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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수치예보는 관측데이터를 대기방정식에 입력하여 슈펴컴퓨터를 통해 계산 

후 날씨정보를 산출하는 오늘날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날씨예보기술이다. 한국에서

는 1980년대 중반 과학기술처의 특정 연구 개발 사업의 지원을 기점으로 수치예보

기술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수치예보기술의 개발은 날씨예보기술의 개발에서 

자연스러운 흐름 중 하나이다. 다만 기술의 도입과 관련된 맥락을 좀 더 살펴볼 때 

과학기술이 갖는 가치에 대해 고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수치예보

기술의 도입을 통해 불확실한 날씨 정보를 보다 확실한 과학적 정보로 만들기 위해 

시행했던 노력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1980년대 한국 과학기술개발 과정

에서 객관성이라는 가치가 형성되는 모습을 살펴보고자 했다. 

본 논문은 1980년대 초반부터 후반까지의 일기예보기술 관련 연구들과 연

구자들을 분석했다. 수치예보기술 연구는 과학기술처의 특정 연구 개발 사업을 기

점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특정 연구 개발 사업에서 선정한 날씨예보 사업에는 

전자개발센터의 시스템공학 전공자들이 주로 참여했다. 시스템공학 전공자들은 날

씨예보방식에 대한 시스템 구축 기획안을 제시하며 전에 없던 예보방식 설정을 제

시했다. 기획안에서는 기존에 예보관들이 행하던 방식을 비판하며 오류의 요인으로 

지적했다. 날씨예보 실행에서 사람(예보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기기를 활용함으

로써 “객관적”인 과학지식을 구성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   

날씨예보 업무를 직접 담당해오던 예보관도 수치예보기술이 새로운 신기술

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수치예보 도입 및 특정 연구 개발 사업의 추진이 날

씨예보에 효율적인 변화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예보관들이 인식하

기에 1980년대 초반 일본 기상청으로부터 수치예보 자료를 수신 받고 있었지만 이 

자료의 효용성이 크게 높지 않았다. 특정 연구 개발 사업의 날씨예보기술 개발 사

업 또한 대학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예보에 직접 참여하던 예보관들이나 

기상청 관계자들은 사업에서 소외되는 상황이었다. 예보관들은 날씨를 직접 관측하

고 관측기기를 다루는 기술자에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 날씨예보에 있어서 대학 전



공자들과 예보관들은 서로 다른 전문성과 훈련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980

년대 이들은 융합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1980년대 후반 기상연구소가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기상청도 날씨예보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예보기술들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객관적”인 

과학지식을 생산하고자 노력했다. 특정 연구 개발 사업의 경우 새로운 예보기술개

발을 위해서는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예보시스템을 구축해야하고 데이터를 모

두 전산화함을 목표로 했다. 예보관이 예보에 개입하는 단계나 예보관의 주관적인 

판단을 오류의 원인으로 여기고 이를 제거해야 한다고 여겼다. 기상연구소의 연구 

또한 사람이 직접 관측하고 입력하고 변환하던 기상데이터 관리를 전산화하고 경험

예보보다는 수식을 활용해 계산한 예보기술을 이용해야 함에 동의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통계자료를 만들어 예보에 활용하는 예보연구를 진행했다. 

반면 예보시스템 기획에 있어서는 예보관의 지식이나 판단을 오류의 원인으로 여기

지 않았다. 기상연구소의 연구는 예보에 있어서 예보관이 가진 경험지식이나 암묵

지가 중요한 역할임을 전제했다. 그렇기 때문에 예보시스템에 사람이 가진 정보를 

입력시켜서 예보시스템을 완성시키는 계획안을 제시했다. 두 연구법의 차이는 

1980년대 후반 한국에서는 전산화, 시스템공학적인 설계와 같은 기준이 과학 정보

의 “객관성” 가치에 판단 기준이 되었음을 보인다. 그리고 그 객관성의 구성이 

각기 달랐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날씨예보 역사, 예보관, 수치예보, 특정 연구 개발 사업, 기상학사, 객관성

학  번 : 2013-22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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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불볕날씨 덕에 모두 신경질에 가득 차있다. 평소 얌전하던 아낙네도 신경질을 

부리고 있고 택시운전사는 아예 신경질을 얼굴에 처덕처덕 바르고 있다. ... 

다 무더위 때문인 것이다. 도대체 왜 이런 더위가 우릴 들들 볶는 것일까. 그 

울분을 털어놓는 데는 뭐니 뭐니 해도 관상대를 찾아가는 것이 제일 적합한 

일일 것이다. 왜냐하면 관상대는 언제든 만만하여 언제든 두들겨 패봐야 별로 

반항조차 제대로 못하는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이다. 하기야 이 무더운 날씨가 

모두 관상대 탓은 아니겠지만 무더위 속을 뚫고 찾아간 관상대 속을 오가는 

직원들은 놀랍게도 이 무더위가 모두 자기들 탓인 듯 주눅이 들어 눈치만 살

피고 있었다.1)

관상대는 현 기상청의 옛 명칭이다. 기상청은 1949년 국립중앙관상대로 출

범하여 1963년 중앙관상대, 1982년 중앙기상대를 거쳐 1990년 과학기술처의 외

청인 기상청으로 승격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뜨거운 날씨를 이기지 못하고 관상

대를 찾아간 한 기자의 글에서 볼 수 있듯 날씨에 대한 일상적 관심은 시대를 막론

하고 여전했다. 날씨 정보는 국민에게 꾸준하게 제공된 정보 중 하나였고 관상대는 

기상 정보를 책임지고 국민에게 알려 재해를 예방할 의무를 지닌 정부기관이었다. 

관상대는 정부, 과학, 대중이 일상생활에서 매일 마주하는 위치에 있었다. 날씨를 

예보하고 당일이 지나면 국민에게 바로 예보 신뢰성을 평가받았다. 재난 피해가 클 

때마다 비판 강도도 강했고 예보 정확도란 기기의 완벽성에 비례하리라는 기대가 

그 근거로 제시됐다. 기기에 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예보가 맞지 않으면 비난의 

강도도 강했다. 

하지만 기상관측기술의 발전과 예보 적중률이 항상 정비례관계라고 볼 수 

있을까? 혁신적인 예보기술이 예보 적중률을 보장할 수 있을까? 전통적으로 예보관

들은 예보관이 가진 경험적 지식과 정보해석 및 판단이 날씨 예보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인식한다. 오늘날 예보관이 기상위성, 레이더, 기상관측

장비 등을 활용하여 날씨를 관측하고 자료를 분석하여 예보를 내리는 과정이 마치 

1) “불볕 날씨는 유독 올 여름만은 아닌데.. 백발의 양인기 관상대장을 찾았더니”, 『경향신문』, 
1977.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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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질병을 진단하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비유하기도 한다.2) 예보의 정확도란 기

기의 역량에만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예보과정에서 경험적 지식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상예보사 서술

은 슈퍼컴퓨터나 관측 장비와 같은 기기 도입에 따른 변화를 강조해왔다. 일례로 

기상청에서 서술한 기상예보사는 한국 날씨예보기술은 1980년대를 거치며 수치예

보법을 도입하여 소위 예보 방식의“과학화”를 이루었고, 날씨 예보법이 “주관

적”공정에서 “객관적”공정으로 개선되었다고 평가한다.3) 1980년대 “수치예보

는 예보관이 지닌 경험을 바탕으로 한 주관적 예보에 반해서 객관적 예보를 제공”

했다고 서술한다.4) 한국의 날씨예보기술이 객관화되고 과학화되었다는 기상예보사

의 해석은 예보관들이 가진 경험적 지식과 판단 능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 것일

까? 일기예보라는 과학적 실행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서 기상장비

를 향한 강조와 신뢰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어떤 변화를 통해 예보관이 가

진 경험적 지식이나 판단능력보다 관측기기의 역량을 더욱 신뢰한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논문은 1980년대 한국의 예보기술개발 과정

을 살펴보며 예보관들의 특수한 예보실행문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다루기 전

에 우선 기상학사와 기상예보사라는 용어를 구분하고자 한다. 기상학과 기상예보는 

대기현상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같은 기상현상

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을 지닌다. 예를 들어 예보관들은 태풍이라는 기상현상을 

다룰 때 태풍이 앞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이동할 것인지, 강도는 어떻게 변화할 것

인지에 대해 주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관측한 자료를 바탕으로 태풍이 한반도에 

자주 오는 시기, 경로, 강수영역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기도를 작성하여 예보를 

내리는 업무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그에 비해 기상학자는 수식과 이론을 바탕으로 

태풍 발생 및 구동 원리에 접근한다. 기상학은 대기물리이론을 바탕으로 한 순수과

학에 가까우며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된다. 반면 기상예보는 기상예보 관련 

정부기관에 소속된 예보관 집단이 담당한다. 1980년대 초반까지 한국의 기상학과 

2) “기상위성의 자료는 기상현상의 엑스레이이며, 기상레이더는 대기현상을 내시경 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 전국에 기상관측 자동화 기기들은 강우량, 일조량, 풍속, 풍향 등을 관측하고 1분마다 
스캐닝 하여 기상청으로 전송하는데, 예보관들은 이러한 모든 자료들을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날
씨를 진단하고 예측하는 날씨 의사와 같다.”;“기상청 홍보집”(2011. 8), 10-11쪽.

3) 기상청, 『기상연구소 20년사, 1978-1997』(1998), 31쪽.
4) 과학기술처, “한국형 최적 기상정보 시스템 연구 1”(1983), 160-163쪽.



- 3 -

기상예보의 영역은 각 집단에 속한 행위자의 지식 기반이나 연구 결과물 등에서 차

이를 보였다. 본 글은 기상예보기술의 변화를 초점으로 예보관 집단이 다른 지식기

반을 가진 집단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주목할 지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기상학사 및 기상예보사 서술에서 예보관의 역할은 활발히 다루어

지지 않은 편이다. 실제 예보 과정에서 예보관이 가진 경험 지식과 실행은 예보기

술 개발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기상학사 및 기상예보사와 관련된 서

술에서는 예보관의 역할이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날씨를 예측하는 기상예보는 실

용적인 업무 성향이 강하고 예보관의 실행은 암묵지적 성격이 다분하여 기록이 남

아있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 적립과 같은 사료가 많

지 않아서 역사적 접근이 적었다. 

기상학 및 기상예보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로는 미국 기상협회(American 

Meteorological Society, AMS) 설립 75주년을 맞이하여 발간한 Historical 

essays on Meteorology를 볼 수 있다. 이 저서는 대기 동역학 이론과 수치예보, 

관측기기와 컴퓨터장비 발전사를 중심으로 기상학사 및 예보기술 역사를 다루고 있

다.5) 대기물리 이론과 관측 장비, 컴퓨터 모델링 기술의 발전을 예보력 향상에 초

점을 두어 기상학사 및 기상예보사에서 중요한 이론적 기술적 발전을 잘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몇몇 챕터들은 제 2차 세계대전과 같은 기술발전의 역사적 맥락을 다

루는 것 없이 전문가들만 이해하는 기술 발전의 내용서술에 치중하였으며 과학적 

발견에만 무게를 두고 있다. 때문에 자신들의 분과 정체성을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

으로 역사서를 편찬하고자 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6)  

현재 정리되어 있는 한국 기상청 기관사는 『근대기상 100년사』로서 

2004년 한국 기상관측 100주년을 기념하여 발간한 대표 역사서이다.7) 1904년에 

시작된 근대기상관측을 기점으로 기상학 관련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기상업무 역사

와 관련된 많은 자료를 총정리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8) 하지만 앞서 지적했듯 

5) James R. Fleming, Historical Essays on Meteorology, 1919-1995: the Diamond 
Anniversary History Volume of the American Meteorological Society (American 
Meteorological Society, 1996).

6) Theodore s. Feldman, “Reviewed work: Appropriating the Weather: Vilhelm Bjerknes 
and the Construction of a Modern Meteorology by Robert Marc Friedman”,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 Vol. 96, No.1 (1991), 133쪽.

7) 기상청, 『근대기상 100년사』(2004).
8) 예컨대 70년대에는 대일청구권자금을 받아 경제개발5개년사업의 일환인 농업기상분야 확장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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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관이 행하는 실행을 배제한 채 기기 차원의 진보에서 날씨예보기술의 발전 방

향만을 부각시키고 있는 역사적 서술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20년간 기상 지식과 관련된 역사적 맥락에 대해 주목하

기 시작하면서 기상 지식을 둘러싼 과학적 실행과 이와 관련된 사회문화적 맥락을 

드러내는 서술이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기상학사를 다룬 역사학자들의 대표적 저

술로 2004년 기상학사 국제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History of 

Meteorology, ICHM)에서 발표된 자료로 구성된 저서를 살펴볼 수 있다.9) 이 저

서는 날씨에 대한 인식이 거친 역사적인 변화부터 기상학이라는 전문분야사의 발

전, 기상에 관련된 독특한 정책이나 기후변화와 같은 주제까지 조명하며 다양한 서

술을 엮고 있다. 이밖에 제국의 기상지식이용, 날씨지식의 세계화, 지구온난화와 이

면의 정치적 맥락, 예보과정에서 예보관의 암묵지 주제들도 주목받고 있다.10) 이처

럼 최근 기상 지식 관련 서술은 기술 발전과 기기 도입에만 집중하여 예보기술의 

발전과정을 설명해온 ‘매끄러운’역사적 내러티브에서 벗어나, 기상 지식이 가진 

특징, 예보실행의 구체적 과정 등에 주목하고 있다.

 날씨예보의 중심 주체로서 예보관을 통해 1980년대 한국 날씨예보기술 개

발 과정을 새롭게 분석해본다면 기존 기상학사에서 예보방식의‘과학화’를 바라보

았던 관점을 다시 고찰해 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1980년대 이루어진 예보법 개선이 날씨 예보에 관여하는 실행자(예보관)가 가진 

한 기상장비가 확충됐고, 80년대에는 일본의 해외경제협력기금을 이용하여 기상장비현대화 10년 
계획을 추진한 부분을 강조했다. 86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기상장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 모습도 한국 근대기상학사 서술의 주요 내용이었다; 오완탁, “기상청 업무 변천사”, 『한
국기상학회지 대기』 제13권 4호 (2003. 12), 16-27쪽.

9) 책의 제목인 ‘Intimate Universality’에서도 볼 수 있듯, 이 책은 공기와 날씨, 기후와 같은 대
상들이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인지되는 것이면서도, 관련 정보들이 문화를 형성하고 기후나 지구온
난화와 같은 주제도 포괄하는 주제임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날씨 인식이 국지적인 관심에서부터 
세계적인 규모 차원의 실행까지 다뤄짐을 보이고자 하였다; James Rodger Fleming, Vladimir 
Janković, and Deborah R. Coen. Intimate universality: Local and global themes in the 
history of weather and climate (Watson Publishing International, 2006).

10) 제국의 기상지식 이용에 대해서는 미야가와 타쿠야의 논문이 있다. 미야가와는 19-20세기 초 
제국의 확장배경에서 날씨 지식은 단순히 실용적인 지식으로서 뿐만 아니라 식민지배의 정당화도
구로 사용된 지점을 짚었다. 과학사학자 나오미 오레스케스와 에릭 콘웨이는 대기환경문제를 유발
하는 요인을 규정하는 기초연구가 끝났음에도, 산성비나 지구온난화 관련 규제 논쟁에서 유발원인
에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환경문제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상황을 분석하였다; 미야가와 타쿠야, 
“일본 제국의 기상관측망 구축과 일본 기상학의 형성, 1868-1945”(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Paul Edwards, "Meteorology as Infrastructural Globalism", Osiris, Vol. 21, No.1 
(2006); Naomi Oreskes, Erik M. Conway, Merchants of Doubt : How a Handful of 
Scientists Obscured the Truth on Issues from Tobacco Smoke to Global Warming 
(Bloomsbury Publishing USA,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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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을 배제하고 이론의 완벽성을 바탕으로 하는 기기를 중심으로 하는 ‘객관적’ 

예보공정을 만드는 과정이었음을 지적한다. 새로운 날씨예보기술의 추구는 날씨예

보에서 예보관의 암묵지를 ‘구식’의 요소로 지적하고 이를 예보과정에서 배제함

으로써‘과학화’와 ‘객관화’를 이루어 나가고자 했다. 그 결과 예보관은 오늘날

에도 날씨예보를 하는 데 주된 판단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씨예보 

에 대한 인식 속에서 기기를 관리하는 수동적인 공장노동자와 같은 소극적 역할의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날씨를 예보하는데 예보관이 행하는 활동에 주목한 최근 과학기

술사의 연구들을 활용할 것이다. 일례로 날씨예보의 실행과정에 대해 인류학 연구

를 진행한 인류학자 게리 파인(Gary Fine)은 과학 지식을 생산하는 날씨예보작업

장이 일종의 관료기구로서 학계와 다른 문화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11) 그는 날씨

작업장에서 활동하는 예보관이 가진 문화에 주목했는데 특히 예보과정에서 필요한 

암묵지12)를 매개로 예보관에서만 발견되는 예보실행문화를 분석했다. 일 기 예 보 의 

과학화를 통해 예보과정에 객관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는 주장을 재평가하기 위해서

는‘객관성’이라는 개념 또한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과학사 연구들

을 참고했다. 이들은‘객관성’이란 자연을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사

회 맥락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주장함으로써, 객관성을 성취하는 방법에도 다양한 

역사 속 변천이 있었다는 통찰을 제공했다. 

