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강원기후 카드뉴스 가을호

올올해해  가가을을날날씨씨
어어떤떤가가요요??

강원지방기상청에서 알려드립니다~~~



폭염일수/ 열대야일수

평균기온은

먼저, 올 여름은 어땠나요?

(강원영서) 24.1℃로 작년(25.1℃)보다 낮았음

(강원영동) 24.1℃로 작년(24.7℃)보다 낮았음

(강원영서) 14.5일 (작년 31.8일)/ 6.8일 (작년 12.8일)

(강원영동) 14.5일 (작년 20.0일)/ 16.5일 (작년 20.5일)

작년보다 덜 더웠던 

올 여름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기본역량 집중과 소통 강화」



(강원영서) 429.1mm로 평년(802.1mm)보다 적었음

(강원영동) 621.6mm로 평년(656.2mm)보다 적었음

강수량이 

평년에 비해

적었어요.

* 평년(값): 1981~2010년까지의 30년 평균값
* 100보다 낮은 수치의 지역은 평년보다 적음(옅은 갈색~짙은 갈색)

평균강수량은

먼저, 올 여름은 어땠나요?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기본역량 집중과 소통 강화」



그럼, 올해 
가을 날씨는?



2019년 
가을 날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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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월 11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며 

4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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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년(18.5~19.3℃)과 
비슷하거나 높음

20% 20%
40% 40% 40% 40%

평년(11.6~12.6℃)과 
비슷하거나 높음

평년(4.1~5.3℃)과 
비슷하거나 높음

평년(19.8~20.4℃)과 
비슷하거나 높음

평년(14.9~15.7℃)과 
비슷하거나 높음

평년(8.4~9.4℃)과 
비슷하거나 높음

20% 20% 20%
40% 40% 40% 40% 40% 40%

* 평년(값): 1981~2010년까지의 30년 평균값
*%값은 왼쪽부터 평년보다 낮음,평년과 비슷,평년보다 높음을 확률로 나타냄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기본역량 집중과 소통 강화」



2019년 
가을 날씨는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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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월 11월

9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고 

10월과 11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음 

강수량은 

40% 40% 40% 40% 4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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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년(69.1~181.6mm℃)과 
비슷하거나 적음

평년(26.3~52.8mm)과 
비슷하거나 많음

평년(28.1~43.9mm)과 
비슷하거나 많음

평년(167.3~278.5mm℃)과 
비슷

평년(57.5~109.5mm℃)과 
비슷하거나 많음

평년(41.1~94.0mm℃)과 
비슷하거나 많음

* 평년(값): 1981~2010년까지의 30년 평균값
*%값은 왼쪽부터 평년보다 적음,평년과 비슷,평년보다 많음을 확률로 나타냄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기본역량 집중과 소통 강화」



단풍실황서비스
강원도내 단풍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강원도 국립공원 탐방로

설악산·오대산·치악산·태백산

단풍실황을 알려드리는 서비스

지원내용: 탐방로의 단풍실황 단계별 이미지,
                   국립공원 주변 기상실황 및 동네예보

확인방법: 강원지방기상청, 국립공원공단,
                    강원도청 및 지자체 9소 홈페이지 배너

제공기간: 9월 23일~10월 31일

제공지점: 설악산·오대산·치악산·태백산 
                    국립공원 탐방로 9소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기본역량 집중과 소통 강화」



보건기상지수? 그게 뭐죠?

기상조건에 따른 감기발생 가능성을 나타낸 지수
9월~다음해 4월, 일 2회(06시, 18시) 제공

꽃가루농도위험지수
기상조건에 따른 꽃가루 알레르기 발생가능정도를 지수화
4~5월(참나무, 소나무), 9~10월(잡초류),
일 2회(06시, 18시) 제공

확인방법 기기 상상 청청   '' 날날 씨씨 누누 리리 ''   홈홈 페페 이이 지지   >>   생생 활활 과과   산산 업업   >>   생생 활활 기기 상상 정정 보보   >>   보보 건건 기기 상상 지지 수수

가을철 유용한 '보건기상지수'

뇌졸중가능지수
기상조건에 따른 뇌졸중발생 가능성을 나타낸 지수
연중, 일 2회(06시, 18시) 제공

천식폐질환가능지수
기상조건에 따른 천식폐질환 발생가능성을 나타낸 지수
연중, 일 2회(06시, 18시) 제공

감기가능지수

 

국민의 생활안전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일상생활에 유용한 응용기상정보 중 하나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기본역량 집중과 소통 강화」



''감감기기가가능능지지수수''를를  예예로로  들들어어볼볼까까요요??
감기가능지수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기본역량 집중과 소통 강화」



기상청의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낭만 가득한 가을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