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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7년 겨울철 기상특성

< 따뜻한 12월 >
 강원도 대표 겨울축제 중 하나인 ‘홍천강 꽁꽁축제’ 개막이 일주일 연기됐다. 홍천문화재단은 현재 홍천강의 
얼음이 두껍게 얼지 않아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축제 개막일을 내년 1월 6일로 연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당초 오는 30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17일 동안 열릴 예정이었다.

아시아투데이(2016.12.12.)

  ❍ 이동성 고기압과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따뜻한 남서기류가 유입되어 기온이 큰폭으로

     상승하였음(1973년 이래 12월 평균기온 강원영서 최고 2위, 강원영동 최고 4위)

<강원영동(좌) 및 강원영서(우) 일별 평균기온(℃)/ 2016. 12.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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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눈이 내린 1월 >
 2017년 1월 20일 강원 영동은 최심신적설을 기록했다. 이번 눈은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이 
내렸으며 동해상에서 급격히 발달한 구름대가 동풍을 타고 동해안으로 유입되면서 짧은 시간 동안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눈이 내렸다.

   ※ 2017. 1. 20. 북강릉 최심신적설 31.3cm

YTN 뉴스(2017.1.20.) YTN 뉴스(2017.1.20.)

SBS 뉴스(2017.1.20.) KBS 뉴스(2017.1.20.)

□ 관측 이래 주요지점 최심신적설 극값 순위(단위 cm)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속초 1969.02.20 89.6 1978.12.19 80.6 1996.02.18 69.3 1978.01.02 56.2 2008.12.22 55.0

북강릉 2011.02.11 77.7 2010.02.12 49.0 2008.12.22 48.5 2014.02.10 45.9 2014.02.09 45.7

강릉 1990.01.31 67.9 1956.02.28 67.2 1969.02.20 63.6 1990.01.30 62.6 1978.12.19 60.8

대관령 1992.01.31 92.0 1987.02.03 90.3 2001.01.07 87.7 1989.02.25 87.0 1998.01.15 70.2

철원 1991.12.27 15.7 2010.01.04 13.8 2001.12.31 13.6 2005.02.22 13.5 1990.12.25 13.3

춘천 1969.01.31 29.1 2001.02.15 25.2 2010.01.04 23.0 1978.02.28 20.6 2005.02.22 20.3

원주 1981.01.01 20.3 1984.01.03 19.7 1998.02.09 19.5 1973.12.22 19.2 1981.01.15 18.0

   ※ 강릉 목측관측기간: 1911.10.3.~2008.7.27.(북강릉으로 이전), 북강릉 관측 개시일: 2008.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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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한파 >

 강원지방기상청은 22일 밤 11시를 기해 춘천 태백 평창 홍천 횡성 철원 화천 양구 인제 등에 한파경보, 
원주 영월 정선 등에 한파주의보를 각각 발효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도 전역이 영하권에 머물면서 수도관 
동파 관리 및 교통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추위는 당분간 계속되겠다고 했다.

강원일보(2017.1.23.)

한파주의보 한파경보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2016/17년 겨울철(16년 12월~17년 2월) 최저기온 최저 1위(℃)

강원
영동

지점 최저기온 나타난날

강원
영서

지점 최저기온 나타난날
속초 -11.2 2017.01.23. 철원 -18.7 2016.12.16.
강릉 -9.6 2017.01.23. 춘천 -15.9 2017.01.24.
동해 -6.7 2017.01.23. 홍천 -18.2 2017.01.24.
태백 -16.3 2017.01.25. 인제 -16.8 2017.01.24.

대관령 -21.7 2016.12.16.
원주 -15.2 2017.01.24.
영월 -15.6 2017.01.24.

□ 2016/17년 겨울철 평균/최저기온

평균기온 최저기온
Mean(℃) Anomaly(℃) Mean(℃) Anom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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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조했던 2월 >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강릉지역의 강수량은 ‘0’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된 강수량이 

45.7mm 인 점을 감안하면 심각한 수준이다. 게다가 봄철 ‘양강지풍’이라고 불리는 바람이 불어닥칠 경우 

산불 위험은 더욱 커지게 된다.

