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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현대인들은 일기예보를 통해 짧게는 당장 내일의 일

정에서부터, 길게는 한 해의 계획에 이르기까지 기후에 

영향을 받는 생활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TV나 라디오

의 정보를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면 PC와 스마트폰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세계 어느 곳에서도 실시간으로 날씨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실시간 정보 제공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

이 상공 약 36,000km 고도에서 지구의 자전 주기와 동

일한 공전주기를 가지고 지상의 기상을 관측하는 정지

궤도 기상위성이다. 기상위성은 현재 미국, 유럽, 중국, 

일본, 한국 등에서 운용 중이며, 대한민국은 세계 7번째 

독자 기상위성 보유국이다. 

한반도는 넓이에 비해 지형이 복잡하여 악기상을 동

반하는 기상현상이 국지적으로 급격하게 발생하곤 한

다. 또한,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데다 접근이 어

려운 산악지형이 많아 지상기상관측시스템으로 기상정

보를 얻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1]. 이와 같은 필요성

에 의해 기상청에서는 2010년 6월 27일, 대한민국 최초

의 정지궤도 복합위성인 천리안위성(Communication, 

Ocean and Meteorological Satellite: COMS)을 성공적

으로 발사하여 현재 운용 중이며, 천리안의 뒤를 이어 

2018년에 발사 예정인 차기 후속 기상위성인 

GeoKOMPSAT-2A(GK-2A) 위성이 관측을 시작할 때

까지 운용할 예정이다.  

이 시간에도 지구를 관측 중인 정지궤도 기상위성이 

전달하는 정보가 우리 손안에 들어오기까지 어떤 과정

을 거치며, 어떠한 방법으로 배포되어 활용되는지에 대

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대한민국 최초의 기

상위성 천리안과, 일본 Himawari-8호의 위성자료 서

비스 현황을 소개한다. 

Ⅱ. 국내 위성자료 서비스 

대한민국 상공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는 위성이 있다. 

국내 최초의 정지궤도 복합위성 천리안(COMS, Com-

munication, Ocean and Meteorological Satellite)위성

이다. 

천리안은 2010년 6월 27일에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꾸르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위성 궤도 시

험을 거쳐 2011년 4월부터 현업으로 전환하였고, 위성

에서 획득한 기상자료를 지상국으로 전송하고 있다.  

천리안 위성으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는 다양한 사용자

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수신기를 통한 방송자료 배포와 

인터넷을 이용한 홈페이지 자료제공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그림 1)은 천리안위성의 관측자료 서비스 개념을 

나타낸다.  

1. 기상방송자료 서비스 

현재 천리안위성에서 송신된 자료는 국가기상위성

센터에서 수신 자료를 방송 자료로 가공 처리하여 국

가기상위성센터에 수신국으로 등록되어있고, 위성수신

기를 보유한 국내외 기관에 High Rate Information 

Transmission(HRIT)와 Low Rate Information 

Transmission(LRIT) 형태로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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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IT는 중규모 수신 시스템(Medium-Scale Data 

User Stations: MDUS)에서 수신할 수 있는 전송규격으

로, 품질 손실 없이 압축 변환해 3Mbps속도로 위성을 

통해 자료를 제공한다. HRIT 형식으로 제공되는 기상

위성자료는 5개 채널의 전구와 확장 북반구 영역을 포

함한다[2]. 

LRIT는 소규모 수신 시스템(Small-Scale Data User 

Stations: SDUS)을 통해 수신되며 관측된 기본영상자

료와 분석자료(산출물) 등을 압축해 256kbps 속도로 위

성을 통해 제공되는 자료이다[3]. 

이들 중·소규모 수신시스템은 전구 관측영상(Full 

Disk: FD)을 3시간 주기로 1일 8회, 확장 북반구 관측

영상(Extended Northern Hemisphere: ENH)을 15분 

주기로 1일 80회 수신한다. 

HRIT/LRIT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지만, 천리안 위

성의 HRIT/LRIT를 수신하는 사용자를 파악하기 위해 

암호화되어 전송된다[4]. <표 1>은 천리안위성의 고·저

속자료 형식에 관한 내용이다. 

2. 인터넷을 이용한 기상자료 서비스 

수신기를 이용한 자료 배포 외에도 민간예보 사업자

와 연구소, 대학 등에도 연구 목적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학술·연구망을 거쳐 고품질의 각종 위성자료가 서

비스되고 있다. 일반 사용자는 민원관리 규정에 따라 소

정의 수수료를 지불한 후, 국가기상위성센터에서 보유

하고 있는 천리안위성 및 외국기상위성자료들을 홈페이

지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다. 

