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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정책 추진성과 주요정책 추진성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상기후 빅데이터, 
기상사업자와 함께하는 기상서비스

 위험기상 대응역량 강화

▪국민안전 확보 및 피해예방을 위한 위험기상 사전 대응체계 강화
* 지진관측 후 50초 이내 지진조기경보서비스 시행(1월) 및 실황기반 안개특보 시범운영(3월)

▪예보조직 광역화로 국가 방재대응체계에 맞춘 효과적인 기상지원 체계 구축
* (기존) 5지방청 45기상대 → (현재) 6지방청 3기상지청 7기상대

▪최첨단 기상레이더(이중편파레이더) 도입으로 강수(비 눈) 탐지능력 향상
* 레이더기반 강수 탐지율 이중편파변수 활용전 대비 27%p 향상('14년 43% → '15년 70%)

 기상기후정보 가치 창출 기반 조성

▪기상산업 육성을 위해 기상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성장․창업 지원 확대
* 3단계 지원체계 구축 : ①청년창업지원사업→②성장지원센터 → ③ 비즈니스지원센터

* 금융지원 사업 추진 : 우수 기상기업 최대 3억원 대출(총 45억원, 금리 1%p 감면)

▪기상기후자료 개방․공유 확대 및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강화
* 국가기후데이터센터 신설(1월) 및 기상자료개방포털 운영(8월)을 통한 기상자료 제공 확대

* 클라우드 기반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4월) 및 공공분야 개방(11월)

▪기상기술 나눔을 통한 개도국과의 실리적 협력 확대 수행
* 베트남 기상재해감시시스템 현대화사업, 미얀마 기상선진화 마스터플랜 수립 등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한국인 신임 의장 진출

 사회․경제적 의사결정 지원 강화

▪가뭄․홍수 사전대비를 위한 물 관리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 제공
* 범부처 가뭄대응을 위한 가뭄전망정보 서비스 최초 개시(5월) 및 정식 운영(10월)

* 한강권역(3월)·낙동강권역(12월/시범) 수문기상예측정보 서비스 실시

▪기상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국민생활 중심의 기상서비스 확대
* 독거노인, 영 유아,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생활기상정보 제공('15년에 약30만명 혜택)

* 연무, 황사 등 예보기간 연장(3월) 및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열지수 5단계 서비스 시행(6월)

 기상행정 투명성․효율성 제고

▪기상장비 도입․유지보수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 강화
* 조직개편(전담부서 신설), 제도개선(기술평가 기준 및 도입 유지보수 관련 지침 제정 시행)

* 관련 고객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 입찰참여업체 80%, 구매담당직원 82%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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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주요 실적 분야별 주요 실적

1  위험기상 대응역량 강화

□ 국민안전 중심의 위험기상 사전 대응체계 구축

○ 광역시․도 단위로 운영되는 국가 방재대응체계(행자부 주관)에 

대한 효과적인 예보지원 체계 구축

- 기상대에 분산되어 있는 예보조직을 광역시․도 지방청(지청)

중심 통합으로 예보 광역화 실현

※ (기존) 5개 지방청, 45개 기상대 → (현재) 6개 지방청, 3개 지청, 7개 기상대

○ 안개 예측정보 제공으로 위험기상 사전 대응체계 지원 강화

- 안개 탐지 인프라*를 활용한 실황기반의 안개특보 조기실시

(3월/유관기관 대상)

* 범부처 유관기관 안개자료 공유 확대(71개소), 안개 다발지역 신규 23개소 증설

※ 관계부처합동 ‘안개상습구간도로교통안전종합대책('15.3.27)’에안개특보시행포함

○ 위험기상 출현에 대한 조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안전 의식 

고취 및 사전대비 태세 강화

- 시간(hour)․일(day) 등 다양한 주기로 발생․소멸하는 위험기상에

대한 예보기간을 늘려 위험기상 대응 골든타임 확보

※ 초단기예보(3h→4h)․단기예보(2일→3일)의 예보기간 연장

- 태풍 발생초기와 쇠퇴직전 단계의 열대저압부 정보* 제공으로

태풍 대응체계 확보

* 열대저압부의 24시간 예상경로, 상황정보를 매 6시간 간격으로 제공

○ 예보 교육과정을 예보관의 경력과 직급을 고려한 교육훈련 체계로

세분화 운영(기초실무·전문가·책임관 과정)하여 예보역량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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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기상 감시․분석기술 고도화와 정보 활용․확산 극대화

○ 클라우드 방식의 지능형 위험기상정보 확산 시스템(방재기상정보

시스템) 도입(5월)으로 유관기관과의 위험기상 대응 협업체계 강화

※ 실시간 위험기상 감시·분석정보 공유 및 사용자 맞춤형 분석 툴 제공

※ (이용현황) 안전처·지자체 등 468개 기관, 19,577명 가입/일평균 52만건 접속

○ 슈퍼컴퓨터 4호기 도입 완료(12월)로 전지구 수치모델 해상도 

확대 및 산출시간 단축

※ 3호기 대비 전지구 수치예보모델(84시간 예보장) 산출시간 평균 15분 단축

○ 최첨단 기상레이더 도입으로 레이더기반 강수(비 눈) 탐지율

이중편파변수 활용전 대비 27%p 향상(‘14년 43% → ’15년 70%)

※ 최첨단이중편파레이더교체사업(누적) : ('14) 2대→ ('15) 4대→ ('19) 11대목표

<방재기상정보시스템> <슈퍼컴퓨터 4호기> <이중편파레이더>

○ 지상, 해양 등 기상관측망 보강 및 국가간 관측자료 공유 확대

- 위험기상 효율적 감시와 관측공백 최소화를 위한 관측망 확충

※ 적설165→296개소, 해양부이11→17대, 파고부이43→48대, 선박기상관측10→12대

- 세계기상기구(WMO) 기간통신망 전환(GTS→RMDCN)으로 국가간

기상자료 수집․공유 인프라 개선(12월)

※ 한국-중국(32Kbps→4Mbps/ 약120배), 한국-일본(128Kbps→4Mbps/ 약30배)

※ 항행위성시스템 위성자료 등을 추가 입수하여 수치모델에 활용

- 동북아시아 레이더 관측자료 공유․활용 확대

※ ('14) 3개국(한·중·일) 26개소 → ('15) 6개국(대만·러시아·홍콩 추가) 38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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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측요소 확대, 시공간 해상도 상세화 등 천리안 위성의 후속 

기상위성 개발 추진(~‘18)으로 위험기상 대처능력 기반 마련

※ (기대효과) 안개·운량 등의 탐지 능력 향상, 독자 기상위성 개발 기술 확보 등

○ 유관기관 통신체계 개선 및 담당자 기술지원 강화를 통해 국가 

기상관측자료 수집률 17.2%p 향상(‘14년 70.6% → ’15년 87.8%)

○ 28개 기관․3,664개 관측지점의 국가 기상관측자료를 활용 목적에

따라 8개 분야로 분류(관측환경, 요소 등)하여 활용도 제고

○ 기후변화감시 측정망 인프라 강화를 위하여 에어로졸 라이다 통합

네트워크 구축(9개 기관)

□ 지진조기경보 통보체계 구축 및 국내외 지진․화산 감시 강화

○ 규모 5.0이상 지진발생 후, 현행 120초에서 50초로 통보시간 

단축(지진조기경보 1단계 사업완료, 1월)

※ (1) 2020년목표 : 10초이내통보, 지진조기경보관측망 314개소구축(구축율 62.1%)

(2) 과거 규모 5.0 이상 지진 통보 시간 : 302초('14.4.1, 서격렬비도, 규모 5.1)

<지진조기경보 서비스의 개념도>

※ 지진파 중 P파는 피해를 주지 않지만, S파는 피해를 유발시킴

○ 국내외 지진․지진해일․화산 정보의 신속한 전파로 국민 불안해소

※ 국내지진(규모2.0 이상) 43회, 국외지진(규모5.0 이상) 76회, 화산분화정보 2회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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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상기후정보 가치 창출 기반 조성

□ 기상산업 정책 제도개선 및 사업화 지원

○ 글로벌 TOP3 기상산업 강국 도약을 위한 제2차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2016~2020) 수립(12월)

※ ('20년 목표) 기상기업 역량 강화를 통한 기상산업 가치 확산(기상기업

매출액 2,000억원, 기상기업 수출액 200억원, 기술사업화 60건)

※ 기상기업 사업실태 파악 및 문제점 분석, 추진계획 등을 포함한 4대

추진전략 및 12개 중점과제 제시

○ 기상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창업․성장 지원체계 강화

※ 3단계 지원체계 구축 : ①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사업 → ② 기상기업

성장지원센터 → ③ 기상기후산업 비즈니스지원센터

※ 금융지원 사업 추진 : 우수기상기업최대3억원대출(총45억원, 금리1%p 감면)

○ 민․관 역할분담에 기반한 기상청 보유 기상기술․서비스 정비

계획을 통해 기상청 보유 기상기술과 서비스의 민간이양 실시

※ (1) 서비스 정비 : 총 667개중 298개(44.7%) 서비스 중단 이양

(2) 기상기술 이전 :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32종 99건 기술이전 완료

○ 부처협업 기상장비* 국산화 기술 개발 추진 및 현장 성능시험 지원

* (미래부) 친환경 라디오존데 등 3건, (중기청) 스마트폰 기반 기상 자료

획득 기술개발, (방사청) 성층권 장기체공 무인 기상탑재체

□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지원 체계 구축

○ 기상산업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민관합동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개도국 공적개발사업(ODA) 확대

※ (1) 민·관 합동 해외시장개척단 민간사업체 8개사 9명 파견(5월)

- (사우디) 90억원 규모의 기상기자재 국내기업 수주 지원

- (카타르) 기술협력 및 기상장비 검․교정 센터 설립 입찰참여 추진

(2)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대상 4개 사업 수행('15년 약2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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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기상기후산업 수출 강소기업 육성사업 운영

※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15개사 마케팅․컨설팅 지원(연중), 수출전략

설명회(1월) 및 전략포럼(12월) 개최

□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추진

○ 각 분야 전문가의 활발한 포럼 활동을 통한 과제발굴․기술개발 

추진으로 시범 융합서비스 4종(농업, 관광, 방재, 수산) 개발(12월)