특히 19세기 과학자들은 사람이 행하는 개입을 줄이고 수치화를 통한 전산

화 작업을 “객관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로레인 대스턴과 피터 갤리슨(Lorraine 

Daston and Peter Galison)은 이를 “기계적 객관성”이라고 불렀다.13) 대스턴과 

갤리슨에 따르면 인간의 해석과 개입 없이 자연이 가진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어야 

자연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새로운 인식은 19세기 초에서야 등장했다. 사

람의 개입이나 판단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적인 표준화 모델

11) Gary Alan Fine, Authors of the Storm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7).
12) 철학자 마이클 폴라리는 과학교재나 이론에 담긴 명시적인 지식 이외에 과학자 개인에게 체화된 

개인적이고 암묵적인 지식이 중요하다 보고, 이를 암묵지라 칭했다. 이는 명료하게 공식화하거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내재적 지식으로서 개인 및 조직의 형태에 대한 관찰과 같은 간접적인 방
법을 통해 획득되는 지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요리책대로 음식을 만들어도 요리책을 쓴 요리사와 
다른 맛이 나는 것도 일종의 암묵지라 볼 수 있다. 조리 온도나 식재료의 선도와도 관련이 있겠지
만, 요리하는 와중에 ‘손맛’이라 하는 개인의 감이나 노하우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13) Lorraine Daston and Peter Galison, Objectivity (Zone Book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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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하는 기계는 새로운 과학의 가치로 인식됐다. 대스턴과 갤리슨의 주장은 

1980년대 한국 날씨예보기술이 예보관의 개입이나 판단을 배제하며 기상예보 과정

에 어떤 방식으로‘객관성’을 부여해나갔는지 이해하는 데 함의를 제공할 수 있

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됐다. 2절에서는 1980년대 이전까지 한국에서 이

루어진 날씨예보 실행을 살펴본다. 1980년대까지 날씨예보실행에 예보관의 토론은 

핵심을 차지했다. 이때 예보는 과거 날씨 경향 정보에 기반을 두어 날씨 경향을 판

단하는 소위 경향성 예보를 통해 이루어졌다. 1970년대부터 이러한 예보 방식에 

‘과학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었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새로운 

“과학적”예보법을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기상청도 날씨예보기술을 

향상시켜야한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2절에서는 새로운 예보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구식’의 예보법으로 지적되었는지, 예보의 ‘과학화’를 위해 필요한 것

이 무엇이었는지에 관한 논의를 살펴볼 것이다. 

3절에서는 기상예보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 시행된 과학기술처의 

특정 연구 개발 사업 계획안을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특정 연구 개발 사업이 예보

관들이 날씨예보에 대해 원래 가진 기존 이해와는 다른 시스템 과학적인 관점을 제

시하며 예보의 과학화를 추구했음을 살펴볼 것이다. 하지만 예보 실무자들은 예보

과정에서 수치예보 모델링을 도입하는 게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으리라 비판했다. 

특히 예보관과 기상학 전문가가 지닌 전문성 차이로 인해 어떤 방식이 보다 효과적

인 날씨예보를 가능하게 하느냐라는 논쟁에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웠다. 이는 예보

관과 기상학 전문가가 받은 교육뿐 아니라 기상현상을 분석할 때 중요시한 점이 상

이했던 까닭이었음을 살펴볼 것이다.   

4절에서는 과학기술처가 기획한 새로운 날씨예보기술 시스템이란 예보관을 

배제하고 예보알고리즘을 중심으로 구축됐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과학기술처의 사

업은 “객관적”예보공정을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상연구소가 추

구한 “객관적”날씨 예보법 개발과 유사해 보이는 점도 있다. 기상연구소의 연구

는 과학기술처 논의와 기기를 이용한 데이터의 신뢰성 획득을 따랐다. 하지만 각 

주체가 객관성을 얻고자 한 연구 방식과 특징이 달랐음을 지적할 것이다. 기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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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의 연구는 예보관이 가진 지식이 완전히 배제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지 않

았다. 이 과정에서 기상청이 어떤 방식으로 예보관의 경험 지식과 판단을 예보과정

에 필수적인 전문 지식으로 인정하고 이를 예보 알고리즘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연

구를 추진했는지 분석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상청 및 기상연구소, 과학기술처의 특정 연구 개발 사업 

연구보고서, 기상청에 근무한 예보관의 회고록 및 신문기사를 주된 사료로 검토했

다. 예보기술개발과정에서 작성한 연구보고서는 과학기술처와 기상청, 기상연구소의 

결과물에 집중하여 분석했다. 과학기술처의 연구보고서는 1982년 특정 연구 개발 

사업에 선정된 이후 제출된 예보법 연구 보고서를 참고하였다. 기상청의 연구보고

서는 1978년 기상연구소가 개관한 이후 발행된 연구보고서를 살펴보았다. 다만 연

구보고서는 해당 연구를 정당화하기 위해 서술이 연구보고서의 주 서술자의 관점에 

한정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보고서를 통해서는 예보를 내린 기상청 실무자의 목소

리를 알 수 없었는데 이 문제는 2014년 발간된 기상청 실무자의 회고모음집을 통

해 해결하려 시도했다. 대중에게 정보전달이 궁극적인 목적인 일기예보에 대해 대

중이 가진 생각에 대해서는 신문기사를 분석했다. 신문에 실린 짤막한 만평에서도 

일기예보에 대해 대중이 지닌 일상적 인식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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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80년대 초반 한국의 날씨예보방식에 대한 비판

2-1. 기상학 및 기상예보: 역사적 배경

기상학 분과의 태동은 19세기 후반 정부 및 군사단체들이 날씨를 예측하고 

정보를 통제하는 행위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때까지 기후학과 기상학은 지

리학 및 지질학 분과에 뿌리를 두었다. 20세기에 들어서 노르웨이의 베르겐 학파는 

이론중심 기상학에 유체동역학 물리학과 수학 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기상학

은 독자적 특성을 가진 전문 분과로 발전하였고 기후학 분과와는 다른 성격을 갖게 

됐다. 베르겐 학파는 전쟁이나 항공, 항해를 위한 날씨 예보의 필요성이 대두된 시

대적 분위기를 이용했고 기상학이 전후 상업과 항공에서 중요한 자리를 잡도록 기

상예보의 가치를 강조했다. 정부와 군사의 지원 하에 기상 예보에 대한 집중 연구

가 이루어지며 기상학은 근대 과학에서 하나의 독립된 분과로서 성장했다.14) 

2차 세계대전 동안 베르겐 학파에게 교육을 받은 기상학자들은 미국으로 

건너가며 미국에서 새로운 기상학 연구를 시작했다. 미국 해군연구소에서 근무했던 

존 폰 노이만(John von Neumann)은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수치예보기술

(Numerical Weather Prediction, NWP) 개발을 이루었다. 이를 기점으로 기상학

자들은 복잡한 대기이론 방정식을 풀고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여 일기예보를 생산

하는 예보기술 연구를 시작했다.15) 기술사학자 프레드릭 네베카(Fredrik 

Nebeker)는 수치예보기술 개발을 기점으로 기상학의 성격을 크게 바뀌었다고 분석

한다. 수치예보 전에는 기후학 전통, 기상자료를 수집하고 관측하는 전통, 물리학을 

적용해서 대기동역학을 연구하는 이론가 전통이 있었는데, 수치예보기술 및 대기모

델링이 각기 다른 세 가지 전통을 통합하는 변화를 가져왔고 기상학 및 기상예보 

방식을 재형성하였던 것이다.16) 

한국의 ‘근대적’기상업무는 1904년 일본이 인천, 목포, 부산, 용암포, 원

14) Robert Marc Friedman, Appropriating the weather: Vilhelm Bjerknes and the 
construction of a modern meteorolog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3).

15) Kristine C. Harper, Weather by the Numbers: The Genesis of Modern Meteorology 
(The MIT Press, 2008).

16) Frederik Nebeker, Calculating the weather: Meteorology in the 20th century (Academic 
Press,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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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임시관측소 5곳을 설치하며 시작됐다. 일본의 경우 기상학 연구를 개척하며 

학문적 입지를 다져갔었는데,17) 이과 다르게 한국에서는 독자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식민지시기 한국에서는 신문이나 라디오 등을 통한 기상정보 제공이 금지 

되었다. 일본은 식민지를 원활하게 통치하기 위해 기상전보를 암호화했고 조선인들

을 배제한 채 기상업무를 독점했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광복 직후에도 기상학은 

물리학, 화학 등 다른 자연과학분과보다 연구가 늦은 편이었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며 기상청은 국립중앙관상대로 발족했다. 

초대 국립중앙관상대 대장으로는 천문학을 전공한 이원철박사가 임명됐다.18) 국립

중앙관상대는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기상업무 발전을 도모함으

로써 재해의 예방, 교통안전의 확보, 산업의 진흥 등 공공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동시에 기상업무에 관한 국제 협조를 행함을 목적”으로 기상업무법을 제정했다.19) 

국립중앙관상대는 1962년 7월 교통부로 이관되었다가 1963년 2월 중앙관상대로 

개칭했다. 중앙농업기술원(현재 농촌진흥청) 소속 기상계와 중앙관상대 소속 산업

기상계가 1964년 중앙관상대로 일원화됐다. 과학기술처가 발족하며 1967년 4월 

과학기술처로 소속을 변경하였다. 

1970년 초 한국의 기상예보사업은 농공업진흥정책 차원에서 기상업무를 통

해 산업 생산성을 늘리고 재해를 예방하는 업무를 주로 진행했다. 대일청구권자금 

및 경제개발 5개년 사업 등을 통해 농업기상분야 사업을 지원받았다. 관상대는 농

업 진흥 정책 및 식량증산을 위한 농업기상 지원의 일환으로 전문 연구 기관을 설

치하고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1971년 기상연구소 설립 개요서를 유엔

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ment Program, UNDP)에 제출했다. 1972년  

세계기상기구(WMO)20)와 정부, 유엔개발계획의 기여금으로 기상연구 설립을 추진

17) 미야가와 타쿠야, “일본 제국의 기상관측망 구축과 일본 기상학의 형성, 1868-1945”(서울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18) 이원철 박사는 연희전문학교 수학물리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주립대학에서 이학박사학위를 취
득 후 연희전문학교에 교수로 재직했다. 광복 후 중앙관상대장 겸 문교부 기상과장을 맡게 됐다. 
중앙관상대 실무는 부대장이었던 국채표가 맡았다. 국채표는 연희전문학교 수학물리과와 교토대학 
수학과를 졸업 후 1948년 미국 유학을 떠나 박사학위 취득 후 귀국하여 2대 중앙관상대장을 맡게 
되었다; 기상청, 『한국 기상기록집 (6) 기상인이 말하는 중앙관상대』(2014), 8쪽. 

19) 1961년 8월 25일 법률 제 700호 기상업무법 제정에 따른 법률 제 1호 기상업무법의 목적; 기
상청, 『근대기상 100년사』(2004), 145쪽. 

20) WMO는 1950년 기상관측을 위한 세계 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엔의 기상전문기구이다. 전신
은 1873년 세계 각국의 기상청 책임자로 구성된 비정부조직체 국제기상기구(IMO)이다. 1947년 
각국 기상관서장 회의에서 세계기상기구 협약이 체결되었고, 1950년 협약이 발효되었으며 195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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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고 1978년 기상연구소를 신설할 수 있었다. 기상연구소는 예보기법을 개발함으

로써 기상재해를 예방하고, 농업 생산성 및 공업 등의 산업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했지만 예산의 부족으로 1980년대 초반까지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

다.

구분 날짜 상세 내용

기상청

1949년 국립중앙관상대 출범
1962년 교통부 이간
1963년 중앙관상대 개칭
1967년 과학기술처 소속 변경
1978년 기상연구소 설립
1982년 중앙기상대 개칭
1990년 기상청 승격
2008년 환경부 산하 외청으로 소속 변경

기상학과 및 기상학회

1945년 연희대학교 기상학과 설립(1956년 
물리학과로 축소)

1958년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천문기상학과 설립
1963년 한국 기상학회 설립
1968년 연세대 이공대학 천문기상학과

1980년대 후반
경북대 강릉대 부산대 부경대 공주대 

학부로 대기과학과 설치

[표 1] 초기 한국의 기상청 및 기상학과 연혁

관상대는 학계와 인적교류를 유지하고자 했지만 기상학 전공 졸업생들의 관

상대 진출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상예보분야 공무원의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

았고 경제적 대우 또한 미흡했기 때문이다. 기상청 예보관은 보통 기상기술원양성

소의 선발시험을 거쳐 교육을 이수한 후 채용되었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사

이에 기상기술원 양성소에 입교한 사람들은 대개 고등학교 출신이었다.21) 양성소 

연수생에게 수업료를 면제하고 학비보조금을 지원했지만 학비보조금이 교통비정도

로 미미했다. 관상대는 매년 30여 명씩 인력을 충원했지만, 양성소 교육 이수 이후 

선발 시험을 거쳐 채용된 인력은 이직 비율이 높았다. 대학에서 기상학을 전공한 

WMO는 UN의 전문기구로서 운영되었다. WMO의 설립 목적은 “인류 복지를 위해 국제협력에 의
하여 기상관측망의 정비강화와 각 국의 기상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공급하는 기상센터의 확립, 기상
자료의 신속한 교환, 항공, 해양, 농업, 기타 인간 활동에의 응용 확대, 대기과학 연구와 기상기술
자 연수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기상청, 『근대기상 100년사』(2004), 219-220쪽.

21) 기상청, 『근대기상 100년사』(2004), 143-1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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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도 일부 관상대에 들어왔으나 기상청의 박봉 때문에 이직이 빈번한 것은 마찬

가지였다. 보수가 좋은 공군항공관측소나 항공기상업무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았

다. 특히 1970년대 말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공군기상대와 협력을 맺어 한국 기상 

인력의 해외 유출은 급증했다.22) 

2-2. 예보관과 날씨예보를 향한 비판

기상예보는 기상청에 속한 예보관이 담당해왔다. 해방 이후 기상관측소(측

후소)는 24개(남한 14개, 북한 10개), 항공기상출장소 19개, 간이 및 우량관측소 

590개가 남아있었다.23) 기상대에서는 1일 6~7회, 관측소에서는 1일 3회 기온, 기

압, 습도, 풍향, 풍속, 강수량, 구름, 지중온도 등 요소를 관측하여 기록하였다. 각 

관측소에서 관측된 자료는 전신국을 통해 유선이나 무선모스전신으로 전달됐다.24)

예보관은 전국 각지 기상관측소에서 관측한 자료 및 일본을 비롯한 주변 국가가 관

측한 기상자료를 전신형태로 수집했다.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일기도를 수기로 

그리고 토론을 통해 날씨를 추론하는 방식으로 예보를 내렸다. 

1970년대 관상대는 오늘날처럼 매일 예보를 내리지 않았다. 화요일과 목요

일 두 차례에 걸쳐 주간 예보를 발표했고, 매월 28일에는 월간 기상전망을 발표했

다. 주간 예보를 발표하는 날에는 아침 10시에 기상대의 전체 직원이 참석한 가운

데 기상기좌(장기예보관)는 작성한 북반구 일기도, 보조일기도(동서지수, 파수분석, 

편차도, 기압골 추적 등), 그리고 일본 기상청에서 받은 주간예보 자료를 브리핑했

다. 예보관들은 준비한 예보문을 무선 팩스로 지방측후소, 외항선, 원양어선 등에 

전송했다. 방송문은 글씨를 잘 쓰는 직원이 펜으로 원고를 작성하여 통신과로 보내 

방송을 하곤 했다. 월간 기상전망도 같은 방식으로 발표했다.25) 1972년도 다음 신

문기사에서는 예보관이 행하는 관측 및 예보업무풍경을 생생히 볼 수 있다.

22) “절실한 일기예보 과학화, 기상의 날 계기로 살펴본 문제점”, 『경향신문』, 1976. 3. 24.
23) 남기현(전 강원지방기상청장) 회고; 기상청, 『기상업무 초석을 다진 숨은 발자취』(2014), 

198-191쪽.
24) 기상청, 『한국 기상기록집 (6) 기상인이 말하는 중앙관상대』 (2014), 6쪽.
25) 남기현(전 강원지방기상청장) 회고; 기상청, 『기상업무 초석을 다진 숨은 발자취』(2014), 5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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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비와 바람, 눈과 기온을 재고 또 재는 관측실무의 최일선이다. 보통 

하루 8번씩 창 너머 노장에 나가 이십 여종의 기구를 살피고 특히 장마철이

나 태풍이 올 때는 삼십 분 또는 한 시간마다 관측한다. 일일 삼교대, 으레 

혼자서 밤을 새운다. 탁탁 거리는 14개 텔렉스 소리에 34개 지방측후소와의 

SSB(단측파대) 무선송수신기를 통한 고함소리에 귀가 멍멍해진다. 전파수신

기는 동경 북경 하바로스크 그리고 멀리 모스크바에서 방송되는 기상전문을 

잡아 수신하느라 쉴 새가 없다. 평양에서 방송되는 기상전문은 고성능수신기

로 잡아 CW(모르스부호)로 처리한다. 일본기상청과는 직통텔레스로 수시로 

기상전보를 주고받는다. ... 관측과에서 관측한 사항과 통신과에서 접수한 기

상전문은 예보과로 넘어가 천기도로 작성된다. 관측에서 천기도 작성완료까지 

꼬박 삼일이 걸린다. 일기예보에 앞서 이렇게 작성된 일천 오백만 분의 일 천

기도(일기도)를 앞에 놓고 매일 아침 관상대장을 비롯, 삼십여 명의 관계자들

이 모여 격론을 벌인다. 이러한 일들을 하루 여덟 차례씩 삼백 육십 오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되풀이한다.26) 

관상대에서 예보관의 업무는 쉴 새 없이 관측 자료를 수집하고 수치를 일기

도로 작성하여 예보를 내리는 것이었다. 앞서 언급했듯 관상대 직원들은 낮은 급여

를 받고 삼교대 근무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한 직장과는 거리가 멀었다. 신

참기자시절 기상청을 담당한 한 기자는 명절 때 회사에서 주는 봉투를 들고 기상대

를 찾아간 시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명목이야 평소에 기상도를 공짜

로 받아쓰고 있는데 대한 사례였지만, 사실 욕만 얻어먹는 기상대 직원들에 대한 

위문이었다. 그리 많은 돈도 아니었지만, 신문사에서 촌지를 받는 곳은 기상대가 유

일할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를 한 기억이 난다”고 회상할 정도였다. 27) 

관상대에서 발표했던 예보는 자주 엇갈렸기 때문에 “기상대는 거짓말쟁

이”라고 인식되었고 대중의 평가는 부정적인 편이었다. 신문의 삽화 면에서는 기

상청을 풍자하는 4컷 만화가 흔히 보였다.28) <그림 2>가 신문에 실렸을 당시는 공

휴일, 일요일, 개천절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3일간의 황금연휴기간이었다. 기상청

은 연휴기간 동안 날씨가 맑다고 예보했다. 하지만 서울 및 중부지방에서는 계속 

비가 내렸다. 만화의 마지막 컷을 보면 기상대 또한 이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으리

26) “밤도 없고 낮도 없다. 뭍의 등대지기 관상대의 애환”, 『동아일보』, 1972. 2. 3.
27) “기상청을 위한 변명”, 『동아일보』, 2006. 5. 18.
28) 강릉지방기상청, 『날씨따라 풍자따라 기상관련 시사만화, 만평 모음집』(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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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풍자하고 있다. 풍자 강도가 심각하진 않지만 기상청을 향한 불신을 엿볼 수 있

다. 날씨예보를 불신하는 담화들은 1970년대부터 반복 생산되었고 강화되었다. 대

중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관상대에게 오랫동안 중요한 일이자 어려운 과제였다. 

