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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제  목

IPCC 평가보고서 대응 해양기후변화 연구 체계 수립

2. 연구사업 개요

가. 기획연구의 필요성

○ 기상청 기후국은 5-7년 마다 발간하는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평가보고서 주기에 맞춰 IPCC 총회 및 평가보고서 대응 체

계를 구축하였음. 국립기상과학원 기후연구과는 전구기후모형 및 지역기후모

형을 활용하여 기후 온난화 시나리오에 따른 과거 기후 및 미래 전망 시계열 

자료를 생산함. 그러나 육상 및 대기에 집중되어 있어 한반도 주변해의 미래

변화 상세 시나리오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약함

○ IPCC는 미래 기후변화를 전망하고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미

래 기후변화 전망에 있어 기후모형을 필수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지역규모 기

후모델링에서도 해양의 역할이 중요하나, 이에 대한 대응전략 및 예산수립이 

상대적으로 미미했으므로 지역해 기후모델링에 대한 중·장기적 연구 지원이 

요구됨 

○ 해양기후변화는 한반도 주변해역 환경변화와 더불어 생태계, 더 나아가 수산

자원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따라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 한반도 주변

해 미래변화 상세 정보를 생산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고도의 변화 등은 연안역에서 침식을 포함한 다양한 

위협요소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해양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

한 노력이 필요함



○ 해양기후변화에 대한 물리, 화학, 생물, 지질 개별 분야별 또는 융합 연구 주제 

발굴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정책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음

나. 기획연구의 목적

○ 해양분야 IPCC 활동 및 평가보고서 기여 활성화 방안 제시

○ 한반도 주변해 해양기후변화 연구현황, 문제점, 해결책 제시

○ 지역해모델링을 통한 한반도 주변해 미래변화 전망 연구 추진 체계도 제시

다. 기획연구사업 기간

○ 2017년 8월 1일 ∼ 2017년 10월 31일

3. 연구추진 계획

가. 세부과제 구분 및 연구내용

○ 기획연구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세부과제를 구성함

- 세부과제 I: 지역기후 통합모델링 시스템을 이용한 한반도 주변해 미래변화 상

세전망

- 세부과제 II: 한반도 주변해 미래기후 상세영향 평가

○ [세부과제 I]의 목표는 ①한반도 주변해 중심 북서태평양에 대한 지역기후 통합

모델링 시스템을 개발하고 ②다양한 미래기후 시나리오 실험을 수행하여, ③한

반도 주변해 미래변화 상세전망 및 전망 불확실성 평가를 제시함에 있음

○ [세부과제 II]의 목표는 ①한반도 연안역과 동아시아 연변해 해수면 상승을 예측

하고 이에 따른 ②극한상황 연안환경 변화를 감지하기 위한 72시간 예측모형 시

스템을 개발하며 또한, ③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동을 연구하고 ④한반도 주

변해 대기 이산화탄소 흡수 변동을 연구함에 있음



○ 세부과제 I:

과제명 
A: 지역기후 통합모델링 시스템을 이용한 한반도 주변해 미래변화 상세

전망

연구 목표

① 한반도 주변해 중심 북서태평양 지역기후 통합모델링 시스템 개발

② 고기후를 포함한 다양한 미래기후 시나리오 실험 수행

③ 한반도 주변해 미래변화 상세전망 및 전망 불확실성 평가 제시

연구 내용

A1: 북서태평양 지역기후 해양-대기-해빙-생태계 통합모델링 시스템 구

축 및 모수 최적화 민감도 실험

A2: 다양한 미래기후 시나리오를 이용한 미래 기후변화 실험 수행

A3: 한반도 주변해 미래변화 상세전망도 제시 및 전망 불확실성 평가

○ 세부과제 II:

과제명 B: 한반도 주변해 미래기후 상세영향 평가

연구 목표

① 고해상도 북서태평양 해수면변화모형 개발 및 미래전망

② 연안 해저지형 변화 및 해안선 변동을 예측을 위한 연안역 수치모형 

시스템 구축

③ 과거 동해 생태계 변동 모사 및 생태계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영향 

연구

④ 한반도 주변해 대기 탄소 흡수 변동과 해수 내 무기탄소 시스템 연

구 및 해양산성화 모형 구축

연구 내용

B1: 해수면상승 미래변화 전망

B2: 극한상황 조건에서 연안환경변화 예측

B3: 생태계 변동 연구 

B4: 대기 탄소 흡수 변동 연구



나. 연차별 연구 목표

구분 단계 단계별 연구목표 연차 연차별 연구목표

세부
과제
I

1단계

� 북서태평양 지역기후
해양순환 모형 시스
템 구축

� 생태계모형 접합
� 전지구 모형평가

1

� 한반도 주변해 중심 북서태평양 해양순환 모형 구
축

� 북서태평양 고기후 자료 DB 구축 및 지역해 고기
후 복원연구

� CMIP5(PMIP3) 모형 수집 및 기초 특성 평가

2

� 해양모형 민감도 실험
� CMIP5(PMIP3) 품위평가 (CMIP5 한반도 주변해 

수온, 기온, 바람, 기압 분포, PDO 등 자연변동성 
모사 품위 평가)

� 과거기후 모형실험-고기후자료 비교 검증

3
� 생태계모형 접합 
� 민감도 실험을 이용한 생태계 모수 최적화

2단계
w 대기모형 접합

w 한반도 주변해 미래변
화 상세전망

4
� 대기모형 접합
� 민감도 실험을 이용한 대기모형 최적화

5
� 다양한 시나리오를 이용한 한반도 주변해 미래변

화 전망 실험
� 미래변화 전망 분석

6
� 미래변화 통계 분석
� 미래변화 전망 불확실성 제시
� 미래변화 통합전망도 제시

세부
과제
II

1단계

� 한반도 주변해 해수면 
변화 모형 개발, 과거
변화 재현 및 CMIP 전
지구 모형 평가

� 연안역 파랑-흐름-퇴적
물-지형변화 통합 수치
모형 시스템 수립 및 
모형검증

� 과거 생태계 변동 재현 
및 모형결과 검증 

� 한반도 주변해 대기 이
산화탄소 흡수 변동/
기작 연구 및 산성화 
진행 정도 및 변동 인
자 파악

1

� 동아시아해역 해수면변화모형 구성 및 CMIP5 해
수면재현 모형 평가

� 연안침식 중기예보
� 과거 생태계 변동 재현 
� 관측 체계 구축 및 관측조사 

2

� 한반도 주변해 해수면변화 재현 실험 및 CMIP5
해수면예측 모형 평가

� 연안침식 중기예보
� 과거 생태계 변동 재현 
� 관측조사
� 이산화탄소 교환량 변동 파악 및 이산화탄소 흡수 

주요인자 및 기작 파악

3

� 한반도 주변해 미래 해수면변화 전망 제시
� 연안침식 단기예보
� 모형결과 검증
� 관측조사
� 산성화 진행 상태 파악 및 주된 영향 인자 파악

2단계

� 한반도 주변해 및 
연안역 해수면 
미래변화 전망

� 극한상황 대비 예측 
시스템 개발

� 미래 생태계 변화 예측
� 대기 이산화탄소 흡수 

및 산성화 예측 모형 
구축

4

� 한반도 주변해 미래 해수면변화 전망 제시
� 극한 상황 대비 예보 시스템 개발
� 미래 생태계 변화 예측 
� 관측조사
� 이산화탄소 흡수 모형 개발 및 모형 평가 

5

� 한반도 주변해 미래 해수면변화 전망 제시
� 극한 상황 대비 예보 시스템 개발
� 미래 생태계 변화 예측 
� 관측조사
� 한반도 주변해 산성화 지도 작성 및 보완 

6
� 한반도 주변해 미래 해수면변화 전망 제시
� 미래 생태계 변화 예측  
� 산성화 모형 구축 및 평가



다. 연구추진 방향

○ 생지화학 과정 및 고기후 연구 분야와의 융·복합, 학제적 연구 추진

○ 모델개발에 관심 있는 국내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

○ 외국 연구기관과의 협력연구로 연구자료 확보 및 모델개발 기법 습득 

○ 신규 연구개발 인력 양성을 통한 장기 모델개발 기반 마련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가. 기대효과

○ 지역기후 통합모델링 시스템을 통하여 수치모형 개발 기초·원천기술 확보

○ 해양기후변화를 예측하여 한반도 주변해역 환경변화와 더불어 생태계 더 나

아가 수산자원 변동을 예측하여 환경변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 최소화

나. 활용방안

○ 한반도 주변해 미래변화 전망도를 활용해 기후변화 및 기후변동에 따른 대처 

방안 마련에 활용

○ 한반도 연안역 해수면 미래변화 상세 전망도 제공을 통하여 국가 기후변화 대

응책 수립에 해양과학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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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기획 필요성 및 목적

1.1. 연구기획의 필요성

1.1.1. 경제, 산업적 측면

○ 해양기후변화는 한반도 주변해역 해수물성 변화와 더불어 생태계, 더 나아가 

수산자원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따라서 적절한 대응을 위해 한반도 주

변해 미래변화 상세정보를 생산 및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미래 해양기후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수산업을 비롯한 해양 산업 

전반에 걸쳐 경제적 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반면, 선제적으로 대처할 경우 신

산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

○ 우리나라 해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해 환경변화를 전망함으로써 무역을 통한 

산업발전을 유도할 수도 있고 나아가 경제적 이익으로 전환될 수 있음

○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고도의 변화 등은 연안역에서 침식을 포함한 다양한 

위협요소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해양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

한 노력이 필요함 

○ 기상청에서는 국가기후변화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생산하여 한반도 지역기후 

상세전망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유관기관 또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자료에 대한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

고 있음. 그러나 해양분야에서는 이와 같은 노력이 부족함. 예를 들면 그동안 

한반도 주변해 해수면고도 변화 상세전망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산하

여 제공하지 못하였음. 또한 이러한 정보에 대한 홍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

지 못함

1.1.2. 사회, 문화적 측면

○ IPCC 해양부문 저술활동에 우리원과 국내 연구진의 참여도가 매우 저조하므

로 해양분야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우리원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대응책 마



련이 시급함  

○ IPCC 관련 국내·외 모임에서 우리원이 수행한 해양기후변화 연구결과를 제시

하여 참여효율과 기여도를 높일 수 있음

○ 지역해모델링 국제협력사업 개발과 추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해양미래변화 

전망 관련 연구를 선도하고, 향후 IPCC 저술활동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음 

○ 해양기후변화에 대한 물리-화학-생물-지질 등 개별 분야별 또는 융합 연구 주

제 발굴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정책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지역해 미래변화 상세전망에 대한 원천기술을 동아시아 등 제 3세계에 전수함

으로써 국가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음

1.1.3. 기술적 측면

○ 기상청 기후국은 5-7년 마다 발행하는 IPCC 평가보고서 주기에 맞추어 IPCC 총회 

및 평가보고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국립기상과학원 기후연구과는 전구기

후모형 및 지역기후모형을 활용하여 기후온난화 시나리오에 따른 과거 기후 및 미

래 기후 전망 시계열 자료를 생산함. 그러나 초점이 육상 및 대기에 맞추어져 있으

며 한반도 주변해 미래변화 상세 시나리오에 대한 활동은 매우 미약함

○ UN 산하 기후연구사업 WCRP(World Climate Research Program)는 7대 주요 

도전 과제를 선정하여 IPCC 제6차 평가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으나, 이 도전 과제

와 관련된 한반도 주변 지역해양 기후변화 연구는 양적인 측면에서도 부족하고 질

적인 측면에서도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이러한 관련 연구주제를 

중점적으로 부각시키는 한편 학문후속세대를 시급히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지난 수십 년 동안 한반도 주변해역의 해면수온 상승률은 전세계 해양 평균 상승

률보다 2배 이상 해수 용존산소 농도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수산어종별 어획량 

또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음. 이에 따라 해양기후변화 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

가 증대되고 있음

○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지구온난화에 따

른 해역별, 수심별 변화 양상과 기작에 대한 기초 연구뿐만 아니라 미래 기후변화 

전망과 더불어 해양환경변화에 따른 수산자원변화 전망에 대한 원천기술개발과 

융합/응용연구 발굴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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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은 IPCC 평가보고서 한글 번역본을 제공해왔으며, 환경부와 국립기상과학

원은 IPCC 평가보고서 발간에 맞추어 한국기후변화 평가보고서를 발간해 왔음.

한국기후변화 평가보고서에도 해양기후변화에 대한 연구결과가 기술되었으나, 대

기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음

○ IPCC는 미래 기후변화를 전망하고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미래 

기후변화를 전망하는 데는 기후모형이 필수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지역규모 기후

모델링에서도 해양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대응전략 및 예산수립이 상대적

으로 미미하여 지역해 기후모델링에 대한 중장기적 연구 지원이 요구됨 

○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은 지역기후모델링 국제공동연구사업(CORDEX,

Coordinated Regional Climate Downscaling Experiment)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CORDEX-EA(East Asia)를 주관함으로써 IPCC 평가보고서 저술에 기여해왔고, 대

기분야에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기후변화 상세전망을 지속적으로 제시

해왔음. 그러나 한반도 주변해 미래변화에 대한 상세전망은 제한적으로 시도되었

을 뿐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못함

1.2. 연구기획 목적

○ 해양분야 IPCC 활동 기여도 향상을 위한 국내외 협력 방안 모색

○ 한반도 주변해 과거 해양기후변화 연구 현황 파악 및 향후 IPCC 평가보고서

에 활용될 수 있는 단기 및 중장기 핵심 연구주제 제시

○ 한반도 주변해 미래변화 전망 연구 전략 수립

2 지역기후 모델링 연구동향

2.1. 국내 연구동향

○ 해양 단독모형을 이용한 한반도 주변해 미래변화 전망은 서울대 등 국내 대학

과 해양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지속적인 연구가 수행되고 있지

는 않음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해양-대기 상호작용 효과를 고려한 해양-대기 접합



모형을 이용해 북서태평양 미래변화 상세전망도를 제시하였음

○ 국립기상과학원이 주관해 온 지역기후모델링 국제협력사업 CORDEX-EA는 1

단계에 참여모형 5개 모두 대한민국에서 출품하였지만, 2단계에서는 참여모형

이 12~15개로 늘었음. 한국, 중국,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모형을 출품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IPCC 제4차 평가보고서(AR4) A1B 이산화탄소 배

출 시나리오에 따른 2050년의 수온, 염분, 해수면, 해류 등의 해양환경변화 예

측 연구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2.2. 국외 연구동향

○ 역학적 규모축소법을 활용한 지역기후모델링을 통한 예측 실험이 수행되었음 

(Seo et al., 2014; Xue et al., 2014)

○ IPCC에서는 매 5~7년 주기의 평가보고서 발행을 통해 전 지구적 미래변화 뿐

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지역해 규모까지 상세 미래변화 전망 실험을 수행하였

