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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입력 실시간 운영시스템 구축 
 ○ 실시간 자료동화 시스템이 접합된 해양기상 수치모델 운영 (WRF) 

 ○ 자료동화에 필요한 해양관측자료의 정기적인 수집, 처리 및 관리
 ○ 위성 관측 자료를 이용한 해수면온도 생산체계의 실시간 품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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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해상도 연안 해역 예측시스템 구축 및 예측정확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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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예보정보시스템 및 표출시스템 운영 및 개선
□ 현업기관 운영지원
 ○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사용자 매뉴얼 작성
 ○ 현업활용을 위한 시범 운영 및 개선    
 ○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운영

 ○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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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연구개발의 목적 및 내용

○ 연구목적

연안국지 정밀격자에서 해양예측의 기반요소(조석, 조류, 3차원 순환․수온․염분, 

파랑, 폭풍해일 및 기상) 모델 간 상호연계․통합기술의 개발을 통해 해양 현황과 

예측정보의 체계적인 생산․제공체제를 개발․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활용기술(수색

구조, 유류오염 확산, 적조 및 부유물질 이동 예측 등)의 개발 및 현업 운용

□ 자료입력 실시간 운영시스템 구축 

 ○ 실시간 자료동화 시스템이 접합된 해양기상 수치모델 운영 (WRF) 

 ○ 자료동화에 필요한 해양관측자료의 정기적인 수집, 처리 및 관리

 ○ 위성 관측 자료를 이용한 해수면온도 생산체계의 실시간 품질 향상

 ○ 고해상도의 동아시아 및 한반도 지역 해양기상 재분석자료생산

□ 실시간 해양 예측시스템 고도화

 ○ 북서태평양 해양순환 예측시스템 구축 및 예측정확도 향상

 ○ 고해상도 연안 해역 예측시스템 구축 및 예측정확도 향상

 ○ 예측정보 평가시스템 개선

□ 통합 활용시스템 운영 및 개선

 ○ 수색구조, 유류유출 및 적조 예측시스템 구축 및 예측정확도 향상

 ○ 해양예보정보시스템 및 표출시스템 운영 및 개선

□ 현업기관 운영지원

 ○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사용자 매뉴얼 작성

 ○ 현업활용을 위한 시범 운영 및 개선    

 ○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운영

 ○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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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개발성과

○ 자료입력 실시간 운영시스템 구축

 - 1단계에서 구축된 해양기상 수치모델의 예측정확도 향상을 위해 자료동화 시

스템을 결합하여 실시간 3일 예측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였으며, 3D-Var, Cycling 

3D-Var, 4D-Var 기법을 테스트한 결과 Cycling 3D-Var 기법이 운영 효율성과 

예측정확도 향상에 적합하여 최종적으로 적용하였다.

 - 자료동화시스템의 입력자료로 동아시아 지역(모델 수립영역)의 지상 관측자료 

1,300여개 지점, 고층기상관측자료 70여개 지점, 우리나라 주변 해역 기상관측 

부이(17개 지점), ASCAT 위성 해상풍 자료를 수집하여 초단열/일관성 검사를 

거쳐 사용하게 되며,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였다.

 - 해양기상 수치모델에서 생산된 해상풍(10m 바람)의 예측정확도는 기상청의 부

이자료와 비교한 결과 1단계의 80% 수준에서 85% 수준까지 높아졌다.

 - 해양예보모델의 입력자료 및 검증용으로 활용 가능한 자료를 일괄 수집, 관리

하는 해양입력자료 생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였다. 북서태평양(0°-65°N, 95°- 

175°E) 해역에서 가용한 국내외 수온/염분 자료와 인공위성 SST, SSH 자료를 

주기적으로 수집하고 해양자료동화시스템의 입력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한 자

료에 대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온/염분 자료, SST 자료의 품질관리 기준을 

수립하고 적용하였으며, 실질적인 예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수집한 자료를 자료동

화시스템과 직접 연계하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였다.

 - 생성되는 해수면온도 자료의 공간해상도는 1 km이며, 실시간(real-time, RT)과 

일평균(daily-mean, DM) 모드로 구성되어 있다. 합성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시

스템에 입력되는 인공위성 자료는 4개의 IR 센서 자료와 2개의 microwave 센서 

자료이다. 입력되는 인공위성 수온과 현장관측 수온을 OI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고해상도 해수면온도를 생성한다. NASA NCDC의 OISST와 OSTIA에서 생성

하는 해수면온도와 비교하여, 편차와 표준편차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해수면온도 자료와 품질관리 자료는 매일 자동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며, 수요자를 조사하여 이메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 장기 파랑산출과 해양순환 재분석자료 생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ECMWF 

ERA-Interim 자료와 자료동화 시스템을 적용하여 10 km 수평해상도의 해양기

상 재분석자료를 1979년부터 2016년까지 생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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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해양예측 시스템 고도화

 - 앙상블 칼만 필터(Enemble Kalman Filter; EnKF)를 적용하여 북서태평양을 대

상으로 수평해상도 약 10 km의 해양순환 예측시스템을 완성하였다. 개방경계 

자료와 대기외력을 외부 기관에서 실시간으로 자동 수집하여 모델 격자에 맞

게 내삽하여 3일 해양예측을 수행한다. 모델의 예측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앙

상블 칼만필터를 이용하였으며, 30개 앙상블 멤버로 최근의 해양관측자료를 동

화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였다. 초기에는 인공위성 표층수온만 동화하였

으나, 점차적으로 CTD와 Argo float에서 관측한 층별 수온과 염분 자료를 동

화하여 동해 극전선과 쿠로시오 확장역에서 해류의 사행형태, 동한난류와 쿠로

시오 해류의 이안(separation)에서 관측자료와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또한, 해

류의 사행과 에디의 이동 위치를 더 정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인공위성 해면고

도를 동화한 결과, 모델 예측 수온이 대부분의 해역에서 관측자료와 1 °C 미만

의 수온차이를 보이며, 해류의 위치가 인공위성 고도계를 이용한 지형류의 공

간분포와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 GFDL-MOM5 모델을 기반으로 고해상도(1/24°급)의 북서태평양 해양순환 예측 

시스템 (OPEM)을 구축하였다. 예측시스템의 초기화를 위해 최적내삽법에 기반한 

자료동화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실시간 해양자료 입력체계를 함께 연동시킴으로 

실시간 해양예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구축된 북서태평양 해양예측시스템은 매

주 수요일을 기점으로 과거 14일에 대해 자료동화를 수행하여 재분석장을 생산

하며 미래 10일에 대한 예측장을 생산한다. 생산된 재분석장과 예측장의 성능을 

미국 NRL에서 생산하는 HYCOM 자료와 비교·분석하였으며, 한반도 주변의 

해양예측에 대해서는 비교 우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 ROMS 모델 예측시스템과 MOM5 모델 예측 시스템으로부터 슈퍼 앙상블 예

측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두 예측시스템으로부터 생산된 예측 자료를 융합하기 

위해 각 예측 자료의 RMS 오차를 계산하여 가중치로 활용하였다. 예측성능 평

가는 해면수온에 대해서만 수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결정된 2차원 가중치를 3차

원으로 확장하여 3차원 수온에 대한 슈퍼 앙상블 예측 수온장을 생산하였다. 슈

퍼 앙상블 예측 시스템으로부터 생산된 3일 예측 수온장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관측자료와의 차이를 단일 예측시스템들의 결과와 비교한 결과 슈퍼 앙

상블 예측 시스템으로부터 생산된 예측장이 관측 수온 프로파일과의 RMS 오차에

서 가장 좋은 정확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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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안 고해상도 연안해역 예측시스템 구축을 위해 1단계에서 개발한 2 km 예측 

시스템의 결과를 nesting 하여 전 연안 300 m 해상도의 격자체계를 구성하였

다. 매일 우리나라의 전 연안을 300 m 해상도로 예측하기 위한 계산자원 확보 

및 모델속도향상 연구를 진행하였고, 현재 1일 1회 72시간 예측자료를 생산하

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 당초에는 주요 항만 및 연안에 한하여 300 m 해상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였

지만, 연안에서 각종 사고 들이 발생하면서 연안 예측 모델의 정확성이 강조되

었고, 이에 전 연안 300 m 격자 구축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 운용되고 있는 연안해역 예측시스템에 사용된 기상자료는 4 km 수평해상도의 

WRF 모델의 결과를 사용하고, 3차원 순환 초기조건 및 경계조건으로 북서태

평양 순환예측 시스템의 결과를 사용한다. 

 - 예측 시 정확도 향상을 위해 자료 동화 연구를 비롯한 유동-파랑 접합 계산, 

태풍시 순환 예측 등의 연구를 진행하였고, 경기만 영역에 비구조 격자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여 하구역에서 보다 정밀한 격자로 예측을 가능하게 하였다.  

 - 비구조격자 기반의 경기만 해양측 시스템에서는 조간대와 인공구조물이 존재

하는 연안의 특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조수로, 수중보, 갑문 등) 모델을 개선

하였고, 관측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모델 정확도를 검증하였다. 다양한 연안 해

양관측자료(염분, 층별조류, HF-Radar 등)에 대하여 자료동화기법 (OI, EnKF, 

EnOI) 를 개발/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연안 해양예측 시스템운영의 타당성

을 분석하였다.

 - 광양만 수질모델링 테스트베드(Testbed)를 구축하기 위하여 섬진강 하구역을 

중심으로 광양만과 여수해만에서 총 3년간 현장관측자료(수온, 염분, 밀도, 부

유사 공간 및 연직 분포) 및 3차원 수치모델(EFDC, Delft-3D)를 이용하여 부유사 

확산 특성을 파악하였다. 향후 수질모델링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본 연구 결과는 운용해양예보 시스템의 기초자료로 활용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선된 예측정보 검증시스템을 활용하여 KOOS의 예측정확도를 평가한 결과 1

단계의 70%에서 78.8%로 성능이 향상되었다. 국내외 해양관측자료를 기반으로 

해양수치모델의 실시간 예측정확도를 산출하였으며 인공위성, HF-Radar, 정선

관측, Argo float를 사용하여 공간적 평가결과를 제시하였다. 해양기상, 파랑 

및 해양순환 재분석자료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개발하여 국내 환경에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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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평가 표준화 기준을 도출하였다. 또한, 북서태평양 해양순환모델 및 연안

순환 정밀예측시스템 등 신규 개발된 시스템에 대한 평가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예측정보 검증시스템을 GIS 기반 해양예보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정보에 대한 사용자 접근성을 확장하였다.

○ 통합 활용시스템 운영 및 개선

 - 구축된 전 연안 300 m 해상도의 연안 순환 예측 시스템과 연계한 수색구조 예

측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수색구조 예측 모델의 검증을 위해 5년간 총 14회의 

현장 표류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표류 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해 역추적 기

법, 풍속에 따른 물체별 바람계수의 차등 적용, 표층 두께에 따른 바람계수의 

차등 적용 및 HF-Radar의 유속 적용 등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 관련 분야 선진 기술 교류를 위해 미국 US Coast Guard에서 사용하고 있는 

SARMAP 기술을 도입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수색 범위 설정 등에 활용하였

으며, 세월호 침몰 사고 등 해난사고 시 정부기관에 실종자, 선박 등의 표류 

예측 정보를 제공하였다.

 - 세월호 침몰 사고 시 실종자의 수색구조 지원을 위해 2014년 4월 16일 사고 

당일부터 수색 종료 시까지 200일 이상의 기간 동안 매일 사고 해역의 3일간

의 해양환경 예측정보 (3차원 유향, 유속, 파고, 바람, 수온 등), 수색범위 예측

자료, 구명벌이나 유류품 등의 물체 발견 시 역추적결과를 지속적으로 정부기

관에 제공하였다. 또한 세월호 인양작업 지원을 위해 맹골수도 인근의 파랑 

(너울 포함)의 72시간 예측 정보를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3월 30일까지 9

개월간 제공하였다.

 - 유류유출 이동 확산 예측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300 m의 고해상도 연안순환 

시스템과 연계하였으며, OILMAP을 도입하여 다양한 유종 DB, 유막, oil fence 

적용을 통해 유류 이동 확산 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개선된 예측시스템을 

바탕으로 우이산호, 산치호 사고 등 대형 유류 사고 발생 시 유류의 이동 확산 

예측 정보를 정부 관련 기관에 제공하였다. 

 - 유류유출 이동 확산의 경우 모델 검증을 위한 현장 실험을 수행할 수 없으므

로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와 같이 과거의 대형 유류유출 사고에 대하여 위성 

자료 및 재분석 모델 자료를 이용한 유류확산 모델의 검증 및 고도화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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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안에서의 실시간 현장 관측을 통한 생태모델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남해 

연안 해역인 광양만, 거제도 한산만, 통영 자란만과 후포에서 포항에 이르는 

동해해역에서 환경 조사 및 식물플랑크톤을 통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환경인자를 

획득한 결과 수온의 범위는 5.4~27.1 ℃, 염분은 14.5~33.7  , 엽록소a 의 농

도는 0.2~14.2    로 관측되었다. 그리고 탄소 대 엽록소 비율과 탄소 대 질

소비를 측정한 결과 각각 28~1779, 4.8~19.3으로 조사되었다. 광합성 효율 범위는 

0.001~0.045                 , 광저해 강도는 0~23.55 

                , 최대 실현 광합성률은 0.1~21.0 

        , 광순응 인자는 17~1883      으로 관측되

었으며, 식물플랑크톤의 성장률을 측정한 결과 0.00~1.27  의 범위를 나타

냈다.

 - 운용해양 예측정보 표출시스템은 GIS 기반의 분포도와 지점별 시계열을 표출한다. 

또한, 해양재해요소에 대해 선박용 항해안전정보 표출 시스템 모바일 앱을 개

발하였다. 본 표출시스템은 관측실황정보, 고해상도 예측정보 등을 선박용 맞

춤 정보로 표출하고, 모바일 앱은 IOS와 안드로이드 OS용 앱으로 구현된다. 

○ 현업기관 운영지원

 - 현업기관 (국립해양조사원)의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문제 해결 및 해결 방안을 지원하였다. 

 - 운용해양예보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해양기상예측시스템 활용가이드, 북서태평

양순환예측시스템, 연안순환예측시스템, 파랑예측시스템 활용가이드)를 작성하

였다.

 - 관측정보 및 수온, 염분, 해류, 기온, 기압, 바람 등 사용자 요구에 맞는 예측변

수를 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Streamline으로 역동적이고 가독성이 높

은 표출화면을 구현하여 실시간 해양환경정보시스템과 수색구조 예측시스템이 

연동되어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웹과 모바일 앱에서 실시간으

로 확인이 가능하다.

 - 운용해양예보시스템 연구의 효율적인 추진 및 향후 연구개발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자문과 운용해양예측정보의 사용과 관련한 주요 해양관련 유관기관의 요

구사항 등을 수렴, 반영, 피드백, 협력 등의 과정을 통해 사용자의 수요와 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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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응하는 기술개발 및 결과물 생산을 목적으로 운용해양예보시스템 연구 협의

회를 2014년부터 개최하였다 (2014년 9월 22일 첫 협의회 회의 개최 이후 2017년 

9월 28일까지 총 5회의 회의 개최). 총 5회의 회의 동안 협의회 위원들은 연구

방향에 관한 제안과 연구개발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제안을 하였고 이러한 제

안사항들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Ⅲ.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 해양예보시스템(KOOS)의 수립과 운영을 통해 개발된 시스템과 기술은 해양관련 

기관, 산업체, 연구기관 등에

   1) 해양현황 및 예측자료 제공으로 관련 연구사업의 추가 개발 촉진 유도

   2)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를 통해 유관 기관의 현업화와 해양관련 산업화에 기여 

     : 국립해양조사원에 5개 모델의 기술이전 실시

○ 자료입력 실시간 시스템 구축

 - QC가 완료된 자료동화 입력자료는 해양기상 수치모델의 검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Cycling 3D-Var를 적용한 해양기상 수치모델은 향후 해양모델과의 

접합을 통해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 북서태평양 해역을 대상으로 수집한 해양관측자료는 해양예측모델의 입력자료와 

검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수립한 품질관리기술은 다른 관측

자료의 품질관리에도 적용할 수 있다. 수집자료의 자동연계체계는 자료동화시

스템의 운용에 직접 사용할 수 있다. 

 - 연안 해역의 냉수대, 열전선, 와류 등 다양한 현상을 고해상도 해수면온도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관련 연구의 검증 및 참고 자료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생성물은 자료동화를 위한 타 해양 및 기상모델의 입력자

료로 활용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해양기상 수치모델로 생산한 재분석자료는 설계파 산출이나 연안순환 및 재해요소 

후측자료 생산 연구에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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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해양예측시스템 고도화

 - 연안에서 주로 발생하는 해양재난 사고 및 선박 사고, 기름 유출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해양순환을 예측하는 고해상도 연안지역 상세모델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 가까운 환경에서 자료동화로 인해 예측 향상도가 높아진 

북서태평양 순환모델은 고해상도 연안지역 해양순환 모델에 대하여 좋은 개방

경계 조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북서태평양에서 쿠로시오와 동중국해의 해수가 우리나라 연안으로 이동하여 

들어오므로 쿠로시오와 동중국해를 지나는 해류의 변동성을 이해하는 것이 대한

민국 주변바다의 해양변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또한 동중국해를 통해서 

대한민국 주변바다로 유입되는 유해생물들 및 해양쓰레기의 이동과 확산을 수치

모델을 이용하여 예측하는 데 기초자료가 된다. 

