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씨경영이란? 날씨경영 왜 중요한가요?
What is Weather Risk Management? Why is Weather Risk Management important?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의사결정단계에서 

날씨영향을 고려하거나 적극 활용함으로써 

손실저감, 수익창출 등 

경영의 효율을 높이는 활동입니다.

“날씨경영”은 기상·기후변화에 따른 

산업별 위험요소를 식별, 위험을 회피함으로써 

기업의 손실 저감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합니다.

날씨경영 활용을 통해 

11.3%의 손실저감과 10.0%의 수익창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A사는 사과 생육 응용 기상정보 및 

자체 기상관측자료의 융합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병해충 방제 및 양액 

조절로 약 80백만원 절감효과 달성

agRicultuRe농업

H사는 기상조건별 고객 선호 

메뉴 분석을 통한 효과적 식재료 

운영으로 폐기량 감소 및 재고 

비용 10% 감소

food seRvice외식

G사는 날씨에 따른 고객수요 변화를 

분석, 상품 재고관리, 진열, 마케팅 

전략 수립을 통해 날씨 관련 상품 

매출 및 이익 극대화

Retail유통

C고속도로는 도로기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노면상태 분석을 통해 안전 

운전을 방해하는 기상 인자별 경보 

체계 운영으로 안전사고 50.5%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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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활동 시 기상정보 활용을 통한 

비용절감, 매출증대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가능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효과 

130,526 백만원

기상정보 활용 기여율 

10.7%

손실절감 수익창출 전체

11.3%

40,478 백만원 

절감

90,048 백만원 

증대

10.0%

10 %

Profit

기상재해·안전사고 예방, 

비용절감 등을 통한 

손실저감

기상에 따른 수요예측.

프로모션 등을 통한

수익창출

날씨경영은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나요?
value of Weather Risk Management

날씨경영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Weather Risk Management cases



날씨를 알면, 

기업경영도 맑음

기업경영의 출발점, 

날씨경영입니다.

기상청이 기업의 

날씨경영을 지원합니다.

날씨경영 전문가 그룹을 

소개합니다.
government service for Weather Risk Management Weather Risk Management experts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기업의 성공적인 날씨경영 활동을 지원합니다.

기업의 든든한 

날씨경영 파트너

날씨를 알면, 

기업경영도 맑음

날씨경영 홈페이지

wm.kmiti.or.kr

날씨경영 컨설팅

기업의 날씨 민감도 및 기상정보 활용 수준을 진단하여 

1:1 맞춤형 날씨경영 전략을 지원합니다.

날씨경영 정보화시스템 구축  

기업 내부 시스템에 연동가능한 

기상정보활용 시스템 구축을 지원합니다.

날씨경영우수기업 선정 

날씨정보를 활용하여 경영 효율을 높인 기업을 

날씨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합니다.

날씨경영우수기업 지원혜택 

금리우대, 홍보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날씨경영 기업의 가치를 확산합니다.

 기상기업

국내 744개의 기상기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20년 9월 기준)

현황 그래프

16년 18년17년 19년 20년(9월 기준)

365 개 사
455 개 사

519 개 사
598 개 사

744 개 사

기상예보, 컨설팅, 기상감정, 기상장비를 

총망라하는 기상서비스 전문기업이 

맞춤형 날씨경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날씨경영 컨설턴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날씨경영 컨설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현황 그래프(누적)

18년 19년 20년

144 명
164 명

180 명

날씨경영컨설턴트는 

기업에 특화된 기상서비스 활용전략을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