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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use survey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weather information on coastal regions and the demand survey 

(e.g. general and in-depth surveys) for customer needs with coastal industries were carried out to design customized coastal 
weather contents. The general demand survey showed that most of the customers working in the coastal industries were 
interested in a short-term forecast, such as a general weather outlook (approximately 29% of the total respondents) and 
typhoon information (19%), and they preferred to be given the forecast information from new media such as the internet 
web-pages (36%) and mobile utilities (23%) rather than old media such as TV (16%) and radio (11%). In addition, only 
31% of the total respondents were found to be satisfied with the use of the current coastal weather service. This low 
percentage might mainly be a result of lack of information accuracy (about 64%) and diversity (28%). From in-depth survey 
with site visiting, the need of coastal weather contents, such as weather elements, data form, a tool of communication, and 
forecast interval, differed with the working stages in three coastal industries (e.g. shipbuilding, maritime trade, and 
passenger transport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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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이 최근 이슈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인구의 23%가 연안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인구 천만 이상 대도시의 2/3가 연안

에 위치하고 있다(Cohen 등, 1997; Small과 Nicholls, 

2003; Martinez 등, 2007). 이 같은 인구집중 현상으로 

203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연안에 거주

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연안은 세계 경제활동의 중

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Small과 Nicholls, 2003; 
Nicholls, 2002). 우리나라의 경우도 전 국민의 27%, 
국가 주요산업단지의 90%가 연안을 기반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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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항만 개발과 운영, 선박 건조, 물류, 수산, 관광 

등 다양한 산업 활동이 연안에서 이뤄지고 있어 연안

의 중요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연안은 해일, 해수면 상승, 태풍 등에 의한 각

종 기상재해가 반복되는 지역으로 매년 큰 규모의 경

제적 손실과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곳이기도 하다. 따
라서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사전에 방지하

기 위한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연안기상 콘텐츠의 중

요성은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부터 최근까지 연안/해양기상의 예측 정확도 

향상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들의 노력이 있었지만(Lee
와 Kang, 2000; You 등, 2006, 2007; You와 Park, 
2010), 해양기상 전문 인력 및 관측망 부족 등으로 육

상예보관이 해양예보를 함께 생산하고, 광역 해역위

주의 정보 발표를 하는 등 연안/해양기상의 예측 전문

성은 육상예보에 비하여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

한 문제점은 기상청이 실시한 해양산업 종사자들의 

연안/해양기상 정보 활용현황 조사에서 확연하게 나

타났다. 선원 및 선주 13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99명이 일본기상방송을 수신한다고 답하였

고 한국 선박의 75%가 일본 기상청의 해양기상 정보에 

의존한다고 하였다. 특히 원양어선의 경우에는 78% 이
상이 일본기상청 정보를 받아보고 있는 실정이다. 따
라서 해외기상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국내 종사자들에

게 연안기상정보에 대한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일률적이고 단편적인 정보제공

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연안 해역과 주변 해양에 최적

화된 수요자 맞춤형 연안기상 정보시스템 구축 연구

가 단계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 목표인 수요자 맞춤형 연안기

상 정보시스템 구축에 앞서, 현재 국내외 정보시스템

이 어떤 수준에 있으며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세

밀하게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연안산업에 

종사하는 수요자들이 기존 연안기상 정보체계를 얼마

나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보제공에 

대한 불편함과 부족함은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다. 이
러한 조사 분석을 통해 현재 연안기상 정보시스템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가장 효율적인 수요자 

맞춤형 연안기상 콘텐츠 설계에 대한 기본방안을 도

출하였다. 

2. 연구자료 및 방법

2.1. 연구자료

연안은 일반적으로 바다와 육지가 맞닿아 서로 밀

접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 및 해역을 총칭하는 것으로 

각 나라마다 지정하는 범위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우
리나라에서 연안이라 함은 국토해양부 연안관리법

(MLTM, 2011a)와 기상청 기상청 예보업무규정-해
상광역예보구역(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으로 구분한다. 연안해역은 바닷

가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영해까지의 외측한계까지

의 바다를 말하며, 연안육역은 무인도서, 연안해역의 

육지 쪽 경계선으로부터 500 m(항만, 어항, 산업단지

의 경우 1 km) 범위 안의 육지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MLTM, 2011b). 본 연구에서 연안과 관련된 모든 분

석은 상기에서 언급한 국토해양부와 기상청에서 정의

하는 연안의 범위 내에서 실시되었다. 

