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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17년 강원도 가을철 전망
2017년 8월 23일 발표

1 � 3개월�전망

□ (기온) 9월 전반 평년보다 다소 낮은 경향을 보이겠으나, 9월 후반 평년보다 높겠음

10월과 11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음

(강수량) 9월과 10월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11월은 평년보다 적겠음

강원영서 강원영동

2 � 태풍�전망

□ 올 가을철(9~11월) 태풍은 9~12개가 발생, 1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음

【 태풍 발생 현황 】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평년
(1981-2010) 0.3 0.1 0.3 0.6 1.0 1.7

(0.3)
3.6
(0.9)

5.9
(1.0)

4.9
(0.7)

3.6
(0.1) 2.3 1.2 25.6

(3.1)

※ 올해발생한 13개태풍중 12개가여름철에발생, 이중제3호 난마돌, 제5호 노루가우리나라에영향을주었음

3 � 엘니뇨/라니냐�전망

□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Nino3.4, 5°S~5°N, 170°W~120°W)의 해수면온도가 최근(2017.7.30.~8.19.)에

평년보다 0.1℃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음

□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의 해수면온도는 가을철동안 중립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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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3개월 전망은 2017년 11월 23일 오전 11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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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7년 강원도 여름철 기상분석

1 � 기온�및�강수특성

□ 기온

❍ (강원영동) 23.6℃로 평년(22.6℃)보다 높았음(평년편차 +1.0℃)

❍ (강원영서) 23.8℃로 평년(23.1℃)보다 높았음(평년편차 +0.7℃)

강원영동(좌) 및 강원영서(우) 일별 평균기온(℃)/ 2017. 6. 1.～ 8. 31.

□ 강수량

❍ (강원영동) 737.2㎜로 평년(659.0㎜)보다 많았음(평년대비 112%)

❍ (강원영서) 922.6㎜로 평년(797.5㎜)보다 많았음(평년대비 116%)

강원영동(좌) 및 강원영서(우) 일별 강수량(㎜)/ 2017. 6. 1.～ 8. 31.

□ 강수일수

❍ (강원영동) 45.5일로 평년(42.3일)보다 3.2일 많았음

❍ (강원영서) 46.3일로 평년(39.4일)보다 6.8일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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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강원도�해수욕장�개장기간�중�강수현상�분석

□ 강원도 동해안 6개 시·군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강수 분석

❍ 2017년 강원도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잦은 강수, 많은 강수량으로 인한 피서객 급감

⇨ 올해 해수욕장 개장기간 43일 중 29일 비, 6개 시·군 평균 강수량 483.4mm 기록

※ 최근 5년(2013∼2017년) 개장기간 대비 가장 많은 강수일수, 강수량 기록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평균 개장기간 7.10∼8.24
(46일)

7.9∼8.23
(46일)

7.10∼8.21
(43일)

7.9∼8.20
(43일)

7.9∼8.20
(43일)

강수일수(일) 19.2 21.8 18.2 15 28.7

개장기간 대비
강수일수 비율(%)

42 48 43 35 66

강수량(mm) 264.5 279.7 151.7 190.5 483.4

피서객 수 2,567만 2,430만 2,579만 2,459만 2,244만

 강릉시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개장
기간

7.12∼8,26
(46일)

7.11∼8.25
(46일)

7.10∼8.23
(45일)

7.8∼8.21
(45일)

7.7∼8.20
(45일)

강수
일수(일)

24 28 19 18 30

강수일수
비율(%)

52 61 42 40 67

강수량
(mm)

245.5 329.9 84.1 223.7 502.7

 동해시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개장
기간

7.12∼8,25
(45일)

7.11∼8.24
(45일)

7.10∼8.23
(45일)

7.8∼8.21
(45일)

7.5∼8.20
(47일)

강수
일수(일)

19 28 20 18 29

강수일수
비율(%)

42 62 44 40 62

강수량
(mm)

235.1 323.9 72.7 161.7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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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초시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개장
기간

7.1∼8,29
(60일)

7.1∼8.31
(62일)

7.10∼8.23
(45일)

7.8∼8.21
(45일)

7.7∼8.20
(45일)

강수
일수(일)

25 32 26 18 27

강수일수
비율(%)

42 52 58 40 60

강수량
(mm)

372.3 423 258.4 2016년 486.8

 삼척시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개장
기간

7.12∼8,18
(38일)

7.11∼8.17
(38일)

7.10∼8.16
(38일)

7.10∼8.16
(38일)

7.8∼8.15
(39일)

강수
일수(일)

10 12 11 9 29

강수일수
비율(%)

26 32 29 24 74

강수량
(mm)

203.5 190.5 40.5 162.5 421
 

 고성군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개장
기간

7.12∼8,19
(39일)

7.11∼8.17
(38일)

7.10∼8.16
(38일)

7.15∼8.21
(38일)

7.14∼8.20
(38일)

강수
일수(일)

17 11 17 13 28

강수일수
비율(%)

44 29 46 34 74

강수량
(mm)

