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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와 미세먼지 상세정보 동별로 확인하세요”
케이웨더·기상청·환경부 등 국내 모든 정보 비교·정확도 공개
만여 개의 자체 관측 빅데이터에 AI기술 적용…동별 미세먼지 현황 제공
날씨와 공기 서비스기업 케이웨더는 9일 케이웨더·기상청·환경부 등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날씨와 미세먼지 정보를 동별로 비교해서 보여주는 ‘날씨와 미세먼지 동별 비교 서
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데이터의 경우 만여 개의 케이웨더 자체 측정값에
AI 기술을 적용해 음영지역 해소와 데이터 고도화 두 가지를 모두 해결했다.
날씨는 케이웨더 자체 예보와 기상청 예보를 비교해 제공한다. 전국 12개 주요 지점을
보여주는 전국 날씨 예보와 최근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악기상에 대응하고자 3700여 행
정동 기준으로 보여주는 동별 날씨 정보를 새롭게 제공한다.
또 예보 정확도 비교 서비스도 신설해 매일 오후 5시(17시)에 발표되는 전국 26개 기상
청 유인기상관측소 지점의 케이웨더와 기상청 내일 강수예보를 실제 실측값과 비교하고
그 결과를 지난 일주일 단위로 보여준다.

미세먼지는 전국 17개 권역별 미세먼지 실황을 1만 여개의 자체 관측 데이터 자료와 국
립환경과학원 시도별 미세먼지 실황을 안내한다. 현재 환경부는 전국 480여 측정소의 측
정값을 측정 지점별 혹은 시도별 평균값으로 제공하고 있다. 일부 포털이나 앱의 경우
이를 그대로 동이나 구 단위로 매칭해서 표기해 수십 미터(m) 거리에서도 큰 차이가 나
는 공기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럴 경우 실제 이용자가 위치한 공기질을
왜곡시켜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이에 케이웨더는 만여 개의 자체 관측 빅데이터와 지형도, 오염원, 인구이동 등
여러 데이터를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독자적 데이터 보정 알고리즘 등 AI기술을 적
용해 날씨와 마찬가지로 3700여 행정동 기준으로 실제 이용자 위치의 동별 미세먼지 실
황을 서비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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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예보의 경우 경기도를 남과북, 강원도를 영서와 영동으로 세분화해 총 19개 권
역별 케이웨더 예보와 국립환경과학원 예보를 함께 볼 수 있다.

사진설명 : 케이웨더 동별 미세먼지 실황과 환경부 제공 시도별 미세먼지 실황.

특히 케이웨더는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각종 기상 자료의 시각화에도 공을 들였다. 동별
미세먼지 실황 서비스의 경우 기존 환경부가 제공하는 4가지 색상을 기본으로 150여 색
상으로 세분화해 시각화함으로써 동별로 다른 미세먼지 농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사진설명 : 날씨와 미세먼지를 한 눈에 보여주는 케이웨더 날씨 홈페이지 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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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미세먼지 예측영상을 동영상과 이미지로 제공하며 추후 한
국대기질 예보 시스템과 일본기상협회에서 제공하는 미세먼지 예측영상 추가, 환경부 미
세먼지 예측영상 고도화 등을 통해 미세먼지의 이동, 농도변화 등을 한 눈에 이해하기
쉽게 개선할 예정이다.
김동식 케이웨더 대표는 "최근 날씨 예보에 대한 불신으로 해외 사이트를 보는 사례도
있는데 국내·외 데이터를 모아 모든 날씨와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선
택적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홈페이지 개편의 핵심"이라고 설명했
다.
이어 "케이웨더 만의 빅데이터 분석과 Al기술을 전국 3700여 행정동의 지역적 특성까지
고려해서 적용해 고객이 생활하는 동별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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