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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대표 과수 기상융합서비스 앱
개선방안 공모전’ 시상식 개최
- ‘내 손으로 바꾸는 대표 과수 기상융합서비스’수상자 발표
□ 대구지방기상청(청장 서장원)은 ‘경북지역 대표 과수 기상융합서비스’
고도화 추진을 위해 진행한 앱 개선방안 공모전, 『내 손으로 바꾸는 대
표 과수 기상융합서비스』시상식을 6월 28일(화) 개최하였다.
□ 이번 공모전은 올해로 개발이 완료되는 경북지역 대표 과수 기상융합
서비스(2020~2022년) 앱의 개선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 1차 서면심사와 2차 최종 발표심사를 통해 7팀(인)이 수상작으로 선정되
었다.
□ 최종 수상자 7팀(인)에게는 상금과 함께 대상은 기상청장상을, 최우
수·우수·장려상은 대구지방기상청장상을 수상하였다.(△대상 1점
250만원 △최우수상 1점 200만원 △우수상 2점 각 100만원 △장려상 3
점 각 50만원)
○ 대상은 사용자에게 필요한 타 기관 데이터와 연계, 현재 어플 내 ‘재해
제보’를 게시판 형태로 변경,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가독성 향상 등을
제안한 『김경희 님』이 선정되었다.
○ 최우수상은 가독성과 직관성을 고려한 UI(User Interface)와 일몰/일출
정보 제공을 제안한 『과수과수』 팀이,

○ 우수상은 GPS 기반 날씨 및 과수 소도매 가격 정보 제공을 제안한
『기상청 사람둘』팀과 일정 관리 및 병해충 정보 제공을 제안한 『팀고모』
팀이 각각 수상하였다.
○ 장려상은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간결한 네이밍과 UI 개선을 제안한
『유민주 님』, 시인성이 높은 앱 디자인과 과거 재해 정보 게시판 추가 등을
제안한 『바람개비』 팀, 그리고 사용자의 연령층을 고려한 직관적인
UI 개선을 제안한 『과수예~!』팀이 수상하였다.
□ 서장원 대구지방기상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경북지역 과수 농가에
더 나은 기상서비스가 제공되어, 농가소득이 향상 되기를 기대한다”
라며, “앞으로도 고품질의 기상서비스를 위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 반
영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붙임 1. 앱 개선방안 공모전 시상 결과
2. 앱 개선방안 공모전 시상식 사진

붙임 1

앱 개선방안 공모전 시상 결과

구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참가자(팀명)
김경희
과수과수
팀고모
기상청 사람 둘
유민주
바람개비
과수예~!

상훈
기상청장상

100만원
대구지방기상청장상

총 7명(팀), 800만원
※ 본상 수상자 외 입상자 3명(팀) 각 10만원 상품권

붙임 2

상금
250만원
200만원

앱 개선방안 공모전 시상식 사진

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