 - 고해상도 북서태평양 예측시스템인 OPEM으로부터 생산되는 한반도 주변해역에 

대한 수온과 염분 예측 자료는 향후 고수온, 저수온, 저염수 등의 극한 해양현

상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기반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3차원 

수온예측 자료를 제공함으로 태풍 강도 예측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인 비용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OPEM을 통해 

생산되는 해양재분석 자료는 정확도 높은 3차원 해양자료를 제공함으로 해양

현상을 규명하는 과학적 기반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장기간의 재분석 자료를 

생산함으로 북서태평양 해역에서의 기후변화 경향과 태풍, 파랑 등의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북서태평양 순환예측 시스템의 자료를 사용하므로 타기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시스템 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KOOS 내의 독립적인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전연안 300 m 예측 시스템과 같이 보다 정밀하고 정확한 예측 자료를 이용하

여 해양 재난 사고 시 실질적 피해 지역인 연안역에서의 재해 (폭풍해일, 유류

오염, 수색구조) 저감에 활용이 가능하다.

○ 통합 활용시스템 운영 및 개선

 - 활용시스템을 사용하여 해난 사고 시 수색구조를 위한 실종자 및 선박의 표류 

예측 정보와 유류 유출 사고 시 유류의 이동확산에 대한 예측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 신속하게 정확한 예측 정보를 KCG와 같은 정부 기관에 제공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 저감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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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연구를 통해서 이전의 고정된 값이 아닌 지역적으로, 시기적으로 변동하는 

parameters를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생태모델의 정확성을 높이고 한국 

환경에 맞는 현실성 있는 모델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 과업을 통해서 획득한 

공간적, 시기적으로 변동하는 parameters의 값을 적용하여 현재의 적조모델이나 

생태모델에 활용하여 정확성을 높이도록 활용할 계획이다.

 - 표출 시스템 개발을 통해 운용해양정보시스템의 예측자료 사용자 활용도를 증가

시켜 예측자료 정보 공유와 선박 항해 안전 확보를 할 수 있다.

Ⅳ. 핵심어

○ 운용해양예보시스템, 해양예보, 3차원 해수 순환, 자료동화, 응용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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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Objectives and contents

The objective of this project is to develop an integrated operational 

oceanographic system that provides nowcasts and forecasts of ocean information 

around the Korean Peninsula (KOOS: Korea Operational Oceanographic System) 

to support marine activities and to mitigate coastal disasters by proceeding 

mutual contact of numerical models including observation and data management. 

The numerical part of KOOS consists of high resolution coastal/ocean forecasting 

models (tides, 3D circulation with temperature and salinity, waves, storm surges 

and atmosphere) and application models (search and rescue operation, oil spill 

dispersion, red tide and suspended sediment transportation).

The contents and the scope of the projects are as follows:

□ Development of near-real time input data production system 

 ○ Real-time operation of marine weather prediction system with a data 

assimilation method

 ○ Regular collection and management of ocean observation data for data 

assimilation

 ○ Improvement and verification of satellite sea surface temperature production 

system

 ○ Production of high-resolution reanalysis data of marine weather around the 

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 Enhancement of ocean forecasting systems

 ○ Establishment of Northwestern ocean circulation forecasting system and 

improvement of forecast accuracy

 ○ Establishment of High-resolution coastal sea state forecasting systems and 

improvement of forecast accuracy

 ○ Skill assess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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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ration and improvement of application systems

 ○ Establishment of search and rescue operation, oil spill dispersion, red tide 

prediction system and improvement of forecast accuracy

 ○ Operational ocean data management and display system

□ Support of operating organization

 ○ Development of a technology transfer and educational training

 ○ Test operation and improvement for operational uses

 ○ Publishing user manuals

 ○ Decision making support system

 ○ Forming a consultative group

Ⅱ. Results

○ Development of near-real time input data production system

 - To improve the prediction accuracy, real-time 72 hours marine weather 

prediction system has been developed and operated with the data 

assimilation. We used the a cycling 3D-Var method after testing the 

methods (3D-Var, Cycling 3D-Var and 4D-Var) considering the efficiency 

and improvement of prediction accuracy.

 - GTS surface observational weather data (~1,300 stations), upper-level 

sounding data (~70 stations), buoy data (~17 stations) and ASCAT 10-m 

wind data are used as the input data of the data assimilation system with 

super-adiabatic and consistency check. 

 - The accuracy of sea surface wind (10-m wind) predicted from marine 

weather prediction system is improved from 80% to 85% compared with 

buoy observations.

 - A data archiving system was developed and operated to meet request of 

the ocean model researchers. Several physical oceanographic data in the 

Northwest Pacific area (0°-65°N, 95°-175°E) were collected periodicall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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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d them to the data assimilation systems. Almost temperature and 

salinity (TS) data available in the public domain and TS production of the 

Korean organizations were gathered. To archive satellite data, NCDC OI 

SST and AVISO SSH data were collected every week. The quality control 

processes and programs for TS data and satellite SST data were set up and 

applied to the collected data. An automatic linkage programs between the 

collected data and the data assimilation system were also developed.

 - The SST product is comprised of two mode including real-time and daily-mean 

SST data of 1 km resolution, and is based on the four infrared (IR) and 

two microwave radiometer with in-situ temperature data. These input 

satellite and in-situ SST data are merged by using the optimal interpolation 

(OI) algorithm. To estimate bias error, the standard deviation of bias 

between KOOS SSTs and climatology SSTs were used. KOOS SST data 

yielded an analysis error standard deviation value similar to OSTIA and 

NOAA NCDC (OISST) data. The above-mentioned SST and its QC data are 

generated automatically every day and are provided to requesters by e-mail. 

 - ECMWF ERA-Interim data and data assimilation system are applied to 

produce long-term marine meteorological reanalysis data in order to 

produce wave and ocean circulation reanalysis data. The marine 

meteorological reanalysis data was produced at a horizontal resolution of 

10 km during the period from 1979 to 2016.

○ Enhancement of ocean forecasting systems

 - Ocean circulation forecasting system with a horizontal resolution of about 10 

km was established for the Northwest Pacific using the Ensemble Kalman 

Filter (EnKF). It automatically receives open boundary data and atmospheric 

external force in real time and interpolates it to model grid to perform 

3-day ocean prediction. In order to improve the accuracy of the model, we 

developed and applied a technique to assimilate recent ocean observations 

with 30 ensemble members using an ensemble Kalman filter. At first,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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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atellite surface water temperature was assimilated. However, the water 

temperature and salinity data of the CTD and Argo float were assimilated 

later, and the meandering patterns of the currents in the East Sea and the 

Kuroshio extension region coincided with the observed data. And the 

separation latitudes of the boundary currents were also improved. The 

satellite altimeter data were also assimilated to more accurately simulate the 

meandering pattern of the currents and migration of eddies. The seawater 

temperature predicted by the model has the difference less than 1°C from 

the observed data in most region, and the pattern of the ocean currents 

coincides with the spatial distribution of the surface geostrophic currents 

estimated from satellite altimeter data.

 - Based on the GFDL-MOM5 model, we have developed a high-resolution 

(24°) Northwest Pacific ocean circulation prediction system named as the 

Ocean Predictability Experiment for Marine environment (OPEM). By applying 

the ocean data assimilation based on the Ensemble Optimal Interpolation to 

the OPEM, we have produced the ocean reanalysis back to the 2 weeks before 

and the ocean prediction fields up to the 1 week from every Wednesday. 

We have compared the ocean reanalysis and prediction fields by the OPEM 

with those by the USNRL HYCOM, which shows that the OPEM shows 

better performance rather than the HYCOM particularly in Korean seas. 

 - We have devised the super-ensemble prediction system by merging the 

predictions from the ROMS model and MOM5 model systems. The weight, 

to merge the two predictions, has been determined by the RMS errors of 

two predictions. We have calculated the RMS errors of sea surface 

temperature and applied the RMS errors as the weight to merge the 

predictions. Even though the RMS errors have been obtained at the surface 

layer, we applied them to 3 dimension. The 3-days predicted temperature 

fields by the super-ensemble system have been evaluated by comparing 

with observations, which suggests that the super-ensemble prediction 

system gives better performance rather than single predic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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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results of the 2 km 3 dimension circulation forecasting system developed 

in phase 1 were nested to construct a grid system with a resolution of 300 

m around the Korean peninsula. In order to construct the coastal area with 

300m resolution, the calculation resources were secured and the research to 

improve speed of model calculations has become more advanced.  

 - Initially, it was aimed to construct a 300 m resolution for only major 

harbors and coastal areas, but the accuracy of the coastal forecasting model 

was emphasized due to various accidents on the coast.

 - The meteorological data used in the coastal hree-dimensional circulation 

forecasting  system being operated use the results of the WRF model of 4 

km horizontal resolution and use the results of the northwest Pacific 

circulation forecasting system as the initial conditions and boundary 

conditions. 

 - In order to improve the accuracy of forecasting system, we carried out research 

on current-wave coupling, data assimilation research, circulation prediction 

in typhoon, etc., and constructed unstructural grid system in Gyeonggi Bay 

area.

 - Unstructured grid Gyeonggi-Bay forecast system is constructed and operated 

as a pilot study.  The model was revised for various coastal characteristics 

(tidal creek, underwater dyke, barrage, etc.) so that the tidal flat dynamics 

and artificial structure c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he model 

accuracy was verified through comparison with observed data. We 

developed and applied data assimilation techniques (OI, EnKF, EnOI) for 

various coastal ocean observations (salinity, tidal current, HF-Radar, etc.) 

and analyzed the feasibility of the operation of coastal marine forecast 

system.

 - In order to construct a testbed for Gwangyang Bay water quality model, we 

used the field observations data(Water temperature, salinity, density, 

suspended sediment space and vertical distribution) for 3years in 

Gwangyang Bay, in Yeosu Bay centered on the Seomjin River estuar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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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numerical model(EFDC, Delft-3D). In the Future, continuous monitoring 

is needed to construct a testbed for water quality model, an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the basic data of the Operational 

Oceanographic System(KOOS).

 - We measured forecast performance of KOOS for improved skill assessment 

system and its performance was improved by 78.8% compared to 70% of 

the phase 1. The skill score of the ocean forecast system were calculated 

based on real-time observation results, and some spatial evaluation results 

were presented by satellite, HF-Radar, cruise survey, and Argo float. A 

evaluation system was developed for the meteorological, wave and oceanic 

circulation reanalysis data to derive the target criteria for standardized 

model assessments suited to the regional condition. Also, the system were 

upgraded for new forecast system such as Northwest Pacific and high 

resolution coastal circulation models and combined with the WebGIS 

information system to extend user accessibility.

○ Operation and improvement of application systems

 - We constructed a search and rescue prediction system in conjunction with a 

coastal circulation prediction system with a resolution of 300m, and 

conducted a total 14 field drift experiments to verify the search and rescue 

prediction model. In order to improve drift prediction accuracy, backtracking 

technique, different wind factors according to wind speed, different wind 

factors according to surface layer thickness, and HF-Radar current were 

applied.

 - In order to exchange advanced technologies, SARMAP technology, which is 

used by USA Coast Guard in USA, was introduced and used for accurate 

and efficient search range setting. In case of marine accidents such as sewol 

ferry sinking, we provided drift prediction information of missing persons 

and ships to government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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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fter Sewol ferry accident, we provided ocean environmental information 

(3D current direction, current velocity, wave height, wind, water 

temperature), search area prediction information and backtracking result of 

lift raft or lost article to government agency from April 16 to November 11 

in 2014. In order to support the salvage operation, 72 hours wave 

(including swell) prediction information nearby maenggol channel was 

provided for 9 months from July 1 to March 30 in 2017.

 - In order to improve the prediction accuracy of the oil spill prediction, it is 

linked with the high resolution coastal circulation system of 300m. OILMAP 

was introduced to improve the accuracy of prediction of oil spill diffusion 

by applying various kinds of DB, oil film and oil fence. Based on the 

improved prediction system, it provided information to the government 

agencies on the diffusion of oil movement in case of large oil accidents 

such as the Wuyisan and Sanchi accident.

 - In the case of oil spill movement, we can not carry out experiments to 

verify the model. Therefore, we conducted the verification and upgrading of 

oil spill model using satellite data and reanalysis model data for past large 

oil spill accidents like Hebei Spirit accident.

 - Field-measured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photosynthetic parameters of 

phytoplankton were obtained in Gwangyang, Geoje-Hansan, and Jaran bays 

in the south sea and the southwestern East Sea from Pohang to Hupo in 

the East Sea to provide important parameters for ecosystem models in 

coastal environmental conditions. Based on the results for environmental 

parameters from our field measurements, the temperature ranged from 5.4 

to 27.1 ℃, salinity ranged from 14.5~33.7  , and Chlorophyll a 

concentration ranged from 0.2 to 14.2      in our study locations. 

C/Chlorophyll a ratio widely ranged from 28 to 1779 and C/Nratio ranged 

from 4.8 to 19.3. For the photosynthetic parameters, photosynthetic 

efficiency was 0.001 ~ 0.045                 , 

strength of the photoinhibition was 0~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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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ximum realized photosynthetic rate was 0.1 ~ 

21.0         , and photoacclimation parameter was 17 ~ 1883 

       in this study. The growth of phytoplankton estimated 

from this study ranged from 0 to 1.27   . 

 - Based on the forecast data of KOOS, we developed an operational oceanographic 

forecasting information display system. This system displays GIS-based map 

and time series of point. Also, we developed a mobile app for ship 

navigation safety information display system. It displays observation 

information, high-resolution forecast information, etc. as vessel customization 

information, and mobile app was implemented for IOS and android OS. 

○ Support of operating organization

 - Operator training of operational oceanographic system for operating organization 

(Korea Hydrographic and Oceanographic Agency) is conducted and trouble 

shooting for operation has been supported.

 - User manuals for KOOS including marine weather prediction system, Northwestern 

Pacific circulation and coastal circulation prediction systems, and wave 

prediction system.

 - The visualization system to display the prediction parameters according to 

user demand including observations, water temperature, salinity, current, 

temperature, air pressure, and sea surface wind with implement dynamic 

and readable display through animated streamline.  

 - The real-time marine information system and the SAR prediction system are 

linked each other so that users can check various results on the web and 

mobile application in real time as needed.

 - To get the technical advice and requirements of user and related agencies  

for efficient implementation of KOOS project and establishment of future 

R&D plan, we held the council for KOOS every year from 2014.

 - We have developed KOOS that reflects the technical advice and requirements, 

especially suggestions on research directions and establishing R&D action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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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Applications and Recommendation 

○ Development of near-real time input data production system

 - The quality controled datasets can be used as the verification data of the 

numerical weather model, and the model with cycling 3D-Var method will 

improve the accuracy by coupling with ocean circulation and wave models.

 - The collected data in the Northwest Pacific area will be used to initialize 

ocean prediction model and validate model result. The QC processes and 

techniques developed by this study can be used for ocean data produced 

by other programs. An automatic linkage programs between the collected 

data and the data assimilation system can be used for operational system.

 - It is expected that various phenomena such as cold water in the coastal 

area, thermal front, and eddy will be confirmed through high resolution sea 

surface temperature, and it will be useful as verification and reference data 

of related studies. The KIOST SST product generated from both satellite 

and buoy data is expected to make substantial contribution to the KOOS as 

an input parameter for data assimilation.

  - The reanalysis data produced by the marine meteorological model are used 

for producing the design wave and the reanalysis data of coastal 

circulation and ocean disaster factors.

○ Enhancement of ocean forecasting systems

 - In order to reduce the damage of coastal accidents, marine casualties, oil 

spills, high resolution coastal circulation models are necessary. It is expected 

that the Northwest Pacific Circulation Model, which has improved 

prediction skill due to real time assimilation of observation data near the 

Korean waters, will provide a good open boundary condition for high 

resolution coastal ocean circulation models.

 - Numerical model forecast of ocean currents in the Northwestern Pacific 

Ocean and East China Sea is important to understand variations of the 

ocean around Korea because seawater of the Northwestern Pacific and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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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Sea moves into the Korean coasts. Northwestern Pacific ocean 

circulation forecasting system also provides basic data for predicting the 

movement of marine litter and harmful organisms entering the sea around 

Korea through the East China Sea and Yellow Sea using numerical models.

 - The ocean temperature and salinity prediction fields, produced by the 

OPEM as the high-resolution Northwest Pacific prediction system, are 

applicable as the basic scientific data to respond the extreme ocean events 

such as the extreme high or low sea surface temperature water, high 

salinity water and to mitigate the damages from those events. Also, the 3 

dimensional ocean temperature may contribute to improve the prediction 

skill of the typhoon intensity forecast. We expect that the ocean prediction 

by the OPEM may contribute to reduce the social cost due to those events. 