2.2. 연구방법

연안기상 정보시스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

서 연구목표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우선 법률적 

근거를 토대로 연안에 대한 정의 및 개념을 명확히 정

립하였다. 그리고 연안에 대한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국내외 연안관측 현황 및 연안기상 예측시스템이 어

떻게 구축되어 활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국

내 기상청 및 관련 기관과 함께 국외 주요 선진국(미
국, 호주, 일본)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연안기상

정보 웹페이지와 모바일 정보제공 현황과 국내외 민

간기상업체의 서비스 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실제 수요자가 원하는 연안기상

정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맞춤형 연안기상 콘텐츠

를 설계하기 위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연안

산업에 현재 종사하고 있고 오랜 근무 경험을 바탕으

로 한 전문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적극적 응답자’ 77
인(수협 어촌계장, 선장, 경영자, 항만공사 관계자 등)
을 선정하여 전화, FAX, E-mail을 통해 연안기상정보 

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수요에 관한 기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연안산업을 크게 조선업, 해운항만업, 
연안여객업, 해양건설업, 선박임대업, 어업, 해양레저업 

등의 7개 업종으로 분류하여 공통질문에 대한 설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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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questionnaire of a general survey on a coastal weather information service. It includes a range of questions 
regarding weather elements, a tool of communication, etc. 

Fig. 2. The questionnaire of in‐depth survey on a coastal weather information service in shipbuilding industry among 7 costal 
industries. It includes a range of questions regarding weather elements, data form, a tool of communication, forecast 
interval,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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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였으며(Fig. 1), 주로 연안산업 종사자에 대한 

일반적인 문항과 정보제공의 매체, 요소, 정확도, 만족

도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하지만 유선을 통

한 설문조사에서는 실제 작업 현장의 요구를 정확하

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
를 보완하기 위하여 현장 방문을 통한 산업별 특화된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심층조사는 여러 연안

산업 중에서 우선적으로 조선업, 해운항만업, 연안여

객업에 대하여 실시되었으며 심층설문 대상자는 기본 

설문 대상자와는 무관하게 사전에 유선을 통해 응답 

여부를 문의하여 선정되었다. 설문대상자의 수는 현

장에서 실제 작업 중이신 분들의 작업환경에 따라 가

변적이었으며 최대한 많은 인원에 대해 실시하고자 

하였고 대표적으로 조선업에 대한 심층 설문지 작성

내용을 Fig. 2에 나타내었다. 실제 작업과 관련된 상세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현장방문을 통해 작업 현장

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외에도 기본 

및 심층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요자 맞춤형 연안

기상 콘텐츠를 어떻게 구성할지 각 작업단계별로 분

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향후 진행될 수요자 맞춤형 

연안기상 콘텐츠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3.1. 연안기상정보 활용현황

3.1.1. 국내 현황

현재 우리나라 연안/해양기상정보는 기상청을 중

심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 산하 국립해양조

사원, 한국해양연구원 등에서 일부 정보를 추가 제공

하고 있다. 기상청은 해양기상부이, 등표기상관측장

비, 파랑계, 파고부이, 연안방재관측시스템, 기상 1호
와 같은 해양관측망을 보유하고 있다(Fig. 3). 이를 통

해, 풍향, 풍속, 기온 같은 기본 기상요소를 비롯해 해

류, 수온, 파고 등의 정보를 관측하고 있으며 향후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해양기상관측망을 확충할 계

획이다. 뿐만 아니라 기상청은 2010년 기상청 통합모

델인 UM(Unified Model) 운영을 통해 해양기상 예측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기상청에서 운영 중인 해양기

상 예측시스템에는 파랑예측을 위한 Wave Watch III, 조
석폭풍해일 예측을 위한 POM(Princeton Ocean 

Fig. 3. Spatial distribution of marine weather observation 
network around coastal regions in Korea.

