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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기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해양기상서비스 콘텐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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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재 기상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제공되는 기상기후정보는 한정 이다. 개선을 해

서는 기상기후 빅데이터 활용 랫폼 지원, 정부  공공기 ,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상기후 빅데이터 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기상기후 빅데이터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서비스의 확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하여 산업 분야별 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

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국가차원의 업생태계 조성이 필수 이다. 업생태계 조성 환경을 만

들기 해서는 해양정책과 기상정책의 융합, 해양학과 기상학의 융합, R&D 기 연구와 응용연구의 융합이 필요

하다. 이후 수요분석, 생산정보공유, 단일화 순서로 업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ABSTRACT

Currently, there is increasing demand for weather information, however, providing meteorology and climate information is limited. 

In order to improve them, supporting the meteorology and climate big data platform use and training the meteorology and climate big 

data specialist who meet the needs of government, public agencies and corporate, are required. Meteorology and climate big data 

requires high-value usable service in variety fields, and it should be provided personalized service of industry-specific type for the 

service extension and new content development. To provide personalized service, it is essential to build the collaboration ecosystem at 

the national level. Building the collaboration ecosystem environment, convergence of marine policy and climate policy, convergence of 

oceanography and meteorology and convergence of R&D basic research and applied research are required. Since then, demand 

analysis, production sharing information, unification are able to build the collaboration eco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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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개인용 스마트 디바이스의 확산으로 디지털 

정보량이 기하 수 으로 증가함에 따라 빅데이터 

련 산업에 한 심이 증하고 있다. 멕킨지에 따르

면 빅데이터가 생산성, 신, 경쟁력의 핵심요소로서 

의료  공공행정 등의 6  분야에서 6천억 달러 이

상의 가치를 창출할 것이며, 미래 로벌 비즈니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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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바꿀 3가지 기술은 스마트자산, 클라우드, 그리

고 빅데이터라 하 다[1]. 이러한 빅데이터가 사회

으로 이슈가 된 것은 IT(: Information Technology)를 

활용한 다양한 산업분야에 활용 할 수 있는 용량의 

데이터가 축 되어 있고,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의 활

용과 유용성 등의 데이터 가치가 무궁무진하기 때문

이다[2]. 최근 해양활동  해난사고 등의 증가에 따

라 해양안 , 운송, 어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

양기상서비스에 한 수요가 증하고 있으며, 국내․

외 산업계에서 해양 활동 역 확 에 따라 해양기상

정보 제공능력의 확충에 빅데이터가 사용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제 단순히 인터넷에 속하여 자신

이 원하는 정보를 구하던 방식을 벗어나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실행 로그램과 하드웨어를 사용자가 네

트워크 속 가능한 단말기만 있으면, 클라우드

(Cloud)에 연결하여 각 로그램을 불러들여서 작업

할 수 있다. 한 작업 후 내용은 웹에 장할 수 있

으며 어떤 장소든 원하는 시 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단말기에서 속해 이를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 이

러한 클라우드 컴퓨 은 컴퓨터 기술과 IT활용에 있

어 필요한 모든 것을 인터넷에 기반을 두어 개발하고,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로 제공받는 컴퓨  패러다임을 

말하는 것으로서, 보다 상세한 의미로는 인터넷 기술 

기반 아래에서 ‘가상화된 IT자원을 서비스로 제공하

는 컴퓨 이다[3]. 최근의 서비스 지향 인 컴퓨  환

경에 잘 어울리는 클라우드 환경은 소 트웨어나 하

드웨어 자원을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비용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규모의 유동성이 필요한 응용에 효율

이다[4]. 특히, 해양기상 업무의 특수성  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체계 인 해양기상서비스 인 , 물  

인 라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해양의 기상 이상 

상 증가 등으로 정보생산  서비스 체계의 선진화

가 필요하며, 정확한 측, 분석, 측 기법 등을 선진

화 할 수 있는 해양기상 측 연구의 문화가 요구

된다.

본 연구는 지자체  산업계 등 분야별 신규 해양

기상서비스 발굴․개발로, 해양기상서비스의 활용 확

를 시키는데 목 이 있다.

본 연구의 수행 내용  결과는 본론에서 제시되

며, 해양기상서비스 황  분야별 해양기상서비스 

수요조사, 기상기후 빅데이터 활용  유 기  업

으로 발굴 가능한 신규 해양기상서비스 도출로 구성

되어있다.

Ⅱ. 국내 업종별 해양기상서비스 수요 조사

2.1 해양안 , , 수산업 등 분야별로 요구하

는 해양기상서비스 유형 조사

기상재해는 국민 안 뿐 아니라 상품 생산․공 과 

고용 등에도 변화를 가져와 경 자․투자자에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산업분야별 유형  특성에 

따른 해양기상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표 산업분류기 을 근거로 해양기상정보

가 필요한 해양안 , 수산업, , 운송업, 건설

업, 융보험업, 기상기업 등에서 요구하는 해양기상

과 련된 지수  기타 정보에 한 수요를 조사하

여 분류한다.