※ (1) 과제발굴('14) :「기상기후빅데이터 포럼」을 통하여 9개 서비스 분야 42개 과제

(2) 기술개발('15) : 우선순위를 고려한 15개 과제

<기상-농업 분야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연구결과 및 서비스>

연구개발 결과
(기상영향요인에 따른 양념채소류 생산성 예측)

융합서비스(예시)

작물 생육시기별 기상영향 요인 예측오차율

양파
누적강수량(1월, 11월),

평균기온(3월), 누적일조시간(5월)
4.3%
(2014년)

건고추
최저기온(8월), 일교차(9월),
최대누적강수량(6월),

최저기온18도이상 관측일수합(6월)

8%
(2013년)

마늘 누적강수량(10월) 누적일조시간(5월) 5.61%
(2014년)

○ 기상기후정보의 사회․경제적 활용 확산 유도를 위한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공공분야 개방(11월)

※「2015 날씨 빅데이터 콘테스트」개최, 융합아이디어와 데이터 분석 2개 분야로

구분 시상(8.17∼10.23 / 302개팀 참가, 참가신청, 공모작 59건, 입상작 11건)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이용 환경>

구분 내용 웹화면

대상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등

용도 기상과 타 분야
데이터의 융합 분석

기간 최대 1년(연장가능)

제공
요소

HW(서버, 저장소),
분석SW(하둡, R패키지),

기상데이터(예 특보, 관측 등 7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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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후자료 통합 관리체계 고도화

○ 기상자료개방포털 정식운영(8월) 및 자료형식 개선으로 기상

자료 대국민 활용 확대

※ (1) '17년도 목표(개방 데이터 97개) 대비, '15년도 29.9%(29개) 개방

(2) 제공자료오픈포맷(CSV) 준수및전자적활용이가능한형태(PDF→엑셀)로개선

○ ‘국가기후데이터센터’ 신설(1월) 및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기상

기후정보관리 정책의 체계적 추진 기반 마련

* 국가기후데이터 통합관리 및 서비스 발전계획('15∼'17) 수립(7.2)

○ 인터넷을 통한 기상자료 제공 수수료 무료화 및 민원 행정업무

간소화(8월)로 민원인의 편익 제고

※ (1) 전년 동일기간(8.7∼11.6/3개월) 대비인터넷을통한자료제공건수 16배증가

(2) 처리시간(최대15일→당일) 및처리절차(4→2단계) 단축, 민원행정업무 50% 감소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 및 기후정보 활용 촉진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첫 한국인 신임 의장 진출(10월)

- 新기후체제에서의 국가 영향력 강화와 국제 기후변화 정책

선도의 새로운 동력 확보

○ 한반도 이상기후에 대한 현황 및 8개 분야별 피해영향 분석을 

통한 국가 기후변화 대응 기초 정책분석자료 생산

※ (1) 국무조정실 기상청 공동주관「2014 한반도 이상기후보고서」발간(1월)

(2) 8개 분야 : 농업 교통 산업/에너지 방재 산림 해양수산 환경 건강

○ 67개 지자체 기후변화 상세분석정보 및 부문별(보건, 산림, 물관리)

응용정보 생산․제공을 통해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지원

○ 지방청 중심의 지역경제․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지역 맞춤형

기후정보 활용 서비스 14종 개발

※ 강원도 산림기상정보, 대구 경북 전략 과수(복숭아, 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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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경제적 의사결정 지원 강화

□ 가뭄․홍수에 대한 사전대비 체계 강화

○ 가뭄․홍수 등 수문기상재해 사전대응을 위한 예측정보 서비스 실시

- 범부처 가뭄대응을 위한 가뭄전망정보 서비스 개시(5월)

※ (제공정보) 가뭄감시현황정보, 1 3개월가뭄전망 / (대상) 정부지자체등30개기관

- 효율적인 가뭄 대응을 위한 가뭄단계 세분화(9월)

※ 기존 2단계(가뭄, 매우가뭄) → 개선 3단계(보통가뭄, 심한가뭄, 극심한가뭄)

○ 한강권역 수문기상예측정보 서비스 실시(3월) 및 낙동강 권역 

시스템 구축․시범운영(12월)

- 호우피해 예방을 위해 물관련 유관기관에 정보 제공

※ ('14) 6개 정부부처, 17개 지자체, 4개 유관기관 → ('15) 4개 정부부처,

23개 지자체 추가 → ('17) 전 지자체로 정보 제공 확대

▸(기상청) 1∼3시간 단위 강수 예측정보, 수문기상정보(토양수분량, 증발산량) 권역별 제공

▸(국토지리정보원) 기상자료를 바탕으로 호우현황 등을 3차원 공간정보로 구현

▸(국민안전처) 기상․공간정보 기반으로 침수피해 예측정보 생산

<수문기상예측정보> <3D 공간정보> <침수피해예측>

□ 장기예보정보의 사회․경제․산업 분야 활용성 제고

○ 장기예보 정확도 핵심요인(3개군 9개 세부요인) 분석 및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역량 진단․평가를 통한 발전방안 마련

※ (1) 장기예보 역량강화를 위한「중기로드맵(2016∼2020)」수립(8.31)

(2) 2020년까지장기예보정확도50%목표설정 : ('15) 36%⟶ ('17) 45%⟶ ('2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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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예보정보 서비스 보완․개선과 이해 증진을 위한 정책현장의

사용자 의견수렴 및 언론 소통 강화

- 장기예보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월 기후특성 및 기후전망,

엘니뇨 현황․전망 등 최신 기후이슈에 대한 언론 홍보 실시

※ 방송 76건, 신문 47건, 인터넷 12건 등('15년 총136건)

□ 국민안전․생활권 중심의 기상서비스 개선 및 국제행사 지원

○ 연무 , 황사 등 환경기상 예보기간 연장 (~모레까지 )(3월 ) 및 

위험기상 현상이 발생할 확률 제공 (10월 )

※ 집중호우, 태풍, 대설, 강풍 등 위험기상 발생 확률에 대해 2일전부터

1∼3시간 간격, 읍 면 동 단위로 제공

○ 취약계층(독거노인, 영 유아, 장애인 등) 관리자 대상의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 전국 확대 시행(6월)

*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감기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연도별 생활기상정보 제공 및 수혜 현황>

구 분 ‘13년(서울시) ‘14년(수도권) ‘15년(전국)

서비스 대상자
(취약계층 관리자)

약 1,500명 약 3,100명 약 10,000명

서비스 수혜자
(독거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약 45,000명 약 93,000명 약 300,000명

○ 여름철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열지수 5단계 서비스 시행(6월)

※『위험』단계를 추가, 5단계(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위험)의 열지수 제공

○ 국제 스포츠행사 성공적 개최를 위한 체계적인 기상지원 실시

-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상세 기상지원시스템 구축(5월)

및 기상정보 지원 인력 파견 등 실시간 기상서비스 제공(6월)

-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상지원을 위한 기상관측장비* 구축 및 

예보지원 기본계획** 마련 

* 기상관측장비 재배치(7개소) 및 신규 경기장 관측장비 보강(3개소)(11월)

** 예보지원단 구성 및 임무, 올림픽예보관 선발 훈련, 경기장별 예보생산 등

기상 실황 예보 지원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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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상행정 투명성 ․ 효율성 제고

□ 기상장비 도입․유지보수 체계 개선

○ ‘15년도 장비 구매계획 사전 공개(1월) 및 ‘16년도 도입예정 장비

사전검토(23건 196억원/심의위원회 개최)로 공정성과 타당성 강화

○ 정보제공요청서, 협상가이드, 가격조사, 납품검사, 유지보수․관리

표준 과업지시서 등 관련 지침 제정․시행

※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 입찰참여업체 80%, 구매담당직원 82% 만족

구 분 개선 전 개선 후

도입

역할분담
⦁대부분 진흥원으로 구매위탁 ⦁첨단/신규장비 : 직접구매(기상청)

⦁범용/소모성장비 : 구매위탁(진흥원)

전담조직
⦁장비 관련 컨트롤타워 미흡

(기상기술과 3인 담당)

⦁구매총괄부서 신설 : 계측기술과
⦁연구전담부서 신설 : 관측기반연구과

도입
타당성
검토

⦁체계적인 도입 타당성 검토 미흡
(대부분 사업부서 검토)

⦁예산확보전 기관내 의견 수렴 심의 제도화
- 기상기자재도입심의위원회 구성 운영('14)

※ '15년도, '16년도 도입 타당성 심의 완료

기술규격

납품조건

⦁기술규격, 납품조건 등의
명확한 기준 미흡

⦁기술규격, 납품조건 등 작성 형식의 표준화
- 제안요청서 작성 지침 시행

- 도입절차 종합매뉴얼 제작·배포

계약방식
⦁대부분 규격가격동시입찰
(기술보다는 가격경쟁 우선)

⦁첨단/신규장비 : 협상계약
⦁범용/소모성장비 : 규격가격동시입찰 등

유지보수

용역조건

⦁용역사업 표준 과업지시서 미흡
(용역 일반조건, 특수조건 기준

제시 미흡)

⦁용역사업 RFP 작성 형식의 표준화

(용역 일반조건, 특수조건 기준 마련)

□ 기상 R&D 관리 체계 효율화

○ 기상 R&D에 관한 정책 수립․조정․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연구개발담당관실) 신설(1월)

※ 기상 R&D에 관한 정책 수립 조정 점검, R&D 평가 및 성과 환류를

통한 연구성과 활용 제고 및 사업비 적정 배분 조정

○ R&D 관리 프로세스 개편 및 사업간 정책 연계성 강화

※ (1) 국립기상과학원확대개편(1월) / 과학원고유세부사업통합: ('15) 7개→ ('16) 1개

(2) 출연사업의 전주기 관리기능 강화를 위해 진흥원으로 전문기관일원화(1월)

(3) 연구개발과제 선정 절차 개선(3월), R&D 관리 개선 방안 마련(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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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성 및 시사점 반성 및 시사점