The OPEM may be worthy as the scientific tools to examine the oceanic 

phenomena by providing the accurate 3 dimensional oceanic variables such 

as temperature, salinity and currents. Long-term ocean reanalysis may 

contribute to study the climate change, typhoon and wave in the 

Northwest Pacific.

 - By using the data of the Northwest Pacific circulation forecasting system as 

the initial conditions, it is possible to operate the system without regard to 

any other institute and to build an independent forecasting system in KOOS. 

 - Using more precise and accurate forecast data, it can be used to reduce 

disasters (storm surge, oil pollution, search and rescue) in the coastal area 

which is the actual damage area in the case of marine disa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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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ration and improvement of application systems

 - Utilizing the utilization system, it can produce forecast information of 

missing persons and ship drifting for search structure in case of a marine 

accident, and prediction information on movement spread of oil in case of 

oil spill accident. Provide quick and accurate forecast information after the 

accident to government agencies such as KCG, which can contribute to 

reducing the damage of people and property.

 - From this study, we observed large spatial and temporal variations in those 

parameters which are normally used as fixed values from literatures in 

other regions. Using these field-measured parameters from Korean waters in 

this study, regional ecosystem (or red-tide) models could predict better 

results for the spatial and temporal distributions of phytoplankton (or 

red-tide) after calibration and validation.

 - By developing display system and mobile app, it is possible to increase 

user utilization of KOOS forecast data and to share forecasting data and to 

secure of ship navigation safety.

Ⅳ. Key words

○ Operational Oceanographic Forecasting System, Ocean Forecasting, 3-D 

Circulation, Data Assimilation, Appl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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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절 연구개발 목적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은 연안재해, 해양오염 사고, 해양재난 등 우리나라 연안과 

해양에서 현안문제 발생 시 해결지원 및 해양관련 국가기관, 산업체, 민간이 각종 

해양활동에 필요로 하는 해양환경의 현황과 예보정보를 생산･제공하는 “운용해양

(해양예보) 시스템 (KOOS : Korea Operational Oceanographic System)”의 개발, 구

축 및 현업 운용이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개발, 구축된 KOOS 시스템의 예측정

확도를 개선하여 그 성능을 고도화하고, 예측기술을 국가의 현업 관련기관에 이전 

또는 지원하는 것을 가장 주요한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연안국지 정밀 격자에

서 해양예측의 기반요소 (조석, 조류, 3차원 순환･수온･염분, 파랑, 폭풍해일 및 기

상) 모델의 성능을 개선, 향상시켜 예측정확도를 높이고, 모델간 상호 연계･통합기

술의 개발을 통해 해양환경의 현황과 예측정보의 체계적인 생산･제공 체제를 고도

화하는 것이다.

그림 1.1.1.1. 운용해양예보시스템(Korea Operational Oceanographic System)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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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 해양환경, 유류오염, 적조 등 해양에서의 문제 해결 및 해상교통, 수

산･해운･해양개발 등 원활한 해양산업 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해양정보 및 

서비스의 요구 증대에 따라 사회, 경제 및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해양에서

의 환경변화를 보다 신속히 탐지하고 적시 예측을 위한 체계적인 운용해양 예

보시스템 (KOOS)의 구축, 운영.

○ 해양기상, 해상상태, 해양순환예측시스템과 수색구조, 유류유출 등 활용시스템 

및 해양자료의 수집과 전달을 위한 정보전달시스템을 아우르는 해양예측 시스

템의 구축 및 운영 (그림 1.1.1.1.).

제 2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1. 기술적 측면

○ 독자적인 우리의 해양예보기술 확보·발전 필요

이미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해양예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를 통해 해양예보기술을 확보

하여 해양예보시스템을 현업에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예보를 위한 전구해양모델의 현

업 운용 및 맞춤형 예보를 실용화하고 있다. 

해양예보에서 자료동화체계는 관측자료와 수치모델의 객관적 분석방법을 통해 재

분석하여 해양순환예보를 위한 초기자료를 생산함으로써 수치모델의 오차를 줄이고 

예보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법으로 해양순환예보체계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었으며, 기법의 개발보다는 기존에 

개발된 기법을 적용하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해역에 적합한 자료동화 체

계를 구축하고, 연안국지･지역해･전지구 해양에 대한 해양순환예보 및 응용예보를 

위한 기초적인 연구 개발과 함께 독자적인 우리의 해양예보기술의 개발 및 확보가 

필요하다.

○ 해양관측자료의 효율적인 확보 및 활용

해양관측자료는 해양현상의 이해 및 해양예보를 위해 필수적이나 지금까지의 현

장관측 중심의 관측망은 너무 제한적이며, 다양한 플랫폼과 실험적인 관측방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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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 노력을 통한 고효율의 관측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위성 관측을 통해 

광역의 자료를 획득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해양모

델의 입력 및 검증을 위한 자료의 확보를 위해 한반도 해역의 실시간 및 비실시간 

해양관측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과 관리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측자료의 확보를 

위해 관련 유관기관간의 자료 공유는 물론 전지구 해양의 관측자료의 수집이 필요

하다. 수집한 자료의 오류는 예보정보의 왜곡을 초래하므로, 자료동화에 앞서 수집

한 자료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기술 확보가 요구된다. 더

불어, 자료의 수집, 품질관리, 자료동화의 과정이 중단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준실

시간으로 현장관측자료와 해양모델을 연계시키는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효과적

인 자료검색을 위한 DB 시스템의 도입과 해양모델의 결과로 생산되는 예측정보도 

다양한 사용자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해양 안전 (유류오염 사고)

먼저 해상에서의 대형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해서 보면, 1995년 7월 23일 유조선 

‘씨프린스’호가 태풍 페이의 영향으로 전남 여수시 남면 소리도 앞바다에 좌초되었

다. ‘씨프린스’호에서는 흘러나온 5,035㎘의 원유는 여수 해역을 비롯해 경남 남해, 

거제, 부산, 울산, 포항에 이르는 204  해상과 73.2km의 해안을 죽음의 바다로 만

들었다. 그리고 약 12년 후인 2007년 12월 7일에도 충남 태안군 만리포 북서방 5마

일 해상에서 홍콩선적 14만6천톤급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해상크레인을 적재

한 1만1천800톤급 부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약 12,547㎘의 기름이 해상에 

유출되었다.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해양 유류오염 사

고 중에서 최대 규모인 동시에 사상 최악의 원유 해양 유류오염사고로 기록되고 있

으며, 이로 인해 만리포 등 10여 개 해수욕장이 기름으로 뒤덮였고, 인근의 태안해안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해양생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생채기를 남기고 

말았다. 유출된 기름은 해류, 조류, 바람, 파랑 등에 의해 전남해안까지도 오염시켰

으며, ‘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 유출로 인한 재산 피해는 약 6,000억 원에 달하는 것

으로 보고되었고, 직접적인 재산상의 피해 외에도 막대한 환경적, 사회적인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다. 이렇듯 유류유출사고의 경우 조류, 해류, 바람, 파랑 등에 의해 일

시에 넓은 해역을 광범위하게 오염시키고 해양생태계를 무차별적으로 파괴하므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 유류유출사고와 관련해서 지난 2011년 7월에는 중국 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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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에 있는 중국 최대의 해상 유전인 펑라이(蓬萊) 19-3 유전에서 유류유출사고가 발

생하였다. 지난 10여 년 동안 두 차례의 대규모 유류유출사고의 악몽을 겪었던 우

리나라는 펑라이 유전의 유류유출사고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노심

초사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2018년 1월 6일 오후 8시경 이란국영유조선이 운영하

는 SANCHI(산치)호가 초경질유 100만배럴 (약 13만6천t의 Condensate)을 싣고 이

란에서 한국으로 향하다 중국 저장성 저우산시 인근, 중국 해안 동쪽 160 miles 해

상에서 홍콩 선적 화물선인 '창펑수이징(CF CRYSTAL)'호와 충돌 하였다. 이후 

SANCHI 호는 남동쪽으로 표류하다가 1월 10일 오후에 한차례 폭발하였고, 1월 15

일 충돌지점에서 남동쪽으로 300 km 떨어진 지점 (동경 125도 55.39분, 북위 28도 

22.15분)에서 결국 침몰하였다. 이 사고가 발생한 곳은 제주도에서 남서쪽으로 300

여㎞ 떨어진 지점으로 우리와도 인접하다보니, 생태계 환경에 대한 피해 우려가 매

우 컸었다.

○ 해양 안전 (해난사고)

해난사고와 관련해서는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해군 초계함 천안

함 침몰사고, 제주도 남서쪽 해상에서의 아시아나 화물항공기 추락사고 (2011.08), 

전남 신안 만재도 어선 침몰 (2011.12), 울산 간절곶 어선 침몰 (2011.12), 인천 자월

도 유류운반선 폭발 (2012.01), 통영 욕지도 해상 어선 침몰 (2011.01) 등과 같은 해

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사항이 바다에서 실종된 승무원이나 

선원들의 수색구조 활동을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다.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병풍도 앞 인근 해상에서 침

몰하면서 승객 300여명이 사망, 실종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하였다. 특히 세월호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324명이 탑승, 어린 학생들의 

피해가 컸다. 세월호 침몰사고는 우리 국가와 사회에 너무나도 커다란 슬픔과 충격

을 주었다. 한편 우리나라와 먼 대양에서의 해난사고 관련해서는 스텔라데이지호 침

몰사고를 들 수 있는데,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부근에 위치한 발리 사의 일랴 구

아이바 항 (Ilha Guaiba)에서 철광석을 싣고 2017년 3월 26일 출발해 중국 칭다오로 

향하던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31일 한국인 8명, 필리핀인 16명을 태운 채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에서 침몰된 사고가 발생하였다.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후 1

년이 지난 지금도 실종자 가족들은 아직도 애타게 실종자들의 생환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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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안전 (해양오염)

우리 주변국과 먼 외해에서 발생했던 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11년 3월 11일 

오후 일본 동북부에는 진도 9.0의 강진과 그로 인한 대형 쓰나미가 발생하였다. 이

로 인해 일본에서는 약 2만 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설상가상으로 후쿠시마 

제1･2원자력 발전소의 폭발사고를 유발하였다.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성물질은 대기

와 육상뿐만 아니라 해양에도 누출되었고, 우리나라는 해양으로 유출된 방사능 물

질이 우리나라 주변 해양과 연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한동안 방사

능 비상이 걸렸었다. 이러한 경우 해양으로 유출된 방사능 물질이 우리나라 주변해

양과 연안에 언제,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사전에 예측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당시 쓰나미로 인해 파손된 주택이나 선박 등의 

잔해가 약 2천 5백만 톤 정도 발생하였고, 잔해 중 4백에서 8백만 톤은 바다로 쓸

려 들어갔다고 한다. 일부 파편은 약 9개월 동안 태평양을 건너 약 8,200 km 떨어

진 미국의 워싱톤주 해안에 12월 19일에 도달하였다. 그렇다면 쓰나미로 인해 부서

진 주택의 잔해들이 어떻게 태평양을 가로질러 그 멀고먼 거리를 이동해서 미국연

안까지 도달한 것일까? 이는 태평양의 해류와 바람 등에 의해서 멀리 미국연안까지 

이동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고, 우리가 이러한 대양의 해류나 바람을 예측할 

수 있다면 잔해의 이동뿐만 아니라 해양으로 유출된 방사능 물질의 이동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 해양 안전 (자연재해)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의 상승과 태풍의 강도 및 발생빈도의 

증가는 우리나라 및 전 세계 연안국에서 고파랑 및 태풍해일로 기인한 침수범람의 

자연재해 피해규모는 예측하기 힘든 대형화의 추세에 놓여 있다.

○ 국방

해양순환예보시스템은 국방분야에서도 그 효용성이 높다. 수온 및 해류 등의 환경

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음향탐지기의 운용전술이 달라지는데 수온 및 해류는 현대전

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전장의 환경을 예측하는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해양의 환경적인 요인은 안정적인 함정의 운용에서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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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제･산업적 측면

○ 해양산업활동 지원과 해양재해 저감 기반 마련

조류･해류, 파랑, 해상풍, 수온, 염분 등 해양 환경요소의 현황과 미래의 상태에 

대한 적시의 예측을 통해 연안방재, 해난사고시 수색구조, 유류오염사고 발생 시 방

제 및 이동 확산 예보 지원, 유해물질의 해양유출로 인한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해

양오염 방제 등 해양재해에 대비하며, 나아가 수산･해운･해양개발 등 원활한 해양

산업 활동의 지원이 필요하다. 대규모 해양개발 지원, 활발한 해상교통에 따른 선박 

안전항해를 지원하고 해양과 연안에서의 자연재해를 경감하고 유류오염 사고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 위기관리 능력 향상을 통해 국민안전과 건강을 증진, 해양생태

계 보호･복원,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등 국가 경제성장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에 기

여가 필요하다.

○ 국민의 재산과 인명 보호 욕구에 부응

최근 해양과 연안에서의 자연재해, 유류오염, 해양환경 오염, 적조,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로부터 국민의 재산 및 인명 보호 욕구가 고조되고 있다. 적시의 해양예

측을 통한 효과적인 대응으로 해양재난 사고의 수 %만 줄여도 인명피해는 물론 수

백억 이상의 재산피해를 경감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해양예보시스템의 개발 구

축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라 사료된다.

○ 정부의 국정목표 “해양영토수호와 해양안전강화” 지원

해양과학기술을 통해 “해양영토수호와 해양안전강화” 등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추

진을 지원하고, 총체적인 국가 재난관리 체계 강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

게 보호하여 국민행복의 기반을 제공하는데 기여가 필요하다.

  3. 사회･문화적 측면

○ 해양에서의 국가적 재난형태의 사고 및 문제해결 지원 

우리나라 연안과 주변해양에서 발생하는 국가적 재난형태의 사고 및 문제 (대형 

유류사고, 대형 해난사고, 핵물질 유출사고 등) 발생 시 즉각적인 대책수립 및 피해 

저감을 위한 예측정보 제공 및 지원이 필요하다. 

1995년 7월 23일 유조선 ‘씨프린스’호 유류유출사고(5,035㎘의 원유 유출), 2007년 

12월 7일에 14만6천톤급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12,547 ㎘의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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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상에 유출),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해군 초계함 천암함 침몰

사고, 2011년 8월 제주도 남서쪽 해상에서의 아시아나 화물항공기 추락사고,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병풍도 앞 인근 해

상에서 침몰하는 대형 사고 등과 같은 국가적 재난형태의 사고 및 문제 발생 시 즉

각적인 대책수립 및 피해 저감을 위한 예측정보 제공 및 지원이 필요하다. 

○ 인접국에서의 대형 해양재해･재난 발생시 효율적인 대처 

해양은 인접 국가 간에 서로 연결되어 있어 지역 내의 각 국가의 연안 및 해양의 

주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지역해양 전체에 대한 현황 파악과 예보가 이루어

져야한다. 예를 들면 2011년 7월 중국 발해만에 있는 중국 최대의 해상 유전인 펑

라이(蓬萊) 19-3 유전 유류유출 사고, 2018년 1월 6일 동중국해에서 이란국영유조선

이 운영하는 SANCHI(산치)호 유류유출사고(초경질유 100만배럴 적재)와 같은 유류

사고와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에서 발생한 진도 9.0의 강진과 그로 인한 대

형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제1･2원자력 발전소의 폭발사고가 유발되었고, 원전사

고로 인한 방사성물질이 해양에 누출되는 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가 인접국에서 발

생 시 우리나라 주변 해양과 연안에 미치는 영향 예측 등을 통한 즉각적 대책수립

이 요구된다 (이미 일본, 중국 등은 관련 기술 확보 운용 중).

○ 해양에서의 자연재해･재난피해 경감 및 위기관리 능력 제고

21세기에 들어 국가는 경제 및 공공안전과 환경에 대한 국가적 의무를 강화해야 

하는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양환경의 예측 능력 확보

로 국가적 해양관련 자연재해･재난 피해 경감 및 위기관리 능력의 제고가 요구된다.

○ 국제협력 프로그램에서의 주도적 역할 및 기여 

IOC 주도 하에 전지구해양관측시스템 (GOOS)의 구축, 동북아 해양관측 시스템 

(NEAR- GOOS) 구축과 전지구관측시스템 (GEOSS)의 추진에 따른 국내 및 전지구 

해양환경변화에 대한 이해와 예측성을 증진시키고 해양정보의 국가 활용도를 극대

화함으로써 국내의 GEOSS 해양분야 기반 구축 및 우리나라 ｢전지구관측 시스템 

국가대응전략｣에서의 해양분야 예측시스템의 실제적 추진이 요구된다. 1996년부터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4개국이 협력하여 GOOS의 지역 협력의 시범 사업으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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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 해양관측시스템(NEAR-GOOS) 구축에 주도적인 역할 및 활성화에 기여가 요

구된다.

