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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과학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우주 시대에 접어들면서 

인간의 삶 속에 우주 환경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우

주 환경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지구로부터 가장 가

까운 곳에 있는 별인 태양이다. 태양은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성하고 분출하는

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태양 활동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인간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우주 환경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는 분야는 인공

위성과 통신 분야이다. 태양으로부터 분출되는 전자나 

양성자 등으로 구성된 고에너지 입자들이 지구를 향해 

날아오면서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과 충돌할 경우, 인공

위성에 직접적인 훼손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위성 표면 

대전, 위성 통신 장애, 위치 추적 장애, 메모리 장치의 

에러 발생, 위성 궤도 오차 증가 등의 많은 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다. 또한, 태양으로부터 강한 X-선이 발생하

여 지구에 도달하게 되면 지구의 전리층에 영향을 주게 

되어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에러를 만들어 

통신상의 오차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비하기 위하

여 우주 과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태양과 지구 사이의 

물리적 관계 및 변화를 우주기상이라고 정의하고, 우주

기상에 대한 많은 연구들을 진행해오고 있다. 우주기상

은 (그림 1)과 같이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 범위가 굉장

히 넓고 그에 따른 관측 대상도 상당히 많다. 일반적으

로 우주기상의 영역을 태양, 행성간공간, 근지구, 이렇

게 크게 세 영역으로 분류하며, 이에 따라 각각의 영역

에 대한 관측 기기들이 지구 내외로 존재한다. 

우주기상 분야의 선진국 중 하나인 미국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우주기상에 대한 관측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수많은 관측 자료들을 웹사이트나 FTP 등 다양한 방법

을 통해 외부로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우주기상

에 대한 관심이 지난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많은 우주기상 관련 연구, 모델 및 

관측 기기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생

성하는 위성 자료는 아직 없는 실정으로, 미국이나 유

럽, 일본 등 우주기상 선진국으로부터 제공되는 자료들

을 활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국내외 우주기상 자료와 서비스 현황을 

소개한다. 

Ⅱ. 우주기상 자료 

우주기상의 범위는 크게 태양, 행성간공간, 근지구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영역은 상호작용하지만 환

경은 매우 다르다고 볼 수 있다. Ⅱ장에서는 현재 각 영

역별로 어떠한 관측 위성과 자료들이 있는지에 대해 소

개한다. 

1. 태양 

태양 영역에서는 우주기상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태양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관측한다. 태양의 대

기는 고도에 따라 광구, 채층, 코로나로 분류되며 층마

다 관측되는 현상들이 다르다. 또한, 관측하는 파장대에 

따라 관측되는 현상이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X-선에서 

전파까지 다양한 파장대에서 관측해야 한다. 태양 광구

와 채층을 관측하는 기기로 SOHO(Solar and Helios-



 

이강진 외 / 우주기상 자료 서비스 동향  109 

pheric Observatory) 위성의 EIT(Extreme Ultraviolet 

Imaging Telescope)와 MDI(Michelson Doppler Imager), 

SDO(Solar Dynamics Observatory) 위성의 AIA(At-

mospheric Imaging Assembly)와 EVE(EUV Variability 

Experiment), HMI(Helioseismic and Magnetic Imager) 

등이 있으며, 태양의 코로나 지역을 관측하기 위해 태양

을 가려서 개기일식 현상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SOHO 위성의 LASCO(Large Angle and Spectrometric 

Coronagraph)가 있다. 또한, 지구를 기준으로 태양의 

양 옆면을 관측하여 태양의 3차원 분석을 위해 개발된 

STEREO(Solar Terrestrial Relations Observatory) 위

성의 EUVI(Extreme Ultraviolet Imager)와 COR 

(Coronagraph)가 있다. (그림 2)는 이러한 기기 중 가장 

최근에 발사된 SDO로부터 관측된 태양 이미지를 보여

준다.  