1  사회적 기상이슈에 대한 의사결정지원 체계 미흡

□ 사회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예보체계로의 개편 필요

○ 현재의 예보방식으로는 정확한 예․특보를 발표하더라도 사회․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는데 한계

☞ 예보체계 개편을 통해 위험기상(High Impact Weather)에 따른 

해당분야의 영향까지 분석한 수요자별 맞춤형 정보 제공 필요

□ 선제적 가뭄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미흡

○ 기상학적 가뭄의 정의 및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어, 가뭄이

진행된 후에 인지 및 사후 대응으로 인한 가뭄 피해 확대

☞ 기상학적 가뭄 기준을 마련하고, 유관부처 협력 강화를 통해

기상․농업․수문학적 가뭄을 연계한 사전 대응체계 구축 필요

2  기상관측 인프라의 체계적인 구축 ․ 운영 필요

□ 기상청 자체 관측망 구축․운영 종합계획 수립 필요

○ 기상요소 및 현상 중심의 관측망 운영으로 실시간 위험기상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계 부족

☞ 위험기상 조기 감시 및 예측 관점에서 기여할 수 있는 입체적인

최적의 관측망 구축․운영 필요

□ 기상관측장비의 도입․유지보수 통합관리 기반 보강 필요

○ 기상장비 구매제도 개선, 진흥원 기능 조정, 유지보수 민간이양 등

기상장비 운영 환경변화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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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관측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신규도입 기상장비의 

사전 성능검증 체계 정립으로 기상장비 안정적 운영 기반 조성

3  다양한 기상기후서비스에 대한 이해 및 활용 미흡

□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대내외 확산 필요

○ 범정부적 기상기후 빅데이터 추진 체계 및 빅데이터 기반 융합

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이해 확산 필요

☞ 유관부처 기관 빅데이터 업무와의 상호연계 강화 및 실수요자

중심의 융합서비스 홍보 교육 확대

□ 장기예보 및 해양기상정보에 대한 활용도 제고 필요

○ 장기예보의 불확실성과 서비스 콘텐츠 부족으로 활용가치 저평가

및 해양 종사자들의 일본정보 대비 한국 해양기상정보 활용 저조

☞ 활용실태 분석, 만족도 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사용자 요구에

맞는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제공 및 활용 모범사례 제시 필요

4  기상업무 성과 제고를 위한 조직역량 향상 노력 부족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교육훈련체계 개선 필요

○ 예보업무 담당자 위주의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과 교수 전담인력,

교육훈련 시설 등 인프라 부족으로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

☞ 기상업무 주요 전문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체계 구축

및 교육효과 극대화를 위한 선진 교육훈련 운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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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6년 정책여건 및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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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여건 및 극복과제 정책여건 및 극복과제

□ 대형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추세로 안전사회를 위한

선제적 자연재해 예측․대응체계 구축 필요

○ 기상현상 중심의 위험기상 정보제공 방식에서 탈피하여 사회․

경제적 영향과 파급성을 고려한 예보서비스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

○ 지진, 가뭄, 안개 등 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해 관련 정보․기술을 

공유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 공동 대응능력 강화

□ 창조경제 구현과 경제부흥 실현을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과 정보

융합 환경에 기반한 기상기후서비스 개발 및 활용 확대 필요

○ 빅데이터 융합기술을 개발하여 공공 시스템(플랫폼)을 통해 

개방하고 비즈니스모델과 연동하여 신시장 개척 

○ 국민생활 편익 증진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안전․

환경․보건 기상서비스 확대 및 정보 전달체계 개선

□ 新기후체제 출범 합의(파리협정)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및 국가간 자유무역협정 확대로 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세 가속화

○ 기후변화 시대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국내외 협력 강화 및

기후변화 감시․예측 분야 전략적․기술적 투자 확대

○ 민간기상장비 및 컨설팅 산업을 중심으로 개발도상국 및 기후변화

취약국가에 대한 기술지원 확대 및 기상산업 해외진출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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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상정책 추진체계기상정책 추진체계

비      전
('12 ~ '16)

기상기후의 융합과 가치 확산으로

국민안전과 국가경제 선도

2016 목표 영향예보로의 전환을 통한 기상재해 리스크 경감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

 기상현상 예보체계의

영향예보로의 전환 추진

가. 영향예보 지원체계 구축 및 방재지원 강화

나. 가뭄 대응 수문기상서비스 개선

다. 국민생활 접점의 기상서비스 확대

 위험기상의 체계적 감시․

분석 능력 강화

가. 기상관측망 확충 및 첨단화

나. 수치예측 및 자료 활용 강화

 기상기후정보의 경제적

가치창출

가.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확산

나. 장기예보 생산 서비스 체계 개선

 기상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전문역량 강화

가. 기상인력개발 체계 구축

나. 조직구성원의 전문성 강화 추진

 지진․지진해일․화산

감시 및 대응 체계 강화

가. 지진 관측․분석과 정보전달 체계 고도화

나. 지진․지진해일․화산 대응 체계 강화

 민간 기상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기상산업 육성

가. 기상산업 발전 생태계 조성

나. 기상산업 해외시장 및 개도국 ODA 사업확대

 기후변화 대응 및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가. 기후변화 과학정보 활용 확대

나.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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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16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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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상현상 예보체계의 영향예보로의 전환 추진기상현상 예보체계의 영향예보로의 전환 추진

◈ 기상현상 중심의 기존예보에서 벗어나 날씨로 인한 영향까지

고려하는 기상예보로의 전환

◈ 선진예보기술의 사회적 확산을 통한 범국가 위험기상 공동대응

능력 향상기반 조성 및 위험기상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가  영향예보 지원체계 구축 및 방재지원 강화

 영향예보 기반 마련을 위한 예보프로세스 개편

○ 영향예보 시행을 위한 정책 및 추진체계 마련

< 영향예보(Impact-based Forecast) 개요 >

- 기상현상정보만을 제공하는 기존 예보와 달리, 앞으로의 날씨로 인해 예상되는

영향(취약성, 위험노출, 대응)까지 표현하도록 설계된 예 특보 형태

- 예보관은 사회·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기상현상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터

(사용자의 의사결정 지원) 역할 수행

기상 예·특보
weather forecast & warning

영향 예·특보
Impact-based forecast & warning

기상현상만 고려 재해, 취약성, 위험노출, 대응 고려

- 세계기상기구 권고 영향기반예보와 위험기반특보 가이드라인 분석(3월)

- 영향기반 예 특보 수행을 위한 체계 마련(4월)

※ 지역별영향을고려한특보기준차등화등영향기반예특보시행관련기획연구추진

※ ('16) 영향예보 기반 구축 → ('17∼'19) 예보요소 기술개발 → ('19∼'20)

협업체계 구축 → ('18) 정식서비스

- 사회적 관심이 많은 기상현상의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수요자의
행동과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영향 예 특보 시범사업 실시('16.하반기)

※ (예시) 제5호태풍○○이한반도로북상함에따라내일새벽부산경남지역에시간당

50mm이상의강한비예상, 이로인해산사태저지대침수등이발생할가능성이높으며,

특히 태풍의 직접 영향을 받는 △△시 동쪽 해안지역은 40m/s 이상의 강풍으로

정박중인선박, 조선소해상크레인등의피해가우려되니시설물관리에유의할필요

- 위험기상 예보해설, 재해정보 수집 등 신속하고 전문적인
현장 예보컨설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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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치모델을 활용한 영향예보 기반 기술 및 서비스 시스템 개발

- 수치모델 확률예측(앙상블) 기반의 호우 확률분포도 작성(5월)

및 위험기상 발생 예측지수 개발(11월)

- 차세대도시농림융합기상사업단을 통한 고해상도의 서비스

시스템 개발 추진(~'19)

※ (1) 도시 돌발홍수로 인한 산사태 침수 등 예측, 강수 폭설 등으로 인한 도로

침수결빙등예측, 안개다발지역의안개의생성소멸예측등서비스기반구축

(2) 주요 농작물의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분석 및 영농지원시스템 개발

○ 분야별 예보신뢰도 향상 및 사회적 영향이 큰 기상현상에 대한

분석 강화를 위해 전문예보관제 운영(11월)

※ 태풍, 황사, 대설, 호우, 강풍, 폭염, 한파 분야 등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을 이용한 효율적 방재지원과 활용 확대

○ 클라우드 기반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의 기능 개선 및 제공자료 확대

* 클라우드 방식의 웹페이지(http://afso.kma.go.kr)를 통해 위험기상 실시간

감시 분석정보 공유 및 사용자 맞춤형 분석 툴 제공('15.5월∼)

- 데스크톱 및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서비스 정식 운영(5월)

※ 3차원 기상표출(GloView), 그래픽캐스트, 디지털 일기도 편집기 제공

- 지역별, 상황별, 기관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지원(연중)

기존 방식 (AS-IS) 맞춤형서비스 (TO-BE)

ㆍ(정보제공) 획일적 정보제공

ㆍ(정보이용) 사무실PC에서 이용

ㆍ(대응체계) 위험기상 시 기관별 자체 대응

ㆍ(개발비용) 기관별 중복개발, 기술력 차이

➡

ㆍ기관별 맞춤형 정보 제공

ㆍ재해 현장에서 최신 정보 활용

ㆍ위험기상 감시·분석화면 공유 및 공동대응

ㆍ최신기술 구현 및 서비스 공유

○ 방재기상정보시스템 활용교육 강화 및 사용자 범위 확대

- 유사사례 및 유사일기도 검색, 안개종합감시 등 전문기술 공유 확대

- 기존의 국가기관, 지자체 등 방재관련 담당기관에서 산업계,

학계, 연구소 등으로 사용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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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뭄 대응 수문기상서비스 개선

 선제적 가뭄 대응을 위한 가뭄 감시․전망정보 개선

○ 가뭄 예 경보 체계 시행에 따른 기상학적 가뭄정보 생산 검증 제공(3월)

- 과거 가뭄 현황 분석 및 기상학적 가뭄 기준 마련

< 통합 가뭄 예 경보 시행 개요 >

- 시행시기 / 발령단계 : '16.3월부터 시범실시 / 관심-주의-경계-심각

- 주관부처 / 참여부처 : 국민안전처(발표주체) / 기상청(기상 가뭄), 국토부 (수문 가뭄),

농식품부(농업 가뭄)