해양기상정보가 각 산업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수산업 : 태풍, 해일 등으로 인해 조업일수가 어 

어획량 감소

- 건설업 : 기온, 강우, 강설의 향으로 일정이 지연, 

안 사고 노출 험

- 운송업 : 운송물동량 감소, 운송시간 지연

-  : 산업 활성화로 해양기상 험에 

한 리 요

- 융보험업 : 기상이변에 한 새로운 험률 발생

각 분야별로 요구하는 해양기상서비스의 유형은 태

풍 보, 태풍 진로 측, 바람, 랑, 고, 해수면 수

온, 강수, 해무 등으로 다양하며 추가 으로 정부 부

처  유 기 과 산업계의 기상정보 조체계 강화

에 한 요구가 증 될 것이다.

우리나라 해양기상정보의 유통은 해양기상정보의 

수집/가공/유통의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기상청, 해양

기상정보의 유통을 담당하는 해양기상정보의 간수

요자, 그리고 해양기상정보를 활용하는 기상정보의 최

종수요자로 구분 할 수 있다.

기상청에서 생산된 해양기상정보는 최종수요자인 

개인  기업들에게 기상청에서 직  유통하거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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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해양기상정보 유통 흐름

Fig. 1 Distribution flow of marine meteorology 
information

국기상산업진흥원, 소방방재청과 같은 유 기  혹은 

각종 언론기  등의 간수요자를 통해 최종수요자에

게 간  유통되고 있다. 해양기상정보의 간수요자 

 기상사업자는 기상청의 해양기상정보, 자체기상자

료 추가 수집  해외 유 기 의 해양기상정보 등을 

이용해서 각종 언론기 이나 인터넷 포털 등에 제공

하고 있는 에서 다른 간 수요자와 구분된다.

기상청은 홈페이지, 방재기상정보시스템, 화(131

기상콜센터), 모바일 웹, 젯, 트 터를 통해 최종수

요자에게 직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기상청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소방방재청과 같은 유 기

은 그 유 기 의 웹, 화, 문자 서비스를 통해 

험기상에 한 정보를 최종수요자에게 유통하고 있다.

그리고 기상청의 해양기상정보와 웨더뉴스, 이웨

더, 웨더아이 등과 같은 민간 기상사업들이 제공하는 

해양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신문사, 방송사들이 방송, 

신문, 웹 등의 경로를 통해 최종수요자에게 해양기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그림 1).

2.2 국내 업종별 해양기상서비스 수요 조사

국내 업종별 해양기상서비스 이용 실태  요구하

는 서비스를 악하기 하여 설문 수요 조사를 실시

하 다. 설문 기간은 2015년 6월 12일부터 6월 24일

까지 공서, 조선업, 해운업, 해양 업 종사자를 

상으로 실시하 으며, 82명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공서 주의 응답률이 다른 기 보다 높아  

실제 해양기상서비스를 사용하는 종사자의 응답을 수

용하고자 2015년 8월 10일부터 8월 21일까지 2차 설

문조사를 실사하 다. 2차 설문조사 결과 부산지방기

상청  하  지방기상 와 해양 련 공서, 해양

산업 종사자 등 총 107명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

설문조사 상자  업종별로 살펴보면 부산지방기

상청  해양 련 공서 종사자가 83%로 조사되었

고, 직무별로는 사무원이 65%, 장 리자가 12%로 

나타났다. 

상자들의 업무 종사기간은 10년 이상이 45%로 

가장 많았고, 5년 이상∼10년 미만(25%), 1년 이상∼3

년 미만(14%), 3년 이상∼5년 미만(10%), 1년 미만

(6%)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자들이 해양기상정보를 

얻는 방법으로는 기상청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는 답변

이 4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스마트폰 애 리

이션 는 휴 폰 문자를 포함한 휴 폰을 이용한다

는 답변이 27%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애 리 이션을 사용한다는 상자  

28%가 불편함이 있다고 답변하 는데, 그 이유로는 

애 리 이션이 하나로 통합되지 않은 (58%), 인터

페이스(25%), 애 리 이션에서 다루는 정보의 양

(17%) 순으로 나타났다.

상자  ‘기상정보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답한 이

유로는 기타 의견  ‘업무와의 련성이 낮다’가 가

장 많았고, 다음으로 필요한 물 때 시간에 맞게 제공

되는 기상정보가 없거나 부족함의 순으로 나타났다.

해양기상정보를 활용하여 부가 수익을 창출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수익 범 는 100만원 이하가 37%로 

가장 많았고, 500만원∼1,000만원, 1,000만원∼5,000만

원, 1억원 이상이 각각 16%, 100만원∼500만원(10%), 

5,000만원∼1억원(5%)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자들이 생각하는 해양기상정보의 요성은 

80% 이상이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44%로 가장 많았

고, 40% 이상(19%), 20% 이상(18%), 60% 이상(16%)

의 순으로 나타났다. 활용성에서는 80% 이상(32%), 

20% 이상(23%), 60% 이상(22%), 40% 이상(20%)의 

순으로 나타났다. 

해양기상정보 서비스에 한 만족도는 보통이 56%

로 가장 많았고, 만족이 32%, 매우 만족이 7%, 불만

족 4%, 매우 불만족 1%로 나타났다.

해양기상정보의 활용성이 요성보다 낮게 평가된 

경우나 해양기상정보 서비스가 불만족일 경우, 그 이

유에 한 답변으로는 정보의 낮은 근성이 38%로 

가장 많았고, 정보의 낮은 정확성(29%), 낮은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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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정보의 낮은 편의성(10%) 순으로 나타났다.

