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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위성 1호 위성 발사 앞두고 홍보관 개관
- 항공위성에 대한 국민이해도 높이고 교육장소로 활용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실현을 위한 항공
위성 1호 발사(6월 23일, 잠정)를 앞두고 청주공항(2층)과 항공위성항법
센터 내에 대국민 홍보를 위한 홍보관을 6월 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 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 : GPS의 수평 오차(최대 33m)를 1m 이내로
줄여 위성에서 위치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국제표준 위성항법보정시스템
ㅇ 홍보관은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체계의 개발과정에서부터 운영에
대한 설명패널과 위성 모형, 홍보동영상을 전시하여 KASS 발전과정의 기술적
노하우를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홍보공간으로 구성되어 항공위성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주공항 2층 탑승동

청주 항공위성항법센터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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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항공위성항법센터 내 홍보관은 상시 전시공간으로 방문하는 관계자들에게
전 세계 7번째 항공위성서비스 국가라는 자긍심을 고취하고,
ㅇ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 공무원과 관계자의 현장 교육장소로도 활용되어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홍보관 개관식에 참석한 주종완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은 축하인사와 함께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ㅇ“6월 23일로 예정된 항공 1호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프랑스령 기아니)되어
12월 대국민 공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가 모빌리티 자율 항법 교통체계의
기반이 되는 GPS 오차 줄이기 세계경쟁에서 한발 더 앞설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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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KASS 홍보관 위치 정보

□ 특별 홍보관 정보
ㅇ 개 관 : ‘22년 6월 3일부터(항공기 운항시간 대)
ㅇ 관람료 : 무료(주차장 : 유료)
ㅇ 위 치 : 청주국제공항 내, 2층 탑승장

□ 상시 홍보관 정보
ㅇ 개 관 : ‘22년 6월 3일부터(09:00~18:00, 월, 화, 수, 목, 금)
ㅇ 관람료 : 무료(주차장 : 유료), 043-901-6400(사전 문의)
ㅇ 위 치 : 항공위성항법센터 1층 현관(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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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항공위성서비스(KASS) 홍보관 구성 내용

 청주 항공위성항법센터 상시 홍보관
ㅇ (구성) ①KASS 위성모형 전시를 통한 간결한 인트로 패널, ②KASS 사업
및 위성센터 연혁, 동작원리 등 설명패널, ③홍보 동영상 방송
【 항공위성항법센터 홍보관 배치 조감도 】

 청주공항 특별 홍보관
ㅇ (구성) 입구부① 홍보영상, ② 인트로 사인, ③ 위성모형, ④내부 설명모형,
⑤
이해가 쉬운 설명패널, ⑥홍보 동영상 방송, ⑦출구부위성전파 패널
【 청주공항 홍보관 배치 조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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