Model), 그리고 국지영역 해양예측을 위한 ROMS 
(Regional Ocean Modeling System) 등이 있다. 이러한 

예측모델시스템을 통해 전 지구(1/2 °), 지역(1/12 °), 
국지연안(1/120 °)에 대하여 1일 2회씩 3시간 간격으

로 72시간 해양기상 예측정보(해류, 수온, 염분, 해상

풍, 파고, 조위 등)를 제공하고 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의 영해를 원양해 및 연근해, 동, 

서, 남해권역별 13개 구역으로 나누고 날씨, 풍향, 풍
속, 파고 및 물때 등의 해양기상정보를 일일, 주간 단

위로 텍스트 및 그래픽의 형태로 ‘바다날씨’ 서비스

(KMA, 2009a)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들

은 일기도 FAX 및 국내외영역 기상방송을 통해서도 

매일 제공되고 있다. 또한 기상청은 국립수산과학원

과 해양경찰청의 협조 하에 해양, 수산, 해운분야의 종

사자를 위하여 2009년 12월부터 매월 월말에 연근해 

선박기상정보(KMA, 2009b)를 제공하고 있는데, 기
상청은 해양기상특성정보, 국립수산과학원은 어업기

상정보, 해양경찰청은 해양안전정보를 생산하여 맞춤

형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해양 GIS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KOOFS(Korea Ocean Observing 
and Forecasting System, KHOA, 2010)을 통해 한반

도 연안에 설치된 조위관측소, 해양관측소 해양관측

부이, 해수유동 관측소 및 종합해양과학기지에서 관

측되는 실시간 해양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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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에 대하여 통합해양항만정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

다. 이외에도 기상청은 지역별 최적의 해양기상 정보

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한 예로 광

주지방기상청은 2010년부터 호남 연안의 90여 개 항

로를 대상으로 항로별 예상 풍속, 파고, 지역별 특이사

항, 간만조 정보 등을 한국해운조합 및 유관기관 44개
소에 1일 1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국내 민간기상업체는 국가기관에 비해 실제 수요

자를 위한 맞춤형 연안기상정보 서비스 개발에 좀 더 

적극적이다. 대표적인 민간업체로서 STX 조선해양은 

‘STX 조선해양 기상정보 시스템’(STX Offshore and 
Shipbuilding, 2003)을 통해 기상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조선소 주변의 관측정보 및 특보현황 그리고 주요 사업

장에 대한 포인트 예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용접, 도장, 
선박 이동과 같은 조선 작업과 관련된 지수정보를 맞춤

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정보들을 일률적

이고 단편적으로 재구성하는 초기단계의 서비스 수준

에 머물러 있으므로 더욱 다양하고 수요자가 필요로 하

는 해양기상정보 콘텐츠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3.1.2. 주요 선진국 현황

국외 해양선진국들의 경우를 보면, 미국은 오래 전

부터 미해양기상청인 NOAA(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와 미해군을 중심으로 

해양기상 관측과 예측에 관한 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

여 왔다. NOAA의 NOS(National Ocean Service)에서

는 대표적인 연안/해양기상 정보시스템인 nowCOAST
를 운영 중에 있다. nowCOAST는 GIS 기반의 웹사이

트로서 미국 연안의 실시간 관측정보와 NOAA 예측

정보 등을 볼 수 있는 포털서비스로 기획단계에서부

터 해양레저 및 각종 해양산업 종사자, 연안 관리자 및 

연구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디자인 되었고, 사용

자의 관심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구름 위성영상, 강수 레이더 영상, 해
수면 온도 등의 해양관측정보와 수치예보모델로부터 

생산되는 기온, 풍향/풍속, 유의 파고 등의 격자화된 

예측정보를 Map viewer를 통해 사용자가 선택하여 

볼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NOAA, 2012). 특히, 관측

정보는 NOAA에서 운영 중인 관측망뿐만 아니라 비

정부기관(대학, 민간 기업체 등)에서 운용하고 있는 

관측망을 활용하여 제공되고 있어 관측 장비의 중복투

자 및 관측 공백을 줄이고 있으며, NowCOAST를 통

해 관측정보 제공을 일원화시켜 사용자의 불편을 줄이

고 있다. 이외에도 NOAA의 NWS(National Weather 
Service)에서 운용하고 있는 RTOFS(Real-time Ocean 
Forecast System)와 ‘Marine Zone/Point Forecast’ 시스

템을 통해 미국 연안지역 및 특정 연안지점에서의 질 높

고 다양한 연안기상정보를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NOAA, 2011a, 2011b) 
호주의 경우, 기상청, 해군, 연방과학원이 협력하여 

