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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등하교 날씨는 ‘아이엠스쿨’ 앱으로
- 기상청-엔에이치엔에듀 협업 기상정보 알림 서비스 -

□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날씨에 취약한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및
학교생활을 위해, 주식회사 엔에이치엔에듀(NHN edu)와 협업하여 7월 27일
(수)부터 ‘아이엠스쿨’앱을 통해 학부모, 선생님에게 기상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 해마다 급증하는 폭염,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은 날씨 취약계층인 학생들
에게 쉽게 노출되어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 이에, 기상청은 교육종사자·학부모가 자주 이용하는 ‘아이엠스쿨’
교육 앱을 통해 위험기상상황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학교 위치
기반으로 전국 시·군·구 단위(12,307개 초·중·고교, 가입자 650만명) 날씨
정보를 ‘앱 알림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주요 서비스는 학생 등·하교 시 안전과 가장 밀접한 ▲ 호우·대설·
강풍 특보와 폭염·한파 영향예보(제공일자: 7월 27일) 알림 기능,
▲ 비/눈 예보 알림 기능(제공일자: 8월 말) ▲ 교사용 날씨 소식 알림장
자동 첨부 기능(제공일자: 9월 말)이 제공된다.

○ 기상특보 알림은 특보 발효 시 특보 구역명과 학교지역 정보가 연결
되어 실시간 알림이 발송되며, 눈/비 알림은 등·하교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전 날 저녁 19시 30분 조건(눈/비)에 부합 시 제공된다.

□ 민-관 협업을 통해 개발된 날씨정보‘앱 알림서비스’가 위험기상에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콘텐츠의 지속 개발과 자연재해로
부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유희동 기상청장은“앞으로도 국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계속 발굴하여
국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상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 붙임 날씨정보 ‘앱 알림서비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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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날씨정보 ‘앱 알림서비스’ 예시

PUSH 메시지 기본 양식
기상특보 알림

눈/비 알림
내일 우산을 준비해주세요.☂

비 {학교명} 주변에 비 예보가 있어요. {최저기온/최고기온}
내일 우산을 준비해주세요.☃

눈 {학교명} 주변에 눈 예보가 있어요. {최저기온/최고기온}

PUSH 메시지 샘플

<PUSH 알림 예시>

<알림 선택 시 표출화면 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