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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해양 예보기술 개발사업 기획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1. 연구개발의 목적

 시간규모별 기후-해양환경․생태계-기상/해상의 대국민 예보와 관련된 제반 필요 연구

의 R&D 사업화를 위한 타당성 검토 및 추진전략 수립

2. 연구개발의 필요성

∙ 기술적 측면: 해양예보는 운용해양학(operational oceanography)이라는 용어로 1990년

대 이후 국제적인 관측 및 수치모델링 연구가 되어왔다. 특히, 위성해양학의 발달과 

무인 해양관측기술의 발달로 해양 정보의 양이 많아져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기

술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해양물리적인 해수 물성 분포 및 유동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해양 오염, 생태계 및 기후변화에 관련된 것까지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예보 목표(대상), 예보 시간단위, 자료의 수집-통합-모델링에 대한 목표 지향

적 접근 방법 등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이 없는 실정이다.

∙ 경제․산업적 측면: 해양수송, 수산업, 해양방위 및 해양레져 분야에서 해양예보는 효

율적인 산업 활동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해양 오염사고, 적조, 해난 사

고 발생시 해양예보의 정보는 사후처리에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국내에서 해당 기관에 따라 개별적으로 구축되고 운용되고 있지만 보다 효

율적이고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과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 

∙ 사회․문화적 측면(공공성 포함): 해양예보를 위한 요소기술의 개발은 대학, 연구소, 

민간업체에서 수행할 성격이 있지만 종합적인 해양예보는 공공성이 강하므로 민간업

체보다 정부주도로 실행하는 것이 맞다. 정부에서 해양예보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어떠한 분야까지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를 대상으로해야하는지의 사전 기획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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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개발 내용  범

1. 연구기획 대상 사업의 당위성 제시

 ∙ 기존연구 리뷰, 외국의 동향파악 및 국내 현황분석

2. 연구개발사업(해양예보)목표설정

  ∙ 사업수준 및 수요 조사

3. 연구개발사업의 내용 제시 

  ∙ 목표달성을 위한 로드맵 작성

4. 로드맵에 따른 개발대상과제 발굴 및 세부 추진 전략

5. 개발대상과제 추진시 관련 제도 분석 및 개선방향 제시

Ⅳ. 기획과제 방향  도출과제의 사업목표

1. 기획과제 방향

   세계 수준의 조선 산업의 확립을 위하여 철강, 기계, 전자 등 기초 기술 분야의 인프

라 구축이 필요하듯이, 선진국 수준의 해양 예보와 정보제공 서비스를 실시하려면 대규

모 관측기술, 수치모델링 기술, 자료의 가공기술 등 기초 요소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기획연구에서는 해양예보 요소기술을 4 부분으로 구분하여 과제를 기획하였다.  

․ 지역해 규모 실시간 해양 관측 자료 확보

․ 해양 예측 수치모델 및 예측력 향상을 위한 자료동화기법 확보

․ 생산된 자료의 지수화 및 변동성 시계열화

․ 관측망 및 예측모델 운용과 자료 검증 그리고 정보제공을 담당할 전문 조직 확보

2. 도출 세부과제 완료 후 해양서비스 목표

 ․ 해황 (해수 유동, 물성, 환경 요소 / 부이 관측): (준)실시간 

 ․ 특이 상황 (적조, 유류 오염, 해난): 1일 - 1주일의 예보 

 ․ 현상 (동중국해 저염수, 동해소용돌이, 동해안 냉수대, 해파리): 1주일- 1개월 예보

 ․ 해양 (오염, 생태계 등) 환경 지수 : 계절별, 연도별 지수 제시

 ․ 해양기후지수(Ocean Climate Index) : 연도별 지수 제시

 ․ 국가해양지수(NAtional Marine Index) : 연도별 지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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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개발 결과

1. 예보 기반기술 연구의 국외 동향 및 국내 현황 정리

2. 세부 연구 기획 

  가. 과제 1 - 지역해 자동 해양관측망 구축 사업   

   ․ 지역해 범위의 해역에 격자망 통합 환경 부이관측망 (KOONET)*을 국축한다.

     * KOONET (Korea Ocean Observation Network)

   ․ 황해/남해/동중국해, 동해 순서로 관측망 구성

   ․ 해양물리, 기상, 대기 물질, 해양 환경요소 (지화학 및 생태계 관련) 관측 

   ․ 동중국해 남단과 동해의 일부 관측부이에는 해저 지진계 부착

  나. 과제 2 - 지역해 통합 예보 모델링 구축 사업 

   ․ 지역해 통합예보모델에 적합한 모델 선정

   ․ 자료동화 기법의 도입 및 접합

   ․ 자료동화 접합 예보모델 운용

  다. 과제 3 - 지역해 통합 해양정보 생산시스템 구축 사업

   ․ 관측 자료의 시계열 가시화 및 해양정보의 지수화

   ․ 부이/선박/위성 관측자료 및 모델 생산자료의 통합화 

   ․ 국가 해양정보/예보 서비스 시스템 구축

  다. 과제 4 - 국가해양예보센터 구축사업 

   ․ KOONET 운용

   ․ 해양정보/예보 서비스 시스템 운용



- 5 -

구분 1단계(4년) 2단계(3년) 3단계(3년)

지역해 자동 

통합해양환경

부이관측망 

구축

∙부이관측망 최적화

 -모델링 연계

∙황/동중국해 관측망 구축

∙관측망 초기운용

∙황동중국해 관측망  완료

∙동해 관측망 구축

∙관측망 운용 - 국가해양 

 예보센터 연계

∙동해 관측망 완료

∙서태평양 및 지역해 인접국 

 공동 심해저 관측망 구축 

 기획

지역해 통합 

예보모델링

∙지역해 표준 순환모델 구축

∙자료동화 기법 초기 시험 

∙자료동화 예보모델 시스템

 구축

∙예보모델 시스템 운용

∙예보모델 시스템 개선

지역해 통합 

해양정보 

생산

∙해양지수의 개발

∙관측/위성/모델링 자료 통

합화

∙해양지수 개선

∙국가 해양정보/예보시스템

 구축-국가해양예보센터 

 연계

∙국가 해양정보/예보 서비스

 개선

국가해양예보

센터 구축
∙세부 기획 ∙센터 설치 및 운용 ∙센터 운용

사업내역
1단계 2단계 3단계

총계
D0 D1 D2 D3 D4 D5 D6 D7 D8 D9

지역해 자동 통합 해양환
경 부이관측망 구축*

15 30 40 40 50 50 40 35 20 20 340

지역해 통합 예보모델링 7 15 15 15 10 10 10 6 6 6 100

지역해 통합 해양정보 
생산

8 15 10 10 10 10 10 7 5 5 90

국가해양예보센터 구축**
- 기반시설 및 인력 운용

5 100 100 70 65 65 65 470

계 30 60 65 70 170 170 130 113 96 96 1,000

3. 단계별 추진계획

4. 단계별 투자 소요액

(단위: 억원)

*부이관측망 최적화 연구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센터 인프라중 전용선박, 슈퍼컴 시설은 별도 기획

Ⅵ.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 해양수산부 R&D 사업으로 로드맵에 의하여 사업 추진

∙ 기존 사업 (관측망 구축 사업, 해양 조사 관련 사업, 대양연구) 등과 협조로 시너지 효

과 유도

∙ 해양예보 요소기술 중 기초연구 분야는 타 부처 등의 연구사업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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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환경 안보: 지역해 해양 환경 상태를 (준)실시간 감시 

․ 국민 삶의 질 향상: 해상상태에서부터 해양기후까지 장단기 시간에 따른 지역해의 제반 

해양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진단 및 예측하여 대국민 서비스

․ 해양정보의 조직적인 가시화: 해양정보 사용자가 해양 상태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양정보를 조직화, 단순화 및 일반화하는 방법의 개발과 운용

․ 국가간 대응 해양정책 수립의 과학적 근거 확보: 국가간 협약에 대처할 해양 정책 수립에 

필요한 지역해의 해양환경 및 해양기후 변동성 자료를 가공하여 제공

․ 지속 가능한 해양국가 발전: 일본과 중국사이의 해양과학 분야 샌드위치 상황에 대처

제 1 장  서  론

제 1  연구기획 배경과 필요성

1. 해양 정보의 필요성

 

가.  국가 안보 차원의 필요성 

   해양의 정보는 해상 상태를 알려주는 파고, 조류, 표층 수온, 해상풍 등의 해양 물리 

및 기상학적 자료에서부터 해양 내부의 탁도, 환경 관련 요소 (오염 물질, 영양염 등)과 

생태계 관련 요소(엽록소, 플랑크톤 등), 해양 발생 지진 정보 등의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이들 정보는 전통적으로 연안에서의 레져(해수욕장, 낚시 등), 양식어장, 선박 조업, 해상 

수송 및 군사적 목적으로 일차적인 수요의 대상이 된다. 2000년대 들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구적 환경 변화와 더불어 이제는 해양정보가 해양을 활동의 배경으로 

하는 수요자만을 위한 단순한 사용을 떠나 환경 변동성의 추적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

다. 우리나라는 바다를 통하여 외국과 접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 방위를 통한 국가 안보

의 중요성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양 환경의 문제가 장차 국가 안보 수준의 문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해양 환경 문제를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지역해(황해, 남해, 동해 전체 등) 규모의 해양 환경 상태를 감시하고 

변동을 가름할 장치가 필요하고 이로부터 철저한 자료의 축적이 절실하다. 이는 지리학

적인 우리나라 관할 해역(예, EEZ)의 설정 문제와 맞먹는 실질적인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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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요성 

   지구온난화로 표현되는 기후변화와 더불어 우리나라 주변 해양은 대양에 비해 보다 빠른 속도

로 수온 상승과 해수면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에 의한 2차적인 영향인 해양기인성 

자연 재해의 증가 가능성을 높여준다. 즉, 슈퍼태풍에 의한 피해, 한반도의 국지적 악기상(예, 여름

철 게릴라성 집중 호우)에 의한 피해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들의 피해 저감은 기상

예보 능력의 향상에 달려있다. 현재 우리나라 기상예보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부분은 

고측 기상 자료와 해양(특히, 황해)의 해수면 상태의 자료이다. 현재 수행 중인 연안역 대상의 관측

망은 이러한 요구에 필요한 자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실질적인 기상 예보에 활용할 자료

로서는 절대적인 한계가 있다. 즉, 하나의 관측점에서 생산되는 기상요소와 해수면 물성 자료로는 

한반도 전체의 예측력 향상에는 별 효능이 없다는 것이다. 보다 조직적이고 시간 연속적인 해양자

료를 생산해 낼 수 있다면 한반도의 국지적 호우, 겨울철 서해안 폭설 등에 대한 기상예보를 획기

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 지역해 전체에 대하여 해양 자체의 해양물리학적 요

소, 생지화학적 요소의 분포를 실시간으로 제시해주고 일정한 시간 이후의 상태를 예보해 줄 수 있

다면 해양을 활동의 배경으로 하는 해양수송, 수산업, 해군, 해양학 등 관련 종사자들의 업무 능력

을 한 단계 높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 해양정보의 조직적인 가시화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러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해양정보의 공개 수준은 해양자료의 

나열과 수온과 염분과 같은 해양 요소의 수평 또는 수직적인 분포도를 제공하는 수준이

다. 이러한 정보가 나름대로 유용성이 있지만 그 수요자는 해양학을 잘 알고 있는 전문

가에 그치는 한계성이 있다. 해양정보가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전달되게 하려면 정보의 

의미를 인식하기 쉽게 가공하여 제시해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기상청에서 제공하

는 불쾌지수, 산불지수, 빨래지수와 같은 것이다. 즉, 해양정보를 조직화, 단순화 및 일반

화하여 이들의 변동성을 보여준다면 해양상태의 현 상황과 변화 경향을 쉽게 알릴 수 있

을 것이다. 

   황해는 수산, 운송, 석유자원 등의 측면에서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주

변국들의 급격한 공업화에 따른 해양오염으로 인해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대표적인 오

염해역으로 분류하고 있을 정도로 오염도가 높은 해역이다. 황해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은 

대부분 육상기인 오염물질로 강을 통한 유입뿐만 아니라 대기를 통해서도 막대한 양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해양연구의 특성상 시기, 연구해역 등의 제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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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현재까지 극히 제한된 연구결과만 생산되고 있다. 또한 황해를 대상으로 연안국

들을 중심으로 광역해양생태계연구(Large Marine Ecosystem), 한중황해공동조사 등의 국

제공동연구 및 국내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자료의 신뢰성, 접근성, 대표성 등의 문제

들로 인해 정책입안자나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해양정보의 

조직적인 가시화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의 효율성 제고에도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다. 

라. 국가간 대응 해양 정책 수립의 과학적 자료 확보 

   황해와 동중국해는 중국 및 일본과 접하여 바다를 통한 월경성 환경 물질 교환이 일

어난다. 또한 해상 대기를 통한 대기 환경물질의 이동도 일어나고 있다. 중국 대륙의 급

격한 산업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지표 생태계의 변화로 황해와 동중국해의 환경 문제가 

국가간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향후 국가간 환경 문제 협약에 주도권을 가

지고 논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 바다에서의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비유가 되는 예를 들면 대규모 연안 토목공사나 연안에 설립한 공장에

서의 온배수 배출에 따른 환경 문제를 판단하고자 할 때 공사 이전의 상태를 알고 있는 

자료가 있다면 비교적 신뢰도 높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변

화 상태를 정량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즉, 우리나라 주변해에 대한 전체적인 해양

요소의 상태에 대한 시계열 자료의 확보만이 향후 대두될 수 있는 국가간 환경문제 협약

에 절대적인 근거 제시의 효용성을 갖는 것이다.

마. 지속 가능한 해양국가 발전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서 해양을 통한 부국을 내세운다. 앞으로도‘해양강국’이

라는 슬로건이 지속되려면 중국과 일본의 동향에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

의 경향이긴 하지만 동아시아 국가들은 모두 해군력 확장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실질적

인 대양해군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해군력을 중심으로 볼 때 소프트웨어적인 인프라인 

해양연구의 투자도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 일본과 중국은 자국 해양에 대한 조사에 대규

모 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해양학 연구에 대한 투자 규모는 우리나라의 투자 규

모를 이미 넘어섰으며 이러한 경향이 지속된다면 해양학에서도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인 

샌드위치 상황이 올 것이다. 해양국가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본 기획연구에서 제시

한 것과 같은 해양학에 대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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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요자 관점의 필요성

가. 지역해 수산업 종사자 

   어장형성과 관련된 수온 및 염분 등 해양상태의 예보가 필요함. 즉, 어장형성을 조정

하는 해양전선, 소용돌이, 냉수대 등의 강도와 분포에 대한 예보가 효율적인 어장 관리 

및 수산 활동에 필요함. 현재 국내 수준은 부분적인 현재 상태의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

는 수준으로 예보능력은 없음 (제2장 참조). 

나. 해양 항해자

   해양 기상 상태 (파고, 해무, 해양 악기상, 해류 등) 및 이의 예보에 대한 체계적인 정

보 제공과 그 정보의 신뢰 수준 향상이 요구됨. 현재 국내 상황은 우리나라 연근해에 대

한 수 일 후 해양기상 정보의 경우 우리 기상청의 예보 자료보다 일본 기상청의 기상예

보 의존도가 높음. 이는 해양 기상예보 적중률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실시간 해수면 수온 

자료와 해상풍 등 해양 기상 자료의 (공간적) 부족 때문임.

다. 일반 국민

   일반 국민들은 해양자료의 단순한 제시보다 이 자료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인

식하기 쉬운 정보로 제시되기를 원함. 즉, 해양환경과 관련된 생지화학적 물질의 숫자적 

분포나 변화 경향의 제시보다 이 자료가 해양 건강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인식할 수 있는 

지수로서 나타낼 필요가 있음. 이러한 시도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라. 지자체 및 정부

   우리나라 관할 해역의 해양환경의 건강상태의 변동성 정보가 필요하고 이러한 변동성

이 인접 국가와 관련이 있는지의 정보가 필요함. 해양환경의 변화는 해양 악기상 발생, 

선박으로부터 기름유출사고, 적조발생 등 수 일내의 단기 예보가 필요한 경우부터 지역

해 규모의 해양환경 상태 및 해양기후변화 경향과 관련된 1년 이상의 장기 변동성 정보 

등 시간에 따라 정보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해양과학적으로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해

양예보 체계의 수립이 필요함. 국내의 현 수준은 진행중인 관련 연구사업들이 있으나 시

스템화되지는 못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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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예보 기술: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일정 시간 이후의 해양 상태(수온 분포, 해류 등)를 예측

하는 기술.  관측자료 확보와 자료동화 두 가지의 요소 기술이 필수적임 

․ 통합 부이 관측망:  고정된 부이에 실용 가능한 관측 센서를 부착하여 획득된 자료를 실시간 

육상으로 전송하는 관측 시스템으로 해양예보를 위한 자료제공을 목적의 하나로 함

․ 자료동화: 수치모델을 통한 현상 재현 정확도와 예측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측 자료를 

모델에 접합하는 기술 

․ 해양지수: 해양정보를 조직화, 단순화 및 일반화하여 나타낸 숫자

제 2 절 기술 및 용어의 정의

1. 해양 예보

   해양예보체계는 해양수치모델과 관측자료의 정보를 이용하여 현재에 가장 가까운 해

양의 상태를 추출하여 해양수치모델에 입력한 후 해양의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이다 (그

림 1). 해양예보체계는 수온, 염분 및 해류 등 해양의 물리적 특성을 예측․예보함으로 해

군 작전에 응용할 수 있으며 자연 재해 및 해난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초 자

료를 제공함으로 해양 이용을 위한 안전성 및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해양예보

체계는 광범위한 해역에 준 관측값에 해당하는 고해상도 해양자료를 제공함으로 엘리뇨

와 같은 수년 주기의 기후변동뿐 아니라 십년 이상의 장주기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원인

을 파악하고 예측하는 연구에 필수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양물리적 특성

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해양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 해양 오염 등 해

양환경 문제 접근에 해양예보체계가 응용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분야에 해양예보체계

가 응용될 수 있어 그 경제적인 가치 및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해양예보체계의 과학적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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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보체계 현업 적용의 반세기 역사를 가진 기상분야와는 달리 해양분야에서는 단주기 

예보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의 요인은 대기분야에 비해 실시간으로 관측되는 해

양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최근 해양 변동을 관측하고 예측하기 위해 전해양자료동화

실험 (Global Ocean Data Assimilation Experiment) 등의 일환으로 국제 공동 관측망이 구

성되어 획득된 자료를 실시간으로 배포하고, 인공위성을 이용한 광범위한 영역의 해수면 

온도, 해면고도 및 해상풍 등의 실시간 관측이 가능해졌다. 또한 과거 컴퓨터 성능의 미

흡으로 기후연구분야에만 적용되었던 해양분야의 수치계산은 컴퓨터 성능 향상으로 고해

상도의 사실적인 해양순환모델을 개발하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해양예측체계의 가능성

을 높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시간으로 얻어지는 관측자료를 모델에 입력하기에 적합한 자료로 만들고 또 

관측자료와 모델의 결과를 결합하여 최적의 정보를 얻어내는 기법인 자료동화기법을 연

구하지 않고는 실시간으로 얻어지는 양질의 자료를 실시간 예보모델에 활용할 수 없다. 

즉, 자료동화기법 연구분야는 해양예보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할 

주제이다. 

   그림 2는 동해의 경우를 예로 들어 해양예보체계의 개념도를 나타낸 것이지만, 해역

에 상관없이 해양예보체계는 크게 해양수치모델과 해양관측․자료분석 그리고 자료동화분

야로 이루어진다. 해양수치모델에서 생산된 모델결과에 해양관측자료가 동화되어 분석장

이 생산되고 이를 초기조건으로 해양수치모델에 입력하여 예보장을 생산하는 순환구조를 

갖게 된다. 이렇게 생산된 예보장이 해양예보에 응용이 된다.

 

그림 2 해양예보체계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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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지수

   국가 간 해역관련 문제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해양관련 산업도 급속하게 성장

하고 있다. 나아가 웰빙라이프를 위한 해양관광에 대한 국민의 관심사도 커지는 추세이다.  