음 (IPCC AR4, 2007; IPCC AR5 2013). 그러나 아직까지 연안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활용이 가능할 정도로 지역적으로 상세화된 전망은 제시되지 못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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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반도 주변해 기후변화 연구동향

3.1. IPCC 제5차 평가보고서

○ IPCC 제4차 평가보고서에서 해양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독립적으로 분리된 

것은 WG1, 제5장 “해양의 기후변화와 해수면”이 유일하지만, 제5차 평가보고서

(AR5)에서는 모두 7개장에서 해양과 직접 관련된 주제를 분리하여 다루고 있음 

○ WG1의 제3장 해양(Oceans), 제6장 고기후(Paleoclimate), 제13장 해수면 변화(Sea

level change), WG2의 제5장 연안과 저지대(Coastal systems and Low-lying

areas), 제6장 해양시스템(Ocean systems), 제28장 극지(Polar regions), 제30장 해

양(Oceans)이 이에 해당함. 그 외에도 WG2, 제7장 식량생산체계와 식량안보(Food

production systems and Food security)에서 수산과 양식을 다루고 있으며, 제29

장 군소도서지역(Small islands)에서도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 침식 및 해일 파

고에 따른 도서지역의 피해가 주요 주제임

○ 해양과 직접 관련된 주제가 급격히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IPCC 제5차 평가보고서

에서 한반도 주변해역에 관한 연구 결과는 극히 제한적임(IPCC 제5차 평가보고서

의 WG1과 WG2의 보고서가 총 4,164페이지 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주변해역에

서의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는 총 분량이 1페이지에도 미치지 못함)

○ 제5차 평가보고서에 언급된 한반도 주변해 기후변화 연구 주요 내용:

- 황동중국해 해수면 상승률(5.4 mm/yr ± 0.3 mm/yr)이 전지구 상승률의 2배임 

(WG1, 제13장)

- 해면수온이 급격히 증가하고 동시에 해수 용존산소 농도가 감소함. 이와 동시에 

황동중국해 연안에서 저산소(hypoxia) 해역 증가 

- 황동중국해에서 기초생산량, 생물량, 어류 집수율 등의 생물요인에도 큰 변화가 

있었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해면수온 상승에 따른 변화와 일치하여 해양기후변화

에 따른 생태계 변동을 유추할 수 있음

- 동중국해의 해면수온은 1980년대 초부터 급격히 상승함. 동중국해에서 가장 높은 

해면수온 상승은 1955-2005년 동안 겨울철에 1.96°C로 나타났고, 황해에서는 

1971-2006년 동안 1.10°C 임

- 이러한 해면수온 변화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동아시아몬순의 약화 및 쿠로시오 

해류의 수온 상승을 지목함

- 동해의 경우, 수온 상승으로 정어리(sardines)에서 멸치(anchovies)로 주 어종 변



화가 발생함. 이러한 해양환경 변화가 어류, 가축, 결과적으로 식량 안보(food

security)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함(WG2, 제6장)

- 2010년 동해에서 계산된 인위적인 이산화탄소 총량은 0.40 ± 0.06 PgC임(WG1,

제3장, 그림 1)

○ 우리나라 주변해에서의 기후변화 연구에 대한 기술이 적은 이유는 제5차 평가보고

서가 지역해 보다 전지구의 평균적인 변화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됨. 특

히 고기후 분야는 기후변화에 있어 해양심층순환-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 간 상관

관계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지역적 기후변화에 대한 기술은 부족함

○ 최근 캐나다에서 열린 IPCC 총회에서는 제6차 평가보고서 작성 기조에 있어서 지

역해의 기후 변화를 더욱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결정함. 이에 제6차 평가보고서

에서는 우리나라 주변해의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 기술이 좀 더 자세히 다뤄질 것

으로 판단됨 

○ IPCC 제5차 평가보고서가 평균값의 선형 변화에 집중하였다면 제6차 평가보고서

에서는 다양한 통계기법을 동원하여 경년, 순년 변동 등 비선형 장기 변동성을 포

함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이상기후에 따른 극값 변화에 대한 연구 또한 하나의 장에서 독립적으로 다

뤄질 예정임

3.2. 최근 연구논문

○ 최근 발표된 해양기후 관련 논문은 기존 논문에 비하여 네 가지 정도의 큰 변화가 

그림 1. 인위적 이산화탄소의 해수 내 총량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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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남 

1) 변화경향 분석에서 재분석자료 활용이 증가함.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 관측자료

의 부족으로 인해 관측자료에만 의존하여 장기기후 변화경향을 탐지하기가 어려

움.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외국의 여러 기관에서 기후 재분석자료를 생산하여 공

개하고 있어 해수 물성 및 생태계 변동 분야에서 이를 활용한 장기 경향 분석이 

증가함(e.g.,Yeh and Kim, 2010; Kim et al., 2012)

2) 인공위성 관측자료 이용이 확대됨. 위성을 이용한 해수면온도 관측과 위성 고도

계를 이용한 해수면 고도 관측에 이어 우리나라 주변해역에 대한 해색(ocean

color) 위성 관측이 수행되어 생지화학 분야의 단기 변화경향 탐지도 가능함 

3) 변화경향에 대한 원인분석이 증가함. 예를 들면,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해면수온 

변화는 해면 기압계배치, 특히, 겨울철 대기순환 변화에 따른 북풍 변화의 영향

(Yeh and Kim, 2010; Oey et al., 2013; Liao et al., 2015), 양자강 담수의 유입에 

따른 양의 되먹임 현상(Belkin, 2009; Park et al.,2011), 서태평양으로부터의 해양

을 통한온난화 신호의 유입 가능성(Zhang et al., 2010; Wang et al., 2013)을 제시

함

4) 넷째로, 이러한 다양한 규모의 변동성을 분석하기 위한 응용 통계기법 활용 증가

함. 시계열 자료 내에 다양한 기작에 따른 다양한 규모의 변동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원하는 기후변화 신호를 추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통계 기법이 활용되고 

있음. 이에는 파형(wavelet)분석, 주기정상경험직교함수(CSEOF, Cyclostationary

Empirical Orthogonal Functions)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포함함

○ 한반도 주변해 기후변화는 다양한 해양 및 대기 변동성으로 설명 가능함. 기존 연

구는 한반도 주변해 기후변화가 북태평양의 주요한 기후 요소인 태평양순년진동

(PDO, Pacific Decadal Oscillation), 북극진동(AO, Arctic Oscillation), 엘리뇨-남방

진동(ENSO, El Nino Southern Oscillation), 북태평양진동(NPO, North Pacific

Oscillation)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임(e.g., 김 등 2011; Yeh and Kim, 2010; Park et

al., 2015; Wu et al., 2017). 또한, 한반도 주변해는 쿠로시오 해류의 직접적인 영향

권에 위치하여 쿠로시오 해류의 세기 및 온난화에 따른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음.

이러한 다양한 기후 인자들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수지의 장

기변화 분석이 필수적임



○ 그러나, 현재까지의 재분석 자료를 활용한 열수지 분석은 매우 어려움. 이는 재분

석 자료의 성긴 분해능과 해류 모사에 있어서 부정확성 때문에 기인함. 또한, 표층 

열수지 계산에 있어서 바람장을 포함한 대기 변수와 총체공기역학식의 부정확 때

문임(Pei et al., 2017)

○ 최근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한반도 주변해의 경우 지역적으로 해면수

온 상승이 둔화하거나 오히려 하강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함(Liao et al., 2015). 이

러한 최근 변동성은 기존에 온난화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기작으로 설명하지 못

함

4 연구기획의 배경

4.1. 정책적 배경

4.1.1. 국가적 아젠다와의 연계성

○ 정부 140대 국정과제 중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 해당(기후변화 감시·예측능력 

강화,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영향 평가체제 구축)

○ 제 3차 과학기술 기본 계획 중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분야에 해당(기후변화 

감시·예측·적응기술 개발)

4.2 해양과학기술 로드맵

○ 2011년 국토해양부는 지식경제부, 기상청과 함께 「2020 해양과학기술(MT)

로드맵('12∼'20)」을 발표하였음. 로드맵 중에 기후변화 및 연안재해 대응의 

중·단기 해양 예보 및 예측 기술의 고도화를 통한 공공서비스 증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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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해양과학기술 로드맵

4.3. 세부과제 구분

○ 지역기후모델링을 통한 한반도 주변해 미래변화 전망 제시를 통한 해양분야 

IPCC 활동 및 평가보고서 기여 활성화 방안 제시라는 기획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두 개의 세부과제를 구성하기로 함

- 세부과제 I: 북서태평양 지역기후 통합모델링 시스템 개발

- 세부과제 II: 한반도 주변해 미래기후 상세영향 평가

○ [세부과제 I]의 목표는 ①한반도 주변해를 포함한 북서태평양에 대한 지역기후모

형을 개발하고 ②우리나라 주변해에 맞는 전지구 모형을 선정하여 ③미래의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북서태평양 지역기후모형을 개발함에 

있음

○ [세부과제 II]의 목표는 ①한반도 연안역과 동아시아 연변해 해수면 상승 예측 모

델링 연구하고 이에 따른 ②극한상황 연안환경 변화 72시간 예측모형 시스템 개발

하며 또한, ③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동을 연구하고 ④한반도 주변해 대기 이

산화탄소 흡수 변동을 연구함에 있음

4.4. 추진체계



그림 3.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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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반도 주변해 해양기후변화 연구 진단 및 IPCC 기여 활성화 방안

1 한반도 주변해 해양기후변화 연구 진단

한반도 주변해 기후변화 연구 현황은 IPCC 기후변화보고서, 한국기후변화 평가보

고서 2014 및 최근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분석하였음. 문제점 및 향후연구주제는 

국제적으로는 최근에 활발히 논의되며 IPCC 제6차 평가보고서에서 핵심 주제로 

고려하고 있으나, 한반도 주변해를 대상으로 한 연구 논의가 미흡하거나 제6차 평

가보고서에서 다루게 될 주 연구 주제를 선정하였음

○ 지역기후모형: 지역모형을 이용한 한반도 주변해 상세화 및 미래변화 실험이 

행해지고 있으나 주로 해양단독모형을 통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음. 향후 대기,

생태계 등을 기후 변화 요소를 고려한 고해상도 모형을 활용한 연구가 필요함

분야 연구동향 문제점 향후 연구주제

과거재현 실험

§ 수십 km 정도 격자 규모의 

지역모형을 이용한 

역학규모축소법이 주를 

이룸

§ 자료 동화, 다중모형 평균 

등을 이용해 과거 기후를 

재현함

§ 미세 해양구조 변화를 

모사하기에 격자가 성김

§ 대기와의 접합효과가 

고려되어 있지 않음

§ 지역해 고기후 자료 및 

모형 적용 사례 부족함

§ 수 km 격자 규모로 

지역모형 수립

§ 해양-대기 접합모형 

수립

§ 고기후 DB 수집 및 

모형검증

전지구 모형 

평가

§ 전지구 모형에 대한 

평가는 대규모의 

해양-대기 현상을 얼마나 

잘 모사하느냐로 판단함

§ 지역규모의 전지구 모형 

평가가 부족함

§ 한반도 주변해 세부 변수에 

대한 평가가 부족함

§ 한반도 주변해 세부 

요소를 잘 모사하는 

전지구 모형 선정

미래변화 실험
§ CMIP5 모형을 기반으로 

한 미래변화를 제시함

§ 1~3 종류의 CMIP5 모형을 

사용하여 역학규모축소 

기법을 적용하여 미래변화 

실험 수행

§ 한 가지 CO2 배출 

시나리오를 사용함

§ 여러 종류의 CMIP5

모형을 이용한 

다중모형 앙상블 실험

§ 다양한 CO2 배출 

시나리오 실험 수행

표 1. 지역기후모형의 연구동향 및 문제점, 향후 연구주제



○ 수산자원: 수산자원의 사회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수온변화 및 해양산성화에 

따라 생물 변화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음. 그러나, 상세한 기후요소와 수

산자원과의 역학적 관계에 대한 연구가 부족. 향후 생태계 접합 기후모형을 

통해 수산자원을 예측하는 연구가 필요. 또한 해양산성화에 따른 해양 생물 

환경 적응에 따른 생물종 및 생태계 변화에 관한 상세 연구가 향후 연구 주제

로 대두되고 있음

분야 연구동향 문제점 향후 연구주제

어장/어종/어

획량의 변화

§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자원량, 종조성,

어장위치의 변화 조사

§ 모형을 활용하여 

어장/산란장위치의 변화,

생태계 구조의 변화 연구 

수행

§ 시계열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대체로 변화의 주요 

요인인 수온에 집중함

§ 어획량/자원량, 종조성,

어장위치와 같은 요인들은 

기후변화(수온변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 기후변화가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연구되었으나, 어떤 기작을 

통하여 변화하는지는 

연구가 부족함

§ 모형을 활용하더라도 장기 

수산자원 자료가 부족하여 

장기 수치 실험을 통한 

생태계 변화 구현에 한계가 

있음  

§ 기후변화가 

해양생물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작 연구

§ 모형을 활용한 미래 

생태계 예측 연구

해양산성화

§ CO2 농도 변화가 

해양생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통해 

재현함

§ 실험을 통한 재현은,

실제를 100% 반영하기 

어려움

§ 또한, 해양산성화가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물리화학적 예측 모형 

개발이 필요함

§ 종마다 다른 반응 

양상을 보일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모형을 

활용한 예측과, 이를 

검증하기 위한 현장 

실험이 병행되어야 함 

표 2. 수산자원의 연구동향 및 문제점, 향후 연구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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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침식: 파랑모형 등을 활용 태풍에 따른 해일, 이상파고 등 파고에 대한 연

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지형 변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음. IPCC 제5차 평가보고서가 예상하는 기후

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한반도 주변해에 대한 지역규모의 연구가 부족하며, 향

후 미래기후 전망에 따른 연안침식이 주요한 연구 주제가 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제6차 평가보고서에서 자연재해에 따른 극값의 장기 변화가 핵심 주제

로써, 향후 태풍에 따른 해일 높이 추정, 연안지역 침식 전망 주제에 대한 정

성적 연구가 필요함

분야 연구동향 문제점 향후 연구주제

연안침식

(현장측정,

예측모형개

발,

연안침식 

위험도 

평가)

§ 한반도 각 연안의 고유한 퇴적작용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연안침식 

정밀 관측 시스템을 개발 중

§ 한반도 주변 해안의 기본조사,

해안선, 해빈단면, 정밀수심조사를 

실시

§ 한반도 해안선 변화의 단기, 중기,

장기 변화를 예측하고자 연안침식 

예측모형을 개발 중

§ 장기 해안선 변화 예측 및 표층바람,

해수면고도의 미래변화 예측 연구

§ 연안지역에 대한 관측, 모형,

미래변화 연구 모두 각자의 

결과를 단순 제시하며 각 

분야간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

§ 연안지역을 나누는 기준이 

서로 다르고 관심 분야에 따라 

관심 영역과 연안지역 분류 

체계가 다름

§ 관측한 한반도 주변 

연안의 기본조사 및 

파랑모형을 이용하여 

해안선과 표층바람의 

미래변화 예측 및 특징 

분석 

§ 위의 관측과 모형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측정된 

각 해안선 변화의 단기,

중기, 장기 미래 침식 

위험도를 평가

§ 평가된 연안의 미래 침식 

위험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연안 특징에 

맞는 연안 공법 개발

연안침식 

예측모형 

개발

§ 2차원 수심평균 영역모형(Delft 3D)