  4. 국내연구개발의 필요성

운용해양예보시스템은 통상 1) 기반 기술 구축 단계, 2) 시범운영 및 개선 단계, 3)

정상운영 단계를 거쳐 완성된다. 운용해양(해양예보)시스템 연구는 1단계와 2단계에 

걸쳐 수행되었으며, 먼저 1단계 연구(2009.8~2013.6)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기상외력에서부터 활용예보에 이르는 체계적인 운용해양예보시스템을 개발 및 수립

하여 일부 시범운용단계에 이르렀다. 하지만, 국가기관에서 실제로 정상운영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서는 각 예보요소에 대한 예보정확도의 향상 및 시스템의 개

선을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개발된 기술들과 시스템이 현업기관으로의 

기술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 수준의 해양예보기

술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개선 및 실질적 활용을 위한 기반이 마

련되어야한다.

국가는 환경, 경제 및 공공안전에 대한 국가적 요구를 강화해야 하는 새로운 긴급

한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는 국가의 역할은 환경변화

의 평가･예측,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합리적인 과학정보를 정책결정자 (decision 

makers)들에게 제공, 국가의 해양과 연안자원의 관리 그리고 지구환경에 대한 책무

를 촉진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해양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 자연재해피해의 최

소화 그리고 보다 과학적,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해양관측, 원격탐

사와 연계한 해양환경현황 및 예보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운용해양예보시스템 

(Operational Oceanographic System)」구축이 필수라 할 수 있다.

제 3 절 연구개발 범위

2단계 연구사업의 주요 연구내용은 4개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첫째 해상상태 (파

랑, 조석, 풍성류 등)와 3차원 해양순환 모델 등 해양모델의 입력자료 생산을 위한 

자료입력 실시간운영시스템 구축이며, 이 부분에서는 자료동화 기술을 적용한 해양

기상모델 WRF의 성능향상과 위성자료 해수면 온도 생산/서비스 시스템 개선, 자료

동화를 위한 해양입력자료 생산체계 정립이 주된 내용이다. 둘째로는 실시간 해양예

측시스템으로 여기에는 자료동화를 포함한 3차원 북서태평양 해양순환 예측시스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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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연안해역 예측시스템 (파랑, 3차원 국지 연안순환, 조석, 조류, 해일, 풍성류, 

수온, 염분 등의 72시간 예측정보를 생산하는 체제)개선, 예측정보 검증시스템 수립

이 주된 내용이며, 북서태평양 해양순환 부분에서는 MOM5와 ROMS의 앙상블을 

통해 보다 정확한 해양순환예측정보를 생산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셋째로는 통

합활용시스템의 개선이며, 이는 위의 시스템에서 생산되는 기본 해양환경예측정보

를 적용하여 활용하는 운용해양예보시스템 활용화시스템의 개선으로 여기에는 유류 

확산이동 예측, 수색 구조, 부유사 이동, 오염물 이동확산 예측시스템의 개선과 예

측정보의 표출시스템 개선이 주된 내용이다. 넷째로는 현업기관 운영지원으로 여기

에는 국가 현업기관으로의 기술이전과 훈련이 주된 내용이다.

제 4 절 연구개발의 추진과 2단계 사업의 성과

1. 연구개발의 추진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라 연안개발, 항만건설, 해상교통의 대형화 등 

해양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해상관

광, 요트, 낚시 등 해양 관련 각종 여가활동도 증가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연

안이나 주변 해양 그리고 나아가서는 전지구 해양에서 원하는 지점과 미래 시간에

서의 여러 해양환경요소 (바람, 파랑, 조류, 해류, 수온, 염분 등)에 대한 정보를 예

측할 수 있다면 보다 위와 같은 각종의 대형의 재해재난과 해난 사고의 피해예방과 

저감은 물론 안전한 해양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필요성 및 참혹한 환경 대재앙을 몰고 온 충남 태안 앞바다 ‘허베이스

피리트’호(Hebei Spirit) 유류유출 사고 (2007년 12월) 이후,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 

연안과 해양에서 유류오염 확산·이동 예측, 해난사고 시 수색구조를 비롯한 연안재

해 대응, 적조확산 예측, 안전항해 지원, 어로작업, 군작전, 연안/해양공사 지원, 레

저활동 지원 등을 위한 운용해양예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기술 개발이 시급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2007년 12월 우리나라 해양영토에서의 운용해양예보

시스템의 단계별 구축계획을 수립하였고 (해양수산부, 2007), 2009년 8월부터 한국해

양과학기술원에서 해양수산부의 연구개발 사업으로 본 연구인 ‘운용해양(해양예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를 수행토록 하였다.



운용해양(해양예보) 시스템 연구(2단계)

12❙

2009년 8월부터 해양수산부 연구개발 사업으로 4년간 “운용해양(해양예보) 시스템 

연구” 사업의 1단계 연구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주관기관으로 수행되어 1단계 과업

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운용해양(해양예보) 시스템 연구”의 1단계 연구를 통해

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간 해양관측 (인공위성 원격탐사 포함), 수치모델링 

기술을 결합, 기상외력 에서부터 활용예보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우리

나라 연안과 주변 해양에서 해양현황과 예보정보를 생산, 해양의 정보를 한눈에 파

악할 수 있는 운용해양예보시스템 (KOOS)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였다. 그리고 2013

년 10월부터 2018년 4월 까지 5년간 “운용해양(해양예보) 시스템 연구” 사업의 2단

계 사업이 수행되었다.

그림 1.4.1.1. 운용해양(해양예보) 시스템 연구의 주요 연구진 (2018.3.27.)

2. 2단계 사업의 성과

당초 우리나라 연안과 주변 해양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 해양재난, 해난사고, 유

류오염 등 해양에서 발생하는 긴급한 현안문제의 해결과 각종의 해양산업활동 지원

을 목적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간 해양관측 (인

공위성 원격탐사 포함), 수치모델링 기술을 결합, 기상외력에서부터 활용예보에 이

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연계된 운용해양예보시스템 (KOOS)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였

고, 2단계 연구에서는 그 성능을 고도화하여 국가 현업기관에 이전함으로써 현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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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 사료된다. 이로써 우리나라에

서도 선진국의 해양예보시스템에 견줄만한 해양과학기술을 이용한 해양예보시스템

을 개발, 구축 및 운영함으로써 독자적인 기술과 운영경험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2단계 연구사업의 주요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운용해양예보시스템의 예측 정확도 향상

운용해양예보시스템에서는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예측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각 

수치모델의 예측정보검증시스템의 개발, 적용을 통해 해양기상, 파랑, 조위, 조류, 3

차원 해양순환 등 각 요소별 예측성능을 정량적으로 도출하고 있다. 1단계 사업 종

료 시 해상풍, 파랑, 순환예측시스템의 예측정확도는 82%, 51%, 65%로 전체 예측정

확도는 69.8%를 기록하였다. 본 2단계 연구사업 시작 시에는 사업 종료 시점인 6차

년도에 전체 예측정확도 80% 달성을 목표로 성능 고도화를 진행하였으나, 연구기간

이 1년 단축되어 본 연구사업의 최종년도인 5차년도에 전체 예측정확도 78.8%를 달

성하였다.

○ 해양에서의 국가적 재난형태의 사고 및 문제해결 지원 

연구사업 기간 동안 우리나라 연안 및 주변해양에서 국가적 재난형태의 해양재해/ 

재난 (대형 유류사고, 대형 해난사고 등)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예측정보 제공 및 

지원을 통한 대책수립 및 피해저감에 기여하였다.

1) 세월호 침몰사고 시 수색구조 작업 지원

 - 2014년 4월 16일 인천을 출발하여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

군 병풍도 앞 인근 해상에서 침몰해 300명 이상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하는 대

형 참사 발생

 - 당시 실종자의 수색구조 지원을 위해 사고 당일인 2014년 4월 16일부터 수색 

종료일인 2014년 11월 11일까지 200일 이상의 기간 동안 매일 1회 3일간의 사

고 해역의 해양환경 예측정보 (3차원 유향, 유속, 파고, 바람, 수온 등) 및 수색

범위 예측자료, 구명벌, 유류품 등의 물체 발견 시 역추적결과를 지속적으로 

범정부사고 대책본부, 해군,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등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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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월호 인양작업 지원을 위한 해상상태 예측정보 생산 제공

 - 세월호 인양시 맹골수도 인근의 파랑(너울 포함)의 72시간 예측 정보 제공

 - 기간 : 2016년 7월 1일 부터 ~ 2017년 3월 30일 (9개월)

 - 제공 항목 : 예측 (유의파고, 주기, 파향, 너울 파고, 주기, 파향), 

 - 수신처 : 해양수산부 인양추진단, 청와대 보고

3) 각종 해난사고 시 수색구조 예측자료 지원

 -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시 수색구조 지원 외에 2015년 해경 응급구조 헬기 

추락사고 수색구조 지원 (‘15.3.13.~4.4) 등 2018년 3월까지 16건의 해난사고 발

생 시 실종자 수색구조를 위한 표류예측정보를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해양경

비안전본부 등에 지원 

4) 유류유출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이동확산 예측정보 생산 제공

 - 2013년 12월 29일 부산 앞바다에서 대형 화물선 충돌 시 유류이동확산예측, 

2014년 1월 31일 우이산호 유류유출사고 발생 시 유류오염이동확산 예측 지원 

등 2018년 3월까지 12건의 유류유출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유류의 이동확산 

예측정보를 생산하여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에 제공

○ 인접국에서의 대형 해양재해･재난 발생시 효율적인 대처 

1) SANCHI(산치)호 유류유출사고 시 예측 지원

 - 2018년 1월 6일 오후 8시경 이란국영유조선이 운영하는 SANCHI(산치)호가 초

경질유 100만배럴 (약 13만6천t의 Condensate)을 싣고 동중국해에서 화물선 '

창펑수이징(CF CRYSTAL)'호와 충돌

 - 이후 SANCHI호는 남동쪽으로 표류하다가 1월 15일 충돌지점에서 남동쪽으로 

300km 떨어진 지점에서 침몰하였는데, 이 사고가 발생한 곳은 제주도에서 남

서쪽으로 300여㎞ 떨어진 지점으로 우리와도 인접하다보니, 생태계 환경에 대

한 피해 우려가 매우 컸었음

 - 산치호 유류유출에 대한 이동확산 예측결과 우리나라에 거의 영향이 없을 것

이라는 결과를 관련 부처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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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 국가연구개발 100대 우수성과 선정

그림 1.4.2.1. 2015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장관표창 수여식(2015. 10. 15)

 - 정부지원으로 수행한 R&D과제 총 53,000여개 중에서 산학연 전문가들이 과학 

기술 개발효과, 창조경제 실현 효과 등을 기준으로 엄정히 심사해서 우수성과 

100개를 선정(국가 총 R&D의 0.2%에 해당)

 - 운용해양(해양예보) 시스템 연구 사업이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 국가연구개발 

100대 우수성과에 선정됨

○ 정량적 연구성과

 - 2단계 연구를 통해 SCI(E) 논문 58편, 국내 학술 논문 21편, 국내외 학술발표 

164회, 특허 출원 16건·등록 13건의 학술성과를 거두었으며, 2015년 Ocean 

Science Journal 최우수논문상을 수상

 - 국립해양조사원, 현대중공업 등 해양관련 유관기관 및 기업에 기술이전을 통해 

KOOS에서 개발된 연구성과를 실제 활용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16건의 해난 

사고 및 12건의 유류 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에 예측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의 피해 저감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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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2.2. Ocean Science Journal의 최우수논문 인증서 및 최우수논문 상패

○ 국가 해양예보관련 현업기관 및 산업계에 기술이전

1) 국립해양조사원에 기술 이전

 - 2013년 12월부터 해양관련 현업 운영 기관인 국립해양조사원에 항목별 해양 

예측시스템이 단계적으로 이전되었으며, 2017년 4월 13일 공식적으로 협약식과 

합께 운용해양예보시스템 기술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그림 1.5)

 - 본 협약을 통해 국립해양조사원은 “운용해양(해양예보)시스템 연구”의 성과로 

도출된 ‘한국형 운용해양예보시스템’을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합의

 - 국립해양조사원에는 기상 예측시스템(20km, 4km 해상도), 파랑 예측시스템, 폭

풍해일예측시스템, 연안순환예측시스템(2km, 300m), 북서태평양 해양순환 예측

시스템 (10km)의 총 5개 예측시스템 기술 이전

그림 1.4.2.3. 운용해양예보시스템의 기술이전을 위한 협약식(2017.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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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대중공업에 기술 이전 및 활용

 - 현대중공업에서는 선박건조작업, 시범운항 및 악기상시의 피항 등 해상상태에 

관한 정보를 매년 필요시마다 외국에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었음

 - 2014년 7월 22일 ‘울산항 중심 연안국지 해상상태 예측시스템’의 기술이전을 

체결하여 현대중공업이 위치한 울산항에 특화된 예측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술의 외국 의존도를 줄이고 매 작업시마다 발생하는 예측자료 구

입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음

 - 현재 현대중공업에서는 구축된 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업시에 기상 및 파랑 정

보를 바탕으로 작업의 실행 유무를 결정하여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절감

○ 산, 학, 연 등 관련 기관에 예측정보 생산･제공 (2014.7.27.부터 18개 기관에 제공)

 - 군산대학교 해양건설공학과, (주) 혜인 기술연구소, 농어촌연구원 수리시험연구

센터, 전남대학교 해양학과, 제주대학교 해양학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지

구환경지원팀, (주)지오시스템리서치,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조력관리단, ㈜세광 

종합기술단, 일진엔지니어링, ㈜ 동녘 시스템개발실, 해양경찰청 해양수색구조과,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산시청 항만개발과, 김녕항 공공마리나, 경남해운, 명지대

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해군 해양정보단

○ 해군과 공군에 SST 정보 제공

1) 해군 : 한반도 주변 SST 부석자료 및 예측자료 제공 (2012. 10. 5 ~ 현재)

2) 공군 : 한반도 주변 SST 부석자료 및 예측자료 제공 (2013. 5.16 ~ 현재)

○ ODA 사업을 통한 개도국 지원

1) KOOS를 활용한 “콜롬비아 해양예보시스템 연구능력 확충사업” 시작 (2018)

 - 해양수산부 ODA 사업으로 “콜롬비아 해양예보시스템 연구능력 확충사업 (2018~ 

2021, 200만불) 개발  

2) KOOS를 활용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만 해상상태예측시스템” (2016)

 - Operational Sea State Forecasting System in Indonesia 구축 (인도네시아 자카

르타 연안통합관리쳬계 구축 연구의 일환, 2014.10~2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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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베트남 해양예보시스템 연구능력 확충사업 개발 중  

 - KOOS를 활용한 “베트남 해양예보시스템 연구능력 확충사업 (2019~2022, 200

만불) 개발 중

○ 국제협력 프로그램에서의 주도적 역할 및 기여 

1) 한국주도로 NEAR-GOOS(동북아해양관측시스템) 운용해양예보시스템 구축 중

 - 제17차 IOC/WESTPAC NEAR-GOOS 조정회의 (2016.12 블라디보스톡)에서 

NEAR-GOOS지역에 운용해양예보시스템(Operational Ocean Forecasting System 

in NEAR-GOOS region) 구축을 위한 Working Group 구성 및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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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

최근 해양 재해저감과 해양안전, 해양환경 보호,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해양변동 

예측시스템과 해양과학기술의 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 해

양 및 연안자원의 보호와 해양 재해사고의 피해저감, 해양 안전 확보를 위해 해양

재해 예측과 연안 및 해양 예측시스템 개발이 필수적이며,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해양과학기술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해양환경 보호, 그리고 해양안

전 등에 대한 역량강화와 더불어 해양 연구 및 기술개발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달

성이 중요한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해상교통과 산업운용, 해양방위, 해양안전, 

생태계 유지, 기후문제 등 각 분야별에 필요한 해양예측정보 생산을 위한 시스템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현재 각 국가에서 개발되어 운영하고 있는 해양예측

시스템을 통해 생산되는 해양예보 및 관련 자료를 통합 관리･서비스하기 위한 체계

가 구축되고 있는 추세며, Global Ocean Data Assimilation Experiment(GODAE) 

OceanView Science Team(GOVST)을 통해 글로벌 해양 분석 및 예측과 관련된 주

요 운영 및 연구 기관 (국가 그룹)이 참여하여 공동 연구, 국제 협력을 진행 중이며 

최신 기술 정보와 전문 지식의 교환 및 공동 평가를 통해 시스템의 개선과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경제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연안과 해양 자원의 실질적 활용과 

보존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추진 중이며, UN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특히 

SDG 14)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해양 및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를 목표로 제시하고 해양공간에 대한 오염방지 및 생태계 보전을 통해 미래세

대까지도 해양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해양 예측

분야의 예측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있어 수요자의 목적에 부합하고, 전지구 및 지역 

관측시스템의 발전을 고려하며, 연안 및 생태예측과 같은 시스템 사용자들의 요구

를 충족할 필요가 있으며, 해양 환경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해양 생태계와 관련된 

매개변수들의 분석, 해양-대기-생태 접합 모델링을 통한 지속적인 양질의 해양 관측 

및 예측정보 제공, 해양 상태와 그 변동성에 대한 모니터링과 예측기술 개발이 동

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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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

1. 국내 정책 동향

○ 2020 해양과학기술 로드맵

 - 4대 이슈 중 하나는 ‘기후변화 및 연안재해 대응’이며, 이 이슈의 추진과제로 

단기간 집중 투자의 당위성이 높으면서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

은 중점 기술 분야로 ‘해양관측 및 예보’를 선정하였고, 핵심전략기술로 운용해

양 모델 기술을 제시

 - 해양예측 및 예보는 4대 이슈 대응을 위한 13대 전략기술 중 5개의 전략기술 

달성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연안재해 관측·예보, 전지

구적 기후변화 예측 및 대응, 청정한 바다 조성, 안전한 해양이용, 친수공간 해

양문화 창조 등에 기여 가능

○ 해양수산 R&D의 중장기 정책방향 및 투자전략 수립, 해양수산과학기술의 경

쟁력 확보 및 해양수산 신산업 창출을 위한 국가차원의 체계적 전략 마련, 국

가 경쟁력 향상(2014~2020년)

 - 국민이 원하는 해양수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분야 실행전략으로 해양영토주권 

강화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요 이슈에 대응하고, 과학기술과 현장의 정책수요에 

부응하고, 일반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R&D 성과 창출

 - 전략(3대 R&D 전략 및 12대 실행전략) : 해양영토주권 강화 및 해양경제영토 

확대(해양과학조사 및 예보 역량 강화, 극한 공간 활용 및 국제협력 확대), 창

조형 해양수산 산업 육성, 국민행복 해양 공간 창조.

