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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the relocation project of equipment in 2011, the overall circumstances of KMA’s agrometeorological

observation have been significantly improved. Some concerns, however, emerged as a result of the evaluation

of observational circumstances in terms of quality assurance after the field surveys on all stations. In order

to improve the situation, we suggest: (1) establishment of clear management responsibilities, (2)

enhancement of mutual cooperation system between relevant organizations, (3) detailed records of the

changes in the observational circumstances, (4) standardization of equipment and sensors, (5) installation of

unified information boards, (6) transfer of inappropriate facilities to an adjacent cropland and (7) setup of

automated evaporation pan. In order to effectively utilize the high-quality data obtained through

improvement of observational circumstances and an elaborate quality control, it is recommended to publish

and disseminate regular reports on agrometeorological observations. To produce such a report on a trial

basis, we have investigated different types of regular reports issued by domestic and foreign organizations,

publication periods, geographical scope, main contents and amount. Based on our current situation, it would

be beneficial to learn from the cases of Germany and Canada, which summarize mainly the distinctive

agrometeorological phenomena occurred over the past years across th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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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기상은 대부분의 인간 활동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는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기상서비스를 제공하려 애쓰고 있다. 특히,

기상청은 농업기상 분야의 위상을 자체적으로 강화시

키기 위해, 농업기상에 대한 관심, 기반시설, 연구 및

관리 역량 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이

* Corresponding Author : Seung-Jae Lee

(sjlee@ncam.kr)



Sung-Won Choi et al.: Agrometeorological Observation Environment and Periodic Report of Korea Meteorological... 145

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는 농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기상현상들과 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담

아내기 위한 관측환경의 개선과 확보된 자료를 효과적

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등이 포함된다.

현재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상관측

업무는 지상기상관측, 고층기상관측, 해양기상관측, 기

후관측, 항공기상관측, 농업기상관측, 위성기상관측, 레

이더기상관측 등으로 분류된다(KMA, 2012). 이 중에

서 농업기상관측은 농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상현

상에 대해 행하는 관측으로,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기술규정에 따

른 기본 농업기상관측관서인 수원기상대(2015년 이후

수도권기상청)를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 자리 잡은 10

곳의 보조 농업기상관측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

지만 단순히 관측만 하는 것으로는 제대로 된 기상서

비스의 구현이 힘들다. 관측을 통해 얻은 자료가 일정

한 품질기준을 넘어서야 비로소 의미 있는 정보로 사

용자에게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품질

보증(Quality Assurance, QA)과 품질관리(Quality

Control, QC)로 이루어진다. 품질보증은 어떤 결과물

이나 제품이 만들어지는 공정 또는 절차에 초점을 두

어 일련의 사전 대책을 강구하는 활동을 말하고, 그

목적은 결함이나 불량을 미리 방지하는데 있으며, 그

책임은 그 결과물이나 제품을 생산하는데 관여한 모든

당사자들에게 있다. 반면, 품질관리는 이미 생산된 결

과물이나 제품의 실제 결함여부를 사후에 확인하는데

초점을 둔 일련의 활동(예로, Lee et al., 2011; Oh

et al., 2015)을 말하고, 그 목적은 최종 산물을 외부

로 내보내기에 앞서 존재할 수 있는 결함을 찾아내고

수정하는 것이며, 그 책임은 일반적으로 결과물이나

제품의 결함을 찾는 시험 및 검사를 진행하는 특정

부서가 진다(http://www.diffen.com).

Kwon et al.(2011)은 농업기상 관측업무의 품질보

증과 관련하여 기상청의 기획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이미 논 위에 관측타워가 설치된

수원기상대와 2010년 초부터 시험관측을 시작한 여수

기상대를 제외한 모든 보조 농업기상관측관서의 장비

들이 해당 기상대의 관측노장(잔디밭)에 지상기상 관측

장비와 중복으로 설치·운영되어 왔다. 주목적인 농경

지 위에서의 자료를 생산하지 못하는 실정이었기 때문

에, 지역 식생을 대표하는 지점으로 기존의 농업기상

관측장비들을 이전하여 최적의 관측망을 구축하는 방

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라 2011년 2월

기상청 관측기반국은 “자동농업관측시스템(Automated

Agriculture Observing System, AAOS)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였고, 실제로 서산기상대와 여수기상대를 제외

한 나머지 8곳의 보조 농업기상관측관서의 장비들을

새롭게 재배치함으로써 과거보다 더 양호한 농업기상

관측환경을 보유하게 되었다(Choi et al., 2014a).