- (예시) OO지역 가뭄 주의 : 누적강수량(주의), 생 공용수(주의), 농업용수(관심) 등

○ 하천 권역별 강수통계정보 및 가뭄대응 강수현황정보 제공(연중)

○ 가뭄정보 생산 지역 및 가뭄전망 기간 확대

- 관측자료 및 모델 예측자료를 이용한 분석 등을 통해 162개 

행정구역별 가뭄지수 생산․표출(10월)

- 기후학적․통계학적 모델의 활용성 검토를 통한 3개월 이상 

가뭄전망 생산기술개발 기반 마련(12월)

※ (현재) 59개 행정구역 대상 가뭄지수 표출 및 1 3개월 가뭄전망 생산중

 수문기상 서비스에 관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협력체계 강화

○ 수문기상 정의, 가뭄 업무 범위 등을 명시한 기상법 개정안 제출(6월)

○ 홍수 피해예측 지원을 위한 수문기상예측정보 제공 점진 확대

※ 수문기상예측정보 생산 계획 : ('14) 한강권 → ('15) 낙동강권 → ('16) 고도화

→ ('17) 금강권 → ('18) 영산강․섬진강권

○ 수문기상협력센터*를 통한 물관리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한국농어촌공사 추가) 및 수자원관리 지원

* 기상청-한국수자원공사, 양 기관간 공동협력을 통하여 가뭄 홍수피해

저감 및 물 문제 해결에 공동 대응하고자 설립('14.4월)

※ 확률장기예보기반물관리의사결정시스템구축및가뭄단계별전략적대응기법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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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민생활 접점의 기상서비스 확대

 국민생활 편의와 기상정보 활용성 증대를 위한 서비스 확대

○ 단기․중기예보에 대한 전문예보관의 3차원 기상분석 날씨 해설 

동영상 대국민 서비스(2월)

※ 예보관의 과학적 날씨 해설과 함께 3차원 기상표출시스템을 활용하여

대기구조를현실감있게표현한동영상(VOD)을 기상청홈페이지를통해서비스

○ 수요자 맞춤형 태풍 정보 홈페이지 운영(5월)

※ 선택한 지점에 대한 태풍의 최근접 시간 거리 제공, 지리정보시스템(GIS)

플랫폼에 기반한 태풍정보 동적 이미지 표출

○ 중기예보지역 세분화(24개 주요 지점→시 군 단위)를 통한 지역별 

기상정보 제공(9월/시범)

○ 육상 발표권역을 세분화(21개 권역→시 군 단위)한 상세안개기상

정보 제공(11월) 및 통합 시정전망정보*
(가칭) 제공 기반 마련

* 안개, 연무, 박무 등 시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에 대한 종합적 전망정보

※ 상세안개기상정보 : ('16) 육상 전국 → ('17) 육상 전국 + 해상 광역

통합 시정전망정보 : ('16) 계획 수립 및 가이던스 개발 개선 → ('17) 시범운영

○ 해구별(0.5×0.5도) 해상풍․파고 디지털예보시스템 구축․서비스(10월/시범)

및 선박용 기상정보 활용증대를 위한 해양기상콘텐츠 개선(12월)

○ 기상자료개방포털(https://data.kma.go.kr) 제공 자료 확대

※ 레이더, 위성, 수치모델, 역사기후자료 등 16종 추가 제공(1월)

※ 자료개방(누적/'17년 대비) : ('15) 29개/30% → ('16) 63개/65% → ('17) 97개

 취약계층을 고려한 기상정보 제공 확대

○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자외선 등 5종) 개선 및 강화

- 정보활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문자서비스 대상 확대(6월)

※ ('11) 독거노인 → ('12) 장애인․영유아 → ('16) 농어촌이장단 다문화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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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별 관리자 거점센터*를 활용한 서비스 수혜자 확대(연중)

* 지역별 독거노인생활관리사 거점센터, 한국장애인부모회, 전국지역아동센터 등

-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한 문자서비스 신청 절차 개선(4월)

※ (기존) 지자체 공문을 통한 간접 신청 → (개선) 웹기반 개별 신청 시스템 운영

※ 지자체에 등록되지 않은 지역센터, 요양사, 보호자 등으로 확대 적용

○ 지역․대상․근로환경별 세분화된 ‘폭염 건강피해 예방지수(가칭)’ 개발(12월)

※ ('15) 사전조사 → ('16) 지수 개발 → ('17) 대국민 서비스

※ 외부 협업(고용노동부, 질병관리본부 등) 및 전문가 참여(산업안전,

환경보건 등)로 신뢰성 확보

○ 꽃가루 예측모델 정확도 향상을 통한 꽃가루농도위험지수 개선(12월)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릉 등 12개 지점의 꽃가루 농도 관측망 운영중

※ 참나무 개화시기 및 꽃가루 발생량 관측·모델링을 통한 정확도 향상

○ 사용자 요구를 반영한 131 기상콜센터 상담서비스 강화(4월)

- 예보정보 변경에 대한 콜백(문자 전화) 대상지역 확대(서울→수도권)

- 외국어(영어 중국어) 서비스 운영시간 확대(평일→주말 휴일)

※ 악성고객 대응방안으로 유형분류(상담횟수, 발언내용 등을 고려), 응대 매뉴얼

재정비 및 위험기상 예상 시(호우 대설 한파 황사 특보) 선제적 문자 발송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기상지원 체계 구축

○ 2016 테스트이벤트 대회* 기상예보 지원 및 이동식 기상관측

차량을 이용한 집중 관측(2월)

* 2016 FIS Ski World Cup(2.6∼2.7, 정선), 2016 FIS Freestyle Ski World Cup

(2.20∼2.21, 보광), 2016 FIS Snowboard World Cup(2.27∼2.28, 보광)

○ 미국 기상교육훈련 전문기관(COMET)에 예보관 파견 교육 훈련

(9명/2주) 및 예보관 전용 동계올림픽 특화예측시스템* 구축(9월)

* 경기장별 수치예보가이던스를 연계하여 감시 분석 예보생산 통보 업무를

단일(One) 시스템으로 처리 지원 가능한 예보관 전용 시스템

※ ('16) 시스템 구축 → ('17) 고도화 및 기능 개선 → ('18) 정식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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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기준에 적합한 기상관측망 구축

- 스키점프 등 주요경기장(7개소)에 14종 114대 관측장비 설치

및 자료 수집 처리 서비스 현황 등 통합관리체계 구축(11월)

요소
바람, 기온, 습도, 기압,
강수량, 강수감지 시정, 현천 운고 설면온도 적설관측 기타

장비
통합센서 25대
AWS 10대

도로기상관측 3대

시정현천계
25대

운고계
4대

설면온도계
17대

CCTV 10대
적설계 12대

X-band Radar 1대
이동형 관측차량 2대
이동형 AWS 4대
연직강우레이더 1대

○ 세계기상기구의 평창동계올림픽 국제 공동연구프로그램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영국 통합모델 기반 초단기예보 모델 개발(~'17)

* Forecast Demonstration Projects(FDP), Research Development Projects(RDP)

○ 올림픽 개최지역 인공증설 실험 확대(3회→10회 이상) 실시(1~6월)

및 기상조절 역량 강화를 위한 한ㆍ중ㆍ러 기상협력 지속 추진

○ 영동고속도로 위험기상정보 생산 및 제공 체계 구축

- 도로위험기상정보 수집․처리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11월)

※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기관 협업으로 CCTV 영상 등 도로상 실시간 자료

수집처리기술, 딥러닝(Deep Learning) 기법을적용한CCTV 영상판별기술등적용

- 도로경로별 상세 도로위험기상정보 생산 체계 구축(12월)

<도로위험기상 관측망 목표(안)>

< 생산 예정 도로위험기상정보 >

․기 설치된 CCTV 영상으로부터 분석된 기상상태(안개, 비, 눈) 정보

․도로인근 ASOS AWS, 도로기상관측장비(RWIS)를 활용한 기상정보(기온, 강우량, 노면상태 등)

․기상상태별 교통사고 위험도 예측 정보, 노면상태 예측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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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기상의 체계적 감시·분석 능력 강화위험기상의 체계적 감시·분석 능력 강화

◈ 관측 공백 해소 및 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입체적이고 체계적인

관측망 구축 및 안정적인 유지보수․관리

◈ 수치예측자료 정확도 개선을 위한 최신 기술 도입․적용

가  기상관측망 확충 및 첨단화

 위험기상 감시 강화를 위한 최적 기상관측망 구축

○ 기상관측망 운영 기준 재설정 및 최적 기상관측망 설계(6월)

※ 현상별 목적별 관측기준, 관측요소, 공간해상도 등 관측 개념 재정립

및 기상관서 적정 비율, 수치모델 성능 개선, 자료 활용성 등 고려

○ 위험기상의 효과적 감시와 관측공백 해소를 위한 관측망 확충

- (지상) 신규기상관측센서 사전 성능 검증 및 현업운영 기준 마련(6월)

- (해양) 시간해상도 향상을 위한 부이 자료 수집주기 단축(1시간 → 30분)

- (고층) 오토존데 도입․운영을 통한 고층관측 자동화 계획 수립(8월)

※ 연차별 자동화 계획(안) : ('17) 1개소→ ('18) 2개소→ ('19) 2개소

<'16년도 기상관측망 확충 계획 (단위 : 개소) >

시정 황사 적설 해양 고층

265→295
(신설 30)

28→29
(신설 1)

296→301
(신설 5)

112→117
(신설 5)

5→6
(신설 1)

○ 초단기 위험기상 감시를 위한 이중편파레이더(관악산, 구덕산) 설치(11월)

및 수도권 인구밀집 지역 X-밴드 소형레이더* 관측망 구축(~`17)

* 차량·선박·항공기 등에 탑재하여 사용하는 소형 기상레이더

- 수도권의 서쪽지역인 인천, 안산(황금산), 김포(가현산)에 설치 예정

※ 가현산 1대는 평창동계올림픽 저층 상세 강수관측정보 지원에 우선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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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리안 후속위성 탑재체 개발 및 자료처리 지상국 구축(～'18)

