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29. (화) 11:00 (총 4매)

즉 시

강원지방기상청
춘천기상대

대 장
주무관

김 동 진
김 대 웅

033-242-9131
033-913-1006

기후변화 위기상황 ! 지역주민과 사진으로 공감한다.
6월 29일(화)~ 7월 4일(일) / 강릉아트센터(제3전시실)

□ 강원지방기상청(청장 박훈)은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상황을 지역주민과
공감하기 위하여
실)에서 개최(6.

‘2021

강원 기상기후사진전’을 강릉아트센터(제3전시
한다.

29. ~ 7. 4.)

□ 이번 전시회는 올해로 38회를 맞이한 기상기후사진전으로 신비로운
자연의 기상현상을 이해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상황을 사진속에서
공감하는 공간으로 금년도 기상사진전 우수작품이 전시된다.

○ 기상기후사진전에는 도시를 뒤덮은 안개를 포착한 △안개주의보 나기환
(

,

대상) , 역대 최장 장마로 인해, 물에 잠긴 도시 위로 헬기가 지나가는

순간을 담은 △도시를 구하라(정규진, 금상) 등 사진

36

점과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선 수상작 소개영상이 같이 전시된다.

○

올해는 특별히 기상정보의 가치 있는 활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특별부문 ’을 신설하여 특별상 (3점)을 선정하였으며 , 특별상에는
△ <뷰티풀코리아

From

기상정보 >(차경환 )

△ <제설작업 >(이정자 )

△ <태풍 마이삭이 남긴 흔적 >(여유미 )이 선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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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전시회에는 제38회 기상기후사진전 수상작과 함께 ‘2021 세계
기상의 날’ 그림그리기 대회 수상작들도 함께 전시된다. 또한 강릉
아트센터 전시뿐만 아니라 온라인 갤러리도 함께 운영되어 언제
어디서든 기상기후사진을 관람할 수 있다.

※

온라인 갤러리 주소 : http://강원기상기후사진전.net

□ 강원 기상기후사진전은 강원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강원도 내에서
순회전시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7월(춘천역), 9월(원주기후변화
홍보관) 전시가 예정되어 있다.

□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수칙을 적극 실천하고자, △방문자
발열체크 △출입명단 관리 △마스크 필수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이용시설 수시 방역 등 관람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진행
할 예정이다.

□ 강원지방기상청장은

“이번

전시회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진행될 것“이며, ”초여름 강릉아트센터를 방문한 모든 분들이 기후
변화의 위기상황을 이해하고 다양한 사진과 그림을 통해 더불어 소
통하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제38회 기상기후사진 공모전 수상작 주요 작품

2.

배너, 전시회 전시 모습 및 온라인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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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붙임 1

제38회 기상기후사진 공모전 수상작 주요 작품

[대상] 안개주의보 / 나기환 作

[금상] 도시를 구하라 / 정규진 作

[은상] 구름모자 쓴 산방산과 반영 / 김민좌 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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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배너, 강릉아트센터 전시 모습 및 온라인갤러리 QR코드

배너

강릉아트센터 기상기후사진전 전시 모습

온라인 갤러리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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