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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수통계정보 및 저수율 현황

                                         강원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2016년 2월 1일 발표) 

1  주요 이슈

(강수량) 최근 한 달간 평년대비 1~50%의 분포를 보임.

         평년대비 강원도영서는 3%로 적었고, 강원도영동도 32%로 적었음.

(전  망) 2. 2. ~ 2. 10. 강수전망 : 예보기간 동안 강수 가능성 낮음. 

(저수율) 저수율은 57~100%이며, 지난 순과 비교 시 강원도영서는 증가했고

         (횡성, 평창 제외), 강원도영동은 감소했음(고성, 양양 제외).

2  전국 및 강원도 월 강수량 분포(1. 1.∼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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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강원도영서·영동 순별 누적강수량 현황

 <강원도영서 누적강수량(㎜)>  <강원도영동 누적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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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강원도 시‧군 강수량 현황
(2016. 1. 1.~ 2016. 1. 31.)

지역 올해
강수량(㎜)

작년
강수량(㎜)

평년
강수량(㎜)

작년차
(+, -)

평년대비
(%) 사용지점

고성  8.0  7.5 -   0.5 - 간성(517)

속초  6.6  8.6 44.3  -2.0 15 속초(090)

양양 14.0  3.5 -  10.5 - 양양(670)

강릉 27.4 20.4 55.1   7.0 50 강릉(105)

동해 12.4 24.1 - -11.7 - 동해(106)

삼척 14.5 17.0 -  -2.5 - 삼척(876)

태백  8.9 15.8 -  -6.9 - 태백(216)

홍천  0.1  7.6 20.4  -7.5 1 홍천(212)

철원  0.9 17.0 - -16.1 - 철원(095)

화천  0.0 13.5 - -13.5 - 화천(555)

춘천  0.4 18.2 20.3 -17.8 2 춘천(101)

양구  0.0 10.5 - -10.5 - 양구(556)

영월  3.4 13.3 -  -9.9 - 영월(121)

인제  0.3 10.6 17.5 -10.3 2 인제(211)

원주  1.6 16.8 22.0 -15.2 7 원주(114)

횡성  0.0 16.5 - -16.5 - 횡성(536)

평창  2.6 21.3 62.6 -18.7 4 대관령(100)

정선  1.0 14.8 - -13.8 - 정선군(217)

참고자료 2  강원도 시‧군 주요 저수지 저수율 현황

                             (2016. 2. 1. 7시까지)

지점 저수지 유효저수량
(천톤)

현저수량
(천톤) 

저수율
(%) 지점 저수지 유효저수량

(천톤)
현저수량

(천톤) 
저수율

(%)

철원군 8 33,386.0 29,113.5 87.2↑ 고성군 5 11,227.6 10,133.3 90.3↑

춘천시 8 8,785.0 4,976.2 56.6↑ 속초시 1 6.5 6.5 100(-)

양구군 2 2,160.0 2,160.0 100(-) 양양군 1 1,437.0 1,281.8 89.2↑

홍천군 15 10,877.8 8,288.8 76.2↑ 강릉시 11 25,255.4 19,698.1 78.0↓

원주시 16 11,845.1 9,898.9 83.6↑ 동해시 달방댐 8,749.0 6,497.0 74.3↓

횡성군 6 3,452.0 2,922.0 84.7↓ 삼척시 3 1,330.7 1,046.5 78.6↓

평창군 2 1,138.0 1,135.4 99.8↓ 태백시 광동댐 13,130.0 8,901.0 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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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