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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한국해 해양열파 장기변동: 계절과 공간분포 특성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Ÿ 전지구 평균 온도가 상승하면서 해양에서 발생하는 온난화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해양열파와 같은 극한변동 또한 증가하는 추세임

Ÿ 해양열파는 전세계 모든 해양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산업화 이전에 비해 발
생빈도는 2배, 최대세기는 0.15℃, 공간범위는 66% 증가하였음

Ÿ 해양열파가 발생하면 표층과 저층 사이의 수온 차이로 성층이 증가하여 빈
산소수괴가 형성되고 저층의 산소 부족으로 해양생물이 대량 폐사할 수 있
으며 어류의 스트레스 증가와 면역력 감소로 인해 성장률 저하 및 폐사율이
증가하고 서식지 이동을 초래하는 등, 해양생물 종 구성과 분포의 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음

Ÿ 따라서 피해저감 및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장기 기후변화를 포함하여
단기간 발생하는 해양열파의 특성을 이해함이 중요함

Ÿ 이전 연구들은 한국해 해양열파 발생기작을 해양과 대기 기원으로 나눌 수
있음을 제시했으며 남해의 온난화로 따뜻한 기온의 이류가 고기압 편차를
발생시켜 태양복사열 유입을 증가시키거나 엘니뇨 쇠퇴로 서태평양 수온이
높아지면서 한국해 해양열파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임

Ÿ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해양열파의 지속시간에 초점을 둔 반면, 발생빈
도와 세기 등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함

Ÿ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여름에 국한되어 있어, 계절별/해역별 비교 연구는
상당히 제한적임

Ÿ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해 해양열파의 계절 및 공간 변동을 분석하고,
극값분석(extreme value analysis) 기법을 활용하여 해양열파 회귀수준
과주기를 시범 적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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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Ÿ 자료 수집과 품질검증
- 한국해 수온 자료(위성, 재분석, 해양관측부이 자료 등) 추가 수집
- 수집한 수온 자료 특성 분석, 품질 검증 및 결측값 처리

Ÿ 한국해 해양열파 장기변동, 계절 및 공간 변동
- 해양열파 특성(발생빈도, 세기, 지속시간) 장기변동(선형추세) 분석
- 해양열파 특성 장기변동의 해역(동해, 서해, 남해)별 분석
- 해양열파 특성 계절변동 분석
- 첨단 극값분석 기법을 이용한 해양열파 장기변화 추산

Ⅳ. 연구개발결과

Ÿ 자료 수집과 품질검증
- 다양한 한국해 수온 자료(위성, 재분석, 해양관측부이 자료 등) 수집
- 수집한 수온 자료 특성 분석과 질 검증

Ÿ 한국해 해역별 해양열파 특성 분석
- 원산만(극전선) 부근에서 발생한 해양열파는 지속시간과 세기가 강함
- 세기와 지속시간: 동해 > 황해 > 동중국해

- 쿠로시오 해역에서 해양열파 발생빈도가 큼(동중국해>황해>동해)
- 한국해 해양열파 특성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Ÿ 한국해 계절별 해양열파 특성 분석
- 봄/여름에 비해 가을/겨울에 발생한 해양열파가 발생빈도는 적지만 지속
시간이 김(20일 이상)
- 발생빈도는 여름이 다른 계절에 비해 가장 높음
- 봄/여름은 한국해 넓은 해역에서 강한 해양열파가 발생 → 대기영향
- 가을/겨울은 동해 극전선에서 강한 해양열파가 발생 → 해양영향