정보의 정확성이 낮다고 답변한 이유로는 낮은 시

공간  자료 해상도(36%), 낮은 보 률(31%), 

빈번한 오류 측 정보(24%)의 순으로 나타났고, 

근성이 낮다고 답변한 이유로는 실시간 정보의 낮은 

근성(49%), 정보 제공 매체 부족(34%), 정보 해석

의 어려움(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보의 다양성이 낮다고 답변한 이유로는 다양한 

지 에서의 측 정보가 부족함(34%), 다양한 보 

 특보 정보가 부족함(23%),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가 부족함(19%), 해양정보의 종류가 부족

함(13%), 기상정보의 종류가 부족함(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보의 편의성이 낮다고 답변한 이유로는 다양한 

해양기상정보를 융합하여 사용하기 어려움(58%), 홈

페이지 혹은 애 리 이션 활용의 어려움(19%), 정보

를 재가공하여 활용하기가 어려움(18%)의 순으로 나

타났다.

한편, 기상악화로 인해 작업 계획에 차질(피해)이 

있었던 경험에 해 55%가 ‘있다’라고 답변하 다. 그 

이유가 되었던 기상요소로는 바람이 42%로 가장 많

았고, 강수(20%), 해일(11%), 안개(8%), 습도(3%), 한

, 폭염(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답변으로는 

높은 도, 수온 등이 있었다.

상자들이 사용하는 해양기상정보로는 재 날씨 

정보가 27%로 가장 많았고, 태풍정보(20%), 단기 

보(18%), 랑 상도(14%), 장기 보(8%), 일기도

(7%), 항로 보(4%), 기타(조류  해류 측)의 순으

로 나타났다. 상자들이 해양기상정보를 확인하는 시

은 해상에서 활동하기 날이 37%로 가장 많았고, 

태풍, 지진해일 등의 재해발생 시기(32%), 해상에서 

활동하는 당일(11%), 조, 녹조 상의 발생 시기와 

해양환경의 격한 변화 후(7%)의 순으로 나타났으

며, 기타 의견으로는 매일, 1∼2주일  등이 있었다.

해양기상정보를 원하는 시간에 얻을 수 ‘있다’는 답

변이 73%, ‘없다’가 27%로 나타났는데, 해양기상정보

를 얻기를 원하는 시간 로는 해상에서 활동하기 일

주일 이 48%로 가장 많았고, 해상에서 활동하기 

날(34%), 해상에서 활동하는 당일(8%), 해상에서 활

동하기 한 달 (4%)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자들에게 필요하거나 더욱 보강되어야할 해양

기상정보로는 강풍  태풍 정보(13%), 안개정보, 

고· 랑· 울·정보(11%), 풍향·풍속 정보(7%), 강수 

확률, 조수·조류 정보, 주변 해역 상황(6%), 수온정보, 

장기 보,특보 발효/해제 시간(5%)의 순으로 나타났

다(그림 2).

그림 2. 보강되어야 할 해양기상정보 
수요조사 결과

Fig. 2 Demand survey results that should be 
added to marine meteorology information

상자들이 해양기상정보를 사용하기에 유용한 형

태는 측자료가 기록된 수치 형태가 37%로 가장 많

았고, 그림, 소리, 동 상 등의 형태(35%), 자료를 분

석한 해설문 형태(24%), 기타(4%)의 순으로 나타났

다.

더욱 개선되고 새로운 해양기상정보 서비스가 신설

된다면 사용할 의향이 ‘있다’는 답변이 91%, ‘없다’가 

9%로 나타나 해양기상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답변자

를 제외하면 해양기상정보 서비스에 한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이유로는 해양기상정보 서비스를 업무에 활용하지 않

거나 재의 서비스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각각 

40%씩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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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Current state of observation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State of Winds(Wind direction, Wind Speed, gust), Atmospheric Pressure, Humidity, 

Temperature, Water-Temperature, State of Sea-Surface(Sea-Surface Height, Wave 
Period, Wave Direction, Tide Level), Sea-Surface Pressure, Weather, Wind, 
Temperature, Humidity, Precipitation, Insolation, Yellow dust, Ocean Current, 

Salinity, Wave Period, Maximum Wave height, Significant Wave Height

Korea 

Hydrographic and 
Oceanographic 
Agency

Tide Level, Tidal Current, Ocean Current, Ocean Wave, Temperature, Salinity, 
Marine Weather(Pressure, Air-Temperature, Gust, Wind Speed, Wind Direction, 

Visibility)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Ocean-Temperature, Salinity, Dissolved Oxygen, Satellite Ocean Information 
System, Real-Time Fishery Information

National 

Meteorological 
Satellite Center

Geostationary Orbit Satellite Image(COMS, MTSAT, FY-2D), Polar Orbit Satellite 
Image(NOAA, ASCAT, AQUA/TERRA, WINDSAT, SSMIS)

APEC Climate 
Center

Ensemble Climate Prediction System, Season Climate Prediction, Climate Monitoring

표 1. 유 기 의 해양기상 측 황

Table 1. Current state of marine meteorology observation of related organization

해양기상서비스에 한 직무분야 련  직무분야 

외 의견에는 ‘실시간 기상부이의 활용도를 높 으면 

좋겠다.’, ‘해양기상서비스 홍보 활성화’, ‘해양기상 측 

데이터 다양화’, ‘해무에 한 보의 정확성 향상’, 

‘어업인들이 쉽게 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 

‘유 기 과의 융합 행정’, ‘지자체 련부서와의 교류 

강화’ 등으로 나타났다.