해양관련 정보에 대한 수요도 여러 방면에서 급증하고 있으며 아울러 해양관련의 다양하고 

방대한 자료를 어떻게 묶어야 하는가? 묶은 자료는 어떻게 표현해야 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해양관련 정보를 조직화 하여, 단순화 시키고, 일반화

하여 지수로 나타내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다 (예, 국가해양지수, National Marine Index : 

NMI). 해양지수의 개발은 해양관련 전반적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을 수용하고 있

다. 포괄적인 개념의 해양지수는 연구자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본 기획과제에

서는 설명을 위하여 지수 활용의 대상에 따라 크게 4가지 지수로 세분화하였다 (그림 3). 

즉, 해양경제지수, 해양관광지수, 해양안전지수 그리고 해양환경지수로 세분 할 수 있으며 

이들 지수는 서로 유기적인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해양환경지수는 타 지수로부터 

영향을 가장 크게 받으며 반대로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림 3. 국가해양지수의 세부 구성지수

   해양환경지수를 제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의 예로서 해양생태계기

반 해양생태계지수를 들 수 있다. 해양환경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에 있다. 자연의 희생에 기반한 경제성장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환경오염에 대한 자각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이화학적 환경관리에서 생

물학적 반응까지 포함하는 해양환경 관리가 강조되고 있다. 해양환경의 관리 및 대응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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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크게 수질, 생물, 기후로 정의 할 수 있으며 이 세 가지 대상은 상호 접히 연관되어 

있어 이들을 통합하여 관리 할 수 있는 생태계 기반의 접근 (Ecosystem-based Approach)

을 요구하고 있다 (그림 4). 생태계 중심 접근은 새로운 환경 패러다임으로 생태계의 보호

와 발전적 이용을 위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태계 구성요소 간의 종합적인 관계를 고려

하는 접근이다. 이 같은 관점 하 국외에서는 수질, 퇴적물, 해양생물의 상호 연관관계를 

고려한 유기적 접근을 통해 해역환경을 평가하고 있다.  

화석연료화석연료
사용증가사용증가

육상기인육상기인
오염오염

대기대기 중중
COCO22상승상승

대기온도대기온도
상승상승

해수해수
온난화온난화

플랑크톤플랑크톤
이상증가이상증가

서식지서식지
파괴파괴

수질오염수질오염

부영양화부영양화

적조적조

생태계생태계
파괴파괴

    

그림 4. 해양환경 관리 대상 (수질, 생물, 기후)의 상호 관계  

   최근 지구과학의 주요 이슈는 지구온난화다. 해양 환경도 인위적인 육상오염 영향 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생태계의 변화에 초점을 두어 연구되고 있다. 지속가능 발

전 해양전략으로 미국에서는 'Ocean Blueprint'의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지침 중 생태학적 

관점에서 해양정책을 수립함을 포함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Canada's Oceans Strategy'

의 3대 목표 중 하나로 해양생태계에 대한 이해와 보호를 목표로 삼고 있다. 즉, 해양 선

진국에서는 해양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해양 생태계에 그 무게를 실고 있다. 최근 

국내 해역에서 외해 적조, 백화현상, 난류성 어종의 증가, 해파리 출몰 등과 같은 해양 

생태계의 이상 징조들이 빈번히 목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과학적인 기반 하에서 

생태계 이상 현상을 관측하고 자료를 분석하여 관련 분야에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은 마

련하지 못하고 있다. 해양지수화는 이러한 난점을 해결하려는 방법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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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기획의 로직모델

   본 연구 기획의 배경은 앞 절의 해양정보 및 이의 제공 필요성을 충족하고, 이의 실

현을 위한 기반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의 로드맵을 제시하고자하는 데 있다. 그

림 6은 기획사업의 구체적인 로직모델을 나타낸 것이다. 본 기획에서는 산출 부분을 실

현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도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림 5. 기획 사업의 로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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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Era of Discovery 선언과 함께 대규모 연구비 투입

․ 관측과 정보전달 관련 신기술 발달로 무인 부이 및 원격 탐사를 활용 초대형 관측망 일반화 

․ 예측력이 향상된 모델과 자료동화기법 개발 및 컴퓨터 발달에 의한 정  해양예보 현실화

․ 국가 안전과 환경 안보 차원의 해양 상태 감시 및 예측 프로그램 수행

․ 일본과 중국의 해양군사력 확대와 이를 뒷받침하는 주변해 해양 연구에 대규모 투자

제 2 장 예보 기반기술 연구의 국외 동향 및 국내 현황
       

제 1 절 국외 동향 

 

1. 해양 예보 분야

가. 미국 (NOAA의 Real-Time Ocean Forecast System)

   미국은 해양예보가 가장 조직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국가이다. 다양한 해양예보모델을 

이용한 정보서비스가 NRL과 NOAA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NRL은 미 해군의 관심해

역을 중심으로 해상상태(수온 및 해면고도)의 예측모델 결과를 상시 제공하고 있다. 

NOAA는 해양자료 분석의 목적 (기상, 기후, 환경 등)에 따라 여러 경로의 예보모델 서비

스를 수행중이다. 본 기획과제에서 제시하고자하는 예보모델시스템에 근접한 경우는 

National Weather Service의 NCEP 산하인 환경모델센터(Environmental Modeling Center) 

Marine Modeling and Analysis Branch (MMAB)의 실시간해양예보시스템 (Real-Time 

Ocean Forecast System; http://polar.ncep.noaa.gov/ofs)이다. 현재 예보 영역은 대서양, 대

서양 서부, 멕시코만과 허리케인 통과역 등으로 구분되어 서비스를 실시중이다 (그림 6). 

이 정보시스템에서는 위성관측자료와 모델자료의 비교, 자료동화후 분석, 모델링 결과 자

료와 WOCE 자료의 비교, 가시화(수온, 염분, 해면고도, 혼합층 깊이, 유속), 모델링 자료

와 모델의 설명 등을 각각 제공하고 있다. 이 센터는 전지구 해양 및 미국 연안역에 대

하여 해양기상, 해양물리적 요소를 1 - 16일 예보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중이

다. 이밖에 NOAA MMAB에서는 파랑, 해빙, 해상풍, 연안예보시스템(ROFS Nowcast/Data 

Assimilation, COFS, 48시간 예보 시스템, 그림 7) 등 다양한 해양정보 서비스 시스템을 구

축하여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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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미국 NOAA/MMBA에서 제공하는 예보모델 정보 서비스의 예 (왼쪽: 

수온, 오른쪽: 해면고도).

그림 7. 미국 NOAA/MMAB/ROFS 연안 해양예보시스

템의 개요도.



- 18 -

나. 프랑스 (PREVIMER 프로젝트, 그림 8)

   프랑스의 예보시스템 프로그램은 본 기획과제에서 제시하는 예보모델 부분의 프로그

램과 가장 유사하다. PREVIMER (http://www.previmer.org)는 프랑스 연안 환경의 단기 예

보 해양자료를 제공하는 운용 시스템이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해상상태, 해류, 해면고도 

및 수온 분포의 48시간 예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6년부터 시작한 이 프로젝트에는 

프랑스 해군 수문해양정보국 (Service Hydrographique et Océanographique de la Marine, 

SHOM), 기상국 (Météo France)과 IFREMER, IUEM 및 IRD 등 연구소가 참여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해양정보의 종류에 있어 해양물리적 요소뿐만 아니라 해양의 생지화학적 상

태 및 일차생산력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해양과학적 연구를 포

함하고 해양레져에 정보제공, 수질, 환경문제와 해상교통/군사 보안 강화 등 까지 폭이 

넓다. 

   PREVIMER은 실시간 자료 관측 부분과 모델링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6-2007

년에 Biscay 만과 English 해협을 시험해역으로 설정하여 1.5km 해상도의 MARRS3D 모델

을 이용한 예보모델링을 하고 있다.  각 해양정보 제공의 목적에 따라 ROMS(순환모델)와 

ELISE(생태계모델)을 이용하여 예보 실험을 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8. PREVIMER 프로젝트의 인터넷 초기화면과 1일 후 예측 모

델결과의 해양정보 (오른쪽 위: 해류, 아래: 클로로필-a) 제시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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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호주 (BLUElink 프로그램, 그림 9)

   호주는 해양예보를 위하여 기상청, 해군 및 CSIRO가 참여하여 기상예보와 유사한 해

양예보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기획되어 2005년부터 약 126억원 규모의 

BLUElink 프로그램(http://www.cmar.csiro.au/bluelink, http://www.bom.gov.au/bluelink)을 수

행중이다. 이 예산은 전적으로 해양예보 모델을 개발하는데 투입된다. 이 시스템의 목적

은 해상교통과 산업 운용, 해양방위, 해양안전, 생태계 유지, 기후문제 등과 관련지어져 

있다. 해양자료 분석 시스템과 해양모델링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현재 Bluelink 재분석 

(BRAN) 자료를 생산하는 단계에 있으며, 2007년 8월부터 일반에게 해양정보가 공개되기 

시작하였다. 해양예보모델은 MOM4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OFAM(Ocean Forecasting 

Australia Model)로 명명되었다. 컴퓨터는 HPCCC(High-Performance Computing and 

Communications Center)에서 제공하고 있다. 현재 해양 예보 목표는 4-6일이며 고해상의 

예보를 위하여 3일 예보를 목적으로 하는 해양-대기 접합모델을 개발할 준비를 하고 있

다. 그림 9는 BLUElink에서 제공하는 대상해역과 해류 및 수온 정보 제공의 예이다. 현재 

수온, 해류, 해면고도, 염분 분포 등 해양물리적인 예보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그림 9. 호주 BLUElink 프로젝트의 해양서비스 영역도 및 해류와 수

온 예보 정보 제공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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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 관측

   선진해양국가 중심으로 수행중인 해양관측의 특징은 실시간, 원격 그리고 시계열 자

료 생산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0은 기후변화 연구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대양 관측 

현황의 예이다. 이러한 관측은 ARGO, TOGA, WOCE, JGOFS 등 수행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대규모 해양관측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구축된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관측은 한 

국가가 담당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제공동 연구로서 진행될 것이며 우

리나라도 기획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최근에 시작된 신

개념의 해양관측망에 대한 외국 동향을 기술하였다.

그림 10. 현재 진행 중인 기후문제 관련 대규모 해양관측 프로그램

의 예. (위 왼쪽: 부이 관측망 및 수송량 감시 반복 관측선, 위 오

른쪽: CO2 관측, 아래 왼쪽: ARGO 프로그램 관측 현황, 아래 오른

쪽: 조사선박 이용 관측). 

가. 미국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은 31개 해양연구기관이 참여하는 JOI(Joint Oceanographic 

Institutions; http://www.joiscience.org)라는 가상 기구를 만들고 'Advancing global 

understanding of the Earth'라는 비젼 하에 해양시추사업(IODP, Integrated Ocean Drilling 

Program)과 같은 대규모 해양연구사업은 추진하고 있다. 해양 관측은 IODP와 동등한 위

치의 거대 사업으로 OOI(Ocean Observatories Initiative)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OOI 프

로그램에 2008년부터 총 약 5,0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총 309.5 million US$가 6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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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 네트워크 구축에 사용되고, 또 다른 예산 즉 총 240 million US$가 8년간 시설 유지/

운영을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이 계획은 부시 행정부에 의해 제안되고, 의회 예산위원회

에서 승인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과학자들이 이끄는 ORION(Ocean Research Interactive 

Observatory Networks)에 의해 관리될 것이고, 연구수행주체(연구기관, 회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OOI 프로그램은 3범주, 즉, (1) 케이블망을 이용해 지판

을 가로지르는 지구와 심해의 과정(process)을 연구하는 것, (2) 계류, 부이, AUV 등을 이

용해 연안환경의 건강과 안전 등을 관측하는 것, (3) 표류계, 부표, 부이 어레이, 계류 및 

기타 쌍방향 통신 시스템을 이용해 영양염 순환, 대기-해양 반응, 해류 등의 연구로 구분

된다. 그동안 MARS(Monterey Accelerated Research System), Martha's Vineyard 연안관측

소 등의 유사 프로그램이 선행되었고, ORION은 NEPTUNE(North East Pacific Time- 

integrated Undersea Networked Experiments), 국제 장기 계류연구, 케이블망으로 연결된 

연안 고정 관측소 연구 등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최근 WHOI는  Scripps 및 Oregon주립

대와 공동으로 97.7million US$의 연구 계약을 하여 2008년부터 미 동부의 관측망 

(NRCOOS) 구축을 시작할 예정이다. OOI 프로그램을 위해 2005년부터 수백 명의 해양과

학자가 참여한 대규모 연구기획 작업을 수행해 왔으며, 수많은 관련 아이디어가 집대성

되었다. 단일 프로그램에 이와 같은 거대한 예산과 노력을 투입하는 것은 미국 해양과학 

역사상 처음이고, 해양과학기술계가 일취월장하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1. 미국 OOI의 대형 관측망 사업. VENUS, NEPTUNE US 및 

NRCOOS, NEPTUNE Canada를 예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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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미국의 OOI 사업과 유사한 관측망 사업으로 2001년 제안된 후 2006년부

터 VENUS(Victoria Experimental Network Under the Sea; http://www.venus.uvic.ca) 관측

망을 구축하여 관측을 수행중이다. British Columbia 대학 연구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

으며 Georgia 해협이 해저 관측망 설치 장소이다 (그림 12). 2006년 까지 세 개의 관측거

점과 두 곳의 연안 관측점으로 구성되어 해저 케이블을 통한 유선으로 관측 자료 (수온, 

염분, 용존산소, 해저면 영상 등)가 실시간 전송된다. 또한, 음향 관측 센서도 설치되어 

수중음향 자료도 전송되고 있다. VENUS의 과학적 목적은 퇴적역학, 조류 및 혼합, 해양 

포유류 이동, 연어 감시, 기후변동성, 지진 감지, 해저 생태계 연구 등으로 되어 있다.

   NEPTUNE Canada는 NEPTUNE US와 마찬가지로 보다 광범위한 현재 세계 최대 해저 

관측망으로 Victoria 대학의 연구팀을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으며 현재 800 km에 달하는 

해저 광섬유 통신망을 구축하였다 (그림 11). 현재까지의 투입 연구비는 미국의 투입분을 

포함하여 112 million Canada$에 이른다. NEPTUNE Canada는 최종적으로 5-6개의 해저 

고정 관측거점을 구성할 목표이며 각 관측점 부근에 다양한 해양 관측 설비를 설치하여 

관측 자료를 실시간 육상으로 전송하게 된다. 이 관측망의 과학적 목적은 지구 판구조 

과정과 지진역학, 해저면의 유체 및 가스하이드레이트 관련 연구, 기후변화, 심해 해양생

태계 및 공학과 컴퓨터 연구 등이다. 과학적 목적뿐만 아니라 정보기술, 통신, 보안 등의 

이익과 해양관리 정책 개발, 교육 및 관광 분야의 이득도 기대효과로 내세우고 있다.    

그림 12. 카나다 VENUS 관측망 장소와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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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럽

   최근 2007년 6월 22일, 영국 애버딘 (Aberdeen)에서 ‘EurOcean 2007 국제회의’가 

개최되어 해양과학기술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춘 애버딘 선언 (Aberdeen Declaration)을 

채택하였다. 전문가 의견이 종합되어 유럽 해양정책 개발에서 우선권을 두어야 할 사항

들이 선언문의 형태로 발표된 것이다. 선언문의 요지는 지금부터 2008년 이전까지 유럽

의 해양연구 전략 (marine and maritime research strategy)을 착수하기 위해 유럽집행위

원회와 회원국들이 관련 파트들과 제휴(partnership)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

언문 결론 부분에서 촉구된 활동들은 (1) 유럽 해양환경 관측 및 데이터 네트워크 즉 

EMODN (European Marine Observation et Data Network)을 설립, (2) 모델링과 예측 능력

(향상), 위성 관측 시스템(구축), 해양 현장(in-situ)관측, 해저 관측 및 수층 실시간 관측소

(water column observatories) 등 고성능 정보과학을 동반한 핵심적 인프라 (구축)지원, (3) 

4D(4-Dimensional) 유럽 디지털 해양 지도 준비, (4) 유럽연합과 회원국들의 연구사업 간 

협력 증진. 특히 유럽연합 회원국의 연구사업 조정을 지원하는 유럽 단일 연구공간 네트 

즉 ERA(European Research Area)-NET 체계 속에서의 협력 필요, (5) EU의 제7차 프레임

워크 프로그램에서 우선적 교차 주제(cross-cutting theme)로서 해양과학기술의 위상을 높

일 수 있는 실행과 감시 메커니즘 구축, (6) 해마다 열리는 유럽의 해양 과학 기술 학술

회의 지원으로 되어 있다. 전반부 3개 주제는 해양 관측 및 예보에 관한 사항이고 후반

부 3개는 해양과학 진흥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에 관한 것이다. 필수적인 인프라 개발

을 위한 유럽 차원의 투자 증대와 기획 등도 조기에 수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규모 해양 조사의 조기 필요성을 강조한 부분이다.  

   또한, 2007년 10월 10일,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해양연구와 관련한 

새로운 제안을 발표했다. 해양연구(maritime research)를 위한 유럽의 전략이 유럽연합의 

새로운 해양통합정책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내용이다. 집행위원회는 해양 수송

을 개선하고 해양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고용을 증가시키고 수산업 관리를 보장하며 

해양 환경을 보호한다는 조치들 이외에도, 과학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들을 발표했

다. 집행위원회는 자연의 작용과 인간활동이 해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데이터들을 쉽

게 구할 수 있도록, 해양 관측과 데이터 네트워크(Marine Observation and Data Network)

를 구축함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2008년에 소개될 집행위원회의 해양연구 전략은 경

제성장과 고용 촉진을 추구하는 리스본 어젠다(Lisbon Agenda)와,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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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호하는 유럽연합의 비전을 바탕으로 한 유럽의 새로운 해양통합정책으로 탄생할 것

으로 기대된다. 유럽연합은 7만km의 해안, 두 개의 대양(대서양과 북극해)과 4개의 바다

(발트해, 북해, 지중해, 흑해)로 둘러싸여 있고, 해양지역은 유럽연합 총 국내총생산(GDP)

의 40%에 기여하며, 인구의 40%가 살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안녕은 바다와 떼어 생각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안보 개념이 포함된 해양관측이 미국의 OOI 프로그램과 유사한 ESONET 

(Euporean Sea Floor Observatory Network, htt://www.oceanlab.adbn.ac.uk/research/esonet) 

사업으로 진행중이다 (그림 13). 이 사업은 유럽 GMES(Global Monitoring for Environment 

and Security) 의 일환으로 제안되었으며 10개 권역으로 구분되고 모두 해저 통신망으로 

연결이 된다. 전체 5000 km의 광섬유 케이블망이 구성되어 해양자료를 획득하여 전송하

게 될 것이다. 구축 경비는 130 - 220 million 유로로 예상하고 있다. 우선 사업으로 대서

양쪽의 ESONIM(ESONET Implementation Model)이 구축을 위한 기획 연구가 진행중이다.  

그림 13. 유럽에서 수행중인 ESONET과 단위 관측망 개요의 예.

라. 호주

   호주의 해양예보시스템(BLUElink)에 제공될 해양관측 자료는 IMOS(Integrated Marine 

Observing System. http://www.imos.org.au/)에서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진행중이다. 호주 

NCRIS (National Collaborative Research Infrastructure Strategy, 2005년-2011년 예산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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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억원)의 핵심사업중의 하나로 Tasmania 대학을 중심으로 CSIRO와 해군 등이 참여하

며 2006년부터 약 460억원의 연구비가 투입되어 시작되었다. 호주의 각 해역별로 5개 구

역의 사업이 있고 해양 관측을 위한 11개 분야(ARGO, 부이관측망, 위성, 무인 잠수정 관

측 등)로 구분되어져 있다. 그림 14는 IMOS의 개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4. 호주 IMOS 프로젝트의 해양 관측망 구축 개요도.

마. 일본 및 중국

    일본은 2007년도에 종합해양정책본부를 신설하고, 정책본부의 2008년 첫 예산 규모

는 1조4,534억 엔(약 11조 원)으로 알려졌다. 1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진 한국 해양수산부 

총 예산의 약 3-4배 규모에 이른다. 일본은 10월 말부터 향후 5년간의 “해양기본계획”

을 수립해 내년 1월 공표할 예정이며, 해양기본계획에는 독도나 동중국해 천연가스전 문

제의 대응 방안도 포함될 것이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 계획은 일본의 해군력 향상과 맞

물려 우리나라가 그 동향을 계속 주시해야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다.