○ 기후변화대응해양수산부문 종합대책연구 (2008~2020년) 

 - 해양순환변화 및 해수면 상승 관측 기술 강화, 태풍, 해일 등 해양변화영향 장

단기 예측력 향상을 통한 장기 해양변동 예측 모델 개발을 통한 국가해양 표

준 시나리오 개발

○ 제2차 해양조사기본계획(2016~2020년)

 -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변동 정밀분석 및 예측, 해안침수예상도 고도화를 통

한 정확도 향상, 연안재해 취약성 평가체계 유지보수․갱신 및 고도, 해류 변

동 분석 및 예측 체계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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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예보서비스를 위한 기반 구축, 운영 : 해양예보를 위한 해양정보 연계･활용 

체계 구축, 해양예보 제도 및 인프라 구축, 해양예측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전산자원 확보, 해양예보를 위한 수치예측모델 구축 및 고도화, 해양예보 정확

도 향상을 위한 자료동화 현업화 기반 마련

○ 수색구조 역량 강화를 위해 연간 100여원 이상(2017년 기준 131억원) 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체계적인 실종자 수색을 위하여 실종자 수색구조 지침」등을 

마련하였음. 수색구조 기본지침서인 ｢수색구조 매뉴얼｣에 의하면 생존가능시간을 

고려하여 3일간 집중수색하고, 수온, 구명조끼 착용여부, 주변 해역 부유물 존재 등 

사고발생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집중수색 기간 조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적극적인 초동조치와 효율적인 방제방법으로 오염피해를 

최소화하고, 해난선박의 적재유 이적, 유출구 봉쇄조치를 최우선 시행하여 대

형오염 사고를 사전예방하며, 유출유 확산예측 및 방제전략 등 방제기술지원단의 

기술자문을 적극 활용하여 과학적인 방제조치 실시 

2. 국내 기술개발 현황

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국가연구개발과제 및 기관 주요사업 등 연구과제 기반

으로 전지구 규모에서부터 연안 국지규모에 이르기까지 해양예측 관련 기술을 개

발해오고 있음

○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1단계 운용해양(해양예보) 시스템(KOOS) 연구를 

통해 해양예보 모델링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단계 과제를 통해 예측 정

확도를 향상하는 연구를 진행 중임

 - 실시간 해양 예측 시스템의 핵심기술 중 하나인 해양 자료동화 시스템(Data 

Assimilation System of KIOST, DASK)을 자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하

였음 (Kim et al, 2015). 해당 자료동화 시스템은 EnOI (Ensemble Optimal 

Interpolation) 기법을 바탕으로 개발되었으며, SST, 수온·염분 프로파일에 대한 

자료동화를 수행함

 - 지난 2015년, 수온, 염분 그리고 SSH 아노말리 등 3개 변수에 대해 EnOI 자료

동화기법을 적용하여 1/10°해상도의 28년간 재분석자료(1985~2012)를 생성하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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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부터 현재까지 북서태평양 해역에서의 에디 운동을 보다 상세하게 모의

하기 위해서, 모델의 수평해상도를 1/24°로 향상한 해양 모델링 시스템을 수립

하였음

 - 2017년 3월부터 주 1회마다 3차원 해양예측자료(총 10일)를 생성하고 있으며, 

HYCOM forecast 자료와 비교 분석을 통해, 수치모델의 개선 작업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음

 - 해양 모델링 연구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세계적으로도 독자적인 기술력을 통해 해양 모델링 시스템 및 

해양 자료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국가는 10여 개국에 불과함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개별 연구사업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다

양한 해양자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일부 자료는 인터넷웹사이트 등을 통해 외

부에 제공하고 있음. 해양과기원은 2001년부터 국제 Argo 프로그램에 참여하

고 있으며, Argo DAC (Data Assembly Center)을 운영하고 있음

○ 해양위성센터에서는 세계 최초의 정지궤도 해양관측위성인 천리안 위성으로 

측정한 자료를 처리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천리안 위성 이외에도 SeaWiFS, 

AVHRR, MODIS 자료도 수신, 처리하여 자체 웹사이트틀 통해 외부에 공개하

고 있음(그림 2.1.2.1.)

그림 2.1.2.1.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위성자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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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시스템모듈 원천기술개발을 위한 해양과정 모의분석 연구’는 HadGEM-AO 

모형 품위 평가 및 개선 방안 수립과 기후예측모델의 기후변화시나리오 분석

을 통하여 북태평양 및 동아시아해역의 해양특성 변화를 전망하고 지구시스템

모듈의 주요해양과정에 대한 모의 성능을 평가하며 기후모델 성능 향상에 필

요한 기반자료를 확충함

○ ‘고해상도 기후 예측 시뮬레이터 개발’을 통해  대기-해양-해빙-에어로졸-탄소 

순환-식생 등 각 기후 요소를 접합하여 우리나라의 독자적 기후 예측 모형 개

발하였으며, 대기의 기후 예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연안 재해 대응(지구온난화 환경에서 강화되는 태풍 해일 예측기술 개선 연

구)’는 태풍 전파해역에서 온난화하는 해양특성을 관측하고 해양-태풍 결합모

델링 기술을 개발한 연구로써 해양특성의 관측결과는 해양변동 예측 기술 개

발에 검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자료동화 접합 기후예측체계 개발 및 기후변화 진단 연구’, ‘전 지구 자료동화 

시스템 개발 및 기후변화 메커니즘 연구’를 통해 전지구 자료동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50년 이상 장기 해양 기후재분석 자료를 생산하여 기후변화를 진단

하고 기후변화 메커니즘을 분석하였음

○ ‘지구시스템모듈 원천기술개발을 위한 해양과정모의 분석 연구’는 전지구 해양

시스템의 특성변화, 특히 북태평양 및 동아시아의 수괴 특성과 해류시스템 변

화, 대양 서안경계류의 특성 변화를 분석하여 지구시스템모듈 중 해양모델의 

성능개선에 활용하였음

○ 우리나라는 1996년 이후부터, 국립수산과학원(NFRDI)을 중심으로 적조 감시 

및 98개 지역 HAB 조사를 실시하였음. 초기에는 이동형 샘플링 시스템으로 

1~2주마다 양식장 등으로 수집되는 생물과 해양 정보를 통해 예보를 하였고, 

1990년대부터는 위성을 통한 해양 색깔 원격 감시를 통해 적조를 감시하는 활

동을 하였으나 제공된 정보가 제한되고 부정확하였음

○ 1997년에 해색 센서인 SeaWiFS 장착으로 엽록소 집중 현상을 감시하였으나 

해안의 부유 침전물로 인해 정확도가 낮은 한계가 있었음.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KIOST)의 해양위성센터에서 플랑크톤을 광학적으로 위

성에서 탐지하는 연구가 시작되어 추후에 GOCI(Geostationary Ocean Colour 

Imager) 등을 탑재한 해양 감시 위성을 사용하고자 하였고, 현재는 대부분 엽

록소와 탁도를 측정하는 센서를 통해 각 지역마다 적조를 감시하고 있는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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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립해양조사원

○ 수치모델 전문가 그룹을 형성해 ROMS 모델 기반의 자료동화 기법을 적용한 

고해상도의 동해(1/32°)와 북태평양(1/10°) 예측모델을 개발 중임. 현재, 해수

순환모델(13종), 기상모델(2종) 등 15종의 수치예보모델을 운영함. 해수순환모

델은 북태평양 광역모델(1개), 한반도 근해모델(4개), 연안모델(2개), 항만도시

를 대상으로 하는 항계 모델(6개)로 구성되어 있음

○ 해외 유수기관 및 자체 운영 중인 국가 해양 관측망 실측 자료를 활용해 예보

자료를 생산 

○ 선박 운항, 레저 활동, 해양 항만 등 일반 국민 및 관련 산업 종사자에게 해양 

정보를 2차 가공하여 각종 지수로 제공  

○ 국립해양조사원은 한국해역에 대한 해양측량, 해양관측 등의 해양조사를 시행

하여, 그 성과로 수집한 자료를 자체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해양자료

의 대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변해역 해수면에 대한 연속 관

측을 통해 수심측량의 기준면을 결정하고, 연안개발 및 항만건설에 필요한 설

계 자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해양에서의 각종 활동 및 선박 안전운항에 필수적

인 자료인 조석예보정보를 생산하여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국립해양조

사원 웹사이트). 한반도 연안의 검소소와 해양부이에서 관측하는 조위, 수온, 

염분, 기상자료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으며(그림 2.1.2.2.), 해양관련 기관에 

자동 전송서비스도 수행하고 있음

그림 2.1.2.2. 국립해양조사원의 실시간 해양자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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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해양조사원은 해양 GIS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KOOFS(Korea Ocean Observing 

and Forecasting System)을 통해 주요 항만에 대하여 항계안전 해양 정보 제

공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수유동, 수온, 염분, 조위 등의 예측정보를 제공

○ 국립해양 조사원에서는 표류물 추적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Leeway 방식의 

추적알고리즘과 역추적 알고리즘을 적용시킨 웹기반 표류예측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기본 예측 자료는 KOOS 예측 자료를 사용함. 2015년부터 ‘항계안전 해양정보 

제공시스템’ 사업을 통해 시스템 고도화 개발을 진행하였고, 수치 조류도를 이

용한 전연안 3km 해상도의 표류예측 시스템도 구축하였음

다. 기상청

○ 기상청에서는 기상예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해양기상관측 

및 해양관측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동해, 서해, 남해에 총 17개의 해양부이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바람, 기압, 습도, 기온, 수온, 파고 등 수집한 자료는 1

시간 간격으로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있음

○ 기상청은 국제 Argo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Argo float를 투입, 관리하고 있으

며, 수집자료는 1차 질검증을 수행한 후 국제 Argo GDAC에 전송하고 있음

○ 기상청은 국가연구개발과제 및 기관 주요사업 등 연구과제 기반으로 전지구 규모 

에서부터 연안 국지규모에 이르기까지 해양예측 관련 기술을 개발해오고 있음

○ 현재 기상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북아해역 해양순환예측시스템에는 자료동화기법을 

적용하지 않음. 황하강 양자강 등 주요하천의 담수 유출량 및 기온, 습도, 기

압, 바람 등 대기모델에서 생성한 각종 기상요소들을 입력 자료로 활용 

(해양모델은 ROMS (Regional Ocean Modeling System ver. 2.1)를 기반으로 

하여, 모델영역은 115~150°E, 20~52°N에 대한 72시간 예측자료를 생성함)

○ 영국 기상청과 협업을 통해, 영국에서 현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해양모델 (Nucleus 

for European Modeling of the Ocean, NEMO) 등 도입을 통해 전지구 해양예

측시스템 구축을 추진

○ ‘관측･지진기술 지원 및 활용 연구-해양기상 관측기술 및 해양예측시스템 적용

연구’는 Argo 자료를 전지구 해양모델에 동화하여 초기장의 정확도를 향상시

킴으로써 예측정확도를 향상시키는 연구 및 3세대 파랑모델인 WAVEWATCH-III 

(WW3)와 3차원 해양순환 모델인 ROMS(Regional Ocean Modeling Syste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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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원 결합실험을 수행하고 기상청 통합모델(UM)과 파랑모델, UM과 폭풍해

일 모델의 결합실험을 수행함

○ ‘선진기상 기술개발 연구 (III)-지구시스템모델 개발’을 통해 기상청 통합모델 

(UM) 대기모델과 미국 지구물리유체역학연구소의 해양해빙모델 MOM4를 접

합하고 에어로솔, 지표, 육상탄소과정, 황순환 모듈을 단계적으로 접합하여 이

에 따른 영향과 모듈분석이 이루어졌음. 이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 대기의 기

후적 특성이 반영되어 모델의 성능향상에 기여하였음

○ 계절예측시스템 GloSea5를 운영하고 있으며(그림 2.1.2.3.), 이 시스템은 네 개

의 모델(대기, 해양, 해빙, 지표면)이 결합된 시스템임. 대기모델은 중단기 기상

예보에 사용되고 있는 통합모델(Unified Model, UM), 해양모델은 프랑스 라플

라스 연구소를 중심으로 개발되어 전지구 및 지역 해양순환모의에 활용되는 

NEMO, 해빙모델은 미국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에서 개발된 CICE 

(community Ice CodE), 그리고 지표면모델은 영국 기상청의 JULES(Joint UK Land 

Environment Simulator)를 기반으로 함. 대기모델의 해상도는 수평적으로 N216 

(0.83°× 0.56°), 연직으로 85층이고 해양모델의 수평 및 수직해상도는 각각 

0.25° × 0.25°와 75층임. 

○ GloSea5는 적분을 수행하면서 대기-해양 플럭스를 3시간 간격으로 OASIS 

coupler에 의하여 교환함. 또한 GloSea5는 60일 적분을 수행한 후 예보 불확

실성을 낮추기 위하여 앙상블 예측을 수행

그림 2.1.2.3. 기상청 현업 장기예측시스템 (GloSe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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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기상청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해양예보 항목은 해상예보(유의파고, 파향, 

파주기, 풍속, 풍향)와 해상특보(폭풍･지진해일, 태풍, 안개 등)이고, 해역별 예

측정보를 기상현상으로 정한 재해발생이 예상될 때 발표

라. 기타

 - 서울대학교에서는 ‘해양기인 중장기 기후변동의 역학적 연구와 예측기술 개발’ 

연구를 통해 한반도 주변해역 및 북태평양을 대상으로 중･장기적 해양기인 기

후변동을 역학적으로 이해하고, 수치모델링을 통해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한국 주변해 해수면, 물성, 해류, 성층의 장기변화를 예측하여 국가 해양 기후

변화 시나리오 개발과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분야 적응방안 수립을 위한 기반 

자료 제공을 목표로 IPCC AR4의 A1B 시나리오와 AR5의 RCP 4.5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북태평양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시나리오에 따른 해

역별, 계절별 수온 예측도를 작성하였으나 해양변동의 예측모델링이 아닌 국외

에서 생산된 예측결과를 기반으로 하였음

 - 서울대학교에서는 ‘대기-해양 접합 모형을 이용한 계절 예측 및 예측성 연구’를 

통해 독자적 대기-해양 접합 기후 예측 모형을 수립하고 초기화 및 Bred 

Vector와 Singular Vector에 기반을 둔 초기 섭동 생성 과정 개발 및 이를 이

용한 앙상블 예측 시스템 개발, 대기-해양 접합 모형의 물리과정 및 적운 대류 

모수화 과정 및 대기-해양 접합 과정을 개선하여 장기 기상 예측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

 - 전남대학교에서는 ‘해양자료동화를 이용한 황해의 염분 수지 계산과 각 조절요

인의 기여도 평가’는 해양순환 수치모델에서 황해의 염분분포의 재현성과 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자료동화 기술을 적용한 해양재분석 자료를 생산하여 

염분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키고자 하였음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는 해군, 해경과의 긴밀한 정보공유를 통한 부유물 

표류경로 예측 및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예측 자료는 기상청 기상예보시스

템 자료와 미 해군연구소 HYCOM을 사용함. 활용 예측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7가지 부유물에 대한 모델링 이 가능하고, 익수체의 시간에 따른 침

강 및 거동 모델링이 GUI를 통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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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외 기술개발 현황

1. 국외 정책 동향

해양선진국들은 지속적인 해양 예측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및 예측정확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으며, 각 국은 현재 운영 중인 해양 예측시스템을 

장기간(10일 이상) 예측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해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초고성능 컴퓨터의 구축, 해양 예측시스템의 새로운 기술을 개발, 해양-대기 -