강원일보(2017.2.21.)

□ 지점별 2월 강수량 및 강수일수 현황 및 순위(mm)

지점
강수량 강수일수

2017년 평년 평년차 평년비/순위 2017년 평년 평년차 평년비/순위
속초 3.2 46.9 -43.7 7 / 최저 3위 1.0 6.7 -5.7 15 / 최저 1위
강릉 3.5 49.6 -46.1 7 / 최저 3위 1.0 6.4 -5.4 16 / 최저 2위
춘천 13 23.8 -10.8 55 5.0 6.3 -1.3 79
원주 17.5 26.3 -8.8 67 5.0 7.0 -2.0 70
인제 11.0 20.7 -9.7 53 5.0 6.2 -1.2 81
홍천 7.8 25.7 -17.9 30 5.0 6.0 -1.0 83

  ❍ (강원영동) 강수량 3.4mm(평년대비 7%)이고 강수일수 1.0일(평년대비 –5.6일)

  ❍ (강원영서) 강수량 12.3mm(평년대비 51%)이고 강수일수 5.0일(평년대비 –1.4일)

      ※ 강원영동은 1973년 이래 강수량 최저 3위, 강수일수 최저 1위

강수량 강수일수
Total(mm) Ratio(%) Total(day) Anomaly(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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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7년 겨울철(12~2월) 기온 및 강수 현황

□ 평균기온

  ❍ (강원영동) 3.0℃로 평년(1.7℃)보다 높았음(평년편차 +1.3℃)

  ❍ (강원영서) –1.4℃로 평년(-2.8℃)보다 높았음(평년편차 +1.4℃)

<강원영동(좌)� 및 강원영서(우)� 일별 평균기온(℃)/� 2016.� 12.� 1.∼2017.� 2.� 28.>

 
□ 강수량

  ❍ (강원영동) 170.9㎜로 평년(139.1㎜)보다 많았음(평년대비 125%)

  ❍ (강원영서) 81.9㎜로 평년(65.5㎜)보다 많았음(평년대비 127%)

<강원영동(좌)� 및 강원영서(우)� 일별 강수량(㎜)/� 2016.� 12.� 1.∼2017.� 2.� 28.>

□ 강수일수

  ❍ (강원영동) 12.5일로 평년(17.2일)보다 4.7일 적었음
  ❍ (강원영서) 21.0일로 평년(20.1일)보다 0.9일 많았음

※ 강원도영서는 4개(춘천, 원주, 인제, 홍천)지점 평균, 강원도영동은 2개(속초, 강릉)지점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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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봄철 기상전망
2017년 2월 23일 발표

3개월 전망

(기온) 평년보다 높겠음
      3월에는 일시적으로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겠음

(강수량) 평년과 비슷하겠음
         3월과 5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고, 4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음

강원영동 강원영서

  ❍ (3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으나, 일시적으로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일 때가 있겠음

   -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음

  ❍ (4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으나, 남서쪽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음

   -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음

  ❍ (5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고, 따뜻한 남서류의 유입과 

함께 일사로 인해 고온 현상을 보일 때가 있겠음

   -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음

  ○ 다음 3개월 전망은 2017년 5월 23일 오전 10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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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 전망

  ❍ 올 봄철(3~5월) 황사의 발생일수는 평년(5.4일)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강원도 평년 5.2일)

   - 주요 황사발원지는 대부분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는 가운데 내몽골 

     고원과 중국북동부 지역의 일부는 여전히 눈덮임이 존재하고, 평년보다 많은 

     강수 지역과 적은 지역이 복합적으로 존재함

   - 발원지의 상태가 점차 황사가 발원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기압계 

     패턴에 따라 황사가 우리나라로 유입되겠으며, 봄철 전체 황사 발생일수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음

(좌) 동아시아 눈덮임(2017.2.18.), (중) 평균기온 편차(℃), (우) 강수량 편차(mm) 분포(2017.2.1.~18.)