   

그림 1. 한국일보 삽화(1981. 6. 9.)

     

그림 2. 중앙일보 삽화(1983. 10. 1.)

중앙관상대는 예보를 향한 비판과 회의적인 인식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예산

을 늘리고 장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일기예보의 적중률을 높이기 위

해서는 일기예보에 새로운‘과학적’방법론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최근 미국, 영국 등지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수치 및 확률예보를 응용하여 

일기예보의 적중률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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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 돼 있어 일기예보의 과학화가 절실하다. ... 수치 및 확률예보에 대해 

양인기 박사(중앙관상대장)는 “수치예보 등에는 거대한 컴퓨터 등 막대한 

인력자금이 들어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컴퓨터가 도입되면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하고 있다. 중앙관상대 손형진 연구조사부장

도 “현재 우리나라수준에서 이방면연구가 어렵다”고 말하고 “앞으로 수

치예보에 대한 개발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은 관상

대의 인력수준이 낮은데다가 정책적인 뒷받침이 미약한 때문으로 학계에서

는 분석하고 있다. 관상대의 경우 대우가 낮아 전문직의 이직율도 11.9%나 

되고 기상학과졸업생마저 기피하고 있으며 예산의 뒷받침도 안 되어 기상데

이터의 분석 등 연구마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상태. 많은 학계 인사들은 

낙후한 기상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상대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정책적 뒷받

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29)

위의 기사에서는 관상대가 새로운 기술과 자금, 인력이 부족하다고 강조하

며 새로운 수치예보법을 들여와서 한국의 날씨예보에 “과학화”를 이루는 게 필요

하다고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방법론은 “새로운”, “더 향상된”방법론

이라는 뜻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전에는 없던 “과학적”인 방법론의 획득도 의미

하고 있다. 날씨예보법을 과학화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했을까? 이전 예

보법을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보기에는 무엇이 부족했을까? 

2-3. 수치예보법 도입의 필요성 제기

1981년 세계 기상의 날을 맞이하여 내한한 일본기상전문가는 한국의 기상

예보 상황이 마치 “2차 대전 이전의 방식”과 같다고 평가했다.30) 기존의 예보법

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크게 두 가지 지점에서 기인했다. 첫 번째는 예보관이 직접 

일기도를 그리는 방식은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었다.31) 1980년대 초 예보

29) “절실한 일기예보 과학화, 기상의 날을 계기로 살펴본 문제점”, 『경향신문』, 1976. 3. 24.
30) “한국은 기상위성사진도 받고 부족하지만 그런대로 레이더도 있고, 일본 등에서 기상팩스를 받

아 어느 정도 현대식 기상예보는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 기상정보들을 실제 기상예보에 충분히 활
용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부분적으로 기상예보를 2차 대전 이전의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적지 않게 놀랐다.”; “기상 현대화 시급하다. 인력, 장비, 예보기술 총점검”, 『경향신문』, 
1981. 3. 25.

31) 일기도란 기온, 기압, 바람, 구름 등의 기상자료를 지도상에 숫자나 기호로 표시하고 등압선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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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살펴보면 “업무과에 근무하는 10여명의 통보관이 주로 하는 일은 관측과

에서 수시로 들어오는 관측 자료를 기상도에 기입하고 등압선을 그려 넣는 묘화작

업”이었다.32) 이는 수치로 전송된 관측데이터를 지도에 표시하고, 기단, 바람 흐

름, 고기압, 저기압 등 기압 위치를 경험 및 판단에 입각하여 그려 넣는 작업이었

다. 사람이 기상자료에 개입하는 행동이 데이터 질을 떨어뜨린다고 본 것이다.

사실 예보관이 일기도에 직접 관여해야 하는 것은 예보관련 기기가 낙후되

었다는 이유만으로 행해지지 않았다. 날씨예보가 가진 실행 특성을 고려할 때 기압, 

전선, 기단 등의 형태는 지도에 단순히 점 형태로 기입되어 나오는 관측데이터만으

로는 파악할 수 없다. 일기도에 기압, 전선, 기단과 같은 표기는 대기 흐름을 종합

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흐름을 인위적으로 묘사한 개념이기 때문이다.33) 일기도 

작성은 각 관측지점 데이터를 종합하여 기압이나 전선, 기단 등을 판단해 그려 넣

는 작업이 관건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보관들은 관측 자료를 통해 대기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분석 작업 및 일기도 그리는 기술을 중요하게 훈련받았다.

다만 일기도 작성 과정에서 예보관은 자신의 경험지식과 판단 혹은 숙련도

에 따라서 일기도를 다르게 그릴 수 있다. 예보관은 숙련도에 따라 같은 관측값을 

가지고도 서로 다른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예보관이 일기도를 손

으로 직접 그리는 방식은 오류 원인으로 지목됐다. “외국에서는 컴퓨터에 자동 묘

화기까지 붙어있어 기상도(일기도)가 자동으로 그려 나오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원

시적인 수동 작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받았다.34) 일기도를 

자동으로 그려주는 자동묘화장치와 같은 기기를 활용하지 않고 일기도를 그리는 예

보관에게 의존하는 수동방식은 “구식”으로 인식됐다. ‘구식’인 수동 방식은 일

려 넣어 저기압, 고기압, 전선 등 거시 규모의 기상현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린 시각정보
이다; Mark Monmonier, Air apparent: How meteorologists learned to map, predict, and 
dramatize weather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9).

32) “날씨 따라 마음도 흐렸다 개었다. 기상대 예보분석관, 하늘을 진맥하는 의사 긍지로”, 『경향
신문』, 1982. 7. 17.

33) 기술사학자 로버트 프리드만(Robert Friedman)에 따르면 전선이나 기단과 같은 개념은 20세기 
초반 노르웨이의 기상학자 빌헬름 비어크네스(Vilhelm Bjerknes)에 의해 만들어졌다. 비어크네스
는 물리학과 더불어 유체동역학적 관심을 기상학에 도입하여 예보시스템에 새로운 개념을 추구하
기 위해 도입했다. 비어크네스를 중심으로 한 베르겐 학파의 기상학자들은 경험적 발견보다는 대기
모델에서 쓰이는 기술적인 개념들을 구축했다; Robert Marc Friedman,  Appropriating the 
weather: Vilhelm Bjerknes and the construction of a modern meteorolog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3).

34) “절실한 일기예보 과학화, 기상의 날을 계기로 살펴본 문제점”, 『경향신문』, 197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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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와 같은 예보자료의 “객관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뜻했다.

기존 예보법이 비판받은 두 번째 측면은 예보결과가 예보관들의 토론에 의

해 합의된다는 점이었다. 특히 예보관이 최종 예보를 내리기까지의 과정에서 자료

를 분석하고 판단하는데 기계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이 비판받았다. 예보관이 예

보행위에 개입하는 과정이란 “객관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은 예보법이었

다. 예보관들이 토론을 하고 예보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었다. 대조적으로 컴퓨터를 활용한 예보법은 오보 요인을 제거하고 이상적인 

계산, 이론, 기계적 방식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여겨졌다.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많은 

양의 기상정보를 컴퓨터가 분석하고 일기 예상값을 계산하는 방식이 바로 “과학

적” 방법론이며 이는 외국의 예보법인 수치예보방식이라고 인식됐다.

수치예보란 모델에 현재 관측값을 넣으면 수식을 풀어 예상 기온이나 풍향

과 같은 값을 도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대기 역학 및 대기열역학 방정식계를 수치

해법으로 풀고 지형효과 및 조정값을 반영한 방정식을 통해 가상의 대기상태를 수

식으로 구현한 모델을 이용한다. 이 모델에 현재와 근사한 관측값을 방정식에 대입

하여 계산함으로써 예상 대기정보를 산출할 수 있다. 대기상태를 보편 방정식으로 

구현하는 수치예보법은 외국에서 이미 개발 중인 모델을 수입해 한국 지형에 맞게 

변수를 변형하면 한국의 대기상태를 구현할 수 있다. 

특히 1970년대 말에는 전자계산기를 통해 미래의 날씨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널리 퍼져있었다.  

서울 및 경기도 일대를 뜻하는 번호 1의 단추를 누르자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일대의 지도가 브라운관에 나타난다. 단추를 누를 때 매 시간이 

지역 전체의 천기예보가 갖가지 색깔의 그림과 그래프로 도시되어 나타난

다. 단추를 다시 눌러 북악산 일대의 좀 더 자세한 천기예보를 알아본다. 

서울 북부 일대의 지도가 크게 클로즈업되어 북악산 일대의 매시간 천기예

보가 나타난다. 어쨌든 비는 안 올 것이며 오후부터는 쾌청이란다. 만세! 

북악산 등산계획은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한다. ... 최대 최고속의 전자계산

기는 극도로 발달한 결과 10Km X 10Km 의 좁은 모눈을 써도 기상계산

이 가능해졌고 또 고도 쪽으로도 약 12층으로 미세한 분석이 가능해졌다. 

더구나 언제라도 관상대 예보과를 불러내어 최신의 기상정보를 브라운관에 

직접 비추어볼 수 있어 매일 매일의 중요한 행사에 차질이 없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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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5) 

위 기사에서는 기상인공위성을 이용한 일기예보 형태를 위와 같이 상상했음

을 볼 수 있다. 기상위성을 이용하면 사람을 통한 관측 없이 원하는 지역의 기상상

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므로, 실시간 관측데이터가 가진 취약성을 기상위성영

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한 것이다. 이처럼 1980년대 기상대 날씨예보를 

보다 정확하게 개선하려는 목소리에는 첨단과학에 기대하는 대중이 지닌 인식과 더

불어 질 좋은 기상정보가 제공되길 기대하는 분위기가 배경에 있었다.36) 

이 방식에 비해 한국의 예보관은 예보자료를 수집하고 일기도와 같

은 예보자료를 직접 그리고 과거 날씨의 경향자료에 의존해서 예보를 결정했다. 예

보관이 사용하는 자료는 과거 특정 지역에서 태풍이 얼마나 지나갔는지 주로 어떤 

경로로 지나갔는지를 참고하는 경험 데이터였다. 컴퓨터에 구현한 대기방정식 모델

에 관측값을 대입하여 정답을 구하듯 식을 푸는 예보과정에 비하여, 한국 예보관의 

토론과 논의과정은 마치 “2차 대전 이전의 방식”과 같은 “구식”으로 보였다. 

“수치예보는 정성적 예보에서 정량적 예보로 전환을 뜻한다. 수치예보는 또한 예

보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주관적 예보에 반해서 객관적 예보를 제공한다.”라고 

언급할 정도로 수치예보 방식은 기존 예보관의 방식과 대조됐다. 37)

사람의 주관적 개입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기상정보를 산출하고 예보를 내리

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수치예보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한 기사에서는 “주관적인 예보에서 탈피하여 좀 더 과학적

이고 객관적인 일기예보를 위한 컴퓨우터를 이용한 수치예보 연구가 필요하다. 수

치예보란 대기의 흐름과 변화를 유체역학방정식으로 풀어 미래의 날씨를 예보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38) 예보관 분석으로 대기현상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방정식으

로 해석하고 식을 풀이하는 방식으로 미래 날씨 정보가 해답처럼 나오는 방식의 일

기예보를 기대했음을 볼 수 있다. 

35) “서기 2000년 미리 가 본 미래의 세계 <56> 기상인공위성”, 『동아일보』, 1981. 7. 29.
36) “기상 현대화 시급하다. 인력, 장비, 예보기술 총점검”, 『경향신문』, 1981.3.25.; “기상예보 

과학화 아직 멀다. 전문 인력, 현대장비 뒷받침 안되”, 『경향신문』, 1985.3.26.
37) 같은 책, 239쪽.
38) “미래에 산다. <135> 제6부 2차 산업혁명의 모체 컴퓨우터 (17) 신속정확해질 기상예보”, 

『동아일보』, 1976. 6. 22.



- 18 -

이러한 인식은 신문에 비판적 관점을 투고하는 기상전문가나 이를 받아들이

는 대중이 지닌 인식이었을 뿐만 아니라 기상청의 기상청사 서술에서도 담긴 관점 

중 하나였다. 기상청이 서술한 기상예보사에서는 컴퓨터를 활용하기 전 시기의 예

보법을 “주관적”예보법으로 분류하고 수치예보를 도입한 시점은 예보 발전사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서술한다.39) “객관적”예보법은 수치예보기술을 사용하기 전이

라는 의미를 넘어서 예보관이 자료를 분석하고 예보를 내리는 행위에 대한 평가를 

포함했다. 예보 역량을 논의하는 방향이 예보관의 역량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쪽으

로 향하기보다는 예보관의 개입을 핵심 오류로 지적하고 이를 배제하도록 진행됐

다. 

하지만 예보법 개선을 위해 필요한 기상대의 예산 지원은 집중 호우나 태풍 

등 이상기상이 발생할 때 일부 관심을 보이다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

됐다. 기상분야는 언제나 지원순위가 밀리며 예산이 이런저런 이유로 대폭 삭감되

었고 예산은 낮은 상태로 지속되었다. 기업이나 수출업체의 급여 수준이 일반 공무

원에 비해 높았기 때문에 기상청에 오려는 인력도 부족했다. 기상전공 인력이 기상

청을 기피하는 현상도 기상인력부족에 한몫했다.40) 이러한 상황은 1982년 과학기

술처가 특정 연구 개발 사업을 실시하고 기상대에 대규모 연구비가 투자가 시작되

어서야 변하기 시작했다. 특정 연구 개발 사업을 통해 기상대는 학계와 연계되어 

예보법 연구를 시작할 수 있었고 수치예보를 도입하려는 본격적인 변화를 시도했

다.

 

39) 기상청, 『기상연구소 20년사, 1978-1997』(1998), 31쪽.
40) 허은(전 기후정책과장) 회고; 기상청, 『기상업무 초석을 다진 숨은 발자취』(2014), 169-17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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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80년대 날씨예보기술 연구의 시작

3-1. 날씨예보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의 등장: 한국형 최적 기상정보 시스템 

연구

1982년 과학기술처는 특정 연구 개발 사업을 설립하며 대규모 연구비를 직

접 지원하는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특정 연구 개발 사업이란 국가 차원

에서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시행한 사업이었다. 대규모 연구비를 연구주

체에게 직접 지원한 한국 최초 국가 연구 개발 사업에 해당한다. 특정 연구 개발 

사업은 대학과 기업을 연구 개발 주체로 강조하면서 산, 학, 연의 공동 참여형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을 제안한 방식이었다. 기초 연구, 응용 연구, 산업화 연구라는 기술 

개발 단계에 따라 대학, 정부 출연 연구소, 기업이 연구 개발을 분담하는 추진 전략

을 세웠다. 특정 연구 개발 사업의 대규모 연구비 지원으로 인해 연구 개발 관련 

물적, 인적 자원이 크게 증가하였다.41) 

1983년 과기처의 특정 연구 개발 사업에 날씨예보기술개발이 선정되며 

“한국형 수치예보시스템”도입을 목표로 한 날씨예보 산출 프로그램 개발이 진행

됐다. 이전까지 날씨예보는 기상청에 속한 예보관만의 영역이었고 기상학은 대학 

전공자가 다루는 영역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반면 수치예보시스템 도입을 위한 특

정 연구 개발 사업은 기상청뿐만 아니라 대학 연구기관 및 기상학계와 함께 진행하

는 프로젝트였다. 때문에 기상학 이론과 컴퓨터 모델링을 다루는 인력이 필요했고 

기상대 입장에서는 고질적인 인력난 문제도 해결하는 기회가 됐다. 더구나 이전까

지 예산부족에 시달린 기상대는 과학기술처가 추진하는 특정 연구 개발 사업에서 

연구 돌파구를 마련하게 됐다고 여겼다.42)

1983년 예보관련 첫 특정 연구 개발 사업은 <한국형 최적 기상정보시스템 

개발연구, 1983-1985>이었다. 과기처는 이 사업을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전자개발

센터에 의뢰했다.43) 총괄 연구책임자는 성기수, 분담연구책임자는 김의홍이었다.44) 

41) 신향숙, “제5공화국의 과학 기술 정책과 박정희 시대 유산의 변용: 기술 드라이브 정책과 기술 
진흥 확대 회의를 중심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2005), 519-553쪽.

42) 허은(전 기후정책과장) 회고; 기상청, 『기상업무 초석을 다진 숨은 발자취』(2014), 170쪽.
43) 한국과학기술원 전자개발센터는 1967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자계산실로 시작하여 KIST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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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 전자개발센터는 컴퓨터 이용 기술에 관한 연구가 전무한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의 예산 업무 전산 처리, 전화요금 전

산화, 대학 예비고사 전산처리, 경영정보시스템 모델 연구 등의 초창기 컴퓨터 관련 

전산화 시스템 개발을 도맡아왔다. 이때 참여한 KAIST 시스템공학연구소 인력층 

일부는 기상청의 전산개발업무에 계속 참여하게 됐다.45)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전자개발센터의 하드웨어전문가, 소프트웨어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팀은 한국형 기상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3개년 계획도를 제시했고 

날씨예보법을 이른바 ‘현대식’으로 개발해야 하는 이유와 방향을 제시했다. 예 보

법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주체가 기상청이 아닌 한국과학기술원 전자개발센터 연

구원이었다는 점, 연구보고서의 독자가 과학기술처였다는 점은 이전에 기상청의 예

보관이 예보를 다루는 기존 방식과는 다른 특징을 보였다. 날씨예보가 전 지구적 

기상 지식과 같은 자료로서 가치를 지닌 정보라는 주장이 나타났다. 