개선 수행 – 해안구조물 및 

호형사주가 파랑 및 수심지형변화에 

미치는 영향 예측

§ 단기폭풍 지형변화 

예측모형(XBeach), 중기 지형변화 

예측모형(Delft3D), 장기 해안선변화 

예측모형(UNIBEST-CL+)의 계산 

결과를 종합화하여 해안선 변화의 

단,중,장기 예측평가기법 개발

§ 수심평균 영역모형은 해안선을 

고정경계 처리하여 해안선 

변화예측 불가능

§ 연안침식 저감공법 진단 

및 영향평가 기술 개발

표 3. 연안침식의 연구동향 및 문제점, 향후 연구주제



○ 해양위성: 인공위성을 통한 해양관측 및 기후변화 추정은 자료가 축적됨에 따

라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위성에서 얻어진 전기 신호를 해양관측치로 변환하

는 알고리즘 개발 연구가 중심임. 그러나 이러한 자료를 이용한 2차적인 분석

이 부족한 상황임. 특히, 한반도 주변해 관측에 최적화된 위성 알고리즘이 부

족함. 관측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위성 관측 센서 정확도 향상 및 자료분석기

법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

분야 연구동향 문제점 향후 연구주제

해양관측

§ 해빙분포 조사

§ 해수표면온도 모니터링

§ 갯벌 퇴적환경 및 

저서미세조류 환경 분석

§ 표층수온 및 클로로필 

변화 

§ 부유사변동 분석

§ 황사 에어로졸의 3차원 

모니터링

§ 관측된 자료에서 

기후변동에 관한 고품질 

과학정보 획득이 부족

§ 관측한 자료들을 

활용한 2차적인 

분석이 필요

§ 인공위성 관측값들을 

통해 통계 기법을 

통한 미래 변화 연구 

필요

시스템 향상

§ GOCI 복사보정을 위한 

현장관측장비 검보정 

광학실험실 구축

§ GOCI 자료 검정을 위한 

엽록소 측정 방법의 비교 

및 표준화의 필요성

§ GOCI 영상의 탁한 해역 

대기보정 : MUMM

알고리즘 개선

§ GOCI의 배포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료 처리 

효율화 방안 연구

§ 한반도 주변해 관측에 

최적화된 위성 알고리즘 

부족

§ 관측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기법(위성 

시스템 향상,

자료분석방법 개선)

개발

표 4. 해양위성의 연구동향 및 문제점, 향후 연구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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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분야 IPCC 활동 및 평가보고서 기여 활성화 방안

2.1. 원내 KIOST-IPCC 위원회의 국내외 활동 지원 방안

○ 그 동안은 개별 연구자가 개별 과제별로 참여하였던 IPCC 관련모임을 원내 

전체 공지 및 출장자 출장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관련모임 참여를 공식화할 필

요가 있음

○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PICES, North Pacific Marine Science Organization), 정

부간해양학위원회(IOC)/서태평양 부위원회(WESTPAC) 등의 국제기구, 기상

청, 국립수산과학원, 산림청 등 IPCC 분야별 대표 기관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

함

○ 해양기후변화 국제협력 프로그램 개발(예, 지역기후모델링 국제협력 프로그램 

CORDEX-EA의 해양판) 및 기존 프로그램에의 주도적 참여 방안 모색

○ 2017년 PICES 연례총회에서 지역기후모델링 작업반(WG-29) 최종보고서 초안

에 해양판 지역기후모델링 비교사업 필요성 제안

○ 제6차 평가보고서 참여증대 방안

- 저자에게 한반도 주변해 기후변화 연구 결과에 대한 구체적 정보 제공 필요

- 핵심 주제별(해면수온, 해수면, 생태계변화, CO2 등) 리뷰 논문 작성 리드

- 제6차 기후평가보고서가 발간되기에 앞서 국내판 기후변화 보고서가 준비되

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모형상호비교 프로젝트 CMIP6 해양기후변화 국제협력 사업 분석

- CMIP6-endorsed MIPs 21개중에서 해양분야는 4개 

§ OMIP(Ocean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 SIMIP(Sea Ice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 FAFMIP(Flux-Anomaly-Forc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 ISMIP6(Ice Sheet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for CMIP6)

- 기상청이 참여하고자 하는 CMIP6-endorsed MIPs

§ ScenarioMIP(Scenario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 CORDEX(Coordinated Regional Climate Downscaling Experiment)



§ AerChemMIP(Aerosols/Chemistry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 C4MIP(CC Carbon Cycle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 기타 활발하게 진행 중인 18개의 MIPs 중에서 해양분야는 1개임

§ CORE (Coordinated Ocean-Ice Reference Experiment)

- 우리원은 지금까지 기후모델링 국제협력사업에 참여하여 IPCC 평가보고서에 

기여한 바가 없음. CMIP6-endorsed MIPs에 참여함이 필요함

그림 4. 기상청 CORDEX-EA 도메인 및 특징

○우리원의 국제협력사업 참여 현황

- PICES

§ 의장, 부의장 역임: 유신재

§ 작업반(working group) 총 40개 중에서 4개 공동의장 수행

WG10: Circulation and ventilation in the Japan/East Sea (변상경)

WG29: Regional Climate Modeling (장찬주)

WG31: Emerging Tropics in Marine Pollution (심원준)

WG35: Third North Pacific Ecosystem Status Report (유신재)

- IOC/WESTPAC

§ 수석부의장, 이사장 역임: 이윤호

§ 작업반 4개 중 2개 운영위원회(steering group) 참여

Marine Renewable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채장원)

§ 11개 사업 중 4개 운영위원회 참여

DNA Taxonomy and Recruitment Monitoring of the Coral Reef Ma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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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sms (DRMREEF; 홍기훈, 박흥식)

Coral Reefs under Climate and Anthropogenic Perturbations

(WESTPAC-CorReCAP; 이윤호)

Marine and Coastal Biodiversity and its Management

(WESTPAC-MCBM; 이윤, 박흥식, 이윤호)

Air-Sea Interaction in the Kuroshio Extension and its Climate Impact (장

찬주)

- PICES 주관 4th Climate Change Symposium (June 4-8, 2018) 참여. 심포지

엄 발표 결과를 학술지 특별판에 기고 예정임

그림 5. PICES 작업반 개념도

2.2. 원내 KIOST-IPCC 위원회의 국내외 활동 지원 방안 제시

○ IPCC 제7차 평가보고서에 기여하기 위해 CMIP7 참여 방안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주도로 해양분야 CORDEX 추진

§ 북서태평양 지역해모델링 국제협력사업을 CORDEX-EA(기상청)의 해양판

으로 기획, 향후 지역해-대기접합모델링 사업을 기상청과 공동으로 추진 



방안 모색할 수 있음

§ 국제협력사업을 선도함으로써 지역해모델링에 관한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

함

§ PICES WG29 Regional Climate Modeling(장찬주)에 지역해-대기접합모델

링 사업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최종보고서(2017)를 통해 PICES에 제안

함

○ 한반도 주변해 과거 해양기후변화 연구 현황 파악 및 향후 IPCC 평가보고서

에 활용될 수 있는 단기 및 중장기 핵심 연구주제 제시

- 2017년 9월 6일부터 10일까지 캐나다 ICAO 본부에서 열린 제 46차 IPCC 총

회에서 제6차 평가보고서(AR6) 개요가 승인됨

- 제6차 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실무 회의에서 IPCC 회원국은 기후변화에 따

라 가뭄, 집중호우, 태풍 등 극한현상에 의한 지역적 피해 증가를 우려하여 

관련 내용이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함을 요청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WG1의 

10-12장을 극한현상을 다루기로 결정하였으며, WG2의 9-15장은 지역적 적응

을 중심으로 작성하기로 결정하였음

- 제6차 평가보고서의 주요 키워드는 극한 기후, 지역 기후, 지역적 피해 및 대

책 방안임

- 제6차 평가보고서 참여 증대를 위한 과학적 연구주제:

§ 악기상 및 기후 변화에 따른 지역 해양생태계의 영향 평가 연구

§ 지역기후-생태계 접합 모형을 활용하여 극한 기상 및 기후 현상(태풍, 폭

염, 한파 등) 발생에 따른 지역적 피해 및 생태계 영향 평가에 대한 정성적 

연구

§ 기후 변화에 따른 지역적 피해를 모사할 수 있도록 기후 변화에 따른 경제

적/사회적 피해를 수치적으로 전망할 수 있도록 지역적 기후공학 모형 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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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부과제 I] 지역기후 통합모델링 시스템을 이용한 한반도 주변해 미래변화 상세 전망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1.1. 연구의 필요성

1.1.1. 북서태평양 지역기후모형 개발의 필요성

○ 현재 개발된 기후예측 모형은 낮은 해상도와 부정확한 모수화 등으로 인해 한

반도 주변해에 사용하기는 제한적임. 특히 CMIP5 전지구 모형은 전지구적인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엘리뇨, 해빙, 전지구 해수순환, 몬순, 서태평양 웜풀 등 

대규모 해양 및 대기 현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한

반도 주변해에서 발생하는 지역적인 기후 변동 및 자연 현상을 적절히 반영하

지 못함

○ 전지구 모형의 낮은 공간 분해능과 부정확한 모수화 등을 극복하기 위해 전지

구 모형을 기반으로 더 높은 해상도의 수치 모형을 구동하는 방법인 역학적 

규모축소법(Wilby and Wigley, 1997)을 이용한 지역기후모형을 수립이 요구

됨 

1.1.2. 전지구 모형 평가 필요성

○ 지역해 영역만을 모형 대상지역으로 하여 해양순환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모형

의 외부조건이 주어져야하는데, 이를 개방경계조건이라고 함. 이 경계조건 자

료는 주로 전지구 모형으로부터 주어지는데, 전지구 모형의 오차가 크면 지역

모형 또한 큰 오차를 갖게 되기 때문에 전지구 모형에 대한 평가가 중요

○ 하지만 전지구 모형은 주로 엘리뇨, 해빙, 몬순 등의 특정한 전지구 규모의 현

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지역해에 대한 예측에 한계가 있으며, 특히 한반도 

주변해는 조석이나 담수 유출 등의 중요한 기작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기 때문

에 한반도 주변해에 대한 전지구 모형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지역기후모형을 

통한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해를 잘 모사하는 전지구 

모형을 평가하고 선정할 필요가 있음



1.1.3. 지역기후모형을 이용한 한반도 주변해 미래변화 상세전망 및 불확실성 

평가의 필요성

○ 2014년에 발간된 IPCC 제5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지난 133년간

(1880~2012년) 지구의 평균 기온이 0.85℃ 상승하였으며, 해수면 높이는 

1901~2010년 동안 19 cm 상승하였음. 1901~2010년의 전 지구 해수면 상승률

은 1.7 mm/yr인데 반하여 1993~2010년의 상승률은 3.2 mm/yr 로 해수면 상

승이 가속되었음. 우리나라 근해에서의 해수면 상승은 동일 기간(1993~2010

년) 동안 3.8 mm/yr로 관찰됨(국립해양조사원, 2013)

○ 전지구적으로 마지막 빙하기(약 2만 년 전) 이후 해빙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세

는 홀로세 초기인 약 1만 년 전에 가장 높았으나(10 mm/yr), 홀로세 후기로 

접어들면서 대체로 1 mm/yr로 상승세가 둔화되는 추세였음(Miller, 2005)

○ 이렇듯 기후변화에 의한 평균기온과 해수온도 상승, 빙하의 융해 및 지구 평

균 해수면 상승 등이 명백함.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 방안 마련을 위해

서는 필수적으로 해양변수에 관한 예측이 필요함

○ 기후변화 대응책은 크게 완화(mitigation)와 적응(adaptation)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완화책은 전 지구적인 대응책이 필요한 반면 적응 방안은 국지적인 

대응책으로서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해양변화의 지역적 예측이 

필요함

○ 하지만, CMIP5 전지구 해양순환 모형의 평균 해상도가 100 km로 조악하여 

한반도 주변해역에 활용하기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생산

할 수 있는 지역기후모형이 필요함. 또한 한반도 주변해는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을 지배적으로 받기 때문에 쿠로시오 해류를 포함하는 해역에 대한 미래 

예측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한반도 주변해는 다른 해역에 비해서 기후변화에 따른 온난화 추세가 가

장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해역임(그림 6; Belki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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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1982년-2006년의 해면수온 변화 추세

○ 장 등(2017)의 연구에서는 CMIP5 중 한반도 주변해에서 여름 몬순을 가장 잘 

모사하는 모형인 CanESM2만으로 미래변화를 전망하였음. 이 연구는 하나의 

전지구 모형만을 이용하여 역학규모를 축소하였기에 경계조건 입력에 있어서 

비교적 큰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한계가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래

변화 전망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선 적어도 3개 이상의 전지구 모형을 활

용하여 미래전망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서울대학교(2014)에서 연구한 실험에서는 CMIP3를 이용한 지역기후 변동 실

험을 수행하였음. 지역모형에서 사용한 CMIP5 모형 또한 제한적으로 사용되

었음. 또한, 기상청의 CORDEX 사업이 대기의 모형상호비교사업을 계속 이어

가고 있는데 비하여 해양은 이러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못한 실

정임

○ 이렇듯 한반도 주변해의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방안 및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서는 지역기후모형을 이용해 한반도 주변해의 미래변화 상세예측을 위한 연

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 또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한 가지의 전지구 모형의 사용하거나, CMIP3를 사

용하는 등 모형의 불확실성을 평가하기에는 제한적이였음. 모형의 불확실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이용해 미래변화 상세 전망도를 제시하

고 불확실성 평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



1.2. 연구 목표

○ 한반도 주변해를 포함한 북서태평양 지역기후 통합모델링 시스템 개발

○ 고기후를 포함한 다양한 미래기후 시나리오 실험 수행

○ 한반도 주변해 미래변화 상세전망 및 전망 불확실성 평가

2 국내·외 연구 동향

2.1. 국내 연구 동향

○ 서울대학교(2014)에서는 IPCC 제4차 평가보고서(AR4)에서 제시한 A1B 시나

리오를 3개의 기후시스템모형(GFDL CM2.1, ECHAM5-MPIOM, MIROC3.2)

에 적용하여 북태평양에서 미래 기후변화 예측 실험을 수행하였음. 이 연구에

서는 개방경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전지구 영역에 대해서 0.5°, 1°의 수