관측 장비의 이전이 이루어지고 약 3년이 지난 현

재, 과연 변화된 관측환경에 적합한 농업기상관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품질보증의 차원에서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검은 농업기상 관측장비에서 획득

한 자료들의 품질관리에도 궁극적으로 도움을 준다.

즉, 농업기상 관측장비의 실제 운영 환경을 잘 유지함

으로써, 그 장비로부터 얻어지는 관측자료들의 품질에

기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전국 각지에

있는 기상청 농업기상 관측장비들의 정확한 운영 실태

를 현지답사를 통해 파악하고, 그 운용 및 관측환경이

자료들의 품질을 담보할 수 있을 만큼 양호한가, 그리

고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들을 생산할 수 있는

가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데 첫 번째 목표를 두었다.

한편, 최적의 관측환경은 양질의 관측자료를 얻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설령 완벽한

품질관리를 거쳐 최고 품질의 관측자료를 확보하더라

도 이를 올바로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

다면, 그리고 정보의 수요자들에게 제때에 전파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잉여 자료로 남게 될 것이다. 따라

서 얻어진 정보의 활용방안과 전파수단에 대해 끊임없

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며, 이 과정에서 등장한 것

중의 하나가 농업기상 관련 보고서의 정기적인 발행과

배포의 중요성이다(Choi et al., 2014b). 

현재 기상청에서는 어떤 형식이든 농업기상과 관련

된 보고서가 발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연구의 두

번째 목표는 국내외에서 발행되고 있는 여러 농업기상

관련 정기보고서들을 조사·정리하여 추후 시범적으로

제작될 보고서의 발행 주기, 분량, 지역적 범위, 내용

요소, 서술 형식 및 배포 방법 등에 대한 기초 자료

를 제공하는 것으로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위 두 가지 목표를 통해 각 관측관

서 별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전반적인 농업기상 관측환경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다. 또한, 개선된 관측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관측자

료의 신뢰도 향상을 통해 품질관리에 기여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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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자료 활용의 일환으로 정기보고서의 시범 제작

에 필요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II. 기상청의 농업기상 관측환경 현황

현재 기상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기상관측관서의

현황이 Table 1과 Fig. 1 및 2에 나타나 있다(Table 1,

Figs. 1 and 2).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가농림기상센터

홈페이지(http://www.ncam.kr)의 ‘농림기상 R&D’ 항목

에 있는 ‘농림기상 관측자료’ 창에서 얻을 수 있다.

기상청에서 발행한『농업기상 관측지침 (2010)』에 따

르면(KMA, 2010), 농업기상관측의 목적은 농작물과

기상과의 관련성을 연구하고, 농업기상재해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얻고, 나아가 그 지역의 기후에

알맞은 작물과 영농방법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기후자

료를 생산 및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농업기상 관측장

비의 설치 장소는 거의 편평하고 장애물이 없는 곳,

해당 지역의 대표적인 농작물이 심어져 있는 곳, 그리

고 인접한 장애물로부터 최소한 그 높이의 3배 이상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2011년도의 재배치사업 과정에

서 기존 장비의 이전설치와 함께 자동화된 몇몇 장비

와 센서들(철관지중온도계, 지중온도계, 초상온도계, 일

조계, 강수량계 등)이 새롭게 추가 설치되었다. 이를

통해 농업기상관측관서 관측되는 요소들은 토양수분

(0.1, 0.2, 0.3, 0.5 m), 지면온도, 지중온도(0.05, 0.1,

0.2, 0.3 m), 전천일사, 알베도, 순복사, 기온과 습도

의 연직분포(0.5, 1.5, 4.0 m), 풍속의 연직분포 (1.5,

4.0 m), 조도, 일조시간, 초상온도, 철관지중온도(0.5,

1.0, 1.5, 3.0, 5.0 m), 지하수위, 대형 및 소형 증발

량 등이다. 이 중에서 지하수위와 철관지중온도(1.5,

3.0, 5.0 m)는 기본관서인 수원기상대에서만 관측되며,

대형 및 소형 증발량은 자동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기존 장소 (해당 관서의 지상기상 관측노장)에서 수동

관측을 유지하게 되었다.