파랑 접합모델링 기술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인 성능 향상을 통해 예측 정확도를 높

이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

화 대응책 수립을 위해 전지구적 규모의 기후변동이 주국 해역의 해류와 해수수송

량, 나아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자료의 융합 분석연구를 

수행하거나 추진 중이다. 또한 해류 중장기 변동 예측을 위해 수치모델에 실시간 

관측자료를 동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제한된 해양관측 자료로부터 최적의 

자료동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선진국에서 기울이고 있는 맞춤형의 최적 관측 방

법을 우리나라 주변해역에도 적용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자료 동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관측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미국 

○ 현재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함과 동시에 시･공간적 규모를 통합한 

통합 예측시스템(Unified Forecasting System) 개발을 추진 중임

  - 통합 모델링 및 자료동화 기술 개발, 앙상블 기반의 접합모델 개발, 전처리-후

처리-교정-검증을 포함한 재분석･예측 자료 생산, 다양한 수요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유연한 시스템의 개발을 추진

  - 세계 최고의 해양예측 시스템 개발을 지향

○ NOAA를 중심으로 해양변동 예측시스템(GOFS)을 포함한 차세대 전지구 예측

시스템(NGGPS)의 예측정확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구 - 업그레이드 - 

테스팅 - 운영’의 수행 주기를 가지고 연구 개발을 진행 중이며, 2019년까지 테

스팅을 거친 후 운영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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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1. NGGPS(Next Generation Global Prediction System) 개발 계획

○ 차세대 해양변동 예측시스템(GOFS)를 운영함과 동시에 예측정확도 향상을 위

한 연구개발을 지속함

 - 연구개발 요소는 해양 상층 및 바닥 경계 물리과정 개발 및 적용, 대기 경계층 

및 해양 내부와 접합된 자료동화 시스템 개발 및 적용, 양방향 네스팅, 새로운 

역학 코어 개발 및 연직 좌표계 개발이 포함되어 있음

 - 차세대 해양변동 예측모델은 미국 NOAA와 해군연구소가 함께 2023년까지 개

발하여 완성된 모델을 두 기관에서 같은 예측모델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함

그림 2.2.1.2. 미국의 지구시스템 예측능력 확충 계획 중 해양모델의 개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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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3. 미국의 차세대 해양모델의 Forecast lead time / decision timescale

○ 1997년 “ECOHAB Research Project”를 통해 NOAA, 우주홀 해양연구소, 대학 

등에서 적조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 적조발생기작, 탐색기술, 적조생물

의 독성･생리, 적조 구제 및 천척 생물에 관한 연구를 주로 수행

○ ECOHAB의 초기단계인 1997년에는 적조발생기작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시

작하였다가 점차적으로 생리, 독성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였고 최

근에는 독성 및 제어를 위한 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점전적이고 계획적

인 연구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분자생물학적방법을 통해 적조생물을 탐색할 수 있는 키트 개발, 광학적 방법

을 이용한 적조생물의 원격 탐색 기술, PCR을 이용한 현장시료로부터의 실시

간 출현농도 모니터링기법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유럽 

○ 2012~2014년까지 MyOcean2 프로젝트를 통해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켰고, 

2021년까지 해상 안전, 해양 자원, 해상 및 연안 환경, 그리고 기후 및 계절 

예측을 위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

 - 다양한 수요자들과 의사 결정권자를 위해 전지구-지역해-국지해역의 해양순환 

수치모델 개발을 중･장기 계획에 따라 추진

 - 해양-대기 접합 모델과 자료동화 핵심기술, 해빙 모델 개발을 통해 예측 성능 

향상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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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해빙-파랑-생태 모델을 결합한 Unified Ocean system Model(UOM)을 차

세대 해양변동 예측모델로 개발을 추진 중이며, 모든 시간규모와 공간규모를 

아우르는 nowcasting부터 기후 예측까지 가능한 모델임

 - 중단기 전략으로 UOM의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10일 이상의 예측이 가능한 

모델 개발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세부전략으로 고성능 컴퓨팅이 가능한 모

델 코드의 개발, 비구조 격자, 효율적인 모델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현업 예측

과 기후 예측이 모두 가능한 모델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작은 규모에서부터 극한 상황까지 모두 예측 가능해야 하므로 서브 시스템 모

델(해양-해빙-파랑-생태) 간의 접합, UAM (Unified Atmospheric Model)과의 

접합이 요구됨

 - 장기 전략으로 범국가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럽 바다와 북극- 북대

서양 규모의 모델 개발을 추진할 계획임

○ 예측정확도의 향상을 위해서 자료동화 핵심 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

 - 중단기 전략으로 해빙 두께, 조류 및 영양염, 플랑크톤의 동화기술, 강한 비선

형 역학과 위성의 불확실한 정보를 다루기 위한 새로운 자료동화 기법과 확률

론적 자료동화 방법, 하이브리드 자료동화 방법, 비 가우시안 오차 통계를 다

루는 동화 방법의 개발

 - 장기 전략으로 혁신적인 자료동화 기법을 추가 개발할 계획이며, 앙상블 칼만 

필터를 통해 가능한 모든 관측자료를 사용하여 대기 강제력을 개선하고 자료

동화의 첨단 기술을 해양-해빙-파랑-대기 접합 모델에 적용할 계획

○ 분자생물을 이용한 적조생물의 진단과 생리특성 등에 관한 연구가 연구소와 

대학을 중심으로 많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외에도 유독 적조생물의 독

소분석과 해독연구에 관한 연구수준이 발달되어 있음

□ 중국

○ 해양과학기술 국가실험실은 해양과학분야에서 계산속도가 가장 빠른 P급 슈퍼 

컴퓨터를 도입하여 고해상도 전지구 해양변동 예측시스템의 수행을 추진 중

 - P급 슈퍼 컴퓨터의 이론적 계산속도는 2,600만 억번에 이르며, 시간적 측면에

서 기존 1주일 이내로 한정된 날씨와 해황 예보를 30일까지 확대하여 재해성 

해양상황에 대한 조기경보가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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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간적 차원에서도, 고해상도 지역복합모델과 수천 km 범위 안의 해상 관측 정보를 

결합시켜 해상도를 현재의 35km범위에서 10km 이내까지 향상시킴으로써 세계 

여느 선진적 해양예보보다 그 정확도가 수십 배 높일 계획임

 ○ 국가 정책 -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 “One Belt One Road”(OBOR)는 2013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시작한 이니셔티브

로서, 아시아,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의 60개국을 지나는 중국의 새로운 무역

로 개척 정책으로써 특히 21세기 해양 실크로드는 중국 연안-남중국해-인도양-

유럽을 잇는 노선과 중국 연안-남중국해-남태평양을 잇는 두 개의 노선임

 - 해로의 목표는 인도양을 통한 경제 통로의 개발, 중국과 남아시아, 중동, 아프

리카 및 지중해와의 연결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국가의 주요 항만 간의 효율

적인 운송 경로를 구축하는 것임

그림 2.2.1.4. 중국의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정책

○ 중국의 OBOR 정책에 따라 중국 연안 지역, 인도양 및 태평양 및 지중해의 해

양 환경 및 재난 사전 경보 및 예측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 특히 해상 운송, 해로, 석유 및 가스 및 수산업을 위한 특별 경보 시스템 및 

플랫폼 구축이 요구됨

 - 이에 주요 이해 관계자, 중요한 해협 및 채널에 대한 해양 환경 및 해양 기상 

예측시스템 구축을 구축하여  현재  28개의 근해 항로와 40개의 중요한 항구를 

포함한 해상 실크로드 예측 서비스 시스템이 운영을 시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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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세기 해양 실크로드 (Maritime Silk Road)를 따라 국가의 해양 환경 예측 및 

해양 방재 및 대응을 위한 의사 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전략에 대한 기

술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어 국제적 협력을 추진하여 현재의 72시간 예측시스

템을 장기 예측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계획임

 - 특히 몬순 기후와 환경 변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중요한 해로, 항구를 위

한 해양 비상 경보 시스템으로 확장할 계획임

□ 일본

○ JAMSTEC은 이미 세계최고급의 슈퍼컴퓨터 ‘지구시뮬레이터’를 2002년부터 운

용하여 해양예보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왔으며, 2015년부터 해빙 모델, 

자료동화 기술, 고해상도 해류 모델링, 앙상블 기반 계절예측, 해양 재난재해 

예측기술 등을 개발을 시작함으로써 예측정확도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

 - 고해상도 대기·해양결합모델을 이용한 기상･기후 예측정도 향상

 - 기후변화의 영향을 포함한 해수온도·해류의 변화 등을 계산할 수 있는 해양모

델을 고해상도로 동시 실행가능 

 - 세계 최초로 전지구 대기･해양의 고해상도 분할 표현과 동시에 구름의 생성· 

소멸 재현을 통한 기상현상･기후변화 예측 시뮬레이션 시행

○ 1960년대 후반부터 세또내해를 중심으로 적조가 빈번히 발생하여 수산피해를 

발생시키면서 1970년대부터 정부차원의 적조연구가 집중되고 있으며, 1970~80년대 

까지는 수산피해를 일으키는 Chattonella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면서 이종의 발

생기작, 생리 생태특성 및 유해성 등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짐

○ 1990년대 중반부터는 Heterocapsa circularisquama에 대한 적조 발생기작과 패

류치사기작 등에 관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적조연구분야 

투자예산의 감소로 분자생물과 같은 첨단 분야에서는 연구 실적이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지만 독성분야 등에서는 발달된 분석기술과 첨단기법을 보

유하면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 호주

○ 해양･대기･파랑 결합 모델 기반으로 예측능력의 향상 및 활용도 제고를 목표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호주 주변 해역을 상세화한 전지구 해양예보모델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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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동화체계 구축 및 차세대 해양예측시스템으로서 1/10°의 고해상도 전지구 

해양예보 준비

 - 해양 순환을 예측하기 위한 운용 해양 시스템을 새롭게 176억원($15M AUD)을 

들여 구축하여 해양예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해양예보에 대한 신규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

2. 국외 기술개발 현황

해양 선진국들은 자국 주변해역의 해양환경을 고려한 해양예측시스템을 개발 및 

운영 중이다. 미국에서는 1997년 NRL에서 전지구 영역에 대한 1/4°해상도의 HYCOM

을 개발하였으며, 현재는 1/12° 해상도의 전지구 해양예측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유럽 등에서는 1997년부터 FOAM, HYCOM, ECMWF 등의 전지구 해양예측시스템

을 개발하여 운영 중이며, 일본에서도 2003년부터 북서태평양 영역을 대상으로 

COMPASS-K 개발 후, 2008년 MOVE.MORI.COM 시스템을 완성하여 운영 중이다 

(그림 2.2.2.1.).

그림 2.2.2.1. 세계 각국에서 운영 중인 해양 예측시스템 개발 현황(Tonani et al.,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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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1. 세계 해양선진국들의 전지구 해양변동 예측시스템 운영현황, 수평/ 

연직 해상도 및 자료동화 체계 (Tonani et al., 2015)

가. 미국

○ 해양대기청(NOAA)을 중심으로 전지구, 중규모의 해양-대기 접합 예측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 중이며, 미 해군 연구소는 고해상도 전지구 해양순환예측모델 

HYCOM을 개발하여 운용

 - 해양예측시스템은 하이브리드 모델인 HYCOM(Hybrid Coordinate Ocean Model)

으로 Miami 대학의 RSMAS에서 NICOM을 확장하여 개발된 모델 운영시스템

이며, 예측모델로는 Regional NCOM, 파랑예측모델, 폭풍해일모델 등이 있음. 

기술 개발을 위해 해양과학기술소위원회에서는 해양과 기후의 상호작용을 강

조하고 재해사고 예측과 연안 및 해양시스템 등의 연구과제가 추진 중임

 - 미해군연구소는 차세대 전 세계 해양 예보 시스템 (GOFS)를 개발 중임. HYCOM

을 기반으로 CICE (Community Ice CodE)와 양방향으로 결합되고 자료동화시

스템(NCODA)을 함께 사용함. 해군 DoD 슈퍼 컴퓨팅 리소스 센터에서 매일 

실행되어 7 일간의 예측을 수행하는데, 1) 해양의 소용돌이 및 전선과 같은 중

규모의 특징, 2) 정확한 3차원 해양 온도, 염분의 구조, 3) 지역 해양 모델의 경

계 조건, 4) 혼합층 , 5) 얼음 농도, 두께 및 표층이동을 예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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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2. 미해군연구소의 차세대 전지구 해양예보시스템 (GOFS)

○ 전지구 해양예측 체계는 국가기상국(NWS) 해양예측센터(Ocean Prediction Center) 

에서 운영하며, NCEP이 생산하는 대기예측장(GFS product)을 HYCOM에 대

기 입력장으로 사용하여 전지구 해양순환을 예측함. NCOM으로 예측한 전지

구 해양예측 자료도 사용함

○ 연안 정밀 해양예측은 국가해양국(NOS)에서 수행하며, 미국 동부의 주요 만과 

오대호에 대하여 조석, 조류 및 해류 예측함

○ 미 해군은 POM을 기반으로 표층 근처의 연직좌표를 개선하여 Navy Coa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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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OM은 MODAS와 NLOM의 정보를 이용하여 인공위성으로부터 얻은 표층

수온과 해수면 높이자료를 가상적인 수온과 염분 수직구조자료로 정보를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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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전지구 해양순환 예측시스템 및 상세 지역해양순환 예측시스템을 수립하고 

운영함)

○ NCEP에서는 NOAA Ocean Climate Observation Program (OCO)와 협업을 

통해 해양자료동화시스템인 Global Ocean Data Assimilation System (GODAS)

을 개발해 운영함. 자료동화기법은 3DVar이며, 실시간으로 Global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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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ing System 자료를 제공받아 자료동화를 수행함. 1979년부터 현재까지 

전지구 영역에 대한 해수면온도(SST), 해수면 열속 (Surface heat flux), u, v, 

염분속(salt flux) 등 변수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료의 해상도는 위

도(1/3°), 경도(1°)임

○ 미국해안경비대 (U.S. Coast Guard)에서는 미해양대기청 (NOAA)의 통합해양 

환경정보제공시스템과 연계하여 수색구조 최적예측시스템(Search and Rescue 

Optimal Planning System: SAROPS) 및 유류오염  이동·확산, 방제계획 수립 

지원시스템을 구축 및 운용

○ 미국해안경비대(U.S. Coast Guard)에서는 Leeway 모델과 고주파 레이다(high 

frequency radar) 관측 유속자료를 활용하여 수색구조최적예측시스템(Search 

and Rescue Optimal Planning System: SAROPS) 구축 및 운용 중

 - Leeway 모델은 현재 미국의 해양 경찰청과 노르웨이 기상청에서 운용 중인 

모델로, 몬테카를로 (Monte Carlo) 기법을 이용한 앙상블 기반의 추적 모델임. 

