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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제 목

○ IOC 산하 세계해양예보연구소(Institute of World Ocean Forecasting) 신설․

유치를 위한 기획연구

2. 추진 배경

○ ‘12년 3월 20일 불가리아 바르나시에서 개최된 IOC/UNESCO (유엔정부간해양학

위원회) 전임 의장단 회의에서 세계해양예보연구소 (Institute of World Ocean

Forecasting (IWOF)) 신설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있었음

○ ‘13년 3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되는 IOC/UNESCO의 “IOC 미래와 한국의 

역할 포럼”에서 세계해양예보연구소신설 불가리아 권고(안) 이행을 촉구

○ 유엔 유네스코 산하 조직 (카테고리 2) 중 해양분야 국제기구를 한국에 유치하는

예가 없으며 한국의 국제적 위상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임

○ 세계해양예보연구소가 신설되면 전 세계 해양예보의 권한과 기능을 갖게 되며 

한국의 미래 해양예보 능력 선진화 및 전 세계 해양 정보 및 데이터의 국내 

축척이 가능함

○ 국내 우수해양학자 및 기술자 고용창출(통상 전체 근무 인력의 50% 정도 유치

국에서 배출)과 개발도상국과의 네트웍크 구축 및 능력배양 기대

○ 여수엑스포 이후 해양분야에서 국제사회 (특히 군소도서국 포함한 개발도상

국)에 기여하겠다던 한국 정부의 공약을 이행하는 측면

○ 세계해양예보연구소는 해양수산부의 정체성과도 부합하며 향후 동 기관의 역

할을 확대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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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표 및 필요성

○ 한국 내에 IOC 산하 세계해양예보연구소를 유치·운용함으로 전지구 해양예보 

및 기후예측 관련 국내 기술력을 제고하고 한국의 국제사회 기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획연구를 수행함

○ 해양 및 기후예측 분야에서 아직까지 한국의 국제적인 기여도가 미비함에 따라

국제적인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해양을 중심으로 한 기후 연구 전문 

기관으로서 KIOST가 연구의 주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KIOST 에서는 해양 및 기후 예측을 위한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기후예측를 위한 전지구 해양 또는 기후재분석 자료를 생산하고 있음

○ 전세계적으로 기상 예측의 정확도 제고 및 연안 활동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해양순환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기후예측에 있어 해양의 역할이 대두됨에 따라 전지구 해양재분석 자료의 확보

및 활용을 위한 각국의 투자가 확대됨

○ 단순 펀드사업 지원이 아닌 IOC 산하기관(카테고리2기관)의 신설을 통한 우리

나라의 국가 영향력 확보

○ 그동안 해양/기후 예측 분야에 있어 국제 사회에 대한 기여가 미비했던 한국

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범위 및 내용 

○ 세계해양예보연구소의 신설 및 유치 방향 기획

- IOC 기능에 대한 분석

- IOC 산하 세계해양예보연구소 신설 필요성

- 세계해양예보연구소의 한국 유치의 타당성

- 세계해양예보 관련 국내외 현황 분석

- 세계해양예보연구소의 입지 조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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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해양예보연구소의 기능 기획

- 전지구 해양재분석/예보 자료의 상호 비교․검증

- 고해상도 전지구 앙상블 해양재분석/예보 자료 생산

- 장기 기후 예측 프로그램 개발

- 국제 협력 프로그램 개발

○ 세계해양예보연구소 설립 및 유치를 위한 추진 계획 및 로드맵 도출

5. 로드맵

○ 로드맵 개요

- IOC 산하 세계해양예보연구소 설치하고 유치하기 위한 설치 제안, 한국 유치를 위한

회원국지지 확보 활동 그리고 실제 설치와 운용을 위한 기능 정립 및 기반 프로그램

확립

[표 1]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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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일정

- 연도별 추진일정은 <표 2>와 같음

[표 2] 추진 일정

연도 주요 추진내용 비고

2014

Ÿ 해양예보 관련 국제 전문가 그룹 활동 지원

Ÿ 전지구 해양예보 시스템 구축

Ÿ 국제적인 이슈 프로그램 발굴

Ÿ 해양예보 및 해양환경 변화 예측 관련 개도국 교육 활동 지원

Ÿ 세계해양예보연구소의 설립에 관한 관계기관 협의

2015

Ÿ IOC 산하 세계해양예보연구소 설치 제안

Ÿ 한국 유치를 위한 회원국의 지지 확보 활동

Ÿ 실시간 해양예보 결과 비교 프로그램 제안

Ÿ 전지구 기후 예측 시스템 구축 및 재분석 자료 생산

Ÿ 북태평양 지역 기후 예측 프로그램 개발

Ÿ 개도국 지역 해양예보 모델 기술 교육 지원

2016

Ÿ 세계해양예보연구소 한국 유치 활동

Ÿ 전지구 해양예보 시스템 운용

Ÿ 전지구 기후 예측 서비스 운용

Ÿ 세계해양예보연구소 국제 심포지움 개최

2017

Ÿ 세계해양예보연구소 설치

Ÿ 전지구 해양예보 시스템 세계해양예보연구소 이관

Ÿ 전지구 기후 예측 서비스 세계해양예보연구소 이관

Ÿ 개도국 기술 교육 지원활동 상설화

2018

Ÿ 세계해양예보연구소 운용

Ÿ 전지구 해양예보 시스템 운용 및 개선

Ÿ 전지구 기후 예측 서비스 운용 및 개선

Ÿ 북태평양 지역 해양예보 서비스 운용

~이후 Ÿ 세계해양예보연구소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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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사점

○ 전지구 해양예보는 기후예측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서, 지구온난화가 진행

됨에 따라 기후불확실성도 증가하고 있어 기후예측체계는 향후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 저감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됨

○ 연안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레저 및 물류,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해양예보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인 파급 효과 또한 클 것으로 기대됨

○ 해양 및 기후예측시스템은 관측망 및 고속연산 슈퍼컴퓨터와 수치모델 및 자료

동화 등의 인프라와 첨단 기술이 접목된 분야로서 국가적인 역량의 집합체라 

할 수 있음. 이와 관련된 국내 기술력을 증진함으로 국가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음

○ IOC 산하의 세계해양예보연구소를 국내에 설치하여 전세계 해양 및 기후예측 

자료를 생산․서비스 함으로 국제 사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내 역량을 강화

하고 위상 정립에 기여할 것임

○ IOC 산하의 국제 기구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연구 조직인 

GODAE-Oceanview (https://www.godae-oceanview.org) 에 참여하여 한국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GODAE-Oceanview 는 현재 연구 중심의 전문가 

조직이며 JCOMM 및 IOC 등의 국제기구와 연성으로 연계되어 있으나 향후 

공식적인 기구로 출범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어 한국 특히 관련 연구 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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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1. 추진 배경

○ ‘12년 3월 20일 불가리아 바르나시에서 개최된 IOC/UNESCO (유엔정부간해

양학위원회) 전임 의장단 회의에서 세계해양예보연구소 (Institute of World

Ocean Forecasting (IWOF)) 신설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있었음

○ ‘13년 3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되는 IOC/UNESCO의 “IOC 미래와 한국의 

역할 포럼”에서 세계해양예보연구소신설 불가리아 권고(안) 이행을 촉구

○ 유엔 유네스코 산하 조직 (카테고리 2) 중 해양분야 국제기구를 한국에 유치하는 

예가 없으며 한국의 국제적 위상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임

○ 세계해양예보연구소가 신설되면 전 세계 해양예보의 권한과 기능을 갖게 되며 

한국의 미래 해양예보 능력 선진화 및 전 세계 해양 정보 및 데이터의 국내 

축척이 가능함

○ 국내 우수해양학자 및 기술자 고용창출(통상 전체 근무 인력의 50% 정도 유치

국에서 배출)과 개발도상국과의 네트웍크 구축 및 능력배양 기대

○ 여수엑스포 이후 해양분야에서 국제사회 (특히 군소도서국 포함한 개발도상국)

에 기여하겠다던 한국 정부의 공약을 이행하는 측면

○ 세계해양예보연구소는 해양수산부의 정체성과도 부합하며 향후 동 기관의 역할

을 확대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음 

1.2. 필요성

○ 한국 내에 IOC 산하 세계해양예보연구소를 유치․운용함으로 전지구 해양예보 

및 기후예측 관련 국내 기술력을 제고하고 한국의 국제사회 기여도를 높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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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및 기후예측 분야에서 아직까지 한국의 국제적인 기여도가 미비함에 따라

국제적인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지구온난화에 따라 기후 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 예측은 향후 재해를 저감

하고 기업 및 국가의 정책을 지원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음

○ 엘리뇨 및 Indian Ocean Dipole 과 같은 기후 현상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기후

변화에 따른 반응이 밝혀지면서 기후예측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림 1)

○ 전세계적으로 기상 예측의 정확도 제고 및 연안 활동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해양순환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그림 2)

○ 기후예측에 있어 해양의 역할이 대두됨에 따라 전지구 해양재분석 자료의 확보

및 활용을 위한 각국의 투자가 확대됨

○ 2011년 3월에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해양방사능 유출 사고,

각국이 배출하는 해양쓰레기에 의한 인접국가 피해 사례 등 국제적인 중요한 

국가 간의 이슈를 다룰 수 있는 국제기구의 설립 필요성 대두

[그림 1] Indian Ocean Dipole에 의한 해양과 기후의 상관성

 양의 Indian Ocean Dipole 시기에 인도양 동쪽의 수온 하강과 서쪽 수온의 상승이 동반되며 

이에 따라 동풍이 강화되고 동아프리카와 북아프리카에서 강수가 증가함. 반대로 음의 Indian 

Ocean Dipole 시기에는 서쪽의 수온 하강, 동쪽 수온의 상승이 동반되어 호주와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그리고 한반도 주변 지역에서 강수가 증가함

(http://www.jamstec.go.jp/frcgc/research/d1/iod/iod_home.htm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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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펀드사업 지원이 아닌 IOC 산하기관(카테고리2기관)의 신설을 통한 우리

나라의 국가 영향력 확보

○ 그동안 해양/기후 예측 분야에 있어 국제 사회에 대한 기여가 미비했던 한국

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림 2] 동해의 일본 연안을 따라 흐르는 일본 연안류 예보와 일본 서안의 강설량의 

상관성을 나타내는 개념도 (Hirose and Fukudome(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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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해양예보연구소의 개요

2.1. 세계해양예보연구소의 개념

○ 세계해양예보연구소는 전지구 해양 순환, 생태 및 기후 예보를 지원하는 IOC

산하의 연구 기관으로서 방사능 해양오염 확산, 독성 생물 확산, 해양 쓰레기,

해양 자원 개발,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기후 재해 등 국제적인 이슈를 해결을 

위한 정보를 생산, 서비스함. 이를 위해 전지구 해양 예보 체계를 운용하며 개발

도상국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함

2.2. 세계해양예보연구소의 핵심 기능 

○ 해양 감시

- 해양/기후 모니터링

- 오염 물질 해양 확산 모니터링

- 해양 환경 모니터링

○ 해양 예측

- 전지구 해양순환 예측

- 해양예측 비교 프로그램 운용

○ 활용

- 해양쓰레기 확산 예측 및 대응

- 방사능 물질 해양 확산 예측 및 대응

- 해양 생태계 변화 예측 및 대응

○ 지원

- 지역해 해양 예측 지원

- 기후 예측 서비스

- 개발 도상국 지역해 예측 시스템 개발 지원

- 개발 도상국 지역기후 예측 지원

- 해양 예측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해양/기후 관련 국제 이슈 해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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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획 연구의 범위

○ 본 연구에서는 IOC 산하 세계해양예보연구소를 설립, 한국에 유치·운용함으

로 전지구 해양예보 및 기후예측 관련 국내 기술력을 제고하고 한국의 국제사

회 기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획연구를 수행한다. 세계해양예보연구소의 설립 

및 한국 유치에 대한 당위성을 분석하고, 세계해양예보연구소의 주요 기능 및 

유치를 위한 전략적 접근법을 도출하고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획연구 범위

로 설정하였음

○ 세계해양예보연구소의 신설 및 유치 방향 기획

- IOC 기능에 대한 분석

- IOC 산하 세계해양예보연구소 신설 필요성

- 세계해양예보연구소의 한국 유치의 타당성

- 세계해양예보 관련 국내외 현황 분석

○ 세계해양예보연구소의 기능 기획

- 전지구 해양재분석/예보 자료의 상호 비교·검증

- 고해상도 전지구 앙상블 해양재분석/예보 자료 생산

- 장기 기후 예측 프로그램 개발

- 국제 협력 프로그램 개발

○ 세계해양예보연구소의 설치 및 운용

- 세계해양예보연구소의 설치 장소 분석

- 세계해양예보연구소의 인력 및 인프라 조건 분석

- 세계해양예보연구소의 설치 및 운용을 위한 비용 산출

○ 세계해양예보연구소 설립 및 유치를 위한 추진 계획 및 로드맵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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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외 현황 분석

1 국내 현황 분석

1.1. 기상청 전 지구 해양순환 예측시스템 개발 및 운용

○ 전 세계적으로 해양관측과 예측분야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전 지구 해양자료동화

실험(GODAE)과 같은 국제적인 사업이 1997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에서는 이미 해양예측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업으로 활용하고 있음

○ 기상청에서도 2012년 7월 동북아 해역의 해양순환 예측시스템을 운영, 그 결과

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면서 전 지구 해양에 대한 정보생산을 목표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궁극적으로 종합적인 해양환경 예측정보를 - 수온, 염분,

해류, 파랑, 폭풍해일 - 생산하여, 내부적으로는 단·중기 대기모델과 기후모델

의 경계값과 초기값으로 사용할 것이며, 외부로는 유관기관에 자료를 제공함

으로써 해상활동의 안정성 증대를 꾀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함

○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예측과 이를 위한 해양자료동화기술이라는 분야가 선진국

에 비해 뒤처져 있는 것이 사실임. 현재 기상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북아해역

해양순환예측시스템도 자료동화기법은 적용되지 않고 주요 하천의 - 황하강과 

양자강 - 유출량과 대기모델에서 생산되는 기상요소들이 - 바람, 기온, 기압,

습도 등 - 입력 자료로 사용됨. 이 예측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해양모델은 

ROMS (Regional Ocean Modeling System ver. 2.1)이며, 예측시간은 72시간,

모델영역은 115~150°E, 20~52°N를 포함하고 있으며, 8개의 조석분조가 개방

경계에서 고려됨. 이 시스템은 태풍 등이 한반도 주변을 지나갈 때 해양반응 

또는 변화양상을 감시/예측할 수 있으며, 특히, 제주도 근해 양식장에 큰 피해

를 미치고 있는 중국 양자강 희석수의 이동과 확산감시를 위해 활용되고 있음

○ 전 지구 해양예측시스템 구축은 영국기상청과 공동연구를 통해서 추진될 예정

임. 2011년 8월 공동연구에 대한 합의를 시작으로 2회에 걸친 방문을 통해 영

국기상청에서 현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코드를 

도입함. 현재 도입한 코드를 기상청 슈퍼컴 3호기에 이식하여 과거 사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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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의를 시도하고 있으며, 아울러 실제적으로 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실시간 자료수집체계, 자료 품질관리시스템, 자료동화 시스템 구성 등을 기상

청 슈퍼컴 환경에 맞추는 작업을 추진할 것임.

