강수일수(일)

2016년 평년 평년대비(%) 2016년 평년 평년편차(일)

강원영서 496.4 396.2 128 17.5 16.9 +0.6

강원영동 454.0 279.5 163 16.5 17.7 -1.2

강릉 422.4 282.3 150 15.0 17.7 -2.7

속초 485.6 276.6 176 18.0 17.6 +0.4

원주 367.4 400.8 92 16.0 18.0 -2.0

인제 556.5 332.6 167 18.0 16.2 +1.8

춘천 625.9 408.9 153 19.0 17.0 +2.0

홍천 435.9 442.4 99 17.0 16.5 +0.5

동해 322.6 163.6 197 14.0 9.8 +4.2

영월 396.2 173.4 229 16.0 9.4 +6.6

철원 456.1 306.8 149 20.0 14.1 +5.9

태백 441.6 282.7 156 13.0 15.3 -2.3

 ※ 본 자료의 평년값은 강릉, 속초, 원주, 인제, 춘천, 홍천 1981~2010년(30년)의 평균값, 30년 미만인 지역은

   동해 1993~2010년(18년), 영월 1995~2010년(16년), 철원 1988~2010년(23년), 태백 1986~2010년(25년)의 평균값

< 강원도영서(좌) 및 강원도영동(우) 장마기간 강수량 경향(1973~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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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망(9월~11월)

(기  온) 9월과 10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11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겠음

(강수량)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음

강원영서 강원영동

태풍 전망
올 가을철(9~11월) 북서태평양 해역에서는 평년에 비해 

다소 적거나 평년 수준의 태풍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 수는 평년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전체 발생 : 8~12개 예상(평년 10.8개)

 - 영향 태풍 : 약 1개 예상(평년 0.8개)

태풍의 진로는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하여 주로 

일본 남동부 지역을 향하는 경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

한편,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통로가 만들어지면, 우리나라를 향하는 태풍의 

진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요구됨.

 4 � 2016년�가을철�전망� � �       

                                  2016년 8월 23일 발표

 

♣ (엘니뇨/라니냐 전망) 가을철에 약한 라니냐가 발달하여 남은 하반기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

  ○ 3개월 전망 전문은 강원지방기상청 누리집 배너로 연결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3개월 전망은 2016년 9월 23일 오전 10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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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최근� 10년(2006~2015)�가을철�날씨특성�       

 기온 특성

 ❍ 강원영서: 최근 10년간 가을철 평균기온은 12.8℃로 평년(11.9℃)편차 +0.9℃였음
 ❍ 강원영동: 최근 10년간 가을철 평균기온은 15.2℃로 평년(14.8℃)편차 +0.4℃였음

 연도별(1973-2015) 가을철 평균기온(강원영서(좌), 강원영동(우))

 강수 특성

 ❍ 강원영서: 최근 10년간 가을철 강수량은 177.3㎜로 평년(255.8㎜)대비 69%였음

 ❍ 강원영동: 최근 10년간 가을철 강수량은 274.2㎜로 평년(417.6㎜)대비 66%였음

연도별(1973-2015) 가을철 강수량(강원도영서(좌), 강원도영동(우))

 월별 최근 10년 평균 기후값

기후 요소 단위
9월 10월 11월

강원영서 강원영동 강원영서 강원영동 강원영서 강원영동
평균기온(평년편차) ℃ 19.6(+0.7) 20.3(+0.2) 13.1(+1.0) 16.0(+0.7) 5.6(+0.9) 9.2(+0.3)
평균 최고/최저기온 ℃ 25.7/15.2 24.2/16.9 20.4/7.8 20.5/11.9 11.4/0.8 13.2/5.4

강수량 ㎜ 136.7 190.0 42.8 81.7 49.0 109.1
강수일수 일 9.5 11.5 5.6 7.6 9.4 9.2
일조시간 시간 164.4 160.9 182.8 201.1 136.8 165.9

일교차 10℃ 이상 일수 일 18.1 3.9 24.8 9.2 16.9 5.7
일최저기온 10℃ 미만 일수 일 2.2 0.2 22.1 7.5 28.8 25.6

 

 * 기후요소: 강원영서는 4개(춘천, 원주, 인제, 홍천)지점 평균, 강원영동은 2개(속초, 강릉)지점 평균



- 11 -

 6-1 �강원� Inside      

『날씨데이터+Start-Up 콘테스트 시연회』

6월 8일, 강원지방기상청과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2016년 날씨데이터+Start-Up 콘테스트」

에서 선정된 5개 팀의 시연회가 있었다. 향후 입상 

팀의 사업 지원을 위한 후원기관 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강원지방기상청-횡성군-고령지농업연구소
『기상기후·농축산업 융합 공동 워크숍』

6월 16일~17일, 강원지방기상청, 횡성군청, 농촌

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 관계자 등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상기후·농축산업 융합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각 기관별 주제 발표가 있었으며, 지역산업 

기술이전 및 농·축산 분야 기상기후서비스를 공동 

추진하기로 하였다.

강원지방기상청-강원도농업기술원

『농업·기상기후 융합 세미나』

7월 1일, 강원도 농업기상기후서비스 강화를 위한 「농업·

기상기후 융합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연구 성과 및 사업 

현황 공유, 농업분야 미래 대응 능력제고 등 소통을 통한 

상호협력 사항을 도출하여 실효성 있는 농업기상기후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한다.

『강원도 기후변화 교육·홍보 융합 워크숍』

7월 21일, 강원도 기후변화 과학정보의 효율적인 

전달과 지역기후변화 홍보 강사단 및 강원도 기후

변화 교육·홍보 협의체 간의 상호 교류 및 소통을 

위해 「강원도 기후변화 교육·홍보 융합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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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강원� Inside      

『기상기후·해양수산자원 활용 융합 워크숍』

7월 27일, 기상기후 자료 활용과 해양수산자원 연구의 

유기적인 협력 강화를 위한 「기상기후·해양수산자원 

활용 융합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어민대상 SMS 해무

정보 제공, 동해상 위험기상 발생 정보 공유를 위한 

실무자 업무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동해안 기상기후, 

해양수산자원을 활용한 융합 과제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다.

『강원도 산업(山UP) 기상·기후 다학제 융합 워크숍』

8월 11일, 강원도 산림자원과 기상자료를 활용한 새로운 

가치창출 및 협업 방안을 모색하고자 「강원도 산업 기

상·기후 다학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강원지방기상청,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강원대학교, 강원도청이 공동으로 

추진하였으며, 2016년 10월 중으로 강원도 산업(山UP)  

기상·기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여름방학 어린이 날씨놀이터 운영』

8월 4일, 8월 16일 2회에 걸쳐 「철원군과 강원지방기상청이 

함께하는 여름방학 어린이 날씨놀이터」를 운영하였다. 

철원날씨홍보관과 철원군 갈말도서관에서 진행되었으며, 

독서지도사가 읽어주는 기후변화 동화책, 기상기후 교육, 

기상교구 만들기, 기상캐스터 체험 등 다양한 구성으로 

운영되었다.

『엄마아빠와 함께하는 기후놀이터 운영』

7월 25일~8월 19일,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온 

가족 기후변화 체험 교육 프로그램으로 「엄마아빠와 함께하는 

기후놀이터」를 운영하였다.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와 협업하여 

청정에너지 사용 현장 견학 및 전기버스 탑승체험도 하였다. 

현장방문을 통한 기상기후에 대한 관심 부여 및 온 가족이 

함께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