첫째로 과기처의 보고서는 날씨예보에 관해 기상학의 전지구적 특징을 강조

하고 날씨예보의 정보 가치를 피력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기상현상이란 어느 

한 국가나 특정지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지구대기전반에 걸친 문제였다. 대기

현상이란 광범위하고 다국적인 협력이 필요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기상연구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고, 한국도 기상연구를 지원해야한

다는 입장이었다. “전지구적인”, “환경문제”,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야하는”

과 같은 수사를 의식한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과기처의 보고서는 기상학이란 기상전문가를 중심으로 연구규모가 크

고 복잡한 문제를 다루어 풀어야하므로, 정부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

을 강조했다. 1980년대는 세계기상기구인 WMO(Weather Meteorological 

Organization, 유엔 세계 기상 기구)에서 각종 기상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

개발센터(1975년), 한국과학기술원과 통합 후 시스템공학센터(1984년), KIST 시스템공학연구소
(SERI)로 명칭을 바꾸었다.

44) 성기수는 1958년 서울대 공대를 졸업하고 공군장교 임관 후, 하버드 석박을 취득 후 1967년 
KIST 전산실 실장으로 영입된 전산실 창설 멤버였다; 서현진, 『한국컴퓨터사』(전자신문사, 
1997), 26-30쪽. 

45) 서울대학교 기상학과를 졸업하고 시스템공학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기상청으로 영입되거나 함께 
사업을 한 인력으로는 신경섭(5대 기상청장), 이완호(정보화관리관), 이동규(기초과학공동기기원 
7대 원장)등이 있다; 기상청 이완호 정보화관리관 인터뷰 참고, “‘기상’은 과학기술의 모든 분
야를 망라하는 종합과학기술”, 『기상소식』(200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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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이를 수신하고 해석하는 자료처리장비가 새롭게 필요한 상황이었다. WMO는 

일본기상청에게 동아시아 지역에 기상자료 송신을 권고했었다. 권고안에 다라 일본

기상청은 한국 중앙기상대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 전 세계의 관측 자료를 중계 전

송하는 상황이었다. “우리나라 기상대의 전산화 및 자동화가 없이는 외국이 정보

를 주더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며 기상분야의 국제 사회에서 고아가 될 것”이

기 때문에, 기상학 수준은 바로 국가과학 수준의 척도가 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한다는 주장이었다.46) 

사실 WMO의 권고는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한국은 WMO의 68번째 회원

국으로 1956년 2월 가입했으나 1970년대까지 경제여건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각

종 회의에 불참하는 등 활동이 적극적인 편이 아니었다. WMO 권고 또한 이미 

1960년대부터 제시됐었다. 그러나 “WMO의 입장에서 보면 기상자료의 디지털 전

산화 여부는 한 국가의 과학기술수준을 측정하는 척도”임이 시대적으로 중요해진 

것이다. 특히 “우주과학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기상연구는 최소한의 투자로 최

대한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우리 현실에 적합한 기상시스템 연구”라는 점은 강조

되었다.47)

날씨예보 연구의 가치는 “한국형 최적기상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재해방지

로 인한 국민경제의 손실을 막을 수 있고 신속하고 다양한 기상정보시스템을 제공

하여 국가산업발전 및 88년도 올림픽 지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서 

볼 수 있듯 88올림픽에서의 이용가치와도 연결됐다.48) 실제로 서울올림픽을 준비

하는 정부지원 개별사업으로 기상지원이 확정되었으며, 경기장 기상조사 관측 및 

특성분석, 대회기간 동안의 기후분석 및 대회지원용 기후편람 발간제공, 경기장의 

기상관측 예보지원이 계획됐다. 성화 봉송이나 마라톤, 사이클 등 기상조건이 중요

한 경기현장에는 현장지원관측이 요구됐다.  

날씨예보에 관한 두 번째 새로운 관점은 기상자원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논

의였다. 이전까지 기상현상이란 제어할 수 없는 대상으로 태풍이나 가뭄이 닥쳐오

면 이를 재해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인식했었다. 하지만 과기처의 보고서는 

46) 과학기술처, “한국형 최적기상정보시스템 연구 1”(1983), 231-232쪽.
47) 과학기술처, “한국형 최적 기상정보 시스템 연구 2”(1984), 3쪽.
48) 같은 책, 3쪽.



- 22 -

“기상은 우리에게 재해를 주는 불가피한 악마의 관점으로부터 벗어나 우리에게 유

익한 자연자원으로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며 자연현상의 제어가능성을 강조했

다.49)“이 학문을 토대로 대기현상을 바르게 제공하고 정확한 예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상을 국민의 생활에 유익하게 이용하여, 나아가서는 인위적인 환경조절가능성을 

찾는 노력이 영구히 계속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같이 기상현상을 더 이상 불가피

한 재해로 보지 않고 이에 관한 정보를 통해 환경을 조절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

다는 관점이 두드러졌다.50) 

기상현상을 자원으로서 이용해야한다는 관점은 “고도의 산업화에 따르는 

기상정보요구 증가에 대해 기상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고 생활에 영향을 주는 기상

자원을 국민의 이익에 최대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상정보시스템의 개발”을 

목표로 해야 함을 강조했다.51) 이러한 분위기에서 1980년대에는 기상이론을 알기 

쉽게 풀어 생활기상을 소개하는 김동완 예보관이 직업방송인으로 취업할 정도로 날

씨예보는 대중의 삶과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어갔다.52) 또한 중앙기상대는 일

기예보구역을 세분화하면서 1984년부터는 유명한 산에 대한 산악예보와 고속도로 

예보를 시작했고 1985년 해수욕장 예보를 시작했다. 기상정보를 하나의 서비스 차

원에서 언급하는 모습은 1980년대 기상정보를 향한 대중의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

는 분위기를 반영했다.

날씨예보기술 개발 방법론에서도 새로운 시각이 드러났다. <한국형 최적 기

상정보 시스템 연구>는 예보관들이 예보를 내린 기존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예보법 개발을 추구했다. 과기처 사업의 목적은 예보를 내리는 “시스템 과학적”

체계를 확립하는 기상정보시스템의 설계도 작성이었다. <한국형 최적기상정보시스

템 연구> 사업은 기상예보과정을 하나의 정보시스템으로 파악했었다. 기상정보전자

계산 시스템은 기상자료 관측자동화를 위한 자동 관측 장비, 자료수집 및 자동화를 

49) 과학기술처, “한국형 최적 기상정보 시스템 연구 1”(1983), 32쪽.
50) 같은 책, 232쪽.
51) 같은 책, 3쪽.
52) 날씨정보 전달은 전보다 대중과 친숙해졌다. (이음말)“여우가 시집가는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

다. 영국의 한 과학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날씨는 하루에도 서른여섯번씩 변한다고 합니다. 봄 
날씨는 최소한 하루에 세 번 변합니다. 아침은 썰렁하고 점심은 덥고 저녁에는 바람이 붑니다. 돌
아오는 길에 여벌의 옷차림에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대에서 김동완 통보관이었습
니다.”; “TV 일기예보 전문가시대”, 『동아일보』, 1982.10.14.; “하늘의 조화에 울고 웃기 
32년 기상통보관 김동완”, 『동아일보』, 199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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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데이터 통신망 이용, 기상자료 자동편집 중계 장치, 국내자료수집망 및 외국 

기상전문수집망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데이터베이스, 수집된 자료처리를 위한 일기

도 자동묘화 및 등치선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53) 

이 계획에 따르면 정량적 시스템이란 수치화를 기반으로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전산화하고 수동 과정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의미

했다. 다시 말해 기상정보시스템 구축은 날씨예보를 산출하는 단계에서 예보관의 

개인적인 해석 개입을 배제한 판단 알고리즘 단계를 만드는 과정이었다. 시스템 공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날씨예보가 지금껏 뒤쳐진 이유는“객관적”이고 “과학적”

시스템이 없어서였다. 기상대 및 과학기술처는 “일기예보 및 기후예측이 첨단 과

학적 문제로 부각된 만큼 하루 바삐 예보의 생산이 객관적 공정으로 확립, 개선”

되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54) 이들에게 수치예보의 도입은 정성적 예보에서 정

량적 예보로의 전환을 뜻했고, 이는 “주관적”예보에서 “객관적”예보로의 변화

를 의미했다. 수치예보는 ‘예보관의 경험’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으로서 예보관은 

“주관적”경험을 지닌 비과학적 대상으로 위치 지어졌다. 이를 통해 어떤 예보관

이든 같은 관측정보를 가지면 동일한 기상예보정보를 산출하는 이른바“객관적”인 

시스템을 구축이 목표가 됐다. 

이처럼 특정 연구 개발 사업을 계기로 기상학 전공을 훈련받은 전문 인력층

이 날씨예보기술 개발 과정에 유입되면서 날씨예보에 접근하는 방식에 변화가 생겼

다. 날씨예보법과 관련된 과학기술처의 특정 연구 개발 사업은 예보를 실제 내리는 

예보관이 아닌 시스템공학자가 주축으로 진행됐다. 새로운 예보기술이란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시스템공학자가 선정된 것이다. 사업은 날씨예보

산출 자동화시스템을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과기처에서 선정한 연구프로젝트 

관점은 이전에 날씨를 예보한 예보관의 실행이나 기상대에서 날씨정보를 다룬 방식

과는 차이가 있었다. 시스템적 예보방식의 추진은 날씨예보에 예보관의 개입을 최

소화하고자 했으며 이는 예보관들이 날씨예보를 행해온 기존 실행과 마찰을 빚었

다. 사업 초창기 예보관은 그들의 고유한 문화와 실행방식에 비하여 이 새로운 기

술적, 학문적 제안에 거부감을 느꼈다. 기상대 예보관들이 예보를 이해하는 방식이 

53) 위의 책, 238-239쪽.
54) 과학기술처, “한국형 수치예보기법 개발연구 1”(1989),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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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과학적인 접근과는 달랐기 때문이다. 

3-2. 예보관들과 예보의 암묵지적 특징 

예보관들은 스스로를 “일기예보가 나오게 하는 결정권자로서 기상직의 꽃

이기도 하고, 예보가 빗나갔을 때 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요직”으로 인식했

다. 무엇보다 자신이 내리는 예보의 판단과정과 경험 지식을 중시 여겼다.

10여 평 남짓한 이곳(예보관실)에는 대형예보상황판, 입체지도, 3시간마다 

기상위성에서 보내오는 위성사진, 기압도, 기온분포를 비롯한 30여종의 각

종 기상도, 우량계, 풍속계, 온도계, 무선전화, VTR 등 그날의 기상상태를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기자재가 4면의 벽을 가득 채우고 있다. 매일 상오 

8시 30분과 하오 4시 30분 이곳에서는 기상대장, 예보국장, 분석관등이 

모여 관측된 기상상태 브리핑을 듣고 오늘과 내일의 예보를 결정했다. 분

석관 중심제로 이루어지는 이 회의는 당직분석관이 회의를 주재하며 다른 

분석관들의 의견을 들은 뒤 예보의 최종결정을 내린다. 지방 측후소와 분

실에서 관측된 자료는 일본 동경으로부터 국제 통신망을 통해 들어오는 세

계의 기상자료가 이 순간 최대로 활용된다. 때문에 변화무쌍한 기상을 점

치는 기상직은 지방의 서울관측과 통신과 위성 등이 마치 공장의 계열화한 

업무와 같이 분업화한 상태에서 24시간 끊임없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지켜봐야 하는 직종이다. ... 예보분석관은 기상자료를 토대로 매일

매일 일기예보가 나오게 하는 결정권자로서 기상직의 꽃이기도 하고 예보

가 빗나갔을 때 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요직이다.55) 

55) “날씨따라 마음도 “흐렸다 개었다” 기상대 예보분석관, 하늘을 진맥하는 의사 긍지로”, 『경
향신문』, 198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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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하루 두 차례의 자료 분석 회의” (“날씨따라 마음도 흐렸
다 개었다”, 『경향신문』, 1982.7.17.)

  

예보관의 역할은 위의 기사에서 묘사된 바와 같이 예보과정에서 핵심적인 

위치였다. 예보자는 자료 해석을 기반으로 토론을 거쳐 날씨를 예측하는 예보 속의 

중심이었고 그들의 판단으로 예보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 날씨 예보는 게리 파

인이 언급하였듯 학계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지만 지역 기상현상패턴을 파악한 예보

관의 경험과 지역에 맞게 기상자료를 해석하는 노하우를 필요로 했다. 이 경험지식

은 공식적이고 명확한 글 형태로 남기기엔 어려운 암묵지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첫 부임한 예보관들은 예보과정에서 혼란을 겪기도 하였다. “예보관

을 1-2년 정도 하다가 다른 자리로 옮겨버리는 건 좋지 않다, 특히 예보에서 그래

프가 그려져 나오면, 고기압과 저기압이 얼마나 강하냐 이런 것은 알 수 있지만, 고

기압과 저기압 안에서도 지형적으로 여러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우리나라

는 약 500m를 기준점으로 삼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500m 차이에서도 기후는 얼

마든지 바뀌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보, 국지 예보를 하려면 해당 지역의 지세를 

잘 파악하고, 그리고 경험, 오랫동안 경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해요”56)라는 회고에서도 볼 수 있듯 한국 예보관은 자신이 맡은 지형에 대한 경

험과 예보노하우를 스스로 익혔어야 했다. 

56) 김광식(기상청 출신) 회고, "수치예보의 도입과정 및 수치예보에 기반을 둔 예보업무 방식에 대
한 이야기“(인터뷰집), 이필렬, 『우리나라 기상사 정립에 관한 연구(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기상청, 2007), 80-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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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분석관 P씨는 기상학을 전공한 후 기상대에 처음 발령받았을 때를 회

고했는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예보 경험지식을 중시하는 예보관이 가진 관점을 살

펴볼 수 있다.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P씨는 첫 예보 업무 때 이제껏 배운 기상학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관측 자료를 분석하고 예보를 내리고자 했다. 그런데 그 지역

에서 10년 이상 근무해온 토박이 부하직원이 “그대로 예보를 내리면 큰일 난다”

며 예보관 P씨가 내린 예보와 정반대에 가까운 분석을 권장했다. P씨는 자신이 전

공으로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내린 판단이었기에 본인의 주장을 밀고 나갔다. 하지

만 당일 날씨는 부하직원이 권유한 예보와 일치했다. P씨는 “학문과 기술, 경험이 

삼위일체를 이룰 때 보다 정확한 예보를 할 수 있다”고 하며 이 경험을 통해 해당 

지역을 경험한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술회했다.  이 인터뷰에

서는 기상학 이론을 통해 습득한 이론 정보와 예보관 고유의 경험지식 사이에 적절

한 조합이 필요하고 예보관이 지닌 경험 지식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예

보관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다. 예보분석관 P씨는 기상학을 전공한 이력이 있으나 

예보관으로 일을 하며 경험을 통해서만 획득하는 지역 관련 지식이 필요함을 중시

한 것이다. 

  실제로 기상대 예보관은 경험 지식전수를 위해 상호간 정보교환을 목적으

로 하는 동호회지를 발간했다. 1982년부터 전국 측후소에 속한 예보관은 예보노하

우를 전달하는 『내고장 기상특성집』을 만들어 교환했다. 이는 각 지역에서 일어나

는 특수기상현상을 보고하고 관측실무자가 경험한 자료들을 기록으로 남겨 지역별 

국지 기상정보사례를 서로 교환하고자 하는 취지의 기관지였다.57) 예보지식 전수를 

위해 중앙 관상대의 예보관들은 기상지식 및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극광회를 

결성하고 동호회지를 발간하여 기관지를 창간하는 노력을 하였다.58) 나아가 예보사

례 분석집을 발간하며 주어진 자료에서 내린 예보와 실제 기상현상을 비교하여 예

보의 사후분석을 교환해왔다.59) 일기예보 발표 후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율이 

70% 미만일 때는 사후분석을 하는 등의 예보업무규정을 제정하였다. 

57) 기상청, 『내고장 기상특성집』(1982-1986). 이후로도 예보사례 분석집을 발간하여 예보사후분
석을 교환해왔다; 기상청, 『예보사례 분석집』(1988-1997).

58) 동호회지 극광(1973.1), 측우대(1976-1979); 이 기관지는 1980년 중앙관상대 기관지 백엽상
으로 이어 창간되었다.

59) 기상청, 『근대기상100년사』(2004), 159-1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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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예보관이 가진 예보 경험 지식은 예보관 집단을 넘어 널리 공유되지

는 않았다. 이 점은 P씨를 인터뷰한 이 기사에서도 볼 수 있다. 흥미롭게도 이 기

사를 쓴 기자는 기사 말미에 “P씨 토로한 경험우위론이 객관예보(수치예보)시대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주관예보에 머물게 하고 있는 게 우리 기상계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는 비판과 함께 수치예보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사를 마무리했기 때문

이다. P씨가 가진 경험 중심 사고를 비판하고 현 기상계의 한계점이 예보관이 지닌 

인식에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수치예보는 이미 “오늘날 모든 선진

국이 일기예보의 기본적 작업으로 선택한 과학적 방법”이며 “현대과학의 첨단에 

등장한 하나의 과학적 과제”였다. 예보관이 지닌 경험지식은 오류의 원인이 되는 

반면 수치예보법은 대기역학에 근거한 이론과 수식을 사용하여 시간에 따른 적분과

정을 거쳐 미래 상태를 예측하는 지식체계를 대표했다. 예보기술개발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러한 보편적 예보체제로의 이전이었다. 