수행한 BLUElink 프로젝트(2003~2007년)를 통해 해

양 및 기상시스템의 변화, 해양환경 및 안전, 해양순환 

등에 관한 자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러한 체계는 해

양기상 관측정보의 관리 및 예측정보 생산 역량을 한 곳

에 집중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BLUElink는 

해양자료동화시스템인 BODAS(The Bluelink Ocean 
Data Assimilation System)와 해양예측시스템인 OFAM 
(Ocean Forecasting Australian Model)을 바탕으로 새

롭게 개발한 ROAM(Relocatable Ocean Atmosphere 
Model)을 운용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합한 Ocean 
MAPS(Ocean Model and Analysis Prediction System) 
시스템을 통해 호주 전 연안지역의 장․단기 해양예

보와 상세 연안지역의 단기예보를 하고 있다(BOM, 
2013). OceanMAPS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연안 

및 지역규모에 대하여 3시간 또는 6시간 간격으로 이

미지로 표출하여 시간별 변화를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조석 및 경보의 경우는 상세한 내용 전달을 위해 텍

스트 형태로 제공한다. 또한 육지와의 거리에 따라 사용

할 수 있는 기상정보 수신도구(VHF voice radio, HF 
voice radio & radio fax, satellite communications)의 종

류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해 사용자에게 상세하게 설명

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연안/해양기상정보의 중

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은 일본은 기상연구소의 

MRI.COM(The Meteorological Research Institute 
Community Ocean Model)과 해양지구과학연구원의 

JCOPE(Japan Coastal Ocean Predictability Experiment)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해양기상정보를 텍스트 및 이

미지 등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MRI.COM은 3차원 

하이브리드 좌표계 모델로서 일본기상청의 6시간 수

치예보 자료와 재분석 자료, NOAA의 수온과 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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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여러 위성자료 등과 함께 자료동화기법을 적

용하여 전 지구 1 °, 북서태평양 0.1 °, 일본 연안 1 km 
등 다양한 수평 해상도를 갖고 있다. 일본 주변의 해역

을 구역별로 세분화하여 기본적인 날씨와 수온, 해류, 
파고, 염분 등의 정보를 텍스트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

며, 연안지역에 대해서는 조위와 파랑 정보를 방재의 

목적으로 텍스트와 차트 형태로 일주일 예보를 하고 

있다(JMA, 2002). 아울러 JCOPE는 POM(Princeton 
Ocean Model)을 기반으로 하는 고해상도 대기-해양 

결합예측 시스템으로서 일본 북동쪽의 쿠로시오 해류

의 이동과 발달 예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일본 연안

지역의 수온과 해류, 파고와 같은 해양변동성을 1/36°
의 고해상도로 표출하고 있다(JAMSTEC, 2001). 

각국의 민간기상업체도 다양한 방식으로 해양기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Oceanweather에
서는 전 세계의 해양기상 관측자료 수집과 외해 기상

정보 생산을 통해 예측정보의 예보는 물론 해양컨설

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항로정보시스템인 VOSS 
(Vessel Optimization and Safety System)을 운영하여 

선박의 안전운행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제공은 물론 

악천후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박의 최고속도, 
진로 등의 추천정보를 디지털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

다(Oceanweather, 2001). Buoyweather에서는 연안 

어업에 특화된 해양정보를 비롯하여 연안/해양의 특

정지점에 대한 바람과 파랑 예보를 전문적으로 서비

스하고 있다(Buoyweather, 2012). 또한 호주의 대표

민간기상회사인 Weatherzone은 미국, 일본 등 세계 

유수의 다양한 모델링 결과를 바탕으로 연안/해양기

상 예보뿐만 아니라, 해양레저 중 서핑과 관련된 정보

(해상풍, 파고, 서핑지수 등)를 특정 연안지점까지 세분

하여 1일 2회씩 5일 예보를 하고 있다(Weatherzone, 
2013). 일본의 Weathernews는 안전하고 경제적인 선

박운항을 위한 항해기상, 연안 및 해상에서의 작업(예, 
다리건설, 크레인 선박 및 예인선 수송 등) 안전성과 

효율성을 위한 해상기상, 어업활동(예, 어획량 극대

화)과 관련된 수산기상 등의 맞춤형 정보를 각 산업 

종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Weathernews, 2010). 이
와 같이 여러 해양선진국의 국가기관 및 민간기상업

체가 제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연안/해양기상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수요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알기에는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다. 