   중국은 2003년 중국국무원 승인을 받은 중국 최대 해양조사 프로젝트인 “중국 근해 

해양종합조사와 평가 프로젝트”(약칭 “908 프로젝트”)를 수행중이며, 2004-2009년까지 

6년에 걸쳐 약 19.8억 위안(약 2천 5백억 원)에 이르는 투자로 중국 연근해를 입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중국의 물가가 한국보다 월등히 싼 점을 감안할 때 연 400억원 상당 규

모의 이 프로젝트는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단일 초대형 사업임을 알 

수 있다. 프로젝트의 운영은 중국국가해양국(SOA)이 주도하는데, 사업 추진을 위해 SOA 

내에 프로젝트의 조직, 기획, 대내외 협조 등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설치하였다(http://www.soa.gov.cn). 908 프로젝트 수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S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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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국 근해 해양 종합조사 및 평가관리법”을 제정한 바 있다.   

   908 프로젝트는 기본 임무는 1) 중국 근해의 종합 조사, 2) 중국 근해의 종합 평가, 3) 

중국 근해의 "디지탈 해양" 정보 기반 건설로 되어 있다. 먼저 908 프로젝트의 기본 임

무는 중국 내수(해), 영해 및 영해 이외 해역의 기반 조사, 중점 해역 조사, 전문 항목 조

사를 하는 것이다. 즉 중국 해양의 물리해양, 해양기상, 해저 저질, 해저 지형/지모, 해양 

지구물리 특성, 해양생물과 생태, 해양화학과 해양광학 등 환경 요소의 시공간적 분포특

성과 변화를 조사한다. 또한 중국 해안선의 유형과 길이, 해도(섬 또는 초(礁)석))의 위치

와 개수, 유형, 면적 등 기본 정보를 자세히 조사한다. 이를 통하여 중국의 해양재해, 해

수자원,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분포와 연해 사회 경제 발전 상황 등을 이해한다. 또한 중

국 해양관리의 기본이 되는 데이터와 그림들을 생산한다. 

   908 프로젝트의 주요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해양 기초 조사: 주로 물리해양, 해양지질, 지구물리, 해저지형/지모, 해양생물과 생태, 

해양화학, 수체(해수) 원격탐사, 해양광학 등 환경요소를 포함한다. 

(2) 중점 해역 조사: 선정된 중점해역에 대해 상세한 종합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조사내용

은 물리해양, 해양지질, 지구물리, 해저 지형/지모, 해양생물과 생태, 해양화학, 수체 원격

탐사, 해양광학 등 환경요소를 포함한다. 

(3) 전문 조사: 주로 연안역 조사, 섬(초(礁)석)조사, 해역 사용 현황 조사, 연해 사회경제 

기본 상황 조사, 해양 재해 조사, 해수 자원 이용 조사, 재생 가능한 해양 에너지 조사를 

포함한다. 

   908 조사의 기반 데이터와 자료에 근거하고 기존 역사 자료와 기타 사업성과 결과를 

통합하여 중국 근해의 해양 수문환경, 해양환경 품질 및 용량, 주요 생태계의 변화 추세, 

해양재해 특징 및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해양 환경/생태/자원/재해 현황 

및 변화 추세를 평가-예측하고 중국의 해양 자원/환경 및 생태계의 수용능력을 평가하여 

해양 자원과 환경 이용의 시공간적 구조와 분포의 최적화 방안 등을 도출한다. 이를 통

해 해양 기능구역 확정안을 수정하고, 국가 해양 발전전략 정책 결정, 그리고 연해지역 

사회경제의 지속가능 발전정책 결정의 기초 근거와 정보를 생산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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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지수

가. 미국

   미국 환경청(EPA)에서 전국 연안의 오염현황을 지수화하여 2001과 2005년에“National 

Coastal Condition Report"를 발표하였고, 2007년에 "National Estuary Program Coastal 

Condition Report"를 내 놓았다. 2007년 프로그램은 하구역을 중심으로 평가한 결과로 육

상오염원의 유입에 의한 영향이 큰 내만(Bay) 해역의 평가를 체계화하여 내만역 관리를 

강화하는 목적이 있다 (그림 15). EPA의 보고서에 의하면 연안역 오염현황을 평가하기 

위해 수서 및 저서생태 자료를 통합한 5개 지수를 개발하여, 미국의 전국 연안 환경을 3

등급(Good, Fair, Poor)으로 평가하였다. 5개 환경지표는 수질지수(Water Quality Index), 

퇴적물질지수(Sediment Quality Index), 저서환경지수(Benthic Index), 연안서식환경지수

(Coastal Habitat Index), 어류조직지수(Fish Tissue Index)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수질지수는 질산염, 인산염, 클로로필 a, 

투명도 그리고 용존산소 등 일련의 연

관된 순환과정을 갖는 이들 5가지 세부 

환경요소들을 통합적으로 해석하여 지

수화 하였다.

퇴적물질지수는 퇴적물의 독성, 오염정

도, 유기물함량의 3가지 항목을 통합적

으로 해석하여 지수화 하였다.

저서환경지수는 오염에 민감한 저서생

물들의 군집특성을 분석하여 지수화 하

였다.

서식환경지수는 습지(wetland)에 해당하

는 환경지수로서 퇴적상과 생물상 등을 

분석하여 지수화 하였다. 

어류조직지수는 어류 조직에 포함된 오

염물질의 함량을 분석하여 정해진 기준

값과 비교하여 지표화 하였다.

그림 15. 육상오염원 유입에 따른 수서와 저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이 5가지의 환경지수를 통합적으로 계산하여 미국 전체 연안역을 권역별로 환경평가를 

실시하고, 연안역 보호를 위한 기준자료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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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캐나다

   선진국의 다양한 환경기준의 수치와 기준을 비교하면 캐나다는 가장 엄격하고 자세하

다. 수질, 저질, 생물에 대한 오염물질의 환경기준이 각 오염물질에 대한 광범위한 모니

터링 결과와 실험실 및 현장 독성실험 결과를 집대성하고 전문가 그룹의 검토와 평가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1987년부터 수서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권고기준을 설정해 놓

았으나 이를 지수화 사용은 2002년 11월 개정 이후이며 수십 년간의 환경 및 독성자료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기준을 설정하고 15년 동안의 자료와 평가를 근거로 수질환경 지수

를 개발하였으며, 수질환경지수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계속 논의 중이다. 2002년부터 

수질에 적용한 지수화 방식이 현재 퇴적물 지수에도 동일한 개념으로 적용되고 있다. 

• 수질환경지수 (water quality index)

   1987년부터 담수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65종의 수질항목에 대한 환경권고기준을 설정

하고 있으며, 매년 새로운 오염물질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거나 새로이 발견된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기존에 설정된 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1999년에는 1987년 환경기준 설

정 지침(protocol)의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이를 개정하여 담수뿐만 아니라 해양의 수질환

경기준도 동일한 지침 하에서 설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질환경지수는 다양한 수질환

경자료는 단순화하여 비교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다. 기본 수질자료는 항목

별, 해역별로 통계자료를 제시하는 수준으로 주로 수질환경 전문가나 관리자들만 이해할 

수 있으며, 비전문가는 자료를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수질환경지수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캐나다 환경부에서 개발한 것으로 현재의 전반적인 수질환경 및 과거부

터의 수질환경변화 추세를 전문가와 일반이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수질등급 중 CCME WQI 등급 구분은 목적에 따라 달리 할 수 있으며, 이는 당시 유

용 가능한 정보, 전문가 의견, 일반 대중의 기대치를 포함하여 결정하고 있다. 여기 제시

된 값은 캐나다의 환경기준권고지침에 제시된 일반적인 등급이다(표 1).

표 1. 캐나다 CCME 수질지수의 등급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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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적물 환경지수 (sediment quality)

   퇴적물은 많은 저서생물의 서식처이면서, 해양으로 유입되는 많은 오염물질의 저장고 

역할 및 오염물질을 다시 생태계로 유입시키는 역할을 모두 하는 매질이다. 많은 수성생

물은 퇴적물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오염물질에 노출되기 때문에 퇴적물의 환경권

고기준의 설정을 통해 퇴적물의 오염상태를 평가하는 일은 수서 생태계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퇴적물의 환경권고기준은 퇴적물의 오염수준을 평가하는데 

활용될 수 있지만, 아울러 장기간 수서생태계의 건강을 확보할 수 있는 퇴적물의 관리목

표를 설정하고, 특정해역별 목표기준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캐나다의 퇴적물 

환경권고기준은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아래의 접근법들을 평가한 후 설정되었다. 퇴적물

은 워낙 복잡한 매질로서 위에 언급된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국가적인 시급성에 부합되

고, 과학적으로 방어할 수 있으며, 퇴적물의 독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는 

권고기준을 설정하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퇴적물에서의 노출과 생물독성에 대한 질 높

은 자료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크게 참고한 미국의 연안모니터링 프로그램의 결과

와 첨가 퇴적물 독성 시험 자료이다. 현재 캐나다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퇴적

물 환경지수는 없으며, 캐나다 환경부의 연구소에서 수질의 환경지수 개념을 그대로 적

용하거나 변형하여 퇴적물 환경지수를 활용하려는 시도 진행되고 있다. 퇴적물 환경지수

역시 퇴적물 환경권고기준에 근거하기 때문에 기본 개념와 접근법의 CCME_WQI와 동일

하다. 퇴적물의 경우는 수질에 비하여 농도변화가 단기간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정기

적인 모니터링의 경우 동일지역에서 일 년 이상의 단위로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생체농도기준 (Tissue residue guideline)

   수서생태계에 사는 야생동물은 어류, 패류, 무척추동물 및 식물과 같은 수서생물을 먹

이원으로 하여 생존하게 된다. 이런 수서생물은 야생동물이 먹이사슬을 통해 생물농축되

는 잔류성 오염물질에 노출되는 주요 경로가 된다. 따라서 잔류성(Persistent), 생체농축성

(Bioaccumulative), 독성(Toxic)을 갖는 화학물질(일명 PBT substances)을 평가하고 관리하

기 위해서는 먹이원이 되는 수서생물의 체내 잔류 농도에 관한 권고기준이 필요하며, 현

재 캐나다에서는 권고기준을 설정해 가고 있는 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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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호주 

   South East Queensland (SEQ) 지방정부에 의해 진행중인 The Ecosystem Health 

Monitoring Program (EHMP) 생태계 건강 모니터링 프로그램으로 Queensland 정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의해 공동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담수, 기수 및 해수를 포

함한 모든 수계를 동시에 평가하고 있어 육상오염원의 영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

을 가지고 있다. 주로 수질환경 요소를 기반으로 Ecosystem Health Index (EHI)를 산출하

고 더불어 Biological Health Rating (BHR)에 의해 생물학적인 영향을 가늠한다. EHI 80% 

및 BHR 20%로 종합하여 EHI를 산출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동시에 반영하고 있다. EHI 

및 BHR를 이용한 해역의 건강성 평가는 기수역 18개 지역, 연안해역 8개 지역에서 평가

되었고 EHI 값에 따라 4단계로 건강등급을 나누어 모니터링 시점에서의 건강도를 알아보

기 쉽도록 시각적으로 표시되어 있어 각 지역의 등급 변화를 매년 비교함으로써 건강도

의 변화 추세를 이해하기가 용이하다. 그러나 지표로 이용되는 항목이 수질환경에 치우

쳐 단순화되어 있고, 특이 생물학적인 요소가 많지 않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

다. 연차별 건강 등급을 Ecosystem Report Card로 병기하여 변화양상을 알아보기 쉽게 

디자인되어 있는 점이 일반인에게도 이해를 돕고 있다 (그림 16).

그림 16. 호주 (Moreton Bay)의 해역 

생태계 건강성 평가 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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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양환경지수 관련 국외 웹사이트

국명 주소 내용 평가 지수

미국
www.epa.gov/owow

/oceans
미국연안 환경평가 

수질지수(WQI) 

퇴적물지수(SQI) 

저서생물지수(BI) 

서식지지수(CHI) 

어류조직지수(TCI)  

미국 www.chesapeakebay.net 체사피크만의 건강성 평가 

Bay Habitat Health Index 

(Water Quality Index + 

Biotic Index)

미국 www.bay.org/scorecard
샌프란시스코만의 

생태환경 평가

Habitat Index

Freshwater Inflow Index 

Water Quality Index

Food Web Index

카나다 www.ccme.ca 
카다다 환경평가의 

가이드 라인

Water quality index

Sediment quality index 

(modified)

호주 www.ehmp.org

Ecosystem Health 

Monitoirng Program 

(Annual Technical Report 

& Report Card)

South East Queensland의

Ecosystem Health Index,

Biological Health Rating 

유럽 www.euwfd.com
Europe's Environment 

Assessment Report

환경요인 지수 표현 않음. 

기후변화, 양식, 산업, 선

박 등의 이슈에 근거한 해

역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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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 해양감시망 구축의 수준

․ 상황 발생(예, 적조, 해파리, 냉수대 등)시 현황 안내 수준의 정보 서비스

․ 해양예보 수치모델 연구는 수행하였으나 운용단계에는 이르지 못함

․ 수치모델링에서 자료동화는 단순 기법은 수행하였으나 보다 정교한 기법은 시도 단계임 

․ 해양상태에 대한 자료만을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 수준으로 수요자(국민, 정부 등)이 쉽게 인

지할 수 있는 해양 정보의 2차 가공 및 서비스 부족

제 2 절 국내 현황

1. 해양정보 서비스

 

국내의 해양정보 서비스 현황을 각 기관별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가. 국립수산과학원 (그림 17)

   국립수산과학원은 해양환경조사, 정선해양관측, 연안정지관측 그리고 위성관측 자료를 

웹기반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해양환경조사는 1992년부터 2006년까지 3개월에 1

회 연안해역의 정점별로 표층과 저층에서 실시되며 자료로는 수온, 염분의 물리적 특성 

자료뿐만 아니라 생화학적 특성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정선해양관측은 1961년부터 격월

별로 동해안과 남해안 그리고 서해안의 정선을 따라 각 정점에서 실시되며 표층에서 수

심 500m까지 수온과 염분의 물리적 특성자료 그리고 화학적 특성자료를 제공한다. 다만 

화학적 특성자료는 일부 정점에서만 관측된다. 연안정지관측은 1910년부터 한국 연안역

의 약 40개 정점에서 관측된 수온, 기온 및 기상자료를 제공한다. 해양환경조사, 정선해

양관측 그리고 연안정지관측자료는 관측에서부터 배포까지 약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

고 있다. 위성관측자료로는 해면수온(SST), 해색(Ocean Color) 및 엽록소-a (Chlorophyll-a) 

영상을 수신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해면수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해면수온 자료는 매

일 4-6개의 영상을 수신하여 웹을 기반으로 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디지털 자료 서비스

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상황 발생에 대한 정보 서비스로 해양수산속보, 적조속보, 어해황예보, 해파리속보, 패류

독소속보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어해황예보는 수치예보모델을 근거로 하지 않으며 정성

적 성격의 예보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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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국립수산과학원의 해양자료 서비스 현황.

나. 국립해양조사원 (그림 18)

   국립해양조사원은 해조류관측과 물성관측, 이어도 과학기지를 통한 관측 및 조위 관

측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000년부터 한국 동해안과 남해안 연안역에서 선박장착용 

ADCP를 이용하여 연안해류를 관측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선속을 보정한 후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관측으로부터 제공하기까지 약 8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며 관측자료를 웹

을 통해 구간별로 디지털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점별 상세 디지털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연안해류 관측과 함께 CTD를 이용하여 수온과 염분, 용존산소와 수소이온농도를 

매 격월별로 관측하고 있으나 비정기적으로 웹을 통하여 수온과 염분의 이미지를 제공하

고 있을 뿐 디지털 자료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한국 동해와 남해 그리고 남동중국해에서 

ARGOS 뜰개를 투하하여 해류를 관측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궤적의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통해 파랑, 조위, 표층유속, 표층수온, 표층염분, 해양기상 

그리고 해양환경을 관측하고 있으며 웹을 통하여 실시간 제공하고 있다

(http://ieodo.nori.go.kr/index.asp). 국립해양조사원은 27개의 조위관측소에서 조위를 관측하

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실시간 조위 예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차적인 해양정보 서비스로 조석 예보자료에 근거한 바다갈라짐 정보를 제공하고 있

는바 이러한 종류의 정보 개발이 더욱 요구되며 본 기획과제에서는 정보의 지수화를 제

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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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양자료 서비스 현황.

다. 한국해양연구원 (그림 19)

   각 연구 프로그램 기반으로 관측 자료가 생산 및 배포되고 있다. 실시간 해양․기상관

측을 위하여 해양과학기지 등을 설치하여 시험 운영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 이어도 과학

기지를 국립해양조사원에 이관한 바 있다. 외해역 관측으로 동해, 동중국해, 적도 태평양 

및 남극 주변에서 수온과 염분 해류를 관측하고 있으나 인터넷을 통한 자료배포 체계는 

갖춰지지 않았다. 한국 Argo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동해 및 남극해에 Argo 뜰개를 투하하여 

수심별로 수온, 염분을 그리고 최근에는 용존산소를 추가하여 관측하고 있으며 자료는 

웹(http://argo.kordi.re.kr)을 통하여 제공된다. 웹을 기반으로 1996년부터 최근까지 일별 

해면수온 위성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 디지털 자료 서비스는 시행하고 있지 않다. 

그림 19. 한국해양연구원의 해양자료 서비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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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내 대학 및 기타 연구소 (그림 20)

   서울대학교는 동해 관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http://eastsea.snu.ac.kr). CREAMS 

(Circulation Research of the East Asian Marginal Seas) 등 국제 프로그램과 한․러 공동 

관측으로 동해 전역에 걸쳐 1993년부터 주로 여름과 겨울에 수온, 염분 및 용존산소를 

관측해 오고 있으나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지는 않는다. 동해 연구의 중요한 요소인 대한

해협을 통한 수송량을 해저케이블 전압차를 이용하여 1998년부터 감시하고 웹 기반으로 

일주일 간의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으나 디지털 자료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한국동해안 

동해시 연안역에 해상관측부이를 2003년부터 운용해오고 있으며 해상기상과 표층에서 약 

100미터 수심까지 수온, 염분, 해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와 실시간 웹서비스 기

능을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HF Radar를 이용하여 동해시 연안역에서 약 20km 외해역까

지 표층해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시험적으로 웹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군산대학교의 새만금 환경연구센터에서는 새만금연안에 설치된 2곳의 HF-Radar 관측

소를 통해 현재 매 1시간 간격으로 표층해류 이미지를 웹 (http://serc.kunsan.ac.kr/~hfr/)

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국립기상연구소는 3시간 간격으로 현재부터 48시간 이내 해상풍 예측 정보를 이미지

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나 디지털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한국 Argo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세계 해양에 투하된 Argo 로부터 얻어진 수온과 염분 및 해류를 준실시간 서

비스하고 있다. 

그림 20. 대학 및 연구소의 해양자료 서비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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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해양수산부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 (MEIS)

   해양수산부에서는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 (MEIS; http://www.meis.go.kr)을 구축하

여 운영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국림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연군 및 

해양경찰청의 과측자료를 통합하여 제공한다. 자료 검색의 틀은 잘 갖추었으나 여기에 

제공되는 실제 자료의 양은 우리나라 해양상태를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며 가시화 능력이 

떨어져 정보 전달의 기능이 부족하다. 

바. 국내 해양자료 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국내 해양관련 기관들에서는 다양한 해양 자료를 서비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이 원활히 해양예보체계에 이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점이 필요하다. 

