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공공 데이터 한글명 파일데이터/API명 대상
1 농업기상관측(시간, 일간) 대국민
2 종관기상관측자료(일간) 대국민
3 유관기관 기상관측(일간) 대국민
4 북한기상관측자료(시간, 일간) 대국민
5 지상관측자료 연값(연보) 대국민
6 지상관측자료 월값(월보) 대국민
7 종관기상관측 시간자료 대국민
8 종관기상관측 일자료 대국민
9 지상정보조회서비스 공공기관
10 방재기상(AWS)관측자료(일간) 대국민
11 방재기상관측자료 월값(월보) 대국민
12 방재기상관측자료 연값(연보) 대국민
13 (신)자동기상관측 조회 공공기관
14 레윈존데(일간) 대국민
15 연직바람관측(일간) 대국민
16 고층기상관측자료 월값(월보) 대국민
17 라디오미터(연간) 대국민
18 고층정보조회서비스 공공기관
19 해양기상관측 파고부이(일간) 대국민
20 해양기상관측 해양기상부이(시간/일간) 대국민
21 해양기상관측 등표기상관측(시간/일간) 대국민
22 해양관측자료 월값(월보) 대국민
23 해양정보조회서비스 공공기관
24 항공기상관측(일간) 대국민
25 공항기후통계(일간) 대국민
26 저층바람시어경보(수시) 대국민
27 항공기상전문(IWXXM Ver.2.0) 대국민
28 세계공항 항공기상전문 대국민
29 항공기상전문 대국민
30 부유분진측정(일간) 대국민
31 황사정보조회서비스 공공기관
32 기후변화감시(일/월자료)_반응가스 대국민
33 기후변화감시(일/월자료)_온실가스 대국민
34 기후변화감시(일/월자료)_자외선 대국민
35 기후변화감시(일/월자료)_성층권오존 대국민
36 기후변화감시(일/월자료)_총대기침적 대국민
37 기후변화감시(일/월자료)_에어로졸 대국민
38 기상청 기후변화지수정보 관측값 자외선지수(일간) 대국민
39 기상청 세계기상관측정보 SYNOP(지상기상관측전문)(수시) 대국민
40 낙뢰정보 낙뢰정보 대국민
41 낙뢰정보조회서비스 대국민
42 낙뢰관측자료(수시) 대국민
43 과거 동네예보(수시) 대국민
44 (신)동네예보정보조회서비스 대국민
45 동네예보통보문정보조회서비스 동네예보통보문정보조회서비스 대국민
46 중기예보정보조회서비스 대국민
47 과거 중기예보(수시) 대국민
48 태풍정보조회서비스 대국민
49 태풍정보(수시) 대국민
50 기상특보정보조회서비스 대국민
51 과거 기상특보(수시) 대국민
52 기상청 장기예보정보 3개월전망(수시) 대국민
53 레이더영상정보조회서비스 레이더영상정보조회서비스 대국민
54 원시자료(분) 대국민
55 UF자료(240km sweep 0도)(수시) 대국민
56 합성영상(NoneQC CAPPI)(수시) 대국민
57 합성영상(NoneQC PPI)(수시) 대국민
58 UF자료(480km)(수시) 대국민

기상청 황사관측정보

기상청 지상기상관측 정보

기상청 세부지역별기상관측 정보

기상청 고층기상관측 정보

기상청 해양기상관측정보

항공기상정보

기상청 기후변화감시정보

낙뢰정보조회서비스

동네예보정보조회서비스

기상청 중기예보정보

기상청 태풍예보정보

기상청 특보정보

레이더자료/원시자료



번호 공공 데이터 한글명 파일데이터/API명 대상
59 사이트 3차원(수시) 대국민
60 레이더정보 레이더정보 대국민
61 위성영상정보조회서비스 위성영상정보조회서비스 대국민
62 위성자료/원시자료 원시자료 대국민
63 위성자료/이미지자료 이미지자료 대국민
64 기상청 일기도정보 일기도정보조회서비스 공공기관
65 수치분석일기도(수시) 대국민
66 수치예상일기도(수시) 대국민
67 기상청 파랑예보모델정보 해구별예측정보(수시) 대국민

68 과거 예상 더위체감지수(수시) 대국민

69 과거 예상 식중독지수(수시) 대국민

70 과거 예상 대기확산지수(수시) 대국민
71 (신)생활기상지수조회 대국민
72 (신)보건기상지수 대국민
73 과거 예상 꽃가루농도위험지수(수시) 대국민
74 농업 주산지 기상정보 작물별 주산지 상세날씨 정보 대국민
75 기상청 도로 날씨 정보 CCTV 기반 도로날씨정보서비스 대국민
76 관광코스별 관광지 상세 날씨 정보 대국민
77 국내 관광지 위치정보(2015) 대국민
78 지진정보조회서비스 대국민
79 지진정보(수시) 대국민
80 기상청 가뭄정보 가뭄지수(일간) 대국민
81 연누적평균일사량(2009년,2010년) 대국민
82 고도별 풍향·풍속자료(1998~2010) 대국민
83 관측지점정보(수시) 대국민
84 표류부이 이동경로(수시) 대국민
85 기상기본정보조회서비스 공공기관
86 기상특보구역정보(수시) 대국민
87 예보구역정보조회 대국민
88 자기기록지 대국민
89 종이 일기도(1933~1985) 대국민
90 조선시대 각사등록(1863~1900) 대국민
91 조선왕조실록(1390~1900) 대국민
92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연간) 대국민
93 낙뢰(연보) 대국민
94 지상_한국기후표(수시) 대국민
95 지진(연보) 대국민
96 기상연감(연간) 대국민
97 엘니뇨 백서(2016) 대국민
98 지상_한국기후도 대국민
99 기상청 설명메타데이터 정보 종이에 남긴 100년의 기록 대국민
100 기상청 기후통계분석정보 바람장미(일간) 대국민

기상청 지진화산정보

레이더자료/원시자료

기상청 수치일기도정보

생활기상지수조회

보건기상지수

기상청 관광코스 기상정보

기상청 기상자원지도정보

기상청 관측지점정보

기상청 예보구역정보

기상청_역사기후자료 정보

기상청 간행물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