- 기상탑재체 유닛(센서, 전장품 등) 조립과 통합 성능 환경시험(4월)

및 위성-발사체 접속설계와 위성 열구조모델 충격시험 실시(9월)

- 지상국 6개 시스템(관제, 수신처리, 분석, 관리/서비스, 운영제어, 지원) 개발 추진

※ 후속위성 16채널(기존 5채널)의 관측센서 탑재, 공간 시간해상도 향상

(공간해상도 2∼4배 향상 / 한반도 주변 8→2.5분, 전구 180→10분 간격 관측)

 기상관측표준화 운영 체계 개선 및 관측자료 활용 증대

○ 관측자료 활용도 중심의 관측시설 등급평가 개편 및 기상관측

표준화 진단 체계 마련(12월)

※ WMO/ISO(국제표준화기구) 관측소등급평가표준안(관측요소별 5등급평가) 적용

※ 자료 품질관리, 검정유무 등에 관한 사항은 표준화 수준 진단으로 전환

○ 유관기관 관측자료 품질검사 및 공동활용 강화

- 공동활용시스템에 적용되는 품질검사 알고리즘 개선 및 확대(4월)

※ (기존) 물리한계 내적일치성 단계 검사 → (개선) 지속성 검사 등 보강

- 유관기관 관측자료 수집률 향상을 위한 자료수집 프로그램 개선(11월)

※ 기상관측표준화 대상기관 관측자료 수집률(%) : ('15) 87.8 → ('16) 90.0

 기상관측장비 도입의 투명성 제고 및 유지보수 관리 기반 조성

○ 장비장애, 유지보수 등의 실시간 감시를 위한 기상관측통합

상황실 및 전주기(도입-운영-폐기) 통합모니터링 체계 구축(~‘17)

※ 실명이력관리, 유지보수와 유지관리 통합운영, 실시간 장애 감시 대응 등

○ 유지보수 관리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표준안 마련․시행(2월)

※ 실비기준요율제우선적용, 가격경쟁→기술경쟁협상계약, 점검주기현실화등

○ 시정계, 적설계 등 첨단 기상장비의 검정기술 개발 및 제도정비 추진

※ ('16)검정 기준 마련 및 기반조성 → ('17) 관련 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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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치예측 및 자료 활용 강화

 슈퍼컴퓨터 4호기 기반의 수치예측 운영체계 전환 및 활용 증진

○ 고해상도 수치모델* 운영으로 상세․객관 예보자료 생산(6월)

* 전지구 수치예보시스템(25→17km), 전지구 확률예측시스템(40→32km),

장기예측시스템 개선버전(GloSea5-GC2) 현업 운영

※ 역학코어 및 물리모수화 개선으로 계산 안정성, 정확도 및 계산효율성 향상

○ 기상예측 분야 외부 공동활용 강화를 위한 슈퍼컴퓨터 자원 

및 기술 지원(연중)

※「국가초고성능컴퓨팅활용및육성에관한법률」에따른외부사용기관확대추진

 선도적 수치예측 기술 개발을 위한 수행기반 강화

○ 강수량과 강수 시 종시간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강수정량

예보 개선 계획('14∼'23)」이행

- 국지 지역규모를 포괄하는 수치예보 체계 개발(6월) 및 영국 

통합모델 기반의 초단기 실황 수치예보체계 구축(12월)

- 한반도 강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국내 관측자료 기반의 

강수 물리과정 진단체계 개발(10월)

※ 현재 사용중인 수치예보모델의 물리과정 대부분은 북미지역 관측자료 기반임

<강수정량예보 개선 계획('14∼'23)>

구분 과거(2014.12) 2018년 2023년
강수예보 평균 오차 26mm 20mm 13mm

강수량 정보 제공 6시간 간격 3시간 간격 1시간 간격

모델 해상도 12km
(지역모델)

1.5km
(국지모델)

500m
(국지모델)

○ 독자기술 기반의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시험예보시스템 개발

- 시험버전 실시간 운영, 현업모델(영국 통합모델)과의 성능비교,

현업화 기술 지원 등 추진

※ 원천기술(1단계 : '11～'13), 시험모델(2단계 : '14～'16), 현업모델(3단계 :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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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상기후정보의 경제적 가치창출기상기후정보의 경제적 가치창출

◈ 국민체감형, 가치창출형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활용 확대로

기상기후정보의 가치 확산

◈ 선진 장기예보 생산․서비스 체계 구축 및 수요자와의 소통

강화를 통한 장기예보 활용도 제고

가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확산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고도화 및 가치 확산

○ 연구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공공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확대

- ‘15년 개발된 농업․관광․수산분야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
서비스 대외 활용확산 및 기술이전 추진

분야 융합 서비스 활용 기술이전

농업

생육시기별 기상영향요인(일조, 강수, 기온 등)에 따른
양념채소 단수(단위면적당 생산량) 예측
※ 대상작물 : 양파, 마늘, 건고추, 가을무, 가을배추
※ 도(道) 단위로작물의최종수확 2~3개월전부터제공

<작물별 생산성 예측 서비스 예시> ⇒

활용분야

농산물 수급정책 결정
지원

관련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T공사등

관광

전국 관광코스별 기상정보 서비스 및 지역별
관광기후지수 생산
※ 대상지점: 전국 2,000여개주요관광지 대상

<관광코스 기상정보 서비스 예시>
⇒

활용분야

국내 여행 활성화
및 내수 경기 진작

관련기관

문체부, 지자체,
기상사업자, 여행사,
앱개발자 등

수산

해양기상정보(수심별 수온, 염도, 유속 등)를 활용한
오징어 서식환경 분석을 통해 어획량 변동성 예측

※ 대상해역: 동해중남부, 남해서부, 서해중부, 러시아EEZ

※ '16년 서비스고도화추진예정

<오징어 어획량 변동성 예측 서비스 예시> ⇒

활용분야

어민들의 경제적
조업 활동

관련기관

해수부, 수협,
국립수산과학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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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가치 확산을 위한 추진 동력 확보

- 기상기후 빅데이터 포럼뿐만 아니라 다양한 창구를 활용하여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융합서비스 발굴 지속

- 국가정책 지원, 기상서비스 시장 확대를 위한 지속적 연구개발 추진

※ 융합서비스 가능성 평가 및 개발을 위하여 11개 R&D 과제 수행 중('15～)

<주요 융합서비스 연구개발 추진 내용>

분야 융합서비스 개발내용 예시 예상 성과

보건
날씨에 따른 질병(식중독, 감기 등) 위험도 예측서비스 개발

–기상자료(기상청), 식중독 통계자료(식약처), 식중독 진료자료(건보공단),
소셜데이터를접목한식중독예측모델개발및공동서비스추진(‘16.3)

보건분야 다부처 협업을
통한식중독위험도정보
대국민서비스

체육
메가스포츠 지원용 기상기후제공 콘텐츠 개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등 메가스포츠의 직접 수요자(출전선수,
지도자등) 대상기상기후정보제공용앱개발

동계올림픽출전선수의
경기력 향상 지원

교통
기상상태별 교통사고 위험도 정보 생산 개발

–기상정보, 보험사고, 도로 특성자료(교통류, 도로구조 등) 기반
융합분석을 통한 사고위험도 예측모형 개발

기상상황에따른고속도로
위험도정보제공

- 날씨에 민감한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한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확산

※ (예시) 관광업 비중(70%이상)이 높은 제주지역 관광코스 특화 기상정보 서비스

- 융합서비스 활용 확산 및 국가기후데이터 통합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융합서비스주체범위확대및 R&D 결과의활용성보장(지적재산권, 기술료등)

※ 데이터 관리 서비스 규정 제정(1월) 및 분산 데이터의 통합관리 확대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개방 확대 및 이용 활성화

○ 스타트업, 시장진입자, 대학 등 민간에 분석 플랫폼 개방(6월)

- 민간 주도의 대용량 기상기후 데이터 기반 서비스 모델 개발 촉진
▸(기상사업자) 다양한 기상정보의 가공(고해상도 관측공백지역 데이터 생산 등)을 통해

상품성 있는 기상정보 재생산 유통에 활용

▸(개발자) 대용량 기상기후 데이터를 활용한 앱(App) 시제품 개발에 활용

▸(학계) 기상기후 데이터 분석실습을 통한 학습지원 및 연구 목적에 활용

○ 빅데이터 경진대회 등 수요자 참여형 아이디어 발굴 활성화 및 
기상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연중)

※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예비창업자 등에 플랫폼 상시 제공

○ 분석 플랫폼 사용자 대상 온라인교육 콘텐츠 제작․배포 및 
정규 교육과정 개설․운영(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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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기예보 생산 ‧ 서비스 체계 개선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선진 장기예보 서비스 체계 구축

○ 장기예보 인적자원 및 기술 응집을 통한 예보기반 강화

- (1단계) 장기예보 관련 기관간* 역할 정립 및 기술연계(6월)

* 본청, 소속기관(과학원, 지방청지청), 산하기관(APEC기후센터,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 (2단계) 기상선진국 벤치마킹을 통한 장기예보센터(가칭) 설립 

방안 마련(12월)

○ 과학적이며 체계화된 예보 생산을 위해 장기예보관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개발 및 구축(12월)

※ 기후감시 기후예측모델자료 기반 장기예보 가이던스 시스템 개발 등

○ 장기예보 관련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 강화

- 선진 장기예보센터 퇴직 기후전문가 초청(9월) 및 예보관 장기

파견 훈련 실시(2년, 영국기상청)

- 장기예보 사후분석․점검 강화(연 4회 → 주별, 월별) 및 원격교육 

정례화(1~2회/월)를 통한 예보기술 향상

 장기예보 활용도 제고를 위한 서비스 개선 및 소통 강화

○ 이상고온(폭염)․저온(한파) 등 극한 기상현상 조기탐지 및 발생

가능성 제공을 위한 이상기후 조기탐지․경보서비스 체계 구축

※ ('14) 설계 → ('15∼'16) 기술개발 및 시스템 구축 → ('17) 시험서비스

○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확률장기예보 활용 모범사례 발굴·제시

- 확률장기예보(기후예측자료) 기반의 농산물(양파, 고추, 마늘, 배추, 무)

