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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안위성 2A호, 지난 1년 한반도 하늘
고품질 위성영상 안정적으로 제공
- ‘태풍’, ‘집중호우’ 등의 고품질 위성영상 제공으로 위험기상 조기탐지 기여
- 천리안위성 2A호 자료 서비스 1주년 기념, 특별사진전과 이벤트 진행

□

기상청(청장 김종석)은 기상재해의 신속한 탐지와 대응을 위해 지난해
정식운영을 시작한 천리안위성 2A호의 자료 서비스 1주년을 맞이하였다.

○ 천리안위성 2A호는 2018년 12월 5일 남아메리카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발사되었으며, 7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지난해 7월 25일부터
정식운영을 시작했다.

□

천리안위성 2A호의 고해상도 컬러영상과 52종의 현상별 맞춤형
기상산출물은

△기상관측 △수치·초단기예보 △기후감시 △재해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었다.

○ 천리안위성 2A호의 신속한 자료 제공으로 실황감시가 강화(한반도 주변 2분
간격 관측)되어 국지성 집중호우 발달의 조기탐지가 가능해졌으며 ,

태풍의 중심위치와 이동 경로의 관측이 정확해졌다 .

○

또한, 태풍이나 산불과 같은 재해 발생 시, 국민의 피해가 예상되면
특별관측을 통해 현장날씨를 감시하여 재해의 최소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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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리안위성 2A호 영상은
(www.nmsc.kma.go.kr) 누리집

△기상청(www.kma.go.kr)과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자료개방포털(www.data.kma.go.kr)을 통해

서비스되며,

○ △국내의

관계기관

△기상산업체△ 대학 등 37개 기관과 △미국

△호주 △베트남 등 해외 15개국에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

기상청은 지난 1년 동안 성과를 보여주는 천리안위성 2A 호의 관측
영상을 선정하여, 7월 25일(금)부터 8월 31일(월)까지 특별사진전과
이벤트도 진행한다.

○ 이번 사진전은 국가기상위성센터와 전국 4곳의 기상과학관*에서 동시에
개최하며, 천리안위성 2A호가 관측한 △태풍 △구름 △안개 등의 위성
사진과 동영상을 전시한다.
*국립대구기상과학관, 국립밀양기상과학관, 국립전북기상과학관, 국립충주기상과학관
*국립전북기상과학관은 8월 4일부터 전시 예정

○ 한편, 전시회 동안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중심의 이벤트를
진행하며, 참여자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 참고: 국가기상위성센터 페이스북(@nmsckma)

□ 김종석 기상청장은 “앞으로도 천리안위성 2A호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고품질 위성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것이며, 대국민 날씨 정보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 붙임: 1. 천리안위성 2A호 특별사진전 포스터
2. 천리안위성 2A호 특별사진전 개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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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천리안위성 2A호 특별사진전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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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천리안위성 2A호 특별사진전 개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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