○ 영국기상청이 사용하고 있는 해양예측시스템은 크게 해양모델(Nucleus for

European Modeling of the Ocean, NEMO), 해빙모델(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에서 개발한 CICE), 그리고 해양자료동화 시스템(NEMOVAR로 

NEMO 모델에 최적화된 3차원 변분법을 사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운영기법

을 보면, 실시간 생산되고 있는 전 세계 해양관측 자료들을 48시간 이전에서

부터 수집하여 24시간 간격으로 동화한 다음 최종 분석장을 생산, 144시간 예측

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일일 1회 수행함. 사용되고 있는 자료는 위성 및 

현장관측 해수면 온도, 고도자료, 수온 및 염분 프로파일, 그리고 해빙자료 등

이며, 모델의 해상도는 수평으로 1/4도, 수직으로 75층으로 구성되어 있음 

○ 현재 기상청에서 운영 중인 동북아시아 해역에 대한 해양순환예측시스템은 지속

적으로 개선될 예정임.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예측을 위한 초기 분석장 생산에 

중요한 요소인 자료동화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또한 이 시스템

에 사용될 다양한 관측자료 입전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과 예측결과

를 실시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또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임

○ 최근 영국기상청도 해양 예측력 향상에 많은 노력을 들여 자료동화기법에 있어

최적내삽법 기반에서 3차원 변분법으로 업그레드함. 한국기상청은 일단계로 

영국의 업그레이드 된 현업모델을 도입하여 슈퍼컴에 이식하고, 자료동화를 

위한 관측자료는 직접 수신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임. 시험운영하면서 자체적

으로 실시간 관측자료를 수집/품질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든 후 우리가 만든 

분석장으로서 예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이 시스템을 완성하는 데

2~3년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전 지구 해양예측시스템 구축에 있어 현 단계의 최종목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생산한 분석장을 이용해서 예측정보를 생산 하는 것임. 기상청은 또한 한국형 

수치예보모델과 자료동화시스템을 개발하고자 2011년에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사업단을 설립함. 현 단계에서는 기상모델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관련 

기술이 한국 독자적인 해양모델의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뿐만 아니라



IOC 산하 세계해양예보연구소(Institute of World Ocean Forecasting) 신설․유치를 위한 기획연구

8

해양분야의 현업 예측 시스템 또한 국가적인 시스템으로 개발하고자 할 때 벤치

마크 대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 

[그림 3] 기상청이 도입할 전지구 해양예보 시스템의 개념도

해양모델은 유럽 통합 해양모델인 NEMO (Ver3.2)를 그리고 해양자료동화체계로는 3차원 변분

동화 기법인 NEMOVAR를 채택함 (Storkey(2011))

1.2. 국립수산과학원

○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수산과학원)은 “미래를 선도하는 세계일류 수산 연구기관”

이라는 비전을 갖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8대 전략사업으로 구분된 33개 핵심

요소기술을 설정함. 이 중에서 해양예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항목은 “수산업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전략사업으로 이에 대한 핵심요소기술로서 “기후변

화에 따른 자원 변동 예측 기술”과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 예측 기

술”을 명시하고 있음. 또한, “유해생물 제어 기술”, “수산자원 조사, 평가 및 

관리 기술”, “어장환경 진단 및 관리기술” 등 다른 전략사업의 핵심요소기술

의 개발에도 해양예측은 간접적으로 연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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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 분야에서 해양예측이 필요한 현안사항을 구체적으로 들자면, 우선 봄

부터 가을철까지 우리나라 해역에 출현하여 어장, 해수욕장, 발전소 등에서 문제

를 일으키는 노무라입깃해파리와 여름부터 가을철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

하여 양식어류 폐사를 일으키는 유해적조 출현 및 이동 예측 필요성을 들 수 

있음. 또한 겨울철 연안 저수온 현상으로 양식어류가 폐사하게 되는 겨울철 

냉해, 여름철 동해안에서 연안용승의 형태로 종종 발생하여 양식어류 폐사와 

해수욕장 피해를 유발하는 냉수대 출현, 여름철 양자강 저염수 출현, 여름철 

진해만과 같은 폐쇄성 만에서 간혹 발생하는 빈산소 수괴 출현, 해상에서 유출

된 기름에 의한 어업피해 등 다양한 수산 분야에서 해양예측자료 및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음

○ 수산과학원은 2010년부터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환경 변동 및 예측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IPCC 4차 평가보고서에 사용된 기후모델들의 자료를 입수하

여 분석함과 동시에 경계값으로 활용하여 다운스케일링을 통한 한국형 해양

기후모델을 구축 중임. 수치모델은 3차원 z-좌표 모델인 RIAMOM (Research

Institute for Applied Mechanics Ocean Model)을 사용하고, 수평격자해상도

는 1/10°, 연직층은 45층, 모델영역은 동․서․남해, 발해, 동중국해 전 영역과 

북서태평양 일부 해역을 포괄하는 영역(114.5~145°E/16~52°N)으로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해양변동을 충분히 재현할 수 있도록 구성함. 또한 1달 내외의 단기 

해양예측을 위해 같은 영역에 대한 ROMS (Regional Ocean Modeling System)

해양모델과 WRF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대기모델을 결합시킨 

해양예측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음 

○ 더불어 수산과학원은 해양예측시스템의 재현 및 예측성능 향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기적인 해양관측자료 생산에도 기여하고 있음. 1961년부터 격월로

우리나라 연근해역 약 200개 정점에 대해 수층별 수온, 염분, 용존산소, 영양염 

등 물리·생물·화학적 요소를 지속적으로 관측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시료

분석 및 검증과정을 거친 관측자료를 한국해양자료센터 홈페이지(http://kodc.

nfrdi.re.kr)를 통해 제공하고 있음

○ 최근 수산과학원은 자료 제공까지 수개월가량 시간이 소요되는 현 시스템에서 

한발 더 나아가, 2012년 8월부터 국내 해양예측시스템 구축 지원을 주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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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준실시간 한국근해 해양관측 자료(표준수심 수온, 염분) 서비스를 개시하여

관측종료 후 수일 내에 관측자료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음. 제공된 자료는 

해양예측시스템의 자료동화 입력치로 이용되어 예측성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국립수산과학원은 2012년까지 단기해양예측을 위한 해양모델 셋업과 스핀업 

및 재현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웹상에서 가시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할 예정임. 해양예측시스템의 예측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수치모델의 오차를 최소화시켜 최적화된 예측 초기치를 생산할 수 있는 자료

동화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2013년에는 간단한 형태의 자료동화시스템을 

개발하여 결합시킬 계획임. 2014년 이후에는 자료동화 시스템의 개선과 예측

성능 향상 작업을 지속함과 동시에 둥지격자(nesting) 기법을 이용한 고해상도 

연안역 모델을 구축하고, 더 나아가 유해생물 이동예측모델, 생태계모델, 어류

회유모델 등 수산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모델들을 추가적으로 결합시켜, 해양

환경과 생태계 변동에 대한 종합적인 예측 및 정보 제공으로 수산업 환경변화

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 

[그림 4] 국립수산과학원의 해파리 이동 예측 활용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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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립해양조사원

○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해양조사원은 한국해역에 대한 해양관측, 해양측량

등 해양조사와 관련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해양조사 성과를 토대로 해도

(전자해도 포함)와 수로서지를 간행하여 해운, 수산, 해양개발, 산업분야뿐만 

아니라 군와 해양ㆍ수산관련 기관에 제공하고 있음

○ 특히, 해양예측모델 자료동화에 사용되는 실시간 관측자료 생산과 관련하여,

2012년 현재 연안을 따라 조위 관측소,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KOGA

(Korea Ocean Gate Array) 관측부이, 수 십 여개의 해양관측소, 여수해만과 

부산신항 부근의 HF 레이더망, 해양관측부이 등 국가해양관측망을 구축ㆍ운영

하고 있음. 이렇게 수집된 해양관측자료는 해상교통안전, 해양영토 관리ㆍ개발,

기후변화 감시, 재난 관리, 해양사고, 해상 수색활동, 해양레저 활동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됨

○ 현재 천문현상에 의해 규칙적으로 변하는 관측점에 대한 조석ㆍ조류 예보정보

뿐만 아니라 시ㆍ공간적으로 변하는 유속, 해수면높이, 수온, 염분 정보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가 날로 커지고 있음. 또한 기후변화와 더불어 매년 해상사고와 

해양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기상예보처럼 단기ㆍ장기 해양예보 정보

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따라서 국립해양조사원은 다양한 수요

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실시간 해양자료뿐만 아니라 해양예측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국립해양조사원은 관측자료 기반의 관측 지점에 대한 예측 가능한 조석과 조류

예측정보 생산에서 점차적으로 수치모델을 이용한 공간적 기본 해양예측정보

(유속, 해수면높이, 수온, 염분) 생산 체계를 구축 중에 있음. 그 중간 단계로 

서ㆍ남해 연안과 항만을 포함한 황해와 남해 해역에 대한 조석모델 조화상수

를 기반으로 격자별 조류와 조석을 예측하는 ‘수치조류도(2006～2009년)’ 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웹 서비스(http://www.khoa.go.kr) 및 유관기관에 보급함.

또한 인공위성 고도계 자료를 활용하여 동해와 북서태평양에 대한 준실시간

(near real-time) 해류정보를 매일 생산하여 웹 서비스하고 있음(Lee et al.,

2009; Choi et al., 2012)

○ 매일 3일간의 해양예측자료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12년에 ‘국가해양

수치모델링 인프라 구축’사업을 착수하였음(KHOA원, 2012). 이 사업은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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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원내 클러스터 컴퓨터 자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슈퍼컴퓨터

자원을 활용하여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동으로 예측모델들이 수행되어 해양

예측자료를 생산하고 그 자료를 처리ㆍ분석하고 관리ㆍ제공하는데 필요한 기본

인프라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자료전송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현재 해양수산부

R&D 사업(2009.8～2013.6)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구축 중인 운용해양

(해양예보)시스템 중 황ㆍ동중국해 모델과 4곳의 연안모델을 기술이전 받아 

원내 및 KISTI 슈퍼컴센터에 이식하여 시험 가동 중에 있음. 또한 학계 수치

모델 전문가 그룹과 함께 ROMS 모델 기반의 자료동화 기법을 적용한 고해상도

의 동해(1/32°)와 북태평양(1/10°) 예측모델을 구축 중에 있음

○ 국립해양조사원은 해양예측시스템 구축ㆍ운영과 더불어 예측정보 서비스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단ㆍ중ㆍ장기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임. 먼저, 1단계

(2012∼2015년)에서는 자체 개발 중인 예측모델과 더불어 운용해양학시스템을 

기술이전 받아 구축․시험 운영할 계획이며, 그에 따른 인력확보와 조직구성,

컴퓨터 주변장비 확보, 예측모델과 관측자료 및 관측망과의 연계를 추진할 계획

임.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원내에 가칭 ‘해양예측센터’를 설립하여 내부 시험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해양수치모델결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임. 마지막으로, 3단계(2018∼2020년)에서는 ‘해양예측

센터’의 선진화와 해양관측망 및 수치모델 자료를 통합ㆍ관리하는 체계를 완성

할 계획임(KHOA, 2011)

[그림 5]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양예보 관련 추진 방향 및 향후 운용 계획



Ⅱ. 국내․외 현황 분석

13

1.4. 국방과학연구소

○ 국방분야, 특히 해군무기체계와 관련하여 해양환경은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

임. 예를 들어 수중탐지체계의 경우, 대양에서 복잡한 연안 환경으로의 전장 

이동과 잠수함의 정숙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거의 함정부착형 소나에서 

예인형, 고정형, 능수동 복합 다중상태 소나로 다양화․첨단화 하고 있으며,

이러한 복합첨단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운용하기 위해서는 운용환경에 따른 탐지

성능예측과 운용전술분석이 필수적임

○ 이러한 해양무기체계의 획득단계별로 소요되는 해양환경은 소요제기 단계에서

요구되는 계절별, 해역별 평균해양에서부터 연구개발 단계의 합성환경, 체계

운용단계에서 요구되는 실시간 정밀해양까지 다양한 시공간해상도의 환경이 

필요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다해상 실시간 해양환경 예측을 필요로 하게 됨

○ 실시간 정밀 해양환경 예측을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실시간 관측이 필수적이