생산량 예측 활용사례 발굴

○ 분야별 수요자 의견이 장기예보 서비스 개선 계획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기후예측정보 사용자와의 소통 강화

※ 장기예보 서비스 만족도 조사(10∼11월), 기후예측정보 사용자협의회 개최(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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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상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전문역량 강화기상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전문역량 강화

◈ 선진 교육훈련체계 구축을 통한 전문분야 인재 양성 및 기상

인력 역량 강화

◈ 교육훈련 내실화를 통한 업무 전문성 및 성과 제고

가  기상인력개발 체계 구축

 미래 기상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 및 교수인력 확충

○ 특화 전문분야 인력 양성, 공공부문 기상 관련 인력 교육훈련 

및 국제 기상교육 확대를 위한 교육장소․시설 확충(~'19)

- 직원, 외국인, 유관기관(공무원, 교사 등), 대국민(기상기업 종사자,

일반인 등) 대상의 기상교육 확대

○ 기상․기후변화 대국민 관심 및 이해 제고를 위해 기상과학관

설립․운영 및 산간․벽지 대상 찾아가는 날씨체험캠프 운영

○ 기상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모바일시스템 구축 및 

이러닝(e-learning) 콘텐츠 제작(12월)

○ 전문분야(예보, 레이더, 위성 등) 교육과정 설계, 강의, 평가 등 

내실화를 위한 강사역량 제고 및 외부 객원교수 충원(연중)

 국제 기상교육훈련 파트너십 강화

○ 세계기상기구 지역훈련센터(RTC) 지정에 따른 운영체계 마련

- WMO RTC-서울 운영계획 수립(2월) 및 특화교육과정 개발(9월)

○ 개도국 기상예보관 과정, ICT 활용과정 등 국제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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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직구성원의 전문성 강화 추진

 예보역량 향상을 위한 예보관 교육훈련체계 개선

○ 예보실무 중심의 예보관 교육과정 개발․운영 및 실습 강화

- 예보분석 능력 제고를 위한 위험기상 현장실습 강화(12주) 및 

예보관 국외훈련 교육과정 내용을 예보분석 실무 중심으로 개선

- 태풍전문가 초청 이론․실무교육(4~6월) 및 태풍분석․예보 

관련 시스템 사용법 예보관 교육과 사전 모의훈련 실시(5월)

- 기상이론과 사례를 접목한 위험기상 사례별 분석 교재 및

선진예보시스템(3차원 기상표출 등) 활용 방법 교재 개발(월1회)

- 예보전문가 토의를 통한 위험기상 사전대응 역량 향상 교육과정

설계․운영(월2회/나라e음 영상회의 시스템 활용)

○ 전문예보관 양성을 위해 경력단계별(직급별) 교육훈련체계에서 

역량수준별 맞춤형 체계로 개편

※ 예보관 역할 및 역량 설정(6월) → 단계별 역량모델 정립(9월) → 현업 예보관의

역량 진단(11월) → 역량수준별 맞춤형 교육훈련 및 평가체계 마련(12월)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과정 확대

○ 관측 전문성 향상을 위한 관측자 교육훈련 확대 및 빅데이터 활용,

기상산업 등 환경변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교육과정 신설

○ 레이더, 위성, 장기예보, 수치모델, 기상조절 등 선진 기상기술 

습득을 위한 국외훈련 확대 추진

※ 장기훈련 3명, 단기 5~6명, 팀제 5팀 확대 추진(인사혁신처 협의)

○ 공통역량 배양 교육과정 신설 및 직무역량 교육과정에 기획,

정책사례 등 교과목 추가 운영

○ 글로벌 역량 배양을 위한 외국어 교육 및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인문소양 교육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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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진·지진해일·화산 감시 및 대응 체계 강화지진·지진해일·화산 감시 및 대응 체계 강화

◈ 지진조기경보 2단계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및 전달체계 개선

※ (과거) 지진속보 120초 → ('15년) 조기경보 50초 이내 → ('20년) 10초 이내

◈ 고품질의 신뢰성 있는 지진․지진해일․화산 정보 개방․공유로

지진재해 경감 및 지진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가  지진 관측 ․ 분석과 정보전달 체계 고도화

 지진·지진해일·화산 정책 개발 및 제도화

○ 관련법 시행에 따른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17~’21)‘ 수립(10월)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지진관측법)」시행('15.1)

○ 지진업무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지진재해대책법(국민안전처)의 

기상청 소관사항을 지진관측법으로 이관 협의(4월)

※ 지진관측시설의 설치, 지진관측의 통보, 관측기관 협의회 운영 등

○ 지진관측장비 검정 대행 근거 마련을 위한 지진관측법 개정 추진(12월)

※ ('16) 검정장비 도입 → ('17) 시험검정 및 대행기관 지정 → ('18) 정식운영

 국가 지진관측망 확충 및 개선

○ 지진관측소 11개소 신설로 지진관측소 확대 운영(총156개소)(12월)

※ 영양, 예산, 비금도, 부론, 무주, 서거차도, 만리포, 청산도, 가덕도, 구룡포, 용인

○ 노후 지진관측장비 39대 교체로 노후화율 개선(30%→11%)(12월)

○ 지진관측장비 활용 극대화를 위한 내용연수 조정(9년→10년 이상)(5월)

※ 국내외 운영현황 및 관련 법규 조사·분석, 조달청 협의·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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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조기경보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지진통보시스템과 지진조기경보의 통보 기능 일원화 및 화산 

감시 업무 강화를 위한 화산통보 기능 추가 적용(11월)

○ ‘지진정보알리미(스마트폰 앱)’ 서비스 사용자 확대 추진(9월)

※ 지진정보알리미 서비스 사용자 : ('15.9) 5,339명 → ('16.9) 6,000명 이상

○ 지진조기경보의 계기진도 서비스 체계 구축(11월)

※ (현재) 시간, 위치, 규모 → (개선) 시간, 위치, 규모, 진도

○ 지진조기경보서비스 이해 확대를 위한 홍보물 제작․배포(3월)

및 지역 지진체험관․기상과학관과 연계하여 홍보 확대

 지진업무 국내외 협력체계 강화

○ 국내 산․학․연․관을 포괄하는 지진대응 협의체 구성․운영(4월)

○ 국내 타 지진관측기관*이 운영하는 지진관측지점의 환경과 운영

여건을 평가하여 양질의 지진관측자료 공유(연중)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전력연구원 등 9개 기관(50개소)

○ 중국과 지진관측자료(각 5개소*) 준실시간 상호 교환(1월) 및

제11차 한․중 지진과학기술협력회의 개최 추진(6월)

* (한국) 대청도·강화·서산·광주·제주, (중국) 장춘·빈현·심양·대련·남경

○ 지구관측그룹(GEO) 지진․화산자료 공유 워킹그룹 구축 및

미국 전문기관*과 지진자료 상호 교환․기술교류 추진

* IRIS(Incorporated Research Institutions for Seismology) : 미국지진연구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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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진 ․ 지진해일 ․ 화산 대응 체계 강화

 지진해일 예측 및 화산 원격감시 정보 생산

○ 지진해일 예측 시스템 개발 및 관측자료 공동활용 체계 구축

- 차세대 전지구 지진해일 예측 시스템 성능검증 및 시험운영(12월)

- 해수면변화 관측자료를 이용한 지진해일 검출 알고리즘 현업화(12월)

- 연안방재관측시스템, 국립해양조사원 조위계, 울릉도 해일파고계 등

지진해일 관측자료 통합 운영체계 구축(11월)

○ 주변 화산활동 원격감시 및 한반도 지각활동 진단 정보 생산

- 일본, 중국 등 주변국 화산관련기관의 화산정보 수집․활용

※ 일본 활화산 CCTV 웹페이지 활용, 일본 활화산(41개) 실시간 감시

- SAR
* 자료를 이용한 백두산 지역 지표변위량 정기산출(9월) 및 

위성자료(천리안, ASTER 등)를 이용한 백두산 분화 감시 강화

* SAR(비행체탑재레이더) : Synthetic Aperture Radar

 지진·지진해일·화산 대응훈련 강화

○ 지진․지진해일․화산업무 현업종사자 대응훈련 실시

※ 지진속보 발표·분석 훈련(연6회 / 격월), 지진·지진해일 대비 자체 불시

모의훈련(7월, 12월), 화산분화 관측·통보 훈련(3월, 9월)

○ 관계기관 합동 지진․지진해일․화산 대응훈련 실시(5월, 11월)

- 대규모 지진․지진해일․화산 발생 가정 재난상황관리 및

주민대피 훈련

○ ‘16년 태평양 지진해일 모의훈련(Pacific Wave ‘16) 참여(2월)

※ (주최) 태평양지진해일경보센터(PTWC), (참가) 태평양 주변 41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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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민간 기상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기상산업 육성민간 기상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기상산업 육성

◈ 기상기후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 확충, 기상기업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로 선순환적 생태계 조성

◈ 국내 기상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기상산업시장 활성화 및

민간기상기업의 해외 기상사업진출 도모

가  기상산업 발전 생태계 조성

 기상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확충

○ 기상사업 등록, 기상예보사 등 면허 취득 결격사유 완화 및

기상감정업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상산업진흥법 개정(12월)

○ 날씨경영 우수기업 선정제도 전환․운영을 위한 운영규정 제정(7월)

○ 기상산업 국가통계 승인에 따른 2015년도 기상산업 실태조사

(6~9월) 및 통계 DB 구축(8월)

 기상산업 역량강화 및 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

○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대상 전주기 성장지원체계 

구축․운영 및 타 창업보육․기업지원 기관간 협업 추진(6월)

- 시제품 개발, 창업, 마케팅 등 단계별 바우처 프로그램 운영

- 타 창업보육센터, 창업기업간 상호교류를 통해 인적네트워킹 

기회 제공 및 기상관련 창업아이템 발굴 유도

○ R&D 성과 확산을 위한 사업화 집중 지원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 사업화 촉진을 위한 '先 기업 선정 - 後 연구기관 매칭' 제도 도입(6월)