3.2. 연안산업분야별 기상정보 기본 수요조사

연안기상정보시스템에 대한 연안산업 종사자들의 

전반적인 인식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기본적인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기본 수요조사는 전 업종에 

대한 공통질문과 각 산업분야별 상세질문으로 구분되

어 실시되었다. Fig. 4는 기본 수요조사 중에서 공통질

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로서, 설문조사에 참여한 77
명 중 한 업종에서 최소 10년 이상 근무한 대상자는 

51명(약 66%), 최소 5년 이상 근무한 대상자는 전체

의 63명(약 82%)으로 수협 소속 어촌계장, 여객선 선

장, 경영자 및 현장관리자, 항만공사 관계자 등 각 분

야의 전문가 그룹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업종별 특

성에 따라 각 해역에 골고루 분포해 근무를 하고 있다

(남해(49%), 동해(28%), 서해(23%)). 이들은 주로 라

디오, 팩스 같은 과거에 주로 사용된 전달매체를 벗어

나 기상청 웹페이지(36%), 휴대폰(23%), 해양기상전

문방송(16%) 등의 새로운 정보전달매체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로 사용하는 기상정보는 ‘현
재날씨(29%)’, ‘단기예보(19%)’, ‘태풍정보(19%)’ 등
으로써, 장기예보보다는 실황, 특․경보, 단기예보 위

주의 당일 작업 혹은 명일 작업 계획 시에 필요한 정보

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재 이들이 사

용하고 있는 해양기상정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보

통과 불만족이 각각 57%와 12%으로 나타나 만족한다

는 응답(31%)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었다. 이
러한 결과의 주 원인은 ‘정보의 정확도 부족(64%)’과 

‘정보의 다양성 부족(28%)’이었으며, 이에 따라 연안 

산업종사자들의 연안기상정보 서비스 활용도를 높이

기 위해서는 정보의 정확도가 높고 수요자의 활용도

가 높은 콘텐츠 개발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기본 설문조사 중 업종별 질문에서 7개 업종 전체

에서 기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경험은 90% 이상, 사
고발생경험은 약 6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실

제 연안산업에 기상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작업에 피해를 준 기상요소와 작업에 

필요한 기상요소는 각각 업종별 작업의 종류와 특성

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Fig. 5). 조선업은 야외에서 

진행되는 작업공정이 많아 특히 기상에 민감한 업종으

로 강풍(47%)과 강수(23%)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전



487연안산업 분야별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연안기상 콘텐츠 설계방안 연구

Fig. 4. The main results of a general survey on coastal weather service.

Fig. 5. The main results of in‐depth survey on coastal weather service in shipbuilding industry; weather elements damaged 
while working (left panel), necessary weather elements while working (right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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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70%로 큰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특성에 따

라 가장 필요한 기상정보 또한 강풍과 강수확률로 나

타났다. 해운항만업은 조선업처럼 야외에서 진행되는 

작업이 많아 작업에 필요한 기상정보는 유사하게 나

타났으나 중요도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특
히, 강수(46%)에 의한 작업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조

사되었으며 한파(27%), 강풍(18%)과 같이 바람에 의

한 경제적 손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안여객업은 

앞서 보았던 업종들과 달리 해상을 운행하는 선박과 

관련된 정보가 중요하므로 파고(42%)와 안개(37%)
로 인한 작업 피해가 전체의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작업진행에 필요한 기상정보는 안개

(30%), 강풍(14%)로 실제 작업자들은 파고보다는 안

개에 대한 정보가 더 절실하게 필요함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그림으로 제시하진 않았지만 해양건

설업, 선박임대업, 어업, 해양레저업 등도 작업의 특성

에 따라 작업에 피해를 준 기상요소(강풍, 강수, 파고 

등)가 각각 다르게 나타났으며 정보의 중요도 또한 다

르게 나타났다. 