Ÿ 극값분석을 활용한 한국해 해양열파 전망
- 해양열파 세기가 가장 강하고 길게 나타난 원산만 해양열파를 극값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함
- 원산만 근해는 회귀주기가 20, 50년일 때 각각 25.2℃, 25.6℃의 회귀수
준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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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한국해 해양열파 발생기작 분석
- 여름 해양열파는 해역에 관계없이 운량감소(고기압)에 따른 단파복사 증
가의 영향으로 사료됨
- 겨울 황동중국해 해양열파는 여름과 유사하게 대기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
로 사료됨
- 겨울 동해는 극전선에서 동한난류 북향(극전선 북향)에 따른 난류유입 결
과로 사료됨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Ÿ 해양 생태계와 수산자원에 영향이 큰 한국해 극한기후 특성 이해 증진으로
관련 대책 및 피해저감에 기여

Ÿ UNRP, 한국기후변화보고서 등 국내·외 해양기후관련 보고서 작성에 활용
Ÿ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PICES), 극한기후워킹그룹 등의 참여를 통해 국내·
외 국제기구 관련 연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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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Ⅰ. Title

Long-term Trend of the Marine Heatwaves in Korea waters:
Seasonal and spatial distributions

Ⅱ. Necessities and objectives of the study

Ÿ As the global temperature is increasing, the frequency and
intensity of extreme climate events such as marine heatwaves
(MHWs) are also increasing

Ÿ The MHWs are occurring in global ocean. Compared to
pre-industrial times, the frequency has been doubled, the
maximum intensity has been increases by 0.15℃, and the
spatial coverage has been increased by 66%

Ÿ When the MHWs occur, the stratification intensify due to the
difference in water temperature between the surface and the
bottom layer, forming a hypoxia water mass. The MHWs could
be lead to habitat shift and mass mortality of marine organisms
due to stress and reduced immunity

Ÿ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MHWs
for damage reduction and effective countermeasures

Ÿ Previous studies have suggested that the MHWs in Korean
waters can be induced mainly by two processes: ocean and
atmosphere processes. The MHWs can be associated with
equatorial Pacific phenomenon such as ENSO: for example, the
temperature rises in the western Pacific rises during the decline
phase of El Niño can induce MHWs in Korean waters.
Furtheremore, the MHWs can contribute to atmospheric
heatwave initiation in the Korea peninsula by inducing high
pressure anomalies.

Ÿ While most studies have focused on the duration of MHWs, few
studies have been directed toward frequency and intensity

Ÿ Most of the research has focused on summer, and less attention
has been paid to seasonal changes in MHW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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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In this report, we aim to analyze the seasonal and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 MHWs in the Korean waters, and to
estimate the return level and the return period of the MHWs
using extreme value analysis (EVA)

Ⅲ. Contents and scopes of the study

Ÿ Data collection and quality control
- Collection of water temperature data in Korean waters
(satellite, reanalysis, observation data, etc.)
- Characteristics of the collected water temperature data,
quality control and processing of missing values

Ÿ Seasonal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of the MHW in Korean
waters
- Calculation of the linear trends of the MHW characteristics
(duration, frequency, intensity)
- Regional characteristics of the MHW (the East Sea, the Yellow
Sea, the East China Sea)
- Analysis of the seasonal differences in the MHW
characteristics

- Estimation of the future projection in the MHWs using EVA

Ⅳ. Results

Ÿ Data collection and quality control
- Collection of various water temperature data in Korean waters
(satellite, reanalysis, observation, etc.)
- Characteristic analysis and quality control of the collected
water temperature data through statistical analysis (IQR)

Ÿ Regional characteristics of the MHW in Korean waters
- The MHWs generated near the Wonsan Bay (the polar front in
the East Sea) are strong in the duration and the intensity
- Intensity and duration: East Sea > Yellow Sea > East China
Sea
- The frequency of MHW is the highest in the Kuroshio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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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China Sea > Yellow Sea > East Sea)
- All of the MHW characteristics in Korean waters show an
increasing trend