현지답사는 Table 1과 같이 순차적으로 전국의 모

든 농업기상 관측장비에 대해 이루어졌다(Table 1).

아직까지 이전하지 못한 서산기상대를 제외하고는 기

존의 수원기상대를 비롯하여 새롭게 이전한 모든 농업

기상 관측장비들이 과거에 비해 훨씬 양호한 그리고

원래의 목적에 잘 부합하는 자료들을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대부분의 장비들은 업무 협조

가 수월하고 그 지역에 적합한 대표 작물들을 시험재

배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기술원이나 농업기술

센터 또는 농업관련 교육기관에 자리 잡고 있어서 기

본적인 운영 및 관측환경을 충족시킨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 장비들의 입지 환경을 세밀히 살펴보면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수원기상

대의 경우, 관측타워의 설치 장소는 훌륭하지만 이곳

에 모든 농업기상 관측장비와 센서들이 설치된 것은

아니고 일부 장비와 센서들이 지상기상 관측노장의 다

Table 1. Agrometeorological observation network of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and the date of field survey.

Station
Name

Station
Number

Tower Site
Date of Field 

Survey

Location

Latitude
(N)

Longitude
(E)

Altitude
(m, AMSL)

Cheorwon 970 Cheorwon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2014. 08. 20 38o12' 127o15' 182

Suwon 971 Suwon Meteorological Station 2014. 06. 27 37o16' 126o59' 34

Andong 972 Korea Biological Science High School 2014. 08. 27 36o33' 128o41' 89

Suncheon 973 Hwasun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2014. 07. 21 35o01' 126o57' 40

Jinju 974 Daegok Farm of Gyeongsang University 2014. 08. 28 35o15' 128o09' 21

Jeonju 975
Jeollabuk-do Agricultural Research &
Extension Services

2014. 07. 22 35o57' 127o00' 14

Cheongju 977
Chungcheongbuk-do Agricultural Research
& Extension Services

2014. 08. 01 36o43' 127o28' 40

Chuncheon 978
Gangwon-do Agricultural Research &
Extension Services

2014. 08. 06 37o57' 127o47' 141

Seosan 979 Seosan Meteorological Station 2014. 08. 08 36o46' 126o29' 29

Seogwipo 980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gricultural Research & Extension Services

2014. 09. 05 33o16' 126o29' 137

Yeosu 981 Boseong Meteorological Observatory 2014. 08. 29 34o46' 127o1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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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장비들과 혼재되어 있으며, 주변에 도시화가 진행

되면서 점점 더 높은 건물이 들어서고 농업관련 경관

은 줄어들고 있다(Fig. 2(b)).

춘천기상대의 경우에는 강원도 농업기술원의 시험포

장 설치 부지가 다른 곳에 비해 좁아서 주변의 키가

큰 과수나 재배시설물의 영향을 받기가 쉽다(Fig.

2(h)). 전주기상대와 서귀포기상대의 경우에는 농업기

술원 내에 있는 부지로 이전이 되었지만, 장비가 설치

된 주변 환경이 실제 농업환경과는 관련이 없는 도로,

주택 및 높은 시설물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전효과

가 크지 않게 되었다(Fig. 2(f) and (j)).

일부 기상대의 경우, 필요한 장비나 센서가 설치되

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그 방법이 옳지

않거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

견되었다. 예를 들어, 부지가 충분히 넓은데도 여러

관측 장비를 한 곳에 몰아서 설치한 경우(Fig. 3), 초

상온도계가 지면의 흙 위에 놓여 있는 경우, 지면온도

계가 잔디 위에 설치된 경우 등이 있었다(Fig. 4). 특

히 조도센서의 경우, 철원, 수원, 안동, 순천, 서산, 서

귀포, 여수를 제외한 나머지 관측관서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Fig. 5(a)는 조도 센서가 설치되어 있는

안동 관측관서의 모습으로서, 해당 센서가 동그라미

Fig. 1. Agrometeorological observation network of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More information can be found at
'http://ncam.kr/page/req/agri_intro.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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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Fig. 5(b)는 조도 센서가 설

치되어 있지 않은 4 군데 관측관서 중에서 진주의 경

우를 예로 보인 것이다. 