평 해상도로 해양 모형을 수립하였음. 해양모형은 MOM4를 사용하였음. 수립

된 모형을 이용해 미래 해수면 변화를 예측하는 예측실험을 수행하였음

○ 이와 동시에 한반도 주변해의 기후변화 영향을 상세하게 모의하기 위해 역학

규모축소법을 적용하여 지역기후모형 실험을 수행하였음. 여기서 사용한 해양

모형은 ROMS임. 모형의 연구영역은 한반도를 포함해 쿠로시오 해류가 유입

되는 해역까지 고려되었으며 수평 해상도는 10 km로 설정하였으며, 모형 검

증을 위해 1982년부터 2009년까지의 현재기후 재현 실험을 실시하였고, 모형 

개선을 위해 자료동화 기법 중 하나인 앙상블 칼만 필터를 적용함. 제4차 평가

보고서 A1B 시나리오 (MIROC3.2 (hires), ECHAM5/MPI-OM, HadCM3)와 

제5차 평가보고서 RCP 4.5(Hadgem2_AO_kma), RCP 6.0(GFDL-CM3) 시나리

오를 이용하여 2001년부터 2050년까지의 기간에 대해 CSEOF를 이용하여 기

후변화 모드를 추출하여 개방경계와 대기경계 자료로 사용하였음

○ 이 연구는 한반도 주변해의 수온이 전체적으로 증가함을 보임. 특히 동해 북

부에서 수온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였음(그림 7). 이는 개방경계 및 대

기장으로 사용한 전지구 모형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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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2050년의 평균 수온과 2001년의 평균 수온의 차이(MIROC-규모축소, MPI-규모축소,

UKMO-규모축소)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역학규모축소법을 이용해 북서태평양 영역에 대해 

대기-해양 접합모형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이용해 북서태평양에 상세 미래변

화 전망도를 제시하였음(그림 8)

그림 8. 해양-대기 접합모형으로 예측한 한반도 

주변해 미래변화 전망도 

○ 장 등(2017)은 역학규모축소법을 이용해 한반도 주변해 미래변화 전망도를 제

시하였으며, 이 연구에서는 해양단독모형, 대기를 역학규모축소해서 강제력으



로 사용한 일방향 접합모형, 해양-대기 상호작용이 고려된 양방향 접합모형

(RCCM, Regional Climate Coupled Model)으로 실험을 하였음

○ 이 연구에서 수립한 양방향 접합모형은 미 지질조사국(U.S. Geological

Survey)에서 개발한 COAWST(Coupled Ocean-Atmosphere-Wave-Sediment

Transport, Warner et al., 2010) 시스템을 기반으로 구축하였으며, 이 시스템은 

지역해 순환모델링에 널리 사용하는 ROMS(Regional Ocean Modeling

System, Shchepetkin, and McWilliams, 2005)와 수치예보에 널리 사용하는 

WRF(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model, Skamarock and Klemp,

2007)를 접합자 MCT(Modeling Coupling Toolkit, Larson et al., 2005)를 이용

하여 접합하였음(그림 9)

그림 9. 해양-대기 접합모형 구성도(장 등, 2017)

○ 또한, 해양단독모형, 일방향, 양방향 접합모형에 대해 미래변화를 전망하였음.

이 실험에서는 CMIP5 중에서 몬순을 비교적 잘 모사하는 CanESM2을 사용함

(그림 10). CanESM2의 자료를 이용해 유사지구온난화기법(pseudo-global

warming method, Kawase et al., 2009)을 적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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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CMIP5 모형의 동아시아 몬순 

평가

○ 이 연구에서 세 가지 역학규모축소 실험결과 모두 21세기 말 북서태평양 해면

수온이 20세기 말에 비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해면수온 상승폭이 

겨울보다는 여름에, 저위도보다는 고위도에서 클 것으로 전망하였음(그림 11)

그림 11. 해면수온의 미래변화(21세기말(2081-2100)과 20세기말(1981-2000)의 차이)

○ 해양 단독모형을 이용한 한반도 주변해 미래변화 전망은 서울대학교 등 국내 



대학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지속되고 있지 않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IPCC 제4차 평가보고서 A1B 이산화탄소 배출 시나

리오에 따른 2050년의 수온, 염분, 해수면, 해류 등의 해양환경변화 예측 연구

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 기후모형을 이용한 기후변화에 대한 국내 연구는 주로 기온, 강수량, 해면 수

온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해수면 상승과 해양 내부 예측에 관한 연구는 부

족함

○ Seo et al. (2014)은 전지구 모형을 역학규모축소법을 이용하여 북서태평양 영

역에 대한 미래 예측을 제시하였으며 이 연구에서는 황해의 저층 냉수의 수온

이 2100년까지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CORDEX 지역기후 모델링 실험 중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CORDEX-EA

는 국립기상과학원이 주관하며, 1단계 과정에서는 참여모형 5개 모두 대한민

국에서 출품하였지만 2단계에서부터는 참여모형이 약 12~15개로 늘었으며, 한

국, 중국,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모형을 출품할 예정임

○ 한편 수산자원의 감소와 어종의 변화로 인해 생태계를 예측하는 것이 최근 중

요한 연구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양환경의 미래변화 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미래변화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는 단계이며, 생태계모

형을 이용한 오프라인 모형과 해양순환 모형과 접합되어 있는 온라인 모형 등

을 이용한 연구가 현재 진행중임

○ 과거 기후에 전지구 기후모형을 적용하여 나타나는 혼합특성이나 해류 변화를 

북태평양의 지역적 기후변화 원인으로 제시한 사례가 있으나(Lee and Park,

2003; Lee et al., 2013) 고기후 복원자료와 모형을 비교검증하거나 지역모형 개

발에 적용한 사례는 없음

2.1. 국외 연구 동향

○ IPCC에서는 매 5~7년 주기의 평가보고서 발행을 통해 전지구적 미래변화와 

최근 들어서는 지역해 규모까지 상세화된 미래변화 전망함(IPCC AR4, 2007;

IPCC AR5 2013). 그러나 아직까지 연안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활용이 가

능할 정도로 지역적으로 상세화된 전망은 제시되고 있지 못함

○ IPCC 제5차 평가보고서에 CMIP5 전지구 모형의 결과가 주로 사용되었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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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해역별 해면수온 상승률과 같은 자세한 해양기후변화 정보를 제공하기

에는 모형 해상도가 성김

○ 전지구 규모의 기후변화 예측 연구는 IPCC가 평가, 예측 및 대응방안 수립에 

대해 주도해 왔음. 2014년에 발간된 IPCC 제5차 평가보고서에서는 현재 추세

로 온실가스 배출시 금세기 말(2081-2100)의 지구 평균 기온은 3.7˚C, 해수면은 

63 cm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IPCC의 평가보고서 작성의 일환으로 수행된 CMIP5는 전지구를 대상으로 미

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대기, 해양, 해빙 등에 관한 미래변화 모형 결과

를 제공함. 하지만 CMIP5는 해상도가 조악하고 특별한 전지구 현상 재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지역적 주요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재현, 예측하는지에 대

한 연구는 부족함

○ CMIP5에 포함된 고기후 모형 비교 프로젝트인 PMIP3(Paleoclimate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version 3)에서는 마지막 빙하기(21,000년 전)와 중기

홀로세(6,000년 전)의 모형결과와 고기후 기록에 나타난 수온 및 강수를 비교

하였으나, 많은 연구가 유럽, 북미 및 대서양 지역에 집중되어 한반도 인근해

에 관한 자료가 매우 부족함

○ 북태평양과학기구(PICES)에서는 2011년 지역 해양기후 예측모델링 관련 

working group (WG29 – Regional Climate Modeling)을 결성하여 활동 중임



그림 12.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PICES) 회원국(한국, 중국, 일본, 미

국, 캐나다, 러시아)에서 해양 기후변화 예측을 위하여 수행중인 지

역기후모형 영역과 수평, 수직 해상도

○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대해 지역규모 상세 전망을 얻고자 UN 산하 기후연구

사업 WCRP의 후원을 받아 전 세계 대륙을 여러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CORDEX라는 표준화된 지역기후 모델링 실험을 수행하고 있음  

○ Kim et al. (2011)은 전지구 모형(GFDL CM2.1, UKMO HadCM3, MIROC3.2)

으로부터 북서태평양 순환모형의 측면경계조건을 가져왔고, Adlandsvik

(2011)는 BCCR BCM과 NASA GISS AOM, NCAR CCSM3로부터 대서양과 

북해 영역의 측면 경계조건들을 가져와 지역해 순환을 상세화하였음. 그 외 

Foreman et al. (2011)과 Jang et al. (2011)이 지역해 순환 상세화를 위하여 유

사한 방법을 적용함

○ 지역기후 접합모형에 대한 국외 개발은 매우 활발하게 진행 중임. USGS에서

는 퇴적물 이동 등 연안 변화 연구를 위해 개발한 접합 모형 

COAWST(Coupled-Ocean-Atmosphere-Wave-Sediment Transport Modeling

System)는 대기(WRF), 해양(ROMS), 파랑(SWAN), 퇴적물(CSTM) 모형을 접

합자 MCT(Model Coupling Toolkit)를 이용해 접합하였음(Warner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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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지역 생태계 예측과 전지구적인 생지화학 물질교환 측면에서 생태계모형 연

구가 주목되고 있음.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교란을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

서는 보다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독자적인 생태계모

형을 개발하여 해양순환모형과 접합을 통한 예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해양-대기 모형을 이용하여 지역규모의 해양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수산자원의 분포를 연구가 진행되었음(Cheung et al, 2011)



3 연구 내용

A: 지역기후 통합모델링 시스템을 이용한 한반도 주변해 미래기후 상세전

망

� A1: 북서태평양 지역기후 해양-대기-해빙-생태계 통합모델링 시스템 구축 

및 모수 최적화 민감도 실험

� A2: 다양한 미래기후 시나리오 실험 수행

� A3: 한반도 주변해 미래변화 상세전망 및 전망 불확실성 평가를 제시   

3.1. 북서태평양 지역기후 해양-대기-해빙-생태계 통합모델링 시스템 

구축

3.1.1. 통합모델링 추진체계

그림 13. 북서태평양 지역기후 해양-대기-해빙-생태계 통합모델링 시스템 추진체계

3.1.2. 해양모형 구성 및 스핀업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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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주변해는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해역으로 한반도 주변해

기후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 쿠로시오 해류를 포함한 북서태평양 영역에 대

해 해양환경모형 수립함(그림 14)

그림 14. 북서태평양 지역기후모형의 영역. 화

살표는 해류를 나타내며 색은 해면수온을 나타

냄

○ 지역규모의 현상을 재현하기 위해서 모형의 격자는 수 km에서 10 km 정도의 

규모로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용승 등의 현상을 재현하기 위해 둥지격자 체

계 수립이 요구됨

○ 수치모형은 지역해모델링에서 널리 사용되는 ROMS모형을 사용하며, 한반도 

주변해에 맞는 세부 변수값을 조정하여 해당 모형을 한반도 주변해에 최적화

함

○ 최적화한 모형을 이용해 모형 스핀업(안정화) 실험을 100년간 실행하고, 이를 

통해 과거 기후를 재현함

3.1.3. 북서태평양 지역기후모형 수립용 자료 입력 시스템 구축

○ 대기 강제력: 바람, 단파복사, 장파복사, 해면기압, 강수 등

○ 해양 경계조건: 수온, 염분, 해류, 조석, 저류, 해수면 높이 등

○ 위성자료 수집: 해면수온, 해수면 높이, 클로로필 등



○ 자료동화에 필요한 자료: 해면수온, 수온, 해수면 높이 등 관측 자료

○ 미래변화 시나리오 자료: CMIP5 중 한반도를 가장 잘 모사하는 모형 자료

○ 과거 기후변수 자료: 고기후 자료 중 수온, 염분 복원 자료

3.1.4. 해양-대기 접합모형 수립

○ 미래 상세전망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해양과 대기의 상호작용을 적절히 모사하

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 해양-대기를 접합한 모형을 사용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USGS의 COAWST를 이용해 대기모형(WRF)과 해양모형(ROMS)를 접

합하여 해양-대기 상호작용을 재현하고, 이에 따른 미래변화 전망을 제시함

3.1.5. 해양순환-생태 접합모형 수립

○ 수립된 해양환경모형에 하위 생태모듈을 접합자를 이용하여 접합하고(그림 

15), 세부변수 조정을 통해 한반도 주변해의 하위생태계 분포도를 재현

그림 15. 순환-생태 하위생태계 접합모형 시스템 개요

○ 더욱 복잡한 NEMURO 등을 이용해 순환모형과 접합하여 상위생태계 분포 

재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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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강 저염수의 담수유출 자료를 수집하여 연변동성 효과 실험함

3.2. 다양한 미래기후 시나리오를 이용한 미래 기후변화 실험 수행

3.2.1. 전지구 모형 평가

○ CMIP5 모형들(표 5)이 과거 기후를 얼마나 현실적으로 재현해내는지를 평가

하고, 미래 기후 전망에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함

○ PMIP3 모형 비교 및 북서태평양 고기후 자료와의 비교를 통한 과거 기후 재

현함

○ 전지구 모형 CMIP5 모형이 한반도 주변해에 영향을 많이 주는 전지구 규모의 

운동 엘리뇨, 태평양순년진동, 몬순 등을 관측과 비교하여 잘 모사하는지에 대

해 평가함

○ 북태평양 고기압, 몬순 등 한반도 주변해에서 발생하는 기후 변화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용이한 주요 기후변수에 대한 품위평가를 실시함



Model I.D. Modeling Center Resolution

BCC-CSM1-1
Beijing Climate Center, Chin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2.8°ⅹ2.8°

BCC-CSM1-1-M
Beijing Climate Center, Chin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1.1°ⅹ1.1°

BNU-ESM Beijing Normal University 2.8°ⅹ2.8°

CMCC-CESM
Centro Euro-Mediterraneo sui Cambiamenti Climatici

(Euro-Mediterranean Center on Climate Change)
3.8°ⅹ3.8°

CMCC-CM
Centro Euro-Mediterraneo sui Cambiamenti Climatici

(Euro-Mediterranean Center on Climate Change)
0.8°ⅹ0.8°

CMCC-CMS
Centro Euro-Mediterraneo sui Cambiamenti Climatici

(Euro-Mediterranean Center on Climate Change)
1.9°ⅹ1.9°

CNRM-CM5

Centre National de Recherches Météorologiques / Centre

Européen de Recherche et Formation Avancée en Calcul

Scientifique

1.4°ⅹ1.4°

CanCM4 Canadian Centre for Climate Modelling and Analysis 2.8°ⅹ2.8°

CanESM2 Canadian Centre for Climate Modelling and Analysis 2.8°ⅹ2.8°

FIO-ESM The First Institute of Oceanography, SOA, China 2.8°ⅹ2.8°

HadCM3 Met Office Hadley Centre 3.8°ⅹ2.5°

MPI-ESM-LR
Max-Planck-Institut für Meteorologie (Max Planck

Institute for Meteorology)
1.9°ⅹ1.9°

MPI-ESM-MR
Max-Planck-Institut für Meteorologie (Max Planck Institute

for Meteorology)
1.9°ⅹ1.9°

MPI-ESM-P
Max-Planck-Institut für Meteorologie (Max Planck Institute

for Meteorology)
1.9°ⅹ1.9°

NorESM1-M Norwegian Climate Centre 2.5°ⅹ1.9°

NorESM1-ME Norwegian Climate Centre 2.5°ⅹ1.9°

표 5. 사용 가능한 CMIP5 모형 목록 

3.2.2. 전지구 모형 세부요소별 평가 및 모형 선정

○ CMIP5 모형을 한반도 주변해에 대하여 수온, 기온, 바람, 기압 등의 세부요소

를 테일러 다이어그램 등의 통계기법을 이용해 평가함

○ 모형들이 공통적으로 관측과 유사하게 모사하지 못하는 영역과 변수를 파악하

고 그 원인과 비중에 대해 분석함 

○ 상대적으로 모사능력이 높게 나타난 CMIP5 모형 그룹을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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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미래변화 다모형/다시나리오 실험

