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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책사업명 기후변화 감시 • 서비스 체계 구축 및 운영
④선정기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⑤사업기간

1992년∼계속

○ 추진목적
- 한반도 기후변화감시망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고품질의 과학적 기초자료 생산
- 기후변화감시정보의 생산·제공·활용을 위한 기반기술 개발 강화
- 세계기상기구(WMO)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로서의 임무 수행
○ 추진경위
- W MO 배경대기오염관측망 운영(소백산 기상관측소, ‘87.)
- WMO는 배경대기오염관측망과 전지구오존관측망을 통합하여
지구대기감시(GAW) 프로그램 발족(‘89)
- WMO 온실가스 세계표준센터 유치기반 구축 정책연구를 통한
마스터 플랜 수립(‘08.)
- WMO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 유치(‘11.)
⑥주요내용

- 기상청과 WMO 간 협력합의서 체결(‘12.)
○ 사업비 : 계속사업(‘16년까지 기투자액 : 217,16억)
(단위 : 백만원)
연도

2010

예산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881 2,687 2,687 4,222 2,051 1,865 1,792 1,970 1,790

※ 2018년: 예정액

○ 사업 추진체계/ 시행주체 : 직접수행(전액국고) /기상청
○ 추진경과
- 1992년~ : 기상청 기후변화감시 관측망 운영 및 확대
- 1998년 : 안면도로 이전, WMO GAW 지역급 관측소로 등록
- 2009년 : 고산 기후변화감시소(제주 소재) 운영 시작
- 2011년 : 독도 무인 기후변화감시소 운영
- 2013년 : 고산 기후변화감시소의 WMO GAW 지역급 관측소로 등록

- 2014년
•

울릉도독도 기후변화감시소(경북 울릉군 소재) 운영

•

국내 육불화황 표준가스 제조 및 보급(~8월)

•

제1차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 교육훈련과정 운영

•

제6차 아시아·태평양 기후변화감시 국제워크숍 개최(10월)

- 2015년
•

국내외 육불화황 표준가스 제조 및 보급(~8월),

•

제2차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 교육훈련과정 운영

•

제7차 아시아·태평양 기후변화감시 국제워크숍 개최(10월)

- 2016년
•

국외 GAW 관측소 대상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 기술 보급

•

육불화황 관측환경·기술 적합성평가(6.5∼12/남아프리카공화국)

•

교육훈련과정 운영(10.19～21/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4개국)

•

국제비교실험 주관(’16.5.2∼’17.2월/총 7개국 11개 기관 참여)

○ 2017년 추진계획(사업내용)
- 기후변화감시 인프라 구축 및 자료 활용 강화
· 노후장비 보강 등 운영 최적화를 통한 관측 정확도 확보
· 국내외 기술교류 및 국제 비교 실험 추진
- 종합 기후변화감시 정보 서비스 강화
· 기후변화의 원인

•

결과

•

영향의 통합 서비스 체계 구축

- W MO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 운영
·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추진
· 육불화황 표준가스 제조 및 보급(안면도, 고산, 울릉도독도)
· 육불화황 관측 적합성평가 및 관측기술 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