   첫째, 실시간 해양자료 서비스 체계를 갖춰야 한다. 국내 해양관련 기관들이 서비스하고 있는 

대부분의 자료들은 관측에서부터 타기관에 배포되기까지 2달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

러나 아무리 양질의 자료라도 관측에서 배포까지 1달 이상 소요될 경우 해양예보에 이용될 수 없

다. 예를 들어 국립수산과학원의 정선해양관측자료의 경우 2006년 관측 자료가 2007년 9월에 배포

되었고, 2006년 2월 관측 자료의 경우 관측에서 배포까지 1년 7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나마 

국립수산과학원의 자료는 타기관에 공개되지만 상당수의 관측자료는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공개된 자료들은 디지털 자료가 되어야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국내기관들이 수신하는 위성관측 

해면수온 자료의 경우 이미지만을 배포하고 있어 이를 해양예보체계에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최적의 관측망 구성을 위한 사전 및 사후 연구가 요구된다. 대부분의 국내 해양 관측망은 

수립된 지 수 십년이 경과되었고 해양예보체계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해양예보체계를 

수립하고 운용하고자 할 때 투자대비 최대의 효율을 얻기 위해서는 해양예보체계에 맞는 최적의 

관측망 구성을 위한 연구가 해양예보체계 수립 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수행되고 있는 각 

기관들의 해양관측망 중에서 중복 투자된 부분들은 협의를 통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

립수산과학원의 정선 관측과 국립해양조사원의 기준선 관측의 관측 정점, 시기 그리고 항목이 중복

되어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관측 자료의 검정 체계 및 오차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다. 각 기관들이 관측하는 해양자료

는 같은 관측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관측 자료의 검정 체계가 각 기관별로 상이하여 이를 해양예보

체계에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각 기관들의 해양자료의 질을 평가하여 이에 따라 해양예보체계

에 활용할 시 가중치를 정해야 하지만 각 해양자료의 오차 정보가 부재하여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해양자료들을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오차정보를 제공하고 적절

할 가중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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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연구원 국내대학 국내기타 국외(한국인)

전지구

해양모델
2명   기상연구소 2명

독일 1명

미국 1명

지역모델 10명

해양대, 전남대, 

군산대, 서울대

각 1명

기상연구소 1명

지오시스템 1명
 

연안모델 4명
인하대, 성균관대

각 1명
   

물리모수화 

방안 개발
  연세대 1명    

표 3. 국내 해양모델 연구 인력 인프라의 예 (내만, 하구 등 모델링 제외)

2. 해양모델 연구 현황

가. 해양모델 연구 인력 인프라

   국내 해양모델 연구 인력으로는 한국해양연구원, 대학, 기상연구소 및 지오시스템 등 

산업체에 30명 이상의 연구진이 해양수치모델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외

에서도 독일 및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과학자들이 해양모델 연구 분야에서 활동

하고 있다. 지역해에 연해 있는 한국의 특성상 대다수의 연구진이 지역해양모델 및 연안

모델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연구에 응용되는 전지구해양모델이나 물리

모수화 방안 개발에는 상대적으로 연구 인력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표 3). 

나. 국내 해양모델 연구 전산자원 인프라

   국내 수치모델 연구 전산자원 인프라는 기상분야 전문기관인 기상청과 해양연구 전문

기관인 한국해양연구원 그리고 슈퍼컴퓨팅센터, 서울대학교를 비교 검토하였다. 기상분야 

전문기관인 기상청은 2004년 10월에 CrayX1E 를 도입하였으며 최대 성능은 18.5 Tflops 

이다. 반면 해양연구 전문기관인 한국해양연구원은 슈퍼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각 연구자별로 PC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해양연구

원이 보유하고 있는 전산자원들을 통합할 경우 최대 성능은 1 Tflops 이하일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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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슈퍼컴퓨팅센터는 최대 성능 4.4 Tflops 의 IBM P690 슈퍼컴과 2.7 Tflops 의 PC 클

러스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는 5.6 Tflops 의 IBM JS20 클러스터를 보유하고 있

으나 여러 연구기관 및 분야에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표 4). 

   국내 수치모델 연구 분야의 전산자원 인프라가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지만 해

양연구 분야의 전산자원 인프라는 더욱 열악한 실정이다. 한국해양연구원의 경우 기타 

타분야의 전산자원에 비해 크게 부족한 1 Tflops 이하의 성능을 가진 PC 클러스터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립수산과학원이나 국립해양조사원 역시 슈퍼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해양분야 연구의 경우 자체 클러스터를 이용하여 소규모 수치모델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고해상도의 지역모델이나 전지구 해양모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고속 슈퍼컴퓨

터가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해양분야에서는 소규모 연구의 경우 자체 PC 클러스

터를 활용하여 수요를 충당하고 있지만 해양예보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고해상도의 지

역모델과 전지구 해양모델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의 슈퍼컴퓨팅 능력이 

향상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해양예보체계를 위한 

전산자원으로 슈퍼컴퓨팅센타와 서울대학교가 보유한 슈퍼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으나 현

재의 수요만으로도 과부하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전산자원 인프라의 확충이 요구된다. 

구분 이름 최대 성능 도입시기

기상청 CrayX1E 18.5 Tflops 2004.10

KISTI

(슈퍼컴퓨팅센타)

IBM P690 4.4 Tflops
2002.1(1차)

2003.7 (2차)

PC Cluster 2.7 Tflops

서울대학교 IBM JS20 Cluster 5.6 Tflops 2004.12

한국해양연구원 PC Clusters < 1 Tflops 개별도입

표 4. 국내 수치모델 연구 전산자원 인프라

다. 국내 해양모델 운용 현황

   국내 해양모델을 전지구해양모델, 지역모델 및 연안모델로 나누어 현황을 살펴보았다 

(표 5). 전지구해양모델은 한국해양연구원과 국립기상연구소에서 운용되고 있다. 두 모델 

모두 미국 GFDL의 MOM(Modular Ocean Model)에 기반하고 있으며 각각 1/2°와 1°수평

격자 해상도를 가지고 있으며 수직으로는 Z 격자 체계로 각각 30개와 29개의 수직격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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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기반 모델 수평격자
수직격자개

수
영역

전지구

해양모델

KORDI,

국립기상연구소

MOM3

MOM3.1

1/2°´1/2°

1°´1°

30

29

전구

전구

지역모델

KORDI

KORDI

전남대

KORDI

KORDI

KORDI

MOM3

HYCOM

ROMS

MOM3.1

FVCOM

POM

1/6°´1/6°

1/12°´1/12°

1/4°´1/4°

1/10°´1/10°

2~14km

1/5°´1/5°

32

30

20

42

30

18

북서태평양

북서태평양

북서태평양

동해

동중국해

북서태평양

연안모델
KORDI

KORDI

FVCOM

자체개발

50m~800m

250m´250m

2차원

2차원

경기만

경기만

표 5. 국내 해양모델 운용 현황

가지고 있다. MOM 은 지금까지 광역모델 및 전지구모델에 이용돼 오던 모델로 수평으로 

Arakawa B 격자 체계로 구성된 모델이다. 최근에 MOM3에서 MOM4로 버전이 높아지면

서 1차원 병렬화에서 2차원 MPI 병렬화 기법을 도입하고 남북으로 한층씩 메모리에 올려 

수치적분을 하던 것을 전체 도메인을 메모리에 한꺼번에 올려 수치적분을 수행함으로 계

산 속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지역 모델이나 고해상도의 수치모델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Arakawa B 격

자체계보다는 C 격자 체계나 비구조화된 격자체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이

에 POM(Prinston Ocean Model)과 ROMS(Regional Ocean Modeling System) 그리고 

HYCOM은 Arakawa C 격자체계로 구성되었으며 FVCOM(Finite Volume Coordinate Ocean 

Model)은 비구조화된 격자체계로 구성되어 지역모델 및 연안모델에 대한 적용성이 높다. 

또한 MOM의 z 격자체계나 POM의 σ 격자체계가 갖는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혼합

형태의 수직격자체계가 제안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ROMS 는 z와 σ의 혼합형태인 s 

수직격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HYCOM 은 상층에 z, 중층에 등 도 격자체계를 그리고 바

닥에 σ 격자체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지역모델 및 연안모델 분야에서도 기존

의 MOM과 POM에서 HYCOM, ROMS 및 FVCOM으로 옮겨가는 추세이며 격자 해상도도 

1/10°에서 1/12°까지 조 해지고 있다. 국내 연구수준으로 보아 해양모델의 자체개발 

기술력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해양모델을 자체개발하는 경우 소요인력과 경

비가 커서 아직 국내에서는 해양모델을 자체개발하고자 하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 40 -

라. 국내 해양모델 연구의 개선방향

   기존의 해양모델 연구 분야에서는 파랑과 조석 등의 여러 성분 모델들은 비교적 잘 

수립되어 해양순환모델과의 연동 체계가 수립되었지만 기상 입력자료와 해양순환모델과

의 연동 체계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기상자료가 실시간으로 해양순환모델에 

입력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양예보체계를 수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해양예보

체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 기상 예보 자료의 해양모델 

입력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형 지역모델 수립을 위한 모델간 비교 분석 연구가 미흡하다. 동해 및 황해 그리

고 동중국해 등 한국 연안해역에서는 중규모 해양현상이 주요하며 해양의 중단기 변동성

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 연안역에 적합한 해양모델을 수립하는 것이 

향후 해양예보체계를 수립하는데 중요한 기반 연구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 연안역에

서의 지역모델 간의 상호 비교 연구는 Lee 등(2003)의 “Comparison of RIAMOM and 

MOM in Modeling the East Sea/Japan Sea Circulation” 에 의해 수행된 동해에서 

RIAMOM(RIAM Ocean Model) 과 MOM 의 상호 비교 연구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해양모델의 경우 물리과정 모수화가 수치해의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지

만 이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 따라서 향후 한국 연안해역에 대한 한국형 지역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역모델 간의 비교 연구와 물리과정 모수화 방안 연구 등의 기초 연구

가 수행되어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양모델 분야를 위한 전산자원 인프라의 확충이 요구된다. 최근 전세계

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기후변화를 조절하는 주요 요소로서 해양

의 역할이 지적되면서 해양모델에 대한 관심 또한 증대되고 있다. 일본과 미국 그리고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대단위의 슈퍼컴퓨터를 지구과학분야에 투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은 고해상도의 해양모델 수립과 기후변화 시뮬레이션 등의 연구 성과를 도출함으로 

제 4차 IPCC 보고서에 주요한 결과로 실리는 등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 또한 해양예보체계를 갖추고 이를 통해 한국 근해에 미치는 기후변화 효과를 모니

터링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전산자원 인프라가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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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 자료동화 기법

가. 연구인력 인프라 (표 6)

   국내 해양자료동화기법 연구는 선진 기술국에 비교하여 기초적인 단계라 할 수 있다. 

해양연구원을 비롯하여 국내 대학 및 연구소에서 적용하고 있는 자료동화기법은 너징, 3

차원변분동화 그리고 Ensemble Kalman Filter 기법으로 세 가지가 있다. 이를 연구하는 

연구진은 국내에 10명 이내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현재 전세계적으로 현업 적용되고 있

는 3차원변분동화기법의 경우 2명 그리고 차세대 자료동화기법으로 간주되는 4차원변분

동화기법이나 Ensemble Kalman Filter의 경우 5명 내외 연구진이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너징 기법은 한국해양연구원의 해양예보시스템(KOPS)에 적용되어 해면수온과 해면고

도 위성자료를 해양모델에 동화하는데 이용된 바 있다. 그러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너징 기법은 계산 비용은 저렴하나 통계적으로 객관적인 방법이 아니며 따라서 통계적으

로 최적의 해를 보장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한국해양연구원의 해양예보

시스템의 경우 생산된 예보 자료가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되지 않아 신뢰도를 평가할 

기준이 없다. 

   서울대학교에서 개발한 동해자료동화체계는 3차원변분동화기법을 적용하여 수심별 수

온 관측자료와 해면수온 및 해면고도 위성자료를 동화했다. 1993년부터 2002년까지 해양 

재분석 자료를 생산한 바 있으며 특히 1999년부터 2000년에 걸쳐 울릉분지에서 PIES 를 

이용하여 관측된 100미터 수심의 수온 자료와 비교 검증된 바 있다 (Kim 등, 2007). 자료

동화체계와 관측된 수온자료은 평균 0.79의 상관도를 보이며 평균 RMS 오차는 2.1℃였다. 

PIES 에 의해 관측된 수온의 평균 오차가 1.5℃임을 감안할 때 동해자료동화체계의 평균 

오차는 2℃ 이하일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동해자료동화체계를 기반으로 동해해양예보체

계를 수립하는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표 7).

   전남대와 군산대 그리고 서울대와 한국해양연구원은 Ensemble Kalman Filter 기법을 

적용하여 북서태평양과 동해에 각각 해양자료동화체계를 수립하고자 공동연구를 수행중

이다. 서울대와 한국해양연구원은 이상적인 해양에 Ensemble Kalman Filter 기법을 적용

하여 적용성 및 민감도 시험을 마친 상태이며 이를 바탕으로 전남대와 군산대는 해면수

온 위성자료의 일부를 북서태평양 지역해양모델에 동화하고 있다. 향후 서울대와 한국해

양연구원은 동해 지역해양모델에 그리고 전남대와 군산대는 북서태평양 지역해양모델에 

수온 수직자료, 해면수온 및 해면고도 위성자료를 동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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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DI 대학 및 연구소 기술 수준 비고

Ensemble 

Kaman Filter
1명

기상청, 군산대,

전남대, OSU(미국)

각 1명

4D-Var 와 함께 
차세대 기법으로 
간주됨

물리적 현상을 반영하고 
통계적으로 최적의 결과
이나 과도한 계산 비용

3차원 변분동
화 (3D-Var)

1명 부산대 1명
계산비용이 저렴
하여 선진국에서 
현업 적용 중

통계적으로 최적이나 물
리적 현상을 반영하지 못
함

너징 기법

(Nudging)
1명 충남대 1명   통계적으로 최적의 결과

를 생산하지 못함

표 6. 국내 해양자료동화기법 연구 인력 인프라

  기관 영역(해상도) 자료동화기법 비고

북서태평양
자료동화체계

전남대학교
동해
1/4°×1/4°

Ensemble 
Kalman 
Filter

SST 동화
T,S Profile과 SSH 동
화모듈 개발 중

동해자료동화체계
(DA-ESROM Ver 3)

KORDI
동해
1/10°×1/20
°

Ensemble
Kalman 
Filter

SST 동화
T,S Profile과 SSH 동
화모듈 개발 중

동해자료동화체계
(DA-ESROM Ver 2)

서울대학교
동해
1/10°×1/10
°

3차원
변분동화
(3D-Var)

수온 Profile
SST, SSH 동화
관측결과와 비교검증

해양예보시스템
(KOPS)

KORDI
북서태평양
1/5°×1/5°

너징 기법
(Nudging)

SST,SSH 동화
예보 자료 생산
검증되지 않음

표 7. 국내 자료동화기술 수준

나. 해양 자료동화 기법 연구의 개선방향

   국내 해양자료동화기법 연구는 해양예보체계의 다른 두 요소인 해양관측과 해양모델 

연구분야에 비해 국내 인력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 해양자료동화기

법 연구 인력은 10명 이내이며 향후 발전 가능성을 생각할 때 선진 기법에 대한 연구 인

력은 5명 내외라는데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향후 해양자료동화기법 연구에 대한 

교육 체계 마련 및 지원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해양자료동화기법의 경우 이를 적용하고자 할 때 일반적인 해양모델보다 최소 2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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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최대 100배 이상의 전산 자원을 요구하지만 앞서 해양모델 연구분야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전산 자원 인프라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현재 해양자료동화기법 연구는 과거 

자료를 입력하여 과거를 예보하는 재분석 연구에 머물러 있다. 이는 관측 자료를 동화체

계에 실시간으로 입력하는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향후 해양예보체계를 갖추

고자 할 때 갖추어야할 것이다. 

   국제적으로 해양예보체계에 현업으로 적용되는 해양자료동화기법은 OI나 3차원변분동

화기법이며 최근 Ensemble Kalman Filter가 일부 현업 적용을 위해 개발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3차원변분동화기법의 경우 단기 기후예보를 위한 초기장 수립에 활용된 바 

있고 동해 재분석 자료 생산에 적용된 바 있다. 향후 이를 발전시켜 해양예보체계 수립

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진 기술로 인정되는 4차원변분동화기법이나 Kalman 

Filter 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4차원변분동화기법의 경우 기상분야에서 성공

적으로 현업에 적용되어 정확도 높은 예보장을 생산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기법이다. 또

한 Kalman Filter는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선진 기술로서 적용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4차

원변분동화기법과 함께 정확도 높은 예보장을 생산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법이다. 아직까

지는 4차원변분동화기법이나 Kalman Filter를 적용한 해양예보체계가 많지 않으며 따라서 

선진 해양자료동화기법을 도입하고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함으로 향후 정확도 높은 해양

예보체계를 수립하고 이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동화기법 연구는 해양예보체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될 수 있다. 일

례로, 자료동화기법은 최적의 관측망을 구성하는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Berliner 등(1999, 

JAS)는 가장 최적의 관측점은 변동이 큰 지역일 뿐만 아니라 관측점이 존재하지 않는 지

점과의 상관도가 높아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4차원변분동화기법이나 Kalman Filter 

기법의 경우 배경오차공분산을 물리적인 역학 방정식으로부터 계산한다는 장점을 활용하

여 다른 점들과 상관도가 높은 최적의 관측망을 구성하는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4차원변분동화기법과 Kalman Filter 기법은 모수화 매개변수의 추정에 활용되고 있다. 특

히 경험식이 주를 이루는 해양생태모델 연구의 경우 매개변수의 추정이 모델의 성능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개발되어 타 해역에 적용된 해양생태모델이라 할지

라도 지역해에 맞는 매개변수를 추정해야 하는 연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

하여 경험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하고도 그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에 자료동화기법을 적용하여 매개변수를 추정하고

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한국 주변해역에 대한 매개변수 추정 연구 또한 수

행되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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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기획 과제 개요

제 1 절 기획 과제의 개요 

세계 수준의 조선 산업의 확립을 위하여 철강, 기계, 전자 등 기초 기술 분야의 인프

라 구축이 필요하듯이, 선진국 수준의 해양 예보와 정보제공 서비스를 실시하려면 대

규모 관측기술, 수치모델링 기술, 자료의 가공기술 등 기초 요소기술의 개발이 필요하

다. 본 기획연구에서는 해양예보 요소기술을 4 부분으로 구분하여 과제를 기획하였다.  

․ 지역해 규모 실시간 해양 관측 자료 확보

․ 해양 예측 수치모델 및 예측력 향상을 위한 자료동화기법 확보

․ 생산된 자료의 지수화 및 변동성 시계열화

․ 관측망 및 예측모델 운용과 자료 검증 그리고 정보제공을 담당할 전문 조직 확보 

1. 지역해 통합 해양환경 부이관측망 구축 

   해양정보를 서비스하기 위하여 관측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관측점에서 관측시각만의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기술로 인공위성 원격탐사 자료의 활용이 있

지만 이 경우에는 주로 해수면의 상태만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정보의 종류도 수온, 해상 상태, 

해상풍, 해면고도 및 해색 등 그 범위가 제한 적이다. 현재의 기술로는 해양환경 요소의 정보

는 현장 관측의 방법이 유일하며 나아가 수층의 모든 해양 또는 해수 특성의 변수의 정보도 

현장 관측의 방법이 유일하다. 본 기획에서는 관측 요소의 다양화, 전 수층에서의 자료 획득 

및 지속 반복적인 관측을 전제로 부이를 이용한 무인 관측망 구축을 제시하였다. 

2. 지역해 자료동화 접합 예보모델링 

   부이관측에 의한 자료의 확보도 분해능 (관측 영역)에 한계가 있으므로 전 대상 해역(동해, 황

해, 남해 등)의 해양 상태의 제반 요소 분포를 추정하기 위하여 수치모델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모델은 현상 재현뿐만 아니라 예보 기능까지 포함한다. 예보모델의 속성상 예측능력의 향상, 

즉, 예보의 정확성은 모델의 초기조건의 정확성에 좌우되는 바 부이관측망의 자료(또한 인공위성 

탐사 자료 등 모든 가용한 자료)는 예보모델의 초기조건으로 활용된다. 관측자료가 아무리 다량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모델의 초기조건으로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자료동화의 기법이 좋아야 되

는 제약이 있다. 본 기획에서는 자료동화기법 개발과 이를 활용한 예보모델 연구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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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변동성 시계열화 및 해양지수 개발

   관측과 모델로부터 생산되는 자료는 모두 디지털화하여 저장되며 일차적으로 해양 변

수(예, 수온, 염분, 해류 등)의 분포는 색으로 구분되어 가시화된다. 이러한 정보 제공은 

전문가나 일부의 해양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유용성이 높을 수 있고 정보 전달의 효과가 

있지만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이해와 관심의 정도가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일차적인 정

보뿐만 아니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유용한 정보로 가공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기획에서는 관측과 모델로부터 생산되는 자료의 검증, 해석, 이차적인 해양정보의 가

공 등을 포함한 연구를 독립된 요소 과제로 제시하였다.