※ R&D 과제 수행시 주관연구기관으로 기업이 우선되도록 컨소시엄 구성

- ‘수익 창출형 미래유망 新기상서비스 기술개발’ 사업 기획 추진(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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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상산업 해외시장 및 개도국 ODA 사업 확대

 기상기후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기반 강화

○ 기상기후산업 종합수출 지원사업(마케팅, 수출자문)(3월) 및 수출

역량 강화 지원사업 운영(2월, 7월)

○ 기상기업 국제전시회 참가 지원 및 민․관 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9월)

○ 기상기후산업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추진(3월)

- 정부간(G2G) 협의를 통해 수출 맞춤형 현지화 사업 발굴

- 국내 유망 기상기술을 대상국 수요분야, 규제에 부합하도록 

현지 협력기관(연구소, 기업) 공동개발(변형·개조)을 통해 수출 연계

 개도국 ODA 사업을 통한 해외 기상사업진출 도모

○ 국제기구(ADB, WB 등)와 협력을 통한 개도국 기상업무현대화 

사업 지원 및 프로젝트형 ODA 사업 확대

구 분 주요 사업내역

기상청

․우즈베키스탄 기후자료 복원 사업(7억원, '13∼'16)

․몽골 항공기상 현대화 사업(9억원, '13∼'16)

․베트남 기상재해감시시스템 현대화 사업(37억원, '14∼'16)

※ 미얀마 대상 同사업 추진 예정('17∼'19)

KOICA ․에티오피아 기상관측·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45억원, '14∼'17)

○ ODA사업의 사전검증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사업효율성 강화

- 사전타당성 조사, 마스터플랜 수립 등 본사업 시행 전 실행계획 마련

※ 기상분야 ODA 평가계획 수립(1월) 및 평가(12월)

○ 재원 발굴 및 원활한 사업추진기반 강화를 위한 국제금융기구․

수원국 유관기관과의 협업 증진



- 40 -

7   기후변화 대응 및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기후변화 대응 및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지원 및 기후변화 과학정보 활용 확대

◈ IPCC, APCC, GEO 등 주요 기후관련 국제협력에 대한 주도적

참여 및 국제사회 글로벌 리더십 강화

가  기후변화 과학정보 활용 확대

 기후변화 과학정보 기반 정책지원 강화

○ 부문별․지역별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 및 적응 대책 

마련을 위한 상세 기후변화 전망자료 제공(12월)

※ 대상 기초지자체(전체 229개) : (～'13) 34 → ('14) 65 → ('15) 67 → ('16) 63

○ 기후변화 응용정보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분야별(산림, 동물생태,

물관리) 응용정보 생산(11월)

○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대응을 위한 고해상도 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 기반 구축(12월)

 기후변화 영향분석 및 과학정보 활용 확대

○ 기후변화 영향 및 결과 감시를 위한 기후시스템 변동 정보의 

정의 및 감시자료 수집 체계 마련(11월)

※ ('16) 해양권 → ('17) 대기, 지표 → ('18) 빙권

○ 지역기후변화 홍보 강사단, 대학생 홍보단 콘텐츠 개선 운영(4월~)

※ 대상별홍보방법차별화, 강의자료개편, 만들기・게임등흥미유발콘텐츠개선등
○ 기후변화 이해 국민참여 프로그램 운영(5월) 및 성과집 발간(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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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 역할 강화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 강화

○ 태평양 도서국 기후변화 대응 협력방안 이행 및 주도적 역할 수행

- 기후 민감분야(농업, 보건, 수자원 등) 예측정보 생산기술 개발·지원

※ (1) 통가 농업 빅데이터 구축 및 기후 계절예측정보 활용 농업모델 개발

(2) 보건, 수자원, 재난관리 3개분야신규프로젝트 Concept Note 확정후추진

- 맞춤형 기후예측정보(계절예측정보 표출 및 활용 시스템 등) 지원 

사업 추진(’14~’16 / 한-PIF
* 협력기금 활용, 150만불)

* PIF(태평양 도서국 포럼) : Pacific Islands Forum

○ APEC 역내 개도국 대상 기후정보서비스 다양화 및 역량 배양 지원

※ 젊은과학자지원프로그램(Young Scientist Support Program) 및교육훈련(연2회이상)

○ ASEAN 10개국 재난관리 체계적 지원을 통한 기후분야 영역 확대

※ 한-아세안 재난관리 협력사업(2년 $550,000, 아세안기금) 본격 추진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 내 주도적 역할 강화

○ IPCC 주관부처 역할 강화 및 국내 전문가의 IPCC 참여 확대

-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참여 확대를 위한 IPCC 의장 및 

전문가그룹 활동 지원

○ 한국 지구관측그룹(GEO) 단기 이행계획(2017~2019년) 수립 지원 및

국내 유관부처․기관의 GEO 관련 국제 프로그램 참여 활동 지원

※ GEO 연계 가능 모범 활동사례 발굴 등을 위한 국내 워크숍 개최(7월)

○ 국내 운영 중인 세계기상기구(WMO) 육불화황(SF6) 세계표준센터의

온실가스 측정․분석기술 보급 활동 확대

※ 기술지원 관측소 확대, 교육훈련과정 운영, 지침서 보급 등(2∼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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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처 협업부처 협업

○ 국정과제 및 새로운 이슈를 중심으로 10개 분야에 대해 협업 추진

  

분 야 내 용 협업 부처

환경기상

황사, 미세먼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방사능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국가 레이더 자원

공동 활용

레이더 유지․관리 표준화 및 공동 활용

기술개발 등
국토교통부, 국방부

기후변화 시나리오

응용정보 산출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적응대책과

분야 지역별 기후변화 영향·취약성평가

환경부, 국민안전처, 농촌진흥청,

복지부,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연구원

홍수, 가뭄 등 물관리

정책 지원

가뭄정보 연계 및 가뭄 예․경보 시행
국민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수문기상 예측․분석 시스템 구축․서비스

및 공동운영
※유역별강수예측정보: ('14)한강권, ('15)낙동강권

국민안전처, 국토지리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해양기상

선박 기상관측자료 공유 국민안전처, 어업관리단 등

이안류 융합정보 지원 국민안전처, 국립해양조사원, 지자체

기상해일 예측모델 개발․지원 국민안전처, 한국수력원자력

해양환경정보서비스 국립수산과학원

지진·지진해일·화산

대응

관측망 구축·운영 및 관측자료 공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국립해양조사원

상황관리 및 대응 국민안전처,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

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

기상․해양․환경 상시관측 가능 정지

궤도위성 개발
미래창조과학부, 환경부, 해수부

다목적 항공기 활용
위험기상관측, 기상조절, 연직대기 연구,

대기질 측정 등 기후변화 감시, 특별관측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원자력안전기술원, 공군 등

기상장비 국산화 및

수출산업화
기술협력을 통한 융합 기상장비 개발

미래창조과학부,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청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융합서비스 구현 가능성 평가를 위한

연구개발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본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 등

농업, 관광 등 시범서비스 개발

․(농업) 기상기후 민감 작물의 주산지

기상정보 제공 및 생산성 예측

농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관광) 관광코스별 상세 기상정보 제공 한국관광공사, 지자체 등

․(수산) 해양 기상정보를 활용한 채낚기

살오징어 어획량 변동 예측
국립수산과학원, 수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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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분기

1월

o 낙동강유역 수문기상예측정보서비스 정식 운영

o 제2차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16∼'20) 2016년 시행계획 수립

o 평창지역 인공증설(증우) 실험실시(∼6월)

o 2015년 이상기후 보고서 발간

o WMO/NWS 세계기상청장회의 참가(1.9/미국)

2월

o 3차원 기상분석 날씨 해설 동영상 대국민 서비스

o 개도국 지원 국제 기상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 운영

o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2016 테스트이벤트 대회 기상예보 지원

o WMO RTC-서울 운영계획 수립

o 기상관측장비 유지보수 관리 표준안 적용 시행

3월

o 슈퍼컴 4호기 최종분 기반 수치현업 운영 개시

o 가뭄 예경보 시행에 따른 기상학적 가뭄정보 생산․검증․제공

o 글로벌 항공기상지원 영문 웹서비스

o 국제협력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16∼'20) 수립

2/4분기

4월

o 공공분야 영향기반 예․특보 수행을 위한 체계 마련

o 후속위성 기상탑재체 조립 완료 및 통합 성능 환경시험 수행

o 131 기상콜센터 상담서비스 콜백 대상지역 확대

o 2016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협의회 개최

o 제8차 한-호주 기상협력회의 개최

5월

o 수요자 맞춤형 태풍 정보 홈페이지 운영 및 태풍 사전 모의훈련 실시

o 기상자료개방포털 제공 자료 확대

o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의 가상화 서비스 정식 운영

o 수치모델 확률예측 기반의 호우 확률분포도 작성

o 여름철기후전망합동생산을위한 WMO 지역기후전망포럼(중국) 참가

6월

o 취약계층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 대상 확대 및 신청체계 개선

o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민간분야 개방

o 기상관측망 운영 기준 재설정 및 최적 기상관측망 설계

o 국지 지역규모를 포괄하는 수치예보 체계 개발

o 수난사고 대비 이안류 예측정보 서비스(∼9월)

2   분기별 추진 일정분기별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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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분기