Ⅲ. 기상기후 빅데이터 활용  유 기  
업으로 발굴 가능한 신규 해양기상서비스

3.1 유 기 의 해양기상 빅데이터 생산을 한 

공동조사 가능성 분석

기상청은 31종의 빅데이터  25개(80.6%)를 개방

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

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에서도 련 데이터를 제공

하고 있다(표 1, 2). 웹 기반 기술의 발 , 스마트폰 

기반 기술의 속한 확 로 기상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제공하는 기상기후정보

의 수 은 매우 한정 이어서 향후 통합 랫폼 연구

를 통한 규격화된 양질의 기상기후 정보 제공 시 

련 서비스의 속한 확 가 상된다. 공동조사는 그

림 3과 같이 거버 스, 서비스제공자, 인 라 제공자, 

서비스이용자, 데이터 보유자 각각의 수요  지원 요

청에 의해 한 데이터  랫폼 구축을 통하여 

분석될 수 있다.

그림 3. 공동조사 분석 개념도

Fig. 3 Analysis diagram of join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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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Production of marine meteorology information related big data Notes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KMA)

Prediction Information of Surge, Rip Currents Prediction 

System, Swell, Storm Surge Ensemble Prediction, 

Marine-Weather Monitoring(Ocean Wave, Storm Surge, 

Ocean Circulation Model, Drift Particular Tracking System), 

Marine-Port Weather Observation and Prediction 

Monitoring System(Ocean Wave Model, Marine 

Environment Prediction-Temperature, Salinity, Current 

Speed, Current Direction etc.), Icing Index Prediction 

Information, Fishery·Red-Tide·Sea-Fog Prediction 

Information etc.

Marine Meteorology 

Information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NIFS)

Each Trench Weather Information, Ocean-Temperature 

Information, Fishery Environment Monitoring, Real-Time 

Fishery Information, Satellite Marine Information, Red-Tide 

Occurrence Information, Jellyfish Information etc. 

Korea 

Hydrographic and 

Oceanographic 

Agency

(KHOA)

Real-Time Marine Observation Information, Ocean Current 

Observation Information near by Port, Marine Prediction 

based on GIS etc.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KIOST)

Marine Observation Information, Satellite Marine 

Information etc.

National 

Meteorological 

Satellite Center

(NMSC)

Satellite Meteorology Information, Satellite Marine 

Information etc.

APEC Climate 

Center

(ACC)

Ensemble Climate Prediction between each Model, Seasonal 

Climate Prediction, Climate Monitoring etc. High Quality 

Climate Information Service

K-Weather Each Course by Weather, Ocean Wave Height etc.

SK Shipping
Safe Operation of Ship, Information for Reduce Fuel 

Consumption etc.

STX Offshore & 

Shipbuilding

Weather in Field and Workplace(Currently, Short-Term, 

Weekly)

표 2. 해양기상정보 황
Table 2. Current state of marine meteorology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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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시스템 환경(Open System Environment, 

OSE) 구축으로 방재․국가안보 등 공공․행정 분

야, 건설․유동 등의 민간․시장 분야, 보건․  

등의 국민․개인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그림 4).

그림 4. 기상서비스 공통 랫폼 구성 시
Fig. 4 Example of common platform 
organization for meteorological service

이러한 기상기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스템을 운

하기 해서는 기상기후 빅데이터 문가가 필요한데, 

이들 문가를 양성하기 하여 기상, 경   빅데이

터 융복합을 통해 기상지식컨설  인력을 확충할 수 

있다. 이는 기상기후 데이터 모델링 교육, 서비스 

랫폼 환경 구축  실습을 통한 서비스 모델 개발 인

력을 집  양성하여 국내외 기상기후 련 서비스를 

발 시키고 련 분야의 문가를 육성하여 국내외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

다. 기상기후 빅데이터 인재 육성을 한 환경으로는 

학, 학생, 기업의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며, 그림 5

와 같이 각 요소는 상호 작용을 한다. 학과 학생의 

계는 최고 문가와 교육서비스로 지식․기술․태

도를 골고루 갖출 수 있는 빅데이터 문 인재를 양

성하는 것이다. 기업과 학생의 계는 최고의 빅데이

터 서비스 문 인력으로 재교육 없이 바로 활용  

취업 보장, 서비스 랫폼 운  문가 컨설턴트 활동 

기회 제공, 창업 컨설  기회를 제공하여 문 인력을 

양성한다. 학과 기업의 계는 정부  공공기 ,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능력 있는 빅데이터 서비스 

문 인력을 제공하는데 있다.