4. 국가 해양예보센터 구축

   앞의 세 가지 요소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이들을 전담할 조직이 필요하다. 

해양예보는 이의 운용에 관계되는 세부적인 핵심기술들로 보아 일종의 융합과학의 성격

이 강하다. 본 기획에서 제시하는 센터는 이러한 융합과학을 수행하는 곳으로 향후 독립

적인 기구로서 발전을 전제로 하여 구체적인 센터 구축 방안을 기획 제시하였다.   

5. 타 과제와의 차별성   

   본 기획과제의 관측망 구축은 현재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수

행중인 ‘해양관측시스템 개발’ 사업과는 관측망 구성의 대상 영역에서 차이가 있다. 

‘해양관측시스템 개발’사업은 연안역과 천해 및 가스전과 같은 해양 구조물의 해역에 

국한되어있는 반면 본 기획과제에서의 관측망 구축 해역은 연안은 제외하고 있으며 분지

해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수행중인 ‘ 북서태평양이 한

반도 주변해(대한해협)에 미치는 영향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중인 서태평양의 관측시스

템과도 영역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안, 지역해, 대양의 관측망은 해양상태 

해석과 예보모델 운용 등에서는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각의 사업이 수행

되더라도 관측 자료 교환 이용과 관측 시기 조정 등 국가적 차원에서 시너지 효과를 가

져 올 수 있도록 세부적인 연구 수행에서 협조가 있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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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해양예보 서비스 개요

1. 해양예보 서비스 목표

   해양정보의 다양성 때문에 모든 자료를 같은 주기의 정보 제공을 할 수 없으며 정보

의 성격에 따라 정보의 제공 주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이 가능하다. 다만, 자료 획득 센서

와 부이 설치에 따른 자료 해상도에 의하여 정보 제시 주기는 다를 수 있다. 그림  21은 

해양정보의 시공간 크기를 도시한 것이다.

- 해황 (해수 유동, 물성, 환경 요소 / 부이 관측): (준)실시간

- 특이 상황 (적조, 유류 오염, 해난): 1일 - 1주일의 예보 필요

- 현상 (동중국해 저염수, 동해소용돌이, 동해안 냉수대, 해파리): 1주일- 1개월 예보 필요

- 해양 (오염, 생태계 등) 환경 지수 : 계절별, 연도별 지수 제시

- 해양기후지수(Ocean Climate Index) : 연도별 지수 제시

- 국가해양지수(NAtional Marine Index) : 연도별 지수 제시 

그림 21. 해양정보의 시공간 크기



- 47 -

제 4 장 세부 기획 내용

․ 과제 1: 지역해 자동 통합 환경 부이관측망 구축

․ 과제 2: 지역해 통합 해양예보모델링

․ 과제 3: 지역해 통합 해양정보 생산

․ 과제 4: 국가 해양예보센터 구축

제 1 절 지역해 자동 통합 해양환경 부이관측망 (KOONET) 구축

․ 지역해 범위의 해역에 격자망 통합 환경 부이관측망 (KOONET)*을 국축한다.

 * KOONET (Korea Ocean Observation Network)

․ 황해/남해/동중국해, 동해 순서로 관측망 구성

․ 해양물리, 기상, 대기 물질, 해양 환경요소 (지화학 및 생태계 관련) 센서 부착 

․ 동중국해 남단과 동해의 일부 관측부이에는 해저 지진계 부착 

․ 관측 자료는 실시간으로 육상 전송

1. 필요성

 - 지역해 규모의 해역에 대하여 해양 물성, 유동, 기상 및 생지화학적 환경요소를 실시  

   간으로 관측하여 그 분포를 제시하고 환경 변동성을 감시한다.

 - 해양예보모델의 초기 입력 자료로 활용할 현장 자료를 확보한다. 

2. 최종목표

 - 지역해 자동 부이관측망 구축 및 운용

3. 연구개발의 내용

 - 우리나라 관할 해역에 대하여 격자망 자동 부이 관측망 구축 (그림 22)

 - 관측망은 황/동중국해, 동해 순서로 구축

 - 관측항목은 해수물성, 유동, 기상, 환경요소, 생태학적요소, 대기 환경물질, 지진, 음향

 - 동중국해 남단 부이와 동해의 선택된 부이에는 해저면 지진계를 설치

 - 관측 자료는 실시간 육상으로 전송

 - 자료 검정을 위하여 선박을 이용한 부정기적 조사를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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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지역해 통합 부이 관측망 개념도.

4. 년도별 연구 수행 내용 

년도 목표 내용

1차년도  부이관측망 위치 결정  부이관측망 최적화 연구

2차년도  황해/남해 관측망 구축 시작  황해/남해 부이 설치 및 운용

3차년도
 지역해 관측망 (KOONET)

 운용 테스트

 황해/남해 부이 설치 및 운용

 KOONET 시험 가동 

4차년도  동해 관측망 구축 시작

 황해/남해 부이 설치 및 운용

 동해 부이 설치

 KOONET 가동 

5차년도  황해/남해 관측망 구축 완료

 황해/남해 부이 설치 및 운용

 동해 부이 설치 및 운용

 KOONET 세련화

6차년도  KOONET 정상화
 동해 부이 설치 및 운용

 KOONET를 국가 해양예보센터에 흡수

7차년도 

이후
 동아시아 해저 관측망 구축 기획

 지역해 부이관측망 구축 완료 

 동아시아 해저 관측망 구축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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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행 및 추진 전략

- 모델분야와 공동으로 최적 관측망 구성의 선행연구를 수행한다.

- 부이 사이즈는 직경 10 m의 대형부이로 한다.

- 관측 항목은 모든 탑재 가능한 해양 및 기상 관련 요소로 한다.

- 에너지 공급은 태양전지, 풍력, 축전지 복합 형태로 한다.

- 자료 전송은 저궤도 위성을 이용한다.

- 부이관측망 운영을 위하여 산업체와 공동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 자료 수집, 검증 및 가시화를 담당할 전담조직을 구성한다.

- 별도 기획을 통하여 부이관리, 자료전송, 자료관리를 위한 인프라(선박, 조직, 위성)를 구축한다.

- 전담 조직은 국가해양예보센터의 부분으로 구성한다.

6. 핵심기술 및 기술 보유 현황

- 부이건조 기술 : 국내 제조 가능하며 황해 부이 설치 경험 있음

- 관측센서 기술 : 모든 관측 센서의 생산 기술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국외 구매에 의함

- 자료전송 기술 : 저궤도 위성의 활용이 가능하며 이어도해양과학기지 등의 경험이 있음.

                  장기적으로 국내 위성 개발과 공조가 필요함

- 자료검정 기술 : 각 분야의 자료의 검정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 부이관리 기술 : 연구원과 산업체에서 관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7. 기술 분석

   핵심기술 중 가장 중요한 부이관련 기술분석을 제시하고 관측항목에 따른 센서 등의 

기술은 부록에 기술하였음.

가. 자동 관측 부이시스템의 구성

   자동 관측 부이시스템의 구성은 센서부, 원격통신부, 관측 제어부, 전원부 및 계류부

(부이 hull)로 구분할 수 있다.

(1) 센서부

자동 관측 부이시스템의 센서는 대기 관측용 기상센서와 해류계, 수심별 CT센서 또는 

CTD 등의 수중관측센서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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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상센서

   기상센서는 풍향∙풍속센서, 대기온도센서, 습도센서, 기압센서, 강수량센서, 일사센서, 

일조센서 및 시정안개센서가 있으며 특히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풍향∙풍속센서, 대

기온도센서, 습도센서 및 기압센서는 Dual로 설치, 상호 센서간 비교 보정한다.

(나) 수중관측센서

   수중관측센서는 해류계, CT센서, CTD, DO센서 및 기타 Optical 센서(PAR, 

Transmissometer, Fluorometer등)로 구분하며 수심별로 센서를 추가 설치한다.  수중관측

센서의 관측자료는 Inductive Modem을 이용, 부이 hull과 전기적 절연상태로 유지하여 고

장발생시 다른 센서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또한 Acoustic Modem을 이용, 기존 계

류라인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중관측센서를 운용할 수 있다.

(2) 원격통신부

   원격통신부는 자료를 실시간으로 송신, 육상에 관측자료를 제공하며, 각 센서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다. 원격통신모뎀은 Dual로 설치, 안정정적으로 현장과 원격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 시스템 계측제어부

   시스템 계측제어부는 각 센서의 Integration과 그 관측자료를 처리, raw data 저장, 실

시간 원격통신부의 제어, 충전 배터리 및 관측기기의 감시 등 자동 관측 부이시스템을 

총괄 제어한다. 또한, 현장에서 자동 관측 부이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관측기기의 교체 등

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전원부

   자동 관측 부이시스템의 관측센서와 통신모뎀 및 관측 제어부의 전원부는 극소전류를 

소모하도록 설계 및 선정하여야 하며, 모든 기기는 원격으로 구동되기 때문에 시스템의 

전원관리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동작하기 위한 선결조건이 된다.

   전원부는 태양광 발전기, 풍력발전기, 충전제어부 및 배터리 등으로 구성된다. 태양광

과 풍력을 연계시켜 주간에는 태양광 발전과 풍력발전을 사용하고 밤에는 풍력발전을 사

용하여 전원에 의한 문제점을 감소시킨다. 충방전 효율이 높고 수명이 긴 deep cycle 

battery를 사용하고 주 배터리와 보조 배터리를 구분하여 비상시에 긴급히 사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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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한다. 각 배터리의 충전상태 및 발전상태를 원격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5) 계류부 및 부이 hull

   계류는 I type으로 설계하고 계류라인에는 Weight와 Acoustic Release (Dual), 수중부이 

및 샤클 등으로 표층의 관측 부이시스템에 연결된다. 계류라인에 장착된 수중관측센서의 

관측자료는 Inductive Modem을 이용하여 부이 hull에서 관측자료를 받을 수 있다. 공기중

에 장착될 기상센서 및 안테나등은 파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표층수로부터 가급적 높

게 설치하고 방수 및 부식에 대비한다.

나. 자동 관측 부이시스템의 종류

   자동 관측 부이시스템은 기상센서, 시스템 계측제어부, 전원부 및 위성 원격통신부가 

위치한 표층 관측부이와 수중관측센서와 계류 부속물이 있는 수중관측부로 구분한다.

(1) 표층 관측부이

   표층 관측부이의 hull 형태(그림 23)는 수중 투하 장소, 관측항목 및 수심에 따라 달라

진다. 표층 관측부이 외형은 원반형(그림 24)이 대부분이며 부이 hull 내에는 시스템 계측

제어부, 배터리 전원제어부 및 원격통신제어부 등이 내장된다. 상단부 구조물은 기상센

서, 태양광 및 풍력발전기, 위성 통신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고(그림 25, 그림 26), 부이 하

단부는 수중관측센서용 계류라인이 관측부이를 잡고 정점을 유지하고 있는 형태가 된다.

 

그림 23. NDBC의 계류 부이 프로그램(NO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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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3-m 직경 Discus 부이(NOAA).

     

그림 25. TRITON 부이와 기상 관측 센서(JAMSTEC).

그림 26. TRITON 표층 뜰개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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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중관측시스템

   수중관측시스템은 관심대상 수심층에 수중관측기기(해류계, CTD 등)를 계류하여 자료

를 취득하며 시스템 계류방법은 수중관측기기의 데이터를 장기간 또는 실시간 취득 방법

에 따라 표층계류와 수중계류 등으로 발전되었다 (그림 27, 그림 28). Moored Profiler는 

계류라인에 기기를 장착하는 대신, 하나의 Moored Profiler에 해류계와 CTD를 실장한 후 

수중 모터를 이용, 설계 관측수심의 계류라인을 상하 이동시켜 자료를 실시간 전송이 가

능하도록 고안된 부이스템으로 Moored Profiler의 배터리가 수명을 좌우한다 (그림 29).

 

그림 27. TRITON 계류 시스템 
(JAMSTEC).

그림28. 표준 아표층 계류선 

(W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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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Woods Hole 계류 프로파일러 시스템 (WHOI).

  

또한 수심별 수중 계류라인에 장착된 각 관측기기의 데이터를 동일 정점에서 장기간 안

정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Ultramoor Mooring이 고안되었다. Data Capsule은 각 

관측기기의 데이터를 수중통신(Acoustic RX & TX)을 통하여 자체 메모리에 저장되며 약

6개월에 한번씩 수면으로 부상, 인공위성을 통하여 육상에 관측자료를 보내게 된다. Data 

Capsule은 총 10개까지 부착이 가능하고 총 5년 동안 계류가 가능하다(그림 30).

그림 30. Ultramoor 계류 및 자료 캪슐(W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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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해 계류시 주로 파랑(wave)과 조석(tide)를 관측하기 위하여 고안된 부이시스템으로 

탄력성이 우수한 밧줄(Elastic Tether)을 계류라인 하단에 설치, Elastic Tether Surface 

Mooring System이 있다 (그림 31).

그림 31. Elastic Tether 표층 계류 시스템 (WHOI).

다. 자동 관측 부이시스템의 기술분석

   자동관측 부이시스템의 기술은 각 관측센서로부터 취득한 데이터를 자료저장, 자료처

리 등을 거친 후 육상 사용자에게 관측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에 속한다. 관측센싱기술, 

원격제어통신기술, 관측부이스템의 제어기술, 전원제어기술, 부이 hull 설계 제작기술, 계

류기술 및 유지보수기술이 핵심기술이 되며 자동 관측 부이시스템의 관측항목별 구성요

소에 대한 기술분석은 다음과 같다. (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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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자동 관측 부이시스템의 기술분석

구성요소 기술분석 비 고

 1. 센서부
-국외도입 : 기상센서 및 수중관측센서 등은 국내생산 

전무

 2. 원격통신부

-국내조달 : 위성모뎀을 이용 국내서버에 관측자료 자

동저장 및 실시간 관측자료 제공(국외 상용 인공위성 

이용)

 3. 시스템 계측제어부
-국내조달 : 각종 센서(관측기기)의 Integration 및  관

측제어기술(원격통신제어, 발전기 및 배터리 제어 등)

 4. 전원부
-국내조달 : 태양광과 풍력발전에 의한 전력제어 및 

충전기술

 5. 부이 hull 제작
-국내조달 : 부이 hull 설계기술, 부이 hull의 수 (방

수) 및 부식방지 처리기술

 6. 계류부

-국내조달 : 수심별 계류설계기술, 수중계류기술 및 

계류라인(부품)등

-국외조달 : 계류장비(Acoustic Release 및 수중부이)

 7. 기타

  가. 센서의 교정

 나.정기적(긴급상황) 

유지 보수    

-국내∙외 조달 : 기상센서는 국내에서 교정 가능, 기

타 수중관측센서 등은 국외조달(장기적인 측면에서 자

동 관측부이시스템의 개수가 많아진다면 자체교정 모

색)

-국내조달 : 정기적 또는 긴급 발생시 효율적인 유지

관리 기술(유지보수팀, 선박 및 자재 등)

라. 자동 관측 부이시스템의 관측기기 선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

   자동 관측 부이시스템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동작하여야 하며, 특히 원격 현장의 관측자료를 실

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관측기기 선정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각 관측기기의 소모전류는 아주 적어야 한다.

- 전원은 태양광발전기와 풍력발전기를 설치, 자연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 관측기기들을 전기적으로 절연시켜 해수에 노출되었을 때 타 관측기기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 기상센서의 설치위치는 해황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표층으로부터 충분히 이격시켜야 한다.

- 수중관측센서는 Inductive Modem을 이용, 실시간으로 관측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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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측기기의 검․교정 및 유지 보수가 용이하도록 탈부착 또는 구간별 테스트 포인트를 둔다.

- 특히 여분의 통신기기를 별도로 설치하여 비상시 사용하도록 한다.

- 부이시스템의 계류정점 이탈시 위치추적시스템 가동 및 실시간 위치 제공

마. 자동 관측 부이시스템의 현장 계류시 고려해야 할 사항 

    (특히 부이시스템이 동중국해 중심부에 위치할 경우)

- 태풍 등 기상악화로 인한 부이시스템의 관측정점 이탈시 부이시스템의 긴급 상황을 육

상 감시국에 알려주는 위치추적시스템 기능 설계 고려

- 어로작업에 의한 분실에 대비하여 국내∙외 관련기관에 협조 요청

- 수중관측센서와 부이 hull(기상센서 및 통신부 등)의 이원화 설계 제작

  (Acoustic modem을 사용, 수중계류라인과 부이 hull간 분리)

-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와 연계한 원격통신 라인 구축 모색

- 고장발생시 원거리에 따른 긴급대처 방안 마련 강구

- 정기적인 적정 현장 유지 보수기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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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지역해 통합 해양예보모델  

․ 지역해 통합예보모델에 적합한 모델 선정

․ 자료동화 기법의 도입 및 접합

․ 자료동화 접합 예보모델 운용 

1. 필요성 

 - 지역해의 해양 현상 및 환경 요소의 고해상도 분포도의 생산 수단이 필요함

 - 해양예보 모델의 예측력 향상을 위하여 자료동화 기법의 도입이 필요함

2. 최종 목표

 - 자료동화를 활용한 예보모델을 개발하고 실시간 해양예보체계를 수립한다. 

3. 연구개발의 내용

 - 본 기획사업의 최종목적에 적절한 지역해 순환모델의 선정

 - 자료동화 기법의 도입과 접합 연구

 - 해양예보모델의 운용 및 결과 가시화

 - 생태계, 환경 예보모델링 연구

그림 32. 지역해 통합 예보모델링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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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년도별 연구 수행 내용 

년도 목표 내용

1차년도
 지역해 표준 순환 모델 구축

 부이관측망 최적화 연구

 기존 국내 지역해 순환모델링 분석

 부이관측망 최적화 연구

2차년도  자료동화 예보모델 시스템 구축
 표준 순환모델 선택 및 세련화

 자료동화 기법 실험

3차년도  해양예보모델 시스템 시험 운용
 자료동화 접합 예보모델 실험

 예보모델 시험 운용

4차년도  해양예보모델 시스템 시험 운용
 자료동화 접합 예보모델 세련화

 예보모델 운용 세련화

5차년도  해양예보모델 시스템 운용 
 자료동화 접합 예보모델 구축 완료

 해양생태계, 환경 예보모델 구축 시작

6차년도  해양예보모델 시스템 운용
 해양예보 실시 및 국가 해양예보

 센터에 기능 흡수

7차년도 

이후

 해양예보모델 시스템 운용 

 세련화 및 응용

 해양예보 예측 능력 향상

 해양생태계, 환경 예보모델 구축 완료

5. 수행 및 추진 전략

 - 국내 모든 순환모델을 검토하여 적절한 모델을 선정을 위한 선행 분석

 - 국내 기존 해양예보모델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 분석

 - 학연 자료동화 인프라의 공동 연구로 추진

 - 국내 슈퍼컴퓨터 활용

 - 연구사업을 통한 해양예보모델 전담 인력 양성

 - 모델링 전담 인프라를 향후 국가 해양예보센터에 흡수 



- 60 -

6. 핵심기술 및 기술 보유 현황

 - 수치모델 기술 : 국내의 수치모델 기술과 인프라는 확보되어 있음

 - 자료동화 기술 : 다양한 동화기법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련화 단계의 수준임

 - 수퍼컴퓨팅 기술 : 국내 슈퍼컴퓨터가 있으나 해양예보를 위한 인프라는 구축되어있지 않음.

                     예보모델링, 자료분석 및 정보서비스를 위한 전용 컴퓨팅 시설이 필요함.