2. 행성간공간 

행성간공간(Interplanetary Space)은 태양과 지구 사

이의 공간을 일컫는 말로 우주기상에서 가장 넓은 범위

를 차지한다. 이 공간에서는 보통 태양풍이나 행성간코

로나물질방출(ICME: Interplanetary Coronal Mass 

Ejection) 등의 현상이 측정되는데, 이는 태양처럼 시각

적으로 관측되는 것이 아니라 태양풍의 속도, 밀도, 온

도, 자기장 등의 값들을 측정하여 그 존재를 파악할 수 

있다. 현재 태양풍에 관한 요소들을 측정하기 위해 

GOES(Geostationary Operational Environmental 

Satellite), ACE(Advanced Composition Explorer), 

WIND, DSCOVR(Deep Space Climate Observatory) 등

의 인공위성이 존재한다. 측정된 자료들을 이용하여 개

발한 모델들을 통해 여러 물리적 현상들을 시뮬레이션

하여 코로나물질방출(CME: Coronal Mass Ejection)이

나 고에너지입자(SEP: Solar Energetic Particle) 현상의 

지구까지의 도달 시간을 예측하기도 한다. 

3. 근지구 

근지구(Near-earth)는 지구 근처의 가까운 우주공간

을 일컬으며, 일반적으로 지구 자기권 영역부터 고층대

기까지의 영역에 해당된다. 지구 자기권 영역은 지구 자

기장이 태양풍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이므로 

지구 자기장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태양풍의 입자들

이 지구 자기장과 상호작용하여 고에너지 전자와 양성

자로 이루어진 입자들이 밀집된 지역인 방사선 대

(Radiation belt)를 형성하며, 이 영역의 입자들은 우주

선이나 인간에게 직간접적인 방사선 피해를 준다. 또한, 

자기력선을 따라 들어오는 입자들은 지구 고층대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전파의 진폭 감쇄와 위상 변동 등

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통신 교란 및 두절,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에러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자기권 영역을 측정하는 기기로는 

THEMIS(Time History of Events and Macro-Scale 

Interactions During Substorms), VAP(Van Allen 

Probe), GOES 등이 있으며, 고층대기는 주로 지상에서 

여러 장비를 통해 측정한다. 

Ⅲ. 국내 우주기상 자료 서비스 

우주기상 자료는 크게 우주 공간에서 측정하여 지상

으로 수신하는 것과 지상에서 측정하는 것으로 구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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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현재 국내 우주기상 자료는 지상으로부터 관측

할 수 있는 일부 자료들을 제외하고 자체적인 위성 기반

의 관측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소유의 인공

위성이 많지 않을뿐더러 우리나라의 지자기적 위도가 

높지 않아 우주기상으로 인해 받는 피해가 적으므로 과

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주기상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

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점차 우주기상으로 인해 받

는 피해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우주기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그에 따라 해외 우주기상 관련 기관으로부

터 많은 자료를 받아 활용해오고 있다. 특히 관측 자료

를 이용하여 여러 물리적, 경험적 모델들을 개발 또는 

개선함으로써 우주기상 감시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국제적인 협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

서 우주기상 자료를 서비스하고 있는 기관은 기상청, 국

립전파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이 있다. 

1. 기상청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는 2012년 4월부터 우주기

상예특보 업무를 시행하였으며, 우주기상 정보 활용, 예

측기술 개발 및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가기상위성센터에서 감시하고 있는 주요 우주기상 요

소는 기상위성운영, 극항로 항공기상, 전리권 기상이다. 

이를 위해 플레어 발생 예측, 고에너지입자 발생 예측, 

지자기지수 예측, 자기권계면 위치, 전리권 총전자밀도, 

태양풍, 방사선대 및 자기권내 전류 시스템을 감시하는 

독자적인 모델을 개발하였고 전반적인 우주기상 감시 

및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1]. 또한, 우주방사선 모델을 

개발하여 항공기상 정보 요소에 통합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우주기상 실황 감시를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델들 외에 다양한 자료들이 필요한데, 현재 기상청에

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우주기상 자료가 매우 미비하

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해외 우주기상 관련 기관으로부

터 자료를 제공받아 그것을 활용하고 있다. (그림 3)과 

같이 태양 영상 외 여러 자료를 우주기상 실황 감시 화

면에 표출함으로써 사용자들에게 웹사이트를 통해 우주

기상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상청에서 중점적으로 

감시하고 있는 3요소의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한편, 기상청은 2010년 6월 27일, 국내 최초의 정지