1983년 발표된 첫 특정 연구 개발 사업의 보고서인 “한국형 최적 기상정

보 시스템 연구”에 따르면 예보기술개발 연구는 “기상전문가, 하드웨어전문가, 소

프트웨어 전문가로 협력 구성된 연구팀에 의해 시스템과학적인 접근방법으로 구성

되었다.”60) 기상청의 예보관은 아무리 ‘선진’기술을 이용하는 시스템이라 할지

라도 자신이 직접 수행하는 일들과 성격이 다른 사업을 처음부터 반기지 않았다. 

이때까지 예보관들은 관측 자료를 가지고 보조일기도와 일기도를 그렸고 가진 자료

들을 기반으로 토론과 합의를 통해 예보를 내렸다. 그렇기 때문에 예보관들은 예보 

과정을 모두 자동화하여 예보를 산출하는 시스템이 과연 개발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했다. 또한 전산화에 있어 예보시스템 구축을 실제 예보에 얼마나 적

용할 수 있을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개발된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으리라 판단하며 수치예보가 가진 실용성에 대해서도 일부 

부정적인 평가를 이미 공유했었다. 여기에는 수치예보자료를 만족스럽지 못하게 여

긴 예보관들의 경험이 자리했다.

중앙기상대는 한국에 수치예보가 도입되기 전부터 일본 기상청에게 동아시

아지역의 수치예보자료를 일정부분 팩스로 제공받아왔다. 동아시아 중위도 편서풍

60) 과학기술처, “한국형 최적기상정보시스템 연구 1”(1983), 1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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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위치한 한국은 대부분 기상현상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므로 예보를 위해

서는 중국, 일본, 대만, 소련 등의 기상자료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WMO는 각국의 

국가기상센터가 정시관측자료 등을 신속하게 지역통신센터에 송신하도록 권고했고, 

이 권고에 따라 한국은 원하는 자료를 일본 기상청에서 얻었다. 일본은 1959년부

터 IBM 704형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치예보업무를 적용했다. 한국은 1962년 12월

에 카본식 기록지를 사용하는 무선모사전신 수신기 1대를 활용하여 일본기상청이 

생산하는 일기도를 처음 수신했다.61) 1980년대 초까지 수신하는 자료 종류는 24

시간, 36시간, 48시간, 72시간 수치예상도와 태풍진로 예상도였다. 자료 간격은 12

시간 또는 48시간 간격이었다.62)

예보관들이 보기에는 일본에서 제공하는 수치예상도 품질은 정밀도, 가독

성, 관측실황의 반영도 측면에서 예보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다음은 1989년 기

상청 내 첫 수치예보반을 이끌고 2008년 기상청장으로 부임했던 예보관 정순갑의 

회고이다.

당시 중앙기상대(이하 기상청) 예보부서에서는 일본 기상청의 수치예상도를 

팩스로 받아 예보에 많이 활용하던 시기로 수치예보 자료의 품질이 높지 않

았던 때라, 수치예보에 대한 예보부서의 시선도 그리 곱지만은 않았다. 수

치예보는 통신 분야와 관측 분야의 현대화와 같은 맥락에서 업무 자동화의 

과정으로 인식되었고, 특히 모델에서 분석한 일기도나 예상도의 품질이 정

밀도나 가독성, 관측 실황의 반영도 측면에서 주관적인 분석 결과에 못 미

치자 예보부서의 비판적 시각이 팽배했고 이러한 경향은 상당기간 지속되었

다.63)

1980년대 초중반 수치예보사업은 예보관들에게 실제 예보에 적용되는 효율

적인 예보시스템 개발이라 보기 힘들었다. 예보관들에게도 수치예보란 선진과학기

술을 대변하는 기법이긴 했지만 정부가 실시한 수치예보사업이 실질적으로 예보에 

61) 1963년에는 전해식 기록지를 사용하는 무선모사전신수신기를 증설하여 일본기상청과 소련의 하
바로브스크에서 방송하는 일기도 자료를 수신하여 사용했다. 1969년에는 정전식 기록지를 사용하
는 일본의 무선모사전신수화기 22대를 도입하여 서울 중앙 본청과 지방기상관서 22소에 설치했다. 
중앙청은 일본, 소련, 중국 일기도를 수화하여 사용했고 지방대와 항공분실 등 21개소는 일본기상
청이 그리는 일기도를 주로 수신하여 사용했다.

62) 기상청, 『근대기상 100년사』(2004), 198-200쪽.  
63) 정순갑(전 기상청장) 회고; 기상청, 『기상업무 초석을 다진 숨은 발자취』(2014), 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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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특정 연구 개발 사업에 최초로 참여

한 시기에 한 기상청 예보관의 회고에 따르면 기상청 내부에는 정부주도 사업을 바

라보는 회의적인 인식이 존재했다. 

특정 연구 개발 사업은 당시 중앙기상대 전체 분위기가 기상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기상연구소 내부에서도 실장

급보다는 연구사들이 주로 참여하면서 서울대, 연세대 등 대학교와 공동으

로 수행함으로써 외부 의존도가 클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연구체

제로 인해 연차실적, 계획서 등 각종 보고서도 대학교와 공동으로 작성하는 

등 연구수행에 어려움이 많았다. ... 출연금사업은 대학교수들 연구지원 사

업으로 실질적인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이 당시까지도 갖고 

있었다.64)

이처럼 1980년대 중반 기상청 예보관들은 날씨예보관련 사업임에도 불구하

고 예보관들이 주축이 되기보다는 학계 인력이 주축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에 주도

권을 갖지 못했고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현대과학의 첨단”

을 뜻한 수치예보사업이란 ‘전문고급인력’, “유능한 기상전공학위 소지자”가 

진행해야 한다는 인식도 강했다.65) 일부 예보관들은 과기처의 사업을 예보법 개선 

사업이라기보다는 1980년대 전산화 붐 일환으로 정부가 여러 부서에 적용하던 업

무현대화 과정으로도 인식했다. 첫 특정 연구 개발 사업인 “한국형 최적 기상정보 

시스템 연구”를 담당한 예보관은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때마침 정부에서 업무 전산화 분위기가 확산되는 시기였다. 1985년도에 

TANDEM TXP 기상통신용 컴퓨터를 도입하여 국내외 문자, 숫자 기상통신

과 일기도 기입 등 업무를 자동화, 전산화 하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1980년

대 초만 해도 전산분야 종사자 또는 전공자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컴퓨터에 대한 지식은 물론 전산화 마인드가 없는 상태였다. 동 사업의 담당 

공무원을 맡게 된 필자 역시 컴퓨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기

상통신용 컴퓨터 도입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많은 애로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66) 

64) 이찬구(전 태풍예보담당관) 회고; 기상청, 『기상업무 초석을 다진 숨은 발자취』(2014), 
177-178쪽.

65) 과학기술처, “한국형 최적기상정보시스템 연구 1”(1983), 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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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처가 실행한 예보기술개발은 수치예보라는 이론과 컴퓨터 활용이 필요

한 새로운 기술개발 중심이었고 대학전공자가 주축이 되어 진행하는 만큼 예보관들

과 예보에 접근하는 방식과 달랐다. 예보관은 과학자로 인정받기 보다는 기술자, 공

무원에 가까웠고 새로운 방식에 익숙지 않았다. 날씨예보에 있어 이러한 대학전공

자와 예보관의 전문성 차이는 기술 및 관측 업무를 맡아온 기술자와 이론을 바탕으

로 연구해온 과학자의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3-3. 예보의 전문성: 대학의 기상학 전공자와 기상대 예보관의 전문성 차이

날씨예보에서 예보관의 판단 및 이에 수반된 암묵지를 중시하는 관점과 수

치예보법을 중시하는 관점 사이의 차이는 과학기술사학자 크리스틴 하퍼의 연구를 

통해 고찰해 볼 수 있다. 하퍼는 수치예보의 정착 이전에 기상연구를 이끌어가는 

축을 경험적인 연구접근(관측 자료와 경험을 기반으로 한 날씨예보)와 이론적 연구

접근(물리학 법칙에 기반을 둔 기상학 연구)으로 분석했다.67) 하퍼에 따르면 제 2

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미국의 물리학자들이 기상학에 컴퓨터 기술을 도입하며 수

치예보기술이 예보분야에 유입되었다. 하퍼는 융합과정에서 미국 기상청 내부 예보

관들이 처음부터 수치예보를 선호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하퍼는 이를 경험적 접

근과 이론적 연구가 충돌하는 양상으로 분석했다. 예보관들은 수치예보의 이론적인 

측면보다는 일기예보와 관련된 경험적이고 실천적인 측면을 더 중시했기 때문이다. 

예보관에게 대기 상태란 이론적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 이른바 느껴야하는 존재였

다.68)

예보관만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과학기술학자 게리 파인이 예보관만의 고유

한 실행 방식이 있다는 분석한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파인은 시카고 기상청에 머

66) 이현(전 지진관리관) 회고; 기상청, 『기상업무 초석을 다진 숨은 발자취』(2014), 146-151쪽.
67) Kristine C. Harper, Weather by the Numbers: The Genesis of Modern Meteorology 

(Cambridge, Massachusetts: Mit Press, 2011). 
68) 하퍼는 미국 기상청이 존 폰 노이만(John von Neumann)을 중심으로 미국 정부와 해군 연구소

에서 기상학 프로젝트를 지원하였고 부속프로젝트인 컴퓨터 프로젝트가 수치예보기술로 발전하게 
됨으로써 일기예보 발달의 핵심으로 수치예보 개발이 선택되었음을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미국 기
상청은 기상학계의 이론적 전문성 획득을 통해 전문화를 이끌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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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며 예보관의 문화를 살펴봄으로써 연구 예보관들만의 지식이 존재하고, 예보과정

에 고유한 문화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날씨예보 작업장이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

로 하고 있긴 하지만 대학 내 기상학자들과는 달리 정부의 관료기구로서 날씨지식

을 생산하고 검토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인에 따르면 예보관은 사

실 논문을 출판하지 않고 학위가 없는 비전문화된 문화에 속하여 학계와는 구분되

는 날씨예보의 전문적 실행문화를 지녔다. 그는 예보관이 날씨를 실시간으로 모니

터하고 예측하는 과정에서 지역 예보의 경험적 지식, 조직의 관료적 특성이 아카데

미 학문의 보편지식과 부딪치는 긴장을 지적했다.69) 

날씨예보에 대해 접근하는 주체의 서로 다른 전문성을 고려해볼 때, 한국 

기상청의 예보관 인력과 기상학계 출신 기상학자는 받아온 교육과정이 달랐다는 점

을 이해해볼 필요가 있다.70) 1980년대 초반까지 기상청 예보관과 대학 기상학전공

자는 서로 다른 전문성을 지난 집단이었다. 한국 기상학 관련 인력들은 서울대학교

에 천문기상학과가 개설되기 전까지 모두 연희전문학교 출신이었다. 해방 이후 기

상학 관련 학과가 처음 생긴 곳은 연희대학교였다. 연희전문학교가 연희대학교로 

전환하면서 1945년 기상학과를 개설했다. 이때 설립된 기상학과는 물리기상학과로 

개편되었다가 1956년에 물리학과로 축소되었다.71) 한국에서 본격적인 기상학 교육 

및 연구는 1958년 서울대 문리과대학 이학부에 천문기상학과가 설립되고, 1963년 

한국 기상학회가 설립되며 대학을 중심으로 학문적 연구와 기상학 전공자 인력 양

성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72) 1966년 서울대학교 천문기상학과에 기상학전공 석사

과정이 개설, 박사과정은 1985년에 개설되었고, 1968년에는 연세대학교 이공대학

에 천문기상학과가 신설되었다. 서울대학교 천문기상학과에서 1959년부터 1960년

대까지 개설된 기상학 관련 교육은 기상학개론, 천문기상학실험, 기상관측법, 기상

관측실습, 기후학, 대기물리학, 유체역학, 기상역학, 이론기상학, 기상관측실험 등이

었다.73)

69) Gary Alan Fine, Authors of the Stor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7).
70) 학계를 대표하는 인력층은 기상학계와 더불어 시스템공학을 전공한 연구원들도 있음을 밝힌다. 

과기처의 날씨예보사업 관련 보고서는 기상학계와 시스템공학 전공자, 두 축이 대학 인력으로 주로 
참여했다. 이 장에서는 학계를 대표하는 인력으로 대학의 기상학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71) 중앙기상대장 1대 이원철, 2대 국채표, 3대 김진면 관장 모두 연희전문학교와 연희대학교 출신이
었다; 문만용, 김영식, 『한국 근대과학 형성과정 자료』(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248-249쪽.

72) 서울대학교 이학부 천문기상학과(1958), 한국기상학회(1963), 연세대학교 이공대학 천문기상학
과(1968), 강릉대(1989), 경북대(1989), 부산대(1989), 부경대(1989), 공주대(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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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1966년 경북대학교 사범대학교 과학교육과 지학전공에서 기상학 교

육이 시작됐고 1971년 공주사범대학교, 부산대 (1972), 전북대(1973), 전남대

(1976), 조선대(1981) 사범대학에서 기상학교육이 실시됐다. 1980년대 후반 대기

과학과가 집중 개설됐다. 기상교육이 본격화 된 것은 1980년대 초반 외국 박사학

위 소지자가 국내 대학에 부임하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74) 1989년 강

릉대, 경북대, 부산대, 부경대에 대기과학전공 학과가 생겼고, 이어서 공주대

(1994), 조선대(2003)에 학과가 설립됐다.

중앙관상대 대장으로는 대학 전공자들이 취임했다.75) 반면 사회적 인식과 

대우가 낮은 기상직 예보관에 취업하는 인력은 1년에 2~3명에 불가했다. 1980년

대에는 서울대와 연세대 등 기상학과에서 매년 100여 명 정도 인력이 배출되기 시

작했으나 졸업생 진출은 기상대로 이어지기보다는 대부분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중, 

고등학교 교사로 빠져나가는 상황이었다.76)

기상대에 입사한 대부분의 예보관은 1948년 3월 국립중앙관상대 부설로 

개원한 기상교육훈련기관인 기상기술원양성소에서 교육을 받은 후 채용된 사람이었

다. 기상기술원양성소 전에는 소수 인력이 일본 기상기술원양성소, 또는 만주의 관

상기술관양성소에서 기상학을 공부했고, 일제강점기 말에 소수의 한국인이 발령을 

받아서 기상관서에서 근무하였다. 해방 이후 한국인 기상인력은 12명 정도였다. 해

방 당시에는 인력부족을 해소할 방법이 없어서 일본인 직원을 3개월간 잔류시키면

서 기상업무를 인수하였다.77) 해방 이후 한국인 기상인력은 일부 일제 강점기의 정

규교육과정을 이은 기상대기상기술관 양성소(기상대학)의 출신이거나, 일본의 육해

군에서 기상교육을 받고 근무자로 일한 이들 혹은 관측소 경력자였다.78) 19명의 

공군 기술 장교로 이루어진 공군기상대 또한 미군과의 업무협조 및 파견교육 프로

73) 문만용, 김영식, 『한국 근대과학 형성과정 자료』(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249-251쪽.
74) 이필렬, 『우리나라 기상사 정립에 관한 연구(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기상청, 2007). 
75) 1960년대까지 관상대 대장으로 취임하는 대학 전공자들은 다음과 같다. 이원철(중앙관상대 초대 

대장. 1948-1961) 국채표(중앙관상대 대장, 1961-1967), 김성삼(중앙관상대 통계과장, 1959), 
김진면(중앙기상대 대장, 1980-1983), 양인기(중앙관상대 대장, 1968-1980); 문만용, 김영식, 
『한국 근대과학 형성과정 자료』(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252-253쪽.

76) 이필렬, 『우리나라 기상사 정립에 관한 연구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기상청, 2007), 78-79
쪽.

77) 전영신 외, “기상인이 말하는 중앙관상대(1945~1948년, 인천)”, 『2014년 한국기상학회 가

을 학술대회 초록집』(기상청, 2014), 339-340쪽.
78) 남기현(전 강원지방기상청장) 회고; 기상청, 『기상업무 초석을 다진 숨은 발자취』(2014), 

189-1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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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등을 통해 미국의 예보기술을 습득하여 전파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

다.79)

기상양성소 제 1기는 21명이 입소하여 동년 9월에 전원 수료했다.80) 기상

기술원양성소를 취재한 기사에 따르면 “모든 관측기구들이 신기하고 생소해 취급

에 큰 어려움이 뒤따랐다고 심우봉씨(25)는 말한다. 매일 3시간마다 통신실에서 보

내오는 전문에 따라 기상일기도에 지역의 풍향, 풍속, 전운량, 기압, 기온 등을 그리

는 작업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암호화된 활자를 잘못 판독해 기압배치 등

을 엉뚱한 곳에 그려 넣어 혼이 난적이 있다.”라고 하는 인터뷰를 볼 수 있다.81) 

기상양성소 교육생들은 관측기기를 익히고, 기상데이터를 받아 이를 바탕으로 일기

도를 작성하는 업무를 익히는 일이 중요한 훈련이었음을 알 수 있다.

기상양성소의 초기 교육기간은 6개월이었으며 1950년대에는 3~5개월, 

159-60년에는 11개월이었다가 61년 이후 6개월로 단축되었다. 양성소의 교육과

목은 일반기상학, 농업기상학, 수학, 물리학, 영어, 천문학, 기상통신, 법제대의 등의 

과목이었다.82) 교육생은 기상관측, 일기도 기입 및 묘화, 기상통신 등 기상실무를 

배웠고, 수학 등 기초 과목과 일반 소양교과목을 이수했다. 기상양성소에서 6개월

간의 연수를 마치면 9급 기상공무원 응시자격이 주어졌다. 1982년까지 총 595명

이 기상양성소를 수료했으며 양성소는 기상청 신규직원이 되는 관문역할을 했다. 