7. 기술분석

   기본적으로 수치모형을 이용한 예보는 초기값 문제 (initial value problem)다. 즉, 해양

의 현재 상태의 추정이 주어지면 모델은 해양의 시간적 변화를 모의(예보)한다. 예보모델

을 위한 초기값을 결정하는 것은 중요하면서도 복잡하다. 이를 위해 자료동화의 개념이 

정립되었고 그 자체가 한 과학 분야를 이루고 있다(Daley, 1991). 넓은 의미에서 자료동화

는 관측자료를 격자점에 적당한 비중을 주어 할당하는 객관분석(objective analysis)과 모

델 변수들과 적절한 균형을 이루게 만드는 초기화과정(initialization)이 복합된 개념이다. 

   궁극적으로 자료동화기법은 관측이나 예측결과로부터 현재의 그리고 주어진 위치에서

의 해양으로부터 미래의 그리고 주어지지 않은 위치의 해양을 예측하고 예보하는 기법이

라 할 수 있다. 자료동화 기법으로는 단순한 내삽/외삽(interpolation, extrapolation)과 너징

(Nudging) 방법에서부터 출발하여 현재는 그 과정이 객관적이면서 최적의 격자별 자료를 

얻기 위한 방법(4D-Var, Kalman Filter 등)이 시도되고 있다. 자료동화 초기에는 시공간적

으로 불균일한 자료를 모델과 동화하기 위해 모델결과를 관측자료에 맞추는 너징 방법이 

이용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결과가 최적의 해라는 보장이 없다.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모델의 격자별 자료 구성을 위해 통계적으로 객관적인 방법이 

요구된다. 객관적 방법이란 격자점에서 얻으려는 격자별 자료와 모델자료의 차가 관측점

에서의 관측자료와 모델자료의 선형적 합으로 표현된다는 가정 하에 격자별 자료의 평균 

오차가 최소가 되도록 선형관계의 가중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OI(Optimal Interpolation)과 3차원변분동화기법(3D-Var)이 제안되었다. 계산비용이 저렴함

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최적의 해를 얻어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세계적으로 현업 적

용 자료동화기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가중치를 구하는 과정이 객관적이며 동시에 최적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장점에

도 OI나 3차원변분동화기법은 시간적 연속성이 고려되지 않는 단점과 3차원변분동화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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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고려 가능한 해양역학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3차원변분동화기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일정 시간 간격 안에 관측된 모든 자료를 동시에 고려하는 4차원변분동화기법

(4D-Var)이 개발되었다(Marotzke et al., 1999). 그런데 4차원변분동화기법에서 최소의 비

용함수를 구하기 위해 예보모델에 대응하는 수반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자동으로 예보모

델 코드에서 수반모델 코드를 생성해주는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으나 전체 모델코드를 

확인하면서 수반모델 코드를 만드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최소의 비용함수를 구하

는데 반복적인 계산으로 많은 연산량이 요구되며, 변분동화기법은 모델이 완벽하다는 가

정 하에 이루어지므로 모델 자체의 에러를 고려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모델 자체의 에러와 error covariance의 시간적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으로 

Kalman Filter가 있다(Fukumori et al., 1999). 하지만 Kalman Filter는 매 시간마다 error 

covariance를 계산하므로 많은 연산량이 필요하여 이론적인 Kalman Filter를 사용하지 못

하고, 적절한 가정 하에 연산량을 줄여 실시간 예보 모델에 실험적으로 적용된다. 대표적

으로 Ensemble Kalman Filter는 다수의 해양모델이 Ensemble로 구동되면서 그 결과를 이

용하여 배경오차공분산을 계산하고 자료동화에 입력하는 방법이다. 선진국에서 현업에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OI와 3차원 변분동화기법이며 4차원 변분동화기법과 Ensemble 

Kalman Filter의 실험적 적용이 시도되고 있다. 그림 33은 자료동화 기법들을 난이도별로 

도시한 것이다. 단순 내삽에서부터 위쪽으로 갈수록 고난이도의 기법들이며 난이도에 따

라서 계산 비용이 증가한다. 왼쪽은 순차적 자료동화 기법으로 과거의 자료를 이용하여 

현재 및 미래의 결과를 얻는 개념을 그리고 오른쪽은 비순차적 자료동화 기법으로 과거

와 미래의 결과를 이용하여 현재의 결과를 얻는 개념의 자료동화 기법을 보여준다.

 

그림 33. 자료동화 기술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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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지역해 통합 해양정보 생산 시스템 개발

․ 관측 자료의 시계열 가시화 및 해양정보의 지수화

․ 부이/선박/위성 관측자료 및 모델 생산자료의 통합화 

․ 국가 해양정보/예보 서비스 시스템 구축

1. 필요성 

 - 해양정보의 조직적이고 단순 일반화된 가시화 방법 개발이 필요함

 - 부이, 선박 및 위성 관측 자료와 예보모델 생산 자료의 통합 가시화가 필요함

 - 해양정보 서비스의 조직적인 체계 구축이 필요함

2. 최종 목표

 - 해양관측 자료 및 해양예보모델 생산 자료를 통합 시계열화 하고 해양지수를 개발 운  

   용한다. 

3. 연구개발의 내용

 - 해양관측 자료 및 해양예보모델 생산 자료의 통합 시계열화

 - 해양지수의 개발 및 제시

 - 해양정보 서비스 시스템의 개발 (소프트웨어)

그림 34. 해양정보의 시계열화 및 지수화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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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년도별 연구 수행 내용 

년도 목표 내용

1차년도  해양지수 개발  해양생태계 기반 해양지수 개발 시작

2차년도
 해양지수 개발

 부이관측/위성/모델 자료 통합화

 해양생태계 기반 해양지수 예비적용

 부이관측/위성/모델 자료 통합 가시화

3차년도

 해양지수 개발

 부이관측/위성/모델 자료 통합화

 해양정보 서비스 시스템 구축

 해양생태계 기반 해양지수 개발 완료

 부이관측/위성/모델 자료 통합 세련화

 해양정보 서비스 체계화

4차년도

 해양지수 개발

 부이관측/위성/모델 자료 통합화

 해양정보 서비스 시스템 구축

 국가해양지수 제시 방법 개발 

 해양정보 시계열화 완료/가시화 서비스

 KOONET, 예보시스템 연계

5차년도  해양정보 서비스 시스템 구축
 해양정보 시계열화 세련화

 해양지수 세련화

6차년도  해양정보 서비스 시스템 구축
 해양정보 서비스 기능을 국가 해양예보

 센터에 흡수

7차년도 

이후
 해양 정보 서비스 운용  해양정보 시계열 및 국가해양지수 운용

5. 수행 및 추진 전략

 - 국내 기존 해양 시계열 정보 서비스 분석

 - 부이/선박/위성 관측 해양자료의 통합 가시화

 - 해양지수의 개발 및 제시

 - 국가해양지수 제시 방법의 개발

 - 해양정보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향우 국가 해양예보센터의 기능으로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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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핵심기술 및 기술 보유 현황

 - 자료분석 기술 : 국내의 해양 자료 분석 인력 인프라는 확보되어 있음

 - 해양지수화 기술 : 국내에서는 시도 단계로 부분적으로 외국의 기술 도입이 필요함

 - 가시화 기술 : 가시화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며 이의 운용기술은 확보되어 있음

7. 기술분석

   개발 대상 기획과제에서 시도 예정인 해양생태계 기반 지수화 기술을 분석하였다. 복잡한 생태

계를 어떻게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오래전부터 학자들의 고민꺼리였으

며 현재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정보의 단순화를 우선 시 하는가 아니면 정보의 정

성을 중요시 하는가는 연구 방법의 차이 보다 연구 결과의 표현법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과제는 연구결과의 표현을 전문가 위주의 요구에만 국한하지 않고 정부 관

련자와 국민에게도 이해될 수 있는 나아가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에 있다. 따라서 

국내 해역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계의 핵심요소를 반영하여 생태계 지표 세트를 마련하고 

무인 측정/채집 시스템으로 자료를 획득/분석하여 지수화로 표현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황해, 서해, 남해 고유의 생태계 지표 세트를 통해 각 해역의 생태계 지수를 산출하며 각 

해역의 생태계 지표 중 교집합에 해당되는 지표를 근거로 국가해양생태계건강지수로 표

현하여 보다 넓은 전국범위까지 적용할 수 있다 (그림 35).  

               

그림 35. 국가해양생태계지수와 해역별 생태계지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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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를 평가하는 이슈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표현할 수 있다. 일반적인 해수수질

의 상태를 가늠하는 수질지수 (Water Quality Index), 기후 변화와 연계하여 난류 지표종 

부유생물과 어류의 생물량을 측정하여 난류생물지수 (Warm Biology Index), 그리고 적조

와 유해성 조류 대발생, 해파리 대량출몰과 같은 유해한 해역환경을 반영하는 지표를 측

정하여 유해생물지수 (Harm Biology Index)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들 세 지수 

WQI, WBI, HBI를 통합하여 해양생태계건강지수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림 36).

그림 36. 해양생태계 지수화 과정의 모식도.

   해양생태계 요소의 경우 생물을 자동으로 채집하고 채집된 시료를 보존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운 점이다. 비교적 생물의 크기가 큰 어류나 해파리와 같은 경우는 비디오 레코더를 

이용하여 탐색이 가능하나 식물플랑크톤과 같은 소형 생물은 자동 채집기로 채집과 동시에 

고정하여 관측부이에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보관된 시료는 정기적 

(1달 1회)으로 회수하여 실내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생물의 경우 자동채집은 가

능하나 자동분석은 현시점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플랑크톤 종류를 자동 분석하는 

장치가 고안/시판되고 있으나 난류 지표종이나 유해성 조류를 target species로 screening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의 연구가 추가로 수행되어야 현장분석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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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국가 해양예보센터 구축

․ KOONET 운용

․ 해양정보/예보 서비스 시스템 운용

1. 필요성 

 - 효율적인 해양예보시스템 서비스의 운용을 담당할 전담 조직이 필요함 

 - 통합 부이관측망을 전담 관리 조직이 필요함

 - 해양예보모델을 운용할 슈퍼컴퓨터의 인프라 구축과 이의 운용 기구가 필요함

2. 최종 목표

 - 부이관측망의 관리, 예보모델을 위한 인프라 관리, 생산된 자료의 검증 및 각종 해양  

   정보의 제공을 담당할 전담조직을 구축한다.

3. 연구개발의 내용

 - 국가 부이관측망 (KOONET) 및 해양 정보 서비스 시스템의 운용 

 - 부이관측망 관리를 전담할 전용 선박의 건조 기획

 - 해양 예보모델을 수행할  전용 슈퍼컴퓨터 등 해양예보 인프라 구축 기획

 - 기타 센터 인력, 건물 등의 기획

4. 년도별 연구 수행 내용 

년도 목표 내용

3차년도  해양예보시스템 인프라 구축기획 
 KOONET 전용선박, 슈퍼컴퓨터, 전용

 위성 구축 기획 완료

4차년도  국가 해양예보센터 설치  국가 해양예보센터 설치 시작 

5차년도  국가 해양예보센터 설치  국가 해양예보센터 설치 완료

6차년도  국가 해양예보센터 운용  KOONET 등 분야별 기능 훕수

7차년도

이후
 국가 해양예보센터 운용 

 해양예보센터 운용

 KOONET 전용선박, 슈퍼컴퓨터, 전용

 위성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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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가칭 국가해양예보센터 또는 국가해양운용센터 기능 개요.

5. 수행 및 추진 전략

 - 국내 기존 해양 정보 서비스 분야 분석

 - 국가 부이관측망 (KOONET) 및 해양 정보 서비스 시스템의 흡수 발전

 - 센터의 초기 최소 전담 인력: 20명

 - KOONET 관리 전용 선박과 슈퍼컴 및 고유 위선 전송망의 인프라 구축시 최소 100명의  

   전담 인력으로 구성됨

 - 별도 기획연구를 통하여 세부기능과 조직, 유관 기관과의 연계, 운영기관 설정 등을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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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측, 예보, 분석 인프라 구축

․ (가칭)국가해양예보센터 구축

․ (가칭)해양예보법 제정

제 5 장 기획과제 추진계획

제 1  관련 제도 및 대응 방안

- 기상법 시행령 제 23조에서 기상관련업무를 기상관련업무를 기상관련기관 및 해양수산

부․기상청․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 그 자격

을 제한하고 있다. 

- 기상예보 뿐만 아니라 해양예보도 기상청의 업무로 해석할 수 있으며 국립해양조사원

의 기능을 법으로 규정하여 조석예보를 수행하는 것과 같이 해양예보를 위한 제도적 장

치가 있어야 한다.

- 해양예보의 경우 기상예보와는 업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자격 요건을 크게 완

화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해양예보를 담당하는 선진기관의 경우를 참조하여 가칭 해양

예보법과 같은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 2 절 추진 전략

- 관측 인프라의 구축: KOONET 관측망, KOONET 관리 전용 선박, KOONET 자료 전송  

  전용 위성 통신망의 구축, 초기에 KOONET 센터를 운영하여 부이관측망 구축과 운영  

  을 담당케하고 향후 국가해양 예보센터에 흡수 발전 시킴 

- 인접 국가간 공동 관측망 구축 협의: 중국의 자국 관할 해역에 대한 관측망 구축 유도

- 국제 관측망 계획에 참여: GEOSS 관측망에 참여

- 해양예보 인프라 구축: 해양 예보 전용 슈퍼 컴퓨터 시설 도입

- (가칭) 국가 해양예보센터 (또는 국가 해양운용센터) 구축: KOONET 센터와 예보수치모  

  델링 그룹을 단일화하여 발전시킴. 국가차원의 NSC, 소방방재청, 기상청, 국방부 등 관  

  련 기관과 연계, 센터의 세부 기능, 규모, 구체적인 조직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획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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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칭) 해양예보법 제정: 현재 해양예보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업추진력이 약하기 때  

  문에 이를 뒷받침할 법적인 장치를 마련. 이는 현재의 기상예보 전문분야의 해양예보  

  전문가 진입 촉진을 위한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고 기상예보 전문가 수준의  

  해양예보 전문가 양성을 유도하는 것임.

- 본 사업을 통한 해양학 전문 인력 양성

- 관측망 관련 산업체 공동 협조: 

제 3 절 추진 계획

1. 과제 수행 전체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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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단계(4년) 2단계(3년) 3단계(3년)

지역해 자동 

통합해양환경 

부이관측망 

구축

∙부이관측망 최적화

 -모델링 연계

∙황/동중국해 관측망 구축

∙관측망 초기운용

∙황동중국해 관측망  완료

∙동해 관측망 구축

∙관측망 운용 - 국가해양 

 예보센터 연계

∙동해 관측망 완료

∙서태평양 및 지역해 인접국 

 공동 심해저 관측망 구축 

 기획

지역해 통합 

예보모델

∙지역해 표준 순환모델 구축

∙자료동화 기법 초기 시험 

∙자료동화 예보모델 시스템

 구축

∙예보모델 시스템 운용

∙예보모델 시스템 개선

지역해 통합 

해양정보 

생산시스템

개발

∙해양지수의 개발

∙관측/위성/모델링 자료 통

합화

∙해양지수 개선

∙국가 해양정보/예보시스템

 구축-국가해양예보센터 

 연계

∙국가 해양정보/예보 서비스

 개선

국가해양예보

센터 구축
∙세부 기획 ∙센터 설치 및 운용 ∙센터 운용

사업내역
1단계 2단계 3단계

총계
D0 D1 D2 D3 D4 D5 D6 D7 D8 D9

지역해 자동 통합 해양환
경 부이관측망 구축*
- 관측망 최적화
- 부이관측망 구축
- 운용/기장비 검교정

15 30 40 40 50 50 40 35 20 20 340

지역해 통합 예보모델 7 15 15 15 10 10 10 6 6 6 100

지역해 통합 해양정보 

생산 시스템 개발
8 15 10 10 10 10 10 7 5 5 90

국가해양예보센터 구축**

- 기반시설 및 인력 운용
5 100 100 70 65 65 65 470

계 30 60 65 70 170 170 130 113 96 96 1,000

2. 단계별 추진 계획

3. 투자 소요액

(단 : 억원)

*부이 측망 최 화 연구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센터 인 라  용선박, 슈퍼컴 시설은 별도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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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기획과제 요약

제 1 절 기획 개요

1. 기획 방향

세계 수준의 조선 산업의 확립을 위하여 철강, 기계, 전자 등 기초 기술 분야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듯이, 선진국 수준의 해양 예보와 정보제공 서비스를 실시하려면 대규모 

관측기술, 수치모델링 기술, 자료의 가공기술 등 기초 요소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기획연구에서는 해양예보 요소기술을 4 부분으로 구분하여 과제를 기획하였다.  

․ 지역해 규모 실시간 해양 관측 자료 확보

․ 해양 예측 수치모델 및 예측력 향상을 위한 자료동화기법 확보

․ 생산된 자료의 지수화 및 변동성 시계열화

․ 관측망 및 예측모델 운용과 자료 검증 그리고 정보제공을 담당할 전문 조직 확보

2. 기획 세부과제 완료 후 해양서비스 목표

- 해황 (해수 유동, 물성, 환경 요소 / 부이 관측): (준)실시간 

- 특이 상황 (적조, 유류 오염, 해난): 1일 - 1주일의 예보 

- 현상 (동중국해 저염수, 동해소용돌이, 동해안 냉수대, 해파리): 1주일- 1개월 예보

- 해양 (오염, 생태계 등) 환경 지수 : 계절별, 연도별 지수 제시

- 해양기후지수(Ocean Climate Index) : 연도별 지수 제시

- 국가해양지수(NAtional Marine Index) : 연도별 지수 제시 



- 72 -

과제명 지역해 자동 통합 해양환경 부이관측망 구축 사업

필요성

 

∙ 지역해 규모의 해역에 대하여 해양 물성, 유동, 기상 및 생지화학적 환

경요소를 실시간으로 관측하여 그 분포를 제시하고 환경 변동성을 감시

함하여야 함

∙ 해양예보모델의 초기 입력 자료로 활용할 현장 자료를 확보가 필요음 

연구목표 지역해 자동 부이관측망 구축 및 운용

연구내용

∙ 우리나라 관할해역에 격자망 자동 부이 관측망(KOONET) 구축함  

(KOONET:: Korea Ocean Observation Network)  

∙ 관측망은 황/동중국해, 동해 순서로 구축함

∙ 관측항목은 해수물성, 유동, 기상, 환경요소, 생태학적요소, 대기 환경물

질, 지진, 음향

∙ 동중국해 남단 부이와 동해 일부 부이에 해저면 지진계를 설치함

∙ 관측 자료는 실시간 육상으로 전송

∙ 자료 검정을 위하여 선박을 이용한 부정기적 조사를 병행

핵심기술

∙ 부이건조 기술: 국내 제조 가능하며 황해 부이 설치 경험 있음

∙ 관측센서 기술: 모든 관측 센서의 생산 기술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국외 구

매에 의함

∙ 자료전송 기술: 저궤도 위성의 활용이 가능하며 이어도해양과학기지 등의 경험

이 있음. 장기적으로 국내 위성 개발과 공조가 필요함

∙ 자료검정 기술: 각 분야의 자료의 검정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 부이관리 기술: 연구원과 산업체에서 관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사업기간 10년

1단계 (4년) 2단계 (3년) 3단계 (3년)

단계별 

내용

∙ 부이관측망 최적화

 - 모델링 연계

∙ 황/동중국해 관측망  

  구축

∙ 관측망 초기운용

∙ 황동중국해 관측망  

  완료

∙ 동해 관측망 구축

∙ 관측망 운용 - 국가 

  해양예보센터 연계

∙ 동해 관측망 완료

∙ 서태평양 및 지역해 

  인접국 공동 심해저 

  관측망 구축 기획

소요예산

(억원)
125 140 75

제2절 기획 세부과제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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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지역해 통합 예보모델 사업

필요성

∙ 지역해의 해양 현상 및 환경 요소의 고해상도 분포도의 생산 수단이 필

요함

∙ 해양예보 모델의 예측력 향상을 위하여 자료동화 기법의 도입이 필요함

연구목표  자료동화를 활용한 예보모델을 개발하고 실시간 해양예보체계를 수립

연구내용

∙ 해양예보의 최종목적에 적절한 지역해 순환모델의 선정

∙ 자료동화 기법의 도입과 접합 연구

∙ 해양예보모델의 운용 및 결과 가시화

∙ 생태계, 환경 예보모델링 연구

핵심기술

및

기술수준

∙ 수치모델 기술 : 국내의 수치모델 기술과 인프라는 확보되어 있음

∙ 자료동화 기술: 다양한 동화기법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련화 단계수준임

∙ 슈퍼컴퓨팅 기술:: 국내 슈퍼컴퓨터가 있으나 해양예보를 위한 인프라는 구축되

어있지 않음.  예보모델링, 자료분석 및 정보서비스를 위한 전용 슈퍼컴퓨팅 시

설이 필요함.