궤도 복합위성인 천리안위성(COMS: Communication, 

Ocean and Meteorological Satellite)을 성공적으로 발

사하여 현재 운용 중이며, 차기 후속 기상위성으로 

2018년에 발사 예정인 GK-2A 위성이 현재 개발 중에 

있다[2]. 이 GK-2A 위성에는 우주기상 감시를 위한 우

주기상탑재체(KSEM: Korean Space Environment 

Monitor)가 포함되어 있는데, 입자측정기(PD, Particle 

Detector), 자력계(MG: Magnetometer), 위성대전감시

기(CM: Charging Monitor)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지궤

도 상의 우주환경을 측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입자측정

기는 100keV에서 2MeV사이의 에너지 대역의 전자와 

100keV에서 20MeV 에너지 대역의 양성자를 각 6개의 

방향에 대해 측정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정지궤도에서의 

고에너지 입자 환경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력계는 

지구 자기장을 측정하는 장비로써 지자기폭풍(G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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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netic Storm)에 따른 지자기 변화를 측정할 예정이

다. 위성대전감시기는 대전 전류량을 측정하는 장비로

써 위성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대전 현상을 분석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향후 위성 발사에 성공하여 정규운영 궤

도에 진입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독자적인 위성 기반의 

우주기상 관측 국가로 자리를 잡게 된다. 

2. 국립전파연구원 

국립전파연구원은 1966년 전리층 관측을 시작으로 

1983년 태양흑점 관측, 1998년부터는 태양활동에 대한 

예·경보 인터넷 서비스 등 우주전파환경과 관련된 업무

를 수행해 왔다. 2011년 8월에 우주전파센터가 별도 기

관으로 설립되어 태양활동으로 인한 우주전파환경 감시

를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우주전파센터는 설립 이

후 태양활동 자동인식 시스템, 위성 고에너지 입자 위험 

예측 모델 등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여러 우주기상 

관련 모델들을 개발해왔다. 그 결과 해외 여러 우주기상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이 꾸준하게 이어져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주기상 서비스 기관 중 하나로 

발돋움하고 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독자적인 위성 관

측 자료는 없지만 지상 관측 자료는 다수 보유하고 있

다. 태양 활동에 따른 단파통신 분석을 위한 전리층 관

측, 태양 활동에 따른 지구영향 분석을 위한 지자기장 

관측, 태양풍 이동 경로 분석을 위한 태양풍 지상 관측, 

500MHz~18GHz 대역에서의 태양전파 관측 자료 등을 

국내 여러 지점에서 수집하고 있으며 웹 사이트를 통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위성, 항공, 항법, 전력, 

방송통신, 국방 분야의 주요 기관 업무와 관련된 우주기

상 정보를 조사 및 분석하여 수요기관별 맞춤형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3]. 우주전파센터 역시 자체적으로 생

산하는 우주기상 위성 자료가 없으므로 해외 우주기상 

관련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그것을 활용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지상 관측 자료들과 해외에

서 제공받는 위성 기반 자료들을 종합하여 (그림 4)와 같

이 우주전파환경 종합상황판을 구축하고, 우주전파환경

을 준 실시간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3.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우주환경연구센터는 태양 및 우주기

상과 관련된 기초 연구, 응용 기술, 서비스 개발 업무 등

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센터이다. 특히 2007년에 

국내 최초로 우주환경감시실을 개소하여 우주환경데이

터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최근에는 NASA와의 협력으로 

한국 SDO 데이터센터와 지구방사선대 감시위성인 VAP 

지상국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앞서 소개한 기상청, 국립전파연구원과는 달리 우주기

상 자료 서비스 대상의 초점이 연구자들에게 맞춰져 있

다. 그리고 예·특보 서비스 업무 또한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우주기상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들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한편,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기상과 관련된 연구 장

비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보현산 천문대에 설치된 우

리나라 최초의 연구용 태양관측 기기인 태양 플레어 망

원경, 태양 빛을 여러 파장으로 관측할 수 있는 태양 분

광 망원경, 흑점을 관측하고 일일 흑점수를 산출하기 위

한 태양 흑점 망원경, 고시간 및 주파수 분해능의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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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스펙트럼을 관측하고 전파폭발 위치를 감지할 

수 있는 태양 전파 폭발 위치 관측기, 45MHz에서 

870MHz 대역의 태양 전파를 24시간 관측하는 태양 저

주파 전파 관측기, VAP 위성으로부터 지구방사선대 관

측 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신하기 위해 구축된 S-band 

위성추적 안테나, 지구자기장의 변화량을 측정하는 자

기장측정기, GPS 위성의 신호, 전리층의 전자밀도 불균

일 영역으로부터 되돌아오는 신호를 수신하는 관측 장

비인 VHF 레이더, 전리층이나 고층대기의 교란현상 및 

파동 전달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전 하늘을 관측하는 전

천카메라 등이 그것이다[4]. 한국천문연구원 또한 자체

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위성 기반의 자료는 없으므로 해

외 우주기상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활용하고 

있다. 우주기상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지식이나 

분석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연구 중심의 우주기상 전문기

관인 한국천문연구원의 우주환경연구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Ⅳ. 해외 우주기상 자료 서비스 

