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겨울날씨
어떤가요?

2019 강원기후 카드뉴스 겨울호



첫 서리

강원도의 올해 겨울 시작은 이렇게...

* 북춘천: 10.27.(작년보다 16일 늦음)

* 북강릉: 11.26.(작년보다 29일 늦음)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기본역량 집중과 소통 강화」

첫 얼음

* 북춘천: 10.30.(작년과 동일)

* 북강릉: 11.18.(작년보다 2일 빠름)

첫 눈

* 북춘천: 11.15.(작년보다 9일 빠름)

※ 북강릉, 북춘천: 각각 2008년, 2016년에 신설된 관측지점으로 평년값이 없음
1/10

   서리란? 대기 중의 수증기가 승화 작용에 의해 지면이나

               지상의 물체에 얼음 결정체 형태로 붙어 있는 현상.

               ('지상기상관측지침' 중)

나뭇잎에 내린 서리

눈 내린 설악산



겨울철 위험기상①

한파(寒波, cold wave): 겨울철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는 현상

한파주의보

① 아침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① 아침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범위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겨울철 한파 대비하기겨울철 한파 대비하기

한파(寒波)는 겨울철에 온도가 갑자기 내려가면서 들이닥치는 추위를 말하는데요,

기상청에서는 한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한파주의보와 한파경보를 발령합니다.

한파주의보가 발령되는 기준은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령됩니다.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기본역량 집중과 소통 강화」

'한파'란 무엇인가?

한파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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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寒波, cold wave): 겨울철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는 현상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기본역량 집중과 소통 강화」

최근 10년간 강원도 한파일수

(기간) 최근 10년간(2009~2018년) 겨울철(12월~이듬해 2월)

(기준) 아침최저기온이 -12℃ 이하인 날을 산출

최근 10년간 평균 한파일수는
대관령(평창) 35.8일 > 철원 34.1일 > 홍천 24.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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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기본역량 집중과 소통 강화」

겨울철 위험기상②

겨울철 대설 대비하기겨울철 대설 대비하기

대설(大雪, heavy snow fall)

아주 많이 오는 눈

대설주의보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 예상될 때

24시간 신적설이 20cm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cm 이상 
예상될 때

※ 신적설이란? 어떤 특정한 기간동안 새로 내려 쌓인 눈의 깊이

대설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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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기본역량 집중과 소통 강화」

최근 10년간 강원도의 눈(雪, s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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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2009~2015년) 
- 총 신적설     33.9cm 감소
- 눈현상일수      9.9일 감소

(북춘천, 2016~2018년)  
- 총 신적설        2.2cm 감소
- 눈현상일수       8.0일 감소

(북강릉, 2009~2018년)
- 총 신적설   171.9cm 감소
- 눈현상일수    17.5일 감소

※ 2016.10.01. 기준으로 
목측 관측 지점이 춘천에서 
북춘천으로 변경



올해 겨울철
(12월~2020년 2월) 날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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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년(값): 1981~2010년까지의 30년 평균값
*%값은 왼쪽부터 평년보다 낮음,평년과 비슷,평년보다 높음을 확률로 나타냄

평년(-2.5~-1.3℃)과 
비슷하거나 높음

평년(2.5~3.7℃)과 
비슷하거나 높음

평년(-5.8~-4.0℃)과 
비슷하거나 높음

평년(-0.5~0.7℃)과 
비슷하거나 높음

평년(-2.5~-0.9℃)과 
비슷하거나 높음

평년(1.2~2.6℃)과 
비슷하거나 높음

올해 
겨울철 기온 예상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나,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의 변화가 크겠습니다.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기본역량 집중과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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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년(11.9~26.4mm)과 
비슷

평년(13.0~34.0mm)과 
비슷하거나 많음

평년(11.5~20.6mm)과 
비슷하거나 적음

평년(25.5~58.1mm)과 
비슷

평년(11.9~32.8mm)과 
비슷

평년(26.9~58.6mm)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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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겨울철 강수량 예상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

  강원영서는 2020년 1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고,
강원영동은 12월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습니다.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기본역량 집중과 소통 강화」

* 평년(값): 1981~2010년까지의 30년 평균값
*%값은 왼쪽부터 평년보다 낮음,평년과 비슷,평년보다 높음을 확률로 나타냄 8/10



겨울철 유용한 생활기상정보

기상청 '날씨누리' 홈페이지 > 생활과 산업 > 생활기상정보 > 보건기상지수기상청 '날씨누리' 홈페이지 > 생활과 산업 > 생활기상정보 > 보건기상지수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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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감온도
외부 활동 시 바람과 한기에 노출된 피부로부터 열을 빼앗길 때 
느끼는 추운 정도
11월~3월, 일 8회(00시부터 3시간 간격) 제공

동파가능지수
겨울철 한파로 인해 발생되는 수도관 및 계량기의 동파발생
가능성을 나타낸 지수
11월~3월, 일 8회(00시부터 3시간 간격) 제공

대기확산지수
오염물질이 대기 중에 유입되어 존재할 경우, 대기 상태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 정도
11월~5월, 일 8회(00시부터 3시간 간격) 제공

 '생활기상정보'란? 

  국민의 생활편의와 건강보호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상정보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기본역량 집중과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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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234.5678

기상청의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