그림 5. 기상기후 빅데이터 인재 육성 목표
Fig. 5 Objective of human resource training for 

meteorology and climate big data

3.2 기상기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야별 신규 해

양기상서비스  콘텐츠 발굴

기후변화가 각 산업에 미치는 향력을 정량 으로 

악하고, 기후 변화 응능력을 제고하기 해서는 

험 기상요인에 한 정확한 인지  의사결정이 선

행되어야 하며, 기상청의 기상기후 빅데이터의 활용이 

필수 이다. 해양기상서비스 부분은 자체 생산 기상정

보 제공, 기상컨설 으로 볼 수 있다. 빅데이터를 활

용한 기상기후정보의 활용은 기존의 보정보 제공, 

혹은 단순한 수요 측 정보를 컨설 하는 것을 넘어

서 보 사용자가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기상산업의 기상기후 빅데이

터 활용은 주로 기상정보의 수집․가공을 통해 기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상 보업  기상컨설 업에서 

이루어진다. 기상기후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정보연

계  타산업 융합으로 재해 보험컨설 , 맞춤형 날씨

정보, 재해 보 서비스, 에 지 소비량 측 등의 서

비스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기상기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해양기상서비스는 단

순히 컨설  하는 것을 넘어서 보 사용자가 의사결

정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유 기 과의 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안정 인 

해양기상 빅데이터가 생산 될 수 있는데, 련기 들

의 해양기상 련 정보공개 확   기상기후 빅데이

터, 민간에 데이터를 개방․공유하는 정책이 필요하

다. 기상기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해양기상서비스의 고

부가가치화를 육성시키기 하여 신규 해양기상서비

스 확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하며, 기상, 경   

빅데이터 련 지식을 폭 넓게 갖춘 융복합 인재인 

기상지식컨설  인력을 통해 기상기후 빅데이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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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양성시킬 수 있다.

부산․경남은 타 지역에 비해 주요 항만, 항로, 해

양산업 등의 집 도가 높으며, 해양교통, 해양물류의 

심 지역으로 주요 항만  수로가 발생한다. 최근

에는 해안거주 인구  해양  인구가 증가하는 추

세이며 태풍, 폭우, 쓰나미, 해일, 지진 등 자연 재해

의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조선산업(

공업), 해양교통, 물류, 수산업이 집되어있어 산업별

로 생산성 향상  기여도를 높이는 특화된 해양기상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최근 많은 공공기 의 부

산․경남 이 으로, 이들 기 으로부터 생산되는 정보

를 해양기상정보와 결합하여 해양기상시장 체의 성

장 잠재력이 증 되어 해양수산에 특화된 문 인 

해양기상서비스가 필요한 실정이다.

미국의 AWT(: Applied Weather Technology, Inc)

는 선박최 항로 서비스 소 트웨어인 BVS(: Bon 

Voyage System) 로그램을 통해 해양기상정보를 이

용하여 선박이 최 항로를 선택해 항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AWT사에서 개발한 BVS 로그램

은 단순한 소 트웨어로서 그 자체로는 별다른 성과

를 내는 것에 한계가 있으나 선박운항과 련된 기압, 

바람, 도, 기온, 태풍 등 다양한 기상정보를 바탕으

로 운항 문가들이 분석한 최 운항경로 서비스와 결

합될 때에는 강력한 성능을 발휘한다. 한 이러한 정

보는 인공 성을 이용하는 고가의 송료를 감안해 

최 화된 형태의 자료로 최소 용량의 데이터로 제공

이 되며 선박을 운항 인 선장이 직 으로 보고,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축된 자료의 형태로 

작성되어 송된다.

루  서비스는 선박의 항로설정에 있어 략 인 

계획과 최 화된 루트를 제공한다. 선장이 략 인 

항해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기상데이터를 제공하며, E-mail을 통해 최신 기상데

이터를 고압축 일 형태로 송받을 수 있다. 제공되

는 기간은 3일간의 단기 기상 보( 술  항로 결정)

부터 최장 15일 동안의 장기 기상 보( 략  항로 

결정)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최신 태풍정보를 비롯

하여 항로상의 고, 해류, 기압, 해수면 온도, 기온, 

습도, 시계 등의 필수정보도 제공한다. 태평양 왕복 

횡단 시 루 서비스 비용은 $1,600(AWT사에서 제공

하는 루 서비스 비용 기 )이다.

루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소 트웨어는 선박 탑

재용 기상모니터링 소 트웨어 시스템이 될 수 있으

며, 그림 6과 같이 최신 기상데이터의 자동 다운로드 

 업데이트 기능도 가능하다. 소 트웨어에서는 항해

지구역(NLL, EEZ 등), 조업 지구역 설정에 맞는 

항로 조정 기능, 기존 항로와 추천 항로를 인터페이스 

상에서 바로 확인 후 도착시간 측 기능 등이 있다.

그림 6. 루 서비스 자료 달 과정
Fig. 6 Data receiving process of routing service

태풍의 경우  세계 데이터를 활용  재해석하여 

정교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으며, 지리  조 해역

의 기상정보를 선장이 직  확 하고 고해상도 데이

터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뷰를 구 할 수 있다(그

림 7).

그림 7. 루  서비스 데이터 뷰 시
Fig. 7 Example of data view using routing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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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Impact of climate change
Application of marine-weather 

Service(Current)

Review of 

expandability

Fishing 

Industry

- Change of Fishery Resources

- Reduced Productivity

- Damage and Loss to Facilities

- Inflation

- Accident Insurance for Cultured 

Fishery Products

- Development Information Support 

Service for Mud Flat Industry 

- Marine-Weather Information

- Farm and Fishery Management 

Information

1. Require to 

high value 

service by 

u s i n g 

meteorology 

and climate 

big data

2. Expand 

service and 

new contents 

development

3. Require to 

customized 

high quality 

service by 

d e t a i l 

f ield(Ad v a n c e d 

Marine climate service : 

Change fishery resource, 

support to fishery 

industry, Aqua culture, 

Mud flat, Bay salt, 

etc.)