지자기 위도상 우주기상으로 인한 피해를 많이 받는 

고위도 지역의 해외 국가들과 다수의 위성 보유 국가들

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주기상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

고 연구를 수행해왔다. 특히 미국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우주기상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많은 연구와 

지상 및 위성 관측을 수행해왔다. 미국 외에도 여러 유

럽 국가들이나 일본 등이 우주기상 분야의 선진국으로

서 활약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중국 또한 우주기상에 

관심을 갖고서 많은 투자를 통해 우주기상 관련 기관을 

설립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많은 발전을 이뤄나

가고 있다. 본 장에서는 현재 우주기상에 대해 많은 관

심을 갖고서 수많은 연구와 더불어 여러 자료를 관측하

고 수집 및 가공하여 배포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우주기

상 선진 기관 두 곳을 소개한다. 

1. 미해양대기청(NOAA) 

미해양대기청(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

pheric Administration) 산하의 우주기상예보센터

(SWPC: Space Weather Prediction Center)는 1961년 

우주환경센터(SEC: Space Environment Center)로 시

작하여 2007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우

주기상 서비스를 대표하는 국제적인 예보 센터이며, 미

국의 공식적인 우주기상 예경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이를 위해 우주기상의 모든 영역을 실시간으로 모니

터링하고 예측하며 그 자료들을 외부로 제공해주고 있

다. SWPC는 우주기상정보를 모든 사용자가 일반적으

로 쉽게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우주기상의 상태를 

크게 3가지 종류로 분류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물리적 

등급을 5개의 레벨로 나누어 제안했다[<표 1> 참조]. 현

재 대부분의 우주기상 기관들은 이 분류를 따라 우주기

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포함하여 전 세계의 우

주기상 관련 기관들이 SWPC로부터 제공되는 많은 우

주기상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미국은 영토가 넓은만큼 전력 송전망 기반 시설 또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지자기 교란현상으로 인해 

지상에서는 GIC(Geomagnetically Induced Current)와 

같은 지자기 유도 전류가 발생하여 변압기 가열, 계전기 

오작동 등 전력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

다. 또한, 항공 산업, 위성 발사 및 운용, GPS 사용, 미 

공군 작전 등의 분야에서 각 분야에 관련된 우주기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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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

시간 우주기상 서비스뿐 아니라 1일, 3일, 27일 예보 서

비스도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우

주기상의 모든 범위를 감시하고 자료를 생성 및 제공하

고 있다. <표 2>는 NOAA SWPC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

략적인 우주기상 자료 서비스 항목을 보여준다. 이 외에

도 많은 우주기상 정보들을 웹사이트와 FTP를 이용하

여 외부로 제공하고 있으며, NASA 및 해외 유관기관들

과의 협력을 통해 우주기상의 서비스 범위를 더욱 넓혀

가고 있다.  

2. 미항공우주국(NASA) 

미항공우주국(NASA: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은 우주기상을 관측하기 위해 오

래전부터 주로 인공위성과 탑재체 개발에 힘써왔다. 현

재 NASA가 개발한 우주기상 관련 위성에는 SOHO, 

SDO, ACE, THEMIS, VAP 등이 있다. 이러한 관측 기

기를 통해 얻은 수많은 종류의 빅데이터는 NASA에서 

가공하여 웹사이트나 FTP를 통해 외부로 제공해주고 

있다. NASA의 우주기상 관련 기관으로 우주기상연구

센터(SWRC: Space Weather Research Center)와 우주

환경모델링센터(CCMC: Community Coordinated 

Modeling Center)가 있다. 

SWRC는 NASA의 여러 우주미션에 대한 우주기상의 

필요성을 다양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설명하고, 우주기

상에 대해 교육 및 홍보함으로써 대국민에게 정보를 제

공하는 기관이다. NASA는 미국의 우주무인미션

(Robotic mission)을 주관하는 대표기관이므로 성공적

인 미션을 위해 우주기상에 대해 많은 주의를 기울여오

고 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우주기상 기관들이 지구 근처

의 우주 환경에 대해서 주로 관심을 갖는다면, NASA는 

지구 근처뿐 아니라 그 이상의 범위까지 관심을 가지고 

모델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우주기상을 예측하고 있다.  

