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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야? 소나기야?
이제 동네예보에서 확인하세요!
- 기상청, 동네예보에 ‘소나기’ 추가하고 하늘상태 표현 간소화

□ 기상청(청장 김종석)은 그동안 동네예보 에서 구별되지 않았던 ‘비’와
*

‘ 소나기’ 를 6월 4일(화) 17시부터 구분하여 예보한다고 밝혔다.
* 동네예보: 오늘~모레(3일간)까지 3시간 간격으로 기온, 하늘상태, 강수확률 등 총 12개의 요소에 대해
행하는 예보

○ 이번 소나기 예보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기존 4종(△강수 없음 △비 △비/눈
△눈)으로 제공했던 동네예보 강수형태에 ‘소나기’ 를 추가한 것이다
강수 없음

비

비/눈

눈

소나기

-

동네예보 강수형태

⇒

(현재) ‘비’로 예보

(개선) ‘소나기’ 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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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소나기 예보의 경우, ‘단기예보 통보문 개황’이나 ‘날씨해설’

에서만 소나기 정보(예시:

○

강원남부산지 낮에 곳에 따라 소나기)를

제공하였으나,

동네예보에서의 ‘소나기’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국민생활의
편리를 위해 ‘비’와 ‘소나기’를 구분하여 제공하게 되었다.

□ 더불어, 동네예보 ‘하늘상태’를 4단계(△맑음 △구름조금 △구름많음 △흐림)에서
△

3단계( 맑음

△구름많음 △흐림)로 간소화해 제공한다.

○ 국민의 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하늘상태의 ‘맑음’과 ‘구름조금’을
‘ 맑음’ 으로 간소화하였다.
맑음

구름조금

구름많음

흐림

맑음

구름많음

흐림

⇒
개선(3단계)

기존(4단계)

□

예보

□

▶

개선된 동네예보는 날씨누리(www.weather.go.kr)

▶동네예보에서 6 월

특보 예보

▶육상

4 일( 화) 17 시부터 확인할 수 있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이번 동네예보 개선을 통해 국민의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라며, “앞으로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적 흐름에 맞춰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기상정보의
활용성을 높이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 참고: 초단기·동네(단기)·중기예보란?
- 2 -

참 고

초단기·동네(단기)·중기예보란?

o 초단기예보란?
- 전국 읍면동 단위에 대한 최대 4시간(1시간 단위)까지의 상세한 예보
- 하루 24회(매시각 30분) 발표되며, 실황요소 6종과 예보요소 8종을 생산함
* 실황요소: 기온, 습도, 풍향, 풍속, 강수량, 강수형태
예보요소: 기온, 습도, 풍향, 풍속, 강수형태, 강수량, 하늘상태, 낙뢰

o 동네(단기)예보란?
- 전국 읍면동 단위(5km×5km)에 대한 모레(3시간 단위)까지의 상세한 예보
- 하루 8회(02, 05, 08, 11, 14, 17, 20, 23시) 발표되며, 예보 요소 12종을 생산함
* 예보요소(12): 기온, 아침최저/낮최고기온, 습도, 풍향, 풍속, 강수량, 강수형태,
강수확률, 적설, 하늘상태, 파고

o 중기예보(10일 예보)란?
- 전국 도 단위와 해상광역예보구역에 대한 향후 10일까지의 예보
- 하루 2회(06, 18시) 발표되며, 12시간(오전/오후)단위로 구분하여 예보함
(단, +8 ∼ +10일은 일(하루)단위로 예보)
* 예보요소(6): 아침최저/낮최고기온, 강수형태, 하늘상태, 파고, 강수확률

※ 예보종류
- 초단기예보 : 4시간 이내의 예보
- 단기예보(동네예보) : 3일 이내의 예보
- 중기예보(10일 예보) : 10일 이내의 예보
- 장기예보(1개월 전망, 3개월 전망) : 11일 이상의 예보

-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