4. set up a 

collaboration 

ecosystem on 

national level

Harbors 

Industry

- Damage to port facilities

- Delay to cargo working

- Sailing safety threatening in port

- Prediction Service per time 

about major course in Busan port

Marine 

Environment

- flooding and erosion in shore

- Increasing Marine Debris

- Change and Damage of Marine 

Echo-system, loss to beach sand

- Mapping and Distribution of 

coastal inundation maps

Marine 

Safety

- Exposed as a safety precaution

- Increasing marine accident and 

oil pollution

- Delay to rescue and prevention

- Environment-friendly wasting 

drift buoy(KMA)

- Voice marine weather service 

for boat safety and support 

operation(KMA)

- Real-Time coastal information 

based on Web(KHOA)

Marine 

Equipment 

and System

- Damage to Marine structure

- Marine resource supply and 

demand problem

- Increasing human accident

- Abnormalities Ocean Wave 

Monitoring and Prediction 

Technology Development(KMA)

- Ocean science observation and 

prediction technology development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Real-time marine observation 

information system build(KHOA)

Shipping 

Industry, 

Distribution

- Delay or Stop to Sailing

- Safety threatening, Higher management 

expense

- Weather Information System 

‘Polaris’ build(SK)

Shipbuilding 

Industry

- Delay to ship produce

- Human Resource supply and 

demand problem

- Damage to facilities

- Prediction Modeling using by 

automatic weather station(Daewoo)

- Weather Observation System 

based on IT(Hyundai)

표 3. 분야별 기후변화의 향  해양기상서비스 활용 황
Table 3. Current state of marine-weather service application and impact of climate change in each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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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승객, 선원, 선박, 화물의 안 보호를 

한 경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개별 선박 데

이터 입력으로 경보음이 발생하는 맞춤형 경보수

이 설정되어 있다.

루 서비스를 통해서 선박의 연료비용 감  안

정성을 개선할 수 있으며,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를 들어 Odfjell Group의 경우 90척의 

Chemical/Crude Oil Tanker 선박을 보유하고 있으며, 

65척 선박에 루 서비스를 도입하여 90일 동안 감 

효과 테스트를 모니터링한 결과 30일 항해시간 단축, 

1,000MT 연료 감  3,000MT 를 감소시킨 

사례가 있다.

선박 안  입출항 지원서비스는 고, 해류, 조류, 

풍향, 풍속, 기상정보 등 빅데이터 생산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다. 를 들면 특정 시간  항로상 조류 

 조석 황 정보, 조류  조석 측 정보, 항만 교

통정보, 해상 충돌․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선박 안  입출항 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특정시간 

조류 공간분포와 본선항로상 조류  조 의 시계열 

정보를 제공하여 안 하고 효율 인 항로 계획 수립

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항만의 과거 교통 패턴과 재 

교통 분포 정보를 제공하여 안  입출항 지원을 할 

수 있다. 한 충돌  좌  회피 정보 제공을 통한 

안 한 운항을 유도할 수 있다.

어업정보 서비스는 양식장 정보, 해황 정보, 수온, 

조, 해 리, 기상정보, 염분 정보 등의 빅데이터를 생

산  분석하여 활용한다. 이를 해서 수 , 기상청, 

국립수산과학원의 업이 필요하다. 각 기 별로 제공

된 자료를 이용하여 해역별 어종변화 이동  측, 어

선 안 운항 항로 제공, 어장 환경, 어획량 측을 통

해 경제 이고 안 한 조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조 측 서비스는 기온, 일조시간, 강수량, 바람

자료, 조 속보 자료 등 빅데이터를 사용하여 조 

모니터링  측, 통보  응할 수 있는 서비스이

다. 조 측 서비스를 통하여 조 발생시 신속한 

응으로 조 피해 최소화, 조 출   이동 측, 

조 도 변동 측이 가능하다.

해수욕장  수요 측 서비스는 해수면 온도, 

해류, 조류, 기온, 강수량, 바람자료, 이안류 자료 등 

빅데이터 생산  분석을 통해 해수욕장  수요 

측  나아가  활성화를 한 서비스이다.  

수요 측을 통해서 지자체별 해수욕장 련 공공기

을 확보할 수 있으며, 수요 맞춤형 해상 인명 구조

원  안  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장 측정보, 모델정보, 성정보 등 빅

데이터 생산  분석을 활용한 특정지역 안개를 심

으로 상세한 측 자료와 고해상도 측정보 특화서

비스, 바람, 해류, 조류, 해무, 기상정보 등 빅데이터 

생산  분석을 활용한 정보 서비스, 고, 랑, 

기상정보, 유람선, 여객선 정보 등의 빅데이터를 생산 

 분석하여 활용한 운항정보 서비스, 북극항로 서비

스, 해양안  정보 서비스, 불법어로 측정보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상 상 등으로 사회  손실

이 커지고 있으며, 앞으로 상되는 피해분야는 해양

수산(어업, 양식 등), 항만시설, 연안침식, 해양 , 

해양환경 등으로 다른 직․간 인 피해를 포함하여 

향후 사회 인 문제가 될 것이므로, 해양기상서비스를 

확 하고 신규 콘텐츠 발굴이 필요하며, 와 같은 서

비스가 활용될 수 있다.

