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재 기상정보 활용" "

년 제 회 대한민국 기상정보대상- 2007 2 -

마산시는 전국 최초의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창원시 진주시 목포시 거제시 등 전국 지자체의 벤, , ,

치마킹모델이 되고 기상특화 서비스의 활성화 및 기,

상산업육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마산 시청
http://www.masan.go.kr

마산 지역은 년 태풍 매미로 인명 피해가 있어 방재기상에 대한 지역2003

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고품질의 방재기상정보를 일반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맞춤형 방재기상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지역의 재해지도 및 재해예측,

정보와 전광판 기상정보서비스 서비스를 통한, BIS(Bus Information System)

실시간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방재담당공무원의 대상 휴대폰에 서, SMS

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방재현장에서 축적된 업무 노하우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기상청과 기상사업자 주 비온시스템 와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지역민의(( ) ) ,

입장에서 방재기상정보의 중요성을 적극 피력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의 유비쿼터스 방재기상정보 시스템 구축을 혁신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1 방재 기상정보 활용 마산시청( , 글쓴이 재난예방과 신철규: )

제 회 대한민국 기상정보대상 대상 수상( 2 )

마산시청은※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최초의 유비쿼터스 방재기상정보 시스

템 구축 및 활용으로 기상재해 예방에 혁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기존의 방재기상정보 서비스 특징□

기상청에서는 방재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몇몇의○ 방재담당자들에게 방재기

상정보시스템(http://metsky.kma.go.kr)을 비롯하여 다양한 기상정보를 제

공하고 있으나 주로 방재담당자 위주의 한정된 인원에 국한하였다, .

즉 일반 시민들에게는 고급의 방재기상정보,○ 제공이 다소 미흡하고,

특히 실외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에게는 기상정보 전달이 어려운 실정

이어서 보다 다양하고 직접적인 방재기상정보 전달 방안이 필요했다, .

□ 방재기상정보 서비스 추진 배경

마산지역은 년 태풍 매미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여2003○ 방재기상에 대

한 지역민의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고품질의 방재기상정보를 일반시민들

에게 다양하고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마산시청은 지역민의 입장에서 방재기상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방재현장에서 축적된 업무 노하우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기상청과 민간기상사업자 주(( )비온시스템 와)

의 가교 역할을 하였다 지역. 민의 입장에서 방재기상정보의 중요성을

적극 피력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유비쿼터스 방재기상정보 서

비스 시스템 구축을 혁신적으로 수행하였다.



방재기상정보 서비스 시스템 구축□

○ 신속 정확 효율 유비쿼터스 방재기상정보 시스템을“ , , ”, 구축하여 다양한

전달 방법을 통해 고품질의 기상정보를 지역민에게 실시간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두었다.

○ 방재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방재, 대응력을 높이고 방재

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적극적인 방재기상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 마산시 방재기상 정보 시스템< 8. >



방재기상정보 서비스 시스템의 특징□

맞춤형 방재기상 웹 서비스○
마산시 홈페이지 에 맞춤형- (http://masan.go.kr) 방재기상 홈페이지를 구

축하여 침수피해 위험도와 해일위험도 등 지리정보시스템 과 연(GIS) 계

한 재해지도 및 재해예측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마산시 실시간 감시 시스템< 9. >



전광판 기상정보 제공○
- 마산시 주요도로 전광판에 기상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다.

그림 마산시 도로 전광판 기상정보< 10. >

기상정보 제공BIS(Bus Information System)○
- 마산시 시내버스의 모니터에 기상특보 실황BIS , , 방재 유의사항 등을

실시간 표출하여 지역민들에게다양한방재기상정보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악기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방재기상정보, 시스템이

기상청 서버와 연동하여 전광판 기상정보시스템에 기상, BIS 정보를 제공하

여 지역주민들에게 실시간 기상상황이 전파되도록 하고 있다.

방재기상정보 서비스 시스템의 기대효과□

○ 유비쿼터스 방재기상정보 서비스를 이용 하여 기상재해 최소화에 기여

함으로써 타 자치단체의 거울이 되고 있다.

○ 마산시가 지자체 방재업무 수행에 주도적 역할을 하여 창원시 거제시 등,

경남지역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로의 방재기상정보 서비스 확산 가능성을

선보임으로서 벤치마킹을 통한 기상정보의 활용을 높이고 있다 월.(2006.12 )



그림 거제시 방재기상정보 시스템< 11. >

이에 현재 창원시 진주시 등 경남지역을 비롯한 전국으로의 확산 가,○
능성을 선보이고 있어 기상특화서비스 활성화의 계기가 되어 방재업

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민의 경각심을 고조시키고 기상재해,

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상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