3.3. 심층 수요조사 및 연안기상 콘텐츠 기초설계

기본 수요조사에서 각 산업별 수요자들이 주로 활

용하는 연안기상정보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었

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연안기상정보를 제공한다면 다양한 수요자들의 만족

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수요자 맞춤

형 연안기상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 산

업이 어떤 작업단계로 구성되어있는지 그리고 각 작

업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연안기상정보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각 산업별 심층 수요조

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우선 7개의 연안산업 

중 조선업, 해운항만업, 연안여객업에 대해 방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심층 수요조사에 앞서 기본 수요조사

에서 획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일차적으로 각 산업에

서 연안기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작업단계를 

Table. 1과 같이 분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 작업단

계별로 중요한 특보의 종류, 작업과 관련하여 주로 사

용되는 관측실황, 작업 계획수립 등에 활용되는 주요 

예보(Main) 및 보조 예보(Sub) 등으로 구분하여 

Tables 2~4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Table 1. The classification of working stages on each 
industry in and around coastal areas 

Stage I Stage II Stage III

Shipbuilding Painting Loading Launching

Maritime trade Coastal area - 
anchorage

Anchorage - 
docking

Shipping - 
unloading

Passenger 
transport

Arrival and 
departure Operation

조선업에 대한 심층 수요조사는 최소 10년 이상 종

사한 현장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또한 조선

업의 작업 순서 및 기상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도장

(후행도장), 탑재, 진수의 세 단계로 구분하였고 각 단

계에서 필요한 연안기상 콘텐츠를 설계하였다(Table 
2). 세 작업단계 모두 공통적으로 기상청 및 민간기상

업체로부터 연안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으며 

만족도가 낮은 부분은 ‘예측 신뢰도 부족’과 ‘실시간 

기상관측자료의 업데이트 지연’을 손꼽았다. 또한 연

안기상 예측정보는 장기예보보다는 2~3일 정도의 단

기예보를 선호하였고, 정보의 전달수단은 대부분 실

외작업으로 진행되어 수시로 날씨정보를 확인해야 하

는 특성상 어플리케이션 및 모바일 웹페이지 접근이 

용이한 스마트폰을 선호하였다. 스마트폰을 통해 제

공받는 기상정보의 형태는 각 요소에 따라 다르게 조

사되었는데, 기상특보는 ‘텍스트’, 관측실황은 ‘표’, 
예보는 3시간 단위의 ‘그래프 및 표’ 형태를 선호하였

다. 하지만 작업단계에 따라 선호하는 특․경보의 종

류와 예보요소는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도장 작업

에서는 호우․대설주의보, 날씨개황․강수확률․습

도 등과 같이 강수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 민감하였으

며, 탑재와 진수 작업은 강풍․풍랑주의보, 풍향/풍
속․돌풍․파고 등과 같이 바람 및 파도와 관련된 정

보 수요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운항만업에 대한 심층 수요조사는 주로 부산항

만청 관제센터의 항만관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

며, 연안해역-정박, 정박-접안, 선적 및 하역의 세 단계

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서 필요한 연안기상 콘텐츠를 

설계하였다(Table 3). 연안해역-정박, 정박-접안 단계

는 항만관제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선적 및 하



489연안산업 분야별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연안기상 콘텐츠 설계방안 연구

Special Weather Report
Real time 

weather condition
Important

weather forecast
Referential 

weather forecast

Painting

O weather elements 
 : heavy rain, strong wind,   

typhoon, wind and waves,  
heavy snow, sultry weather,   
 dust, cold wave, storm surge

O data form: text 
O a tool of communication

 : app/mobile web

O weather elements
 : wind direction/speed, 

humidity, wave 
height/wave  direction, 
Temperature, wind gust, 
precipitation

O data form: table
O a tool of communication
  : app/mobile web

O weather elements
: rainfall probability, humidity

O data form: graph, table 
O a tool of communication

: app/mobile web
O forecast interval: 3h

O weather elements
: general weather 
condition, Wind 
direction/speed,    
temperature(minimum/
maximum/feel like)

O data form: graph, table
O a tool of communication  

: app/mobile web
O forecast interval: 3h

Loading

O weather elements
 : wind direction/speed/gust

O data form: graph, table 
O a tool of communication

: app/mobile web
O forecast interval: 3h

O weather elements
: general weather 
condition, precipitation, 
wind speed/ 
direction/gust, 
 temperature(minimum  
/maximum/feel like) 