몬테카를로 기법을 이용한 앙상블 기반으로 다수의 입자를 이용하여 모델의 

불확실성 예측 가능함. Allen and Plourde (1999)에서 언급한 63가지의 표류체 

유형(모양, 크기, 잠김정도 등)에 따라 다른 바람영향 계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 편의에 따라 외력 입력이 자유로움. 즉 다수의 모델로부터 생산된 예측 

바람, 예측 유속, 그리고 관측 바람, 관측 유속 등 다양한 형태의 외력 입력 가능

 - 북미와 유럽연합 국가 차원에서 2-3년 주기적으로 수색구조 기술에 대한 국제

학술회의 (International Workshop on Technologies for Search and Rescue 

and other Emergency Marine Operations) 개최하여 수색구조 예측 기술 및 

관련 장비 연구 수행. 북대서양을 중심으로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노르웨

이, 스페인, 폴란드 등이 서로 협력하여 연구를 주도해 나가고 있음

○ 최근 표류예측(수색구조 예측) 연구는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 실험 및 수치 모

델을 통한 표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 Allen and Plourde (1999)는 조난된 물체들 (사람, 구명보트, 선박 등)의 궤적

과 자료를 바탕으로 표류 물체의 leeway와 바람사이의 관계를 연구하였고, 

Breivik and Allen (2008)은 현재 U.S. Coast Guard (USCG)와 노르웨이 기상

청에서 수색구조 예측에 사용되고 있는 leeway 표류 모델을 개발하는데 기여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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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llman et al. (2006)은 고주파 레이더 (High-Frequency radar) 관측 표층해류

를 이용하여 몬테카를로(Monte Carlo)식 표류체 추적 모델을 개발하고 검증

 - 표류 모델 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도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되어 왔는데, 대표적인 

예로 스파게티 다이어그램 (Spaghetti Diagram)을 이용한 연구 (Toner et al., 

2001; Nairn and Kawase, 2001), 통계적 분리법 (statistical separation)을 이용

한 연구 (Thompson et al., 2003), 그리고 최근에 원형 평가법 (circle assessment)을 

이용한 연구 (Furnans et al., 2005)가 있음

그림 2.2.2.3. 표류체의 Leeway drift 벡터 (a) 발산각 (b) Leeway와 풍속의 관측 

downwind 성분간의 선형 회귀분석 (c) Leeway와 풍속의 관측 

crosswind 성분간의 선형 회귀분석 (d) adopted from Breivik and 

Alle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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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 멕시코만을 중심으로 연안관측시스템 (Gulf of Mexico Coastal Ocean 

Observing System)을 통해 유류유출확산 관측 및 예측 정보를 생산하고 있음

 - 미국 해양대기청 (NOAA), 럭거스 대학, 텍사스 대학, 루이지애나 대학, 마이애

미 대학 등 연구에 참여하고 있으며 ‘Deepwater Horizon Oil Spill' 과 같은 

대형 유류유출 사고를 대비하여 표층 유출이 아닌 깊은 수심에서의 유출된 유

류 확산을 모의함

○ NOAA(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ational Ocean 

Service에 의한 적조 감시 및 예보를 실시하고 있음으며, 적조 감지 시스템 중 

Brevebuster은 NDBC(National Data Buoy Center) 부이 장비에 결합되어, 적

조의 일종인 Karenia Brevis의 존재와 집중화 현상을 감지하여 매 시간 정보

를 제공 함

○ 다른 감지 시스템인 NERACOOS(Northeast Regional Association for Coastal 

and Ocean Observing System)은 Gulf of Maine 지역의 HAB를 감시하고 있

으며, Cari COOS(Caribbean Integrated Coastal Ocean Observing System)의 

바람, 대기 온도, 압력, 해양 표층 온도, 조류, 염도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시스템에 전송하는 실시간 부이 집합체를 설치

나. 유럽

○ 유럽 각 국의 해양예보 자료를 한데 묶어 종합적으로 서비스하는 체계를 구축한 

MyOcean 프로젝트를 통해 해양예보 및 관련 자료를 한 시스템 안에서 통합 

관리서비스하며 유럽 전체의 현업 해양 모니터링 및 예보 체계를 구축

그림 2.2.2.4. 유럽의 MyOcean 프로젝트 개요



운용해양(해양예보) 시스템 연구(2단계)

42❙

 - 특히 영국은 해양예측시스템 FOAM(Forecasting Ocean Assimilation Model 

System)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myOcean과 연계하고 있음. 또한 연안모델 

(해류, 해수면, 수온, 염분), 심해모델(수온, 염분), 파랑모델(유의파고, 파주기, 

파향, 첨두주기)을 운영 중임. 기술개발 수준은 전 지구에서부터 연안에 이르

기까지 체계적인 해수순환 예보체계를 운용하면서 예보 서비스의 특성화를 위

해 산업, 수송, 정부, 건강, 멀티미디어, 공공사업, 기후 등으로 적용분야를 분

류하여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림 2.2.2.5. 영국 Met Office의 심해해양예측모델 FOAM-NEMO 시스템

○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유럽국가들이 유류확산 모델 및 표출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음. (MOTHY, MEDSLIK, PORTico-MEDSLIK, MEDSLIK-II, POSEIDON-OSM 등). 

 - 주요참여국가로는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키프로스, 이탈리아, 그리스, 말타 

등이며 ‘해양안전을 위한 지중해결정지원시스템’(Mediterranean Decision Support 

System for Marine Safety: MEDESS-4MS, www.medess4ms.eu) 사업을 통해 

국가간 상호 협력 연구를 하고 있음

○ 고속의 고성능 카메라를 통해 미생물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촬영 및 분석하여 

HAB 인자 자동 검출하는 HAB-Buoy(Plymouth Univ., UK)와 같은 시스템을 

Galicia(Spain), Galway(Ireland), The Gulf of Trieste(Italy)의 지역에 설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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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하고 있으며, DiCANN(Dinoflagellate Categorization by Artificial 

Neural Networ)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보다 빠른 이미지 분석을 통해 적조

를 예측하고 있음

다. 중국

○ 해양부 산하 국가해양환경예보센터(NMEFC)는 전지구 규모부터 지역해 규모까지 

해양예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양에서 경제활동과 국가 방위에 과학적 

기술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해양재난을 예방하고 저감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 국가해양환경예보센터는 State Oceanic Administration (SOA)의 한 기관으로 

해양환경 예측, 해양 재해 예측 및 경보, 연구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해

양 환경, 해양 재난 조기 경보, 해양 경제 발전 지원, 해양 관리 서비스 및 기

술 지원을 함 (그림 2.2.2.6.).

○ NMEFC는 해양 재해 예･경보실, 해양환경 예보실, 해양기상 예보실, 극지 환

경연구 예보실, 해양기후 예측실, 인터넷·컴퓨터실, 정보시스템실, 공공상품 서

비스실, 수치모델실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음 (그림 2.2.2.7.). 경제발전과 더불

어 해양종합연구에 대한 막대한 정부지원에 힘입어 전지구순환모델 (극지 포

함)을 비롯한 연안정밀 예측모델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예보능력을 배양하고 

있으며, 대국민 서비스까지 책임지고 있음

a) 서북태평양 바람장 수치예보 b) 아덴만 파랑 수치예보

그림 2.2.2.6. 기상 예보와 해양 순환 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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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BM 컴퓨터 시스템 b) 예보 상품 분배 컴퓨터실

그림 2.2.2.7. NMEFC 인터넷･컴퓨터실

라. 일본

그림 2.2.2.8. 일본 기상청의 FRA-ROMS의 해수면온도･해류 예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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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MSTEC의 JCOPE2 시스템은 1/4° 북태평양 모델에 1/12° 북서태평양 모델

을 기반으로 자료동화 기법을 도입한 해양예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일본

기상청(JMA)는 FRA의 운영비교부금 프로젝트 연구(2008~2010년)를 통해 단기

해양예측시스템인 FRA-ROMS를 개발하여 북서태평양, 일본 근해 예측정보를 

생산 중임

○ 일본 환경부의 관측 부표를 이용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사용하여 유정의 

파고, 파주기, 최대 파고, 유속, 교류 방향, 수위, 수온, 염분, 탁도, 엽록소 등

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세도(瀨戶) 내해 특별조치법’ 등 적조발

생 억제를 위한 연안오염저감 정책을 펼치는 한편, 적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산소공급, 가두리 이동·침하, 점토살포 등 피해최소화 조치

마. 호주

○ 호주 기상청에서는 2007년 8월부터 해양자료동화시스템인 Ocean Model, Analysis 

and Prediction System (OceanMAPS)를 현업으로 운영함. 전구모델은 MOM4 

OGCM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자료의 해상도는 0.1°임. 국지 자료동화 시스

템인 Ocean Data Assimilation System (BODAS)은 EnOI 자료동화기법을 사용

하며 7일에 2회 예보 자료를 생성한 바 있음.

○ CSIRO, 호주기상청, 해군이 공동으로 호주 주변 해역을 상세화한 전지구 해양

예보 모델을 구축하여 BLUElink 라는 이름으로 해양예보를 수행하고 있음. 국

지적인 규모에서부터 전지구적인 규모까지 발생할 수 있는 해양기후 시나리오

의 다양한 현상들을 예측･운영

 - 해양예보는 해수면 온도, 해수면 높이, 해류, 조류, 와류 등의 해양특성에 대한 

해양 예측정보를 제공하고, 해양생태계 보존 및 선박의 안전 운항, 해군 작전

을 위한 지역해양예보 의 개방경계, 해상 탐색･구조, 항만 관리, 해양레저산업 

등에 활용하고 있음

○ 호주에서 운영 중인 BLUElink 시스템은 호주 기상청(Bureau of Meteorology; 

BOM), 호주 해군 (Royal Australian NavyN)과 호주 연방 과학원(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 CSIRO)이 협력하여 호주 주

변 해양 순환을 예측하기 위한 운용 해양 시스템으로 2007년 8월부터 운영되

고 있음 (그림 2.2.2.9.). 전구 모델은 Geophysical Fluid Dynamics Labor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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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DL) The Modular Ocean Model 4(MOM4)를 기반으로 호주-아시아 주변

에서는 1/10˚ 수평 해상도로 해표면 수온, 해수면 높이, 해류, 조류, 에디, 해표

면 및 표면하의 해양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관측 자료는 Ensemble 

Optimal Interpolation(EnOI) 기법 사용

그림 2.2.2.9. 호주 BLUElink 모델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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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자료입력 실시간 운영시스템

1. 해양기상예측시스템

우리나라는 해안선이 복잡할 뿐 아니라 섬들이 많이 분포하여 지형적, 물리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해안환경을 보이는 지역적 특성과 함께 중위도 편서풍 지역에 위치하여 

대부분의 기상현상이 서해상을 지나면서 변질되는 경향을 가지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복잡하고 다양한 해양기상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복잡한 해양기상의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고해상도의 예측시스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해양기상 

재해를 유발하는 태풍, 파랑, 폭풍해일 등의 예측과 3차원 해양순환의 예측을 위해서는 

경계조건으로 사용되는 해상풍과 해면기압의 정확한 예측이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해상풍은 주로 파랑에 영향을 주며 파랑 예측모델의 입력 자료로 활용되어 태풍 

및 저기압 통과 시 폭풍해일과 고파랑, 이상파랑을 예측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기상청은 2010년부터 영국기상청의 통합모델(UM)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전지구 예보모델인 GDAPS는 수평적으로 1024×769개의 격자(N512)로 구성되어 약 

25 km의 해상도를 가지며, 연직으로는 약 80 km 고도까지 70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예보모델인 RDAPS는 87시간의 기본 단기예측 정보들과 함께 통계모델, 

지역 파고모델, 폭풍해일 모델 및 동네예보모델 등의 각종 응용모델의 수행에 필요

한 입력자료를 생산한다. 지역예보모델(UM, 12kmL70)의 공간 해상도는 12 km이며, 

연직으로 약 80 km까지 70층으로 구성되며, 3시간 간격으로 87시간 예측을 수행한

다. 지역예보모델은 4차원 변분자료동화기법(4D-VAR)을 이용하여 6시간 간격의 분

석-예측 순환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운용해양예보시스템(KOOS)의 해양기상예측시스템은 WRF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모델을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다. WRF 모델은 기상청에서도 UM모델

을 도입하기 전까지 사용되었고 현재도 연구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 기상청

에서 현업 모델로 사용하고 있는 우수한 지역모델 중 하나이다. KOOS에서는 미국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 (NCEP)의 전지구모델인 Global 

Forecast System (GFS) 결과를 초기/경계조건으로 사용한 GFS-WRF와 기상청 전지

구모델인 GDAPS 결과를 초기/경계조건으로 사용한 UM-WRF의 두 가지 체계로 수

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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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양기상예측시스템의 구성

WRF는 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CAR 

(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 UCAR (University Corporation for 

Atmospheric Research) 등의 기관과 대학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차세대 수치모델로

서 고해상도 기상 예측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된 모델이다. 예보 업무를 위한 운용

과 기상 연구 요구를 모두 제공하는 중규모 수치 기상 예보시스템이며, 과거 현업 

예보용으로 MM5 (Mesoscale Meteorological Model Version 5)가 주로 사용되어 왔

으나 2004년 말 버전 3.7을 마지막으로 개발이 중단된 MM5 모델이 가지고 있는 단

점을 보완하여 2006년 미국 기상청과 미 공군 기상대에서 현업화하여 현재 사용 중

이고, 중･단기 모델에서 인지도와 정확도가 높은 모델이다. WRF는 현재 기상 및 대

기질 예측을 위해 국내 여러 기관에서 운영 중이다. WRF의 주요 알고리즘(모델 역

학과정, 물리과정, 전처리, 후처리, 자료동화 분야 등)과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NCAR의 16개 연구 그룹의 소속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며, 전 세계 기상관련 

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되고 있다. 현재 Version 3.9까지 개발이 이루어졌다. 

WRF는 사용되는 역학 코어에 따라 ARW (Advacned Research WRF)와 NMM 

(Nonhydrostatic Mesoscale Model)으로 이루어진다. 역학 코어라 함은 대기 예단 

방정식을 기술하는 방법으로써, 연직 좌표계 등 역학 방정식의 수치 표현 방법을 

아우르는 용어이다. ARW 역학 코어는 연구와 개발용으로 개발되는 반면, NMM 코

어는 미국 현업용으로 사용된다. WRF-ARW는 병렬컴퓨터 플랫폼에 효과적이고 손

쉽게 적용가능하며, 최신 기술상태의 수치모의를 구현할 수 있는 물리항들을 가지

고 있고 이상적인 모의, 모수화, 자료동화, 예보 연구, 모델 간 결합, 실시간 예보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WRF-ARW를 WRF 모형이라 말한다. 

WRF-ARW (이하, WRF)는 완전 압축, 비정수계(fully compressible non-hydrostatic) 

모형으로 수평 격자는 Arakawa-C 격자 체계를 사용하며, 연직격자는 Eulerian 질량 

좌표계(mass-based terrain following coordinate)를 사용한다. 수치계는 3차 Runge- 

Kutta split-explict 시간적분을 사용하며 이류항에 대해서는 6차 중심 차분법을 도

입한다. 또한 플럭스 형태의 진단 방정식을 사용하여 질량, 운동량, 엔트로피, 스칼

라량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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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WRF 모형 설정 체계 및 격자 체계

본 연구 사업에서 운용 중인 모델은 WRF 모델이며, WRF의 초기·경계 조건은 

NCEP GFS 자료를 사용한다. 운용해양예보시스템 연구 1단계(2009~2013년)에는 WRF 

ver. 3.1을 사용하였고 Kain-Fritsch 적운 모수화, Thompson microphysics, Yonsei 

University (YSU) planetary boundary layer (PBL), Noah Land Surface Model 

(LSM)과 The Rapid Radiative Transfer Model (RRTM) 장파복사와 Dudhia 단파복

사, 연직 27층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2014년~2015년에는 WRF ver. 3.5를 사용하였고 

RRTM for GCM (RRTMG) 장파･단파복사와 3차원 변분자료동화 (3DVAR)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연직 31층으로 구성하였다. 2016년 이후에는 WRF ver. 3.7을 사용하

고 있으며, Cycling 3DVAR 자료동화 기법을 적용하였고, 연직 40층으로 구성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모델의 계산격자는 태풍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

록 동지나해 남쪽해역까지 포함된 광역격자(Domain 1)와 우리나라 근해를 포함하

는 상세격자(Domain 2)로 nesting한 격자 시스템으로 설정하였다(그림 3.1.1.1). 

그림 3.1.1.1. 해양기상모델(WRF)의 광역격자(Domain 1)와 우리나라 

         근해를 포함하는 상세격자(Domain 2), 지형고도(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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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main 1 Domain 2

Longitude 104.6° E ~ 150.4° E 121.1° E ~ 133.6° E

Latitude 14.9° N ~ 52.5°N 29.9° N ~  39.6° N

Grid number 218 × 218 361 × 361

Horizontal Resolution 20 km 4 km

표 3.1.1.1. WRF 모델의 격자 구성

GFS-WRF의 역학과정은 표 3.1.1.2와 같고, 물리과정은 표 3.1.1.3과 같다. 

Dynamics Options

Time-integration Runge-Kutta 3rd order

Turbulence and mixing 2nd order

Eddy coefficient Horizontal Smagorinsky first order scheme

표 3.1.1.2. GFS-WRF의 역학과정

Processes Scheme Reference

PBL scheme YSU PBL scheme

Surface layer physics Noah LSM

Cumulus convection Kain-Fritsch

Radiation
RRTMG short-wave and   

long-wave radiation scheme

Microphysics WSM6

표 3.1.1.3. GFS-WRF의 물리과정

다. 실시간 3일(72시간) 예측체계 구축

WRF 모형으로 4일 이상 예측하는 것은 이전 연구들과 1단계 최종보고서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예측정확도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해양예측 모델의 현업화를 위해 실

시간 3일 예측체계가 구축되었다. GFS-WRF의 실시간 3일 예측체계를 그림 3.1.1.2에 

자세히 나타내었다. GFS-WRF의 실시간 예측체계는 네 개의 주요 구성요소로 이루어

져 있는데, 첫 번째는 WPS (WRF Preprocessing System, 전처리 과정)로써 WRF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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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하기 위한 초기 자료를 만들어주는 전처리 과정이며, 모델의 계산영역의 설정, 

지형자료(terrain, land-use, soil types)의 내삽 과정과 전 지구 혹은 광역의 모델결과로

부터 경계 자료를 내삽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두 번째는 WRF에서 실제 계산

이 이루어지는 실행 과정으로 초기화 프로그램(real.exe)과 수치 적분 프로그램

(wrf.exe)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는 자료동화를 수행하는 과정으로 관측자료로

부터 자료동화 입력자료 포맷으로 변환시켜 자료동화를 실행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네 번째는 WPP (WRF PostProcessor, 후처리 과정)로써 NetCDF 포맷으로 

생산되는 결과물을 처리하는 후처리 과정으로 모형의 연직 좌표계의 결과로부터 표

준 고도의 결과로 내삽하는 과정과 사용자들이 필요한 결과물을 산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3.1.1.2. GFS-WRF 실시간 3일 예측체계의 구성. 실행 순서와 각 과정의 

실행 시 만들어지는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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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리 과정(WPS)은 크게 geogrid, ungrib, metgrid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림 3.1.1.3). Geogrid는 모형의 도메인을 설정하고 지형과 지표 상태를 각 도메인

의 격자에 맞도록 내삽하는 프로그램이며, ungrib는 GRIdded Binary (GRIB) 형태

로 압축된 경계자료와 기상자료들의 압축을 풀어서 WRF 모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맷으로 변환하는 프로그램, metgrid는 ungrib에서 압축이 해제된 자료들을 각 도

메인의 격자에 내삽하는 프로그램이다. GRIB은 WMO (세계기상기구)의 표준 데이

터 파일 형식이다. geogrid에서 필요한 전지구 지형자료는 WRF 다운로드 페이지에

서 제공한다. ungrib에서는 다른 광역모델이나 전지구 모델에서 제공하는 GRIB 파

일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도록 각 GRIB 파일에 맞는 Vtable이 정의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NCEP의 GFS 자료로부터 매 3시간 간격의 72시간 예보자료

를 내려받기 하도록 설정하였다. Metgrid에서는 수평 내삽 과정이 수행되어 그 결

과는 WRF real 프로그램의 입력자료로 사용되며, 여기서 연직 내삽 과정과 초기자

료 및 경계자료가 생산된다. 이 초기자료와 경계자료를 이용하여 wrf가 수행되며, 

수행된 후 생산되는 NetCDF 포맷의 결과물로부터 필요한 결과물(표 3.1.1.4)을 

ARWpost를 통해 산출하게 된다.