양성소 출신은 본청과 지방관측소 과장, 계장, 주임 등을 비롯한 실무자로 일했

다.83) 1982년부터는 9급 기상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79) 이필렬, 『우리나라 기상사 정립에 관한 연구(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기상청, 2007).
80) 한국전쟁 중인 1951년에는 일시 중단되었다가 1963년까지 진행됐고 1963년 공무원훈련법이 제

정되면서 10기를 배출하고 운영이 중단되었다가 7년 후 1968년 재설치 되어 1982년까지 기상인
력 양성기관으로 운영되었다. 

81) “중앙관상대, 기상기술원 양성소”, 『중앙일보』, 1981.7.16. 
82) 기상기술원양성소규정(시행 1958.10.30. 제정)에 따르면 기상기술원양성소의 교과목은 다음과 같

다: 국어, 영어, 헌법대의, 행정법대의 일반수학, 응용수학, 일반물리학, 응용물리학, 지리학, 기상학
개론, 기상관측법, 기상기계학, 기상예보론, 고층기상학, 이론기상학, 기상통계법, 기후학, 항공기상
학, 해양기상학, 농업기상학, 지구물리학, 지진학개론, 무선공학, 통신술 및 무선법규, 천문학개론; 
양성소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이며,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 수업료
는 면제한다.

83) 기상시술원양성소 출신의 대표적 인물들로는 1기 수료자 안명복(전 예보국장), 박태경(전 예보국
장), 서용화(전 천문과장), 제 2기는 박수봉(전 강릉측후소장), 제 3기 이진희(전 문공부장관), 정
해성(부산 근무), 제 4기 한영택(전 부산측후소장), 이기주(전 진주소장, 강태영(전 추풍령소장), 
서정식(전 여수소장), 제 5기는 백운섭(전 강릉지방기상대장) 문창술(전 광주통계과장), 정진성(전 
춘천소장), 제6기 나일성(전 연세대 교수), 황인덕(통신과 근무), 제 7기는 성학중, 류필선, 박윤
석, 남기영, 권혁동 등 제 8기는 김동완(전 MBC 보도위원), 노광택(전 과장), 박대홍(전 대구대
장), 박정환(전 광주청장), 손창흠(전 광주청장), 유인삼(전 농업기상과장), 이철형(전 제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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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하였다.84) 1996년부터는 1980년대 말 새롭게 신설된 대학들 대기과학 전

공자들이 배출됨에 따라, 대기과학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채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85) 

이러한 전문성 차이 속에서 시작된 특정 연구 개발 사업은 기상대 직원에게 

상대적으로 익숙지 않은 환경이었다. 1985년 기상정보시스템의 현대화를 위한 사

업이 시작하며 관측자료 및 예보자료 수신을 위한 전산기 그래픽 출력장치 도입이 

추진될 때도86), 기상청은 현업용 수치예보모델을 운영할 전산기를 보유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전산기기(IBM 3083, NAS 9080)을 이

용했다.87) 대다수의 기상대 요원은 컴퓨터와 친숙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일본 수치

예보자료를 해석하는 것은 가능했으나 기상 자료를 자체 생산하는 컴퓨터 운용 전

문 인력은 기상대 내에서 부족한 실정이었다. 학계에서 쓰인 새로운 시스템을 활용

할 전문 인력을 기상청 내에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컸었다.88) 

한국의 사례는 수치예보 이전 예보관이 행한 방식과 수치예보의 방식이 충

돌하는 사례라고 보이기보다는 수치예보기술을 한국에 도입하는 단계에서 시스템과

학적인 접근방식, 전산화 방식이 강조되는 면들이 이전에 예보관이 행한 방식과 차

이점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하퍼의 논의에 따르면 예보관에게 대기 상태 및 예

보란 “느껴야 하는”경험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중요한 업무였는데 반해 

1980년대 한국 전산화사업 방식은 이른바 수치화 및 전자계산기 실행을 중시했다. 

수치예보 도입은 기상학사 발전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방향이 

예보관을 배제하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전산 시스템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이 독특한 

마찰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수치예보기술 개발 사업은 대학 연구자가 주축이 되어 진행되어 나가게 되

면서 예보관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들은 서로 다른 연구실행방식을 가

제 9기, 김윤식, 김화겸, 라충환, 신현감, 양원룡, 윤용황, 윤태호, 정간수, 채종덕 등이 기상청에 근
무했다; 기상청, 『기상업무 초석을 다진 숨은 발자취』(2014), 189-191쪽.

84) 기상기술원양성소는 1985년 기상연수원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85) 기상청, 『근대기상 100년사』(2004), 839-840쪽.
86) 과학기술처, “기상정보시스템의 현대화를 위한 전산식 예보 및 관측망 자동화 개발연구” 

(1985-1988); 이 사업에서는 중앙기상대, 기상연구소 및 서울대학교 기상학과에서 수치모델링을 
전공한 이동규 교수가 참여하였다.

87) 과학기술처, “기상정보시스템의 현대화를 위한 전산식 예보 및 관측망 자동화 개발 연구 3” 
(1987).

88) “기상전문인력 양성 시급하다”, 『경향신문』, 198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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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었기에 날씨예보관은 실질적인 수준에서 연구에 참여하기가 힘들었다. 무엇

보다 과기처의 수치예보기술은 기상학자들의 이론을 프로그래밍화해서 예측시스템

을 만드는 방법론 개발이 목적이었다. 이러한 예측시스템에 기반을 두어 예보를 수

행하는 과정은 암묵지와 경험에 기초한 예보방식은 아니었기 때문에 기존 예보관의 

역할이 미미할 수밖에 없다. 

1980년대 초중반 과기처의 날씨예보기술 지원 사업은 사용하는 예보법에 

당장 도입될 수는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예보관이 새로운 시스템을 바로 활용

해 일기예보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새로운 시스템은 시스템공학적인 측면

에서 기상정보 산출 공정을 만드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기상대는 예보연구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따로 마련해야 했었다. 이 두 연구 방식은 불확실한 날씨예

보를 행하는데 “객관적”인 지식 생산을 추구하고자 했지만 그 방식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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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보방식의 과학화: 서로 다른 “객관성”추구

4-1. 과학기술처의 특정 연구 개발 사업: 일기예보의 알고리즘화 추구

과학기술처의 예보기술개발 사업은 전자계산기를 도입하고 기상데이터를 전

산화하며 예보생산과정을 도식화하는 작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특히 과기처는 

“결론적으로 더욱 정확하고 양질의 기상예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더 많은 기상서

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오직 전자계산기의 이용으로 가능한 

것”이라며 전자계산기를 향한 전폭적인 신뢰를 보였다. 전자계산기는 “인간의 힘

으로는 불가능한, 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수행”하는 첨단기기로써 강조됐다. 

전자계산기의 사용은 이전에 예보관이 날씨예보를 내린 일련의 과정을 바꿀 

수 있다고 여겨졌다. “전자계산기를 사용하면 기상전문가들을 수행하는 반복적인 

업무나 일상적인 업무에서 해방시키므로 능률이 더욱 오르고 새로운 기상문제의 해

결을 시도”함으로써 예보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고 여긴 것이다. 과기처의 예보

기술 개발 사업은“기상자료를 빠르게 수집하고 분배함으로써 기상전문가들의 의사

결정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중요한 정보를 규정된 시간 내에 제공”할 수 있

는 효율성을 강조했다.89) “기상업무를 표준화함으로써 오차를 줄일 수 있고 기상

전문가들의 교육훈련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예보과정의 도식화를 진

행했다.  

즉 과기처가 중시한 양질의 일기예보기술이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수행하는” 첨단기기에 기반을 둔 사업의 특징을 가졌다. “기상업무란 성

격상 시간을 다투는 최신의 막대한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야 하므로 기상업

무의 전산화란 필수불가결”한 과정으로 정의했다. “관측, 통신, 예보의 주요 업무

가 전산화 되어야” 이를 바탕으로 “전자 계산의 이용이 요구되는” 다음 기상연

구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90) 과기처의 기상정보시스템 현대화사업은 “기상정

보시스템의 현대화는 바로 전산화를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언급할 

정도로 사업의 목적은 기상예보에 전산화시스템 도입을 의미했다.91) 이 과정에서 

89) 과학기술처, “한국형 최적기상정보시스템 연구 1”(1983), 229-230쪽.
90) 같은 책, 72-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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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화 작업은 이른바 “객관성”이라는 가치와 연결되었다.

전산화 작업은 세부적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우선 전산화란 전자계산기

를 갖추어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예보에서는 이전에 일일이 수작업으로 종

이에 기록한 아날로그 형태의 관측데이터를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을 뜻했다. 

저장 형태를 변환해두면 전자계산기를 활용해 대량의 정보를 통계내거나 재분류하

는 등 빠르고 다양하게 가공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전산화작업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된 것은 1980년대 과학기술처의 전자계산

기 지원 사업부터지만 천공카드에 구멍을 뚫어 기상데이터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형

태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는 관상대가 과학기술처의 중앙전자계산소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970년대 정부는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정부, 

기업, 대학 등에 있어 업무 수행의 가속도적인 과학화를 위하여 전산화는 기술혁신

시대의 총아로서 등장하기에 이르렀다”고 언급하며, 과학기술처에 중앙전자계산소

를 설립하고 대형전산기(UNIVAC 1106)을 설치하여 각 부처에 전산화 개발 업무

를 지원했다. 과학기술처는 중앙전자계산소에 설치된 UNIVAC 1106을 모든 정부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농림부는 농업센서스, 재무부는 결산업무, 총

무부는 연금업무, 기상청은 기상통계업무, 관세청은 무역통계, 과학기술처는 인력관

리 및 상공부의 시설기재사후관리, 조달청은 물자관리원호처의 보상급여, 노동청은 

노동시장업무 등을 처리하였다.92) 

당시 한국은 정보화를 통한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해야한다는 취지에서 관련 

부처들이 정보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시기였다. 1970년대에 이어 1980년대는 

정부가 정보산업을 향한 투자가치를 인정하면서 관련 부처들이 정보산업 육성을 위

한 방안을 마련한 때였다. 정부는 국가기관전산망 구축 사업인 <국가 정보화 사업

계획>을 수립했고, 행정전산망(정부, 정부투자기관), 금융전산망(은행, 보험, 증권기

관), 교육, 연구전산망(대학, 연구소), 국방전산망(국방관련기관), 공안전산망(공안

관련기관)등을 나누어 전산화 사업을 추진했다.93) 사무 자동화뿐만 아니라 은행, 

전기, 수도, 가스 등 생활지원 시스템에도 컴퓨터가 도입되었다. 기업과 관공서에서 

91) 과학기술처, “기상정보시스템의 현대화를 위한 전산식 예보 및 관측망 자동화 개발 연구 1” 
(1985), 350쪽.

92) 과학기술처, “가상자료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개발연구 1”(1990), 41쪽. 
93) 정보통신부 및 한국전산원, 『한국의 정보화정책 발전사』(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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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자동화붐이 불면서 팩시밀리와 복사기 및 모뎀 등 사무 자동화 기기 분야에 

20여개 회사가 신설되며 치열한 판매경쟁을 벌이기도 했다.94)

기상대는 전산화 설비가 전무한 상태였기에 기상데이터의 첫 전산화작업은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에 지상기상통비업무 전산화 용역사업을 의뢰하는 방식

으로 진행했다.95) 이 용역사업은 기상월보 원부를 정부전자계산소에 의뢰하여 처리

하는 것을 시작으로 1979년까지 지상기상통계, 누년지상기상통계, 누년항공기상통

계, 농업기상관측분실, 단기평년값 산출 등 전산화 사업을 추진했다.96) 전산화작업

은 자료 보관형태를 변화시켜 대량 정보를 전자계산기로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이

를 통해 방대한 기상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통계 계산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산출

하는 과정을 가능케 했다. 또한 데이터 형태 변환은 방대한 자료를 저장하고 신속 

정확하게 데이터를 유통하게 하는 기반이 됐다. 

전산화의 또 다른 의미는 예보단계를 프로그래밍화하는 작업으로 볼 수 있

다. 이는 예보관이 예보를 내린 판단과정을 ‘표준화’하고, 이 절차를 컴퓨터에 입

력하여 알고리즘화하는 작업이었다. 알고리즘이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

의 절차나 규칙을 정해두는 것으로서, 컴퓨터 공학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

령들로 구성된 일련의 순서화된 절차를 말한다. 과기처 사업의 목표는 날씨정보를 

산출하는 알고리즘을 만든다면 어떤 예보관이든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빠르고 표준

화된 예보값을 산출할 수 있다고 가정했다. 무엇보다 예보알고리즘을 표준화해놓으

면 예보관이 가진 능력이나 주관적인 경험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같은 데이터에서 동

일한 결과값을 산출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크게 부각했다.  

예를 들어 예보과정의 알고리즘 시스템 구축은 1986년부터 3년간 시행된 

<기상특보 발표 및 통보기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연구>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

94) “OA 산업 20여사 참여”, 『매일경제』, 1983. 4. 14.
95)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의 전자계산실은 1970년대 초 정부전산프로젝트를 도맡았다. 체신부

의 서울시내 전신전화요금업무의 전산화, 문교부의 대학입학 예비고사 채점 전산화는 KIST 전자
계산실이 담당한 대표적인 초기 컴퓨터 프로젝트였다. 중학교 무시험 추첨(1970), 서울, 부산 간 
외환은행 온라인 뱅킹(1972) 등의 사업들을 수행하며 일반인에게 컴퓨터란 만능기계라는 이미지
를 심어준 중요한 사업들을 진행하였다. 1970년대 후반기에는 한국전산(KICO), 한국전자계산
(KCC), 정부전자계산소(GCC) 등 민간, 공공 정보처리센터들이 대거 자리를 잡는 시기였기 때문
에 KIST 전자개발센터는 모험성과 연구성이 강한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들을 찾아서 수행했다. 에
를 들어 국내 최초 의료 정보 시스템인 메디오스(MEDIOS) 개발, 학생배정 시뮬레이션 연구, 인공
지능과 모델링 기법을 이용한 사료배합 시스템 페미스(FEMIS), 인공위성 자료를 정밀분석하는 원
격탐사 프로젝트 등을 시행했다; 서현진, 『한국컴퓨터사』(1997), 157-161쪽. 

96) 기상청, 『근대기상 100년사』 (2004), 2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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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기상특보 발표 및 통보기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연구>는 특보자의 

행동양식을 분석하여 예보관 행동양식을 이른바 “객관화”하는 예보알고리즘을 구

축하고자 했다.97) 사업은 기존 과정이 “특보생산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부

분이 높아서 특보과정에서의 비합리적인 주관요소를 배제하고 기존특보과정을 최대

한 객관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과정에서“특보과정을 하나의 객관적 발

전체계로서, 그리고 특보 적중률을 그러한 과정자체의 한 성질로 정의”했다. 기상

특보에서 예보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가능하다면 완벽하게 ‘객관화’된 특보과정

을 확립, 전산화하여 정확도를 향상시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특보자의 행동양식, 예를 들면 근무 교대시간과 특보를 내리고 해체하는 시간 사이

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이전까지 특보적중률을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기상정보의 생산과정에서 예보관의 패턴까지도 도식화하여 특보를 

내리는 알고리즘을 마련하였다.98) 

전산화 및 예보알고리즘 설계도는 날씨예보에 바로 직접적인 변화를 일으키

지는 못했다. 1980년대까지 기상대는 직접 전산화 기기를 보유하지 않았고 날씨예

보에 전자계산기를 이용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알고리즘 방식도 기기를 

통해 양식을 산출하기 때문에 기획안에 머물러 있었다. 날씨예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연구는 1978년 건립된 기상연구소가 1980년대 중반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시작되었다. 기상대는 예보 현업에 이론적 배경뿐만 아니라 활용기술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상연구소에서 예보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1985년 기상연구소에 기상연구직을 신설하여 자체적으로 날씨 예보법을 개발하는 

연구 사업을 실시했다. 석사, 박사 등 학위 소지자를 연구사 또는 연구관으로 특채

한다는 방침아래 연구직 특채를 매년 평균 5명으로 유지하며 점차 인원을 늘려갔

다.99) 

과기처 소속 연구와 기상청 및 기상연구소 소속 연구를 비교하기 이전에 기

상청 및 기상연구소 소속 직원이 모두 기상기술원양성소 출신은 아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1980년대 후반 기상연구직으로 채용된 연구원에는 서울대학교 

97) 과학기술처, “기상특보 발표 및 통보기능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연구 1”(1987), 29-43쪽.
98) 같은 책, 44-47쪽.
99) 기상청, 『기상연구소 20년사, 1978-1997』(1998),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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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연세대학교 기상학과를 졸업한 인물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1986년 봉종헌 기

상연구소장을 연구책임자로 하는 “한국근해의 해양기상 특성과 예보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가 시작됐다. 이 연구 사업에는 서울대 오임상 교수, 부산대 문승의 교

수 등 관련 교수와 대학원생이 대거 참여하여 이때부터 기상연구소를 중심으로 연

구 그룹이 형성되었다.100) 기상연구소 연구자들은 대학의 전공자들도 있지만 기상

청 및 기상연구소 소속 연구자로서 연구물을 생산하였으므로 기상청 및 기상연구소

를 대표하는 연구물로 보고자 한다. 

기상연구소와 기상청의 예보법 연구는 과학기술처 사업과 차이를 보였다. 

과학기술처 사업은 많은 예산을 바탕으로 학계와 연계되어 진행됐지만 실질적인 예

보를 내리는 실행과정에 깊게 관여하거나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연구는 아니었다. 

