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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Weather Service Provider" ::: 케이웨더㈜ 

민간 예보와 기상청 예보 선택적으로 사용하세요

- 케이웨더㈜, 아이폰․안드로이드 날씨 앱 새단장

- 날씨 앱 최초로 민․관 예보 모두 제공

○ 국내 최대 기상사업체 케이웨더(대표 김동식)가 대표적 인기 날씨 앱인 ‘케이웨더 

날씨’를 새롭게 단장 했다. 케이웨더는 2010년부터 민간 예보를 전달하기 위해 스마

트폰, 태블릿PC, 스마트TV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 날씨정보 앱을 개발해 무료로 서

비스 하고 있으며, 이번에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아이폰, 안드로이드

용 날씨 앱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 공개했다.

○ ‘케이웨더 날씨’ 앱은 2010년 5월 출시 이후 지금까지 3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해 대

표적인 스마트폰 날씨 앱으로 꼽히고 있다. 기상청이나 해외에서 제공되는 예보를 

전달하는 앱들과는 달리 이 앱은 케이웨더 자체의 독자 예보에 기반한 날씨정보와 

전문 기상캐스터들이 전하는 날씨방송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케이웨더 날씨’는 날씨 앱 최초로 케이웨더 예보와 기상청 

예보가 모두 제공되어, 사용자가 예보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 메뉴를 

추가 했다. 이외에도 △ 날씨방송, 날씨속보, 날씨뉴스 제공 △ 기상특보, 황사, 태

풍 정보 제공 △ 해외 주요 도시의 날씨정보와 기후정보 제공 △ 공항, 산, 골프장,

야구장 등 테마 날씨정보 제공 △ 현 위치 기반의 날씨정보 제공 △ 날씨에 따라 

변하는 사용자 배경화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케이웨더는 이번 날씨 앱 리뉴얼을 통해 사용자들이 자주 쓰는 기능을 고려해 한 

눈에 날씨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UI를 구성했다. 또한 작은 화면

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존에 있던 메뉴바를 없애고 통합 메뉴 버튼을 구성

해 부가적인 정보를 사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롭게 단장했다.

○ 케이웨더 김동식 대표는 “단순히 날씨정보만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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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방송 등 날씨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날씨 앱을 처

음으로 선보이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 한편 케이웨더는 날씨 앱 리뉴얼을 기념해 스토어 런칭 당일부터 2주간, 앱을 사용

한 후기를 블로그에 포스팅 하거나 스토어 리뷰 게시판 등록, SNS 소문내기 등의 

활동을 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이온음료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붙임#1 - ‘케이웨더 날씨’ 앱 서비스 화면

   

[그림] 케이웨더 예보 및 기상청 예보 선택 화면

   

[그림] 케이웨더 날씨 앱 기타 서비스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