나 현실적으로 해군이 작전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현장 관측 자료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러한 제한적인 환경을 극복하고자 

과거 관측자료 데이터베이스와 제한적인 실시간 관측 자료를 융합하여 제한

적이나마 실시간 해양환경을 예측하기 위한 노력을 해옴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발된 잠수함용 음탐환경분석을 위한 “실시간 Full

SSP(Sound Speed Profile) 추정 알고리즘”은 KODC (Korea Oceanographic

Data Center)자료를 EOF (empirical orthogonal function) 분석함으로써 각 모드

의 고유벡터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잠수함이 잠항 시 수집한 실시간 CTD

(Conductivity, Temperature, Depth) 정보를 이용하여 각 모드의 시간계수를 

구하여 원하는 위치에서의 전수층 음속구조를 추정하는 알고리즘임

○ “고해상 모드 해양예측 모델”은 해군의 정보분석부대에서 광해역의 정밀한 해양

예측을 하기위해 개발된 모델로 데이터베이스의 시공간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

해양수치모델(POM)로 과거 관측자료를 동화하여 얻은 재해석 해양자료를 

EOF분석에 이용하였고, 실시간 입력자료로 인공위성 SST 자료와 해군 각 함정

에서 측정하는 XBT 자료를 활용하여 해군작전에 필요한 신뢰도를 확보하도록 

하였음

○ 또한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2003년 이후로 현업 해양예보 체계의 수립에 필수

적인 해양자료동화체계를 개발해오고 있음(ADD, 2005). 이를 통해 개발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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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체계를 이용하여 동해에서 해양재분석장을 생산하였으며 동해의 순환을 

현실에 가깝게 모의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한 예측성 평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남(Kim et al., 2009)

○ 현재 국방과학연구소는 수치모델기반의 해양환경예측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이 체계는 실시간 자료동화 기반의 광해역 해양환경모델과 

고해상 국지 해양환경모델로 구성됨

- 광해역 해양환경모델은 GFDL (Geophysical Fluid Dynamics Laboratory) MOM4를

기반으로 ECCO (Estimation of the Circulation and Climate of the Ocean),

BLUElink를 개방경계자료로 활용하고 기상청자료를 연동하여 해면경계조건을 산출

할 예정이며, 자료동화기법으로 OI, EnOI, EnKF 등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광해역

(100∼170°E, 5∼63°N)을 1/10° 이상의 해상도로 예측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음

- MOHID 기반의 고해상 국지 해양환경모델은 광해역 해양환경모델의 결과를 개방

경계 조건으로 활용하고 기상청 자료를 해면경계조건으로 하여 해군작전에 필요

한 국지해역에 대해 가변적으로 수평격자 1km 이상의 해상도로 해양환경 예측이 

가능하도록 개발하고 있음

○ 이러한 해양환경예측체계는 해양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해군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해양합성환경시뮬레이터의 핵심 모듈로 개발되고 있으며, 추후 해양무기

체계 성능예측, 해군 운용전술 분석 및 해양전투실험의 핵심 기반 요소로 활용

될 예정임

[그림 6] 국방과학연구소가 수립 중인 수중탐지체계와 해양환경 예보체계의 연계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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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종합 해양연구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해양순환모델링, 해양생태모델링,

기후예측모델링 개발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음. 특히 자료동화기법은 예측 시

스템 개발에 필수적인 요소 기술로서 국내 연구 기관 중에서는 대학 외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있음. 해양예보 관련 국내 유관

기관들과의 연구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서태평양 지역해 예보 시스템

구축과 전지구 기후예측 시스템 개발 등에 관여하고 있음

○ 해양예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해

양수산부의 연구개발사업으로 [해양예보시스템 구축]을 수행한 바 있으며

(KORDI, 1998), 현재도 국토해양부(현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2009.8～

2019.9)으로 [운용해양(해양예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그림 7] 해양예보 관련 국내 유관 기관들 간의 업무 관계 개념도

○ 또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개발사업(2010.7~2013.6)으로 [광해역 4차원 해수

순환 모델링 실용화 연구]를 수행하며 지역 해양순환모델과 자료동화기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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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한 바 있음.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또한, 연구재단의 연구개발사업

(2009. 09 - 2019. 09)으로 [자료동화 접합 기후예측체계 개발 및 기후변화 진단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지구 기후모델을 위한 자료동화시스템과 재분석 

자료 생산 그리고 기후예측 시스템 개발을 수행하고 있음

○ 현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동해 지역해 해양예보 체계와 동중국해 해양

예보 체계를 시범 운용하고 있으며 축적된 기술을 유관 기관에 이전하여 현업 

운용을 지원할 예정임

○ 지역해 해양예보 시스템과는 달리 기후 예보 시스템은 현업 운용보다는 아직

까지는 연구 업무에 가까운 측면이 있음. 계절 예측 및 엘리뇨 예측은 선진국

에서 그 성능이 현업 운용에 이를 정도로 그 정확도를 확보하고 있지만 아직 

현업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도 기후 예측을 위한 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전지구 기후결합 모델에 해양자료동화를 적용하여 기후재분석 자료

를 생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후예측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음. 해양자료동화 

시스템은 앙상블 칼만필터(Ensemble Kalman Filter)와 앙상블 OI(Ensemble

Optimal Interpolation) 그리고 OI(Optimal Interpolation)에 기반하여 개발하

였으며 세 가지 기법들을 옵션으로 선택하여 수행할 수 있으나 현재는 계산 

비용 대비 성능을 고려하여 앙상블 OI를 적용하고 있음(그림 7)

[그림 8]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전지구 해양재분석 시스템의 체계도

관측자료 관리 시스템으로부터 수집 및 품질관리된 자료를 자료동화 시스템(ODA system)에 

입력하여 현재의 해양을 진단하고 이를 수치모델에 입력하여 기후 예측 모델을 구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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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전지구 기후 재분석 자료(DASK)와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SODA재분석 자료 그리고 미국의 연구기관인 GFDL의 재분석 

자료(ECDA)를 관측 자료의 표층 300미터의 열용량과 비교하여 성능을 검증한

결과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기후 재분석 자료가 태평양에서는 가장 성능이 

좋으며 북대서양에서도 다른 자료들과 비교할 만한 것을 알 수 있음. 전지구 

재분석 자료의 성능은 엘리뇨나 태평양 장기변동성(PDO) 등의 기후를 예측할 

때 그 성능을 좌우하는 중요한 자료임

[그림 9] 전지구 해양(기후)재분석 자료의 성능 비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재분석 자료(DASK), SODA(Simple Ocean Data Assimilation), 미국 

GFDL의 재분석 자료(ECDA)로부터 얻어진 표층 300미터의 열용량과 관측된 열용량을 1980년

부터 2008년까지 상관도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2009.8～2019.9)으로 [운용해양

(해양예보)시스템 2단계 연구]를 지속하여 수행하고 있음. 이를 통하여 실시간 

해양예보 시스템과 기후 예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유관 

기관들의 현업 예보 체계를 지원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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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연구재단의 연구개발사업(2009. 09 ~ 2019. 09)으로 수행되는 [자료동화 

접합 기후예측체계 개발 및 기후변화 진단 연구]에서는 향후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후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현재 본 연구 사업의 결과로 얻어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기후재분석 자료는 국제자료센터인 APDRC (Asia-Pacific

Data-Research Center)를 통해 국제적으로 배포하고자 협상을 진행 중임

[그림 10]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기후예측 시스템의 개념도

1.6. 국내 해양재분석자료 및 해양예보체계 현황

1.6.1. 해양재분석 자료

○ 해양재분석 자료는 해양예측 시스템의 기초가 되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해양 

현상을 진단하데 유용한 자료임. 국내에서는 서울대학교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에서 해양재분석 자료를 생산한 바 있으며 주로 동해와 북서태평양 영역을 대

상으로 하였음. 자료동화기법으로는 3차원 변분동화기법과 앙상블 칼만필터 

(Ensemble Kalman Filter) 그리고 앙상블 OI (Ensemble Optimal Interp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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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용하였으며 수치모델로는 GFDL의 MOM3와 MOM4계열의 해양 및 기후

모델을 그리고 ROMS (Regional Ocean Modeling System) 등이 사용되었음 

[표 3] 국내 해양재분석 자료 현황

이름 기관
공간 
영역

기간 특징

DA-ESROM

서울대,

한국해양 

과학기술원

동해
1993

~2008

Model: MOM3.1

Data assimilated: Satellite, SST, SSH, Argo,

XBT, TAO

Assimilation method: 3차원 변분동화기법

서울대
북서 

태평양

1993

~2012(?)

Model: ROMS

Data assimilated: Temperature profiles, SST

Assimilation method: EnsembleKalman Filter

CreDASK
한국해양 

과학기술원
전지구

1947

~2012

Model: GFDL CM2.1

Data assimilated: Temperature/Salinity

profiles, NCDC SST, AVISO SSHA

Assimilation method: Ensemble Optimal

Interpolation

NPReDASK
한국해양 

과학기술원

북서 

태평양

1985

~2012

Model: GFDL MOM4p1

Data assimilated: Temperature/Salinity

profiles, NCDC SST, AVISO SSHA

Assimilation method: Ensemble Optimal

Interpolation

1.6.2. 해양예보체계

○ 국내에서 운용 중인 해양예보체계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구동되는 동해 

해양예보체계인 ES-MOM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위탁으로 구동되는 군산

대학교의 황동중국해 예보모델인 YS-ROMS가 있음. 두 시스템의 공간 해상도는

ES-MOM이 1/10° YS-ROMS가 1/12°로 현재 국제적으로 보고된 지역 해양예보

모델의 해상도와 비슷함. 그러나 두 시스템은 모두 아직 국제적으로 인용되지 

못한 시험 체계이며 그 중에서 YS-ROMS는 현재 국립해양조사원으로 이관되어

운용 중임. YS-ROMS 는 아직 자료동화체계를 적용하고자 연구 개발이 진행 

중이며 ES-MOM은 3차원변분동화기법을 적용하여 재분석을 수행하고 예측 

자료를 생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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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국내 해양예보체계 (Demo Version)

이름 기관
공간 
영역

해상도 특 징

ES-MOM
한국해양 

과학기술원
동해 1/10º

Model: MOM3.1

Data assimilated: Satellite, SST, SSH, Argo, XBT,

TAO

Assimilation method: 3차원 변분동화기법

YS_ROMS
군산대 

(KIOST)

황동 

중국해
1/12º

Model: ROMS

국립해양조사원으로 이관돼 운영중

1.7. 개발도상국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

1.7.1. 여수프로젝트

○ 여수프로젝트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으로 개발도상국의 해양환경

문제에 대처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임. 국제기구 또는 

사업 수혜 대상국 등과의 협의체제 구축을 통해 지역별, 국가별 해양 및 환경 

관련 현안과제를 발굴, 분석하고 사업 필요성의 우선 순위에 따라 대상사업

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연 20억원을 그리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연 30억원

의 예산을 지원해오고 있음. 지원 프로그램 중에 해양 환경 및 예보와 관련된 

사업들을 [표 5]에 제시함

○ [동아시아 지역해의 연안 침식과 해수면 상승 대책 적용], [항만안전 보건 환경법

개발 및 적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운영], [태평양고도회유성 어종관리] 등의 사업

을 수행하며 동남아시아 특히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을 지원하여 연안침식과 항만시설 관리 및 환경보호 그리고 각국의 어족자원

관리 프로그램 수립 등을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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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COBSEA PEMSEA WCPFC

사업명
동아시아 지역해의 연안 침식
과 해수면 상승 대책 적용 

항만안전 보건 환경법 개발 
및 적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운영 

태평양고도회유성 어종관리 

사업목적

- COBSEA에서 수립한 연안
침식 대응 로드맵 확대 
적용을 통한 해당국가의 
해수면 상승 피해 대응력 
강화 

- PEMSEA에서 개발한 항
만관리기준 (PSHEM)을 
적용하여 해당해역 항만 
및 연안의 친환경적 관리
에 기여 

- 항만시설의 안전, 부두노동자
의 안전 및 환경의 보호

- 각국의 어족자원 데이터 
수집, 모니터링 및 관리 
역량 증대

- 태평양 어족자원에 대한 
이해 증대로 지역 어족자원
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기여

- 국제법과 WCPFC 관련 
정책 도구를 적용하기 위해
국내 법, 정책 제도 강화

- 한국정부 및 여수 엑스포 
홍보 효과

수행지역 동아시아 7개국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참여 항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과업기간 2011.12∼2013.12 2012.01∼2013.06 2011.11∼2013.11

과업내용

-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7개국의 연안 관리 
정책 및 법규 분석 연구,

지역전문가 세미나, 정책 
로드맵 수립 

- 연안통합관리 시범 및 비교
해역에 대한 재정, 기술 
지원, 환경 위험 평가 및 
관리대상 오염우심해역 
환경 개선 지원 

- 개도국의 어장 관리, 어업 
선박 관리 체계 구축과 
정보 수집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

- 현지조사와 실무자 면담
을 통한 현황 분석

- 자문회의, 세미나 개최 

수행기관

동아시아 지역해 해역 조정 
기구(UNEP 지역해기구)

COBSEA -Coordinating

Body on the Seas of East

Asia

동아시아 해양 환경관리 
프로그램 (PEMSEA:

Partnerships in Environmental

Management for the Seas

of East Asia)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WCPFC: 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표 5] 여수프로젝트의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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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기상청의 개도국 대상 수치예보모델 지원

○ 기상청은 1991년에 수치예보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고서, 1999년에 

슈퍼컴퓨터를 도입하여 수치예보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옴. 2007년 4월에 지구

관측그룹(GEO) 국제워크숍의 일환으로 ‘GEO 수치예보 역량배양 훈련 워크숍’

을 개최해서 우리나라 수치예보 기술을 아시아․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

아프리카, 남미 등 외국 기상청에 전수함. 그림 11은 한-아프리카 기상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이후 기상청이 아프리카 기상 예보를 지원해온 예를 보여

줌. 총 28개국 309개 도시에 대한 일기도를 제공하고 있음

[그림 11] 기상청의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대상 수치예보모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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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현황 분석

2.1. 전세계 현업 해양예보 시스템과 관련 국제협력 프로그램

○ 전세계적으로 현업 운용 중인 대표적인 해양예보 체계를 그림 12에 나타내었음.

