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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계기상의 날 기념』

지역 시민과 함께하는 국립대구기상과학관 이벤트 개최
- 기상기후 그림그리기 대회(기후변화로부터 지구를 지켜라!)
- 포토존 촬영 SNS 이벤트
- 기상사진 전시회
□ 대구지방기상청(청장 서장원) 국립대구기상과학관은 세계기상의 날1)(3
월 23일)을 맞이하여 지역 시민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한다.
※ 2022년 세계기상의 날 주제: 조기 경보와 조기대응, 재해위험 감소를 위한 기상기후정보

□ 이번 행사는 세 가지 이벤트로 나누어 진행된다. 먼저 △‘기상기후 그림
그리기 대회’, △포토존 촬영 SNS 이벤트, △기상사진 전시회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활용해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 ‘기상기후 그림그리기 대회’는 대구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각 학교당
2명까지 학교장 추천을 받아 저학년(그림), 고학년(시화) 분야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3월 7일부터 3월 11일까지이며, 작품
접수는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예정이다. 최종 발표는 3월 20일 예정
이며, 수상자에게는 기상청장상을 비롯한 다양한 부상이 수여될 것이며,
수상작은 추후 국립대구기상과학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전시될 예
정이다.
1) 세계기상의 날 : 기상 업무의 국가간 협력에 필요한 ‘세계기상기구(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세계기상기
구) 협약’이 발효된 1950년 3월 23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계기상기구에서 1961년 3월 23일을 ‘세계기상의 날’로 선포하였
으며, 우리나라는 1956년에 가입하였다.

○ ‘포토존 촬영 SNS 이벤트’는 3월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국립대구기
상과학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과학관 내 마련된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어 개인 SNS에 기상의 날 축하 메시지를 함께 작성하면 소
정의 기념품이 제공된다.
○ 또한 ‘기상사진 전시회’는 기상청에서 주관한 2022년도 「기상기후 사
진·영상 공모전」입상작을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국립대구기상과학관
1층에서 전시되며,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기상 현상과 기
상·기후의 환경 변화에 대한 대국민 관심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 서장원 대구지방기상청장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세계기
상의 날에 대한 의미와 주제를 되새겨 보고 기상과학에 대한 올바른 지
식을 전달함으로써 기상기후 과학문화를 확산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으며”,
또한 “장기화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심신이 피로한 시민들에게 방역 수칙
을 준수하면서도 조금이나마 생활 속 활력을 제공하고자 시민을 위한 콘
텐츠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