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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정보 컨텐츠 활용방안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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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정보 컨텐츠 활용방안 워크숍

초청의 글
기후변화로 인한 초대형 태풍의 발생과 이들 태풍이 한반도로 진행할 확률이 증가
함에 따라,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태풍(강풍)관련 재해의 위험성 또한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태풍(강풍)관련 재해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거나 취
약한 집단 또는 지역에서의 안전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나, 아직 많은 부분에
서 피해가 크게 발생하여 대응이 미비하거나, 대책마련이 미흡하며, 관련 연구 또
한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태풍(강풍) 관련 재난 및 재해발생시 사전방재를
위한 활동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아직은 발생한 태풍(강풍)관련 재해의 복구 차원에
서 행정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한반도에 발생 가능한 강풍관련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태풍과 같은 강풍이 한반도에 내습하기 전부터 사전에 철저한 방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본 자료 제공 및 예측시스템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이와 더
불어 사전방재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뿐만 아니라 사전방재활동을 해
야 하는 각 개인의 인식과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시민이
적극적으로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태풍정보 컨텐츠의 전달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에서는 인제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및 사단법인
REMS와 공동으로 태풍(강풍)관련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시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사전방재활동을 유도함으로써 피해를 저감할 수 있도록 태풍정보 컨텐츠
를 개발하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앱(App)을 만들어 무료 배포함에 앞서
방재관련 정부기관과 학계, 언론계 및 업계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태풍정보 컨텐츠
의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와 자문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심도 있는 토론과 자문으로 산․학․관 모두가 태풍 피해를 저감할 수 있
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소장 박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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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일정
내용

시간

개회식
15:10~15:20

(사회: 정우식 교수)

§ 환영사 (박종길 교수)
§ 기념촬영
휴식

15:20~15:30

주제발표

(좌장: 정우식 교수)

§ 과제 개요

15:30~16:40

(박종길 교수/센터장)

- 강풍관련 위험기상재해 예방을 위한 기상정보 활용 시스템 개발
§ Hazard Map 개발 과정 및 활용방안

(나성준 대표/㈜동녘)

- 강풍관련 위험기상재해 예방 앱 개발
휴식 및 의견수렴

16:40~17:00

패널토의
17:00~18:00

정우식 교수(인제대학교)

김윤태 실장(국립재난안전연구원)

김희종 실장(한국기상산업기술원)

김백조 과장(국립기상과학원)

김승배 본부장(한국기상산업협회)

반기성 센터장((주)K-weather 예보센터)

이영미 대표((주)에코브레인)

손승호 대표((주)씨텍)

김종국 대표((주)웨더IMC)

18:00~19:30

(좌장: 이중우 교수)

간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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