미국, 일본, 유럽과 호주, 중국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해양예보 시스템이 현업

운용 중인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호주와 BLUElink와 중국의 

SOA/NMEFC의 현업 예보 시스템은 비교적 최근에 구축되어 운용되고 있음

○ 호주 BLUElink, 미국의 ECCO, 영국의 FOAM, 미국의 HYCOM, 프랑스의 

Mercator, 일본의 MOVE/MRI.COM 등은 전지구 해양에 대한 예보 체계를 운용

중이며, 대서양과 태평양에 대한 지역해 체계도 다수 운용되고 있음(표 6)

○ 세계의 해양예측 기술 발전에 있어서 가장 큰 기여를 한 국제협력 중의 하나가

Global Ocean Data Assimilation Experiment (GODAE)임. GODAE는 4단계

로 구성되었으며 처음 2년(1998년부터 1999년)은 해양자료동화 모델과 해양예측

시스템에 관한 개념을 정립하고, 다음 3년(2000년~2002년)은 모델과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다음 3년(2003년~2005년)은 개발된 모델과 시스템을 실제 시범

운용을 하며 정확도를 높임. 그리고 마지막 2년(2006년~2007년)은 시스템을 전

체적으로 통합정리(integration)하고 현업 운영기관에 이관하는 과정을 가짐.

10년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각 나라별로 해양예측 체계가 완성된 후에 

2008년에 최종 심포지움을 열어 국제협력 사업을 마무리함

○ 미국, 유럽, 일본은 GODAE 국제협력 사업이 있기 이전에도 각자 자신들의 고유 

해양수치모델을 개발하고 해양예측 시스템을 구성하였음. GODAE 협력 프로

그램을 통하여 각 나라별로 구성된 실시간 해양예측 체계에 대한 정보를 교류

하고, 새로 해양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나라들에는 각 나라의 해양 

예측 체계를 구성하는 기회가 되었음. GODAE에는 호주, 캐나다, 중국, 프랑스,

일본, 미국과 영국이 공식적으로 참여함. 현재는 GODAE OceanView

(https://www.godae-oceanview.org)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제협력이 지속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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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전세계 대표적인 현업 운용 중인 해양예보 체계의 이름과 운용 국가

○ GODAE의 대표적인 성과로는 각국의 현업 해양예보 시스템 구축에 크게 기여

한 것임. 프랑스와 MERCATOR 영국의 FOAM이 GODAE의 협력 관계 속에서

성공적으로 해양예보 시스템이 구축되었음. 뿐만 아니라 비교적 후발 주자에 

속해 있던 호주와 중국이 GODAE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해양예보 시스템

을 비교적 짧은 시간에 구축하고 운용할 수 있었음.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해양

예보 시스템의 필수 관측 자료로 인식되고 있는 ARGO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

하여 국제 사회가 ARGO 뜰개를 전세계 대양에 투하하는데 과학적 지식과 배경

을 지원한 바 있음. 아직 한국은 GODAE의 회원국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전문가 그룹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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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Country OGCM Domain
Hor.

Resol.

Vertical

Sampling

Atmos.

Forcing

HYCOM/

NCODA
USA HYCOM Global 1/12°

32 hybrid

layers

NOGAPS

3-hourly

NLOM/

NCOM
USA

NLOM Global 1/32° 7 layers

NCOM Global 1/8°
40 sigma or z

levels
NOGAPS

FOAM UK NEMO

Global 1/4°

50 z-levels
UKMO

6-hourly
North Atl.

+ Med.

+ Indian

1/12°

Mercator France

NEMO

1.09
Global

1/12°

(Weekly)

50 z-levels

ECMWF

daily

NEMO

3.1
Atl. + Med.

1/12°

(Daily)

ECMWF

3 hourly

NEMO

2.3

Northeast Atl.

+West Med.
1/36°

ECMWF

3 hourly

BLUElink Australia MOM4 Global

1° global

1/10°

around

Australia

47 z-levels
GASP

3-hourly

MFS Italy NEMO Mediterranean 1/16° 71 z-levels
ECMWF

6-hourly

TOPAZ Norway HYCOM
Atlantic

and Arctic
11-16 km

22 hybrid

layers

ECMWF

6-hourly

NMEFC China

HYCOM North Pacific 42-72 km
22 hybrid

layers

GFS NCEP

12-hourly

POM
Northwest

Pacific
3-15km 35 layers

WRF

6-hourly

MOVE/

MRI.COM
Japan MRI.COM

Global 1°

54 sigma-z

hybrid

levels

JMA

6-hourly

North Pacific 1/2°

Western

North Pacific
1/10°

[표 6] 전세계 현업 해양예보 시스템들의 영역 및 해상도, 수치모델 이름과 해면경계 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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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해양예보 시스템을 현업 시스템으로 운용하는 국가들이 증가하면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규약(Protocol)이 필요하게 되었음. 기상 예보를 위한 기상 관측

과 관측 및 예측 자료의 공유가 WMO(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의 규약 하에 이루어지듯이 해양예보 또한 그러한 규약을 통해 앞으로는 수행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이를 위한 IOC와 WMO의 공동 주관하는 JCOMM

산하에 ETOOFS (Expert Team on Operational Ocean Forecast Systems)의 활

동이 시작되었으며 각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규약을 만들어가고 있음. 이 

활동에 한국에서는 기상청에서 참여하고 있으나 해양관련 기관에서는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함. JCOMM이 IOC가 공동 주관하는 전문가 모임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해양관련 기관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음 

[그림 13] ETOOFS (Expert Team on Operational Ocean Forecast Systems) 

웹페이지 중 회원 구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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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미국의 해양예측

○ Office of Naval Research (ONR)의 전략적 목표는 미해군과 해병대가 전 세계

에서 군사 작전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과학기술과 해양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 ONR의 비전은 (1) 전세계 해양과 해안에 접근할 수 있는 안정성 확보 

(2) 군 작전을 위해서 해양과 해안의 환경 요인들을 관측하고 예측 (3) 현재와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 대해 적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작전 수행능력을 

증진하는 것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ONR의 협력연구소 Naval

Research Laboratory (NRL)은 고해상도 전지구 해양순환모델을 개발하여 운용

하고 있음

○ 국민에게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미국 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의 목표는 (1) 기후, 날씨, 해양 그리고 

연안의 변화를 이해하고 예측하며 (2) 지식과 정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3) 연안과 해양에 있는 생태계와 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임. NOAA의 

비전은 변화에 직면하여 변화를 견디어내고 이겨낼(resilient)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 공동체와 경제를 만드는 것임. NOAA는 국가기상국(NWS)을 통해 전

지구 해양순환모델을 운용하고, 국가해양국(NOS)을 통해 미국연안 정밀해양

순환모델을 운용하여 국민들이 현재 해양과 연안에 대한 정보를 얻어 사용하고,

해양과 연안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2.1. NRL, ONR의 NLOM, MODAS, NCOM 개발과 운용

○ 미국의 대학과 연구소에서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MOM, ECOM,

POM, MICOM, ROMS, FVCOM 등의 모델이 개발되었고 이 수치 모델들은 

주로 연구목적으로 사용되었음

○ 미해군(NRL)은 등밀도 연직 좌표계(isopycnal vertical coordinate)를 이용하는 

MICOM을 기반으로 Navy Layered Ocean Model (NLOM)을 개발하였음.

NLOM은 수평 격자 크기(1/32°)가 작은 고해상도 해양순환모델로, 인공위성

으로 관측한 해수면 높이와 표층수온 자료를 동화(assimilation)함으로써 에디

의 위치와 해류의 사행을 잘 표현할 수 있음(Wallcraft and Moore,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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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전세계 해양의 수온, 염분, 표층 수온, 해수면 높이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표층 해양정보나 XBT (Expendable Bathythermograph), 수온관측 자료를 이용

하여 3차원적 해양의 물성구조를 재현할 수 있는 Modular Ocean Data

Assimilation System (MODAS)를 개발함(Fox et al., 2002; Chu et al., 2004).

MODAS를 이용하면 인공위성으로 관측한 표층수온과 해수면 높이 자료를 이용

하여 수온과 염분의 수직수조를 추정할 수 있음

○ 미해군은 POM을 기반으로 표층 근처의 연직좌표를 개선하여 Navy Coastal

Ocean Model (NCOM)을 개발함(Rhodes et al., 2002; Barron et al., 2004).

NCOM은 MODAS와 NLOM의 정보를 이용하여 인공위성으로부터 얻은 표층

수온과 해수면 높이자료를 가상적인 수온과 염분 수직구조자료로 정보를 전환

하여 자료 동화(data assimilation)를 수행함. NCOM은 수평 격자크기가 1/8°

인 전지구 해양순환 예측체계와 더 상세한 지역해양순환 예측체계를 만들어 

운영하는 데 사용되고 있음

2.2.2. NOPP의 지원을 받아 GODAE에 참여하여 개발한 HYCOM

○ Hybrid Coordinate Ocean Model(HYCOM)은 대학들, 해군관련 기관들, NOAA

산하 기구들, 기업들이 공동으로 개발하였고, National Ocean Partnership Program

(NOPP)을 통해서 연구개발비를 지원 받았음. HYCOM은 세 가지 종류의 연직

좌표계(등밀도, 등수심 그리고 해저지형 모양을 따르는 시그마 좌표)를 혼합하여

각 장소의 해양학적 특성에 알맞게 사용함(Bleck, 2002; Chassignet et al.,

2003). HYCOM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진행된 국제프로그램인 GODAE에 

미국의 해양순환 예측체계로 참여함. HYCOM은 수평격자 크기가 1/12°인 전

지구 모델과 그 보다 세밀한 지역해양순환 예측체계에 사용되고 있음

○ NOAA는 전지구 해양예측 체계와 미국연안 정밀 해양예측 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먼저 전지구 해양예측 체계는 국가기상국(NWS) 해양예측센터(Ocean

Prediction Center)에서 운영하며, NCEP이 생산하는 대기예측장(GFS product)

을 HYCOM에 대기 입력장으로 사용하여 전지구 해양순환을 예측하고 있음.

또한 NCOM으로 예측한 전지구 해양예측 자료도 사용함. 연안 정밀 해양예측

은 국가해양국(NOS)에서 수행하며, 미국 동부의 주요 만들(bays)과 오대호에 

대하여 조석, 조류 및 해류 예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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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해군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실시간 전지구 해양예측 체계를 가지고 있음.

첫 번째는 NLOM, MODAS, NCOM를 하나로 묶어서 만든 것이고, 다른 하나는

HYCOM를 이용한 전지구와 지역해(regional ocean) 상세 해양예측 체계임.

이 연구에서는 해양순환 예측체계 이름이 아니라 해양수치모델 이름을 중심으로

미국의 해양예측체계를 정리하였으나, 해양예측시스템의 고유이름이 정착되어

널리 사용된 후에는 각 예측시스템 이름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

2.3. 유럽 및 호주

○ 프랑스는 MERCATOR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양 모니터링과 예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유관 기관들이 역량을 집중해 왔음. MERCATOR의 목적

은 (1) 프랑스 국내 및 국제적인 협력기관으로부터 제공되는 각종 선박, 자동화

관측기기 및 위성 관측 자료를 동화하여 고해상도로 전지구 해양의 순환을 모의

하고 과거 예측에서부터 준실시간 그리고 실시간 예측 자료를 생산하고 제공

하며 (2) 현업 체계로 운영하며 지속적이고 검증된 전지구 그리고 지역 해양 

모니터링 및 예보 정보를 제공하고 (3) 새로운 해양서비스를 통해 각 기관의 

현업 적용, 연구 목적, 개인영역 및 상업적 적용 그리고 환경 정책에 이르는 

최종 사용자에게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Bahurel et al., 2006)

○ 영국 기상청(Met Office)은 해양연구소인 POL(Proudman Oceanography

Laboratory; 현 National Oceanography Centre)과 공동으로 해양예보 체계를 

구축하여 FOAM (Forecasting Ocean Assimilation Model) 이라는 이름으로 

현업 해양예보를 수행하고 있음. 전지구 고해상도 해양예보 체계를 수행함으로

지역 모델의 개방 경계 조건으로 입력하여 대서양 및 영국 주변 해역에 대한 

국지 예보 체계를 운용하고 있음. 이러한 해양예보는 해난 사고시 탐색 및 구조,

유류 오염 사고시 오염 물질 확산 예측, 심해 석유 및 가스 탐사 산업에 활용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 및 CO2 플러스의 모니

터링 그리고 수산자원의 관리에 활용하고 단기 해양-대기 결합 예측 체계에 

활용하고자 함(Bell et al., 2006)