반면 전산화 사업은 예보법을 직접 고안하지는 않지만 예보 기상데이터를 전산화할 

수 있는 변화를 통해 기상연구소의 예보법 연구 기반을 마련했다. 기상연구소는 기

상데이터의 형태변환을 통해 종이에 일일이 기록한 관측 자료를 컴퓨터 언어로 변

환할 수 있게 되자 변환한 자료를 가공하여 새로운 데이터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

다. 축적해온 과거 기후자료를 재가공하여 새로운 정보를 산출할 수 있게 된 것이

다. 이를 바탕으로 기상청과 기상연구소 연구는 날씨예보에 직접적으로 활용 가능

한 예보법 연구를 주로 진행했다. 과기처 사업은 날씨예보와 관련된 기술 개발에 

가깝다면 기상연구소의 연구는 날씨예보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자료연구에 가깝다

는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기상연구소 예보법 연구와 과학기술처의 예보기술관련 연구는 공통

점도 가지고 있었다. 기상연구소의 연구는 보다 나은 예보법 개선을 위해서 이른바 

과기처의 사업계획서에 등장한 예보법의 과학적“객관성”을 추구했다. 기상연구소 

연구는 실제 예보를 할 때 예보관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보다는 장비 구축, 기술 개

발, 물질적 기반 변화에 힘입어 정보를 처리하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고 

사실상 그 흐름에 편승했다. 연구보고서 제목과 서론에 “객관적”이라는 말을 쓰

기 시작하며 전과 다른 새로운 방법론 필요성과 방식에 동의했고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정당화 방식을 이용했다. 기상 정보의 성격변화가 필요하다는 전제에 동의했

100) 허은(전 기후정책과장) 회고; 기상청, 『기상업무 초석을 다진 숨은 발자취』(2014), 
169-1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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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 

다만 “객관성”이라는 쓰임이 전과 다른 새롭고 보다 나은 기술 혹은 방식

을 뜻하고 있다하더라도 과학기술처의 연구와 기상연구소 및 기상청에서의 연구가 

“객관성”을 추구하는 방식은 같지 않았다. 과기처 예보법 사업에 속한 시스템공

학자는 예보관이 자료에 개입하는 판단을 배제함으로서 예보과정의 “객관성”을 

얻고자 했다. 반면 기상연구소 연구자는 예보관이 예보를 내릴 때 참고하는 데이터

의 객관성을 획득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구했다고 볼 수 있다. 시스템공학자들이 

만들고자 한 예보알고리즘은 사람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자동화버전이었다. 이는 사

람의 간섭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개입하는데 생기는 오류가능성 여지를 

높게 두어 이를 완전히 제거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었다. 사람의 개입을 줄이고 대

학학자를 주축으로 연구를 진행하며 전문가가 개입하는 것을 “객관성”의 획득이

라고 본 것이다. 반면 기상청은 자료 수치화 및 전산화 기기를 이용하여 “객관

성”을 얻고자 하였다. 기상청의 알고리즘 개발도 사람의 간섭을 최소화한다는 점

에서는 과기처의 방식과 비슷하지만 예보관이 지닌 지식을 알고리즘에 포함하여 전

문가시스템을 만들고자 한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4-2. 기상연구소의 객관성 추구: 통계확률 예보법 

기상연구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예보법을 발전시켜 일기예보에 “객관성”

을 획득하고자 했다. 첫 번째는 예보에 사용한 데이터의 변환이었고 두 번째는 예

보관 지식을 시스템화하는 것이었다. 데이터의 변환은 수치화된 데이터 획득을 의

미했으며 두 단계를 통해 이루어졌다. 첫 단계는 데이터 전산화작업을 통해 데이터

를 재가공하는 것이었다. 데이터 전산화작업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전에 수

작업으로 일일이 종이에 기록하여 아날로그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한 방식을 디지털 

자료로 변환하는 일을 말한다. 과거 자료를 컴퓨터 언어로 변환하고 방대한 자료처

리가 가능해지자 이를 통계 분석하는 재가공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산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통신망과 관측망 발전으로 보다 정밀하고 신속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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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상태정보를 얻는 것이었다. 1980년대 후반 통신망과 기상위성 발달로 현재 기

상상황에 근사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를 수신하게 됐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1980년대 중후반 기상연구소에서 진행된 예보법 개선 연구는 날씨예보에 “객관

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통계확률가공 자료, 기상위성사진을 근거로 예

보에 쓰일 자료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기상연구소에서 관측 자료를 디지털 변환했던 기원은 197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8년 기상연구소가 발족하자 중앙기상대에도 전산담당기구를 

설치하여 기상자료를 자체적으로 디지털 변환하고 자료 계산과정을 자동화하는 전

산업무를 수행했다.101) 전산화작업은 천공카드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작업과 동시에 

수작업으로 계산한 자료변환을 자동화하는 과정을 수반했다. 예를 들어 1979년 기

상연구소는 1960년부터 김포공항 측후소(관측소)에서 수작업으로 기록한 고층바람

자료를 이관하여 계산과정을 자동화하는 전산화 작업을 실시했다.102) 이전에 고층

바람자료를 처리하는 방식은 행적판, 풍향 풍속척, 고층풍도표와 같은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계산하고 변환하여 고도별 기상요소를 일일이 기록

하는 방식이었다면, 수동으로 계산한 작업이 자료입력과 동시에 자동변환으로 이루

어지도록 전산화 작업을 추진한 것이다.103)

<파이발 관측자료 처리의 전산화> 연구는 이전에 관측 자료를 수동으로 기

록한 방식을 전산화하여 디지털 방식으로 변환하고, 전자계산기에 계산을 자동 입

력하여 통계자료를 동시에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104) 이는 관측한 고도각과 

방위각을 천공카드에 세로로 입력하여 천공토록 하면 매 분마다 높이, 거리, 풍향, 

풍속, 표준고도에서 풍향과 풍속, 항적도와 고층풍도표 그래프를 인쇄해낼 수 있게 

하는 작업이었다. 매번 예보관이 행적판 등 기구를 사용하여 일일이 수작업으로 관

101) 1978년 UNDP 유엔개발계획의 기여금으로 기상연구소가 신설되었다. 기상연구소는 종관기상연
구부(예보기술의 개발, 방재기상, 기후변동, 기상업무 전산화), 응용기상연구부(산업기상, 대기물리, 
생활기상, 측기개발), 서무과(행정 및 연구지원부서)로 연구업무가 구성되었다. 

102) 기상연구소, “파이발 관측자료 처리의 전산화”(1979).
103) 자세히 서술하자면 하늘에 띄운 기구를 추적하여 기구의 위치를 방위각과 고도각으로 관측한 

후, 관측된 고도각에 대응하는 수평거리를 ‘기상상용표’에서 구하고, 수평거리와 방위각에 의해
서 추측되는 기구 위치를 항적판에 기입한다. 항적판에서 풍향, 풍속척을 사용하여 풍향과 풍속값
을 산출하고, 이 값을 고층풍도표에 표시하여 원하는 고도의 풍향과 풍속을 내삽하여 구하는 방식
이다; 기상연구소, “파이발 관측자료 처리의 전산화”(1979).

104) 파이발(pibal) 관측은 상층대기의 풍향 및 풍속 자료를 얻기 위해 ,수소가스를 채운 풍선에 관
측기기를 매달아서 풍선을 띄워 관측을 실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 43 -

측 자료를 계산하여 변환한 작업에서 벗어나는 변화였다. 방정식 계산을 전산화 과

정에 포함시켜 자료기록부터 변환계산까지 한 번에 수행하여 고층일기자료 데이터

로 변환되도록 자동화하도록 하였다. 계산 자동화는 사람의 손을 벗어나 기계가 일

을 대신한다는 점에서 빠른 자료처리가 가능한 효율적인 방식으로 각광받았다. 계

산에 필요한 인력이 줄어들고, 사람으로 빚어진 계산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는 점도 효율성을 증가하는 부분이었다. 

이 변화는 통계확률예보법의 기반이 됐다. 전자계산기 도입으로 기상관측데

이터를 디지털자료로 변환하고 방대한 자료를 전자계산할 수 있게 되자 과거 관측 

자료를 다차원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태풍 혹은 저기압의 진로 자

료를 참고할 때 일기도 자료를 변수별로 통계, 분류하여 조금 더 다양한 변수로 과

거 진로경향을 검색하고 예보에 참고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예로 기상연구소는 

1980년대 중반 특정변수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통계 내어 특정변수가 기상현상을 

유발시킬 확률을 계산하는 통계확률 예보법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105) 1987년 

<기압유형의 객관적 분류에 의한 강수확률예보> 보고서에서는 특정변수와 국지기

상간의 상관성을 조사했다. 이와 같이 통계확률 예보법 연구들은 상관계수를 이용

하여 저기압이 특정 위치를 지날 때 한반도에 강수를 내릴 확률을 계산하고 이를 

예보에 이용했다.106) 상관계수식의 적용은 변수 X와 Y사이의 인과관계나 연관된 

과학적 함의는 밝히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상관계수식은 변수 사이의 빈도수

만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이는 강수에 대한 순수과학적 접근보다는 한반도에 비가 

올 것인지 아닌지 강수 확률을 계산하는데 더 관심 있는 예보관을 위해 적절한 방

식이었다.

기상연구소의 연구는 통계확률법을 통해 과거 기상데이터를 재가공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데이터셋을 구축할 수 있으며 새로운 방법론의 수치화과정이 자

료의 신뢰성을 보장해줄 수 있다고 여겼다. 숫자에 근거한 판단은 개인의 판단이 

105) 통계예보법을 사용한 연구로는 기상연구소, “국지기온 예보에 관한 연구”(1984); 기상연구
소, “서울 중부 지방의 여름철 강우 예보법 연구”(1984); 기상연구소, “기상요소별 국지예보 
연구”(1985); 기상연구소, “기압 유형의 객관적 분류에 의한 강수 확률 예보”(1987); 기상연
구소, “제주도에 영향을 미친 태풍 특성에 관한 연구”(1987); 기상연구소, “통계적 방법을 이
용한 장기예보기법 개발 연구 1,2,3”(1993-1995) 등이 있다. 

106) 상관계수 계산법은 변수 X와 Y 사이의 상관관계를 계산하는 통계기법이다. 예를 들면 한반도에 
강수가 나타날 확률, 태풍이 한반도에 다가올 확률을 관측할 수 있는 특정 기상요소를 중심으로 계
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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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할 여지가 없이 합의된 내용으로만 의사결정을 내린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

다. 따라서 통계확률예보를 적용하면 “주관적”으로 기록된 일기도 자료가 수치화

되면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예보법에 활용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1984년 <국지기온 예보에 관한 연구>에서는 기온을 변수로 두

고 기압 유형과 기온 사이의 유사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985년 <기상요소별 국

지예보 연구>에서는 기온이라는 변수에 바람, 습도, 전운량 및 강수라는 요소를 더

하여 기상요소별 국지예보를 목표로 하였다. 1987년 <기압 유형의 객관적 분류에 

의한 강수확률 예보> 연구에서는 기압을 주요 변수로 가정하면서 결과 유형을 더 

세분화하여 저기압이 특정지점에 있을 때 일기도 구역을 나누어 패턴을 분석하였

다. 일기도 위의 기압 유형 사이의 상관계수를 계산하여 일기도 유형을 분류함으로

써 기압유형에 따른 강수확률을 예보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일기도를 구역별로 

나누어 특정위치에 저기압이 지나갈 때 한반도에 강수가 내릴 빈도수를 계산하여 

일기도 자료가 특정 변수로 수치화되어 입력됐다. 이를 통해 예보관이 그린 “주관

적”기록인 일기도 자료가 수치화를 통해 “객관적”데이터로 인식됐다. 마련된 자

료를 이용해 날씨예보를 내리는 것이 바로 “객관적”인 예보방법이었다.107) 

해당 예보법을 개발했을 때 신문기사에서는 기상예보의 “과학화”가 열리

고 있다고 언급하며 연구방법을 상세하게 서술했다. 

과거 기상자료들이 기상예보에 활용됨으로써 우리나라에도 기상예보 과학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중앙기상대는 71년부터 84년까지의 우리나라 기상자

료를 컴퓨터로 통계처리, 이를 기상예보에 활용하는 컴퓨터기상예보를 실시

한다. 지난 5일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간 이 시스템은 과거 우리나라의 기압

배치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따른 기온, 습도, 바람, 운량, 일사량 

등 5가지 기상요소의 평균값을 내 이를 기상예보에 활용하는 것이다. 기상

대 기상연구소의 최정부 연구관(레이다연구실장)팀은 지난 14년간(71-84

년)의 우리나라 기압배치도 1만여 장을 A형에서 Z형까지 26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 기압유형의 분류자료를 기초로 이 연구팀은 각 유형이 나타났

을 때의 지역별 시기별(10일 간격) 기상요소의 평균치를 71~84년의 가상

관측에서 구해내 이를 모두 컴퓨터에 입력시켰다. ... 이지룡 예보분석관실

장은 “이제까지의 일기예보가 예보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했

107) 기상연구소, “기압유형의 객관적 분류에 의한 강수확률예보”(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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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데 비해 이 같은 객관적 자료를 참고함으로써 예보 정확도를 높일 수 있

게 됐다”고 기뻐했다. 그는 또 “앞으로 실제운용을 통해 예보관의 판단과 

컴퓨터자료가 차이가 날 경우 원인을 분석, 컴퓨터자료를 수정 보완하여 더

욱 쓸모 있는 자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108)

그림 4. “기상예보
의 과학화 시대가 
열리고 있다” (『경
향 신 문 』 , 
1986.3.18.)

여기서 “객관적”이라는 지칭 의미는 명확하지 않았다. 보고서마다 각자 

자신의 연구를 “객관적”연구라고 정당화했지만 의미하는 바는 차이가 있었다. 이

는 통계확률법을 이용한 1984년, 1985년, 1987년 보고서 모두 각자의 연구를 이

전보다 “객관적”방식이라고 비교, 묘사했다는 부분에서 나타난다.109) 이 보고서

들은 공통적으로 일기도에 표기한 기상요소를 변수로 파악하여 일기도를 수치화하

고 분류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이용했다. 이 과정에서 일기도를 특정 변수에 따

라 분류하는 과정, 변수를 수식으로 계산하여 도출해내는 과정, 특정요인간의 빈도

수를 상관계수식으로 확률 계산하는 각 과정은 이전과는 다른 수식의 정교화를 통

해 “객관적”인 예보법이라고 지칭되었다.

108) “5월부터 컴퓨터 기상예보”, 『경향신문』, 1986. 3. 18.
109) 기상연구소,“국지기온 예보에 관한 연구”(1984); 기상연구소, “기상요소별 국지예보 연

구”(1985); 기상연구소, “기압 유형의 객관적 분류에 의한 강수 확률 예보”(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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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987년 연구에서는 1984년과 1985년 연구의 일기도 분류작업

을 “주관적”방법이라고 지적했다. 1987년 연구는 앞 연구와는 달리 상관계수 연

산법을 이용해 강수 유형을 “객관적으로 분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강수

확률을 도출하였으므로 보다 더 “객관적”인 예보법이라고 주장했다. 사람의 개입

정도가 낮아지는 정도를 객관적이라고 본 것이다. 특히 그 구분은 보통 사람이 개

입하지 않고 방식이 자동화되는 과정, 자료선정이 수식과 같은 계산을 거쳐 선정될 

때 보다 향상된 방식이라고 지칭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수치화된 자료를 만들어 데이터를 현실에 적용하는 작업이 신뢰할 수 있다고 인정

했다. 

앞의 신문기사에서 기상대 예부분석관실장이 “앞으로 실제운용을 통해 예

보관의 판단과 컴퓨터자료가 차이가 날 경우 원인을 분석, 컴퓨터자료를 수정 보완

하여 더욱 쓸모 있는 자료로 만들겠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기상연구소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예보관의 숙련을 중요시했다. 그 예는 기상위성사진을 획득하며 그 사

진을 해석하는 시스템을 만들고자한 연구에서 볼 수 있다. 기상연구소의 기상위성

사진 분석 시스템 연구는 예보관의 지식을 인정하고 이를 포괄하는 방식으로 지식

을 알고리즘화하여 전문가시스템을 만들고자 했기 때문이다. 

4-3. 1980년대 후반 예보시스템 구축 제안: 예보관의 암묵지

1980년대 후반 통신발달로 기상위성사진을 본격적으로 예보에 이용하기 시

작했다. 1970년대 초에도 APT 기상위성 수신 장치를 이용해 일본 위성에서 하루 

두 차례 기상위상 자료를 받았지만, 네트워크의 한계로 일본을 거쳐 오는 시차와 

자료 분석에 걸리는 시간적 지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전송받는 게 어려웠

다. 1970년대 송신된 위성사진들은 흑백사진으로 출력됐는데 사진의 명암이 뚜렷

하지 않아서 구름이 있는 곳과 없는 곳 정도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였다. 

1978년이 되어서야 기상청에 기상위성과가 신설되어 새로운 기상위성 수신 장비를 

설치하게 됐다. 일본 NEC 사에서 수신 장비를 구입하여 일본 정지궤도위성 GM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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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서 위성사진을 매시간 수신할 수 있게 됐는데도 이 사진은 선명도가 약간 나아

졌을 뿐 여전히 흑백영상사진이었다. 한국은 2010년이 돼서야 첫 위성을 올린 것

을 생각해보면 그전까지 기상위성 수신 장비와 네트워크 업그레이드가 질 좋은 기

상위성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1980년대는 1987년 태풍 재난사건으로 인해 기상청에 대대적인 지원이 시

작됐다. 동시에 88올림픽을 계기로 기상자료 교환량이 급증하자 GTS 회선을 

200bps 저속회선에서 9600bps 고속회선으로 증설하며 기상대의 장비 현대화 사

업이 가속화 됐다.110) 변경 전에는 문자와 숫자로 이루어진 기상관측자료만이 송수

신 가능했다면 변경 후에는 문자와 숫자자료 중 격자점 자료, 지상일기도와 같은 

그림 자료도 송수신이 가능하게 됐다.111) 1989년 4월 서울, 동경 간 GTS 통신 

속도가 고속화되면서 수신할 수 없었던 관측자료 및 가공자료 일부를 추가로 수신

하게 되었다. 일본 정지위성(GMS)과 미국 극궤도 위성(NOAA)에서 컬러사진을 

포함해 하루 13종 자료 69매를 수신할 장비도 구축되었다. 네트워크망 개선을 통

해 이전까지는 얻지 못한 다양한 종류의 위성사진을 실시간에 가깝게 얻을 수 있게 

된 점은 날씨예보에 큰 영향을 주었다.