7월

o 2015년 북서태평양 전역 태풍 베스트트랙 발표

o 지진 지진해일 대비 자체 모의훈련 실시

o 지역기상융합서비스 성과환류 워크숍 개최

o 세계공역예보시스템(WAFS) 국산화 개발 완료

8월

o 사회적 관심이 많은 기상현상에 대해 기상상황정보 제공

o 국가통계 승인에 따른 기상산업 통계 DB 구축

o 오토존데 도입 운영을 통한 고층관측 자동화 계획 수립

o 기후변화감시 관측자료 세계자료센터 등재

o 제5차 한-EUMETSAT 회의(독일) 참가

9월

o 디지털 중기예보 생산시스템 시범운영

o 평창동계올림픽 예보관 전용 특화예측시스템 구축

o 민간 제공 실시간 기상데이터 개방 확대(Open_API)

o WMO 세계자료센터에 강수화학, 자외선 측정자료 신규 등재

4/4분기

10월

o 해구별 디지털 해상예보시스템 구축

o 기상학적 가뭄 기준 마련 및 162개 행정구역별 가뭄지수 생산 표출

o 대한민국 기상기후산업 박람회 개최

o 차기 전지구/지역/국지연안 파랑예측시스템 현업 운영

o 관악산․구덕산 이중편파레이더 교체․운영

o 지진 지진해일 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17∼'21) 수립

11월

o 빅데이터 분석 기반 국지성 호우피해 발생 예측모형 개발

o 육상 발표권역을 세분화한 상세안개기상정보 제공

o 영동고속도로 위험기상정보 수집 처리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o 기상관측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1차년도 사업 완료

o 기후변화 시나리오 부문별 응용정보 생산

12월

o 선박용 기상정보 활용증대를 위한 해양기상콘텐츠 개선

o 폭염 건강피해 예방지수(가칭) 개발

o 2016년도 지진조기경보 관측망 구축 사업 완료

o 수문기상 및 가뭄전망 고도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o 장기예보관의사결정지원시스템및이상기후조기탐지․경보시스템구축

o 지진관측소 11개소 신설 및 노후 지진관측장비 교체 운영

o 제3차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17∼'21)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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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관 현황 기관 현황

가  연 혁

중앙관상대ㆍ중앙기상대 시대

○ 1949. 8 문교부소속 국립중앙관상대 발족

○ 1956. 2 세계기상기구(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가입

○ 1961. 8 「기상업무법」제정

○ 1967. 4 과학기술처소속으로 변경

○ 1981.12 중앙기상대 개칭

기상청 시대

○ 1990.12 기상청 발족

○ 1998.12 기상청 청사 이전(종로구 송월동→동작구 신대방동)

○ 1999. 6 기상용 슈퍼컴퓨터 도입(1호기)

* 2호기(2005. 12), 3호기(2010. 12), 4호기(2015. 12)

○ 2005. 7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 2005.12 「기상관측표준화법」제정

○ 2008. 2 과학기술부에서 환경부 외청으로 소속 변경

○ 2009. 6 「기상산업진흥법」제정

○ 2010. 6 천리안 위성 발사

○ 2011. 5 기상관측선 ‘기상1호’ 취항

○ 2012. 6 WMO 전지구정보시스템센터 서울 유치

○ 2014. 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제정

○ 2015. 6 기상청 조직 개편

* (1단계/1월) 국립기상과학원 확대 개편, 수도권청 신설

(2단계/6월) 5지방청 35기상대 → 6지방청 3지청 7기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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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직 및 정원

대변인

차 장

청 장

기획조정관 예 보 국 관측기반국 기후과학국 기상서비스진흥국

지
 진
 화
 산
 관
 리
 관

국립기상과학원 기상레이더센터국가기상위성센터

기획재정담당관
창조행정담당관
연구개발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감사담당관

운
영
지
원
과

예보정책과
총괄예보관(4)
예보기술분석과
국가태풍센터
방재기상팀

관측정책과
계측기술과
정보통신기술과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지진화산정책과
지진화산감시과

기후정책과
기후예측과
해양기상과
기후변화감시과

기상서비스정책과
인력개발과
국가기후데이터센터
기상기술융합팀

항공기상청(책)

기상대(5)기상실(2)

지방기상청(6)

기 상 대(7)

수도권  강원 
 부산   대전
 광주   제주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산)

APEC기후센터
(산)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산)

수치모델연구부

기상지청
(3)

대구, 전주, 청주 인천, 안동, 창원,
울산, 목포, 춘천, 
홍성

※ 책 : 책임운영기관, 산 : 산하기관, (숫자) : 기관수

∘ 본부 : 차장, 4국 2관, 24과, 3센터, 2팀

∘ 소속 : 과학원, 6지방청, 항공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 산하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APEC기후센터,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구  분
(개소)

본청
국립
기상

과학원

지방기상청 국가
기상
위성
센터

기상
레이더
센터

항공기상청

계
본부

지청
(3)

기상대
(7)

본부
기상대

(5)

기상실
(2)

정원(명) 387 151 385 144 49 48 41 51 53 8 1,317

현원(명) 386 151 385 143 49 49 41 50 52 8 1,314

(2015. 12. 31.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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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기능

□ 본 청

부  서  별 주     요     기     능

기획조정관

◦ 주요정책 수립, 예ㆍ결산 및 국회업무에 관한 사항

◦ 제도개선 및 법규ㆍ조직ㆍ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 기상ㆍ기후 및 지진분야 연구개발 총괄에 관한 사항

◦ 국가간 기상기술 교류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북한 포함)

예  보  국

◦ 예보업무 및 방재기상업무에 관한 정책 수립

◦ 예보기술 개발 및 기상정보 통보에 관한 계획 수립ㆍ조정

◦ 전국 예보 및 특보의 분석ㆍ총괄

◦ 태풍 감시 및 정보 생산

◦ 수문기상ㆍ기상학적 가뭄에 관한 사항

관측기반국

◦ 기상관측에 관한 정책 수립

◦ 기상관측표준화, 기상관측망 구성 및 조정

◦ 기상장비 수급ㆍ관리와 기상측기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정보화 촉진계획 수립과 정보자원 관리

◦ 기상용 슈퍼컴퓨터 도입ㆍ운영

지진화산 
관리관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감시․조사 분석ㆍ통보

기후과학국

◦ 기후․기후변화 관련 업무에 관한 정책 수립

◦ 장기예보와 기후전망의 생산ㆍ통보

◦ 해양기상 정책수립, 기술개발 및 관측망 구성․조정

◦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기후변화과학 정보 제공

기상서비스
진흥국

◦ 기상산업․항공․생활ㆍ응용기상 계획 수립

◦ 인력개발 및 기상지식 보급에 관한 사항

◦ 기후자료 관리․통계,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및 응용특화기상에 관한 사항

각 부처 공통 ◦ 운영지원과, 대변인, 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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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기관

부  서  별 주     요     기     능

국립기상과학원

◦ 기상기술ㆍ정책과 미래전략기술 분야에 관한 조사와 연구
◦ 해양기상․극지기상․고층대기에 관한 연구
◦ 지진․지진해일․화산 및 지구물리에 관한 연구
◦ 황사․연무의 감시ㆍ예측 및 기후변화감시소 운영
◦ 국지기상 및 응용ㆍ생활ㆍ산업기상에 관한 연구
◦ 기상자원․수문기상 및 기상조절에 관한 연구 
◦ 재해기상의 집중관측과 예측성 향상에 관한 연구
◦ 표준기상관측소 운영 및 기상관측에 관한 연구

수치모델

연구부

◦ 수치예보모델 및 자료응용에 관한 연구
◦ 수치예보모델과 자료동화 방법의 개발․구축․현업화
◦ 기후․기후변화 예측과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지방기상청

◦ 관할지역 예․특보의 생산․통보와 방재기상업무
◦ 관할지역 기상관측 및 기상감시와 기후정보업무 지도
◦ 기상관측 장비와 지방종합기상정보망의 운영․관리
◦ 기후정보 생산․보급 및 기상지식의 보급

기상지청

◦ 관할지역 예․특보 생산․통보와 방재기상업무
◦ 관할지역 기후자료 작성 및 지역기후 서비스
◦ 관할지역 기상관측 및 관측표준화
◦ 기후정보 생산․보급 및 기상지식의 보급

기상대 ◦ 기상관측 및 방재기상업무 지원

국가기상

위성센터

◦ 기상위성에 관한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 국가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 지원
◦ 기상위성 운영기반 구축과 활용
◦ 지상국 기술정보 분석, 기술도입에 관한 사항 
◦ 기상위성자료 송ㆍ수신시스템 운영ㆍ관리
◦ 기상위성자료를 이용한 기상위성분석자료 생산과 제공

기상레이더센터

◦ 기상레이더에 관한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 기상레이더 관측의 기준설정 및 제도개선
◦ 기상레이더 국내ㆍ외 기술협력 및 관측망 운영ㆍ관리
◦ 국내ㆍ외 기상레이더 관측자료 수집 및 분배

항공기상청

◦ 항공기상정보의 수집․생산․제공
◦ 비행정보구역에 대한 기상감시에 관한 사항
◦ 항공기상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항공기상관측장비의 관리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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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016년도 예산현황

□ 2016년도 기상예산 편성방향

○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국가 구현과 「국정과제」,「제2차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등 실천을 위한 예산 편성

- 위험기상, 지진 등으로부터 안전한 국가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소속기관(지방청 지청)의 공공기상서비스 역할 확대

- 기상산업 육성 및 기상정보 활용 기반 마련을 통해 창조경제

지원과 맞춤형 기상서비스 제공

- 국가 아젠다 지원을 위한 기상서비스 인프라 구축 및 기상

전문 인력양성 지속 추진

□ 세입예산 편성현황

회계 구   분 '15 예산
(A)

'16 예산
(B)

증감
(B-A) %

총 계 3,512 5,771 2,259 64.3

일반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1,903 1,917 14 0.7

◦경상이전수입 등 1,609 3,854 2,245 139.5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 편성현황

회계 구   분 '15 예산
(A)

'16 예산
(B)

증감
(B-A) %

총 계 385,689 402,086 16,397 4.3

일반

◦인건비 81,773 87,072 5,299 6.5

◦기본경비 18,421 18,740 319 1.7

◦주요사업비 285,495 296,274 10,779 3.8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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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관 법령

법   률 목    적

「기상법」
제정 '61. 8.25. 법률 제700호

개정 ‘15. 2. 3. 법률 제13162호

국가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에 

힘쓰게 하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정 '05.12.30. 법률 제7807호

개정 '14. 3.24. 법률 제12517호

「기상법」제3조제2항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의 운용과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기상산업진흥법」
제정 '09. 6. 9. 법률 제9771호

개정 ‘15. 2. 3. 법률 제13163호

기상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상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정 '14. 1.21. 법률 제12320호

지진·지진해일·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지진해일·

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