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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필리핀 태풍 감시․예측 신규사업 추진키로
- 제8차 한-필리핀 기상협력회의 개최 -

□ 기상청(청장 박광석)은 4월 26일(화) 기상청 서울청사에서 필리핀 기상청
(PAGASA*)과 제8차 한-필리핀 기상협력회의를 개최하였다.

* PAGASA: Philippine Atmospheric, Geophysical and Astronomical Services Administration
○ 이번 제8차 회의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추진될 '필리핀 태풍
감시·예측 통합시스템 구축’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협의의사록
서명식과 연계하여 대면회의로 진행되었다.

□ 이번 회의에서 양기관은 △필리핀 대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해양
기상서비스 △영향예보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하였다.
○ 특히 해당 공적개발원조 사업은 필리핀 기상청의 위험기상 조기 감시 및
예측 역량 향상을 위한 것으로 △태풍 예보-분석-통계-훈련 등을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태풍 분석에 활용되는 천리안위성 2A호 수신시스템
구축 △통합시스템 운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 그간 양 기관은 2007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2~3년마다 협력회의를
개최해왔으며, △천리안위성 1호 수신·분석시스템 운영 기술 △기상레이더
운영 및 자료 활용 역량 향상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해왔다.

□ 비센트 말라노(Dr. Vicente B. Malano) 필리핀 기상청장은 “기상재해
대응 관련 기술과 함께 전문 교육훈련 지원 등 필리핀 기상업무 발전을
위한 한국기상청의 적극적인 협력에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전하면서
“특히 이번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계기로 필리핀 기상청의 위험기상
감시 및 예측 역량이 향상되고 양 기관 간 협력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
지길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 박광석 기상청장은 “태풍을 비롯하여 폭우, 가뭄, 폭염 등 위험기상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금, 기상재해 대응을 위한 국제적 공조와
협력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라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함께, 해양기상서비스 기술 협력 등을 적극 추진하여 필리핀의
기상재해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양국 간 기상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제8차 한-필리핀 기상협력회의 사진
2. 제8차 한-필리핀 기상협력회의 개요

붙임1

제8차 한-필리핀 기상협력회의 사진

| 협력회의 장면(왼쪽 첫 번째 박광석 기상청장) |

| 회의록 서명(오른쪽 박광석 기상청장) |

붙임2

제8차 한-필리핀 기상협력회의 개요

□ 일시/장소: 2022. 4. 26.(화) 10:00~11:30 / 기상청 서울청사 5층 대회의실
□ 방식: 대면 및 영상회의 병행
□ 참석: 기상청장, 필리핀기상청장, 기획조정관, 관련 전문가 등 20여 명
□ 세부일정
시간

내용

비고

1. 양측 대표단 소개 및 인사
10:00~10:10
(10’)

◦ 한국기상청 대표단 소개 및 인사
◦ 필리핀기상청 대표단 소개 및 인사

박광석 기상청장
Dr. Vicente Malano 청장

10:10~10:20
2. 제7차 회의 이후의 협력활동 검토
(10’)

한국기상청

10:20~10:25
3. 의제 채택
(5’)

한국기상청

4. 향후 협력활동 및 사업 논의
10:25~11:05
(40’)

4.1 향후 협력활동 논의
- 해양기상서비스

양기관 발표

- 영향예보 및 경보서비스
4.2 ODA 사업
11:05~11:10
5. 차기회의 개최시기 및 장소
(5’)
6. 합의록 서명식
11:10~11:20
(10’)
◦ 합의록 서명
◦ 기념촬영
7. 폐회
11:20~11:30
(10’)

◦ 양 기관 폐회 인사

※ 순차통역(한-영어)

Dr. Vicente Malano 청장
박광석 기상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