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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원광빙고농업회사법인

◦ 물류 운송 관리

- 강수, 강설 시 방수커버, 윙카 집중 사용 등을 통해 제품 손상 방지

◦ 기업 이미지 제고

- 기상정보를 활용한 제품 운송배차시y 조절로 배송지연을 미연에 방지해

거래처로부터 기업 이미지 개선

기업개요

□ 2002년 설립된 전북 군산 소재의 중소기업이며, 주 사업� 아이스팩을

생산하는 제조업� 육·어류 등의 냉동보관 및 급속 동결하는 보관업,

태양광 발전업으로 구성

날씨경영

현황

□ 아이스팩 생산 및 판매 관리

◦ 기	 전
 및 장기 예보를 통해 적정 수준의 원자재 구매 실시, 생산 및

판매 계획 수립

◦ 성수기(명절 및 여름)때, 중기 예보 및 실시y 예보를 참조해 제품 생산 및

재고량 등을 조절

<기	전
 및 장기예보 분석·운!계획 수립>

◦ 내일 날씨 예보를 통해 화물 배차 여부 결정

- 상·하차시 제품 불량 최소화 및 운송비 절감

□ 냉동보관 및 급속 동결 업무 관리

◦ 냉동 보관 창고 내 파렛트(34) 단위 동결된 아이스팩을 보관

◦ 전력 사용이 적� 시y대9 휴무일에 급속 동결 집중 가동

□ 태양광 발전 사업 구상

◦ 태양기상자원지도 참조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 확인

◦ 고온 시 스프링클러를 가동해 최적의 발전HI 유지

□ 기상정보 활용 인력 및 조직

◦ 기상정보 활용 관L 교육

- ‘기상정보 활용 설명O’ 작성 및 사무실 비치를 통해 쉽게 직원들이 기상

정보를 활용W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운!Z 및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날씨경영

성과

□ 아이스팩 매출 성장

◦ 기상정보 활용 후 제품 생산 계획 수립 및 생산시F 투자, 마케팅 강화를

통해 2006~2010년에 비해 괄목할 만한 매출 성장 달성

<연도별 아이스팩 매출>

□ 전기료 절약

◦ 냉동 보관 창고 내 동결 아이스팩 보관

- 냉q기 가동 회수 감소

- 정전 발생 시 보관 물품에 이상이 없도록 내{온도 유지

◦ 전� 사용이 적은 시��� 휴무일에 급속 동결 집중 가동

- 전� 사용� 42% 감소 및 전기료 33% 절감

□ 최적 발전 효율 유지

◦ 고온 시, 스프링클러를 활용해 최적� 태양광 발전 효율 유지

- 태양광 패널 냉q 및 기� 오염물질 제�를 통해 발전효율 시�! 80kW

이상으로 높여 최적� 발전 상태로 유지

* 기온이 30℃ 이상 지속 시 태양광 패널이 과열되어 발전 효율 시�! 60kW 미만으로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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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시스템 구축 사례]

<기상정보 활용 시스템 도입 경과>

(민간 기상기업, 3월)

위험기상 자동관리 시스템













1) SuperMarket(GS Supermarket)

2) SuperMarket(GS Supermarket)

3) Fresh Food

<연동되는 발주 시스템 화면>

□ 기상정보 공유

◦ 전사 공�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당일 포함 최근 3일 간의 날씨/예보

및 전( 지역별 기,- 강수 확률 확인 가능

<전사 공� 홈페이지 초기 화면>

□ 날씨6스7 분석 및 활용

1) GS수퍼마켓

◦ 날씨 변화에 따른 고객 분석

- 날씨에 따른 내점 고객의 변화M 분석N 점포 특성별로 대응 방안 논의

날씨 변화에 따른 요인 분석 3Y℃ 폭염시 내점 고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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