국가기상위성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위성별 영상 페이

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천리안 위성의 기본영상과 분석

영상을 별도의 로그인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

는 일정기간을 지정하여 동영상으로 보거나, 해당 영상

을 다운로드하는 기능을 지원한다. 이 외에 승인받은 사

용자에게는 천리안과 국외위성의 이진자료와 영상자료

를 제공하며, 위성, 영역, 파일형식, 기간, 상세항목 등

의 다양한 검색조건 설정을 통해 원하는 자료를 제공하

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어 필요한 자료를 개별파일 다운

로드 신청 절차를 거쳐 취득할 수 있다[6].  

국가기상위성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위성별 영상 및 자

료 종류를 <표 2>와 같이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자료들은 국내외 중·소규모 수신시스템 

사용자에게 실시간 전송됨과 동시에 국토교통부, 환경

부, 공군, 해군, 소방방재청, 한강홍수통제소, 한국전력

거래소, 서울특별시 등 자치단체, 방송국(KBS, MBC, 

SBS), 한국기상진흥원, 국가 농림기상센터 등의 유관기

관에 지상망(File Transfer Protocol: FTP)을 통해 실시

간으로 제공되고 있다[1].  

해당 기관에서는 기상위성센터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

로 기상예보와 자연재해 대비, 대기 및 해양환경 모니터

링, 군사, 수자원, 농업, 항공, 선박, 여행/레저, 스포츠 

분야 등 다양한 곳에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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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속 정지궤도 기상위성(GK-2A) 

2010년 6월에 성공적으로 발사된 대한민국 최초의 기

상위성인 천리안 위성은 궤도 시험을 거쳐 2011년 4월

부터 정상 운영 중이다. 현재 운용 중인 천리안의 예상

수명을 고려하여 2018년 중후반기 발사를 목표로 후속

정지궤도 기상위성(GK-2A)을 개발 중이다.  

후속기상위성은 미국 GOES-R과 일본의 Himawari-

8/-9와 유사한 관측센서를 탑재하여 <표 3>과 같이 천

리안 대비 채널 수(5→16개), 시간해상도(전구 30분

→10분 이내) 및 공간해상도(4km→2km 적외채널)가 

향상되어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고, 52종의 기상요소 산출물을 생성하여 기후, 

해양, 항공, 농림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예정이다[7].  

후속 정지궤도 복합위성 GK-2A는 Advance Meteo-

rological Imager(AMI)의 고성능 대기관측 탑재체로부

터 기상 원시 데이터를 수신하여 전 처리를 수행한 후 

다시 위성으로 전송하여 최종적으로는 위성 송신 안테

나의 빔 커버리지 내에 있는 사용자 안테나를 통해 

Ultra High Rate Information Transmission(UHRIT) 

데이터 방송을 고려 중이다[8]. 

이는 현 천리안 위성의 HRIT/LRIT의 방송과 유사하

나 새로운 기상탑재체의 월등한 관측 채널 수와 증가된 

기상요소 산출물을 통해 보다 정확한 예보/분석이 가능

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Ⅲ. 일본의 위성자료 서비스 

1. 히마와리 위성의 역사 

히마와리(Himawari, ひまわり) 위성은 일본 기상청

에서 일기예보, 열대 저기압 추적, 기상학 연구를 위해 

발사한 정지궤도 인공위성들의 명칭이다.  1977년, 일본 

첫 정지궤도기상위성인 Geostationary Meteorological 

Satellite(GMS)-1호를 미국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

하는 데 성공해, 애칭을 히마와리(해바라기)라고 명명하

였다. 

이후, 1호에서 5호까지의 GMS 시리즈와, 6호와 7호의 

다목적 전송위성 Multi-functional Transport Satellite 

(MTSAT)시리즈, 그리고 현재 운용 중인 Himawari-8

호와 2016년 발사 예정인 히마와리9호 등, 일본은 기상

위성 산업에 관심을 기울이며 오랜 시간에 걸쳐 연구와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히마와리 8호는 2014년 10월 7일에 발사되어 2015

년 7월 7일부터 운용개시되었다. 히마와리 8호는 지구

관측기능을 대폭 강화한 정지궤도 기상위성으로써 정비

되어 예상 수명은 운용 8년, 대기 7년의 합계 15년으로, 

이전위성의 10년(운용, 대기 각각 5년)보다 수명이 증가

하였고, 해상도와 관측빈도, 채널 수가 증가되어 데이터

양은 이전과 비교해 50배에 달한다. 이전과 비교해 관

측 채널 수가 대폭 늘어 정지 지구환경 관측위성이라고

도 불린다. Himawari-8호는 2014년 12월 18일, 정지

궤도기상위성으로써는 세계 최초로 컬러영상 촬영과 송

신에 성공했다. 