□ 황사일수 강원도 평균값 (단위: 일)

3월 4월 5월 봄철

1981～2010년 (평년) 1.8 2.3 1.1 5.2

2007～2016년 (최근 10년) 2.4 0.5 1.6 4.5

※ 황사일수: 강원도 목측 관측지점인 춘천과 강릉(북강릉 포함)의 평균값

□ 황사일수 전국 평균값 (단위: 일)

3월 4월 5월 봄철

1981～2010년 (평년) 1.8 2.5 1.1 5.4

2007～2016년 (최근 10년) 2.4 0.8 1.6 4.8

※ 황사일수: 전국 13개 목측 관측지점 중 황사가 관측된 지점의 일수를 전체 지점수로 나눈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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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2007~2016) 봄철 날씨특성

□ 평균기온
  ❍ (강원영동) 최근 10년간 봄철 평균기온은 12.2℃로 평년(11.7℃)편차 0.5℃ 이었음
  ❍ (강원영서) 최근 10년간 봄철 평균기온은 11.3℃로 평년(10.6℃)편차 0.7℃ 이었음

연도별(1973-2016) 봄철 평균기온(강원영동(좌), 강원영서(우))

□ 강수량
  ❍ (강원영동) 최근 10년간 봄철 강수량은 215.4㎜로 평년(220.6㎜)대비 98% 이었음
  ❍ (강원영서) 최근 10년간 봄철 강수량은 204.8㎜로 평년(208.4㎜)대비 98% 이었음

연도별(1973-2016) 봄철 강수량(강원영동(좌), 강원영서(우))

□ 월별 최근 10년 평균 기후값

기후 요소 단위
3월 4월 5월

강원영동 강원영서 강원영동 강원영서 강원영동 강원영서
평균기온 ℃ 6.6 4.9 12.2 11.4 17.7 17.7

평균 최고 / 최저 기온 ℃ 10.9/2.4 11.3/-1.0 16.8/7.6 18.4/4.8 22.5/13.3 24.6/11.2
강수량 ㎜ 75.1 48.2 78.6 74.2 61.7 82.4

강수일수 일 9.8 8.8 9.8 10.1 9.2 9.3
일조시간 시간 196.3 191.6 203.6 191.2 222.4 226.3

일최저기온 0℃ 미만 일수 일 8.8 19.0 - 3.7 - -
일교차 10℃ 이상 일수 일 9.8 21.1 12.2 22.4 13.9 24.5

황사 현상일수 일 2.6 2.2 0.4 0.5 1.2 2.0

※ 기후요소: 강원영동 2개(속초, 강릉)지점 평균, 강원영서 4개(춘천, 원주, 인제, 홍천)지점 평균

※ 황사 현상일수: 강원영동 1개(강릉(북강릉 포함))지점, 강원영서 1개(춘천)지점



- 9 -

강원 Inside

『단풍실황서비스 성과회의 개최』

2016년 12월 13일, 강원지방기상청에서 2016년 단풍

실황서비스 운영 성과 공유 및 서비스 개선 사항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한 성과회의를 개최했다.

『2017년 제1회 강원 빅데이터 신산업포럼 

정기회의 개최』

2017년 2월 10일, 강원지방기상청과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공동으로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2017년 제1회 강원 빅

데이터 신산업포럼을 출범하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양 기관은 강원도 통합 창업 콘테스트를 통해 상금 및 홍보를 확대

할 수 있도록 강원대학교, 한국에너지공단(강원)의 참여를 협의했다.

『2017년 봄철 기상전망 언론브리핑 실시』

2017년 2월 23일, 강원지역 언론인의 기상기후 이해확산 및 

소통강화를 위해 영동지역 언론인은 강원지방기상청에서 

영서지역은 춘천기상대에서 각각 봄철 기상전망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였다.

『2017년 강원 해양기상정보 사용자 간담회 개최』

2017년 2월 24일, 강원지역 해양기상정보 활용 실태분석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간담회를 강원지방기상청에서 개최

하여 유관기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