여수기상대에서 관리하는 보성군기상관측소의 농업

기상 관측장비들은 300 m 높이의 관측타워가 세워진

보성글로벌표준기상관측소를 비롯하여 국립기상과학원

의 국가위험기상 집중관측센터 등 주변의 기상관련 시

설들이 차지하는 부지가 매우 넓기 때문에 실제 농경

지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면서 농업과 관련된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Fig. 2(k)). 반면에 철

원·안동·순천기상대의 농업기상장비들은 주변 환경

도 매우 양호하고 모든 시설들이 규정에 따라 설치·

관리되고 있어 전반적인 상태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

었다(Figs. 2(a), (c), (d)).

III. 농업기상 정기보고서 발행 현황

관측환경의 개선을 통해 양질의 관측자료를 얻기 위

Fig. 2. Photos of 11 agrometeorological 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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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본조건이 충족되고, 정교한 품질관리 과정을 거

쳐 고품질의 자료가 생산된다면, 이를 활용하는 단계

로 접어들게 된다. 여러 활용 방안 중의 하나가 바로

정기적인 보고서의 발행인데, 이 절에서는 우선 국내

외에서 발행되고 있는 농업기상 관련 정기보고서의 종

류를 파악하였다. 근래에 이루어진 각종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발맞춰 실제로 많은 관련 기관들이 출판물을 종

이 매체가 아닌 인터넷을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보고서에 대한 조사가 과거

에 비해 훨씬 용이해졌다. 특히 세계농업기상정보서비스

(World AgroMeteorological Information Service,

WAMIS)의 홈페이지(http://www. wamis.org)는 국외

농업기상 관련 보고서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큰 도움

을 주었다(Fig. 6). 이곳을 통해 기본적인 정보를 얻

은 후, 해당 보고서를 발행하는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보고서의 내용과 현황을 조사할 수 있었다.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종류의 보고서들이 발행되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농업기상에 대한 관심이 높고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네 개의

국가(인도, 독일, 미국, 캐나다)를 선별하여 조사하였

Fig. 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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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에서 발행되고 있는 보고서에 대한 조사는

포털 사이트 검색과 관련 기관들의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또한 정기적인 보고서를 목

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 모두 부정기적으로

발행되는 보고서는 조사에서 배제되었다.

3.1. 국내 정기 간행물

앞에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기상 정보를 다루는

최상위 국가기관인 기상청은 농업기상 관련 정기보고서

를 발행하고 있지 않으며, 기상청의 관측자료와 예보자료

가 다른 관련기관에서 활용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농업기상정보서비스(http://weather.rda.

go.kr)를 통해 제공되는『농업기상현황 및 전망』은

현재 국내에서 발행되고 있는 유일한 농업기상 관련

정기보고서로 볼 수 있다. 분량이 30쪽 내외인 이

보고서는 농촌진흥청 소속의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

경부 기후변화생태과에서 10일 간격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직접 열람하거나 pdf파일 양

식으로 내려 받을 수 있다. 이 보고서에 실린 기상

정보는 기상청 관측자료와 농촌진흥청 자체 관측자료

Fig. 3. An example of a dense installation at the site with
sufficient space.

Fig. 4. An example of the false installation of surface
thermometer.

Fig. 5. Examples of the sites (a) with and (b) without an illuminance sensor (dashed circle). 

Fig. 6. Homepage of World AgroMeteorological Information
Service (WAM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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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함께 사용한 것이며, 예보 자료는 기상청에서 나

온 것이다.

『농업기상현황 및 전망』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쪽에 지난 시기의 기상특징과 앞으로의 기상전망을

담고 있는데, 전체 보고서의 요약이라 할 수 있다

(Fig. 7). 2쪽부터 4쪽까지는 해당 연도의 월별 관측

값들을 평년값과 비교하여 편차를 산출한 후 기상요소

별로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사용된 기상요소는 기온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 강수일수, 일

조시간, 평균상대습도, 평균풍속, 증발량 등이며, 특히

보고서가 발행된 달의 관측값들은 10일 간격으로 보다

세분하여 나타내고 있다. 5쪽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자

체 분류한 20개 농업지대별로 최근 10일간의 기상 특

징을 기상요소별 평년편차와 평년대비 백분율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6쪽부터 8쪽까지는 평균기온·강수량·

일조시간의 3가지 기상요소에 대해 2001년부터 발행

연도까지 월별 관측값을 나타내고, 지난 10년 평균값

및 평년값(1981~2010년)과 비교하여 편차 또는 대비

백분율을 산출하고 있다. 9쪽부터 11쪽까지는 농업지

대별로 향후 10일간의 기상예보와 1개월 기상전망을

실으면서, 지난 경과기상과 앞으로의 기상전망을 기온

과 강수량 요소에 대해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다. 12쪽

부터 마지막 쪽까지는 참고자료로서 각 농업지대에 따

라 월별·기상요소별 관측값을 평년값에 대한 편차와

함께 나타내고 있다.

