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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안위성 2호의 가치를 발굴하다!
-기상청, ‘천리안위성 2호 융·복합 활용 공동연수(워크숍)’ 개최-

□ 기상청(청장 김종석)은 오는 9월 19일(목), 서울 엘타워에서 한국
해양과학기술원(원장 김웅서),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과 함께

‘천리안위성 2호(2A/2B) 융·복합 활용 공동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

○ 이번 공동연수는 천리안위성 2A*호와 2B호(2020년 발사 예정, 해양·환경 센서 탑재)를
통해 세계 최초로 동일 정지궤도 상에서 3 개의 지구관측센서를
동시 운용함에 있어 , 부처 간 위성 자료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
※ 천리안위성 2호: 기상센서(2A), 해양·환경 센서(2B)를 장착한 정지궤도 복합위성

□

△국가기상위성센터 △해양위성센터 △환경위성
센터를 비롯한 위성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80 여 명이 참석하여 ,
이번 공동연수에서는

○ 천리안위성 2호(2A/2B)의 기상․해양․환경 감시 강화와 융·복합기
술 개발 및 활용 증대 방안을 발굴한다 .

○ 또한, 토의를 통해 △황사 감시 및 예보기술 향상 △해양기상 현상 분석
강화 △위성산출물 처리기술력 향상 △다분야 위성 응용활용 확대 등
차세대 정지궤도 복합위성 융합 연구 시작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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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석 기상청장은 “이번 공동연수를 통해 천리안위성

2A 호의

상승효과를 극대화하고 융·복합 활용기술을 통한 상호 연구 교류뿐만
아니라 협업 사업 발굴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라고 밝혔다 .

□ 붙임 1. 천리안위성 2호 융·복합 활용 공동연수 계획

2. 천리안위성 2호 융·복합 활용 공동연수 일정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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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시 간

14:00～14:15

14:15~14:25
14:25~14:35
14:35~14:45
14:45~14:55

천리안위성 2호 융·복합 활용 워크숍 계획
내
용
개회 및 인사말씀
워크숍 개최 및 행사 취지 설명
(국가기상위성센터 정주용 연구관)
축사
(기상, 해양, 환경위성 센터장)
세션1 탑재체
기상탑재체(AMI) 발사 후 현황
(국가위성센터 정주용 연구관)
해양탑재체(GOCI-II) 준비현황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희정 책임기술원)
환경탑재체(GEMS) 준비현황

검보정 감시를 위한 기상탑재체 활용
(이화여자대학교 안명환 교수)
천리안위성 2호(GK2) 융합 활용을 통한 해양탑재체

15:20~15:45

산출물 정확도 개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안재현박사)
해양산출물 개선 및 대기-해양의 feed-back process 이해를
위한 연구들
(부산대학교 조영헌 교수)
천리안위성 2호(GK2) 자료를 이용한 실시간 이산화탐소 연
직분포 산출 기술 개발
(부경대학교 이한림 교수)
천리안위성 2호(GK2) 자료를 이용한 AOD 융합자료 생산기법 개발
(국립환경과학원 이해정 연구사)
Coffee break
세션3 패널 토의
주제: 알고리즘 개선 기대효과, 사업화 방안,
융복합 활용방안, 다른 연구와의 차별성 등
서명석 교수(공주대), 안명환 교수(이화여대), 이재민 박사
(KISTEP), 임정호 교수(울산 과기원), 조영헌 교수(부산대)
폐회

16:10~16:35

16:35~17:00
17:00～17:10

17:10~18:00

18:00~

장

정주용 연구관
(국가기상위성센터)

(국립환경과학원 정재훈 연구관)
Coffee break
세션2 천리안위성 2A/2B 융·복합 활용
천리안위성 2호(GK2) 융합 활용 가능성 및 환경탑재체

14:55~15:20

15:45~15:10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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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연구관
(국립환경과학원)

유주형 센터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붙임 2

워크숍 행사 일정 및 장소

m 일정 : 2019. 9. 19(목) 14:00 ~ 18:00
m 장소 : 서울 엘타워 골드홀(B1F)(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13번지)
m 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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