히마와리 8호에 탑재된 관측센서 Advanced Himawari 

Imager(AHI)는 가시 3채널, 근적외 3채널, 적외 10채널

의 총 16개 채널 센서를 가져 히마와리 6호, 7호의 가시 

1채널, 적외 4채널 총 5채널에서 대폭 증가되었다. 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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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채널을 합성함으로써 컬러영상을 만들 수 있어 황사, 

화산의 감시가 유용해졌고, 이전의 정지궤도 위성에서

는 전구 관측에 30분가량 소요됐던 것에 비해 히마와리 

8호에서는 10분마다 관측이 가능해졌다. 이와 병행하여 

특정 영역을 고(高)빈도로 관측할 수 있게 되어 일본주

변이라면 2.5분마다 관측이 가능하다. 

다만, AHI 채널 증가에 따른 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히마와리 위성을 경유한 HRIT/LRIT 전송할 수 없어짐

에 따라 육상에서는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TCP)/Internet protocol(IP)통신망을 사용하고, 방송으

로는 상용 통신위성(JCSAT-2시리즈)을 이용한 전송이 

2015년 7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9]. 

아래의 절에서는 통신위성을 통한 위성자료 방송 서

비스인 HimawariCast와,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인터넷

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HimawariCloud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자 한다. 이 서비스들에 대한 간략한 개념도는 

(그림 2)와 같다.  

2. 일본 위성자료 서비스 

가. HimawariCast 

현재 일본 기상위성센터(MSC)에서는 히마와리 위성

자료 수신 서비스로 HimawariCast를 운영 중이다. 이전

의 히마와리 6호(MTSAT-1R)가 해오던 고속전송자료

(HRIT, High Rate Information Transmission)와 저속

전송자료(LRIT, Low Rate Information Transmission) 

수신국(MDUS 및 SDUS)대상으로 위성영상을 직접 전

송하던 서비스가 2015년 11월에 종료되어 이를 대신한 

통신위성을 통한 자료전송 서비스가 2015년 1월부터 

개시되었다[10].  

히마와리 8호에서는 히마와리 7호(MTSAT-2)와 비

교해 관측빈도가 대폭 향상되어 전구를 10분간 관측함

에 따라 HimawariCast에서는 10분 간격으로 위성영상

을 전송한다.  

HimawariCast는 관측위성이 히마와리 8호로 변경되

기에 앞서 2015년 7월 3일 11시(일본시간)부터 히마와

리 8호의 위성 영상 전송을 시작하였다. HimawariCast

에서 이용하는 통신위성은 서비스 시작 당시 JCSAT-

2A(JCSAT-8)위성으로, 2015년 4반기부터 JCSAT-

2B(JCSAT-14)를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반년 정도 연기

되었다[11]. 

현재 HimawariCast에서 제공하는 위성영상은 <표 4>

와 같이 전구 영역의 자료를 히마와리 6호, 8호의 

HRIT/LRIT서비스와 호환형식으로 전송한다. 운용 중

인 위성이 히마와리 8호인 경우 10분 간격으로 전송하

지만 히마와리 7호가 운용 중인 경우에는 해당 관측스

케줄에 따라 전송한다. HRIT파일은 히마와리 7호 운용 

시에는 전체 관측채널인 5채널을, 히마와리 8호를 운용

하는 경우 전체 관측채널인 16채널 중 14개 채널(가시

1, 적외13)에 대한 저해상도(가시 1km, 적외 4km)로 

전송한다[10]. 또한, 히마와리 8호는 고해상도 고용량의 

적외영상 채널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전송을 위해 야간

에만 전송한다.  

HimawariCast의 SATAID형식의 자료는 주로 개발도

상국 기상기관 대상으로 수치예보 Grid Point Val-

ue(GPV)와 관측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사용한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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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SATAID 소프트웨어로 위성영상에 겹쳐 표시

하는 것이 가능하다[10].  