Ÿ Seasonal characteristics of MHW in the Korean waters
- In fall/winter, the MHWs occurred less frequently than in
spring/summer, but have longer duration (more than 20 days)
- The frequency of MHW is the highest in summer than in other
seasons
- In spring/summer, strong MHWs occurred in the wide regions
in Korean waters → Atmospheric influence
- In fall/winter, strong MHWs occur at the polar front in the
East Sea → Oceanic influence

Ÿ Projection of MHW in the Korean waters using EVA
- The MHW in Wonsan Bay, which has the strongest intensity
and longest duration, was analyzed using EVA
- The return levels of the MHWs in the Wonsan Bay are 25.2℃
at 20-year return period and 25.6℃ at 50-year return period

Ÿ The mechanism of MHWs in Korean waters
- The MHWs in summer caused by increase in shortwave

radiation flux due to decrease in the total cloud cover (high
pressure) regardless of the region
- In winter, the MHWs occurred in the Yellow/East China Sea
are thought to be affected by the atmosphere influence similarly
to summer
- In winter, the MHWs occurred in the East Sea are thought to
be the results of the inflow of warm ocean currents due to the
northward of the East Korean Warm Current (or polar front)

Ⅴ. Applications of research findings

Ÿ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countermeasures and damage
reduction by enhancing understanding of the extreme climate
characteristics in Korean waters, which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marine ecosystems

Ÿ These results can be a basic information to be use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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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scientific reports such as UNRP and Korean
Climate Change Assessment Report.

Ÿ Based on this study, our research team will participate in
var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Extreme
Climate and Coastal Impacts Working Group of North Pacific
Marine Science Organization (PICES)

(KEYWORDS : 해양열파, 극한기후, 극값분석, 계절변동, 공간변화, marine heatwave,

extreme climate, extreme value analysis, seasonal variation, spatia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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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

제 1 장 서론

제 1-1 절 연구개발의 목표

자료와 첨단 극값분석 기법을 활용한 한국해* 해양열파 장기변동과 계절 및 공간 변동

분석 (*동해, 남해, 서해를 통칭하는 용어로 한반도 주변해 또는 우리나라 바다를 의미함)

제 1-2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해양열파의 중요성

20세기 이후 전지구 평균 온도가 상승하면서 산성화, 빈산소화, 온난화가 해양의 3대

위기로 나타나며 특히 온난화 정도가 해양에서 증가함에 따라 해양열파와 같은 극한변동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해양열파는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 수천 km에 걸쳐

해면수온이 상당히 크게 상승하는 현상으로 전세계 모든 해양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산업

화 이전에 비해 발생빈도는 2배, 최대세기는 0.15℃, 공간범위는 66% 증가하였다(IPCC,

2012; IPCC, 2013; Coumou and Rahmstorf, 2012). 2006-2015년 사이에 일어난 해양열파

는 84-90% 정도가 지구온난화에서 기인하였으며 그 영향과 피해가 매우 극심한데

(Collins et al., 2019), 해양열파가 발생하면 표층과 저층 사이의 수온 차이로 성층이 증가

하여 빈산소수괴가 형성되고 저층의 산소 부족으로 해양생물이 대량 폐사할 수 있으며

(국립수산과학원 2009b), 어류의 스트레스 증가와 면역력 감소로 인해 성장률 저하 및 폐

사율이 증가하고(Seikai et al., 1986; Fonds, 1979; Maccarthy et al., 1998; 최 등, 2011),

서식지 이동을 초래하는 등(Wethey and Woodin, 2008), 해양생물 종 구성과 분포의 변

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Wernberg et al., 2012; 2016)(그림 1). 특히 해양열파와 같은 극한

기후현상은 발생가능성(확률)은 낮지만 미치는 영향은 크기 때문에 위험도(발생가능성x

영향)가 크다. 따라서 피해저감 및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장기 기후변화를 포함하여

단기간 발생하는 해양열파의 특성을 이해함이 중요하다.