3.2. 국외 정기 간행물

3.2.1. 인도 

인도에서 발행되는 농업기상 관련 정기보고서에 대

한 정보는 인도 기상청 농업기상분과 홈페이지(http://

www.imdagrimet.gov.in)의 ‘AGROMET SERVICES

(농업기상 서비스)’ 항목에서 얻을 수 있다. 이곳에서

는 총 6가지 종류의 정기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최근의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발행된 것들도 검색을

통해 구할 수 있다. 인도의 정기보고서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발행되

는『Agromet Advisory Service Bulletin(AAS 보고

서)』이고, 다른 하나는 이 AAS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기간을 달리하여 요약 발표하는 것들이 있다. 전

자의 AAS 보고서는 다시 발행 주체와 다루는 내용의

지역적 범위에 따라 구역(district)·주(state)·국가(All

India) 보고서의 세 부류로 나뉘며, 각각의 보고서들은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과 배포 양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하위 행정단위로 갈수록 관리가 부실해지는 경

우가 많아진다. 후자의 AAS 요약 보고서들은 다시

기간에 따라『Weekly AAS Summery(주간 AAS 요

약)』,『Monthly All India Weather and Crop Outlook

(월간 인도 전역의 날씨와 작물 개관)』,『Annual

Report of IAAS(Integrated AAS, AAS 연례종합보

고서)』등으로 나누어진다. 이와 같이 발행되는 보고

서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내용은 크게 기상 부문과 농

업정보 부문의 둘로 나누어 다룬다는 점에서 대동소이

하다. 다루는 정보의 질과 분량 면에서 인도의 대표적인

보고서로는 주 2회 발행되는 30쪽 분량의『National

Agromet Advisory Service Bulletin(국가 AAS 보고

서)』를 들 수 있다(Fig. 8).

3.2.2. 독일

독일에서 발행되는 농업기상 관련 정기보고서에 대

한 정보는 독일 기상청 홈페이지 (http://www.dwd.de)

의 ‘Klima + Umwelt(기후와 환경)’ 항목에 있는

Fig. 7. 『Agrometeorological Status and Prospect』of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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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arklimatologie(농업기후)’ 창에서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농업기상만을 다루는 별도의 보고서는 존재하

지 않고,『Klimastatusbericht(기후상황보고서)』라는

연례종합보고서에 하나의 장으로 들어가 있다(Fig. 9).

기후상황보고서는 독일 기상청이 기후감시를 위한 국

가적 기여의 일환으로 지난 1년간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일어났던 기상현상들을 관찰 및 분석하고

이를 기후학적으로 평가한 뒤에 그 결과를 요약하여

1998년부터 매년 발행해 온 것이다. 이 보고서의

한 장을 차지하는 10쪽 내외 분량의 ‘지난 1년간의

농업기상 현황’에 대한 설명에는 1월부터 시작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월별·지

역별 농업기상 지표들(기온·지면온도·지중온도·

토양수분·생물기후적 특성·Penman 증발산·잎의

수분 보유 시간 등)이 과거 평균값에 대한 편차와

함께 그래프와 표로 정리되어 있다. 특히 독일은 거

의 500곳에 달하는 관측망과 오랜 관측기간을 바탕

으로 토양수분을 비롯한 여러 토양 관련 관측자료의

평년자료가 존재할 만큼 데이터베이스가 매우 잘 갖

추어져 있어 이 자료가 보고서에 충분히 활용되고

있었다.