3.3 분야별 련기  업에 의한 서비스 확장 

가능성 검토

기상정보에 민감한 집 육성  략 산업군의 설

정으로 활용 상에 한 해양기상서비스를 확 할 수 

있다. 집 육성군은 기상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나 단순 

기상정보 제공  활용에서 서비스의 고도화가 필요한 

산업군이며, 해양안 , 해양환경, 해양 ․ , 여가

련 서비스업 등이 포함된다. 략산업군은 재는 

기상정보의 활용실 이 미비하나, 기상정보를 활용한 

기 효과가 큰 산업군을 뜻하며, 어업, 양식업, 수산 

제조업, 도매  소매업, 해양건설, 조선, 항만, 해운, 

물류 등이 포함된다. 재 해양기상서비스는 수산, 항

만, 해양환경, 해양안 , 해양장비  시스템, 해운․물

류, 조선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각 분야별 

업을 통하여 기상기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부가가

치 서비스가 필요하며, 이러한 서비스 확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여 분야별 맞춤형 고품질 서비스 제공

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맞춤형 서비스는 국가차

원 업을 통한 생태계 조성이 필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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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학․연․산 업생태계 조성방안

국가기 별 업무 조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

으나 같은 상황을 각기 다른 목 으로 활용하기 때문

에 복될 수밖에 없으며 정보를 제공 받고자하는 수

요처에서 여러 경로를 걸쳐야 종합 인 정보를 취득

할 수 있다.

각 기 별 복을 피하면서 주요한 측  보가 

이루어지기 해서는 상호간의 정보 교류  수요자

의 요구 분석 등이 사 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재는 각 기 별로 자체 인 측  장기 계획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해역에 해서는 복되지 않

을 수 없으며 각 기 이 속한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학․연․산의 각 분야별 활동 황에 따르면 

국가기  간에는 어느 정도 정보공유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민이나 정보 수요처에는 아직까지 최종 정

보를 얻기 해서는 개별 노력 여하에 따라서 취득 

수 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학계와 연구원은 기 와 응용분야에 한 연구를 

지속 으로 수행하지만 실제 인 수요와 에서 필요

한 실용화 기술로의 연결은 잘 되고 있지 않다. 기상

청의 경우 기상 See-At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실용

화 기술에 투자하고 있지만, 부분의 지정과제가 기

상분야에 국한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외 국가기  

 연구 집행 기 에서도 각각 순수 기상, 해양 분야

에만 국한된 연구 과제를 공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는 해양기상의 융합은 지속 으

로 이루어지기 힘들 것으로 단되며 더욱이 련 사

업은 각 분야에만 집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최근 

2015년 2차 기상청 Sea-At기술 개발 사업의 기상기

술개발사업을 보면 수치 측 성능 개선, 기상 측․

보 분야, 안개 측 등이 있으며 기후변화 감시․

측  국가정책 지원 강화 사업의 경우 기후변화 

향평가, 확률장기 보 물 리 활용, 기상산업 지원 

 활용기술개발의 경우 기상기후정보를 활용한 건물

에 지 효율화, 기상과 타 분야 자료를 융합한 험기

상에 따른 도로구간별, 지역별 피해 가능성으로 지정 

공고되었다.

재와 같은 각 분야별 연구와 정보 공유로는 효과

인 업생태계 조성은 이루어지기가 힘들 것으로 

단된다. 업생태계 조성을 한 환경을 만들기 

해서는 첫째, 해양정책과 기상정책의 융합이 이루어져

야 하며, 둘째, 학문 으로 해양학과 기상학이 융합되

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R&D 기 연구와 응용연구의 

융합 한 이루어져야 한다. 사 에 업생태계 조성

을 해서는 앞의 3가지 융합이 먼  선행되어야 한

다. 특히 정책분야에서 해양과 기상의 융합이 구축되

지 않으면 나머지 융합은 필요 없을 정도로 가장 

요하다.

우리나라에서 해양 측을 지속 으로 운 , 유치하

는 기 은 기상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이

며 그 외 기 , 연구기 , 학 등은 연구목   필

요에 의한 단기 측이 부분이다. 측은 연속 이

고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정보로서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지속 으로 측된 정보는 모델 등에 활용되어 

보 정보로 생산될 수 있으며 측 자료가 많을 경우

에는 보의 정확성이 높아질 수 있다.

기상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의 측망

을 비교함을 통해 상호 정보 공유  업 가능성을 

악하고 복 되는 해역에 해서는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측 복에는 해역에 한 복과 측 항목의 

복으로 구별 할 수 있다. 해역의 복은 목 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 기 별로 장비를 운 하는 것이다. 

기상청의 경우 고, 바람, 기압 측 등에 목 이 있

기 때문에 수온, 염분 등 해양 측 요소가 미미하고 

국립수산과학원은 어장 환경 모니터링에 한 부분에 

집 하며, 국립해양조사원은 부분이 조석, 조류, 해

류, 수온 등 해양 련 요소를 측한다.

각 기 이 목 은 다르지만 해양기상이라는 목 을 

이루기 해서 업을 한다면 하나의 부이에 필요한 

측 요소를 추가하고 공동 경비를 통해 유지 보수하

며 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측 항목의 복은 바람, 고, 기온 등이 일치하는 

경우로 자료 공유를 통해 기본 으로 필요한 정보를 

교류하여 종합 인 자료 재생산이 이루어지면 좀 더 

질 좋은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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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업생태계 조성 기반 구축 모식도
Fig. 8 Schematic diagram of building the collaboration 

ecosystem construction foundation

이러한 업생태계 조성은 ‘수요분석-생산정보공유

-단일화’의 3단계로 이루어질 수 있다(그림 8). 설문 

조사 내용을 보면 해양기상정보에 필요 분야가 재해

방, 활용하는 정보는 재 날씨, 단기 보, 장기 보 

순이다. 무엇보다 해양기상 상태에 따른 연안과 해안 

인근에 재해 발생 여부  방에 한 심이 높다

는 것으로 어느 분야에 해 정보를 공유하며 융합된 

정보 제공이 필요한지가 요하다.