○ 한반도 주변해의 미래변화의 예측 불확실성을 줄이고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지구 모형 평가에서 선정된 모형들 중 상위 5개 모형을 이용해 다모

형 실험을 실시하고, 이 결과를 이용한 다중모형앙상블을 실시함 

○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정책 수립을 위하여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모형 

실험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미래변화 실험

을 실시함

○ 다양한 미래기후 시나리오와 모형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 미래변화의 불확실성

을 평가함

3.2.4. 해양환경 미래변화 실험

○ 지역기후모형을 이용해 미래변화를 전망하기 위해 CMIP5와 현재의 기후값을 

이용한 유사지구온난화기법(PGW)을 이용함

○ 유사지구온난화기법은 역학적 규모축소법의 한 종류로서 전지구 모형이 생산

한 미래 기후 평균장과 현재 기후 평균장의 차이 즉, 모사된 미래 기후 변화값

을 관측된 현재 기후값에 더하여 미래 기후를 전망하는 방법임(Kimura and

Kitoh, 2007). 이 방법은 전지구 모형에 내재된 모형의 계통오차를 줄임으로써 

좀 더 현실적인 결과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awase et al. 2009). 그림 16

은 이 방법을 도식적으로 표현하였음



Present climate Future climate

Global 

model
Simulated present 

climatology

Simulated future 

climatology

↓
Observed present 

climate time 

series
+

Future climate 

change simulated 

by global model

(difference in 

climatologies)

→
Reconstructed 

future climate 

projection

⇓ dynamical downscaling ⇓
Regional 

model

Historical 

experiment

Downscaled 

present climate 

time series

Future climate 

experiment

Downscaled 

future climate 

projection↓
Downscaled future 

climate change 

projection

그림 16. 지구유사온난화 방안 모식도

○ 유사지구온난화기법을 이용하여 미래변화 전망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IPCC

제5차 평가보고서에 활용된 CMIP5 전구기후모형 자료를 사용하였음. 미래변

화 상세 전망을 위해 지역기후 접합모형의 초기 및 경계 조건으로 사용된 전

지구 모형자료는 CMIP5 과거재현 실험에서 한반도 주변해를 잘 모사하는 모

형의 표준 출력자료를 사용함 

3.3. 한반도 주변해 미래변화 상세전망도 제시 및 전망 불확실성 평가

○ 지역기후 통합모델링 시스템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이용해 한반도 주변해 미래

변화 상세전망도를 제시하고 이를 통계 분석

○ 한반도 주변해 미래변화 전망 불확실성 제시 및 통합전망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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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추진 계획

4.1. 연구추진 방향 및 전략

4.1.1. 연구추진 방향

○ 생지화학 과정 및 고기후 연구 분야와의 융·복합, 학제적 연구 추진

○ 모형개발에 관심 있는 국내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

○ 외국 연구기관과의 협력연구로 연구자료 확보 및 모형개발 기법 습득 

○ 신규 연구개발 인력 양성을 통한 장기 모형개발 기반 마련

4.1.2. 연구추진 전략

○ 관련 연구부서간 융·복합, 학제적 연구협력 추구

- 기후·연안재해연구부, 해양생물자원연구부, 해양환경·보전연구부, 해양위성센터,

지질·지구물리 연구부, 국제협력센터 등 관련 부서 협력

○ 해양 생태계모델링 분야 연구인력 양성

- UST를 활용한 해양 생태계모델링 분야 신진 연구인력 양성 방안을 검토

- 국제협력을 통한 해양 생태계모델링 분야 신진 연구인력 양성 방안을 검토

○ 국내 연구 커뮤니티 활성화

- 국내 해양생태계모형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국내 해양생태계모형 연구 분야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 검토

- 기존 해양생태계모델링 연구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검토

○ 국제협력 방안

- 미국 USGS(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와 해양-대기-파랑 접합모형 개발 분

야에 관한 모델링 기술 확보(COAWST)

- 중국 FIO(The First Institute of Oceanography), NMEFC(National Marine Environmental

Forecasting Center), NMEMC(National Marine Environment Monitoring Center)로

부터 한반도 주변해 생지화학 자료 확보

- 기존 순환모형에 생지화학 모듈이 접합된 수치모델링 확보 및 기관 방문을 통한 

모델링 기술 확보(예: MOM4p1, ROMS)

- 선진 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한 생지화학 자료동화 기법 습득



4.2. 연차별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표 6. 세부과제 I의 단계별, 연차별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단
계

단계별 목표
연
차

연차별 목표 연차별 연구내용 

1
단
계

1. 북 서 태 평 양 
지역기후해양
순환 모형 구
축 

2. 생 태 계 모 형 
접합/전지구 
모형평가

1

� 한반도 주변해 중심 
북서태평양 해양순환 
모형 구축

� 북서태평양 고기후 
자료 DB 구축 및 지
역해 고기후 복원연
구

� CMIP5(PMIP3) 모형 
수집 및 기초 특성 
평가

� 북서태평양 영역 해양순환모형 구축
� 북서태평양 고기후 자료 DB 구축 및 고기후 

복원 연구CMIP5(PMIP3) 자료 수집 및 기초 
특성 평가

2

� 해양모형 민감도 실
험

� CMIP5(PMIP3) 품위
평가 (CMIP5 한반도 
주변해 수온, 기온,
바람, 기압 분포,
PDO 등 자연변동성 
모사 품위 평가)

� 과거기후 모형실험-
고기후자료 비교 검
증

� 해양환경모형 세부변수값 조정 및 민감도 실험

� CMIP5(PMIP3) 모형 품위평가
� 과거 기후 모형실험-고기후 자료 비교 검증

3

� 생태계모형 접합 
� 민감도 실험을 이용

한 생태계 모수 최적
화

� 생태계 모형 접합 및 민감도 실험을 통한 생태
계 모수 최적화

2
단
계

1. 대기모형 접
합

2. 한반도 주변
해 미래변화 
상세전망

4
� 대기모형 접합
� 민감도 실험을 이용

한 대기모형 최적화

� 해양환경모형에 대기모형 접합
� 대기모형 민감도 실험을 통한 모형 최적화

5

� 다양한 시나리오를 
이용한 한반도 주변
해 미래변화 전망 실
험

� 미래변화 전망 분석

� 다양한 시나리오를 이용한 한반도 주변해 미래
변화 상세전망

� 한반도 주변해 미래변화 전망 실험

6

� 미래변화 통계 분석
� 미래변화 전망 불확

실성 제시
� 미래변화 통합전망도 

제시

� 한반도 주변해 미래변화 전망 통계분석 및 불

확실성 제시

� 한반도 주변해 미래변화 통합전망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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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연차별 추진계획 및 예상연구비

연구분야 분류
연구단계

연구비
합계
(억)

1단계(3년) 2단계(3년)

중분류 소분류 1 2 3 4 5 6

북서태평양 
지역기후모
형 개발

북서태평양 지역기후 
해양순환 모형 구축 4.0 1.0 5.0

고기후를 포함한 
생태계모형 접합 및 
전지구 모형 평가

3.0 4.0 7.0

합계(억) 12.0

통합 
시스템 
구축 및 
미래변화 
상세전망

대기모형 접합 2.0 2.0 4.0

한반도 주변해 
미래변화 상세전망

2.0 2.0 4.0 8.0

합계(억) 12.0

연구비 합계(억) 4.0 4.0 4.0 4.0 4.0 4.0 24.0

표 7. 세부과제 I의 연차별 추진계획



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5.1. 기대성과

5.1.1. 기술적 측면

○ 지역기후모형 및 생태계모형 개발을 통하여 수치모형 개발 기초·원천기술 확보

○ 외국 유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연구를 통해 첨단 지역기후모형 기술 확보방안 

수립

5.1.2. 경제/산업적 측면

○ 해양기후변화를 예측하여 한반도 주변해역 환경변화와 더불어 생태계 더 나

아가 수산자원 변화를 예측하여 환경변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음

○ 학제적, 부서간 융·복합 연구 추진함으로써 연구 성과를 증대시킴은 물론 국내외

적으로 우리 연구원의 위상을 높임

5.2. 활용방안

○ 한반도 주변해 미래변화 전망도를 활용해 기후변화 및 기후변동에 따른 대처 

방안 마련에 활용

○ 기후변화 및 기후변동에 따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처 방안 마련에 참고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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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세부과제Ⅱ] 한반도 주변해 미래기후 상세영향 평가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1.1. 연구의 필요성

○ 지구온난화에 기인한 전지구적 해수면 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며, 1970년대 이

후로 해수면 상승률이 가속됨. 해수면 상승은 연안침식, 해일에 의한 저지대 

침수 등 막대한 재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음

○ 또한 지구온난화에 따른 수온 상승과 해류 변화는 해양생물의 서식처 변동과 

같은 해양생태계 변동을 야기할 수 있으며 해양의 이산화탄소 흡수에 영향을 

미쳐 해양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침식과 생태계변동은 전세계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국제

적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기후변동에 따른 생

태계 변화에 대한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편이며 연구가 매우 제한적

임 

○ 따라서 세부과제Ⅱ에서는 세부과제Ⅰ에서 구축한 지역기후모형을 활용하여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의 주변해를 평가하고,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

하는 두드러진 문제점 중 하나인 연안침식과 생태계변동 메커니즘을 이해하

고 앞으로 이러한 변화를 대응 정책수립을 위한 과학적 판단자료 제공이 필요 

1.1.1. 한반도 주변해 해수면상승 미래변화 전망

○ 지구온난화에 기인한 전지구적 해수면 상승이 20세기 동안 지속되고 있으며 

1970년대 이후로 해수면 상승률이 가속화됨(그림 17). IPCC 제5차 평가보고서

에서는 전지구 평균해수면 상승률은 1901-1990년에 1.5 mm/yr, 1971-2010년

에 2.0 mm/yr, 1993-2010년에 3.2 mm/yr로 평가함(Church et al., 2013)

○ 해수면 상승률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며, 지형과 국지적 요인의 영향으로 국

지적으로 전지구 평균해수면보다 더욱 높은 상승률을 보이기도 함 

○ 국립해양조사원(2015)은 1984-2014년 동안, 몇몇 특이 검조소 자료를 제외한 



우리나라 연안의 해수면은 서해안에서 0.9~3.2 mm/yr, 남해안에서 0.5~3.7

mm/yr, 그리고 제주 해역에서 2.7~6.4 mm/yr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것을 

밝힘

○ 연안역의 해수면 상승은 연안 거주지역과 자연지형 및 항만 시설에 침수, 침

식, 해일, 고파랑 등의 피해를 초래함으로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따른 연안

역의 해수면 상승에 대한 대응책 수립을 위해서 한반도 연안역의 해수면 상승 

미래변화 전망 정보를 생산·제공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국내에서 해수면변화 연구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지난 수 십 년간 관

측해온 연안 검조소의 해수면자료에 기반한 정점별 과거 해수면 변동 분석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 미래 해수면 변화에 대한 예측 연구는 일부 연구 사

례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 또한, 해양수산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미래 기후변화 SRES 시나리오에 

근거하여 해수면변화모형을 이용한 한반도 주변해의 해수면 상승 예측 연구

가 수행된 바 있으나, 동해와 황해, 동중국해 각 지역해의 영역 평균된 해수면 

상승에 대한 전망이 제시되었을 뿐, 우리나라 연안역에 대한 상세한 예측은 

이루어지지 않음

그림 17. 21개의 CMIP5 다중모형 앙상블 평균 해수면 미래변화(미

래(2081-2100)-현재(1986-2005)), (a)RCP 2.6, (b)RCP 4.5, (c)RCP 6.0,

(d)RCP 8.5 (Church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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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극한상황 조건에서 연안환경변화 예측 

○ 기후변화에 기인한 해수면상승에 따른 폭풍 및 태풍의 강도 증가와 같이 연안

역에 미치는 외력 환경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그에 따라 연안역의 취약성을 

한층 더 증대시키고 그 피해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Nicholls et al., 2007;

강 등, 2010). 최근 우리나라 동해안에서도 폭풍으로 인한 연안침식 및 해안지

역의 피해상황들이 빈번하게 보고됨

○ 극한파랑의 경우, 유의파고 및 풍속이 현재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지

만, 계절별 분석 결과 여름철의 경우 북서태평양에서는 현재보다 증가할 것으

로 나타나 미래에는 태풍 강도가 강화 될 것으로 전망됨(Park et al., 2013) 

○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역의 이상고파 출현빈도 증가 등 한반도 주변 연안환경

의 극심한 변화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겨울철 동해에서 발생하는 온대성 저기압에 의한 폭풍파는 동해안에 심

각한 연안침식을 유발할 수 있음. 따라서 기후변화에 의한 폭풍파 등 극한기

상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연안환경의 직접적인 변화를 예측하는 수치 모형 시

스템을 개발하여 극한상황 발생 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존의 파랑 분석은 파랑의 통계적 특성이 미래에도 같다는 정상성을 

전제하였기 때문에 기후변화의 영향을 반영하기 힘듦(임 등, 2012). 따라서 전

구기후모형보다 미래의 계절적 변화를 잘 파악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반영

할 수 있는 파랑예측모형 개발이 필요함

1.1.3. 생태계 변동 연구 

○ 1980년대 후반부터 고등어, 멸치, 전갱이, 방어 등 난류성 어종의 어획량이 증

가한 반면, 동해에서 우점하였던 명태, 꽁치, 정어리 등의 어획량이 급감하였

으며 어장도 강원도 북부 연안 해역으로 축소됨. Tian et al. (2008)과 Zhang et

al. (2007)은 대마난류 지역에서 이와 같은 생태계의 변동이 두드러지게 나타

남을 보임

○ 이는 쿠로시오 해류에서 분기되어 대한해협을 통과하는 고온·고염의 대마난류 

의 수온 상승과 수송량 증가의 결과로 추정되지만, 이를 뒷받침할 추가 연구

가 필요함



○ 더불어 최근 연근해 어업생산량 급감으로 수산자원의 합리적 관리 및 회복을 

위한 과학적 조사에 기반한 수산자원 변화 예측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

음.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1990년대 중반에는 연간 150여만 톤을 유

지하였으나, 최근 5년은 평균 111만 톤으로 어획량이 급감함(2015년 106만 

톤). 그 중에서도 특히 멸치, 오징어, 참조기, 갈치, 꽃게와 같은 주요 대중성 

어종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함

○ 한반도 연근해의 어업생산량은 수온, 염분과 같은 해양환경의 변화에 민감하

게 반응할 것으로 사료됨 

○ Belkin(2009)은 한반도 주변해의 온난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제안함. 또한,

IPCC 제5차 평가보고서에서 제시한 전지구 해양 표층수온에서도 특히 한반도 

주변해의 온난화 추세가 다른 해역보다 더욱 빠르게 나타남(그림 18)

○ 대기의 장기 변동은 해양환경을 변화시키며, 그 결과 수중생물의 분포, 가입,

자원량 등에 영향을 주어 어획량에 있어서 큰 변화를 유발함. 따라서 기후변

화에 의한 해양생태계의 변화 및 수산자원 변동 사이의 연관성과 반응기작을 

분석하고, 이러한 사안들이 사회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하고,

효율적인 수산자원 관리방침을 세워야 함. 또한, 앞으로 일어날 기후변화를 예

측하여 기후변화에 취약한 어종의 분포 및 풍도를 예측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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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1901-2012 기간 동안의 해면수온 선형변화(Hartmann et al., 2013)

1.1.4. 대기 탄소 흡수 변동 연구

○ 다양한 해양 프로세스에 의해 해양의 탄소 흡수율은 변하며, 기후 변화에 영

향을 받는 인자의 크기 정도에 따라 변화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음(그림 19).

