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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초 기상정보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한 상시 비상근무체계 정립

기상상황 
SMS발송 단계별 

비상근무 
실시

상황
통제

상황
종료

기상재해 
발송

<기상9해 대비 비상근무시스> 계통도>

□ 기상정보 활용

◦ 정기적인(공단전체 : 분기, 사업장 : 매월) 기상전M 및 분O을 통해 사전Q

시설물 피해 예방과 기상9WQ 대비한 장비 확충 및 비상대기인Z 확보

◦ 전문기관의 전Z^_시스> 정기`a과 정bc단 시deg 피크전Z 설정

및 전Z 사용량 통j

전Z^_시스> 개요

 
전Z^_시스> 계통도

 
24시o 전Z^_시스>

◦ 사업장 별 일조량과 일조시o 분O을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 도입 및 확대

태양광발전 통yz{터~

 
체육센터 태양광 발전설비

 
주차부스 태양광 발전설비

□ 날씨경영 중장기 기�계� 수립(’15)

◦ 날씨경영 전
인Z의 전문� 강화와 체계적�� 장기적인 날씨경영

시스> 구축을 위하여 공단의 날씨경영 환경 분O을 통한 기�계� 수립

<날씨경영시스> 구축 3단계>

도입기
(2014년
∼2015년)

심화기
(2016년
∼2017년)

정착기
(2018년
∼2019년)

 · 날씨경영 조직구성

 · 날씨경영 역량강화

 · 날씨경영 인프라 구축

 · 날씨경영의 체계화

  · 전문프로세스 구축

  · 날씨경영 창의성 발휘

날씨경영Q 필요한 환경 분O

강` 기�

· 기상정보 네트워크 구축

(타 기관과의 정보!# 및 연계 등)

· 기상경영을 통한 경영 효&� 및 경j적

파급효과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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