사업기간 10년

1단계 (4년) 2단계 (3년) 3단계 (3년)

단계별 

내용

∙ 지역해 표준 순환 모델 

   구축

∙ 자료동화 기법 초기 

  시험

∙ 자료동화 예보모델 

  시스템   구축

 ∙ 예보모델 시스템 운용

∙ 예보모델 시스템 개선

소요예산

(억원)
52 3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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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지역해 통합 해양정보 생산 시스템 개발 사업

필요성

∙ 해양정보의 조직적이고 단순 일반화된 가시화 방법 개발이 필요

∙ 부이, 선박 및 위성 관측 자료와 예보모델 생산 자료의 통합 가시화가 

필요

∙ 해양정보 서비스의 조직적인 체계 구축이 필요

연구목표
해양관측 자료 및 해양예보모델 생산 자료를 통합 시계열화 하고 해양지

수를 개발 운용

연구내용
∙ 해양관측 자료 및 해양예보모델 생산 자료의 통합 시계열화

∙ 해양지수의 개발 및 제시

∙ 해양정보 서비스 시스템의 개발 (소프트웨어)

핵심기술

및

기술수준

∙ 자료분석 기술: 국내의 해양자료 분석인력 인프라는 확보되어 있음

∙ 해양지수화 기술: 국내에서는 시도 단계로 부분적으로 외국의 기술 도

입이 필요함

∙ 가시화 기술: 가시화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며 이의 운용기술은 

확보되어 있음

사업기간 10년

1단계 (4년) 2단계 (3년) 3단계 (3년)

단계별 

내용

∙ 해양지수의 개발

∙ 관측/위성/모델링 자

  료 통합화 

∙ 해양지수 개선

∙ 국가 해양정보/예보 

  시스템 구축

 - 국 가 해 양 예 보 센 터 

  연계

∙ 국가 해양정보/예보 

  서비스 개선

소요예산

(억원)
43 3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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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국가해양예보센터 구축 사업

필요성

 

∙ 효율적인 해양예보시스템 서비스의 운용을 담당할 전담 조직이 필요함 

∙ 통합 부이관측망을 전담 관리 조직이 필요함

∙ 해양예보모델을 운용할 슈퍼컴퓨터의 인프라 구축과 이의 운용 기구가 

필요함

연구목표
부이관측망의 관리, 예보모델을 위한 인프라 관리, 생산된 자료의 검증 및 

각종 해양 정보의 제공을 담당할 전담조직을 구축

연구내용

∙ 국가 부이관측망 (KOONET) 및 해양 정보 서비스 시스템의 운용 

∙ 부이관측망 관리를 전담할 전용 선박의 건조 기획

∙ 해양 예보모델을 수행할 전용 슈퍼컴퓨터 등 해양예보 인프라 구축 기획

∙ 기타 센터 인력, 건물 등의 기획

사업기간 7년

1단계 (4년) 2단계 (3년) 3단계 (3년)

단계별 

내용
∙ 세부 기획 ∙ 센터 설치 및 운용 ∙ 센터 운용

소요예산

(억원)
5 270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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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통합 부이 해양 환경 요소 관측 기술 분석

   본 절에서는 부이 관측에서 통상적인 관측요소인 해양물성(수온, 염분), 기상, 유속 등의 

아닌 본 기획과제에서 제시하는 환경, 생태계 및 지진의 무인 관측에 대한 기술 분석을 기

술하였다. 

1. 이산화탄소 연속 자동관측

가. 관측의 필요성

   지난 200여 년간 화석연료 사용과 연소 활동, 토지의 이용도 변화 등에 의해 유발된 

전지구 탄소 순환 변화로 인해 현재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적어도 지난 40만 년간 

경험해 보지 못한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다. 다양한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에 따른 기

후변화 예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토의정서에 대응하기 위해 전지구 탄소 순환을 보

다 잘 이해하고자 하는 정치․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해양은 수십년에서 수천년의 

시간 범위에서 탄소를 저장하는 움직이는 탄소 저장고로서 인류활동에 의해 대기로 추가

로 방출된 인위적 이산화탄소(anthrophogenic CO2)를 장기간 격리시켜 대기 복사와 기후

변동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현재 해양이 화석연료 연소에 의

해 대기로 방출된 이산화탄소의 약 30-40%를 흡수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향후 해양순환

이나 해양내 생지화학 과정이 기후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경우 해양의 이산화탄소 흡

수량이 어떻게 변화할 지 면 히 검토하고 예측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류활동에 의해 야기된 전지구 탄소순환 변화가 기후와 해양 등 지구의 자연

환경에 미칠 영향과 이로 인해 인류가 겪게 될 변화를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해 다음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첫째, 현재 해양이 대기의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흡수, 혹은 방

출하는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어느 해역에서 어떠한 과정에 의해 

이산화탄소의 흡수나 방출이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해야한다. 둘째, 미래에 대기중 이산화

탄소 농도가 높아졌을 때 해양의 흡수․방출량이 변화할 것인지 정확히 진단해야하며, 만

약 해양의 이산화탄소 교환량이 변화한다면 해양의 이산화탄소 교환량 변화가 기후나 해

양순환에 변화를 미칠 것인지에 대한 분석과 예측이 수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셋째, 앞의 

두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미래 해양의 이산화탄소 흡수량 예측과 해양격리를 효율

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적절한 위치에서 해양 탄소순환 모니터링을 지속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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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에 존재하는 탄소는 다양한 물리과정과 생물과정을 통해 해양 내에서 순환한다.  

대기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가 해양으로 유입되는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교환 수지는 해

양 표면에서의 기체교환 속도와 대기-해양간 이산화탄소 농도 차이에 의해 결정되며, 해

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해수의 물리적 특성인 수온과 염분, 화학적 특성인 총탄소량과 

알칼리도, 생물적 특성인 광합성과 호흡량 그리고 역학적 특성인 해양대순환에 의해 복

합적으로 결정된다. 해양에 존재하는 다량의 탄소는 해양 내 탄소 순환을 통해 심해와 

퇴적물 등에 존재하게 됨으로써 대기로부터 장기간 격리된다.

   표층 해수의 이산화탄소 용해도는 해수의 수온, 염분 등 물리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

다. 따라서 해수의 이산화탄소 용해도는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와 총탄소량 등 해수의 탄

소화학 관련 요인에 변화가 없더라도 표층 수온의 변화에 의해 변하게 되며, 해수의 이

산화탄소 용해도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교환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를 "용해도 펌프(solubility pump)"라 한다. 계절적 혹은 지역적으로 표층해수의 수온 강

하가 일어나는 해역에서 낮은 수온으로 인해 이산화탄소 용해도가 증가해 표층 해수에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포함하게 된다. 저온의 표층해수는 도증가로 인해 침강하여 심

해수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연직대류에 의한 심해수 생성을 통해 대기와 접하는 표

층 해수로부터 이산화탄소가 심해로 격리되는 과정을 "순환 펌프(dynamic pump)"라 한

다. 심해로 격리된 이산화탄소는 심해수의 해양순환을 따라, 해양대순환의 경우 수 천 년 

후에 해양심층순환의 끝에 해양의 표층으로 다시 돌아와 대기 중으로 재방출된다.

   표층 해수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는 해양생물의 광합성과 같은 일차생산에 의해 유기

물의 형태로 전환되어 해수로부터 제거되어 해수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게 되는데 이

를 "생물 펌프(biological pump)"라 한다. 생산된 유기물은 표층 해양 내에서 미생물에 의

해 분해되어 무기탄소의 형태로 표층 해수에 다시 공급되거나, 표층 해양 내에서 채 분

해되지 못하고 심해로 떨어져 표층 해양으로부터 제거되기도 한다. 심해로 제거된 유기

탄소는 심해의 미생물 활동을 통해 무기탄소로 분해되거나 분해되지 않은 유기물의 형태

로 심해퇴적물로 퇴적되기도 한다. 심해퇴적물로 제거된 탄소는 상당히 긴 지질학적 시

간동안 전지구 탄소 순환에 관여하지 않게 된다. 생물펌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해양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늘이고자 하는 연구가 시도되었다. 표층해수의 영양염이 풍부하지

만 철(iron) 부족이 생물생산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해역에서 표층해수에 철 시비

(iron fertilization)를 통해 표층 해양의 일차생산이 크게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으며, 일차

생산 증가와 함께 해수의 이산화탄소 감소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생산된 유기물이 심해

로 제거되는 비율에 따라 이산화탄소 제거 효율이 달라진다. 생물펌프 중 탄산염 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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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을 생산하는 생물에 의해 분해가 쉬운 생물조직이 아니라 심해에 탄산염 퇴적물로 

장기간 퇴적될 수 있는 탄산염 골격이 생물생산에 의해 심해로 제거되는 과정을 "탄산염 

펌프(carbonate pump)"라 한다. 또한 대륙주변부 연안역에서 높은 생물생산성에 의해 유

기탄소로 전환된 표층해수의 이산화탄소가 연안역과 인접한 대양의 저층으로 해수 유동

에 의해 이동되어 비교적 장기간 대기로부터 격리되는 과정을 "대륙붕 펌프(continental 

shelf pump)”라 한다. 이와 같이 표층 해양은 대기중의 이산화탄소를 다양한 해양내 물

리․역학 및 생지화학 과정을 통해 대기로부터 흡수․격리시킨다.

   연안역의 해수는 육지와 대기, 대륙붕 및 대륙사면, 대양과 다양한 상호작용을 벌인

다. 대륙주변부의 연안역에서는 해양의 생산성과 생지화학 순환, 유기물과 무기물의 제거 

작용이 대양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전세계 해양에서 일어나는 신생산(new production)의 

약 반 정도가 대륙붕과 대륙사면에서 일어난다. 유기물 함량이 높은 연안역의 퇴적물-해

수 경계면인 퇴적물 표면에서 전지구 탄소 및 질소, 인, 철 순환에 중요한 산화-환원 과

정이 일어난다. 강물을 통해 강하구 및 연안역으로 유입된 탄소의 거동이나 연안역에서

의 해양-대기 순 이산화탄소 교환량, 연안역과 대양간의 물질 교환 등도 아직 명확히 밝

혀지지 않았다. 또한 인간의 직․간접적인 활동에 의한 해양생태계 교란과 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드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황해와 남해는 대표적인 대륙주변부 연안역으로서 수심이 200m를 넘지 않는 대륙붕 

바다이다. 특히 황해는 중국과 한반도로 둘러싸여 있으며, 강수의 유입이 많아 육지로부

터 대기와 강수를 통해 다양한 물질 유입이 이루어지며, 수심이 얕아 겨울철에는 전 수

층이 수직적으로 매우 잘 혼합된다. 또한 황해는 여름철 강우가 집중되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여름철 다량의 강수가 유입되 이를 따라 육상 물질 유입량도 급증하며 남쪽으로는 

고온․고염의 쿠로시오 해류가 상시 흐르며 영향을 미치는 변동성이 많은 연안해이다. 따

라서 황해와 남해에서는 대기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여러 과정 중 높은 생물 생산성

에 의한 “생물학적 펌프”와 “생물학적 펌프”에 의해 해양으로 유입된 이산화탄소를 

저층 해류 등 외해역으로 이동하는 해양 유동에 의해 외해역 저층(심층)으로 장기간 격리

시키는 “대륙붕 펌프” 등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 흡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이산화탄소 교환량 연구는 일부 연안해역에서의 연구를 포함하고 있지만, 전지

구 규모의 해양에서의 탄소순환을 이해하기 위해 연구의 많은 부분이 대양에 집중되어 

있었다. 약 십여년전에 시작된 국내의 해양 이산화탄소 연구도 대륙주변해 중 상대적으

로 규모가 큰 동해나 주변 대양인 태평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연안해인 황해와 남

해에서의 연구는 미미했다. 황해와 남해에서 이산화탄소 연속 자동관측을 통해 해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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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연구 지역 범위를 연안해로 확장해 연안해역에서의 이산화탄소 분포를 결정

하는 과정을 보다 잘 이해하고, 연안역에서의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교환량 산정의 불확

실성을 줄여 전지구 탄소 순환을 보다 정확히 예측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안역에서의 이산화탄소 연구를 위해 해양 및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 뿐만 

아니라, 해양내 이산화탄소 과정에 관련된 환경인자로서 해수의 수온과 염분, pH, 용존산

소, 생물인자로서 클로로필 a를 간접적으로 지시하는 형광량과 해수의 영양염 중 하나인 

질산염을 함께 관측하여 각 항목간 관계를 통해 해양내 이산화탄소 분포에 영향을 미치

는 과정을 정량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교환에 기체교환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인 풍속도 필수적으로 함께 측정하여야 한다(그림 38).  

그림 38. 부이에서 관측된 연속 관측자료(Chavez et al.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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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에서의 기존 연구결과를 보면, 황해 표층해수의 이산화탄소 분포는 수심에 의해 뚜

렷이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39). 황해에 대한 이산화탄소 교환량 예측의 초기 

연구 결과를 보면, 황해의 이산화탄소 분포는 수온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

인다(그림 40). 그러나, 동중국해 북부해역에서 수행된 일부 관측결과에 의하면 황해 남

부, 동중국 북부해역은 여름철 양자강 유입수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전반적으로 해수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 대기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측이 제한되

고, 해양의 이산화탄소 연구가 부족한 황해 등 연안해에서 지속적인 이산화탄소 연구 및 

이에 의한 정확한 해양-대기 교환량 산정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그림 39. 1996년 4월 관측된 황해 표층해수의 이산화탄소 분포(오, 1998)

   앞선 관측결과를 보았을 때, 황해에서 이산화탄소 자동관측을 위해서는 황해 중부 수

심 50m 이상 해역에서 황해를 대표하는 관측값을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대마난류가 흘러가는 남해에서는 여름철 국지적으로 보일 수 있는 양자강 유입수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대한해협 서편에서 남해의 이산화탄소 대푯값을 관측하기 위한 위치

로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양자강 유입수와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

링 할 수 있는 동중국해 북부해역에서도 이산화탄소의 연속관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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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한달간격으로 계산된 황해 표층해수의 대기-해양 이

산화탄소 분압 차이 모델예측 결과(오, 1998)

나. 이산화탄소 자동관측 관련 기술 분석

   자동 관측 부이를 이용해 이산화탄소 관련 여러 수질 항목을 자동 관측할 때에는 각 

센서의 오염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상용화가 빨리 이루어진 물리분

야의 센서들도 생물생산력이 높은 해역에서 장기간 계류하는 경우 센서의 생물 오손에 

의해 자료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발생하였다. 생물 생산력이 높은 해역에서의 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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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문제점으로 정 한 센서의 특성상 생물오손은 방지하기 위한 물리․화학적 처리를 

하기에 적합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자동관측자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기

적으로 센세를 교체․관리함으로써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로 보인다.  또한 관측 부이를 

이용함에 있어 연속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개발된 자동 센서의 제한성

으로 인해 다양한 항목의 관측이 부족하므로, 주기적으로 관측선을 이용한 부이 주변해

역 관측을 통해 부족한 관측항목과 지리적 한계성을 보충해 줄 필요가 있다.

   황해에서 자동관측 부이시스템을 이용해서 환경분야에서 제공해야 할 정보서비스는 

두가지 분야로 먼저 현행법에서 규정된 해역수질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현안 분

야의 정기적인 모니터링이다(표 9). 해역수질 분야의 경우 운용해양학을 통해 그동안 기

술이 축적되고 있는 분야이며, 일부항목은 온라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반면에 스톡홀름 

협약 등을 통해 세계적으로 규제가 진행중인 지속성유기오염물질(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 생태계 및 인체위해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내분비계장애물질

(EDCs,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및 신규오염물질(Emerging contaminants)의 경우 

높은 국민적인 관심도 및 정책수요에 비해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물질들은 기

존의 운용해양학적인 기법으로 측정이 불가하며, 최신의 연구동향을 반영한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한다.  황해의 개략적인 오염현황 파악을 통한 정책적, 대국민서비스적인 용도로

는 황해북부, 중부, 남부로 나누어 3개의 부이를 운영하는 것이 초기단계에서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 분 항 목 정점수 측정주기 용 도 기 타

해역수질

생활환경
(7가지 항목)

3
온라인, 
3개월

대국민 서비스
연구목적

전원공급 필요

사람의 건강보호
(19가지 항목)

3 3개월
대국민 서비스
연구목적

환경현안
POPs1, EDCs2

신규오염물질
3 3개월

대국민 서비스
연구목적

연속시료 채취
3개월 주기 분석

1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2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표 9. 환경분야 측정항목 요약

  

   해역수질 측정항목은 생활환경 7가지, 사람의 건강보호 19가지 항목이다. 생활환경 항

목 중 pH, DO 등은 CTD를 이용한 온라인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COD, TN, TP 등은 모듈

화된 장비를 이용한 장기 현장모니터링이 가능한 항목이다(표 10). 사람의 건강보호를 위

한 항목들은 온라인 측정이 불가하며, 시료채취 후 실험실에서 분석을 실시해야한다. 그

리고 일부 항목의 경우 환경현안 분야에서 상세분석이 실시되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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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 목 측정 주기 측정 방법 자료 형태 기 타

생활환경

수소이온 농도(pH) 연속 모니터링 CTD
수질등급

농도
전원필요

화학적 
산소요구량(COD)(㎎/ℓ)

연속, 3개월
자동분석

기
수질등급

농도
연속측정시
전원필요

용존 산소량(DO)(㎎/ℓ) 연속 모니터링 CTD
수질등급

농도
전원필요

대장균 균수(MPN/100㎎/ℓ) 3개월 수동분석 수질등급

용매추출 유분(㎎/ℓ) 3개월 수동분석
수질등급

농도

총질소(㎎/ℓ) 연속, 3개월
자동분석

기
수질등급

농도
연속측정시
전원필요

총인(㎎/ℓ) 연속, 3개월
자동분석

기
수질등급

농도
연속측정시
전원필요

사람의 

건강보호

6가크롬(Cr6+), 

비소(As)

카드뮴(Cd)*, 납(Pb)*

아연(Zn), 구리(Cu)

시안(CN), 수은(Hg)*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폐닐

(PCB)*,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말라티온*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메탄, 

벤젠, 페놀

음이온 계면활성제(ABS)

3개월
해양환경
공정시험

방법

수질등급
농도

일부항목의 
경우 

환경이슈 
항목에서 
상세분석

*환경현안 항목에도 포함된 항목

표 10. 해역수질 파악을 위한 연속모니터링 항목  

   스톡홀름협약에 의해 PCBs, 유기염소계 농약, 다이옥신 등 12가지 유기오염물질이 POPs로 규정

되어 제조, 유통, 사용에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POPs의 주요특성은 지속성, 생물축적, 생물독성을 

지니는 것으로 일부에서는 PBT화합물로 명명하기도 한다. 또한 POPs는 환경내에서 분해되지 않고 

각종 매질, 특히 대기 및 해수를 통해서 전파되므로 장거리이동오염물질(long range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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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매질
측정
주기

측정방법
자료
형태

기타

지속성
유기오염
물질(POPs)

PCBs
유기염소계농약

다이옥신, PAHs 외

해수
대기

3개
월

Passive sampler,
Total deposition sampler

농도, 
Flux

Active 
sampler 
개발필요

내분비계 
장애물질
(EDCs)1

알킬페놀,
비스페놀 A

프탈레이트, TBT
일부중금속 외

해수
3개
월

Passive sampler,
현장시료

농도, 
Flux

신규 
오염물질2

PFCs3

PBDEs4 외
해수
대기

3개
월

Passive sampler,
Total deposition sampler,

현장시료

농도, 
Flux

Active 
sampler 
개발필요

1대부분의 지속성유기오염물질은 내분비계장애물질로 분류되며 여기서는 이들을 제외한 물질들임.
2신규오염물질은 현재 스톡홀름협약에 의한 지속성유기오염물질 후보물질임.
3Perfluorinated Compounds , 4Polybrominated Diphenyl Ether

표 11. 환경현안 대응을 위한 장기모니터링 항목.

pollutant)로 분류되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EDCs는 주로 내분비계 독성에 초점을 맞춘 개

념으로 대부분의 POPs 물질 이외에 알킬페놀, 비스페놀 A 등이 포함된다. 기존의 POPs 물질 뿐만 

아니라 일명 테프론으로 알려진 PFC (perfluorinated chemicals)류와 방염제로 사용되는 PBDEs류도 

POPs와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오염물질들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

서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으나 제한된 자료로 인해 정책수립 기본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모니터링 

자료의 확보가 긴요한 상황이다.  