그림 7. 2011년 발생한 해양

열파에 의해 호주 서부해역

의 우점종이 켈프숲(Kelp

forest)에서 잔디 해초

(Seaweed turf)로 바뀜

(Wernberg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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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양열파 발생 기작 규명

해양열파는 대기열파, 바람, 운량 등 대기의 영향과 더불어 해류, 저염수, 자연변동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해역과 계절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를 수 있

다. 예를 들어, 위성자료를 사용하여 2010/2011년 호주 서쪽 해안에 발생한 해양열파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르윈해류의 세기 증가, 강한 라니냐의 영향, 해양이 흡수하는 열 속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의 복합적인 영향임이 밝혀졌으며(Pearce and Feng, 2013) 수평격자

가 1.9km 이하인 고해상도 모형에 나타난 1993~2015년 동안 호주 테즈메이니아 동부 해

역에서 발생한 해양열파의 발생 원인은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의 강화가 주요 원인이었

다(Oliver et al., 2018). ERSST(Extended Reconstruction SST) 재분석자료를 이용하여

2014/2015년 북동태평양 해양열파 원인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북태평양자이어순환(NPGO,

the North Pacific Gyre Oscillation)이 열대 지역의 10~12월 사이의 엘니뇨-남방진동(El

Nino-Southern Oscillation, 이하 엔소)을 유발하고 이 엔소가 원격상관을 통해 다음해 겨

울 북태평양순년진동(PDO, Pacific Decadal Oscillation)을 유발하는 현상이 강화되어 북

태평양 해양열파의 발생빈도를 증가시켰다(Joh and Di Lorenzo, 2017; Di Lorenzo and

Mantua, 2016).

그림 8. 한국해 해양열파 현상의 두 모드와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요소

개념도: (a)엘니뇨, 라니냐에 영향을 받는 서태평양 전역의 해수면 온도 상

승, (b)동아시아 고기압의 강화로 발생하는 해양열파(Lee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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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해양열파 관련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발생기작을 해양과 대

기 기원으로 나눌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남해의 온난화로 따뜻한 기온의 이류가 고

기압 편차를 발생시켜 태양복사열 유입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한국해 해양열파가 발생할

수 있으며(Ham and Na, 2017) 여름 대기열파가 강하지 않아도 엘니뇨 쇠퇴로 서태평양

수온이 높아지면서 한국해 해양열파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였다(Lee et al., 2020)(그림

2). 하지만 아직 한국해 해양열파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데, 많은 연구들이 해양열파의 지

속시간에 초점을 둔 반면, 발생빈도와 세기 등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

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모형과 재분석자료만 주로 사용하였으며 대부분은 대기가 해양

에 주요한 영향을 준다고 가정한 연구이다. 또한 계절적으로도 여름에 국한되어 있어, 계

절별/해역별 비교 연구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해역/계절에 따른 한국해 해양열

파의 특성과 발생기작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림 9. 최근 해양열파의 발생 사례와 영향: 지난 20년간 해양열파가

생태계, 사회경제에 미친 영향(Collins et al., 2019)

다. 해양열파 극값분석(Extreme Value Analysis)

전지구 평균 온도상승과 함께 극한기후 현상의 빈도와 세기도 증가하고 있다(IPCC

2012). 극한 기후현상은 해양 종 분포의 계단식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생

태계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킬 수 있다(Jentsch et al., 2007). 최근 육상기후뿐 아니라 해양

생태계 영향과 사회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강한 해양열파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그림 3), 기후변화가 인간활동에 의한 영향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ollins

et al., 2019). 또한 이런 경향은 미래에도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인다(Frölicher et al.

2018). 이는 해양열파의 과거 특성분석과 더불어 미래 특성변화를 전망하는 것이 사회, 경

제, 생태계 피해저감 대책 마련에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를 방증하듯 2000년대 이후 열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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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된 연구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IPCC,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

성과 발생기작 분석에서 더 나아가 한국해 해양열파 극값분석(Extreme value analysis)를

통해 해양열파 극값분포를 알아보고 해양열파의 회귀수준과 회귀주기를 계산하여 특정 세

기의 해양열파가 몇 년 주기로 나타날지 예측하여 해양열파 장기변화를 추산하려고 한다.



