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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본 연구에서는 일반국민들의 관심이 큰 강수예보정보
에 대해 표본으로 선택된 집단의 기상정보 활용을 분석
하여 기상커뮤니티에 제언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Kim et al.(2014)가 제시한 
확률예보의 만족가치평가 방법과 기상청에서 연 2회 실
시하고 있는 「기상업무 국민 만족도 조사」의 결과를 
사용하였다.

Ⅱ. 연구자료

  예보사용자들의 의사결정 기준은 「2017년도 기상업
무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의 “기상청에서 비가 
올 확률이 몇 %라고 해야 우산을 준비하십니까?”라는 설
문에 대한 응답결과를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상·하반
기에 총 2회(6월 15일∼17일, 10월 13일∼14일) 실시되
었고, 각각 1,500명의 일반국민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그
림 1은 상·하반기에 조사된 연령별 예보사용자의 의사
결정 기준이다[2].
  예보의 가치평가에 사용된 기상정보는 2017년 1월 1
일∼12월 31일까지 서울지역의 24시간 강수확률예보와 
관측자료이다. 출처는 기상청의 종합기상정보시스템인 

‘COMIS4’이다. 상·하반기에 비가 내린 날의 비율( )은 
각각 22.1%, 33.9%이다. 30%의 임계확률일 때, 상·하
반기 강수확률예보의 정확도는 각각 85.1%, 82.5%이다.

▶▶ 그림 1. 2017년 상·하반기 강수확률예보를 

활용하는 일반국민의 의사결정 기준

Ⅲ. 확률예보의 만족가치

  예보사용자 그룹은 확률예보를 사용하는 다수의 사람
들이 모인 집단을 의미한다. 예보사용자 그룹의 예보에 
대한 만족가치는 Murphy(1977)의 연구를 확장한 것으로
서 임계확률별 사용자 비율인 pi(i=10, 20, ...,90, 100)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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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강수확률예보에 대한 사용자 행동을 이해하고, 만족도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2017년 조사된 설문조사 결과를 도입하고, 예보의 

가치평가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어 온 가치스코어를 만족도 평가에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예보사용자들은 확률예보를 효율적으

로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임계확률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예보라도 분석 시기에 따라 사용자의 불만족 정

도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를 적절히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

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분석 기간 및 연령에 따라 사용자들의 의사결정 기준인 확률예보의 임계확률을 변화시키는 것만으로 일

부 사용자 그룹의 만족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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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되며, 식(1)∼식(4)로 계산된다. 식(1)∼(3)은 각각 
확률예보 사용 그룹의 기대만족, 예보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그룹의 기대만족, 100%정확도의 예보를 사용하는 
그룹의 기대만족이다. 식(4)는 그룹이 사용하는 예보의 
만족가치이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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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확률예보
예보 미예보

위험
기상

발생
Hit H (h)

Satisfaction (1)
Miss M (m)

Dissatisfaction (-A)

미발생
False Alarm FA (f)
Dissatisfaction (-B)

Correct Rejection CR 
(r)

None (0)

표 1. 만족-불만족 2×2 검증테이블

Ⅳ. 결과

  가장 높은 정확성을 기대할 수 있는 예보의 임계확률
은 30%인데 반해, 실제로 사람들의 의사결정 기준은 그
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존 예보사용 그룹의 의사결정 효
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가상의 예보사용자 그룹을 생성하
여였다. 새로운 그룹은 그림 1의 기존 그룹에 대해 임계
확률 55% 기준으로 y축 회전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이
렇게 얻어진 예보사용자 그룹은 기존 그룹에 대한 가상
의 비교그룹으로서 기존의 그룹이 얼마나 잘못된 기준으
로 의사결정 하고 있는지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017 연령

A

5 6 7 8 9 10
B

2 2 2 2 2 2

상
반
기

19-29 0.03 0.03 0.03 0.03 0.03 0.02 

30-39 0.02 0.02 0.01 0.01 0.01 0.01 
40-49 -0.01 -0.02 -0.02 -0.03 -0.03 -0.03

50-59 -0.01 -0.02 -0.03 -0.03 -0.04 -0.04
60 이상 -0.04 -0.05 -0.06 -0.07 -0.08 -0.08

하
반
기

19-29 0.00 0.00 -0.00 -0.00 -0.00 -0.00
30-39 -0.00 -0.00 -0.01 -0.01 -0.01 -0.01

40-49 -0.04 -0.05 -0.06 -0.06 -0.07 -0.07
50-59 -0.04 -0.05 -0.05 -0.06 -0.06 -0.07

60 이상 -0.13 -0.15 -0.17 -0.18 -0.19 -0.20

표 2. 비교그룹과 실제 예보사용자의 불만족 정도 

변화에 따른 cVS 결과 차이

  표 2는 비교그룹의 만족가치와 기존그룹의 만족가치 
간의 차이이다. 표 2에서 하반기의 예보사용자 그룹은 
대부분의 경우 비교그룹으로의 전환이 무의미한 것을 알 
수 있다. 상반기의 경우엔 40대 이상의 연령들은 하반기
와 마찬가지로 비교그룹으로의 전환이 무의미하지만, 30
대 이하의 경우 비교그룹으로 임계확률 분포를 전환하는 
것만으로 만족가치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Kim et 
al.(2014)는 A가 크면 임계확률 기준을 바꾸고(Threshold 
effect), B가 크면 예보정확도를 높이는 것(Forecast 
effect)이 만족가치를 높이는데 효과적이라고 했는데, 
Threshold effect가 연령별 혹은 분석기간별로 다르게 적
용될 수 있음이 나타났다.

V. 결론

  2017년 상반기에 한정하여 30대 이하의 연령을 대상
으로 기존의 임계확률 분포를 y축 회전하는 비교그룹으
로 전환하는 시도만으로도 일부 연령에서 만족가치 상승
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예보가치의 향상을 위해 예보의 
정확도뿐만 아니라 잘못된 임계확률 사용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병행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모든 
상황/연령에서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으므로, 향후 
연령/지역/산업별 세부적인 임계확률 조사가 필요하다.
  그림 1에서 10% 임계확률을 선택한 사람들이 다수임
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10%와 같은 극단적인 확
률이 예보되었을 때 비가 온 경우는 거의 없음에도 불구
하고, 다수의 사용자가 해당 확률을 의사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결국 예보의 가치를 떨어트리는 행동이다. 동
시에 표 2처럼 비교그룹으로의 전환으로 인한 개선효과
가 크지 않은 이유일 수도 있다. 확률예보의 의미와 제공
확률별 기상현상 발생 비율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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