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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20년째 생활기상정보 지수 13개 개발하고 
2개만 사용실태 파악

- 기상청, 1998년 최초로 ‘자외선지수’ 서비스 이후 
생활기상정보지수 총 13개 개발 -

- 13개 지수중에 ‘더위체감지수’, ‘열지수’만 사용자수(접속수) 파악
- 동네예보 사용자에 비해 생활기상정보 총합 1.1%밖에 안돼 -  

- ‘열지수’ 일별 사용자 최소 4명 매우 낮아 - 
- 2018년 전국 취약계층 폭염문자서비스 다문화관리자는 

38명(0.1%)밖에 안돼 - 
- 생활기상정보 실효성을 강화하고 지수별 통계시스템 구축해야 -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기상청에 제공받은 자료에 따
르면 1998년 최초로 ‘자외선지수’부터 시작하여 20년째 생활기상정보서비스  
지수별 사용자(접속수) 통계가 ‘더위체감지수’, ‘열지수’ 뿐인 것을 확인하였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1998년 자외선지수부터 2018년 5월까지 생활기상정보
지수(생활기상지수+보건기상지수) 총 13개의 지수를 개발하였다. [첨부 1] 참고 

생활기상정보지수 사용자(접속수)는 ‘열지수’와 올해(2018년) 5월부터 정식으로 
서비스 시작한 ‘더위체감지수(온열지수)’만 파악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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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의원이 기상청에 제공받은 ‘2018년 기상청 날씨누리 홈페이지 방문자 
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9월 동네예보 사용자(접속수) 3천6백 7십8만8
천여명에 비해 생활기상정보 총합 사용자(접속수)는 4십2만2천명, 동네예보의 
약 1.1% 밖에 안 된 것을 확인하였다. [첨부 2] 참고

2018년 1월~9월 ‘생활기상정보 지수별 현황’에 따르면 ‘더위체감지수’ 사용자
(접속수)는 13,882명, ‘온열지수’ 사용자(접속수)는 7,107명으로 나타났다. 최소 
일일 평균 사용자(접속수)는 4명(열지수)으로 매우 낮았다.

기상청은 국민의 생활편익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생활기상정보 서비스를 실시
하고 있다. 그러나 1998년부터 20년째 지수만 개발 하고 실제로 국민들에게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서비스 점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8년부터 기상청은 전국 취약계층 대상으로 폭염특보 및 폭염영향예보 서비스
를 실시하고 있다. 기상청의 ‘2018년 취약계층 폭염문자 서비스 현황’에 따르
면 폭염 특보 및 영향예보를 포함하여 전국에 총 1,203건의 문자를 발송하였
다. 전국에 수혜자 대상 57,566명으로 분야별로 보았을 때, 농어촌이장단 
14,596명(25,4%)  노인관리자 13,058명(22.7%) 영유아관리자 11,028명
(19.2%)가 가장 많았다. 
반면, 장애인관리자는 2,044명(3.6%), 다문화 관리자는 38명(0.1%)으로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첨부 3] 참고

이에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은 “기상청은 20년째 지수만 개발하고, 서비스 
받는 사용자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기상청은 생활기상정보 서비스 전반
적인 점검을 통하여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과 지수별 통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정미의원은 “올해(2018년) 폭염은 정말 살인적이었다.”며 “기상청은 
취약계층 대상 폭염문자서비스가 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
록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노동부 등 범부처간 지속적인 협의를 마련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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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주장했다.

<첨부 1> 기상청 생활기상정보 지수별 시작연도

<첨부 2> 2018년 기상청 홈페이지 방문자 수
<첨부 3> 2018년 취약계층 폭염 문자 발송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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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기상청 생활기상정보 지수별 시작연도

< 기상청 생활기상정보 지수별 시작연도>

(단위 : 연도)

순번 구분 지수(서비스)명 시작연도
1

생활
기상
지수

자외선지수 1998년
2 식중독지수 1999년
3 열지수 2000년
4 불쾌지수 2000년
5 체감온도 2000년
6 동파가능지수 2001년
7 대기확산지수 2004년
8 더위체감지수 2017년
9

보건
기상
지수

감기가능지수 2011년

10 천식·폐질환가능지수 2005년(천식), 2006년(폐질환), 
2013년(천식·폐질환)

11 뇌졸중가능지수 2005년
12 피부질환가능지수 2006년

13 꽃가루농도 위험지수
(참나무, 소나무, 잡초류) 2010년

자료제공 :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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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2018년 기상청 날씨누리 홈페이지 방문자 수

< 2018년 기상청 날씨누리 홈페이지 방문자 수>
(단위 : 명)

기온(동네예보)
생활기상정보

홈페이지
더위체감지수

(온열지수)
열지수

구분 월별
일일 
평균

월별
일일
평균

월별
일일
평균

월별
일일
평균

1월 4,291,642 138,440 31,404 1,013 - 130 4 

2월 2,990,728 96,475 22,376 722 - 115 4 

3월 3,839,786 123,864 27,510 887 - 195 6 

4월 4,105,994 132,451 55,561 1,792 - 281 9 

5월 4,525,176 145,973 78,090 2,519 1,871 60 357 12 

6월 4,074,926 131,449 46,331 1,495 1,895 61 971 31 

7월 4,222,463 136,208 68,066 2,196 4,851 156 2,683 87 

8월 4,847,046  156,356 56,192 1,813 4,220 136 2,011 65 

9월 3,890,819 125,510 36,833 1,188 1,045 34 364 12 

합계 36,788,580 1,186,728 422,363 13,625 13,882 448 7,107 229 

자료제공 : 기상청, 옅은 회색은 서비스 미제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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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2018년 취약계층 폭염 문자서비스 현황(8월 기준, 9월부터 폭염특
보 발표 없음)

 <2018년 취약계층 폭염 문자서비스 현황>
      

지역 노인
관리자

영·유아
관리자

장애인
관리자

농어촌
이장단

다문화
가족 

관리자
기타* 취약

계층 합계
문자
건수
(건)

서울·인천
·경기 3,616 6,491 53 111 8 2,093 1,794 14,166 201

부산·울산
·경남·대
구·경북

3,500 496 588 2,967 13 1,489 4,265 13,318 395

광주·전남
·전북 2,987 1,341 1,296 4,367 7 2,160 300 12,458 232

대전·충남
·세종·충

북
2,356 2,670 101 6,593 1 1,560 2,755 16,036 224

강원 391 27 6 554 2 252 120 1,352 114
제주 208 3 - 4 7 11 3 236 37
합계 13,058 11,028 2,044 14,596 38 7,565 9,237 57,566 1,203

(단위 : 명)

* 기타: 방문간호원, 보건소, 자원봉사자 등
※ 폭염특보 및 폭염영향예보 문자 서비스를 모두 포함함
자료제공 : 기상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