3.2.3. 미국

미국에서 발행되는 농업기상 관련 정기보고서에 대한

정보는 미국 농무성 경제수석실 홈페이지(http://

www.usda.gov/oce/index)의 ‘Weather and Climate(날씨

와 기후)’ 항목에 있는 ‘Publication & Report(간행물과

보고서)’ 창에서 얻을 수 있다. 미국 농무성은 상무성

및 해양대기청(NOAA)과 협력하여 6종류의 보고서를 발

행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일간 『Agricultural Weather

Highlights(농업기상 주요기사)』와 주간 『Inter-

national Weather and Crop Highlights(국제 기상과

작물 주요기사)』 그리고 월간 『WORLD AGRICUL-

TURAL WEATHER HIGHLIGHTS(세계 농업기상

주요기사)』는 모두 1쪽 분량의 보고서로서 다른 보고

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미국의

여러 보고서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미국 및

세계의 농업기상과 작물 현황을 두루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주간 기

상과 작물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Fig. 10). 50쪽

내외에 달하는 이 보고서에는 작물 수분 지도, 가뭄

현황 및 증발량 지도, 최고·최저기온의 극값 지도, 평

년에 대한 평균기온 편차, 생장도일 지도, 도시별 기

상 자료, 월 및 계절별 기상 개관(발행 시기에 따라

Fig. 8. 『National Agromet Advisory Service Bulletin』 of
India.

Fig. 9. 『Klimastatusbericht』 of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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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추가되며 전체 분량이 증가), 미국 전체 및

각 주별 농업 현황 요약, 국제 기상과 작물 요약(20

여 쪽에 달하며, 이 부분만 따로 떼어 내어 별도의

보고서로 제작), 농업기상과 관련된 특별기사 등이 포

함된다. 마지막으로『Global Crop Production Review

(세계의 작물 생산 개관)』은 연례보고서로서 세계를

7개 지역으로 나누어 주요 작물의 연간 생산량을 전년

도와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3.2.4. 캐나다 

캐나다에서 발행되는 농업기상 관련 정기보고서에

대한 정보는 캐나다 농업식품부 홈페이지(http://www.

agr.gc.ca)의 ‘Drought Watch(가뭄 감시)’ 항목에서 얻

을 수 있다. 이곳에서 열람할 수 있는 유일한 보고서

가『2013 Annual Review of Agroclimate Conditions

Across Canada(2013년도 캐나다 전역의 농업기후 상

황에 대한 연례보고서)』였는데(Fig. 11), 24쪽에 달하

는 이 보고서의 서술방식은 지난 1년간 일어났던 특

징적인 기상현상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술하는 독

일의 것과 유사하지만, 조금 더 작물의 생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두드러진다. 기계적인 계절 구

분에서 벗어나 농작물의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조

건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며, 봄·여름·가을과는 달

리 지리적 위치에 따른 특징으로 나타나는 긴 겨울은

짧게 언급되고 있다.

IV. 요약 및 제언

이 연구는 농업기상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내용

을 다루었다. 첫 번째 내용은 양질의 관측자료를 생산

하기 위한 품질보증의 기본전제로서 농업기상관측관서

의 관측환경에 대한 평가였다. 2011년 이후 이루어진

농업기상 관측장비의 재배치 사업을 통해 전반적인 관

측환경은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현지답사를 통해

개별 관측관서의 관측환경을 살펴보고 추후 평가한 결

과, 몇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Table 2의 관측환

경에 대한 평가 항목 중 ‘설치 부지’는 관측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지의 면적이나 형태, 용도 등을, ‘장

비와 센서’는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장비와 센서들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사후 관리’는 부지의

전반적인 관리 상태와 장비의 설치 환경 및 정비 상

Fig. 10. 『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of U.S.A. Fig. 11. 『2013 Annual Review of Agroclimate Conditions
Across Canada』 of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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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주변 환경’은 부지의 경계를 벗어나 인접한 곳

의 환경과 관측 장애요소 등을 고려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 기준과 관련한 어느 정도의 주관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며, 또한 측기의 검정 및 이와 관련된 측기의

정상적인 작동 유무는 이 평가에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

서, 어떤 관측관서의 관측환경이 아주 우수하다고 여기

에서 평가될지라도 그 사실이 그 곳에서 나온 관측자료

의 품질을 절대적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상대적으로

평가했을 때, 철원·안동·순천기상대의 농업기상장비

들은 전반적인 관측환경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진주·전주·청주·춘천·서산·서귀포기상대의 것들

은 어느 정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관측환경 평가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농업기상 관측장비의 관리 문제

가 종합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장비들이

기상대 외부로 멀리 이전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시야에서

벗어나게 되고, 설치기관의 현장 관리자들은 장비와 시

설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전반적으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기상청 내에 확실한 관리주체와 체계를 세우는

것이다. 현재 농업기상 관련 장비의 실질적인 정비와

점검은 모두 위탁업체에서 맡고 있고, 관측자료의 처

리는 본청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관할 지방관서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유관 기관들 간의 긴밀한 상호 협조체계의 강화

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할 지방관서를 대신하여 관

측장비를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협조기관의 인력에

Table 2. Relative evaluation of observational circumstances of agrometeorological stations.

