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강원도 강수통계정보 및 저수율 현황

                                          강원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2015년 11월 23일 발표) 

1  주요 이슈

(강수량) 최근 한 달간 평년대비 206~395%의 분포를 보임.

         평년대비 강원도영동은 336%로 많았고, 강원도영서도 259%로 많았음.

(전  망) 11. 24. ~ 11. 30. 강수전망 : [24~26일]기압골의 영향으로 강원도에 강수(비/눈) 

예상, [27일]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도영동에 강수(눈/비) 예상, [29일]기압골의  

영향으로 강원도영서에 강수(비/눈) 예상.

(저수율) 저수율은 46~100%이며, 지난 순과 비교 시 강원도영동은 증가했고

         (고성, 강릉 제외), 강원도영서도 증가했음.

2  전국 및 강원도 월 강수량 분포(10. 21.∼11. 20.)

 <전국 강수량(㎜)>  <(좌)강원도 강수량(㎜)과 (우)강수량 평년대비(%)>

3  강원도영동·영서 순별 누적강수량 현황

 <강원도영동 누적강수량(㎜)>  <강원도영서 누적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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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강원도 시‧군 강수량 현황
(2015. 10. 21.~2015. 11. 20.)

지역 올해
강수량(㎜)

작년
강수량(㎜)

평년
강수량(㎜)

작년차
(+, -)

평년대비
(%) 사용지점

고성 449.5  41.5 - 408.0 - 간성(517)

속초 331.1  35.0 83.9 296.1 395 속초(090)

양양 253.5  64.0 - 189.5 - 양양(670)

강릉 255.8 118.2 92.0 137.6 278 강릉(105)

동해 193.8 162.0 - 31.8 - 동해(106)

삼척 221.5 132.0 - 89.5 - 삼척(876)

태백 144.9 136.3 - 8.6 - 태백(216)

홍천 104.7 34.4 42.1 70.3 249 홍천(212)

철원 114.5  24.1 - 90.4 - 철원(095)

화천 126.5  23.0 - 103.5 - 화천(555)

춘천 126.7  23.5 45.6 103.2 278 춘천(101)

양구 132.0  28.0 - 104.0 - 양구(556)

영월 91.0 117.5 - -26.5 - 영월(121)

인제 104.9  28.9 41.1 76.0 255 인제(211)

원주 107.9 75.8 42.3 32.1 255 원주(114)

횡성 116.0 52.5 - 63.5 - 횡성(536)

평창 171.1 95.2 83.5 75.9 206 대관령(100)

정선 124.5 97.7 - 26.8 - 정선군(217)

참고자료 2  강원도 시‧군 주요 저수지 저수율 현황

                             (2015. 11. 21. 7시까지)

지점 저수지 유효저수량
(천톤)

현저수량
(천톤) 

저수율
(%) 지점 저수지 유효저수량

(천톤)
현저수량

(천톤) 
저수율

(%)

고성군 5 11,227.6 9,946.5 88.6↓ 철원군 8 33,386.0 24,515.3 73.4↑

속초시 1 6.5 6.5 100(-) 춘천시 8 8,785.0 4,003.4 45.6↑

양양군 1 1,437.0 1,437.0 100(-) 양구군 2 2,160.0 2460.0 100(-)

강릉시 11 25,255.4 20,066.7 79.5↓ 홍천군 15 10,877.8 6,627.6 60.9↑

동해시 달방댐 8,749 7,600 86.9↑ 원주시 16 11,845.1 7,578.2 64.0↑

삼척시 3 1,330.7 1,117.5 84.0↑ 횡성군 6 3,452.0 2,493.2 72.2↑

태백시 광동댐 13,130 9,648 73.5↑ 평창군 2 1,138.0 10,047.2 92.0↑

 ※ 출처 (1) 달방댐, 광동댐: 한국수자원공사 용수댐관리현황

         (2) 12개 시군 저수지: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반시설관리 저수율 현황 

 ※ 본 자료는 증명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연구용 및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