- 16 -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2-1 절 관련분야 기술개발현황

가. 국내 연구동향

-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는 해양수산부에서 2017년에 지정한 해양열파 정의를

사용하여(28ºC 이상의 수온) 2016년 8월 기온에 따른 수온의 반응 및 지연시간을 연구하

였으며 수심이 깊은 동해를 제외하고 남해, 서해는 기온과 수온의 상관성이 유의미하게

나타남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해양열파에 대한 기초 특성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아북극 북태평

양 블로킹과 아열대 서태평양 계절 내 진동이 한반도 해양열파 발생에 미치는 기작 규명,

고수온 예측시스템 구축, 발생기작을 해양과 대기 기원으로 나누어 제시 등을 수행한 바

있음

- 한양대학교는 2016년 8월 한반도에 발생한 열파가 몽골의 높은 지오퍼텐셜 고도와 높

은 기온으로 인해 한반도에 따뜻한 북풍이 불어 발생했음을 보임

- 하지만 한국해 해양열파 연구는 대체로 대기가 해양에 지배적인 영향을 준다고 가정한

연구이며 해양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살펴보지 않음

- 또한 이전 연구들은 주로 여름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한국해

해양열파의 계절변화와 해역 특성에 대한 연구는 미비함

나. 국외 연구동향

- Hobday et al.(2016)은 해양열파의 영향에 대한 상호 비교 및 평가를 위해 공통된 해

양열파 정의를 제시하였음. NOAA OISST V2를 사용하여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속시간이 5일보다 길 것을 권장했으며 90백분위수 이상의 임계값을 초과한 수온을 해

양열파로 정의함. 이는 해양이 대기에 비해 변동이 느린 특징을 반영한 결과이며 따뜻한

계절에만 국한하지 않은 특징을 보임

- 2010/2011년 여름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발생한 해양열파는 강한 라니냐 발생, 르윈해

류의 강화, 높은 대기-해양 열 유속(heat flux) 증가와 연관됨

- 2014년 1월~2016년 8월 미국 워싱턴,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발생한 해양열파 현상에

대해 공간분포, 지속시간, 세기 등이 연구됐으며, 바람응력의 영향에 따라 해양열파 세기

변화가 나타남

- 2013/14와 14/15년 겨울 사이에 발생한 북동태평양 해양열파는 2014/2015년에 발생한

약한 엘니뇨와 원격상관과 연관됨

- 호주 태즈메이니아 동부에서 1993~2015년에 발생한 해양열파는 동오스트레일리아 해

류의 영향이 지배적임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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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연구들은 고수온 현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해양과 대기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으나 특정 시기에 국한된 해양열파에 대해서만 분석을 진행한 경우가 많으며

해역에 따라 해양열파 특성과 발생기작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해 해양열파에 초점을

맞춘 분석이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정 시기에 국한되지 않은 한국해 해양열파의 평균적인 계

절적/지역적 특징을 알아보고 해양과 대기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제 2-2 절 연구결과의 국·내외 기술개발현황에서 위치

가. 연구결과의 기술개발현황

1. 한국해 해양열파 특성(지속시간, 발생빈도, 평균세기, 최대세기) 지도 제시

- 해역에 따른 해양열파 특성 비교 제시

- 여름에 국한된 이전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계절 특징과 차이를 비교 제시

- 해역과 계절에 따른 발생기작 차이 종합 제시

2. 한국해 해양열파 특성 이해 증진

- 해역과 계절에 따른 해양열파 특성과 발생기작 제시를 통해 한국해 해양열파 피해 대

책 및 저감 대책 수립에 기여

- 최첨단 극값분석을 활용하여 한국해 해양열파 회귀수준과 회귀주기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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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3-1 절 관측/위성/재분석자료 수집