HimawariCast의 단점으로는 데이터 수신을 위해서

는 수신장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일정 성능

의 PC와 Digital Video Broadcasting-Satellite-Second 

Generation(DVB-S2)수신기, 저잡음 블록 컨버터(Low 

Noise Block downconverter: LNB)가 필요하고, 수신지

점에 지상마이크로 시스템과 제4세대 이행통신시스템

(IMT-Advanced시스템)등의 간섭이 있는 경우, 대역통

과필터(BPF)를 삽입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수신기를 통한 서비스의 장점은, 지상회선 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에도 수신기와 일부 장비를 통해 지상에서 큰 

제약 없이 위성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나. HimawariCloud 

개발도상국과 같이 지상회선 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

에는 통신위성을 통한 HimawariCast 서비스를 이용하

지만, 이 외의 경우에는 HimawariCloud를 통한 데이터 

제공이 가능하다. HimawariCloud는 위성 운영국 등록

을 통해 16개 채널(가시3, 적외13)의 전구관측 자료를 

고유해상도(가시 0.5~1km, 적외 2km) 그대로 수신할 

수 있다[12].  

일본 기상청에서 HimawariCloud를 통해 제공하고 있

는 데이터 타입은 <표 5>와 같이 구성된다. 또한, 히마

와리클라우드는 HTTP 1.1 전송규격을 바탕으로 웹 서

비스를 제공하며 클라이언트가 전구 영상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최소 25Mbps의 전송속도를 보장해야 한다.  

일본 기상청은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배포 방

법을 계획하고 있다[13].  

해외기상기관에는 일본 기상청에서 HimawariCloud 

서비스로 직접 제공되고, 연구 커뮤니티의 경우 DIAS, 

NICT, JAXA, 치바대학으로부터 HimawariCloud 서비

스를 통해 데이터를 취득하게 된다[14]. 

정보통신연구기구(NICT)의 경우, FTP서버를 통해 히

마와리8호의 리얼타임 데이터를 공개한다. 서비스 이용

을 위해서는 계정 신청 후, 발행되는 계정과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접속하며 브라우저 경유 액세스, 커맨드 라인 

베이스 액세스, FTP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Wins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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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의 형식으로 접속할 수 있다. Operating System 

(OS)는 Windows, Mac, Linux에서 이용가능하다. 

사용자에 따라 분류하자면 일반인 대상인 경우, 리얼

타임Web을 이용한다. 기상청에서 제공한 최신 공개 영

상(일본영역 영상, 반구(半球) 영상)을 스마트폰, 태블릿 

또는 PC 등의 다양한 환경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 과

거의 기상 이벤트 동영상을 열람할 수도 있다. (그림 3)

은 리얼타임 Web을 통한 응용에 대한 예이다. 

연구자와 일반인 대상으로는 히마와리 위성 데이터 

아카이브를 이용하며, NICT 사이언스 클라우드에서 개

발한 WSDBank Web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임의 기

간의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다. 대상 데이터는 히마와리 

1호~7호, GOES-9호, 그리고 히마와리 8호이다.(단, 

히마와리 8호 데이터의 경우 관측 후 24시간 경과된 데

이터가 추가된다). 

연구자 대상으로는 NICT 사이언스 클라우드 FTP서

버로부터 히마와리 8호의 리얼타임 데이터와 과거 데이

터를 전송받을 수 있다.  

과거 데이터란 2015년 3월 20일 이후의 관측데이터

이며, 리얼타임 데이터는 관측 직후(약 10분 늦음)의 데

이터이다. 과거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Web에서

의 계정 신청이 필요하다.  

또한, (그림 4)와 같이 시계열(時系列) 표시 Web애플리

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다. NICT사이언스 클라우드가 개발

한 스케일러브 시계열 데이터 공개기술(STARStouch)에 

의해 히마와리 위성 데이터 보존기간과 가시영상을 시

계열로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제공사이트인 DIAS는 동경대학의 데이터 통

합·해석 시스템으로 연구활용이 주목적인 사이트로, 

데이터세트마다 통일된 형식으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

고 열람 가능한 형식(HTML 및 PDF)으로 변환한 도큐

먼트를 생성한다.  

클라우드를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로는 히마와리 표준

데이터(풀 디스크, 일본영역, 기동관측영역), NetCDF데

이터(일본영역, 기동관측영역), 컬러 영상 데이터(풀 디

스크, 일본영역, 기동관측영역)으로, NICT와 같이 일반

인 대상과, 연구자 대상으로 서비스 내용이 다르며, 연

구자 대상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계정 취득 및 수속이 

필요하다.  

