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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책사업명 빅데이터 기반 기상기후 융합시스템 개선 및 운영
④선정기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⑤사업기간

2014년∼계속

○ 추진배경과 목적
- 빅데이터 기반 기상기후 융합시스템의 개방과 기상과 타 분야 융합서비스
개발을 통해 기상 빅데이터의 보편적 활용과 가치 확산에 기여
- 날씨와 국민의 생활‧ 건강정보를 융합한 생활밀착형 기상정보
개발·제공으로 취약계층을 포함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기여
○ 추진경위
- 생활기상정보시스템 구축(’03.12)
- 열지수의 한국형 적용기준(안) 정립(’13.12)
- 생활기상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13.12)
- 경제성장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분야(13개)에 빅데이터 선정
(미래부)(’14.2.)
- 기상기후 빅데이터 포럼 발족 및 타 분야 융합 과제 발굴 (’14.4.)
-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 마스터플랜(안) 수립(’15.1.)
- 2017년도 생활기상정보 서비스 추진계획(안) 수립(' 17.1.)

⑥주요내용

○ 사업비 : 계속사업(’16년까지 기투자액 : 146억)
(단위:백만원)
연도
예산

2010
34

2011
114

2012
234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22 3,118 1,611 2,031 1,835 1,765

※ 2018년: 예정액

○ 사업 추진체계/ 시행주체 : 직접수행(전액국고) /기상청
○ 추진경과
< 빅데이터>
- 빅데이터 활용 선도 프로젝트 발굴 등의 전략 필요에 따른
’기상융합 서비스 TFT’ 구성(’14.7.)
- 기상기후 빅데이터 포럼 발족 및 타 분야 융합 과제 발굴(’14)
-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기반 마련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시험운영(’15.)

- 기상-타분야 빅데이터 융합 시범 서비스 개발·개선(’15.~)
· (농업) 주산지 기상정보 제공 및 채소류 생산성 예측(’15.~’16.)
· (관광)관광코스별 기상정보 제공 및 한국형 관광기후지수('15.~’16.)
· (방재) 지역 맞춤형 호우피해 위험 예측(' 16.)
· (수산) 해양기상정보를 활용한 오징어 어획량 변동성 예측(' 16.)
· (교통) 강수에 따른 고속도로 교통사고 위험도 맵 구축(’16.)
· (청내) 증발량 산출, 운량 산출, 항공운항 영향 기상변수 임계치
도출 지원(’16)
-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의 공공분야 우선개방(’15)
-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의 민간분야 전면개방(’16)
< 생활기상>
- 국민 건강관리에 유용한 보건기상지수 개발(’04~’06)
- 자외선지수 서비스 개선(’07)
- 꽃가루농도위험지수, 감기가능지수 개발(’08)
- 취약계층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 제공 및 확대(’11~)
※ (’13) 서울시 약 1,500명 → (’14) 인천·경기 약 3,100명
→ (’15) 전국 약 10,000명 → (’16) 전국 약 20,000명

-

보건기상지수 서비스 검증 및 개선(‘12)
열지수의 한국형 적용기준(안) 정립(’13)
기상청 대표홈페이지 생활기상정보 콘텐츠 개편(‘14)
세분화된 폭염관련 지수 개발 사전조사 및 웹기반 취약계층
생활기상정보 신청시스템 구축(’15)
- 대상별, 환경별 세분화된 ’더위체감지수’ 개발(’16)

○ 2017년 추진계획(사업내용)
< 빅데이터>
-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 분야 확대와 활용 확산
· 활용 중심의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신규 개발
· 구체적 수요층 발굴과 업무협약·기술이전 등을 통한 활용 확산
- 기상기후 빅데이터 플랫폼 개선과 이용 활성화
· 웹포털 개선과 사용자 중심의 데이터 분석 편의성 개선
· 이용활성화를 위해 홍보와 온·오프라인 교육 제공
< 생활기상>
- 정보활용 취약계층 수혜자의 실제적 서비스 활용도 강화
· 취약계층 수혜자의 체감강화를 위한 최적 전달·활용방안 마련
- 국민생활 밀착형 생활기상정보 서비스 개선
· 보건기상지수(감기, 뇌졸중, 천식폐질환)와 자외선지수 서비스 검증
및 제공체계 마련
- 세분화된 ’더위체감지수’ 서비스 고도화
· 더위체감지수 서비스 적정성 검토와 예측모형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