○ 앞서 소개한 해양예보 시스템들은 전지구를 대상으로 해양예보체계를 운용하

는데 반해, MFS (Mediterranean ocean Forecasting System)와 TOP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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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s an Operational Prediction system for the North Atlantic European

coastal Zones)는 각각 지중해와 북대서양 유럽 연안역을 대상으로 해양 예보

체계를 운용하고 있음. MFS 시스템은 이탈리아에서 운용하며 해수순환의 예보

에도 그 목적이 있지만 특히 일차생산량을 중심으로 한 해양생태계 예측이 주요

목적임. 특히 지중해에 대한 서비스에 국한되지 않고 이를 기반으로 연안역에 

대한 상세 예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을 담당하고 있음. TOPAZ는 노르

웨이에서 운용하며 해양예보뿐만 아니라 해빙예보를 수행하며 주로 연안역의 

해양 및 생태계 예보를 목적으로 함

○ 유럽공동체는 정밀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해양 모니터링과 예측 시스템

을 제공하고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MyOcean 프로젝트를 수행

하고 있으며 유럽 각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전지구 및 유럽 주변 지역해 예보 

자료에 대해 2011년부터 통합 서비스를 시작함. MyOcean은 모든 해양관련 분야

특히 해상 안전, 해양 자원, 해상 및 연안 환경, 그리고 기후 및 계절 그리고 

날씨 예보를 위한 서비스를 목적으로 함

○ 호주는 대표적인 연구기관인 CSIRO(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와 기상청(Bureau of Meteorology) 그리고 해군이 공동

으로 호주 주변 해역을 상세화한 전지구 해양예보모델과 자료동화체계를 구축

하여 BLUElink 라는 이름으로 호주 기상청에서 해양예보를 수행하고 있음. 호주

기상청은 기존에 서비스하던 해양 기상 정보에 더하여 해류 및 수온 등의 해양

학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이렇게 제공된 정보

들이 해양생태계 보존 및 선박 운항 안전, 해군 작전 그리고 기상예측 모델의 

성능 향상 및 기후예측 시스템 등에 활용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MERCATOR 프로젝트는 1995년에 프랑스의 6개의 주요 기관에 의해서 시작됨.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관들인 CNRS(National Centre of the Scientific Research),

IFREMER(French Research Institute for Sea operations), IRD(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Meteo-France(French National Weather Service), SHOM

(Oceanographic Department of the French Navy), CNES(French Spatial

Agency) 등은 해양 및 수산 분야 연구 기관, 기상청, 해군 등 해양 예보 서비스

와 관련된 모든 기관을 망라하고 있음. 또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고

해상도 전지구 해양 모니터링 및 예보를 수행할 현업 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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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인 MERCATOR OCEAN을 설립하여 최종적으로 현업 기관에 이전하기 

전까지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음. MERCATOR OCEAN은 약 50명의 인력으로

한 팀을 이뤄 연구․개발, 검증, 운용 및 서비스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1년 

이후로 1주일 단위로 전지구 및 지역 해양 예보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

○ FOAM은 1988년에 개발을 시작하여 1994년 말에 1° 수평 격자에 수직 20개층

을 갖는 전지구 모델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으며, 1996년 11월부터 현업 예보

체계에 포함되었음. 또한 북대서양과 북극해를 포함하는 1/3° 수평격자 해상도

의 지역모델이 2001년 1월에 현업체계로 포함되었음. 20세기 후반 냉전체계가 

붕괴되면서 해군에 의해 고해상도 연안 모델에 대한 수요가 제기되면서 이를 

개발하기 위해 해양연구소인 POL과의 협력을 시작했음. POMLCOMS(POL

Coastal Ocean Model System)를 기반으로 수립된 고해상도 연안 모델이 2000년

6월부터 현업체계에 포함되었음

○ MFS는 MOON(Mediterranean Operational Oceanography Network)의 일부

로서 IGOO(Italian Group of Operational Oceanography)에서 개발하여 운용

하고 있는 해양예보체계임. 2000년에 1주일 예보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2005년

에 10일 예보 체계로 업그레이드되었음. 생지화학 요소에 대한 예측은 OGS

(National Institute of Oceanography and Experimental Geophysics in

Trieste)에서 1주일 단위로 오프라인 결합 방식으로 수행됨. TOPAZ 는 노르웨이

의 NERSC(Nansen Environmental and Remote Sensing Center)에서 개발되어

2003년부터 현업 예측을 시작하였으며 2008년 3월부터 노르웨이 기상청에서 

이관되어 운용되고 있음

○ 유럽 연합은 2009년부터 앞서 기술한 유럽의 해양예보 자료를 한데 묶어 종합

적으로 서비스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09년부터 MyOcean 프로젝트를 

시작했음. 해양예보체계는 각 국가에서 개발하지만 거기에서 생산되는 해양예보

및 관련 자료를 한 시스템 안에서 통합 관리 서비스하며 유럽 전체의 현업 해양 

모니터링 및 예보 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음. 20012년부터 MyOcean2 프로젝트

가 시작되었으며 2014년까지 1단계에서 이미 구축된 서비스 및 시스템을 발전

시키고 관련 연구를 통해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함. 현재 MyOcean은 생산된 

해양 예보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만 아직 현업 예보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음.

2014년 2단계 프로젝트가 끝나는 2014년까지 기상분야의 ECMWF(Europ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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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e for Medium-Range Weather Forecasts) 같은 해양 분야의 완전한 형태

의 유럽 현업 해양예보체계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림 14] MyOcean 의 현업 해양예보 시스템 운용 웹페이지

○ 2003년에 호주 정부는 BoM(Bureau of Meteorology), 해군(Royal Australian

Navy) 그리고 CSIRO를 통해 현업 단기예보를 목적으로 해양예보체계 개발 

프로젝트인 BLUElink를 시작하였음. 2006년부터 아시아 및 호주 주변 해역에 

대한 현업 예보를 수행하는 것을 목포로 하여 1단계 개발이 성공적으로 수행

되었으며 BoM에 현업 해양 예보 체계를 갖추었음. 또한 이 프로젝트를 통해 

미화 1,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단기간에 관측과 모델링에 필요한 기술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으며 BoM에 현업 운용 관련된 기반 기술 및 인프라

를 갖추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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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호주의 BLUElink는 호주기상청과 호주연방연구소 그리고

 해군의 협력 관계 속에서 탄생한 현업 해양예보 시스템임

○ MERCATOR는 1/12°의 고해상도 전지구 예보모델을 1/12° 대서양 지역예보

모델과 1/36°의 지중해 지역예보모델을 구동하고 있으며, 수치모델로는 해양

모델로 ORCA Tripolar 격자를 사용하는 다양한 버전의 NEMO를 그리고 해빙

모델로는 LIM 모델을 사용하고 있음. 매주 과거 2주부터 미래 2주까지의 해면

고도, 해류, 수온과 염분의 예측 자료를 웹페이지(http://www.mercator-ocean.fr)

를 통해 공개하고 있음. 자료동화기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Kalman Filter 기법

에 기반하여 개발된 SEEK 필터 (Brasseur et al., 2005)를 이용하여 해면수온,

해면고도, 수온과 염분 프로파일 자료를 동화하여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초기

장으로 하여 예측 모델을 구동하고 있음. 자료동화 기법은 1/12° 전지구 해양

예보모델에 적용하고 있으며 지역모델은 전지구 해양예보로부터 개방경계 조건

을 입력하여 예보 자료를 생산하고 있음. 해면경계조건으로는 ECMWF로부터 

제공되는 일별 기상예보자료로부터 바람속과 Bulk Formula를 이용하여 계산된

해면열속을 사용하며 담속으로는 남위 30°에서 북위 30° 해역에서는 GPCP의 

월평균 강수량에 완화하는 조건을 사용함. 또한 강물 유입량으로 Dai and

Trenberth (2002) 월별 기후 평균값을 사용함. MERCATOR는 MyOcean의 주

요한 파트너로서 주로 1/12° 고해상도 전지구 예보모델을 중심으로 자료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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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예보성능 향상에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고해상도 지역해양예보체계

와 전지구 생지화학 예보체계로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 또한 현업 서비스

로서 기후변화 진단 등의 과학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해상 안전 및 오염 방재 

시스템 그리고 연안 환경 모니터링 및 관리 등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음 

○ 영국에서는 최근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국 기상청 (Met Office), Reading

대학의 Environmental Systems Science Centre, Plymouth Marine Laboratory,

Cefas, 그리고 National Oceanography Centre (과거 POL)의 컨소시움으로서 

National Centre for Ocean Forecasting (NCOF)가 수립하였음. FOAM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의 업무 또한 NCOF에서 담당하게 되었음. 현재 해양예보모델로

는 Tripolar 격자인 ORCA의 1/4° 해상도의 전지구모델과 1/12° 해상도의 북

대서양, 지중해, 인도양 각각의 지역모델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양수치모델로

는 NEMO, 해빙모델로는 LIM (Louvain-le-Neuve)를 사용하고 있음. 자료동화

기법으로는 4차원 변분동화기법을 기반으로 한 Analysis Correction 기법

(Martin et al., 2007)을 사용하고 있으며 위성관측 SST, SSH, 그리고 Argo 및 

CTD로 관측된 수온․염분 프로파일을 전지구 모델에 동화하고 있음. 얻어진 

분석장으로부터 1주일을 전지구 영역에 대해서 예보를 수행하고 있음. NCOF

에서는 탄소순환모델과 생지화학모델을 대양과 영국 근해역에 대해 구동하고 

있으며 대양에 대한 대양에 대한 생태예보모델의 경우 사전단계로서 현업 운용

이 되고 있음. 향후 탄소순환모델이 추가된 NPZD (Nutrient, Phytoplankton,

Zooplankton, Detritus) 생태모델인 Hadley Centre Ocean Carbon Cycle

(HadOCC) 모델을 FOAM 체계와 연동함으로 현업 운용 체계의 완성을 계획

하고 있음. FOAM은 현업예보 서비스로서 해군, 수산업 등에 이미 활용되고 

있으며 연안 환경 관리 및 보호 등을 위한 해양 정보의 일환으로 그 요구가 증가

하고 있음 

○ 이탈리아의 MFS는 지중해에 대해 1/16° 해상도로 10일 예보를 수행하고 있음.

수치모델로는 NEMO를 사용하고 있으며 MERCATOR로부터 가져온 개방경계

조건을 Gibraltar 해협에서 입력하며 해면경계조건으로 ECMWF 6 시간 기상

예보 자료를 사용하고 있음. 자료동화로는 3차원변분동화기법을 적용하여 XBT

로부터 수온 프로파일, ARGO로부터 수온․염분 프로파일을 그리고 위성관측 

SST, SSH를 동화하고 있음. 현업 서비스로는 해상 수색․탐색을 위한 추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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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과 유류오염 예측 시스템을 구동하고 있음. Norway의 TOPAZ는 북대서양

과 북국해에서 각각 11-km 와 16-km 해상도로 해양예보를 수행하고 있음. 수치

모델로는 HYCOM 모델을 사용하고 있으며 자료동화는 Ensemble Kalman

Filter를 적용하여 Argo 프로파일, 위성관측 해수면고도(SSH)를 동화하고 있음.

해면경계조건으로 ECMWF 기상자료를 입력한다. 해양순환 뿐만 아니라 해빙을

예보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특히 유빙 예측과 생태 예측 서비스 등을 수행하

고 있음

○ 호주의 BLUElink는 1° 격자의 전지구 해상도에 호주 주변해역에서만 1/10°의 

해상도로 해양예보체계를 운용하고 있음. 수치모델로는 MOM4를 사용하고 

있으며 해면경계조건으로 호주 기상청에서 생산하는 3시간 간격의 GASP 기상

예보장을 입력함. 자료동화기법으로 Ensemble Optimal Interpolation에 기반한

BODAS(BLUElink> Ocean Data Assimilation System)를 구축하여 Argo,

CTD, XBT로부터 수온․염분 프로파일과 SST, SSH, 그리고 조위 관측 자료를 

동화함. 분석장을 초기장으로 하여 1주일 예측을 매주 2회 수행하고 있음.

BLUElink에서 생산되는 해양예보장은 해군 작전을 위한 지역해양예보의 개방

경계, 해상 탐색․구조, 항만 관리, 해양 석유 및 가스전 운용 등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해상 공원, 수산업 관리와 해양생태관광, 요트 경주, 해변 수영 대회 

등의 레크레이션 활동의 안전 관리를 지원함. 또한 열대성 사이클론 예보를 

위한 고해상도 지역 태풍/해양 결합예보체계와 연안역 해양예보체계를 지원

하고 있음. 현재 BLUElink에서는 차세대 해양예보체계로서 1/10°의 고해상도 

전지구 해양예보를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해양/대기/파랑 결합 모델을 기반

으로 예측능력의 향상 및 활용도 제고를 목표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2.4. 중국

○ 중국의 공식적인 해양순환예측 기관은 National Marine Environmental

Forecasting Center (NMEFC, 국가해양환경예보중심)이며 NMEFC는 중국해

양청(State Oceanic Administration)에 소속되어 있음. NMEFC의 목표는 해양

환경을 예측하고 관리하며 해양재난을 예측하고 경고하는 것임. 또한 NMEFC

는 해양에서 경제활동과 국가 방위에 과학적 기술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해양

재난을 예방하고 저감하는 일에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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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MEFC는 지난 10년 동안 정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여러 운영 해양환경 예측시스템을 개발하였음. NMEFC는 1965년에 시작

되어 현재 약 360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이 중 박사가 약 32명, 석사학위 소지

자가 약 77명임. 조직은 9개의 실과 1개부로 이루어져있음. 전지구 해양순환 

예측체계는 구축 중이며, 전지구 조석 예측체계부터 개발하고 있음 

○ 2013년 현재 북태평양, 북서태평양 그리고 발해만(Bohai Sea)에 대해 실시간으로

결과를 웹페이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음. 북태평양은 3차원 변분동화 기법

(3-dimensional variational; 3DVAR)기법을 사용하여 자료동화하고 있으며, 북서

태평양은 Optimal Interpolation (OI)기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동화하고 있음.