또한, 해양의 대기 탄소 흡수는 그 해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전 

지구적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그 변화를 파악해야 함 

○ 기후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해의 현재 상태를 파악

하고 그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필요함. 모형 예측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는 

전 지구적 스케일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 규모의 변동 기작과 각 기작의 주된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이를 위한 체계적인 관측 시스템을 구축

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산업혁명 이후 방출된 이산화탄소의 흡수로 해양 내부의 무기탄소계 시스템이 

변화하였음. 해양산성화가대표적인 사례임. 해양산성화는 해양생물뿐만 아니라 

추가 이산화탄소 흡수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이를 위해 IPCC에서는 탄산칼륨 포화수심 변화를 예측하였음(그림 20)

○ 해양산성화 정도 및 진행 속도는 지역별로 크게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원인 또한 지역별로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역적 연구는 중요하

며, 앞으로의 변화 예측에 매우 중요한 항목임

○ 해양산성화에 따른 생물 영향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많은 생물 실험들이 

극한의 상태에서 이루어짐. 하지만 그러한 극한의 상태가 실제 바다에서 일어

날지 불분병함. 따라서 현재 해양산성화 정도를 파악하고, 이의 진행을 살펴보

는 것은 매우 중요함. 기본 자료가 있어야 미래 예측도 가능함

그림 19. 3개의 장기 관측지점에서의 (좌) 해양 표층 

이산화탄소 분압과 (우) pH 변화(IPCC AR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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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예측된 탄산칼슘(aragonite) 포화 수심 변화(IPCC AR4, 2007)

1.2. 연구 목표

○ 세부과제Ⅰ에서 구축한 지역규모모형을 기반으로 고해상도의 북서태평양 해

수면변화모형을 개발하고, 해당 모형을 활용하여 한반도 주변 연안역의 미래

해수면상승을 예측하고자 함. 또한, 연안 해저지형 변화 및 해안선 변동을 예

측하는 연안역 수치모형 시스템을 함께 구축하여 연안침식과 관련된 연안 환

경변화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함



○ 세부과제Ⅰ에서 구축한 물리-생태 접합모형을 활용하여 과거 대마난류의 해

수 물성 변화와 수송량 변화에 따른 동해 생태계 변동을 모사하고, 그 결과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환경변화가 동해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고, 변동기작을 연구하고자 함. 더불어 한반도 주변해 대기 탄소 흡수 변동

을 파악하고 그 변동기작을 연구하여 흡수된 대기탄소가 해수 내 무기탄소 시

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산성화

를 예측하는 산성화 모형을 구축하고자 함

2 국내·외 연구 동향

2.1. 국내 연구 동향

2.1.1.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 환경변화

○ 기존의 많은 해수면변화 연구들은 지난 수 십 년 동안의 해수면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며(Yi, 1966, 1967, 1969; 최, 1983; 강과 이, 1985; Oh et al., 1993,

1997; Choi et al., 1999; 강 등, 2005, 2008; Kang et al., 2005; Jeon, 2008; 국립

해양조사원, 2015; Kim and Cho, 2016; Moon and Lee, 2016; 임과 장, 2016;

Kim et al., 2017), 미래 해수면 변화 예측 연구는 이제 초기 단계에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IPCC 제4차 평가보고서의 A1B 이산화탄소 배출 시

나리오에 따른 2050년의 수온, 염분, 해수면, 해류 등의 해양환경변화 예측 연

구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서울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바 있으나 해수면에 

관하여는 각 지역해의 평균해수면에 대한 전망만 제시되었을 뿐, 우리나라 연

안 지역에 대한 해수면 상승 전망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해양수산부, 2014)

○ 국립해양조사원(2013)에서 과거 조위 관측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앙상블 기반 

경험적 모드 분해법(Ensemble Empirical Mode Decomposition, EEMD)과 다

항 회귀분석법을 적용하여 연안 검조지점에 대해 2100년까지 미래 해수면 상

승을 전망한 바 있으나 그 상승폭은 방법에 따라 상당한 변동을 보임

2.1.2. 극한상황 조건에서 연안환경변화 예측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운용해양예보시스템 연구사업을 통해 한반도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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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의 유속 및 파랑 예보시스템을 구축함

○ 한국지질자원연구소 주관으로 서해와 남해 연안환경의 과거 극한기후 추적과 

예측연구 수행 중임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인프라 사업의 일환으로 동해연구소 해변 환경변화 

모니터링 수행 중임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쇄파대 파랑과 수심을 동시에 관측하는 연안침식 

정밀측정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이를 토대로 구간별 퇴적작용의 고유 특성을 

규명할 예정임 

○ 강원대학교에서는 동해안 표본해안 기본조사, 해안선조사, 해빈 단면조사, 정

밀수심조사를 실시 중임 

○ 한국해양과학기술원(2017)은 연안침식대응기술 개발과제를 통하여 단기폭풍 

지형변화 예측모형(XBeach), 중기 지형변화 예측모형(Delft3D), 장기 해안선변

화 예측모형(UNIBEST-CL+)의 계산 결과를 종합화하여 해안선 변화의 단기, 

중기, 장기 예측평가기법을 개발함. 더불어 단기, 장기 위험도 평가 기법을 통

해 모형 및 해안선 변화 평가를 검증하고, 파랑에 영향을 미치는 한반도 주변

해역 표층바람의 미래변화를 종합 전망함 

2.1.3. 생태계 변동 

○ 기후변화가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크게 어장/어종/어획량의 

변화와 해양산성화에 따른 생물의 반응에 관한 연구가 있음

○ 연구가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자원량, 종조성, 어

장위치의 변화를 조사한 것이 주를 이루며, 대체로 변동의 요인으로 수온 상

승에 집중함 

○ 해양산성화에 따른 생물 반응의 연구는 대부분 실험을 통하여 수중 이산화탄

소 농도 변화가 해양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냄 

○ 하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자원량, 종조성, 어장의 위치는 수온의 변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기후

변화가 수산자원의 변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밝혀졌으나 어떤 기작을 통

해 변동하는 지는 아직 연구가 부족함 

○ 또한 모형을 활용한 연구가 부족하며, 모형을 활용하더라도 수산자원과 관련



된 장기간 자료들이 부족하여 연구에 제한이 있음

2.1.4. 대기 탄소 흡수 변동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연구원내 주요과제와 R&D과제를 통해서 해양-대

기 간 이산화탄소 흡수량 연구를 수행하였음. 특정 지역에 연구가 한정되거나 

짧은 연구 기간으로 한반도 주변해 전체의 흡수 변동을 파악하지 못 함. 연평

균 흡수량은 대략적으로 제시되었음

○ 해양 내부로의 대기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그 변화연구는 2000년대에 포항공

대에서 발표한 2편의 논문 이후에 거의 연구되지 않았고 새로운 연구 결과 발

표도 없음

○ 흡수된 이산화탄소로 인한 탄소 화학 변화 연구는 일부 연안과 내만에서 진행

됨

2.2. 국외 연구 동향

2.2.1.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 환경변화 

○ IPCC에서는 매 5~7년 주기의 평가보고서 발행을 통해 전지구적 해수면 상승

과 최근 들어서는 지역해 규모까지 상세화된 해수면 상승을 전망하여 왔음

(IPCC AR4, 2007; IPCC AR5, 2013). 그러나 아직까지 연안역의 기후변화 대

응정책에 활용이 가능할 정도로 지역적으로 상세화된 해수면 상승 예측과 전

망은 제시되고 있지 못함

○ IPCC 제4차 평가보고서의 SRES 시나리오에 따른 지역해 해수면 상승 전망 

연구(Sakamoto et al., 2005; Yin et al., 2010; Slangen et al., 2012)에 이어 제5차 

평가보고서의 RCP 시나리오에 따라 지역적으로 더욱 상세화된 해수면 상승 

예측 연구들이 점차 시도되고 있는 추세임(Carson et al., 2015; Liu, et al.,

2016)

2.2.2. 극한상황 조건에서 연안환경변화 예측 

○ 네덜란드는 영토의 1/3이 해수면보다 낮은 나라로 육지보호를 위한 침수범람 

방호시설 및 해안침식 보호 프로그램 개발에 선도 국가로, 네덜란드 Delt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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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등에서 연안 예보 수치모델링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연안침식 예측모

형 소프트웨어 이외에 퇴적물 실험시설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특성의 연안침

식 현상에 대한 문제접근 및 전문성 있는 해결절차를 보유함

○ 중국은 연안침식 문제가 심각하여 샤먼 대학교를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만들어 

양빈에 의한 침식대응 기술을 연구하는 등 해안침식대응 기술개발에 큰 관심

을 보이며 다양한 연구 과제를 수행 중임

○ 중국 해양대학교는 퇴적물 이동 분야 연구를 위한 실험시설을 갖추고 있어,

침식 대응 기술 개발에 필요한 관측 센서의 검정, 주요 프로세스의 기반 연구 

등의 성과를 내고 있음 

○ 영국 Imperial college 등에서 adaptive meshed grid를 사용한 해안선 변화 수

치모델링 기법을 개발 중임

○ 미국 공병단 등에서 친환경 구조물 건설을 통하여 극한상황 대비 연안환경 보

호 및 연안 회복성(resilience)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연구 중임

2.2.3. 생태계 변동

○ Marine Ecosystem Evolution in a Changing Environment(MEECE 프로젝트)

는 유럽 FP7(7th Framework Programme for Research Technological

Development)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영국 PML(Plymouth Marine Laboratory)

의 주도하에 유럽 6개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유럽 9개 해역에 대해 2008~2012

동안 진행됨. MEECE의 목적은 해양생태계모형 기반 예측 관리도구들을 개발

하며 전지구적 기후변화의 가능한 미래 시나리오에 기반을 둔 광범위한 생태

계 상태 지수들(ecosystem status indices)을 예측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함으로

써 유럽연합의 MSFD(Marine Strategy Framework Directive)에 기여하는 것

임

○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North Pacific Marine Science Organization, PICES)의 

FUTURE(Forecasting and Understanding Trends, Uncertainty and Responses

of North Pacific Marine Ecosystems) Science Program은 기후변화와 인위적 

요인에 따른 북태평양 해양생태계 변동, 불확실성과 반응을 이해하고 예측을 

하는 것이 목표임(그림 5)

○ 미국 NOAA에서도 오염에서부터 기후변화에 이르는 다양한 요인에 의한 생

태계 변동을 예측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중이며, 각 해역에 맞는 모형을 별도



로 개발 중임

2.2.4. 대기 탄소 흡수 변동 

○ 미국, 일본, 유럽 등의 국가는 CLIVAR repeated hydrography와 같은 국제 관

측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서 10년 주기로 대양 탐사를 반복하여, 해양 내부로 

유입되는 이산화탄소 변화 및 변동 인자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 중임 

○ 해양-대기 간 이산화탄소 교환량 변화를 알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VOS

(Volunteer Observing Ship)가 있음. 연구선, 상선, 유람선 등의 일정한 루트를 

가지고 운항되는 배에 이산화탄소 분압 자동화 관측 시스템을 장착하여 자료

의 공간 분포 확대를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참여

하고 있음. 여기서 얻어진 자료들은 품질검증(quality control)되어 데이터베이

스로 공개되며, 이들 자료들은 해양 이산화탄소 분압 예측 및 교환량 추정 연

구에 이용되고 있음

○ 미국은 자국 연안 산성화 모니터링 및 영향 평가를 위한 대형 연구사업을 진

행 중이며, 이 사업을 통해 연안 산성화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였음(그림 21)

그림 21. GLIVAR/GO-SHIP 프로그램의 10년 주기 재 탐사 관측 라인 

(https://www.nodc.noaa.gov/ocads/oceans/RepeatS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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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내용

B: 미래 기후변화에 대한 한반도 주변해 영향 평가 

� B1: 해수면상승 미래변화 전망

� B2: 극한상황 조건에서 연안환경변화 예측

� B3: 생태계 변동 연구 

� B4: 대기 탄소 흡수 변동 연구   

3.1.1. 동아시아 연변해 해수면변화 재현모형 개발

3.1.1.1. 고해상도 해수면변화모형 수립 및 기후평균 스핀업 실험 수행

○ 구축된 지역기후모형을 활용하여 한반도 연안역의 검조 해수면과 근사적으로 

비교 가능한 정도의 공간 고해상도와 동아시아 연변해의 해수면 변화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정도의 모형 범위를 가지는 해수면변화모형을 수립함

○ 기후평균 강제력을 수립된 모형에 적용하여 평균적 해수면변위와 기후평균 

순환장에 도달하도록 스핀업 실험 수행

3.1.1.2. 과거 해수면변화 재현 실험

○ 기후평균 순환장에 도달한 해수면변화모형을 이용하여 과거 해수면변화를 재

현하고 동아시아 해수면자료(검조자료, 인공위성고도계자료, 해수면 복원자료)