273.5 151 299 213.5 546
 

 양양군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개장
기간

7.12∼8,26
(46일)

7.11∼8.24
(45일)

7.10∼8.23
(45일)

7.8∼8.21
(45일)

7.7∼8.20
(45일)

강수
일수(일)

20 20 16 14 29

강수일수
비율(%)

43 44 36 31 64

강수량
(mm)

251 260 155.5 193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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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강원도� 2017년� 8월� 일사량,� 일조시간�분석

□ 2017년 8월 잦은 강수로 인한 일사량, 일조시간 감소에 따른 기후자료 분석

❍ 8월의 평년 일사량은 440.2MJ/m2로 연평균(388.0MJ/m2)대비 13% 많은 수준이며,

일조시간은 154hr로 연평균(177hr)보다 13% 짧음

❍ 최근 10년 대비 2017년 8월 일사량, 일조시간은 각각 15%, 20% 감소했으며

노지 농작물과 태양광발전소의 전력생산에 피해 발생

□ 일사량, 일조시간 월별 분석(강릉, 대관령, 원주, 춘천 등 4지점)

❍ 일사량 : 봄∼초여름(4∼6월)에 가장 많았으며 늦가을∼겨울(1, 11∼12월)이 가장 적었음

❍ 일조시간 : 봄(3∼5월) 일조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여름(7∼8월)이 가장 짧았음

※ 여름철의 일별 일사량은 강하지만, 잦은 강수로 인해 일조시간이 가장 짧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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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0년(2008∼2017년 8월) 비교분석

❍ 일사량 : 강릉, 대관령, 북강릉, 원주, 춘천 등 5지점

▶ 올해 8월 일사량은 최근 10년 중 최소 3위 기록(영동·영서 3위)하며, 평년대비 15% 감소

▶ 북강릉, 춘천은 최소 2위 기록(대관령 3, 강릉·원주 4)

[단위]
MJ/m2 강원도

최소
순위

종합 463.2 -
2008년 529.8 8
2009년 479.9 6
2010년 395.3 2
2011년 452.6 5
2012년 398.5 4
2013년 526.8 7
2014년 389.7 1
2015년 530.3 9
2016년 532.1 10
2017년 397.3 3

❍ 일조시간 : 강릉, 대관령, 동해, 북강릉, 속초, 영월, 원주, 인제, 철원, 춘천, 태백, 홍천등 12지점

▶ 올해 일조시간은 최근 10년 중 최소 3위 기록(영동 4, 영서 3)하며, 평년대비 20% 감소

▶ 북강릉, 동해, 속초는 최소 2위 기록(영월·원주 3)

[단위]
hr

강원도
최소
순위

종합 159.4 -
2008년 182.1 7
2009년 150.7 6
2010년 102.7 1
2011년 115.6 2
2012년 134.0 5
2013년 221.1 10
2014년 130.7 4
2015년 211.7 8
2016년 218.1 9
2017년 127.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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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언론에 비춰진 2017년 여름철 기상특성

< 2017년 장마특성 >

 동아일보(2017.7.11.)

 장마전선은 원래 북쪽의 오호츠크해 고기압과 남쪽의 북태평양고기압 간 기 싸움에 따라 남북으로 
오르내리지만 기상청은 올해 그 폭이 유달리 크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2017.7.10.)

 장마전선은 6월 24일 제주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중부지방 일부에만 비가 집중되는 등 
지역별로 강수량에 큰 편차를 보였다.

□ 2017년 강원도 장마현황

m 2017년 강원도를 포함한 중부지방 장마는 7월 1일 시작, 29일 종료되어 평년(32일)보다

3일 짧았음

- 7.1.~7.29. 장마기간 강수량은 강원영서를 중심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시작
(평년)

종료
(평년)

기간
(평년)

강수량(㎜)
(평년/평년비)

강수일수
(평년)

중부지방

7.1.
(6.24.~25.)

7.29.
(7.24.~25.)

29일
(32일)

439.0
(366.4 / 120%)

18.5일
(17.2일)

강원영동 253.2
(279.5 / 91%)

16.0일
(17.7일)

강원영서 526.7
(396.2 / 133%)

18.8일
(16.9일)

                         < 2017년 강원도 장마현황 >             ※ 평년(1981~2010년)

m 올해 장마는 평년보다 늦게 시작되어 늦게 종료되었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많았으며 북태평양고기압 영향권에 들었던 남부지방과 강수량차이가 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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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졌던 7월 >

 강원도민일보(2017.7.18.)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강릉은 올해 7월 들어 벌써 8번의 열대야가 나타났다. 이제 중순을 갓 넘긴 
시점인데 벌써 전년의 7월 한달 열대야 기록을 넘어선 것이다.

 강원도민일보(2017.7.22.)

 21일 새벽 4시 30분 강릉의 수은주는 한낮 무더위를 방불케 하는 30.4도를 기록했다. 강릉의 일 최저
기온 기록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기온이다.