NMEFC는 주로 전구모델에서 지역모델로 nesting하는 방법으로 해양순환, 파랑,

해일 및 재해 사전 경고에 대한 해양예측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음. 1) 전지구 

해양순환 모델에서 지역 및 연안 규모 해양순환 모델로 downscaling하는 운용

해양시스템을 개발하였고 해양자료동화 기법을 사용함. 2) 두 가지 종류의 파랑

모델(WaveWatchIII 및 SWAN)을 이용하여 파랑예측시스템을 구축하였음. 전

지구 파랑예측에서 지역해 예측까지 수행함. 3) 태풍으로 인한 해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해상도 푹풍해일 예측모델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넓은 지역 순환 및 

해일예측부터 시작하여 연안 해일모델까지 nesting하는 방법을 사용함. 4) 발해

(Bohai Sea)에 대하여 적조와 해양 생태계 예측 시스템을 구성하였음. 5) 발해와

북부 황해에 대한 얼음-바다 결합모델(coupled ice-ocean model)을 운영 중임.

6) 남중국해 지진해일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7) 중국 주변의 연안 바다에 

초점을 맞추어 해양-대기-파랑이 결합된 모델을 개발하고 단기예측 시스템을 

구성할 계획임

○ NMEFC는 HYCOM를 기반으로 구축한 북태평양 순환모델에 앙상블 칼만 필터

기법과 앙상블 OI(optimal interpolation)기법을 이용하여 해양자료를 동화하는

연구를 수행 중임(Wan et al., 2010, 2009).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북태평양 해양

순환 모델영역은 28°S~52°N, 95°E~70°W임. 수평격자의 크기는 약 42~72km이며

적도부근에서 격자 크기가 크고 북태평양에서 상대적으로 작음. 수직적으로는 

22개의 층으로 나누어져있음. 연직혼합 모수화는 KPP(K-profile parameterization)

를 이용함. Wan et al. (2010, 2009)의 연구에서는 인공위성 고도계들로 관측한 

해수면 높이 편차(sea surface height anomaly)를 1/3° 간격으로 합성(merging)

하여 수치모델에 동화하였음. 평균해수면 높이는 수치모델을 오랫동안 수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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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은 평균 해수면 높이를 사용하였음. 그리고 해수면 높이 자료는 일주일 간격

으로 동화한 후에 인공위성으로 관측된 표층수온 그리고 ARGO float로 관측한

수온 및 염분 수직구조와 비교하였음  

[그림 16] 중국의 해양예보 결과. 2012년 10월 17일의 북태평양 표층 해류

(http://www.nmefc.gov.cn)

2.5. 일본

○ 일본의 대표적인 해양관련 연구기관이라 할 수 있는 일본 해양연구개발기구

(이하, JAMSTEC)와 수산종합연구센터(이하, FRA)는 5년간의 중기목표와 세부

계획을 각각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 JAMSTEC은 중기목표(2009~2014) 중 “해양과학기술에 관한 기반적 연구개발”

의 하나로서 지구환경변동연구를 명시하고, 그 세부사항이 되는 해양관측 및 

수치모델과 자료동화를 기반으로 한 해양환경변동연구 뿐만 아니라, 열대기후

변동연구, 북반구한랭권연구, 물질순환연구, 종합적인 지구온난화 예측과 온난화

영향평가에 관한 모델연구, 단기기후변동응용예측연구 등 모든 항목에서 예측

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FRA는 중기목표(2011~2016년)의 하나로서 연구개발 중요추진항목에 해당되는

“기반이 되는 모니터링 및 기초적․선도적 연구개발”을 선정하여, 그 세부계획

으로 주요수산자원과 해양환경 등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과 온난화에 대한 

영향평가 및 예측을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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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해양연구개발기구 지구환경프론티어 연구센터(이하, JAMSTEC/FRCGC)

는 2001년 12월 20일 “일본근해의 해양변동예측시스템(바다의 날씨예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http://www.jamstec.go.jp/frcgc/jp/press/kinkai/)를 통해 

고해상도 해양대순환모델을 이용해서 일본근해 쿠로시오 경로 변동과 중규모

와동을 주된 대상으로 해양변동예측실험을 개시함을 밝히고, 단기해양예측시스템

인 JCOPE을 운용하기 시작하였음. 이 후 2006년 11월에 업그레이드된 버전인 

JCOPE2로 대체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오고 있음

○ 일본 규슈대학 응용역학연구소(이하, RIAM)는 1990년대부터 자체 해양모델인 

RIAMOM을 개발하여 일본 주변 해역의 해양순환 연구에 이용해왔음. 2000년대

부터는 자료동화 기법 연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해양예측시스템 구축의 

기반을 다졌고, 2004년 9월에 동해 단기해양예측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기 

시작하였음. 더불어 2010년 9월부터는 북서태평양을 대상영역으로 한 DREAMS

시스템을 추가로 개발하여 운용 중임

○ FRA는 2004년부터 JAMSTEC/FRCGC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JCOPE에 기반한 

새로운 해황예측시스템인 FRA-JCOPE을 개발하기 시작하였음. 수치어황·해황 

예보 실현을 목표로 한 FRA-JCOPE의 특징은 아주 조밀한 정선관측망을 구축

하고 있는 일본의 수산시험연구기관(이하, 수산기관)의 현장관측치를 준실시

간으로 유통시켜 자료동화에 이용하고, 시스템의 예측정보를 공개함과 동시에 

상세한 예측자료를 각 수산기관에게 제공하는 윈-윈 전략을 쓴다는 점임.

FRA-JCOPE 시스템은 2007년 4월부터 약 5년간 운용되었고, 2012년 5월부터

는 ROMS 모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시스템인 FRA-ROMS 시스템으로 교체

되었음. 또한 동해에 대한 해양예측을 위해 RIAM의 동해 해양예측시스템에 

수산기관의 관측자료를 자료동화에 추가하여 성능을 향상시킨 동해자료동화

실험(이하, JADE) 시스템을 2008년 5월부터 운용하고 있음

○ 일본 기상청 기상연구소(이하, JMA/MRI)는 북서태평양 단기해양예측모델인 

COMPASS-K를 개발하여 2001년 1월부터 운용하였고, 2008년 3월부터 차기 

시스템으로 MOVE/MRI.COM을 개발하여 현업 운용 중임

○ JAMSTEC의 JCOPE2 시스템은 POMgcs 모델을 이용하여 1/4° 북태평양 모델에

1/12° 북서태평양 모델을 기반으로 3차원 변분법(3DVAR)을 자료동화 기법으로

도입한 해양예측시스템임. 7일에 한번 금요일에 초기상태를 갱신하고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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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까지 일별 수온, 염분, 유속장, 해면고도에 대한 예측 자료를 생산하여 제공

하고 있음(www.jamstec.go.jp/frcgc/jcope/htdocs/home.html). 추가적으로, 일본

수산기관의 현장관측치를 자료동화에 입력하여 1993년부터 현재까지 일별 재현

자료로 만든 FRA-JCOPE2 재해석자료를 2010년 3월부터 제공하고 있음  

○ RIAM은 RIAMOM을 기본 수치모델로 하여 Reduced-order Kalman Filter를 

자료동화 기법으로 도입한 해양예측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음. 현재 동해 해양

예측시스템과 광역 시스템인 DREAMS를 각각 구축하여 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있음(http://dreams-i.riamkyushu-u.ac.jp/vwp). 동해 해양예측시스템은 1/12°

수평해상도를 갖고, 12시간 간격으로 시스템을 업데이트하여 7일간 1시간 간격

예측치를 생산하고 있음. DREAMS 시스템은 영역별로 수평해상도 1/4°×1/5°

의 북서태평양 모델과 1/12°×1/15° 해상도의 일본 주변해역 모델이 있고, 각각

7일간 1일 간격 예측치와 5일간 1일 간격 예측치를 생산함 

○ FRA가 최근 개발한 FRA-ROMS는 FRA의 운영비교부금 프로젝트연구

(2008~2010)로 개발된 단기해양예측시스템으로 기존의 FRA-JCOPE을 대체하여 

현재 운용 중임. FRA-ROMS는 ROMS모델을 이용하여 1/2° 북태평양 모델에 

네스팅된 1/10° 북서태평양 모델에 3차원 변분법(3DVAR)으로 자료동화시킨 

해양예측시스템임. 7일에 한번씩 2달간의 일별 수온, 염분, 유속장, 해면고도에 

대한 예측 자료를 생산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고, 더불어 2003년

부터 현재까지의 일별 재현결과도 제공함(http://fm.dc.affrc.go.jp/fra-roms/

index.html). 그리고 JADE 시스템은 1/12° 해상도의 2달간 일별 수온 및 유속장

예측 자료를 생산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음(http://jade.dc.affrc.

go.jp/jade)

○ MOVE/MRI.COM의 기본 모델은 JMA/MRI에서 개발한 MRI.COM으로 3-D,

z-σ 하이브리드 격자모델임. 영역별로 구분하여 전구시스템(MOVE/MRI.COM-G),

북태평양시스템(MOVE/MRI.COM-NP), 북서태평양(MOVE/MRI.COM-WNP)

3개의 버전을 가짐. MOVE/MRI.COM의 자료동화는 3DVAR-IAU 기법을 사용

하고 있음. 예측 범위는 60일이고, 5일 간격으로 업데이트됨. 시스템의 결과물은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data.kishou.go.jp/kaiyou/shindan/index.html)

를 통해 “해양의 건강진단표”라는 이름으로 제공됨. 예측자료로는 일본근해의 

경우 1달 예측 해류장, 북서태평양은 해면수온, 수심 100m 수온, 해류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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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예측장 그림(현재, 10일후, 20일후, 1달후) 및 구역별 해면수온 시계열예상도

와 함께 해면수온과 해류에 대한 1달 예보문을 제공함. 예보는 매월 10일, 20일,

말일에 각각 발표됨. 또한, 매일 16시와 다음날 9시에 대한 연안파랑예상도(일본

근해, 연안), 외양파랑예상도(북서태평양)를 제공함 

2.6. 전지구 해양(기후) 재분석 자료의 현황 및 활용

○ 전지구 해양(기후) 재분석 자료는 기후 예측 시스템을 구동하기 위한 초기장

으로 필수적인 자료임. 전세계적으로 약 21개의 자료가 생산되어 공유되고 있음.

자료의 개수는 21개이지만 자료를 생산한 국가들은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이탈리아, 호주 등 6개국에 지나지 않음. 이는 전지구 해양(기후) 재분석 자료

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전산 자원과 인적 자원의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임.

전지구 해양(기후) 모델을 수립하고 자료동화 기법을 적용하여 슈퍼컴을 이용

하여 자료를 생산해야 함. 이러한 이유로 전세계적으로 6개국에서만 자료를 

생산해오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아직까지 해양(기후) 재분석 자료를 생산하지 

못했었음. 최근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전지구 기후재분석 자료를 생산하

여 공개할 예정임(2장 1절 참조)

전지구재분석자료 기관(국가) 전지구재분석자료 기관(국가)

ARMOR 3D CLS (프랑스) K7-ODA JAMSTEC/DRC(일본)

CFSR NOAA/NCEP(미국) LEGOS LEGOS (프랑스)

CMCC CMCC (이탈리아) PEODAS BOM(호주)

ECCO JPL/NASA(미국) ORAS4 ECMWF(유럽연합)

EN3 UK-Met(영국) MOVE-C MRI/JMA(일본)

GECCO2 Uni. Hamburg(독일) MOVE-G2 MRI/JMA(일본)

ECDA GFDL(미국) MOVE-CORE MRI/JMA(일본)

GLOSEA5 UK-Met(영국) PSYSV3 Mercator(프랑스)

GMAO GSFC/NASA(미국) SODA GSFC/NSA(미국)

GODAS NOAA/NCEP(미국) UR025.4 Uni. Reading (영국)

G2V1 Mercator (프랑스)

[표 7] 전지구 해양(기후) 재분석 자료 현황

○ 그림 17은 전지구 기후재분석 자료를 초기장으로 예측한 엘리뇨 예측 결과를 

검증한 것임. 구버전을 적용했을 때보다 신버전을 적용했을 때 엘리뇨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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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이 크게 개선된 것을 보여줌. 예를 들어 4월부터 예측을 시작하여 11개월 

후의 엘리뇨 변동성을 예측한 경우 구 버전은 10개월 예측결과와 관측 사이의 

상관도가 약 0.5에 이르지만 신 버전의 경우 0.9 이상의 상관도를 나타냄

○ 선진국을 중심으로 각국의 기상청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엘리뇨 예측을 

수행하고 있으며 엘리뇨 예측을 넘어 10년 규모의 주기를 갖는 태평양 장기 변동

(Pacific Decadal Oscillation) 등을 예측을 수행하고자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있음

[그림 17] GFDL의 자료동화 시스템으로부터 예측된 엘리뇨 예측 성능

(a) 구버전의 자료동화체계(3차원변분동화기법 기반)와 (b) 새로운 결합 자료동화 시스템(앙상블 

칼만필터 기반) 적용 엘리뇨 예측 결과

2.7. 개발도상국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

2.7.1. PRECIS(Regional Climate Modeling System)

[그림 18] PRECIS를 이용한 남아프리카의 2080년 강수 기후 예측 결과

왼쪽은 전지구 모델을 이용해 예측한 결과이며 오른쪽은 지역기후모델에서 예측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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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2013

SEACAM workshop with

CCRS, Phnom Penh,

Cambodia

Aug.2008
University of Reading,

Reading, UK

May 2013
University of Reading,

Reading, UK
Oct. 2007

Southeast Asia START

Regional Centre , Bangkok,

Thailand

Feb. 2013
Kasetsart University, Bangkok,

Thailand
Sep.2007

ICPAC , Kenyan

Meteorological Department ,

Nairobi, Kenya

Nov. 2012
MMD, Kuala Lumpur,

Malaysia

Jul.