와의 비교를 통하여 모형의 성능을 평가함

○ 각기 다른 재분석자료를 기후강제력으로 사용하여 과거 해수면변화에 대한 해

수면 재현 앙상블 실험을 수행함

3.1.2. CMIP5 해수면변화 재현·예측모형 품위평가

3.1.2.1. 해수면변화 재현모형 품위평가

○ CMIP5 모형에서 재현된 해수면 변화와 관측(위성고도계 해수면, 검조자료,

해수면 복원자료)과 비교함으로 전 지구적인 해수면 변화 특성과 한반도 주변



해의 지역적 해수면 변화 양상을 잘 모사하는지에 대해 CMIP5 각 모형 성능

을 평가함

3.1.2.2. 해수면변화 예측모형 특성평가

○ CMIP5 모형에서 제시된 미래 해수면 변화 예측결과의 앙상블 평균과 각각의 

해양모형에서 제시된 해수면 예측과의 비교를 통해 각 해수면 예측모형의 통

계적 모사 특성(평균, 분산, 산포, 기후지수 상관성)을 파악함 

3.1.3. 해수면변화모형을 이용한 한반도해역 해수면 상승 전망

3.1.3.1.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미래 해수면변화 예측 실험

○ 수립된 해수면변화모형에 기후변화 시나리오 예측실험을 통해 생산된 기후강

제력을 적용하여 해양모형 단독의 해수면변화 예측실험을 수행

○ 해수면변화 예측모형에 복수의 지구시스템모형에 의해 산출된 여러 기관의 기

후강제력자료들을 적용함으로 앙상블 해수면예측실험을 수행

○ CMIP5 경년변동 기후강제력 적용을 통해 21세기말의 한반도 해역 미래 해수

면변화 연안 상세 전망도 제시

3.2.1. 연안역 파랑-흐름-퇴적물-지형변화 통합 수치모형 시스템 수립

3.2.1.1. 연안침식 중기예측

○ Telemac-2D 시스템을 이용하여 후정해변 비구조격자 수립

○ 멀티빔 자료를 사용하여 후정해변 호형사주 지형을 포함하는 정밀 격자망 구

성(그림 22)

○ 후정해변 파랑-흐름-퇴적물-지형변화 통합 계산 수치모형 시스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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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멀티빔을 사용하여 측정한 후정해변 지형 

3.2.1.2. 연안침식 단기예측

○ XBeach 모형을 Telemac-2D 시스템과 결합하여 고파랑 조건 시, 단기 해안선 

변화 모의 시스템 수립

3.2.2. 고파랑 조건하 모형검증

3.2.2.1. 장기 파랑관측자료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관측 중인 후정해안 전면 파랑관측 자료를 통한 모

형결과를 검증함



1.0km
1.2km

수심 19m

수심 32m

그림 23. 후정해안 전면 파랑관측 정점 

3.2.3. 72시간 연안환경 변화 예측시스템 개발

3.2.3.1. 극한상황 대비 예측 시스템

○ 검증된 모형을 사용하여 이상고파 등 극한상황 조건 하에서 연안환경 변화 시

뮬레이션

○ WAM 파랑 예측 모델링 결과를 토대로 72시간 후정해변 연안환경 예측 시스

템 개발 

○ 향후 전 동해안의 예측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광역 격자망 구성

3.3.1. 생태계 변동 

3.3.1.1. 과거 생태계 변동 재현 

○ 세부과제Ⅰ에서 구축한 물리-생태 접합모형과 상위생태계 모형을 접합시키는 

방법 모색 

○ 위의 모형을 활용하여 대마난류 수송량 변동에 따른 1980년대 후반 동해 생태

계 변동 재현

3.3.1.2. 모형 결과 검증

○ 모형결과와 관측자료(GOGI 위성자료 및 정선관측자료)를 비교를 통한 모형 

검증

○ 실험을 통한 주요 매개변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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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3. 미래 생태계 변화 예측

○ 구축된 모형을 활용하여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동해 생태계변동을 예측하는 

실험을 수행함

○ 위의 실험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취약한 어종을 선별한 후, 해당 어종의 산란

장 및 어장분포를 예측함

3.4.1. 대기 이산화탄소 흡수 변동 파악

3.4.1.1. 이산화탄소 인자 관측

○ 한반도 주변해에 대한 표층 이산화탄소 분압 관측

○ 이산화탄소 분압 변화와 관련된 주요 물리, 생물, 화학 인자 관측

3.4.1.2.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교환량 변동 파악

○ 수집된 분압 자료로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교환량 추정

○ 월별, 계절별, 연별 교환량 변동 파악 

3.4.2. 대기 이산화탄소 흡수 변동 기작 연구

3.4.2.1. 주요 변동 인자 및 기작 파악

○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탄소 교환량 변화의 주된 인자 파악

○ 주요 인자의 변화를 주도하는 프로세스 연구 

3.4.2.2. 변동 인자를 이용한 모형 개발

○ 파악된 주요 인자 및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하는 예측 모형 개발

○ 추가 조사 자료를 통한 모형 평가

3.4.3. 대기 이산화탄소 흡수로 인한 산성화 진행 정도 파악 및 예측 연구

3.4.3.1. 한반도 주변해 산성화 진행 정도 및 변동 기작 파악



○ 관측 조사를 통한 현재 산성화 상태 파악

○ 계절별, 연별 변화 파악

○ 산성화 진행에 영향을 주는 주된 인자 파악(CO2 증가, 환경오염, 다른 영향 등

등)

3.4.3.2. 산성화 지도 작성 및 예측 모형 구축

○ 한반도 주변해 산성화 지도 작성

○ 파악된 주된 인자로 예측되는 산성화 모형 구축 

4 연구추진 계획

4.1. 해수면상승에 따른 연안 환경변화 연구추진 방향 및 전략

4.1.1 해수면상승에 따른 연안 환경변화 연구추진 방향

○ CORE II, ECMWF, NCEP 등의 재분석자료를 이용한 과거 해수면변화 재현 

실험 수행

○ 위성고도계 해수면, 검조해수면, 해수면 복원자료 등을 활용하여 해수면변화 

재현모형의 성능 평가

○ CMIP5 지구시스템 모델링 그룹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기후강제력을 

이용한 미래 해수면변화 예측 실험 수행

○ 구축된 지역기후모형을 활용하여 한반도 주변해의 상세 미래변화 전망

○ 국내 해수면변화 모델링 연구그룹과의 협동 연구 추진

○ 국외 해수면 예측 연구기관과의 협력연구 추진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이상고파 연구 결과 활용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운용해양예보시스템 자료 활용

○ 외국 연구기관과의 협력연구로 모형개발 기법 습득 

4.1.2. 연구추진 전략

○ 국립해양조사원과의 협동연구를 통하여 검조자료 기반 한반도 연안해수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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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적 원인 규명

○ 서울대학교와 제주대학교의 해수면변화 모델링 연구그룹과의 협력 연구를 통

하여 한반도 주변해의 지역규모 해수면 변화에 대한 모델링 및 해수면 기후 

변동성 공동 연구 추진

○ Telemac-2D 시스템의 성능 개선

- 현재 공개되어 있는 Telemac-2D 및 대부분의 다른 연안역 예측 모형은 쇄파

대 지역에서의 퇴적물 이동 양상을 정확하게 구현하지 못함

- 현재 현지 실시간 해안선 경사 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쇄파대 모형을 Telemac-2D

모형에 접합시키는 실험을 완수하여 성능을 테스트 하는 중

- 이것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면 정확도가 뛰어난 쇄파대에 적용 Telemac-2D 모델

링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게 됨 

○ 운용해양예보시스템 결과 응용

- 지난 5년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운용해양예보시스템에서는 한반도 주변 해역

의 해수 유동 및 파랑조건 등을 2 km ~ 300 m 격자 간격으로 72시간 실시간 예

측모델링 시스템을 개발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위의 운용해양예보시스템 결과를 토대로 해당 연구지역을 더욱 

세밀한 격자로 구성하여 계산하는 Nesting 기법을 사용할 예정

- 이것이 완성될 경우 모형의 경계조건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예산 및 시간을 절약

할 수 있으며 우리원의 연구 결과를 사용하여 다른 시스템으로 발전시키는 좋은 

예가 됨 

○ 72시간 예측 시스템

- 위의 운용해양예보시스템은 최소 300 m 의 격자를 사용하여 이상고파의 국지적 

영향을 예측 하려는 본 연구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격자간격이 큼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단계 Nesting 기법을 사용하여 Telemac-2D에서 생성된 결

과를 다시 XBeach 모형과 결합하여 특정 목표 해변에서의 72시간 파랑, 유속 및 

퇴적물 이동 예측 시스템을 구성할 예정

○ 국제협력 방안

- 영국 Imperial College : Fluidity 모형의 Adaptive Meshed Grid

- 미국 공병단의 친환경 연안 구조물 설계 공법



4.2.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동 및 탄소 순환 연구추진 방향 및 전략

4.2.1. 연구추진 방향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해양순환모형 연구를 최대한 활용

○ 국립수산과학원의 장기 관측자료 활용 

○ 외국 유관기관과의 협력연구로 모형 개발 기법 습득 

○ 국내 대학 및 연구 기간과 협력하여 장기 관측 체계 구축 및 기존 시설 활용

○ 모형개발에 관심 있는 국내 전문가 활용 

○ 신규 연구개발 인력 양성을 통한 장기 연구 기반 마련

4.2.2. 연구추진 전략

○ 국립수산과학원과의 협동연구를 통하여 한반도 주변해의 생태계 변동의 역학

적인 원인 규명

○ 국외 유관기관의 협력연구를 통한 Fully coupled Ecosystem model 구축 

○ 기존 관측 플랫폼 적극 활용

- 협력을 통해 국내 대학 및 타 기관이 보유, 운영하고 있는 관측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장기간 관측 체계 구축

○ 관련 연구부서간 융․복합, 학제적 연구협력 추구

- 해양순환․기후연구센터, 해양위성센터 등 관련 부서 협력

○ 국제 협력을 통한 연구 전략 및 관측 체계 벤치마킹



61

4.3. 연차별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표 8. 세부과제 Ⅱ의 단계별, 연차별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단
계

단계별 목표
연
차

연차별 목표 연차별 연구내용 

1
단
계

1. 한반도 주변해 
해수면 변화 
모형 개발,
과거변화 재현 
및 CMIP
전지구 모형 
평가

2. 연안역 
파랑-흐름-퇴적
물-지형변화 
통합 수치모형 
시스템 수립 및 
모형검증

3. 과거 생태계 
변동 재현 및 
모형결과 검증 

4. 한반도 주변해 
대기 
이산화탄소 
흡수 변동/
기작 연구 및 
산성화 진행 
정도 및 변동 
인자 파악

1

1-1. 동아시아해역 
해수면변화모형 
구성 및 CMIP5
해수면재현 모형 
평가

2.-1. 연안침식 중기예보
3-1. 과거 생태계 변동 

재현 
4-1. 관측 체계 구축 및 

관측조사 

1-1-1. 동아시아해역 포함 북서태평양 영역 해수면
변화 모형 구축

1-1-2. CMIP5 모형의 한반도 주변해 해수면 변동 
특성 재현 성능 평가

2-1-1. Telemac-2D 모델링 시스템  구축
3-1-1. 상위생태계 모형과의 접합방법 모색
4-1-1. 연구선, 부이 등을 활용한 장기 관측 체계 

구축 및 한반도 주변해 관측 조사

2

1-1. 한반도 주변해 
해수면변화 재현 
실험 및 CMIP5
해수면예측 모형 
평가

2.-1. 연안침식 중기예보
3-1. 과거 생태계 변동 

재현 
4-1. 관측조사
4-2. 이산화탄소 교환량 

변동 파악 및 
이산화탄소 흡수 
주요인자 및 기작 
파악

1-1-1. 재분석자료를 적용한 한반도해역 해수면변
화 재현 실험 수행

1-1-2. 해수면 관측자료와의 비교 분석
1-1-3. CMIP5 모형들의 통계 분석
2-1-1. 운용해양예보시스템 결과 적용
3-1-1. 과거 생태계 변동 재현 
4-1-1 한반도 주변해 관측 조사
4-2-1. 관측자료 기반 이산화탄소 교환량 추정 및 

주요 변수가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주요 
변동 인자 및 기작 파악

3

1-1. 한반도 주변해 미

래 해수면변화 전

망 제시

2-1. 연안침식 단기예보
3-1. 모형결과 검증
4-1 관측조사
4-2. 산성화 진행 상태 

파악 및 주된 영향 
인자 파악

1-1-1. 미래 해수면변화 앙상블 실험 및 해수면 상
승폭⦁상승률의 평균치, 산포도, 공간분포 
제시

2-1-1. XBeach 모댈링 시스템 구축
2-1-2. XBeach-Telemac 결합모형 구축
3-1-1. 관측자료와 비교를 통한 검증 
4-1-1. 한반도 주변해 관측 조사
4-2-1. 관측 자료 기반 현재 산성화 진행 상태 및 

시계열 변화 파악 및 산성화 진행에 영향
을 주는 주된 인자 및 프로세스 파악



단
계

단계별 목표
연
차

연차별 목표 연차별 연구내용 

2
단
계

1. 한반도 주변해 
및 연안역 
해수면 
미래변화 전망

2. 극한상황 대비 
예측 시스템 
개발

3. 미래 생태계 
변화 예측

4. 대기 
이산화탄소 
흡수 및 산성화 
예측 모형 구축 

4

1-1. 한반도 주변해 미

래 해수면변화 전

망 제시

2-1. 극한 상황 대비 예

보 시스템 개발

3-1. 미래 생태계 변화 

예측 

4-1. 관측조사

4-2. 이산화탄소 흡수 

모형 개발 및 모형 

평가 

1-1-1. 해양모형 단독 해수면변화 예측실험 수행 
2-1-1. 72시간 실시간 예보 시스템 개발
3-1-1. 미래 생태계 변동 예측 실험 
4-1-1. 한반도 주변해 관측 조사

4-2-1. 파악된 주된 인자 및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하는 이산화탄소 흡수 모형 개발, 보완 및 
평가 

5

1-1. 한반도 주변해 미

래 해수면변화 전

망 제시

2-1. 극한 상황 대비 예

보 시스템 개발

3-1. 미래 생태계 변화 

예측 

4-1. 관측조사
4-2. 한반도 주변해 

산성화 지도 작성 
및 보완 

1-1-1. 여러 기후강제력 자료를 적용하여 앙상블 
해수면 예측실험 수행 

2-1-1. 예보 결과 표출 시스템 개발
3-1-1. 미래 생태계 변동 예측 실험 
4-1-1. 한반도 주변해 관측 조사
4-2-1. 한반도 주변해 산성화 지도 작성 및 보완,

평가 

6

1-1. 한반도 주변해 미

래 해수면변화 전

망 제시

2-1. 미래 생태계 변화 

예측  

3-1. 산성화 모형 구축 

및 평가

1-1-1. CMIP5 경년변동 기후강제력 적용으로 미
래 해수면변화 연안 상세전망도 제시 

2-1-1. 기후변화에 취약한 어종의 분포 예측
3-1-1. 주요인자로 예측되는 산성화 모형 구축 및 

보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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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연차별 추진계획 및 예상연구비

연구분야 분류
연구단계

연구비
합계
(억)

1단계(3년) 2단계(3년)