□ 7월 강원도 폭염 및 열대야현황

m 북태평양고기압의 확장으로 인해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났음

- 폭염일수는 강원영동 8.0일, 강원영서 4.3일이였으며, 열대야일수는 강원영동 8.0일, 강원

영서 3.3일로 강원영동을 중심으로 빈번히 발생하였음

순위
강원영동 강원영서

폭염일수 열대야일수 폭염일수 열대야일수
1위 1994년 9.0 1994년 10.5 1994년 17.8 2017년 3.3

2위 2008년 8.5 1992년 10.5 1978년 9.8 1994년 3.0

3위 2000년 8.5 2010년 10.0 1973년 9.8 1992년 3.0

4위 2017년 8.0 2008년 9.0 1981년 9.3 2015년 2.8

5위 2010년 8.0 2017년 8.0 1997년 8.5 2010년 2.8

< 7월 강원도 폭염 및 열대야일수 순위 현황(1973년 이후) >

※ 같은 극값이 2개 이상 존재할 때는 최근 값을 우선순위로 함(출처 : 기후통계지침(2017))

※ 폭염일수: 일 최고기온이 33℃이상인날, 열대야일수: 밤(18:01～익일09:00) 최저기온이 25℃이상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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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세 번째로 긴 수명을 가진 태풍 노루(NORU) >

 연합뉴스(2017.8.8.)

 지난달 19일 오후 9시께 열대저압부로 발생해 21일 같은 시각 태풍으로 발전한 노루는 18일 8시간이나 
힘을 발휘했다.

 중앙일보(2017.8.14.)

 노루는 역대 세 번째 장수 태풍답게 자기 목숨을 18일 8시간이나 부지했다. 대게 태풍의 수명이 
7~10일인 점을 고려하면 두 배 정도로 길게 살았다.

□ 여름철 태풍 특성

m 13개의 태풍 중 12개가 여름철에 발생하였고, 이 중 2개(제3호 ‘난마돌’, 제5호 ‘노루’)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음

월 평년 2017년

6 1.7 (0.3) 1 (0)

7 3.6 (0.9) 8 (2)

8 5.9 (1.0) 3 (0)

합계 11.2 (2.2) 12 (2)

                         (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의 수

평년(1981~2010년) 대비 태풍발생 현황

m 제5호 태풍 ‘노루(NORU)’는 18일의 지속시간(7월 21일 9시~8월 8일 15시)을 보이며,

1951년 이후 세 번째로 긴 수명을 가진 태풍으로 기록되었음

※ 1위: 1986년 웨인(WAYNE, 19일), 2위: 1972년 리타(RITA 18일 1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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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강원 Inside

『2017년 강릉시 가뭄극복 대책회의』 개최

6월 8일, 강원지방기상청에서 가뭄에 의한 강릉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의 협력에 합의하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지속적인 물 아껴쓰기 운동을 실시

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2017 빅데이터 신산업 Start-Up 콘테스트』

입상 팀 지원을 위한 창업지원기관 간담회 개최

6월 8일, 강원지방기상청, 강원지방중소기업청,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 BC카드는 『2017 빅데이터 신산업 

Start-Up 콘테스트』 입상 팀 사업 지원을 위해 창업

지원기관의 프로그램(입주공간, 시제품 개발비 등)을 

소개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원도 기후변화와 산림활용 세미나』 개최

6월 20일∼21일, 강원지방기상청, 국립공원연구원, 한국

국토정보공사는 기상기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후

변화 연구 성과 제고 및 기술교류를 통한 지역 맞춤형 

산림기상기후서비스 발굴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상빅데이터 + 스마트 팜, 미래 농·축산업』 워크숍 개최

6월 27일∼28일, 강원지방기상청, 횡성군청, 국립축산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소, 강원도농업기술원,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에어텍 등 9개 

기관은 기상빅데이터를 활용한 농·축산업 소득 향상 및 

스마트 팜을 활용을 위한 협력 워크숍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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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기후변화 교육·홍보 융합 워크숍』 개최

7월 18일, 강원도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정보 전달을 

위한 홍보 강사단의 전문성 강화와 강원도 기후변화 

교육·홍보 협의체 간 상호교류를 위해 융합 워크숍을 

개최했다.

2017년 『기상기후와 공간정보 활용 워크숍』 개최

7월 27일, 기상기후정보와 공간정보를 활용한 지역맞춤형 

서비스 과제 발굴을 위해 강원지방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재해기상연구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기관 간 업무 

공유 및 협업 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4차 산업혁명과 강원도의 미래』 워크숍 개최

8월 9일~10일, 강원도 내 기관별 4차 산업 업무 공유 및 

협력 확대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기 위해 

강원도 내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19개 기관 간 융합 

워크숍을 개최했다.

2017 『강원그린박람회』 홍보관 운영 

8월 29일∼31일, 춘천 봄내체육관에서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그린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7 「강원그린박람회」 홍보관을 운영 했고, 박람회 

기간 내 약 30,000명의 관람객이 홍보관을 찾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