2007

University of Reading,

Reading, UK

Apr. 2012
University of Reading,

Reading, UK
Sep.2006

CCCCC, Belize City, Belize

(follow-up)

Feb. 2012 IMHEN, Hanoi, Vietnam Aug.2006

Malaysia Meteorology

Department, Petaling Jaya,

Kuala Lumpur, Malaysia

Nov. 2011
SAIN &ACCC, Beijing

&Chengdu, China
Jul. 2006

University of Reading,

Reading, UK

Aug. 2011
University of Reading,

Reading, UK
Apr. 2006

University of Accra, Accra,

Ghana

Mar. 2011 PME, Jeddah, Saudi Arabia Nov. 2005
University Di Tella, Buenos

Aires, Argentina

Feb. 2011 ICPAC, Nairobi, Kenya Sep.2005

WMO Regional

Meteorological Training

Facility, Alanya, Turkey

Sep. 2010
University of Reading,

Reading, UK
Jun. 2005

University of Reading,

Reading, UK

Jul. 2010
IMHEN, Ha Noi, Vietnam

(follow-up)
Jan. 2005 IITM, Pune, India

Jun. 2010 BUET, Bangladesh (follow-up) Nov. 2004 CPTEC, Sao Paolo, Brazil

May 2010 AGRHYMET , Niamey, Niger Jul. 2004

Bhutanese National

Environment Commission,

Thimphu, Bhutan

Feb. 2010 PME, Jeddah, Saudi Arabia Jul. 2004
University of Reading,

Reading, UK

Feb. 2010 BUET, Bangladesh Nov. 2003 Met Office, Exeter, UK

Oct. 2009 ASEAN, Malaysia (follow-up) Sep.2003 Havana, Cuba

Sep. 2009 IMHEN, Ha Noi, Vietnam Aug.2003 Met Office, Bracknell, UK

Aug. 2009
University of Reading,

Reading, UK
Mar.2003

University of Cape Town,

Cape Town, South Africa

Jun. 2009

Egyptian Ministry of Water

Resources and Irrigation,

Cairo, Egypt

[표 8] PRECIS 교육 프로그램 운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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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CIS 는 영국 기상청의 헤들린 센터의 지역기후모델링 시스템임. 비영리의 

연구 목적으로 개발도상국의 과학자들과 연구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

으며 아프리카와 아시아 남아메리카를 포함한 전세계의 95개국 300명 이상의 

사용자가 지역기후 예보에 활용하고 있음

○ 사용자들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으며 (표 8), 2003년부터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부탄, 베트남, 이집트, 방글레데시 등 개발도상국

에서 워크샵을 개최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음

2.7.2. 뉴칼레도니아 해양 및 기상예보 시스템 개발 및 지원 

○ 프랑스 IRD (Institute of Research for Development) 에서는 뉴칼레도니아의 

해양예보 시스템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태풍과 기후 예측에서

부터 해양예보, 해상기상과 파랑 예보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 그 중에서는 

해양예보 시스템은 Mercator 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음

[그림 19] 뉴칼레도니아의 해양 및 기상예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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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뉴칼레도니아 해양예보(왼쪽)와 기상예보(오른쪽)의 예

2.7.3. 인도네시아 통과류에 의한 강우 변화 (일본 히로시마 대학 수행)

가) 연구 배경

○ 2010년 2월에 인도네시아 자바섬의 서부, 표고 약 700 미터의 고원에 있는 반

둥에서 심각한 도시 홍수 재해가 일어남. 일반적으로 이 시기는 건기임

○ 인도네시아는 태평양과 인도양의 사이에 위치하는 두 대양의 해양 순환 활동 

및 아시아와 호주 대륙성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해양성 대륙의 기후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인도네시아 중부의 강우 특성에서는 계절품에 의한 우기 및 건기의 계절 특성

이 지배적이지만, 기존의 대기-해양 상호작용에 의한 기후 요인만으로는 설명 

및 예측을 할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하고, 실제 기상 현상은 매우 복잡한 패턴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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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인도네시아 통과류의 모식도 (Lee, 2012)

나) 연구 내용

○ 장기 강우 관측 데이터, 인도네시아 통과류의 관측 데이터, 태평양과 인도양의 

수온 및 기후인자의 상관관계의 파악

- 인도네시아 통과류가 강우특성 및 강우강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보고는 현재

많지 않음

- 분석된 비선형성과 비정상성을 가지는 관측 데이터의 해석에 적합한 모드 분해

(EMD)법과 경험 직교 함수(EOF)해석을 사용하여, 해면 수온 및 해양기후지수와 

관측강우데이터와의 시간적 공간적 상관관계를 조사함

- 미국 국립해양대기관리국(NOAA)의 국립기후데이터센터(NCDC)가 제공하는 글로벌

기상관측데이터(GSOD) 중, 인도네시아 전역에 산재한 173개의 관측소 데이터를 

사용하여 해석함

- 인도네시아 전역을 서쪽, 중앙, 동쪽 지역으로 구분하고, 동쪽 지역에서는 엘니뇨 

남방진동(ENSO)의 영향을, 그리고 서쪽 지역에서는 인도양 다이폴(IOD)모드와 해양

순환의 영향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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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 결과에 따라 인도네시아 중부의 강우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과정 

해명

- 상기의 해석결과로부터 강우강도에 있어서 인도네시아 통과류의 영향 메커니즘을 

밝혀냄

○ 새로운 기후인자 제안

- 인도네시아 수역을 흐르는 인도네시아 통과류에 착안하여, 태평양과 인도양의 상

관관계를 나타내는 새로운 지수를 고안

- 이 지수는, 양 대양의 상관관계에 의하여 통과류의 유량과 체류기간을 나타낼 수 

있음

- 태평양에서의 엘니뇨 기간이란 비가 적게 오는 건기를 말하지만, 그 기간에 강우

강도가 높은 비가 내리는 물리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함

- 신뢰성 있는 장기관측 데이터를 획득, 이용하여 물리과정의 설명과 새로운 기후인자

의 확립함

다) 기대 효과

○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사회 발전에 따라, 많은 나라에서 물 부족 현상이 생겨

나고 있음.

○ 물의 부족은 생활용수의 부족뿐만 아니라, 심각한 식량부족과 생태계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초래하고 있으며, 단순한 수자원의 부족만이 아닌, 수자원의 효율

적인 이용과 효과적 배분 등, 관리상의 문제부터, 특히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안전한 음료수와 식량생산을 위한 수자원확보, 수생태계의 보존, 물의 공급 등 

리스크 관리 분야에서의 국제적 협력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음

○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한 강우 특성 정보 및 강우 예측이 필

수적이기 때문에 댐 관리 및 수자원 관리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기후인자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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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강우와 MEI, DMI, NINO.WEST, PDO의 상관관계분포

2.7.4. 기후변화예측 및 남아프리카의 응용 사업 (일본 JICA 지원)

가) 사업 배경

○ 본 사업은 일본국제협력기구 (JICA)의 사업으로, 아프리카 남부지역 을 대상

으로 “계절 기후 예측 시스템”의 구축을 목표로 하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연구 기관과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기후 변화 현상과 그 영향을 정확하게 표현

할 수 있는 고정밀 대기 해양 결합 모델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음

○ 남아프리카공화국 과학기술부의 기후지구시스템 연구응용센터 (Applied Centre

for Climate and Earth System Studies : ACCESS) 와 일본해양연구개발기구 

(Japan Agency for Marine - Earth Science and Technology : JAMSTEC) 응용

연구실, 동경대학의 협력으로 수행 중임

○ 위성 데이터 및 해양 관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예측 시스템을 남아프리카 

Limpopo와 Western Cape를 대상으로 다운스케일하여, 수개월에서 수년을 대상

으로 하는 기후의 변화를 예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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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는 농업 생산 및 물 관리에 이용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지역 주민에게 

전달하고, 아프리카 남부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함

○ 공동연구 및 연구자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남아프리카 연구자의 능력 향

상과 연구 체제의 강화를 성과로 함

나)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무더위, 시원한 여름 가뭄 과 호우 등 극단적인 기상 이변은 세계 각국에서

많은 자연 재해를 일으키고 있으며, 산업 경제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남부 아프리카는 자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농업이 주요 산업이며, 가뭄

과 폭우 등 기후 변화 위험에 취약함

○ 이러한 이상 기후 는 인도양 다이폴모드 현상과 태평양의 엘니뇨·라니냐 현상 

등 기후 변화 현상이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음.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2006년 

여름에 기록적인 호우로 큰 피해를 받았는데, 그 원인으로 남인도양의 '아열대

다이폴모드 현상'의 영향이라고 알려져 있음

○ 일본은 고해상도 대기-해양 결합모델에 의한 대규모 시뮬레이션 기술을 보유

하고 있어, 기상 이변이나 극단적 현상을 초래하는 기후 변화 현상의 메커니즘

해명과 예측 정확도의 향상에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남아공은 기후 관측

결과를 해석하는 시뮬레이션 연구는 부족한 편이지만, 인도양과 대서양 에 접

하는 지리적 특성을 살린 관측 연구와 영역 모델에 의한 시뮬레이션 연구를 

실시해오고 있어, 아프리카 지역의 연구 거점을 형성하고 있음

다) 사업 내용

○ 아열대 다이폴 모드 현상과 남부 아프리카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가능성 평가

- 남인도양 의 아열대 다이폴 모드 현상의 발생과 감쇠 메커니즘을 관측 데이터와 

해양 대순환 모델 분석을 통해 검증. 다른 기후 모드 (남극 순환 모드 등) 과의 관계

를 검증

- 남인도양과 남대서양의 아열대 다이폴 모드 현상의 남아프리카 기후에 대한 영향

을 검토. 또한 Agulhas 와 Benguela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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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측 데이터와의 비교를 통해 IPCC가 사용한 약 20개의 대기 해양 결합 모델 에 

의한 아열대 다이폴 모드 현상의 재현성을 검증

- 관측 데이터와의 비교를 통해 위의 결합 모델에 의한 아열대 다이폴 모드 현상의 

남아프리카 기후에 대한 영향의 재현성을 검증

- 재현성이 좋은 결합 모델을 선택하고 아열대 다이폴 모드 현상, 자연의 변화와 지구

온난화에 따른 장기 변동의 메커니즘을 설명

- 고해상도 대기 해양 결합 모델 (SINTEX-F1)의 앙상블 예측 실험 결과에 대한 자세

한 분석을 수행. 아열대 다이폴 모드 현상의 영향을 받는 남아프리카의 강수량과 

기온이 얼마나 선행 시간 및 정확성을 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지를 검토

- 아열대 다이폴 모드 현상의 예측 정확도의 차이와 그 원인을 확인

○ 대기 해양 결합 모델을 이용한 남부 아프리카의 계절 기후 예측

- 1년 후까지의 계절 예측을 위해 지구시뮬레이터(SINTEX-F1)에 의한 앙상블 예측 

실험을 매월 실시. 고해상도 시뮬레이션을 위해, 남아공의 기존 대기모델 

(WRF/C-CAM)을 재구축하고 이 모델 에 의해 얻어진 결과를 SINTEX-F1 모델의 

결과와 비교 및 사용함

- 아열대 다이폴 모드 현상과 지구 해수면 온도가 Limpopo의 강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Limpopo의 계절 예측 시뮬레이션을 매월 초 정기적으로 운영

○ 대기 해양 결합 모델의 고정밀화

-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C-CAM 모델과 해양 모델을 결합시킨 대기 해양 결합 모델과

CAM-EULAG 모델과 해양 모델을 결합시킨 대기 해양 결합 모델 및 세 가지 버전의

UTCM6 모델을 일반적인 실험을 통해 비교하고 관측 데이터와의 비교를 통해 검증

- 위의 세 가지 대기 해양 결합 모델을 이용하여 남부 아프리카의 경년 변화와 기후 

모드 (예를 들어, 인도양 다이폴 모드 현상, 엘니뇨/남방 진동, 남극 진동, 남극 순환

모드 등)과의 관계를 검증

- 관측 데이터에서 알베도의 계절 변동 상황을 검증

- 위의 세 가지 대기 해양 결합 모델은 육면 파라미터 (식물, 토양 수분 등)의 역할

을 검증

- 해면 수온의 결정 요인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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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과거 유사한 활동

○ 인도네시아와의 “단기 기후변동 소스지역의 해륙 관측망 최적화 및 정밀 강우 

예측” 이슈와 협력․협조 프로젝트는 2009년도에 채택하였으며, 이 프로젝트

와 비슷한 이슈임

2.7.5. 개발도상국을 위한 해양예보 교육 프로그램 (TWAS)

○ 이탈리아에 본부를 둔 TWAS는 개발도상국의 과학발전을 돕는 국제기구임.

2013년에는 중국에서 개발도상국을 위한 현업 해양예보 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

그램이 개최되었음. 중국의 과학자들과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개발도상국의 

참가자들을 위한 강의를 제공함 

[그림 23] 12회 CAS-TWAS-WMO 포럼 개최

개발도상국을 위한 현업 해양예보 모델 개발을 위한 교육이 제공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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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기능 및 추진 전략

1 세계해양예보연구소의 주요 기능

[그림 24] 세계해양예보연구소의 주요 기능

1.1. 모니터링 및 감시

○ 지구온난화는 적도 서태평양 해역의 온수대(Warm Pool) 지역의 수온을 상승

시킴으로 태풍의 발생 빈도와 강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후 

재해의 가능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음. 최근의 2013년 11월 필리핀에 2,500명의 

사망자를 내는 등 큰 피해를 줬던 태풍 하이옌(Haiyen)과 같은 초대형 태풍의 

가능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음.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에 따라 북극의 해빙이 

감소하고 이로 인한 2012~2013년 겨울에 한반도에 이상 한파가 불어닥쳤음.