1. 가용한 관측자료, 위성자료, 재분석자료 수집 및 특징 분석

2. 자료 질검증

가. 통계적 방법과 직접 확인을 통한 질검증(이상값 제거)

- LIF(lower inner fence) 이상, UIF(upper inner fence) 이하 제거

- 관측자료에서 동일 수온이 수십일 유지되는 지점 제거

- 단기간에 비이상적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수온 제거

3. 관측자료와 위성자료 비교

가. 관측/위성자료에 따른 해양열파 차이(황해중부부이, 2014/3/1~6/1)(그림 4)

- 관측자료: 3월24일~3월29일(6일), 4월13일~4월27일(15일), 5월18일~5월22일(5일)

- OISST: 3월22일~4월2일(12일), 4월12일~4월27일(16일), 5월17일~5월22일(5일)

- OSTIA: 4월14일~4월27일(14일)

- 기후값: 8년(2007~2014년) 평균

- OSTIA는 관측기간이 11년으로 장기변동 특성을 분석하기에는 비교적 짧기 때문에

한국해 해양열파 분석에는 주로 OISST를 사용함

주관기관 관측소명 관측기간 관측소 수

국립해양조사원

조위관측소 19년(2000-2018) 50개소(동해:7개, 서해:24개, 남해:19개)

해양과학기지 14년(2005-2018) 3개소(이어도, 가거초, 소청초)

해양관측부이 19년(2000-2018) 27개소

해양관측소 10년(2009-2018) 3개소

국립수산과학원
어장정보 16년(2003-2018) 43개소(동해:7개, 서해:14개, 남해:22개)

연안정지 56년(1963-2018) 19개소(동해:11개, 서해:2개, 남해:6개)

표 1. 관측자료 목록. 관측기간은 가장 긴 관측소의 기간을 나타냈으며 관측소마다 상이함

이름 기관 수평해상도 자료기간 시간간격 참고문헌

ERA5 ECMWF 약 30km 43년(1979-현재) Daily Hersbach et al. (2020)

NCEP/DOE NOAA 2.5º x 2.5º 43년(1979-현재) Daily Kanamitsu et al. (2002)

OISST NOAA ESRL 0.25º x 0.25º 37년(1982-2018) Daily Reynolds et al. (2007)

OSTIA UK Met Office 0.05º x 0.05º 11년(2006-2016) Daily Stark et al. (2007)

표 2. 재분석자료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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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관측/위성자료에 따른 황해중부부이 해양열파 시계열

제 3-2 절 한국해 해양열파 특성 분석

1. 한국해 해역별 해양열파 특성 분석

가. 한국해 해역별 전체기간 평균 해양열파 특성(지속시간, 세기, 발생빈도)(그림 5)

- 원산만(극전선) 부근에서 발생한 해양열파는 세기가 강하고 지속시간이 김

- 세기와 지속시간: 동해 > 황해 > 동중국해

- 쿠로시오 해역에서 해양열파 발생빈도가 가장 높음

- 한국해 해양열파 특성은 연도별 차이는 있지만 모든 특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그림 11. OISST 위성자료를 활용한 한국해 해양열파 특성 공간분포: (a)지속시간, (b)발생빈도,

(c)평균세기, (d)최대세기

그림 12. 영역 평균한 해양열파 선형추세(왼쪽부터 시계방향으

로 지속시간, 발생빈도, 최대세기, 평균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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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 평균한 해양열파 특성(지속시간, 발생빈도, 평균세기, 최대세기)의 선형추세는

모두 증가 경향을 보임(그림 6)

- 2000년대 후반에 들어 지속시간과 최대세기의 증가경향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짐

그림 13. 한국해 해양열파 특성의 해역별 확률밀도함수

- 지속시간의 중간값은 동해가 가장 크지만 확률밀도함수는 모든 해역에서 유사한

분포를 보임(그림 7)