DIAS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간설정, 데이터 포맷 설

정, 관측 영역, RGB설정, 감마 보정, 육·해 마스크 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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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 채널 등 설정을 통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보정

영상을 얻을 수 있다[(그림 5) 참조]. 

이와 같은 HimawariCloud 서비스는 일본 국내 서비

스로, 해외에서 히마와리 자료제공을 원하는 경우 각각

의 국가 기상기관에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DIAS와 

NICT로부터의 직접 취득도 가능하다.  

또, HimawariCloud 서비스 이용 수단에 대해 일본 기

상청(Japan Meteorological Agency: JMA)은 NICT와 

DIAS에서 상정되는 이용자의 구별은 특별히 없으며, 오

로지 사용자 편의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14]. 

각 사이트 모두 시간지정과 확대/축소 등 기본조작이 

가능한 기본 영상에 대해서는 로그인 없이 해당 URL접

속만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또, 리얼타임 Web에서는 GPS기능을 이용하면 현재

위치를 표시하는 기능과 함께 30개국의 언어를 지원하

며, Web에서 특정 유저가 보고 있던 특정 기간의 영상

에 대해 URL보존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ViewURL이 있

다면 다른 유저도 같은 영상을 볼 수 있다. 관련하여 

Web에서는 전자메일, Facebook, Twitter, LINE등의 다

양한 SNS에 열람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해당 영상들

은 World Science Data Bank(WSDB)를 통하면 지정된 

시간의 기본 영상과 동영상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러

한 영상은 개인 사용자, 연구활용 및 교육, 과학관 전시, 

잡지, 신문, Web 개제, 국제 이벤트 전시 등에 활용되고 

있다[15]. 

이와 같은 Web서비스를 통한 히마와리 데이터 제공

의 장점으로는 연구 커뮤니티에서의 이용실적, 충분한 

데이터 스토리지 용량, 관련된 다른 과학 데이터와 프로

덕트가 존재해 원 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Ⅳ. 맺음말 

세계적으로 기상위성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거론됐다. 

1950년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가 설립된 이후 현재 185개국의 협력을 통해 기

상정보 교환과 국가 간 협력관계를 유지해가고 있다.  

1966년 미국에서 최초의 정지궤도위성을 쏘아 올린 이

후로 세계 각국에서 뒤이어 정지궤도 기상위성을 발사

하였고, 세계 7번째 기상위성 보유국인 우리나라도 이 

흐름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2018년에 발사 예정인 후속

위성 GK-2A의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  

현대에 이르러 기상예보는 1차 산업뿐만 아니라 생

산, 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생활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은 HimawariCloud 서비스를 통해 모

바일, 태블릿 등의 휴대기기에서도 실시간으로 기상자

료를 제공함으로써 일반인의 기상자료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다. 해당 사이트의 이용자 현황에 따르면 

매달 이용자와 파일 다운로드 수가 증가하고 있고, 실시

간으로 볼 수 있는 지구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거나 태

풍, 슈퍼 문 같은 이벤트 발생 시 HimawariCloud 서비

스를 통해 관심을 표하는 모습을 SNS를 통해 어렵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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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볼 수 있다. 이렇듯 기상정보는 국민의 생활에 있어 

친밀하며, 모두의 관심을 어우르는 중대한 정보이다.  

앞으로의 기상정보는 공공재로써 모두가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여야만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보다도 

접근하기 쉽고 간편하며, 국민에게 가까운 서비스의 개

발을 기대해본다. 

약어 정리 

AHI Advanced Himawari Imager 

AMI Advance Meteorological Imager 

BPF Band-Pass Filter 

COMS  Communication, Ocean and Meteorological 

satellite 

DVB-S2 Digital Video Broadcasting-Satellite-

Second Generation 

ENH Extended Northern Hemisphere 

FD Full Disk 

FTP File Transfer Protocol 

GK-2A GeoKOMPSAT-2A 

GMS Geostationary Meteorological Satellite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GPV Grid Point Value 

HRIT High Rate Information Transmission 

JMA Japan Meteorological Agency 

LNB Low Noise Block downconverter 

LRIT Low Rate Information Transmission 

MDUS Medium-Scale Data User Stations 

MTSAT Multi-functional Transport Satellite 

OS Operating System 

PC Personal Computer 

PDF Portable Document Format 

SDUS Small-Scale Data User Stations 

SNS Social Network Service 

TCP/IP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 

UHRIT Ultra High Rate Information Transmission 

URL Uniform Resource Locator 

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SDB World Science Data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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