O data form: graph, table 
O a tool of communication

: app/mobile web
O forecast interval: 3h

Launching

O weather elements: tide
O data form: graph, table 
O a tool of communication

: app/mobile web
O forecast interval: 3h

Table 2. The classification of coastal weather contents with working stages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Special Weather Report
Real time 

weather condition
Important

Weather forecast
Referential 

weather forecast

Coastal area 
- anchorage

O weather elements 
 : wind and waves, strong 

wind,  typhoon, heavy 
rain,  heavy snow, storm 
surge

O data form: spatial images
O a tool of communication
 : web pages 

O weather elements
 : wind 

direction/speed, 
  Visibility, pressure, 
  wave 

height/direction, 
  tidal current, 

precipitation
O data form
 : spatial images, 

graph
O a tool of 

communication
 : web pages

O weather elements
 : wind 

direction/speed, 
  wave 

height/direction
O data form: spatial 

images, graph
O a tool of 

communication
 : web pages
O forecast interval: 

1‐2h

O weather elements
 : wind gust, tidal current, pressure,   

visibility, general weather condition, wave 
period, maximum wave height

O data form: spatial images, graph
O a tool of communication: web pages
O forecast interval: 1‐2hAnchorage ‐ docking
O weather elements : visibility, wave 

height/direction
O data form: graph, table 
O a tool of communication : web pages
O forecast interval: 1‐2hO weather elements
 : wind direction/speed, pressure, temperature 

(maximum/minimum/feel like), tidal 
current, general weather forecast

O data form: spatial images, graph
O a tool of communication: web pages

Shipping - 
unloading

O weather elements
 : wind 

direction/speed, 
  rainfall probability
O data form: spatial 

images, graph 
O a tool of 

communication
 : web pages
O forecast interval: 

1‐2h

O weather elements
 : wind gust, wave height/direction, visibility, 

pressure, tidal current, general weather 
condition, 
temperature(maximum/minimum /feel 
like) 

O data form: spatial images, graph
O a tool of communication: web pages
O forecast interval: 1‐2h

Table 3. The classification of the coastal weather contents with working stages in maritime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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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Weather Report Real time 
weather condition

Important
weather forecast

Referential 
weather forecast

Arrival 
and 

departure
O weather elements 
 : wind and waves, strong 

wind, typhoon, heavy rain,  
heavy snow, storm surge

O data form: graph, text
O a tool of communication
 : app/mobile web, web pages

O weather elements
 : wind direction/speed, 
  Visibility, wave height/ 

direction, precipitation
O data form
 : text, table, graph
O a tool of communication
 : app/mobile web, web pages

O weather elements
 : visibility, wave height/ 

direction
O data form
 : text, table, graph
O a tool of communication
 : app/mobile web, web pages
O forecast interval: 3h

O weather elements
 : wind direction/speed, 

Maximum wave height, 
Wave period

O data form
 : text, table, graph
O a tool of communication
 : app/mobile web, web 

pages
O forecast interval: 3h

Operation

O weather elements
 : wind direction/speed,  

maximum wave height
O data form
 : text, table, graph
O a tool of communication
 : app/mobile web, web pages
O forecast interval: 3h

O weather elements
 : visibility, wave 

height/direction, wave 
period

O data form
 : text, table, graph
O a tool of communication
 : app/mobile web, web 

pages
O forecast interval: 3h

Table 4. The classification of the coastal weather contents with working stages in passenger transport

역 단계는 기본 설문조사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항만

관제사는 연안해역-정박, 정박-접안의 두 단계에 종사

하는 직업군이며, ‘바람, 파고, 안개’와 같은 기상요소

의 악화로 인하여 작업계획 수립에 있어 차질을 빚은 

경험이 많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연안기상정보는 기

상청 웹페이지를 통해 기본적으로 매일 1회 이상 이용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기상정보를 확인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기상청의 정보는 ‘예측 신뢰도

의 부족’, ‘전달체계에 대한 이해부족’, ‘정보가독성 

저하’ 등으로 인해 이해하기가 어려우며 만족도 또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기상특보는 현재의 예

보구역보다 연안을 좀 더 세분화하여 발표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외에도 연안기상 예측정보는 