위성사진을 이용하게 되면서 지역별 관측소를 통해 기압, 기온을 파악한 방

식이 확연히 달라지게 됐다. 우선 기상위성사진을 통해 관측소가 없는 지역의 자료

를 수집할 수 있게 됐다. 넓은 지역의 구름분포현황은 물론 눈이 덮인 지역현황, 바

다 위 태풍 위치 등을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기상현상에 보다 구체적인 

정보접근이 가능해진 셈이다. 가시광선 영상은 주간 구름관측 및 구름 반사도, 하층

운 분석에 이용됐고, 적외선 영상은 야간 구름관측 뿐만 아니라 구름온도, 해수면 

온도, 적설, 빙하 감시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됐다.112) 무엇보다도 기상위성사진은 

실시간 관측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수명이 짧은 기상현상에 대한 연속적인 

관측 자료를 신속하게 파악할 기회가 됐다.113) 

110) 세계기상기구 회원국들은 GTS(세계기상통신시스템)에 의해 인접 회원국 사이에 직통유선인쇄
전신망(텔레타이프 망)이 구성되어 있다. 세계 기상기구는 각국 기상자료를 수신함과 동시에 기상
청에 지역통신센터 역할을 하는 일본기상청에게 한국 정시 관측자료 등도 무선인쇄전신 통신으로 
수신할 것을 권고하였고 일본 기상청은 이 관측 자료를 수신하여 높은 출력으로 여러 개 주파수를 
통해 아시아권 기상자료를 전 세계에 방송하였다; 기상청, 『근대기상 100년사』(2004).  

111) 과학기술처, “한국형 수치예보 기법 개발 연구 1”(1990), 40-41쪽.
112) 기상연구소, “극궤도 기상위성자료를 이용한 해수면온도 산출에 관한 연구”(1986), 7-16쪽.
113) 기상연구소, “원격탐사자료를 이용한 객관적 태풍 진로 예보 연구 1”(1999),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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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태풍은 대부분 해상을 거쳐 오기 때문에 태풍의 현재위치 정보를 

얻기 힘들었다. 한반도 주변부터 동아시아지역 해양까지 넓은 지역을 한눈에 파악

할 수 있는 위성사진을 이용하며 현재 태풍의 위치와 변화하는 경로를 연속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고 태풍예보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과거 기상데이터를 통해 태풍

경향을 간접적으로 유추하여 예보한 방법에서, 실시간에 가까운 태풍 자료를 직접

적으로 얻어 태풍 진로를 예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태풍의 직접적인 위치를 

알 수 있으니 이를 바탕으로 예상 진로를 예측할 수 있게 되었고 수치예보법에서는 

관측 자료의 초기 값에 해당하는 자료 질이 높아지니 예측 값에 도움이 됐다. 다만 

기상위성사진을 예보에 활용하려면 구름 온도를 알아내거나 기상현상에 대한 세부

정보를 얻기 위한 사진해석기술을 필요로 했다. 사진을 해석할 수 있는 기술이 필

요했기 때문이었다. 이를 위해 1980년대 후반 기상위성 데이터를 해석하는 연구과

제들이 진행됐다.114) 

주목할 만한 점은 기상위성 데이터를 해석하는 연구가 이른바 “인간의 지

식을 컴퓨터 프로그램화 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1989년 <기상위

성 구름 영상의 객관적 운형분류 연구>에서는 구름 영상에 대해 구름 분류 및 해석 

업무의 객관적인 분류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연구목표로 삼았다. 위성사진 해석 프

로그램을 통해 구름 온도, 반사도, 고도, 운량, 속도 등 정량적인 기상요소를 산출하

는 게 목적이었다. “인간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의 전문성을 체계화하여 

이를 컴퓨터 프로그램화함으로써 컴퓨터의 판단이 마치 인간 전문가 판단처럼 수행

되는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115) 전문가 시스

템은 전문가인 인간을 대신할 전산 시스템을 의미했다. 전문가 시스템은 “전문적

인 지식을 갖춘 인간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컴퓨터로 하여금 풀게 하여 인간

의 경험지식과 추론방식을 프로그램화하여 인간이 생각하는 기능을 대신하도록” 

함으로써 “인간전문가의 은퇴나 전문가 양성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긴급한 사태

나 이상사태에 접했을 경우 오판, 착오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시스템의 객관

114) 기상연구소, “한반도 지역의 기상위성영상 특성”(1987); 기상연구소, “기상위성 구름영상의 
객관적 운형분류 연구”(1989); 기상연구소, “위성자료를 이용한 구름층의 수분추정”(1990); 
기상연구소, “중간규모 현상의 예보를 위한 기상위성 자료의 처리와 이용에 관한 연구 1,2” 
(1990).

115) 기상연구소, “기상위성 구름 영상의 객관적 운형분류 연구”(1989), 13-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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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116)

기상연구소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날씨예보업무가 기상이론이나 발전한 관측

기술이 제공하는 고품질 관측데이터만으로는 각 지역에 맞는 예보를 생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믿는 관점을 유지했다. 예보관의 능력과 지식에 따라 날씨예보는 크

게 달라질 수 있으며 기상관측기술의 발전과 예보적중률은 항상 정비례관계가 아닐 

수 있다는 점에서 예보관의 역할과 능력을 강조했던 것이다.117) 기상위성사진의 활

용 사업은 전문가 지식을 컴퓨터에 체계화하여 입력해놓고 컴퓨터가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데이터의 “객관성”을 획득하는 방향으

로 나아갔다. 

이처럼 1980년대 후반 기상연구소의 예보법 연구는 예보를 내릴 때 활용할 

데이터의 “객관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방법은 전자계산기

를 이용해 축적해온 과거 기상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고, 이를 통계 계산

하여 새로운 데이터셋을 만드는 것이었다. 예보관이 각자 주관적 판단으로 그린 자

료에 불과한 일기도 자료들이 수치화되어 전자계산기에 입력되자 이 자료들은 날씨

경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자료로 인정됐다. 두 번째 “객관적인”데이터 활용

은 기상상태를 포괄적이고 신속하게 알려줄 수 있는 기상위성사진을 통해 이루어졌

다. 기상위성사진에서 여러 기상자료를 얻는 것은 사진을 해석하는 기술이 필요했

고, 이 방법은 예보관의 지식을 컴퓨터에 체계적으로 입력해서 컴퓨터가 문제를 풀

듯이 기상자료를 얻는 방식으로 “객관성”이 향상된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과기

처의 알고리즘과는 다르게 예보관의 지식이 예보알고리즘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

하고 이를 포함하는 전문가시스템을 만들고자 하였다. 기상데이터를 객관적으로 이

용하고자 개량한 두 방식에는 모두 전자계산기와 컴퓨터라는 전자기기가 활용됐고, 

기기를 활용하는 방식은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여러 사람이 같은 데이터를 이

용해 항상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하는 것이 “객관성”을 획득

116) 같은 책, 129-131쪽.
117) 2004년 한국기상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실제 수치예보가 빗나간 사례를 분석하며 

컴퓨터 프로그래밍 결과와 예보관의 예측이 다를 때 예보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예컨대 수치예보
기술의 발달로 수치예보능력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나 수치예보에서 잡아내지 못하는 한계로 인
하여 예보관들은 주관적으로 기단이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지, 기단이 확장을 멈추었을 때 어느 지
역에서 불안전성이 강화될 것인지에 대한 예보관의 경험적 판단이 필수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하였
다; 정관영 외 2인, "수치예보의 한계와 예보관의 역할”, 기상학회 2004년도 가을 학술대회 
(2004. 10.) 338-3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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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식으로 추구된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1980년대 날씨예보 관련 기술개발이 실제 일기예보에 반영된 정도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수치예보 산업의 시작이 되었으나 1980년대 생

산된 연구 계획서 및 기기구입은 예보작업에 직접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1993년 기상연구소의 특정 연구 개발 사업 연구 결과 요약집에 따르면 대부분의 

연구 결과들이 빠른 시일 내에 현업에 적용되어야 한다고만 분석하고 있다.118)

올림픽 당시 예보를 내린 한 일화를 보자면 1980년대 말 한국의 날씨 예보

법은 여전히 신뢰성이 떨어졌다. 당시 예보관의 회고에 따르면 올림픽 조직위원회

에서는 개회식 날 예보뿐만 아니라 올림픽 전 기간 일별 예보를 제공해줄 것을 요

청하였다. 그때 예보기술로는 1개월간 일별 일기예보는 불가능했다. 

월간예보와 계절예보는 대체적인 기후학적 경향예보로 발표하고 있었던 시절

이었다. 88 서울 올림픽 당시에 장기간(9.17-10.2)의 일별 일기예보를 약속

한대로 9월 8일에 발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당시 사용가능

한 자료로는 ECMWF의 500hPa 120시간 예상일기도를 FAX로 수신한 A4

용지 크기의 북반구 일기도가 고작이었다. 이 예상일기도를 가지고 1개월간 

일별 예보를 작성해야 했다. 올림픽 개회식 전날인 9월 16일 조직위원회에서 

일기예보를 브리핑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일단 기상청에서는 개회식 날 

일기예보는 전형적인 한국 가을 날씨로 쾌청하리라고 발표했다. 이 예보를 듣

고 각 담당부서마다 의견이 분분했다. 당시 컬러 TV로 방송을 시작한지 오래

되지 않은 때라 방송 팀에서는 너무 쾌청하면 TV 색상이 선명하게 나오지 

않으니 상층운이 20~30% 끼는 편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가 하면, 공

중 낙하 팀은 쾌청하면 스카이다이빙에 아주 좋다고 하는 등 날씨에 대해 구

구한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일단 좋은 쪽으로 예보는 발표되었다. 사실 개회

식 때 비가 오게 되면 정년을 몇 달 남겨놓지 않은 박국장과 필자는 사표를 

쓸 각오까지 하고 있었다. ... 다행히 개회식 날은 전날 비가 내려 날씨가 매

우 청명하였다.119) 

118)“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형은 하루빨리 현업에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컴퓨터
의 도입이 필요하다.”,“전문전산입력의 확보가 자문을 통하여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소프
트웨어 최적화 연구가 계속 수행되어야 한다.”,“기상망의 고속화 연결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
다.”,“후속 연구 사업이 필요하다.”; 기상연구소, “기상분야 특정연구결과 요약집 (85~91)” 
(1993).

119) 김화겸(전 예보관, 항공기상과장)회고; 기상청, 『기상업무 초석을 다진 숨은 발자취』(2014), 
12-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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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을 위해 준비해온 예보법 개선 연구들이었지만 사실상 올림픽에서는 

신뢰성 높은 날씨예보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날씨가 막연히 좋으리라 운을 바

라는 예보관의 심정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수치예보기술은 1991년 국지예보모델

(K-LAM)을 개발하여 시험가동해본 이후 1999년 2월 슈퍼컴퓨터 도입 후 모델을 

직접 가동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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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및 결론

“일기도는 수치예보모델의 결과이므로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공식예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상청 일기도 자료는 위와 같은 문구와 함께 제공된

다.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공식예보는 수치예보모델 결과를 기준으로 여러 예보관이 

정보들을 수합 후 판단과 토의 하에 내린 정보라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상청

에서 발표하는 공식 예보는 실제 날씨와 다를 수 있으며 수치예보 모델의 결과와도 

다를 수 있다.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수치모델 일기도 또한 수치계산을 통한 예상값

일지라도 실제 날씨와 다를 수 있기에 예보관은 수치예보 자료를 그대로 공식 예보

로 발표하지 않는다. 이처럼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공식 예보와 수치예보모델 자료

는 모두 이른바 “객관적”인 과학 자료의 위상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두 자료는 서

로 다른 위계의 과학 정보를 뜻한다. 

본 논문은 날씨예보란 수치예보모델을 보정하고 예보관의 판단에 따라 예측

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날씨예보 이해에서 예보관에 대한 이해가 빈약한 

까닭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기상청이 이른바 날씨예보법의“과학화”를 이

루었다고 여기는 1980년대 수치예보법의 도입 과정에 주목하였다. 날씨예보법 개

선 사업들은 예보관이 예보에 개입하는 판단들을 오류 요인으로 지적했고 새로운 

기계의 역량이 기존 예보방식을 대체하리라고 주장했던 점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처의 특정 연구 개발 사업에서 제시하는 날씨예보기술과 관련된 인식이 이

전에 예보를 내린 예보관의 인식과 충돌을 보이는 지점을 분석했다. 

기존 기상예보사 서술에서 배제된 예보의 중심 주체인 예보관의 관점에서 

기상예보사를 서술했을 때 예보과정의 독특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다. 특히 기상

기술원양성소라는 기관을 통해 훈련받은 예보관으로 대표되는 1980년대 기상청의 

전문성을 살펴보며 예보실행과정을 주목해 논의했다. 무엇보다도 예보관이 지닌 경

험적 전문성을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의해 사장되었다고 보기보다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자신만의 변화를 모색하였다고 보았다. 일례로 과학기술처의 예보알고리즘 개

발과 기상청 및 기상연구소의 예보관 지식을 포함한 알고리즘 개발 차이를 지적했

다. 과기처의 예보기술개발은 예보관의 개입과 판단을 최소화하는 예보시스템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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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목표로 했다. 반면 기상청 및 기상연구소의 연구는 새로운 전산화 흐름 및 기기

가 대변할 수 있는 신뢰성 및 효율성을 인정하였지만 그들이 가진 예보 이해에 새

로운 방식을 포함하는 쪽으로 변화를 추구했다. 

물론 이는 예보관이 지닌 역량을 키우거나 보조해야 한다는 논의로 나타나

지는 않았다. 기상청 또한 기계 도입을 통한 예보의 ‘과학화’가 필요하다고 주장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론적, 시스템적 예보기술 개발 못지않게 예보관의 실행

이 중요하다고 여겼고 이를 기상연구소의 통계확률 예보법 개발 과정에 반영됐다. 

날씨예보를 담당한 기상청은 여전히 예보 실행에서 예보관의 핵심 역할을 인정하고 

이들의 지식과 경험을 포함시킬 새로운 객관적 예보방식의 개발을 추구했다. 이러

한 변화를 통해 기상청은 정부의 지원을 받았으며 기상예보 인력에서 기존 예보관

과 새롭게 훈련받은 학계 인력층이 융합될 수 있었다. 

이렇듯 1980년대 과학기술처의 특정 연구 개발 사업에서 표준적으로 추구

한 시스템공학적인 방식이 날씨예보사업에 도입되며 변화해간 과정을 살펴봤다. 수

치예보기술 개발 초기에 나타난 예보관들의 회의적인 반응은 예보관이 행한 예보 

실행과 수치예보의 실행 방식이 충돌하는 사례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오히려 수치

예보기술을 한국에 도입하는 단계에서 나타난 특유의 시스템과학적인 접근방식, 전

산화 방식이 강조되는 면이 예보관이 행해온 방식과 차이점을 일으켰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수치예보 도입은 기상학사 및 기상예보사 변화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방향이 한국에서 도입될 때는 예보관을 배제하며 

효율성을 추구하는 전산 시스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었기에 예보관들과 독

특한 마찰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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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Korea Weather Forecasting Technology in the 1980s

: Introduction of Computerized System and Pursuit of Objectivity in 

Forecasting

Lee, Haneul

Program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Numerical forecasting is a universal weather forecasting technique 

that inputs observation data into an atmospheric equation and calculates 

weather information using a computer. In Korea, research on numerical 

forecasting technology began in earnest starting from the support of 

specific research development projects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mid 1980s. This paper examines the efforts made to 

make uncertain weather information more reliable scientific information 

through the introduction of numerical forecasting technology. Through this, 

we tried to examine how the value of objectivity is formed in Korea 's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process in the 1980s.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technology related researches and 

researchers from the early 1980s to the late 1980s. Numerical forecasting 

technology research was started from the specific research development 

project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For the weather 

forecasting project selected by specific research development projects, 

system engineering major of electronic development center mainly 



- 60 -

participated. The system engineering major proposed a system planning 

proposal for the weather forecasting method. The proposal criticized the 

way in which the forecasters had been doing and pointed out as a factor 

of error. In the forecasting of the weather, it has been shown that people 

can construct "objective" scientific knowledge by minimizing the intervention 

of the person (forecaster) and using the instrument.

Forecasters was aware that the numerical forecasting technology 

was a new technology. However, it was skeptical whether the introduction 

of numerical forecasts and the promotion of specific research development 

projects would make an effective change in weather forecasts. Forecasters 

were aware of the fact that they were receiving numerical forecast data 

from the Japan Meteorological Agency in the early 1980s, but the 

usefulness of this data was not very high. The weather forecasting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of the specific research development 

project was also centered on university researchers, and the forecasters 

who were directly involved in the forecasts and the officials of the 

meteorological service were neglected from the project. In the weather 

forecasts, university graduates and forecasters had different expertise and 

training backgrounds, and in the 1980s they were unlikely to converge.

As the Meteorological Research Institute took its place in the late 

1980s,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KMA) began to develop 

forecasting techniques that could be used directly in weather forecasting. 

Through this, KMA tried to produce "objective" scientific knowledge. In the 

case of specific research development projects,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 forecasting system that minimizes human intervention for the 

development of new forecasting technology and aim at computerization of 

all data. But the forecaster considered that the subjective judgment of the 

stage involved in forecasting or the forecaster should be regarded as the 

cause of the error and should be removed. The Meteorological Research 

Institute also agreed that it would be necessary to use computer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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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ther forecasting techniques, which are computed by human observation, 

input and conversion of weather data, and calculated using expressions 

rather than experience forecasts. To do this, KMA conducted a forecasting 

study using statistical data with various variables and applying them to 

forecasts. On the other hand, in forecasting system planning, KMA did not 

regard the knowledge or judgment of the forecaster as the cause of error. 

The study of Meteorological Research Institute presupposes that tacit 

knowledge of forecasters is an important role in forecasting. Therefore, 

KMA proposed a plan to complete the forecasting system by inputting the 

information of the person into the forecasting system.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methods is that in Korea in the late 1980s, standards such 

as computerized and system engineering design became the criteria for the 

"objectivity" value of scientific information. And that the composition of the 

objectivity is different.

keyword: Weather forecast history, forecasting officer, Numerical 

forecasting, Specific research projects,  meteorology history, objectivity

student number: 2013-22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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