정책과 수요에 한 공유가 이루어지면 재 생산

되는 정보는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목 으로 정보 생

산을 한 장비 설치, 운 이 명확하기 정의 될 경우 

각 기 별로 필요한 측 항목을 선정하여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정보공유 단계는 이미 생산되고 있는 각 해역별 

정보에 한 공유와 향후 수요분석을 통해 공유될 정

보에 한 명확한 공유 업이 필요하다. 이 때 업은 

설치 목 과 향후 운  계획까지 공유되어야 한다.

1단계와 2단계를 거쳐 추후 추진하는 계획에서 각 

기 별 필요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보 공유  

공개에 단일화가 필요하다. 앞에서 설명했지만 재 

생산되는 부분의 정보가 여러 기 에 분리되어 있

기 때문에 수요자(국민)가 부분 정보를 결합하게 

된다.

업 환경은 IoT(: Internet of Things) 기반의 표

 데이터 교환 서비스를 구축하여 표  데이터를 제

공받을 수 있다. 기존의 인터넷은 사람이 만들어 낸 

데이터를 가공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기 한 공간

으로 활용되었으나 IoT로 변되는 미래의 인터넷에

서는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수많은 사물들이 인터

넷에 연결되어 이 에 없던 새로운 차원의 응용 서비

스와 경제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5]. 한 다양한 

IoT 련 표 화 기구들과 연구 로젝트들을 통하여 

IoT 표  아키텍처, 사물식별 기술, 사물통신 기술, 

디바이스 제어 기술과 같은 범 한 연구들이 진행

되고 있으며 활용되어지고 있다[6-8]. 재 기상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등 각 기 에서 따로 

리되는 데이터를 수요자가 정보를 결합하는 방식에

서 IoT 기반 서비스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기 의 표  데이터를 달하여 사용자는 표

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그림 9).

그림 9. IoT 서비스 구축 시
Fig. 9 Example of IoT service construction

Ⅴ. 결  론

해양기상서비스 황  분야별 해양기상서비스 수

요조사를 하여 국내 업종별 해양기상서비스 이용 

실태  요구하는 서비스를 악하기 하여 설문 수

요 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조사는 부산지방기상청  

하  지방기상 와 해양 련 공서, 해양 산업 종

사자 등 총 107명을 상으로 실시하 다. 해양기상정

보의 요성이 80% 이상이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44%로 가장 많았으며, 해양기상정보 서비스에 한 

만족도는 보통 56%, 만족 32%, 매우 만족 7%, 불만

족 4%, 매우 불만족 1%로 나타났다. 해양기상정보 

서비스에 해 불만족인 경우, 그 이유로 정보의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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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성이 38%로 가장 많았다. 정보의 정확성에 해

서는 낮은 시․공간  자료해상도(36%), 정보의 다양

성에 해서는 다양한 지 에서 측 정보가 부족함

(34%), 정보의 편의성에 해서는 다양한 해양기상정

보를 융합하여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58%)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더욱 개선되고 새로운 해양기상정보 서

비스가 신설된다면 사용할 의향이 있다는 답변이 

91%로 해양기상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답변자를 제외

하면 융합된 해양기상정보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상기후 빅데이터 활용  유 기  업으로 발

굴 가능한 신규 해양기상서비스를 도출하기 하여 

해양기상 측망  측 황을 조사하 으며, 빅데이

터 생산을 한 공동조사 가능성을 분석하 다. 기상

청은 31종의 빅데이터  25개를 개방하여 제공하고 

있다. 기상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는 증가 이

나 제공되는 기상기후정보는 한정 이기 때문에 개방 

시스템 환경 구축을 통한 기상기후 데이터 활용 랫

폼 지원, 정부  공공기 ,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상기후 빅데이터 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기상

기후 빅데이터는 선박안  입출항 지원서비스, 어업정

보 서비스, 조 측 서비스, 해수욕장  수요 

측 서비스 ,특정지역 안개를 심으로 상세한 측  

고해상도 측정보 특화 서비스, 정보 서비스, 운

항정보 서비스, 북극항로 서비스, 해양안  정보 서비

스, 불법어로 측정보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

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기상기후 빅데

이터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서비스 확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하여 산업 

분야별(해양안 , 수산업, , 운송업, 건설업, 

융보험업, 기상기업 등) 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고품질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업생태계 조성이 

필수 이다.

․학․연․산 업생태계 조성 환경을 만들기 

하여 첫째 해양정책과 기상정책의 융합, 둘째 학문

으로 해양학과 기상학의 융합, 셋째 R&D 기 연구와 

응용연구의 융합이 필요하다. 이후 수요분석, 생산정

보공유, 단일화 순서로 업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향후 본 연구 결과는 해양기상정보 제공을 통한 안

한 해상활동 지원  해양기상정보 제공 개선으로 

날씨방송 유연화, 미래 기후변화로 인한 시  변화에 

한 유연한 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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