   이들 독성물질들은 환경내에 극미량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의 기술로는 현장에서 온라인으

로 측정하기는 불가능하며, 장기간 평균적인 경향을 반영할 수 있는 시료채취기술을 통해 평균적인 

농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시료채취 방식으로 현장에서 해수나 대

기를 대용량 농축하는 능동시료채취이 진행되기도 하나, 단시간에 제한된 정점의 정보만 제공하고, 

특히 전원이 제한적인 부이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료채취 방식

이 passive sampling이며, 대기와 해수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대기에서 해양으로 입자상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플럭스를 계산하기 위해 대기총침적시료채취기(total deposition sampler)의 운

영도 가능하다.  차후에 부이의 전원문제를 연료전지, 태양광 등의 보완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면 부이에 설치 적합한 능동방식의 시료채취가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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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동 관측 항목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기본 요소는 일반 수환경요인으로 물리학적 및  화학적 환경요인

이 포함되며 두 기반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생물학적 요소로 일차생산성과  수중의 

환경과 관련 깊은 생물군으로 부유생물과 유영생물을 들 수 있으며 특히 기후변화나 기타 

해양환경의 변화에 민감한 생물군을 선별하여 관측해야 한다 (표 12).  

표 12. 해양생태계 특성을 반영하는 필수 측정 항목

대항목 소항목
자동측정/채집기
(선례 유/무) 

관련 제품

물리학적 요소 
수온, 염분 유 (측정)

해류 유 (측정)

화학적 요소

TN, TP, COD 유 (측정) Robochem

DO, pH 유 (측정)

  SAMI-pH (Sunburst 
Sensors), 

용존산소 자동관측장비 
(Hydrolab)

생물학적 요소

일차생산성
Chl. a, 

Carotenoid
유 (측정)

 Hydrolab의 엽록소 
자동관측장비, 

원격탐사자료활용

난류지표성

Warm water 
plankton

유 (측정/채집)

CytoBuoy,
Autonomous Plankton 

Sampler(Chelsea 
Technologies Group)

Warm water fish 유 (측정) Fish TV 

유해성

HAB 유 (측정/채집) CytoBuoy

Jelly fish 유 (측정) SIPPER AUV 

Red tide 유 (측정) 원격탐사자료활용

라. 관측장비 분석

1) 이산화탄소 자동관측장비

   이산화탄소 자동관측장비는 미국 Sunburst Sensors 회사에서 개발하였고 모델명은 

SAMI-CO2이다(그림 41). SAMI-CO2는 해수와 담수에 용존해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

하는 정 한 장비이다. 이 장비는 1999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사용

되고 있다(그림 42). 이 장비는 1 µatm의 정 도를 가지며 0~2,000 µatm의 농도범위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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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탄소를 측정할 수 있다. SAMI-CO2를 이용하여 관측한 이산화탄소 농도는 기존에 가

장 많이 사용하는 NDIR 장비를 이용하여 관측한 이산화탄소 농도와 매우 잘 일치한다. 

다음은 SAMI-CO2의 장비특성을 보여준다

⌾ 장기간 사용해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높은 안정성을 지님

⌾ 0~2,000 µatm의 이산화탄소 농도범위에서 뛰어난 정확도(accuracy)를 지님

⌾ 한시간 간격으로 측정하여 최고 9개월 동안 배터리 교체없이 측정가능함

⌾ 내부기억장치를 이용하여 장시간 동안 자료를 저장할수 있음

⌾ 15, 30, 60, 120분 간격으로 측정 가능함

⌾ 빛감지장비(PAR), 형광계(fluorimeter), 용존산소측정기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어 이들 

장비와 함께 관측이 가능함

⌾ 스테인레스스틸로 만든 케이스에 들어있어 부식되지 않음

그림 41. 이산화탄소 자동

측장비인 SAMI-CO2의 외

형도.

그림 42. 전세계 해양에서 SAMI-CO2가 현재 관측에 이용되는 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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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H 자동관측장비

   pH 자동관측장비는 미국 Sunburst Sensors 회사에서 개발하였다(그림 43). SAMI-pH의 

정확도는 0.002이고 분해도(resolution)는 0.001 이하이다. 분석시간은 총 4분인데, 45초 동

안 해수를 펌프를 이용하여 장비로 유입하고, 60초 동안 감지장치(dector)를 예열시키고, 

60초 동안 램프를 예열시킨 후, 3초 간격으로 25초 동안 측정한다. pH 측정 범위는 

7.5~8.5이다. 30분 간격으로 측정하여 3개월 간 배터리 교체 없이 측정이 가능하다. 시약

통의 부피는 200 ml이며, 모두 4000개의 시료를 분석할 수 있다.

그림 43. pH 자동 측장비

인 SAMI-pH의 외형도. 

 

3) 엽록소 자동관측장비

   엽록소 자동관측장비는 미국 Hydrolab 회사에서 개발하였다(그림 44). 이 장비는 

Turner Designs의 분석방식을 따르고 장기간 사용하여도 매우 안정하다. 주변의 빛을 차

단하고 광학적으로 효율이 높기 때문에 미량의 엽록소를 매우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측정 반응속도가 매우 빨라서 10초 간격으로 시료를 측정할 수 있다. 측정 한계는 0.03 

µg/L이고 측정 농도범위는 0.03~5.0 µg/L이다. 정확도는 반복 측정시 3%이내이고 분해도

(resolution)는 0.01 µg/L이다. 광원은 “Light emitting Diode"이고 감시기는 ”Photodiode"

이다. Excitation 파장은 460 nm이고 Emission 파장은 685 nm이다.

그림 44. 미국 Hydrolab 회

사의 엽록소 자동 측장비

의 외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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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미국 Hydrolab 회

사의 질산염 자동 측장비

의 외형도. 

4) 용존산소 자동분석장비

   용존산소 자동분석장비는 미국 Hydrolab 회사에서 개발하였다(그림 45). 이 장비는 

Clark Cell Design의 분석방식을 따르고 장기간 사용하여도 매우 안정하다. 측정 반응속도

가 매우 빨라서 10초 간격으로 시료를 측정할 수 있다. 측정 농도범위는 0~50 mg/L이며, 

분해도(resolution)는 0.01 mg/L이다. 분석 정확도는 20 mg/L 이하일 때는 0.2 mg/L이고 

20 mg/L 이상일 때는 0.6 mg/L이다.

그림 45. 미국 Hydrolab 회

사의 용존산소 자동 측장

비의 외형도.

5) 질산염 자동분석장비

질산염 자동분석장비는 미국 Hydrolab 회사에서 개발하였다(그림 46). 이 장비는 질산염

만을 선택적으로 분석하는 “Ion Selective Electrode”이며, 사용가능한 수심은 15 m 이

내이다. 측정 농도범위는 0~100 mg/L이며, 분해도(resolution)는 0.01 mg/L이다. 분석 정확

도는 2 mg/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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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 수질 모니터링 

 

   환경분야에서 자동관측 부이시스템에 적용하여 온라인 측정이 가능한 장비는 주로 해

역수질 분야에 한정되어 있다(표 13). 최근까지 운용해양학이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온 분

야는 일반수질을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측정하고 자료의 전송시스템을 통해 원하는 장소

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개발된 것이 COD, 총인, 총질소 및 무기영양

염 자동분석기로 현재 상용화 단계에 있다. 

   이에 반해 환경 현안분야의 항목들은 온라인 측정은 불가능하며 현장 시료채취의 자

동화 혹은 장기시료 확보에 중점을 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즉, 현장에서는 시료채취 

및 보관까지 가능하며, 대부분의 작업은 실험실에서 진행된다.  오염물질의 분포특성상 

해수뿐만 아니라 대기시료도 확보되어야 하며, 각각의 매질에서도 증기상(용존상)과 입자

상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구 분 매질 적용가능장비
차후 개발, 장착가능 

장비
기 타

해역수질 해수

CTD

(온라인 COD 자동분석기,

온라인 총인 자동분석기,

온라인 총질소 자동분석기,

온라인 무기영양염류 

자동분석기)*

온라인 중금속 

자동분석기

상용화

단계

환경 현안

대기

Total deposition sampler 

(유기오염물질용)

Passive sampler 

(유기오염물질용)

Online particle /vapor 

sampler

Online particle mass

spectrometer

상용화

단계 

전원용량 

확보

해수
Passive sampler 

(유기오염물질용)

Online water sampler 

(particle/dissolved

 phase)

연구개발 

단계

* 온라인 분석장비의 경우 장비당 0.15kw의 전력을 요구하므로 전원확보가 필수적임. 

표 13. 환경분야에서 자동관측 부이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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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측 장비 기술 분석

   최근까지 온라인 자동분석기가 적용된 분야는 주로 육상으로 상수원, 하천, 호소 그리

고 오폐수처리수 등의 수질을 상시 모니터링하는데 이용되었다(그림 47).  육상의 경우 

전원확보가 쉽고, 접근성이 용이해서 장비의 문제발생 시 쉽게 대처 가능하지만, 해양 부

이의 경우 충분한 검증이 확보되지 않은 장비는 장착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분석항목당 

개별 분석모듈이 필요하며 전력요구량이 있으므로 해양 부이에서 공급가능한 전력량에 

맞춘 장비의 탑재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표 14).  현재 온라인 중금속 자동분석기는 

개발단계에 있으며, 아연, 납, 카드뮴, 구리를 변성 복합재료 전극과 fast scan stripping 

voltametry로 분석하는 방식이다.

그림 47. 온라인 자동분석기의 기본적인 모듈.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주기 소비전력(W) 기타

COD 적정방식 1시간 150 

시약교체

필요

(일주일)

총질소 자외선흡광도법 1시간 150 

총인 아스코르빈산 환원법 1시간 150 

무기영양염

암모니아(인도페놀법)
질산염(자외선 흡광광도법)
아질산염(다이아조화법)

인산염(아스코르빈산 환원법)

1시간 150 

*국내업체인 백년기술(주)에서 개발된 장비 기준.

표 14. 온라인 자동분석기의 상세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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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경현안 분야 장기모니터링 장비

   지속성유기오염물질, 내분비계장애물질, 그리고 신규오염물질 등은 환경내에 미량으로 

존재하지만 주변생태계에 발암성, 유전독성, 내분비계 교란 등의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들이다. 이들 오염물질들은 극미량으로 존재하므로 온라인 모니터링이 불가능하

며, 시료채취 단계에서도 농축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최근 해양 연구 경향은 일시적인 환

경변화를 보여주는 능동형 시료채취 방식보다는 장기간의 변동을 반영할 수 있고, 시료

채취가 용이한 방식인 passive sampling 방식의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그림 48).  

그림 48. Passive sampler를 이용한 유

기 및 무기오염물질 연구동향 (Vrana 

et al., 2005).

   신규오염물질을 포함하는 지속성유기오염물질은 장거리이동성을 가지며, 대기나 해류

를 통해 오염이 전파된다. 따라서 이들 물질의 해양 내 분포특성 및 거동을 이해하기 위

해서는 해수뿐만 아니라 대기 중 농도도 측정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지속성유기오염물질

은 준휘발성(semi-volatile) 때문에 입자에 흡착 혹은 증기상(용존상)의 형태로 존재하므로 

존재양태에 따른 시료채취도 고려되어야 한다. 최근까지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된 샘플

러는 다양한 범위의 오염물질에 적용가능한 SPMD였다(그림 49). 그러나 SPMD샘플러 내

에 첨가되는 트리올레인(triolein)의 전처리 및 분석이 힘들기 때문에 최근에는 유사한 특

성을 지니는 LDPE(low density polyethylene)를 활용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해수

용 passive sampler는 실험실 및 현장에서 분배계수에 따른 kinetic range에 대한 실험이 

완료되면 비교적 간단하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 실험실에서 전처리가 완료된 passive 

sampler는 보관 및 운송과정 중 오염 및 biofouling에 특히 유의해야한다 (그림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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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오염물질의 옥탄

올/물 분배계수에 따른 적

용가능 passive sampler 의 

종류. Vrana et al. (2005).

그림 50. SPMD 및 LDPE용 passive sampler와 housing. 

보관, 운송과정 중 오염 및 biofouling에 유의해야 함.

   대기용 passive sampler는 기존 대기시료 채취에 이용되던 대용량 대기시료채취기

(HVS)에 비해서 다양한 장점이 있다(표 15). 낮은 운용비용과 장기간, 다양한 장소에 동시 

설치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서 현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전지구

적인 POPs 감시를 위한 GAPS(global air passive sampling)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Harner 타입의 passive sampler가 개발되어 현재 보급이 많이 되어 있다. 

Harner 타입 passive sampler는 PUF를 사용하며, 전처리 후 housing과 결합하여 원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그림 51).

PAS HVS

가격 매우 낮음 높음

작동과 유지보수
매우 간단하며, 특별한 

유지보수가 요구되지 않음.
전원과 숙련된 인원이 요구됨.

시료채취 레진, PUF, SPMD 등 PUF, GF

대상화합물 증기상 POPs 증기상과 입자상 POPs

시료채취 주기 1 ~ 24개월 1 ~ 2일

설치장소 제한없음 전원공급 가능지역

시료 수 제한없음 가용한 샘플러의 수에 달려있음.

표 15. 대기용 passive air sampler(PAS)와 대용량 대기시료 채취기(HVS, high volume air 
sampler)의 비교. 최와 장(2005)에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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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대기용 Harner type passive sampler와 현장 적용사례.

  

    Passive sampler는 증기상의 오염물질을 채취하기 위한 장비로 입자상의 오염물질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다른 형태의 장비가 필요하다.  최근 미국 우즈홀 해양연구소

(WHOI)에서 해양부이에 샘플러를 장착하여 대기중 입자상 물질을 시계열(time-series)로 

채취하는데 성공했다(그림 52). Sholkovitz & Sedwick, 2006). 부이에서 모터가 돌아가는 

대기 샘플러를 장기간 가동하기 위해서는 전원 공급, 기기의 내구성과 안정성이 확보되

어야 하며, 샘플러 내부 오염문제 역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다. 부이에서 다른 관측장비

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장비 중 

하나이다.

그림 52. 현장실험이 완료된 부이장착용 에어로졸 샘플

러. Sholkovitz & Sedwick(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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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물요소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가. 자동 채집 장치 

1) Autonomous Plankton Sampler(그림 53): 80-400 μm의 여과망에 걸린 플랑크톤만 채집

이 되므로 소형 종류의 분석이 불가능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동물플랑크톤의 채

집에 용이하다.  

그림 53. 플랑크톤 자동 채집 장비 

(Autonomous Plankton Sampler)의 

외형도: Chelsea Technologies Group

의 제작품.

나. 자동 식물플랑크톤 분석기: CytoBuoy (그림 54)

   현장에서 식물플랑크톤을 자동으로 측정 할 수 있는 최첨단 레이저 flow cytometer로

서 수중에존재하는 입자의 농도, 크기, 모양, 형광등을 측정한다. 식물플랑크톤의 종류 구

분 및 시공간적인 연속측정에 사용되며 부이 탑재가 가능하다. 

그림 54. 플랑크톤 자동 

측정 장치 (CytoBu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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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센서와 카메라 캡쳐 

1) Video plankton recorder (VPR, 그림 54) - Sipper AUV Deployment (Jellatinous 

plankton): 해파리와 난류지표성 동물풀랑크톤인 살파종류를 자동 분석할 수 있는 장치로 

개발되었다.

그림 55. VPR 및 분석의 예. 

2) Fish TV (그림 55): 3차원 Acoustic imaging systemd으로 어류를 자동 탐색할 수 있으

며 난류 지료성 어종을 분석할 수 있는 장치라 할 수 있다. 

그림 56. Fish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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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진 관측 기술 분석

   한반도는 비교적 지진 활동도가 낮은 유라시아판(Eurasian plate)에 위치하고 있으나, 

한반도 동쪽의 유라시아판과 태평양판 경계, 그리고 남쪽의 유라시아판과 필리핀판의 경

계에서는 많은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 (그림 57). 류큐 트렌치(Ryukyu Trench)를 따라 발

생하는 지진의 경우, 필리핀판이 유라시아 대륙판의 하부로 섭입하면서 발생하며 규모 

6.5 이상의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지진의 경우 지

진해일을 일으킬 가능성도 크다. 지진/지진해일 발생 후 빠른 시간 내에 그 발생을 탐지

하여 파괴력있는 지진파 혹은 해일파의 도착시간까지의 여유시간, 즉 경보시간(Warning 

Time)을 확보할 수 있다. 신속/정확한 지진 및 지진해일 조기경보를 위해서는 지진 발생

지역과 근접한 위치에 지진계, 파고계 (또는 압력계), 및 기타 기상/해양관측센서를 설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하여 장기간 안정적으

로 사용할 수 있는 해저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으나, 설치 시 초기 비용이 크고 유지 관

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안으로서 수중 통신 기술을 이용한 해저지진계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그림 58에 제시된 예는 미국 Vancouver Island 연안 수심 약 

2,400 m에서 운영 중인 지진관측계를 갖춘 심해 해양관측시스템이다 (UW, 2007). 일반적

으로 물속에서는 지상과 달리 전파의 산란과 감쇠현상이 일어나 전파를 이용한 통신이 

불가능 하여 음파를 이용하는데, 음파의 느린 속도와 제한된 주파수 밴드, 표면과 해저면

에서의 반사 등과 같은 한계로 인해 지상과 같은 수준의 통신을 구현하기에는 많은 기술

적 어려움이 있다. 그림 58의 시스템 경우 해저에 설치된 계측센서와 해상부이간의 자료

전송 속도가 낮아 자료의 전송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최근 한국해양연구원 해양탐사

장비연구사업단에서는 10km의 거리를 두고 10,000 bps의 전송속도로 양방향 자료전송 기

술을 성공적으로 시연한바 있다 (KORDI, 2007). 이 기술을 이용한다면 해저관측센서-해상

부이-인공위성-지상관측국을 연결하는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이 가능하여, 지진/지

진해일 조기 경보를 통하여 발생 가능한 인명/재산 손실의 저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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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한반도 주변의 지진활동도.

그림 58. 지진계를 포함한 심해 해양관측 시스템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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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중 음향 관측 기술 분석

   해수중에서 음파는 전파, 빛 등해 비하여 투명하므로 해양계측, 장비 및 정보 전달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해수중에는 대기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잡음원에 의하

여 발생된 잡음이 항상 존재하며, 어느 특정 주파수대역의 잡음은 특정 잡음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수중에서의 주위 잡음을 측정하여 해수면상의 풍속, 강

우량, 태풍의 접근, 수중동물의 자원량과 이동 경로, 해저 지진과 쓰나미 등의 모니터링

에 활용하는 연구가 외국에서 수행되고 있다. 수중 잡음의 모니터링은 해양과학적 활용 

뿐만 아니라 선박통행의 상황 감지 등 해양방위의 목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수중 잡음의 조사는 수중청음기를 수중에 배열하여 잡음을 자동 기록하게 된다 (그림 

59).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의 수중 잡음 관측은 Bruel & Kjaer #8101 수중청음기를 이

용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충분한 조사 경험이 축적ㅈ되어져 있다. 녹음은 저주파수 소음 

유입을 막기 위하여 차단주파수 (예, 22.4 Hz)의 고역 통과필터를 사용하게 된다. 잡음의 

자동기록장치는 한국해양연구원에 의하여 개발된 상태이다. 

그림 59. 수중 잡음 관측의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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