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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구기상과학관 기상기후사진·영상 특별전시
- 4월 17일부터 ｢기상기후 사진·영상공모전｣ 2021년도 수상작 전시 -

□ 대구지방기상청(청장 고정석)은 4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국립대구
기상과학관에서 ｢제 38 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를 개 최한다 .

○ 이번 전시회는 국민이 직접 촬영한 일상 속의 기상기후 사진과 영상을
통해 기상과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제38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수상작품 중 사진분야 25점과 영상분야
3편을 전시한다.

○ 주요 전시작품은 △도시를 뒤덮은 안개를 포착한 ‘안개주의보(나기환)’와 △
역대 최장 장마로 인해 물에 잠기 도시 위로 헬기가 지나가는 순간을 담은

‘도시를 구하라(정규진)’를 비롯해 △기상정보의 가치 있는 활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제설작업(이정자)’, ‘태풍 마이삭이 남긴 흔적(여유미)’ 등이다.

□ 이번 전시회는 지역 내 교육청 직속기관인 도서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서관과의 협업으로 순회 개최되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한다.

순회사진전

전시기간

주소

국립대구기상과학관

2021. 4. 17.~ 4. 30.

대구 동구 효동로2길 10

대구광역시립남부도서관

2021. 5. 4. ~ 5. 28.

대구 남구 앞산순환로 512

대구광역시립서부도서관

2021. 6. 1. ~ 6. 15.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49길 12

대구광역시립동부도서관

2021. 7. 1. ~ 7. 27.

대구 동구 신암북로11길 54

경북도서관

2021. 8. 9. ~ 9. 5.

경북 예천군 호명면 도청대로 200

수성구립범어도서관

2021. 9. 21. ~ 10. 8.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1

□ 고정석 대구지방기상청장은, “이번 사진전을 통해 국민들이 다양한
기상현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상재해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기상과학에 대한 이해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붙임:

기상기후사진 전시회 주요 작품

붙임

기상기후사진 전시회 주요 작품
작품설명

촬영일
및 장소

이른 아침 한강과 주변도시를

2020.11

뒤덮은 낮게 깔린 안개와

서울특별시

햇살이 빚어낸 몽환적인

성동구

풍경입니다

성수동

작품/수상/작품명/작가명

(대상) 사진_안개주의보 / 나기환 作

2020.8.
역대 최장 54일간의 장마가 있
었던 2020년의 여름날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금상) 사진_도시를 구하라 / 정규진 作

2020.7
아침 일출빛이 좋았던 제주의
산방산에

구름모자가

진 풍경을 담았다.

씌워진

제주특별
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은상) 사진_구름모자 쓴 산방산과 반영
/ 김민좌 作

작품/수상/작품명/작가명

작품설명

촬영일
및 장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양식장에
서 어민들이 북극한파로 인해

2021.1

꽁꽁 얼어 동사한 숭어를 건져

전라남도

올리고 있다. 다 키운 숭어 1만

무안군

마리가 폐사돼 어민들은 슬픔

해제면

에 잠겼다.

(은상) 사진_숭어떼 얼린 북극한파 / 임정옥 作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영상, 사진 작가들의

2021.1

이야기를 담아서 기상정보의

전라북도

적절한 활용이 미치는 사회적

순창군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의

팔덕면

소재로 잡았다.

(특별상) 영상_뷰티풀코리아 From 기상정보 / 차경환 作

2018.1
눈 쌓인 도로를 제설차량이

충청남도

눈을 치우고 있다.

서천군
기산면

(특별상) 사진_제설작업 / 이정자 作

부산에 태풍 마이삭이 강타한
아침 풍경이다. 코로나19로

2020.9

인해 힘들고 태풍 피해로 또

부산광역시

힘든 날의 연속인 것 같다.

기장군

할머니의 뒷모습에 눈시울이

기장읍

붉어진다.

(특별상) 사진_태풍 마이삭이 남긴 흔적 / 여유미 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