CCMC는 우주환경 예측모델에 대한 구동 결과를 (그

림 5)와 같은 화면을 통해 요청받아 사용자의 요구에 대

한 결과를 제공한다. 또한 모델의 결과가 실제 우주기상

의 예특보 서비스에 활용 가능할지에 대해 모델의 성능

을 검증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더불어 우주기상의 교육

을 위해 매년 여름에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약 

2주일간 우주기상의 전반적인 내용을 교육하고,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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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MC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배우며 실습 해보는 프로

그램을 진행해오고 있다. 우주기상을 전체적으로 분석, 

감시하기 위해 CCMC는 (그림 6)과 같이 ISWA 

(Integrated Space Weather Analysis)라는 웹기반의 분

석 시스템을 개발해서 세계적으로 우주기상 분석 및 예

측을 위해 개발된 물리적, 경험적 모델들을 설치하여 구

동하고 있다. 또한, 각 모델을 직접 검증하기도 하며, 여

러 모델을 통합하여 하나의 앙상블 모델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 시스템은 현재 애플리케이션 기반으로도 개발

되어 모바일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연구 및 분

석을 위해 ISWA에 등록되어 있는 모델의 결과를 이용

하고 싶다면 CCMC에 요청 과정을 거쳐 원하는 모델의 

결과값을 받아볼 수 있다. 

Ⅴ. 맺음말 

본고에서는 우주기상 자료 서비스의 현황에 대해 알

아보았다. 과거 오래 전부터 우주기상에 대해 관심을 가

져온 미국과 같은 나라들은 다수의 우주기상 관측 위성

과 지상 관측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수많은 연구와 결과물들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여러 

국가와 협력을 통해 우주기상 인프라를 넓혀가고 있으

며, 그에 따라 전 세계적인 우주기상 자료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우주기상에 관심을 갖고 전문 기관

을 설립하였으나 우주기상 서비스를 수행한 지 오래되

지 않았다. 세계적인 트랜드에 뒤처지지 않도록 독자적

인 지상 및 위성 관측 기기를 개발하여 산출되는 자료들

을 확보하고, 전 세계적으로 공유하는 등 다양한 국제협

력을 통해 우주기상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노력이 필

요하다.  

 또한, 우주기상에 대한 대국민적 관심 또한 점점 증

가하는 추세에 맞게 우주기상 관련 기관들은 웹사이트

나 방송 등을 통해 우주기상을 홍보하고 관련 기본 지식

을 교육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머지않

아 뉴스에서 기상 캐스터가 일기 예보를 해주듯 우주기

상 캐스터가 우주기상 예보를 해줄 날이 올 것으로 기대

한다. 

약어 정리 

ACE Advanced Composition Explorer 

AIA Atmospheric Imaging Assembly 

CCMC Community Coordinated Modeling Center 

CM Charging Monitor 

CME Coronal Mass Ejection 

COMS  Communication, Ocean and Meteorological 

Satellite 

COR Coronagraph 

DSCOVR Deep Space Climate Observatory 

EIT Extreme ultraviolet Imaging Telescope 

EVE EUV Variability Experiment 

EUVI Extreme Ultraviolet Imager 

FTP File Transfer Protocol 

GIC Geomagnetically Induced Current 

GK-2A Geostationary Korea Multipurpose Satellite-2A 

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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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ES Geostationary Operational Environmental 

Satellite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HMI Helioseismic and Magnetic Imager 

ICME Interplanetary Coronal Mass Ejection 

ISWA Integrated Space Weather Analysis 

KSEM Korean Space Environment Monitor 

LASCO Large Angle and Spectrometric Coronagraph 

MDI Michelson Doppler Imager 

MG Magnetometer 

NASA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PD Particle Detector 

SEC Space Environment Center 

SEP Solar Energetic Particle 

SDO Solar Dynamics Observatory 

SOHO Solar and Heliospheric Observatory 

STEREO Solar Terrestrial Relations Observatory 

SWPC Space Weather Prediction Center 

SWRC Space Weather Research Center 

THEMIS Time History of Events and Macroscale 

Interactions during Substorms 

VAP Van Allen Probe 

VHF Very High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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