조선업과 마찬가지로 장기예보보다는 2~3일 정도의 

단기예보를 선호하였고 정보의 전달수단은 대부분 실

내작업으로 진행되어 웹페이지를 선호하였으며, 기상

특보와 예측정보는 ‘공간 이미지’, 관측실황은 ‘공간

이미지 및 그래프’ 형태로 제공되기를 선호하였다. 해
운항만업은 선박 및 물자의 이동과 관련된 산업 특성

상 전 단계에서 태풍을 비롯한 강풍과 풍랑특보에 민

감하였고 실시간 풍향/풍속 정보가 필수적으로 활용

되고 있으나 항만 주변 관측지점의 부족 및 관측 요소

의 부족으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정박-접안 단계에서는 항만 내부를 이동하

는 선박 간 충돌 사고 방지를 위해 시정정보가 추가되

기를 희망하였다. 
연안여객업에 대한 심층 수요조사는 부산 앞바다 

및 부산과 일본을 오가는 주요 여객선사의 현장관리

자를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입․출항, 운항의 두 단

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연안기상 콘텐츠를 설계하

였다(Table 4).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연안여객

업의 특성상 입․출항, 운항 단계 전반에 걸쳐 ‘파고, 
바람, 안개’의 순으로 작업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작업진행과 관련하여 연안기상정보는 하

루에 2~3번 이상 활용하며, 특히 선박의 운항계획 수

립을 위해 자주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앞서 다른 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측 신뢰도의 부

족’을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으며 ‘연안기상 콘텐츠

의 부족’ 또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라 응답하였다. 연안여객업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기상특보는 풍랑․강풍․태풍특보 등이며, 현재보다 

특보구역이 좀더 세분화되고 특보 해제발표가 신속하

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연안여객

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예측정보는 ‘유의파고․

풍향․풍속’ 이었으며 다른 연안산업과는 달리 1개월 

장기예보 또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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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단계에서는 현재 제공되고 있지 않지만 시정에 대

한 정보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시정의 

관측 및 예보정보가 추가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

다. 정보의 전달수단은 야외에서 진행되는 작업 특성

상 두 단계 모두 어플리케이션 및 모바일 웹페이지를 

선호하였으며, 정보제공 형태에 있어 기상특보는 ‘텍
스트 및 공간이미지’, 관측실황 및 예측정보는 ‘표와 

그래프’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결 론

본 연구는 연안 해양산업, 각종 경제활동 그리고 우

리 생활과 관련이 있는 모든 연안지역의 다양한 활동

에 대하여 기존의 공급자 중심 정보제공 시스템의 문

제점을 개선하여 수요자 맞춤형 연안기상정보시스템

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우선 국내법이 규정

하고 있는 연안에 대한 정의 및 개념을 정확히 정립하

고, 국내외 연안기상 콘텐츠 및 예측정보 시스템의 활

용현황 조사를 통해 국내 연안기상정보 시스템의 현

주소를 파악하였다. 또한 연안산업을 7개 업종으로 분

류하고 공통질문 및 업종별 질문으로 구분하여 연안

기상정보 시스템에 대한 현황평가 및 수요조사에 관

한 기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여러 산업 중 조선

업, 해운항만업, 연안여객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연안기상 콘텐츠 설계와 관련된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하였다. 
그 결과 국내 연안기상정보가 어떠한 형태로 생산

되고 어떠한 전달체계를 통해 정보 수요자들에게 제

공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각 연안산업의 수요

자가 체감하고 있는 기존 정보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및 문제점이 무엇인지,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콘텐

츠 및 형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다. 또한 현장에서 

기본 및 심층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연안기상정보를 

생산․유통시키는 공급자와 다양한 연안산업에 종사

하고 있는 수요자들 사이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현재의 연안기상정보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이해의 차이가 연안기상

정보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비록 국내외 연안기상정보의 현황 및 문

제점을 파악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콘텐츠 설계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설문조사라는 비교적 단순한 방

법을 사용하였지만 그동안 국내 연안 혹은 해양기상

정보에 대한 현장에 있는 수요자들의 의견을 직접 조

사한 연구가 부족하였기에 수요자 맞춤형 연안기상정

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의의가 있

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실제 수

요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연안기상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지 그리고 수요자들이 생각하는 현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점 등을 사전 인지한 다음 연안기상 콘

텐츠를 개발하고 전달체계를 개선한다면 현재의 공급

자 중심의 연안기상 콘텐츠 유통체계를 수요자 중심

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선진화된 연안기

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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