중분류 소분류 1 2 3 4 5 6

한반도 주변해 
해수면상승 미래변화 

전망

해수면변화 모형 개발 
및 과거변화 재현 0.5 0.7 1.2

CMIP 전지구 모형 
평가

0.3 0.3 0.2 0.8

해수면 미래변화 전망 0.3 0.5 0.2 1.0

합계(억) 3.0

극한상황 조건에서 
연안환경변화 예측

중기예측 1.0 0.5 1.5

단기예측 1.0 1.0

극한 상황 대비 
예보 시스템 1.3 1.2 2.5

합계(억) 5.0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동 연구

과거 생태계 변동 재현 0.7 0.7 0.6 2.0

모형결과 검증 0.5 0.5 1.0

미래 생태계 변화 예측 1.0 0.5 0.5 2.0

합계(억) 5.0

대기 탄소 흡수 변동

관측 체계 구축 및 
관측 조사 0.5 0.5 0.5 0.5 0.5 2.5

대기 탄소 흡수 변동 
파악 및 기작 연구 0.5 0.5 0.5 0.5 0.4 2.4

산성화 진행 파악 및 
예측 연구 0.2 0.2 0.2 0.2 0.3 1.1

합계(억) 6.0

연구비 합계(억) 3.5 3.4 3.5 4.3 3.3 1.0 19.0

표 9. 세부과제 Ⅱ의 연차별 추진계획



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5.1. 기대성과

5.1.1. 기술적 측면

○ 해수면예측모형은 지구시스템모형과 해양-해빙기후결합모형의 한 성분 모듈

로서 해수면모형 기술개발을 통해 지구시스템모형 개발 기초·원천기술을 확보 

○ 한반도 주변 이상고파 대비 예보 수치모델링 개발 기초·원천기술 확보

○ 중기 및 단기 해안선 변화 수치모델링 개발

○ 쇄파대 모형을 연안모형에 접합함으로 새로운 연안수치 모델링 시스템 개발 

○ 한반도 주변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변동 예보 수치모델링 개발 기

초·원천기술 확보

○ 향후 수산자원 변동을 예측하고, 자원의 고갈을 방지하는 예방적인 수산자원 

관리의 시작

○ 기후변화 예측 모형의 개선을 위한 이산화탄소 거동 관련 주요 프로세스 확립

○ 산성화 관측 체계 확립 및 변동 연구를 통한 산성화 모니터링 기본 가이드라

인 수립

5.1.2. 경제․산업적 측면

○ 우리나라 연안은 지역에 따라 지난 수 십 년간 지속적인 해수면 상승이 있어

왔으며, 이로 인해 연안 주거지역 침수, 범람, 자연해안 침식, 항만 시설 파손,

염수 침입 등의 피해가 초래되고 있음. 연안 및 항만의 침수, 침식, 범람, 해일

고 상승 대응책 수립시 각 분야의 기반시설과 구조물의 기획과 설계, 건설에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해수면 상승률을 반영함으로써 기후변화 비

적응시 초래될 복구·복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한반도 주변 이상고파의 영향을 예측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안의 침식 등 환경

변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연안모델링의 성능을 향상시킴으로 단순한 유저 그룹에서 개발자 그룹에 합

류하여 국내외적으로 우리 연구원의 위상을 높임

○ 우리나라는 세계 어획생산량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는 북서태평양에 위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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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한반도 주변해의 수산자원의 증감은 경제·산업에 큰 역할을 함 

○ 과거 생태계변동을 재현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기후변화를 예측하여 

중·장기의 수산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근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 산성화 지도 작성을 통해 산성화 취약 지역을 판단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국가 관리 계획 수립을 통한 산성화 피해 경감에 기여

○ 학제적, 부서간 융·복합 연구를 추진함으로써 연구 성과를 증대시킴은 물론 국내

외적으로 우리 연구원의 위상을 높임

5.2. 활용방안

○ 한반도 연안역 해수면 미래변화 상세 전망도 제공을 통하여 국가 기후변화 대

응책 수립에 해양과학자료로 활용

○ 특정 해변 이상고파에 의한 영향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고 장차 이를 한반도 

주변 모든 해역에 적용 

○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변동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한반도 주변의 

모든 해역에 적용하고자 함 

○ 3차원 생지화학 모형과 기후 진단 모형의 주요 기반자료로 활용

○ 해양산성화 생물 영향 연구의 중요 기초자료로 활용



Ⅴ 세부과제 요약

1 세부과제 Ⅰ

1) 과제명 A: 지역기후 통합모델링 시스템을 이용한 한반도 주변해 미래변화 상세전망

2) 연구목표

① 한반도 주변해 중심 북서태평양 지역기후 통합모델링 시스템 개발

② 고기후를 포함한 다양한 미래기후 시나리오 실험 수행

③ 한반도 주변해 미래변화 상세전망 및 전망 불확실성 평가 제시

3) 연구내용

A1: 북서태평양 지역기후 해양-대기-해빙-생태계 통합모델링 시스템 구축 및 모수 

최적화 민감도 실험

A2: 다양한 미래기후 시나리오를 이용한 미래 기후변화 실험 수행

A3: 한반도 주변해 미래변화 상세전망도 제시 및 전망 불확실성 평가
4) 연차별 소요예산

연구분야 분류
연구단계 연구비

합계
(억)

1단계(3년) 2단계(3년)

중분류 소분류 1 2 3 4 5 6

북서태평양 
지역기후모
형 개발

북서태평양 지역기후 
해양순환 모형 구축 4.0 1.0 5.0

고기후를 포함한 
생태계모형 접합 및 
전지구 모형 평가

3.0 4.0 7.0

합계(억) 12.0

통합 시스템 
구축 및 
미래변화 
상세전망

대기모형 접합 2.0 2.0 4.0

한반도 주변해 미래변화 
상세전망 2.0 2.0 4.0 8.0

합계(억) 12.0

연구비 합계(억) 4.0 4.0 4.0 4.0 4.0 4.0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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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과제 Ⅱ

1) 과제명 B: 한반도 주변해 미래기후 상세영향 평가

2) 연구목표

① 고해상도 북서태평양 해수면변화모형 개발 및 미래전망

② 연안 해저지형 변화 및 해안선 변동을 예측을 위한 연안역 수

치모형 시스템 구축

③ 과거 동해 생태계 변동 모사 및 생태계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영향 연구

④ 한반도 주변해 대기 탄소 흡수 변동과 해수 내 무기탄소 시스

템 연구 및 해양산성화 모형 구축

3) 연구내용

B1: 해수면상승 미래변화 전망

B2: 극한상황 조건에서 연안환경변화 예측

B3: 생태계 변동 연구 

B4: 대기 탄소 흡수 변동 연구

4) 연차별 소요예산

연구분야 분류
연구단계

연구비
합계
(억)

1단계(3년) 2단계(3년)

중분류 소분류 1 2 3 4 5 6

한반도 
주변해 

해수면상승 
미래변화 
전망

해수면변화 모형 개발 및 
과거변화 재현 0.5 0.7 1.2

CMIP 전지구 모형 평가 0.3 0.3 0.2 0.8
해수면 미래변화 전망 0.3 0.5 0.2 1.0

합계(억) 3.0

극한상황 
조건에서 
연안환경변
화 예측

중기예측 1.0 0.5 1.5
단기예측 1.0 1.0

극한 상황 대비 
예보 시스템 1.3 1.2 2.5

합계(억) 5.0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동 연구

과거 생태계 변동 재현 0.7 0.7 0.6 2.0
모형결과 검증 0.5 0.5 1.0

미래 생태계 변화 예측 1.0 0.5 0.5 2.0

합계(억) 5.0

대기 탄소 
흡수 변동

관측 체계 구축 및 관측 
조사 0.5 0.5 0.5 0.5 0.5 2.5

대기 탄소 흡수 변동 
파악 및 기작 연구 0.5 0.5 0.5 0.5 0.4 2.4

산성화 진행 파악 및 
예측 연구 0.2 0.2 0.2 0.2 0.3 1.1

합계(억) 6.0
연구비 합계(억) 3.5 3.4 3.5 4.3 3.3 1.0 19.0



3 전체 연차별 연구목표

구분 단계 단계별 연구목표 연차 연차별 연구목표

세부

과제

I

1단계

w 북서태평양 지역기후해양순
환 모형 구축 시스템 구축

w 생태계모형 접합전지구 모
형평가

1
� 북서태평양 영역 해양순환모형 구축
� CMIP5 자료 수집 및 기초 특성 평가
� 북서태평양 고기후 복원자료 수집

2
� 해양환경모형 세부변수값 조정 및 민감도 실험
� CMIP5 모형 품위평가
� 과거 기후 모형실험-고기후자료 비교검증

3
� 생태계 모형 접합 및 민감도 실험을 통한 생태계 모

수 최적화

2단계
w 대기모형 접합
w 한반도 주변해 미래변화 상

세전망

4
� 해양환경모형에 대기모형 접합
� 대기모형 민감도 실험을 통한 모형 최적화

5
� 다양한 시나리오를 이용한 한반도 주변해 미래변화 

상세전망
� 한반도 주변해 미래변화 전망 실험

6
� 한반도 주변해 미래변화 전망 통계분석 및 불확실성 

제시
� 한반도 주변해 미래변화 통합전망도 제시

세부
과제
II

1단계

� 한반도 주변해 해수면 변
화 모형 개발, 과거변화 
재현 및 CMIP 전지구 모
형 평가

� 연안역 파랑-흐름-퇴적물
-지형변화 통합 수치모형 
시스템 수립 및 모형검증

� 과거 생태계 변동 재현 
및 모형결과 검증 

� 한반도 주변해 대기 이산
화탄소 흡수 변동/ 기작 
연구 및 산성화 진행 정
도 및 변동 인자 파악

1

� 동아시아해역 해수면변화모형 구성 및 CMIP5 해수
면재현 모형 평가

� 연안침식 중기예보
� 과거 생태계 변동 재현 
� 관측 체계 구축 및 관측조사 

2

� 한반도 주변해 해수면변화 재현 실험 및 CMIP5 해
수면예측 모형 평가

� 연안침식 중기예보
� 과거 생태계 변동 재현 
� 관측조사
� 이산화탄소 교환량 변동 파악 및 이산화탄소 흡수 

주요인자 및 기작 파악

3

� 한반도 주변해 미래 해수면변화 전망 제시
� 연안침식 단기예보
� 모형결과 검증
� 관측조사
� 산성화 진행 상태 파악 및 주된 영향 인자 파악

2단계

� 한반도 주변해 및 
연안역 해수면 
미래변화 전망

� 극한상황 대비 예측 
시스템 개발

� 미래 생태계 변화 예측
� 대기 이산화탄소 흡수 

및 산성화 예측 모형 
구축

4

� 한반도 주변해 미래 해수면변화 전망 제시
� 극한 상황 대비 예보 시스템 개발
� 미래 생태계 변화 예측 
� 관측조사
� 이산화탄소 흡수 모형 개발 및 모형 평가 

5

� 한반도 주변해 미래 해수면변화 전망 제시
� 극한 상황 대비 예보 시스템 개발
� 미래 생태계 변화 예측 
� 관측조사
� 한반도 주변해 산성화 지도 작성 및 보완 

6
� 한반도 주변해 미래 해수면변화 전망 제시
� 미래 생태계 변화 예측 
� 산성화 모형 구축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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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체 연차별 소요예산

연구분야 분류
연구단계

연구비

합계

(억)

1단계(3년) 2단계(3년)

세부과제 중분류 1 2 3 4 5 6

세부과제 

Ⅰ

북서태평양 지역기후모형 개발 4.0 4.0 4.0 12.0

통합 시스템 구축 및 미래변화 
상세전망 4.0 4.0 4.0 12.0

합계(억) 4.0 4.0 4.0 4.0 4.0 4.0 24.0

세부과제 

Ⅱ

한반도 주변해 해수면상승 
미래변화 전망 0.8 1.0 0.2 0.3 0.5 0.2 3.0

극한상황 조건에서 연안환경변화 
예측

1.0 0.5 1.0 1.3 1.2 5.0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동 연구 0.7 0.7 1.1 1.5 0.5 0.5 5.0

대기 탄소 흡수 변동 1.0 1.2 1.2 1.2 1.1 0.3 6.0

합계(억) 3.5 3.4 3.5 4.3 3.3 1.0 19.0

연구비 합계(억) 7.5 7.4 7.5 8.3 7.3 5.0 43.0



5 연구추진 방향 및 전략

5.1. 연구추진 방향

○ 생지화학 과정 및 고기후 연구 분야와의 융·복합, 학제적 연구 추진

○ 모형개발에 관심 있는 국내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

○ 외국 연구기관과의 협력연구로 연구자료 확보 및 모형개발 기법 습득 

○ 신규 연구개발 인력 양성을 통한 장기 모형개발 기반 마련

5.2. 연구추진 전략

○ 전문가 활용 및 문헌 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 및 국내외 협력 방안 도출

- 국내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여 IPCC활동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국내외 협력방안 모색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과거 해양기후변화 및 미래변화 전망 연구 현황 파악 및 문제점 도출, 해결 방

안 제시

- 문헌 및 관련 기관 협력을 통해 연구 현황 파악

○ 지역기후 통합모델링 시스템 구축

- 지역기후모형 개발 기초기술 확보

- 한반도 주변해를 포함하는 북서태평양 영역에 대해 모형을 구축하고, 세부 실

험을 통해 개선

○ 미래변화 전망

- 전지구 모형을 평가하고 선정하여 지역기후모형의 입력장으로 활용

- 지역기후모형을 이용해 한반도 주변해 미래변화를 전망

○ 전문 연구인력 양성 

- 장기적, 지속적 연구를 위해 지역기후모형 분야, 요소모형 개발 분야 등 주요 연

구 분야의 전문 연구인력 확보 필요

- UST를 활용한 해양 생태계모델링 분야 신진 연구인력 양성 방안 검토

- 해외 연구기관 파견훈련을 통한 해양 생태계모델링 분야 연구인력 양성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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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인 연구협력 

- 기본적인 연구자료 확보를 위해 주변국과의 원활한 연구협력 체계 구축필요

- 모형 원천기술 및 모델링 시스템 구축 기술 확보를 위한 선진 외국 연구기관과의 

협력 연구 필요

- 중국 FIO (The First Institute of Oceanography), NMEFC (National Marine Environmental

Forecasting Center), NMEMC (National Marine Environment Monitoring

Center)와의 협력 연구를 통한 황해 생지화학 자료 및 하천 영향 자료 확보

- 선진 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한 생지화학 자료동화 기법 습득

6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6.1. 기대효과

○ IPCC 평가보고서 핵심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국내외 협력연구 기반체제를 마

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해양분야 국내 연구진의 IPCC 참여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

○ 지역해모델링 국제협력 프로그램 추진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IPCC 평가

보고서 관련분야 저술에 우리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 지역기후모형 시스템구축 및 관련 기술 확보

○ 기후 및 환경변화에 따른 한반도 주변해 중장기 변동성 파악 및 예측

6.2. 활용방안

○ 미래변화 대응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방안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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