- 발생빈도: 동중국해 > 황해 > 동해

- 평균, 최대세기: 동해 > 황해 > 동중국해

2. 한국해 계절별 해양열파 특성 분석

가. 계절별 해양열파 특성 공간분포(그림 8)

- 지속시간: 봄과 여름에 비해 가을과 겨울에 상대적으로 길게 지속(20일 이상)되는 해

양열파가 발생

- 발생빈도: 해역별 차이는 적지만 다른 계절에 비해 여름에 발생빈도가 높음

→ 여름 평균 지속시간이 짧은 이유로 사료됨

- 평균&최대세기

봄, 여름: 한국해 넓은 해역에서 강한 해양열파가 발생 → 대기영향으로 사료됨

가을, 겨울: 동해 극전선에서 강한 해양열파가 발생 → 해양영향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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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계절별 한국해 해양열파 특성(지속시간, 발생빈도, 평균세기,

최대세기) 공간분포

나. 계절과 해역별 해양열파 특성의 연평균 시계열(그림 9)

- 발생빈도(평균비교)

해역: 동중국해 > 동해, 황해

계절: 여름 > 봄 > 가을 > 겨울

- 평균, 최대세기(평균비교)

해역: 동해 > 황해 > 동중국해

계절: 봄, 여름 > 가을, 겨울

- 모든 해역에서 해양열파 특성 증가 경향(95% 신뢰수준에서 유의)

- 지속시간: 최근 해역별 지속시간 차이가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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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해양열파 특성(지속시간, 발생빈도, 평균세기, 최대세기)의 연 평균 시계열

다. 한국해 해양열파 특성의 계절별 확률밀도함수(그림 10)

- 지속시간은 계절에 상관없이 분포는 유사하지만 중간값은 가을이 다른 계절에 비

해 길게 나타남

- 발생빈도: 여름 > 봄 > 가을 > 겨울

- 여름의 짧은 지속시간은 많은 발생빈도와 관련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평균, 최대세기: 봄/여름 > 가을/겨울

그림 16. 한국해 해양열파 특성의 계절별 확률밀도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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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극값분석(EVA)를 이용한 해양열파 회귀수준과 회귀주기 추정

- 일반화극단분포를 사용하여 해양열파 세기가 가장 강하고 길게 나타난 원산만 해양열

파의 극값분석을 수행

- 최대우도추정을 사용하여 위치(μ), 척도(σ), 모양(ξ) 모수를 각각 추정

- 추정된 위치, 척도, 모양 모수를 이용하여 GEV의 분포함수를 계산함(수식 1)

수식 1. 일반화극값분포(GEVD) 추정 식

- 모양 모수가 0이면 Gumbel분포, 0보다 크면 Frechet분포, 0보다 작으면 Weibull 분포

- 추정된 원산만 해양열파의 분포는 그림 11의 왼쪽과 같음

- 회귀주기 추정을 위해 위치, 척도, 모양 모수와 수식 2를 사용

수식 2. 회귀수준 추정 식. r은 회귀주기

- 원산만 근해: 회귀주기가 20, 50년일 때 각각 25.2℃, 25.6℃의 회귀수준을 보임(그림

11)

그림 17. 극값분석을 통해 추정한 원산만 해양열파의 (왼쪽)일반화극

값분포와 (오른쪽)회귀수준, 회귀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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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열파 발생기작 분석

가. 여름 해양열파 발생기작

- 발생기작 분석을 위해 계절별 해양열파 발생범위, 평균세기, 지속시간의 상/하위 30백

분위수에 해당하는 연도별 대기변수(운량, 열속, 바람 등)의 평균 공간분포를 각각 계산

- 상/하위 30백분위수에 해당하는 연도의 대기변수 평균장 차이를 구하고 스튜던트 T검

정을 통해 95%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곳에 표시함

- 여름 해양열파 발생은 해역에 상관없이 운량감소(고기압)에 따른 단파복사 증가의 영

향으로 사료됨(그림 12)