이러한 이상 기후 또는 기후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제 사회는 공동의 노력

을 기울여 해양 및 기후를 모니터링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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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만 아니라 해양에 대한 개발 및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에서의 오염 물질

확산 및 환경 재해가 증가하고 있음. 2010년 4월에 멕시코 만에서 딥허라이즌

호의 기름 유출 사고는 최악의 유류 오염 사고로 기록되고 있음. 또한, 2011년 

3월에 있었던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를

덮치면서 시작된 방사능 오염 물질의 해양 방출은 아직도 끊이지 않은 문제임.

이러한 해양 오염 물질 및 환경 재해는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주변국뿐

만 아니라 해양을 공유하는 인류의 문제로 다뤄질 필요가 있음. 이러한 오염

물질들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와 협력이 필요함

○ 따라서 세계해양예보연구소에서는 모니터링 및 감시 분야에서 해양/기후 모니

터링, 오염 물질 해양 확산 모니터링, 해양환경 모니터링의 업무가 수행되어야 

할 것임

1.2. 전지구 해양예보

[그림 25] 전지구 해양예측 시스템과 기후 및 지역해 해양예보 연계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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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과 함께 전지구 해양 예보 시스템은 기후 재해 및 해양 환경 재해에 

대한 대응 능력을 극대활 수 있는 도구임. 그림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측된 

전지구 해양 자료는 기후예측과 지역해양 예측을 지원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미 선진국을 중심으로 현업 전지구 해양예보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해양예보연구소에서는 해양예보 시스템의 운용뿐만 아니라 전지구

해양예보 결과를 상호 비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할 것임. 그림 26은 후쿠

시마 방사능 오염 문제를 진단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후쿠시마 주변 해류 

예측을 비교 검증한 것임. 각 자료마다 그 특성이 너무 다르고 자료의 신뢰성

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아직까지는 지역해 예보의 성능이 크게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각 해양예보 자료를 상호 비교함

으로 문제점들을 보완 수정해 가는 역할을 세계해양예보연구소에서 담당해야

할 것임

[그림 26]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주변의 해류 예측에 대한 비교 검증 (Masumoto et al. (2013))

○ 따라서, 전지구 해양예보 분야에서는 전지구 해양순환 예보 체계 운용과 해양

예보 자료 비교 프로그램을 수행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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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활용

○ 세계해양예보연구소는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전지구 해양예보 자료와 각국에서

생산되는 해양예보 자료를 활용하여 국제적인 이슈에 대응하고 해결책을 마련

하는 업무를 담당해야할 것임. 일예로 해양쓰레기 문제를 다룰 수 있음. 그림 

27은 북태평양에 표류하고 있는 해양쓰레기와 미국 및 한국 해안에 상륙한 해양

쓰레기를 보여줌. 이러한 해양쓰레기는 해양생태계를 교란하는 등 문제를 발생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쓰레기의 표류를 예측하고 제거 방안을 마련하는데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함 

[그림 27] 태평양 해양쓰레기 현황

○ 또한 해양 유류 오염이나 방사능 오염 물질의 해양 확산은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인류 공통의 문제이며 이를 추적하고 감시하는데 세계해양예보연구소

의 역할이 있을 것임. 최근의 기후변화로 인하여 독성 해파리 등에 의한 피해

가 확산되고 있음. 독성 해파리의 근원지를 밝히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것 

또한 세계해양예보연구소에서 담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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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물질의 해양확산 모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정경태 박사 제공)

○ 활용 분야에서는 국제적인 이슈들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업무를 담당할 것임. 예를 들어, 해양쓰레기 감시/예측, 해양 오염 물질 확산 

예측, 해양생태계 예측 등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임

1.4. 지원

○ 세계해양예보연구소는 IOC 산하 기구로서 IOC의 주요 업무인 해양관련 국제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할 의무가 있음. 지역해 예측 시스템 개발 지원, 지역

기후 예측 지원, 관련 교육 훈련 그리고 해양/기후 이슈 해결 지원 등의 업무

를 담당할 것임. 특히 해양/기후 이슈 해결 지원 분야의 일예로 북서인도양에 

의한 에티오피아고원의 강우변화 연구를 지원할 수 있음. 동아프리카의 강우

변화는 Indian Ocean Dipole 이라는 장기 기후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

로 최근 밝혀진 바 있으며 세계해양예보연구소에서 수행하는 해양예보와 기후

예보 지원 업무 등을 통하여 관련 이슈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북서인도양에 의한 에티오피아고원의 강우변화 

- 이집트는 농업 및 산업 분야에서 증가되는 담수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나일 강

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건조한 나라임

- 나일강은 두 개의 주요 수문학기저로 동나일은 Abbay (Blue Nile), Tekeze (Atbara)

Baro Akobo (SOBAT) 및 적도나일고원으로 구성되며, 동나일 유역은 나일강의 유량

의 86%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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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티오피아 고원에서의 강우량은 매년 북서인도양의 몬순에 의한 영향을 받고 있

으며, 동나일에 계획 중인 댐으로 인한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완화

전략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수치모델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또한 이 시스템은 기후변화로 인한 북서인도양의 변동에 따른 수문학적 영향을 평가

하는 데에도 이용될 수 있음

[그림 29] 에디오피아 고원의 수문 위치와 강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Indian 

Ocean Dipole 의 개념도

2 세계해양예보연구소의 설립 및 한국 유치의 당위성 

○ IOC (International Oceanographic Commission)은 UNESCO 산하의 145개 

(2013년 현재)의 회원국으로 이루어진 국제 기구로서 해양관련 국제 교류협력 

프로그램 지원, 각 회원국의 해양 자원 및 해양 환경에 대한 정책 결정 및 관리 

능력 향상, 해양 기후 변동성에 관련된 관측 시스템 및 자료 제공 등을 담당하고

있음

○ IOC 는 지역별 지역 본부가 있으며 해양생물 유해성 및 해양 관측 등 국제적인

이슈 및 현안별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음(그림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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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IOC 지역 위원회, 위원회, 프로그램 사무실 그리고 프로젝트 사무실들

○ IOC 의 북서태평양 지역 기구인 WESTPAC 의 조직도에서 볼 수 있듯이, IOC는

해양예보와 관련하여 다양한 관측 프로그램과 해양예보 연구 프로그램들을 

운용하고 있지만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 형태로 운용하며 IOC 산하에서 실제

적인 자료나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은 아직 설립되지 않았음

○ 육상 공간 및 자원이 고갈되면서 해양 공간 및 자원에 대한 개발이 확대되고,

해양에서의 각종 재난,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국가 간의 첨예한 이해의 대립

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2010년 멕시코만 유류 오염 사고,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물질의 해양 방출, 2013년 

태풍 Haiyen 의 필리핀 습격 등은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며 이러한 이슈

들을 다루고 지원할 해양과학기구가 필요하며 이는 IOC 의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해양 예보 기능을 수행할 세계해양예보연구소가 IOC 산하에 

설립될 필요가 있음



IOC 산하 세계해양예보연구소(Institute of World Ocean Forecasting) 신설․유치를 위한 기획연구

58

[그림 31] IOC의 조직도

○ 여수엑스포 이후 해양분야에서 국제사회 (특히 군소도서국 포함한 개발도상국)

에 기여하겠다고 한국 정부는 공약한 바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여수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음. 나아가, 세계해양예보연구소를 유치하여 개발

도상국들을 위해 서비스할 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 보다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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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2

추진전략

3.1 국제기구 설립에 관한 국내 사례

○ APCC (Asia-Pacific Climate Center)

- 제3차 APEC 과학기술장관 회의에서 실시간 기후정보 및 이상기후 공동 감시를 

위한 아태지역 기후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 제시함(1998. 10, 멕시코)

- 제1차 APCN 실무그룹 회의 개최하고 APCN 사무국을 한국 기상청에 설립하기로

합의함(2001. 5)

- APCN 사무국을 개소함(2003. 1)

- APCN 국제 심포지움 개최(2003. 10) : 14개 회원국 참가

- APCN 방문 과학자 프로그램 운영(2004. 1)

- 제4차 과학기술장관 회의에서 APCN 발전방안으로 APCC 설립필요성 제안(2004. 3,

뉴질랜드)

- 회원국 지지 확보 활동(2004. 9)

- 중국은 한중기상협력회의를 통해 협상 추가

- 일본은 한일양자간 협력사업(핵융합원자로 사업 ITER 등)을 활용하여 설득

- 제27차 APEC 산업과학기술실무그룹 회의에서 회원국 동의를 확보하여 APCC 설립

에 합의(2004. 9)

- 제13차 APEC 정상회의 의제 안건으로 상정 및 APCC 개소식 (2005. 11, 부산)

○ 국제백신연구소(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 1990년대 초 유엔개발계획(UNDP)의 프로젝트로 시작

- 국제 공모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1994년 대한민국에 유치 성공

○ 아태원자력협력협정(RCA) 지역 사무국

- 정식명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원자력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지역협력협정’으로 1972년 국제원자력기구의 주도하에 체결됨

- 회원국 수의 증가에 따라 지역사무국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2000년 한국이 운영비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유치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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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센터(APCTP)

- 세계물리학계는 각각의 권역별 블록화가 심화되어 아태지역의 구심점이 필요

- 1997년 다자간 협의에 의한 민간(NGO) 국제기구로 설립

3.2 유치 전략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 기구를 설립하고 유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5년

의 기관이 소요되며 그 사이 회원국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활동이 있어 

왔음. 세계해양예보연구소 설립을 제안함과 동시에 회원국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와 관련 전문가 집단의 다년간의 노력이 필요함

○ 해양예보와 관련 한국의 국제적인 활동이 극히 저조했던 것이 사실임. 그러나 

한국은 전지구 해양예보를 수행할 만한 인적, 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어 기회

가 주어지면 국제 사회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음.

특히, 한국은 새로운 슈퍼컴 도입을 위해 기획 연구를 수행 중이며 이를 이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IOC로부터 세계해양예보연구소를 위한 예산 지원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아직

은 선진국에 비해 기술력이 떨어지는 한국이 세계해양예보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 (해양수산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함

○ 국내의 해양예보 관련 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전문가 그룹이 적극적으로 세계해양예보연구소에 관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세계해양예보연구소의 소장을 포함하여 국외

전문가를 초청할 필요가 있음

○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세계해양예보 

연구소의 설치 장소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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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세계해양예보연구소의 입지 조건

장소 장점 단점

송도국제도시

인천공항과 가까워 접근성 좋음.

국제도시로서 외국 인력이 체류

하기에 적합함

인천시의 재정상 연구소 부지 

및 사무실에 대한 지원을 기대

하기 어려움

서울대학교 

시흥 

국제캠퍼스

인천공항과 가까워 접근성 좋음.

송도국제도시와 가깝고 서울대

학교 국제캠퍼스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외국 인력 체류에 장점.

서울대학교와의 학연 협력 관계 

용이

서울대학교 및 시흥시와 협의가 

필요함

한국해양 

과학기술원 

안산 캠퍼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부산 이전

이후 부지 사용 가능성 높음.

인천공항과 비교적 가까움

외국 인력 체류를 위한 부대 시설

부재

한국해양 

과학기술원 

부산 캠퍼스

해양예보 관련 유관 기관들과 

가까워 협력 관계 유지 용이.

부지 및 사무실 사용 비용 절감

접근성 떨어짐.

외국 인력 체류를 위한 부대 시설

부재

여수 엑스포 

부지

엑스포 부지 재활용, 부지 및 사

무실 사용 비용 절감

접근성 떨어짐.

외국 인력 체류를 위한 부대 시설

부재



IOC 산하 세계해양예보연구소(Institute of World Ocean Forecasting) 신설․유치를 위한 기획연구

62

4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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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진 계획

연도 주요 추진내용 비고

2014

Ÿ 해양예보 관련 국제 전문가 그룹 활동 지원

Ÿ 전지구 해양예보 시스템 구축

Ÿ 국제적인 이슈 프로그램 발굴

Ÿ 해양예보 및 해양환경 변화 예측 관련 개도국 교육 활동 지원

Ÿ 세계해양예보연구소의 설립에 관한 관계기관 협의

2015

Ÿ IOC 산하 세계해양예보연구소 설치 제안

Ÿ 한국 유치를 위한 회원국의 지지 확보 활동

Ÿ 실시간 해양예보 결과 비교 프로그램 제안

Ÿ 전지구 기후 예측 시스템 구축 및 재분석 자료 생산

Ÿ 북태평양 지역 기후 예측 프로그램 개발

Ÿ 개도국 지역 해양예보 모델 기술 교육 지원

2016

Ÿ 세계해양예보연구소 한국 유치 활동

Ÿ 전지구 해양예보 시스템 운용

Ÿ 전지구 기후 예측 서비스 운용

Ÿ 세계해양예보연구소 국제 심포지움 개최

2017

Ÿ 세계해양예보연구소 설치

Ÿ 전지구 해양예보 시스템 세계해양예보연구소 이관

Ÿ 전지구 기후 예측 서비스 세계해양예보연구소 이관

Ÿ 개도국 기술 교육 지원활동 상설화

2018

Ÿ 세계해양예보연구소 운용

Ÿ 전지구 해양예보 시스템 운용 및 개선

Ÿ 전지구 기후 예측 서비스 운용 및 개선

Ÿ 북태평양 지역 해양예보 서비스 운용

~이후 Ÿ 세계해양예보연구소 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