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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수정보 및 저수율 현황
강원지방기상청(2018. 5. 1.)

< 주 요 내 용 >

 (강 수 량) 2018년 1월 1일~4월 30일 누적 강수량은 평년대비 강원영서 133%, 강원영동 122%
누적 강수일수는 평년편차 강원영서 –2.3일, 강원영동 –5.7일

 (저 수 율) 저수율은 53~100% 의 분포를 보임(춘천 소양강댐 53%)

 (강수전망) 5. 2. ~ 5. 11. [2~3일] 강원도 강수 예상
               ※ 강원영서는 4개 지점(춘천, 원주, 인제, 홍천), 강원영동은 2개 지점(속초, 강릉)의 평균값

 1  강원도 누적 강수량(2018. 1. 1.∼4. 30.)

 지 역

강 수

강원도 전국
(45개 지점)

   

전체 영서 영동

강수량(㎜) 226.9 201.7 277.5 298.0

평년값(㎜) 177.3 152.0 227.7 199.2

평년비(%) 129 133 122 150

강수일수(일) 25.5 26.5 23.5 28.9

평년차(일) -3.4 -2.3 -5.7 -0.3 <강원도 강수량 평년대비(%) 및 전국 강수량 평년대비(%)>

영서
지역

‘18년 강수량
(㎜)

평균값
(㎜)

평균대비
(%)

영서
지역

‘18년 강수량
(㎜)

평균값
(㎜)

평균대비
(%)

영동
지역

‘18년 강수량
(㎜)

평균값
(㎜)

평균대비
(%)

철원 195.3 150.6 130 횡성 193.0 161.7 119 고성 233.5 205.2 114 

속초 255.0 212.3 120 화천 185.0 128.1 144 원주 198.0 167.6 118 
양양 265.0 199.2 133 

양구 157.0 135.2 116 
평창 201.5 158.5 127 강릉 299.9 243.1 123 

인제 179.1 136.1 132 
동해 285.0 206.3 138 

영월 206.7 165.8 125 춘천 214.7 147.0 146 삼척 270.0 220.7 122 
정선 243.0 159.2 153 홍천 214.9 157.4 137 태백 267.4 207.4 129 

 

< 참    고  >  

 (1) 본 자료는 증명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연구용 및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람
 (2) 본 자료의 평균값은 강릉, 속초, 원주, 인제, 춘천, 홍천 1981~2010년(30년)의 평년값

30년 미만인 지역인 동해 1993~2010년(18년), 영월 1995~2010년(16년), 철원 1988~2010년(23년), 태백 1986~2010년(25년)의
평균값, 고성, 삼척, 양구, 양양, 평창, 화천, 횡성 2007~2017년(11년), 정선 2011~2017년(7년)의 평균값임

 (3) 고성은 간성 지점의 자료 값임



                                   「안전한 나라, 안심하는 국민, 국민 중심의 기상·지진 서비스 실현」

- 2 -

2  강원도 저수지 저수율(2018. 5. 1. 10시)              상수원

지역 저수지
유효

저수량
(천톤)

현재
저수율

(%) 

작년
저수율

(%)

1 강릉
11 25,255.4 91 82

오봉 12,707.6 83 68

2 고성
5 11,227.6 99 97

원암 1,305.5 100 99

3 삼척 3 1,330.7 100 88

4 속초 1 6.5 100 100

5 양구 2 2,160.0 100 99

6 양양 1 2,975.0 100 87

7 원주 16 11,845.1 99 85

8 철원 8 33,386.0 85 73

9 춘천 8 8450.0 88 78

10 평창 2 1,138.0 100 98

11 홍천 15 10,877.8 99 91

12 횡성 6 3,452.0 100 90

※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반시설관리(http://rims.ekr.or.kr/awminfo/storagerate02.aspx)

※ 명칭 변경: 학사평 → 원암

3  강원도 댐 저수율(2018. 5. 1. 10시) 
                 상수원

지역 댐
현재
수위
(EL.m)

현재
저수율

(%) 

작년
저수율

(%)

1 동해 달방댐 111.9 79 74

2 삼척 광동댐 672.2 71 70

3

춘천

소양강댐 175.6 53 47

4 의암댐 70.9 90 94

5 춘천댐 102.4 94 97

6 화천 화천댐 166.9 59 54

7 횡성 횡성댐 174.1 64 55

댐
기준수위 달방댐 광동댐 소양강댐 의암댐 춘천댐 화천댐 횡성댐

상시 저수위(EL.m) 80.0 662.0 150.0 66.3 98.0 156.8 160.0

상시 만수위(EL.m) 112.0 672.0 193.5 71.5 103.0 175.0 180.0

Ÿ 저수위란 물이 가장 낮아질 때의 수위를 말하며, 저수위의 범위까지 수면이 저하하면 저수위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큼.

Ÿ 만수위란 정상적인 댐 운영조건에서 올라갈 수 있는 최대수위이며, 용수공급과 수력발전, 하천유지 유량 등 정상적인 댐 운영을 

할 수 있는 저류용량의 상한선을 말함.

 ※ 출처

(1) 물정보포털(http://www.water.or.kr/realtime/sub01/sub01/dam/hydr.do?s_mid=1323&seq=1408&p_group_seq=1407&menu_mode=3)

(2)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댐수문정보(http://www.wamis.go.kr/wkd/mn_dammain.aspx)

(3) 댐 관리기관: 한국수자원공사(달방댐, 광동댐, 소양강댐, 횡성댐), 한국수력원자력(의암댐, 춘천댐, 화천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