- 이는 2016-2018년 여름(JJA) 황해남부, 동중국해 북부 해양열파가 동아시아 여름 몬

순에 의한 운량감소에 따른 단파복사 증가의 영향이라는 이전연구와 일치함(Gao et al.,

2020)

그림 18. 여름 해양열파 상/하위 30백분위수에 해당하는

해(a)의 연평균 대기변수 사이의 차이(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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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겨울 해양열파 발생기작

- 겨울 황동중국해 해양열파는 여름과 유사하게 대기영향(풍속감소, 운량감소, 단파복사

증가)과 관련있는 것으로 사료됨

- 하지만 겨울 동해는 극전선에서 총 열속 감소(대기로의 열 방출)가 나타남(그림 13)

→ 동한난류 북향(극전선 북향)에 따른 난류유입의 결과로 사료됨(해양영향)

- 동일한 해의 겨울 동해 해류 평균 계산시 해양열파 발생 유무에 따라 극전선 부근의

해류 세기차이가 나타남(그림 14)

- 겨울/가을 동해 해양열파는 봄/여름과 달리 해양이 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음

그림 19. 겨울 해양열파 상/하위 30백분위수에 해당하는 해(a)의 연평균 대기변수(운

량, 열속, 바람) 사이의 차이(b-g)



- 26 -

그림 20. 겨울 해양열파 상/하위 30백분위수에

해당하는 해(위)와 해류 차이 평면장(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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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제 4-1 절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정보

가.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상세정보

1. 해양조사원과 종합해양과학기지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특성파악 및 품질검증을 실시함

2. 위성기반 재분석자료 중 OISST를 주로 사용하여 한국해 해양열파 특성의 해역별/계절별

공간분포 장기변동을 파악하였음

3. 한국해 해양열파 특성의 해역/계절별 한국해 해양열파 지도 제시

4. 한국해 해양열파 발생기작 관련하여 전남대학교 함유근 교수, GFDL 조영지 박사에게 자문

5. 한국해 해양열파 해역별/계절별 장기변동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해 해양열파 계절변동 관련

논문 작성 중

나. 연구개발목표 추진계획 및 달성도

구분 세부연구목표
추 진 실 적 및 계 획

2 3 4 5 6 7 8 9 10 11 12

과제기간

2.15-12.31

1. 자료 추가 수집

2. 자료 특성과 품질 검증

3. 한국해 해양열파 장기변동 계절 차이
분석

4. 한국해 해양열파 장기변동 해역 차이
분석

5. 한국해 해양열파 지도 작성

6. 전문가 자문 (워크숍/세션 개최 등)

7. 보고서 작성(논문 작성 포함)

다. 관련분야 대외기여

1. 대중강연/언론보도/홍보

- 경기과학고 ALP 강연, 해양기후변화, 2021.05.13

- TBS 시민의방송, 바다 폭염과 생태계의 변화, 2021.11.29

2. 국제활동

- 해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PICES) 해양열파 등 극한기후 관련 신규 워킹그룹(WG49 on

Climate Extremes and Coastal Impacts in the Pacific) 구성 활동과 위원회 활동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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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 5-1 절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파급효과

1. 해양환경변화에 따른 생태계 및 수산자원변화 전망 연구에 활용

-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에 영향이 큰 한국해 극한기후 특성 이해 증진으로 관련 대

책 및 피해저감에 기여

2. 국내외 해양기후관련 보고서 작성에 활용

- UNRP, 한국기후변화보고서 등 기후변화 관련 보고서 작성 근거 자료로 활용

3. 국내외 국제기구 관련 연구 참여 해양기후관련 보고서 작성에 활용

-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PICES) 극한기후 워킹그룹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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