Station
Name

Start
Year

Observational Environment

Site Feasibility Instrumentation Site Management Surroundings

Cheorwon 1988 Good Good Good Good

Suwon 1998 Good Good Good Fair

Andong 1973 Good Good Good Good

Suncheon 2011 Good Good Good Good

Jinju 1969 Good Poor Good Good

Jeonju 1918 Fair Poor Poor Poor

Cheongju 1967 Good Poor Good Good

Chuncheon 1966 Poor Poor Good Fair

Seosan 1968 Fair Poor Poor Fair

Seogwipo 1961 Good Good Poor Poor

Yeosu 1942 Good Good Good Fair

Table 3. Comparison of domestic and foreign agrometeorological reports.

Issuing Agency Name of Report Period Areal Scope Page

Domestic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Status and Prospects of
Agrometeorology

Every
10 days

Across Korea ~30

Foreign

India Meteorological
Department

National AAS Bulletin
Twice a week*

(TUE, FRI)
Across India ~30

German National
Meteorological Service

Climate Status Report Annual
Germany and 

Europe
~10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Weekly** Around the World ~50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Annual Review of
Agroclimate Conditions
 Across Canada

Annual Across Canada ~25

*In addition, India Meteorological Department issues reports in three different intervals (weekly, monthly and yearly).

**In addition,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issues reports in four different intervals (daily, weekly, monthly and ye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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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의 실시가 필수적이다.

3) 장비와 관측 부지 및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주

요 사건이나 환경 변화를 평소에 상세히 기록해야 한

다. 이 기록은 생산된 관측자료의 분석과 이해에 결정

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4) 농업기상관측관서에 따라 서로 다르게 설치되어

있는 장비와 센서의 표준화가 시급하다.

5) 현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격화된 형태의 안내판 설치가 필요하다.

6) 주변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된 관서의 장비

는 멀리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보다 인접한 농경지

부근으로의 이전이 필요하다. 또한, 서산기상대의 농업

기상 관측장비는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장비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서둘러 이전 작업을 마무

리해야 할 것이다.

7)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자동

화된 증발계의 설치 문제가 해결되어야 진정한 농업기

상 관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두 번째 내용은 확보된 고품질의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농업기상 정기보고서의

시범 제작을 위한 조사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여러

다른 기관에 의해 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정기보고서들

의 발행 주기, 다루고 있는 지역적 범위, 주요 내용, 분

량 등을 분석하였다(Table 3). 그 결과 현재 우리 나라

의 실정을 기준으로 볼 때, 1년에 한 차례씩 정기적으

로 국가 전체에 걸쳐 지난 1년간에 일어난 특징적인 농

업기상 현상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독일이나 캐나다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보고서들은 장차 시범적으로

제작하게 될 국내 농업기상 정기보고서의 기본 구성을

결정할 때 참고 자료로서 유용하다. 

적 요

2011년 농업기상 관측장비의 재배치 사업 이후, 기상

청의 농업기상 관측환경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향상되었

다. 본 연구는 최근 실시한 현지답사 결과를 바탕으로,

1) 확실한 관리주체의 확립, 2) 유관기관들 간 상호협조

강화, 3) 관측환경 변화에 대한 상세한 기록, 4) 장비와

센서의 표준화 5) 통일된 형태의 안내판 설치, 6) 부적

합한 환경 하에 놓여 있는 장비의 인접 장소로의 이동,

7) 자동화된 증발계의 설치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을 제시하였다. 또한, 확보된 고품질의 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현재 중단되어 있는 농업기상 정기보고서의 제작

이 필요하며, 우리 나라의 현황을 감안할 때 1년에 한

차례 국가 전체에 걸쳐 지난 1년 간 일어난 특징적인

농업기상 현상들을 시간 순으로 서술하는 독일이나 캐나

다의 연례보고서를 참고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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