그림 3.1.1.3. WRF 수행과정에서의 자료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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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자료 설명 변수명 자료설명

SOILTB Bottom soil temperature TSK Surface skin temperature

Q2 QV at 2 m UST U* in similarity theory

T2 Temperature at 2 m PBLH PBL height

U10 U at 10 m HFX
Upward heat flux at the 

surface

V10 V at 10 m QFX
Upward moisture flux at the 

surface

GRDFLX Ground heat flux LH Latent heat flux at the surface

SST Sea surface temperature SLP Mean sea level pressure

SWDOWN
Downward short wave flux 

at ground surface
GLW

Downward long wave flux 

at ground surface

rh2 Relative Humidity RAINC
Accumulated total cumulus 

precipitation

RAINNC
Accumulated total grid scale 

precipitation
RAINCV

Time-step cumulus 

precipitation

표 3.1.1.4. WPP(ARWpost) 과정에서 생산되어 제공되는 변수들

WRF 모델은 클러스터 시스템에서 MPI (Message Passing Interface)를 사용하여 

1일 2회 수행하고 있다. 00 UTC (09LST)와 12 UTC (21LST)를 예측 시작시간으로 

72시간 예측을 수행하고 있으며, NCEP의 GFS 자료의 업로드 시간과 +0 h, +3 h, 

+6 h의 3시간 간격 Cycling 3D-VAR 자료동화를 적용하기 위하여 0630 UTC와 1830 

UTC로 설정하였다. 

라. WRF 입력자료 개선 - 자료동화

수치모델을 이용한 예측은 초기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대기의 현재 상태가 추정

되면, 수치모델은 그 초기치로부터 대기 운동의 전개를 예측하게 되는데 초기치의 

정확도에 따라서 예측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초기 조

건의 결정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복잡하다. 관측자료에는 모든 시공간 규모에 해당

하는 대기 운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수치모델의 인위적인 대기 

상태를 자연 상태와 일치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자료동화는 수치모델의 결과와 관

측자료를 수학적으로 풀어서 인위적인 대기 상태를 자연 상태에 가깝게 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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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다. 아무리 좋은 수치모델이라 하더라도 적분시간이 지날수록 오차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자료동화 과정은 수치모델의 예보오차가 커지는 것을 줄이는 기법

이라 할 수 있다. 관측자료를 수치모델의 결과와 융합하여 초기치를 만드는 과정은 

관측자료를 참(true)이라 보고 수치모델의 결과를 단순히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

치예보모델이 요구하는 물리법칙, 역학적 조건 등을 만족하도록 수치모델과 관측자

료를 적절히 융합하여 잡음(noise)이 없고 조화로운 초기치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기상학 및 해양학 분야에서는 다양한 자료동화 방법이 개발되어 왔는데, 분석장을 

만들기 위해 배경장과 관측자료를 결합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계산 

효율이나 적합성, 실시간 자료동화의 관점에서 차이를 가진다. 현업용 자료동화로 

최적내삽법(OI: Optimal Interpolation), 3차원 변분 자료동화(3D-VAR: 3 Dimensional 

Variational data assimilation), 4차원 변분 자료동화(4D-VAR), 칼만 필터(KF: 

Kalman Filter)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시스템에서는 3D-VAR를 기본으로 사용하

고 있으며, 분석장이 배경장 및 관측과 떨어져 있는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는 비용

함수를 식(1)과 같이 정의하고, 

                          

 

    
           (3.1.21)      

비용함수 는 어떤 장 가 관측과 이루는 거리 및 초기추정 또는 배경장 와 

이루는 거리로 정의하고 있다. 이 거리들은 관측오차 공분산 과 배경오차 공분산 

에 의해 그 크기가 조정된다.   일 때 비용함수의 최솟값을 얻게 되고 이 값

을 분석장이라 한다. 즉 비용함수의 경도 값 계산을 반복하여 실행하고 이 비용함

수가 최소가 되는 초기장(대기 상태)을 찾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3D-VAR 자료동화 

방법은 WRF의 초기장에만 자료동화를 적용하는 것으로 초기시간에 한번만 적용한

다. 하지만 3D-VAR 방법을 적용한 자료동화시스템을 테스트한 결과 예측 성능 향

상이 미비하였다. 이에 4D-VAR 방법을 적용을 시도해보았으나 가장 중요한 자료인 

Wind profiler 자료와 위성자료의 실시간 수집이 불가능하여 (기상청으로부터 실시

간 전송 불가 통보), 3D-VAR와 4D-VAR의 중간 형태인 Cycling 3D-VAR 방법을 

적용하였다. 3D-VAR를 3시간 마다 총 3번 (00Z, 03Z, 06Z)을 적용함으로써 예측 오

차를 보다 더 줄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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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동화는 그림 3.1.1.4에 제시된 것처럼 모형에서 초기장을 만든 후 실행되며, 

관측자료와 미리 계산된 모형 배경장 오차를 입력하여 자연 상태에 가까운 새로운 

초기장을 만들어낸다. 이 초기장을 이용하여 예측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적분을 시

작한다. 

그림 3.1.1.4. 해양기상예측모델과 자료동화시스템의 연계체계

그림 3.1.1.5. KOOS의 Cycling 3D-VAR 자료동화 방법 적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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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5는 본 시스템의 해양기상예측모델인 WRF와 자료동화(Cycling 3D-VAR) 

시스템의 연계 체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Cycling 3D-VAR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모

델을 72시간동안 계속 적분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에 자료동화를 적용한 후 3시간 

적분하고, 이 output을 초기장으로 사용해서 다시 자료동화를 적용한 후 3시간을 

적분하고, 다시 이 output을 초기장으로 사용해서 자료동화를 적용한 후 66시간을 

적분한다(그림 3.1.1.5). 

또한, 자료동화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관측자료가 필수적이며, 본 시스템에서는 

우리나라 및 동아시아 주변국들에서 관측하여 WMO (세계기상기구)를 통해 공유하고 

있는 GTS 자료와 기상청 부이자료, ASCAT 위성의 해상풍 자료를 수집하여 자료동

화의 입력자료로 사용하였다. 먼저 고층기상 관측자료는 WRF D01 (20 km) 영역에 

포함되는 동아시아 영역 78개 지점의 고층 기상관측자료의 2회/일 실시간 수집체계

를 구축하였다(그림 3.1.1.6.). 

그림 3.1.1.6. 고층 기상관측자료 수집 지점

지상 관측자료 역시 WRF D01 (20 km) 영역의 지상기상관측자료 (한반도 영역 

657개 지점 및 동아시아 영역 700여 개 지점) 자료의 24회/일 실시간 수집체계를 

구축하여 매 시간마다 자동으로 수집되고 있으며, 자료동화 시스템에 활용되고 있

으며(그림 3.1.1.7), 한반도 주변 부이의 해양기상관측자료(17개 지점)를 매시간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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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활용하고 있다(그림 3.1.1.8). 위성 해상풍 관측자료로써 ASCAT 위성 자료를 

수집하여 자료동화에 입력하고 있는데, ASCAT 위성은 극궤도 위성으로써 12.5 km 

수평해상도를 가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WRF D01 (20 km) 영역에 대

해 낮 시간동안 약 37,000여 개의 지점, 밤 시간동안 약 42,000여 개의 지점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그림 3.1.1.9). 

그림 3.1.1.7. 지상 기상관측자료 수집 지점 

그림 3.1.1.8. 해양 기상관측부이 자료 수집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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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9. 위성(ASCAT) 해상풍 자료의 Scan 영역. (위)낮 시간, (아래) 밤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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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자료를 자료동화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대로 수치예보모델이 요구

하는 물리법칙, 역학적 조건 등을 만족하도록 결측 및 에러 제거, 초단열 검사 및 

일관성 검사를 먼저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실시간으로 수집된 자료

의 format을 자료동화시스템 입력자료 형태(Little_r)로 변환하고, 결측자료 및 중복

지점 자료 제거 및 range check를 통해 에러를 제거하고 고층기상관측자료의 물리

적/역학적 에러 및 일관성 검사를 통한 관측자료의 QC(품질관리)를 거치게 된다(그

림 3.1.1.10). 

그림 3.1.1.10. 자료동화시스템 입력자료 생산 및 시스템 설계

2015년 1월부터 4월까지 Cycling 3D-VAR 방법 적용 전과 후의 예측정확도를 기

상청 부이 9개 지점 관측자료와 비교해본 결과 (그림 3.1.1.11~15), 자료동화를 적용

한 모델의 예측정확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1월과 2월에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는 주로 북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기

압계의 변화가 크지 않아 자료동화 적용 전후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3월과 4월

에는 정확도가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으며, 특히 4월에는 72시간 전체의 예측결과에

서 정확도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에서 보이진 않았으나 3D-VAR 방법만 

적용했을 때는 초기 6시간 정도에서만 예측정확도 개선이 나타난 것에 비해 

Cycling 3D-VAR의 경우 예측시간 전체에서 개선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나 비용 

대비 효율성이 크다는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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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1. Cycling 3D-VAR 방법 적용 전과 후의 RMSE, RMSVE 비교 (2015년 1월)

그림 3.1.1.12. Cycling 3D-VAR 방법 적용 전과 후의 RMSE, RMSVE 비교 (2015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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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3. Cycling 3D-VAR 방법 적용 전과 후의 RMSE, RMSVE 비교 (2015년 3월)

그림 3.1.1.14. Cycling 3D-VAR 방법 적용 전과 후의 RMSE, RMSVE 비교 (2015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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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5. Cycling 3D-VAR 방법 적용 전과 후의 RMSE (u, v 성분) 비교 (2015년 4월)

마. 과거 재현자료(재분석자료, hindcast) 생산

과거재현자료 (또는 후측모델링, hindcast)는 과거 사례의 분석이나 연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 구축 중인 운용해양 예보시스템에서는 WRF 

수치기상 모델을 사용하여 매 12시간 간격으로 72시간 수치예측자료를 생산하고 있

는데, 파랑, 폭풍해일 등의 해양현상을 장기간 정확히 수치모의하기 위해서는 해양 

모델의 입력자료로 사용되는 기상자료가 장기간 정확히 산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1단계 사업에서는 미국 NCEP에서 제공되는 재분석 자료인 Final Operational 

Global Analysis (FNL) 자료를 초기/경계 자료로 FNL-WRF를 수행하여 2001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상장을 생산한 바 있다. NCEP FNL 자료는 매 6시간 간격으로 생

산되며, GFS동일한 자료동화체계인 Global Data Assimilation System (GDAS, 전지

구 자료동화 시스템)을 사용하여 수집된 관측자료를 재분석하여 제공된다. GFS 분

석장은 예측자료 생산을 위해 모형 수행 전까지 수집된 관측자료만을 이용하여 자

료동화를 수행하지만, FNL 자료는 그 이후에 수집되는 관측자료와 위성자료 등이 

함께 자료동화체계에 적용된다. 따라서 FNL 자료는 현재 시간으로부터 12시간 정

도 후에 자료가 생산되어 제공된다. FNL 자료를 사용한 후측용 기상자료 생산은 

GFS 자료와 동일한 자료동화체계를 사용하고, 제공되는 파일의 포맷이 동일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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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WRF 모형의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도 실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1단

계에서 생산한 결과는 자료동화가 적용되지 않았으며, 전지구 재분석 자료인 NCEP 

FNL자료의 역학적인 규모축소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본 2단계 사업에서는 NCEP FNL자료보다 더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는 ECMWF 

(European Centre for Medium-Range Weather Forecasts)가 제공하는 ERA-Interim 

(ECMWF ReAnalysis–Interim) 재분석 자료로부터 과거 재분석자료를 생산하였다. 

과거재현자료의 생산 방법은 ERA-Interim 자료를 초기/경계조건으로 사용하여 -6 

h부터 총 30시간의 적분을 수행하여 0 ~ +24 h 만을 따로 저장하여 1일치 재분석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그림 3.1.1.17). 재분석자료 생산 영역은 해양기상예측시스템

의 Domain 1 영역과 동일하며, 수평 해상도는 10 km로 설정하였고, 연직으로 60층

을 설정하였다. 또한 6시간마다 NCEP ADP Global Air and Surface Weather 

Observation 자료, 위성 해상풍 자료 및 Radiance 자료(표 3.1.1.5)를 사용하여 자료

동화(3D-VAR)를 수행하였다. 상기의 자료가 없는 기간 (1999년 이전)은 과거 GTS 

자료로부터 지상 및 고층기상관측자료를 추출하여 자료동화에 사용하였다. 

그림 3.1.1.16. 재분석자료에 입력 가능한 관측자료 목록 및 포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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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Description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amsua
Daily AMSU-A 

brightness T (TB)
● ● ● ● ● ● ● ● ● ● ● ● ●

1amsub
Daily AMSU-B 

brightness T
● ● ● ● ● ● ● ● ● ●

1bhrs3
Daily HIRS-3 

brightness T
● ● ● ● ● ● ● ● ● ●

1bhrs4
Daily HIRS-4 level 

1b radiance
● ● ● ● ● ● ● ● ● ● ● ● ●

1bmhs

Daily Microwave 

Humidity Sounder 

(MHS) TB

● ● ● ● ● ● ● ● ● ● ● ● ●

gdas

airsobs

Daily Atmospheric 

IR Sounder 

(AIRS) TB

● ● ● ● ● ● ● ● ● ● ● ●

airsev

Daily AQUA-AIRS 

AIRS/AMSU-A/HS

B TB

● ● ● ● ● ● ● ● ● ● ●

esmhs

Daily MHS TB 

from EARS, 

SA-RARS and 

AP-RARS

● ● ●

gpsro
Daily GPS Radio 

Occultation data
● ● ●

mtiasi
Daily METOP-2 

IASI 1C radiance
● ● ●

sevcsr
Daily SEVIRI Clear 

Sky Radiances
● ● ●

atms

Daily Advanced 

Tech Microwave 

Sounder 

(ATMS) TB

● ● ●

ssmisu
Daily SSMIS 

Radiances
● ●

표 3.1.1.5. 재분석자료의 자료동화에 사용된 NCEP GDAS Satellite Data 

(2004~ 201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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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7. 해양기상 재분석자료 생산 체계 

본 2단계 사업에서 생산한 ERA-Interim 자료 기반의 재분석자료와 NCEP FNL 

자료 기반의 재분석자료를 2014년도 해상풍에 대해 비교한 결과를 그림 3.1.1.18에 

바람장미로 나타내었다. 서해의 경우 두 재분석자료 모두 관측자료보다 북북서 방

향의 해상풍을 더 많이 나타내고 있으나 NCEP FNL 기반의 재분석자료가 더 과대

모의하고 있으며, ERA-Interim 기반의 재분석자료가 더 정확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남해의 경우는 두 자료 모두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역시 ERA-Interim 기반

의 재분석자료가 더 정확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동해의 경우는 두 자료 모

두 해상풍의 재현이 잘 되지 않고 있는데, ERA-Interim 기반의 재분석자료는 북동

풍을 더 많이 나타내고, NCEP FNL 기반의 재분석자료는 서북서 방향의 바람을 관

측보다 더 많이 재현하고 있다. 두 자료 모두 재분석자료 생산을 위한 초기자료로

써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만, 전반적으로 ERA-Interim 자료가 더 나은 결과를 보인

다 (표 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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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8. 재분석자료의 해상풍 결과 비교. 위에서부터 서해, 

                남해, 동해. (ERA-Interim(좌), 관측(중간), NCEP (우))

Loc. Buoy

Intercept 

(m/s)
Slope R

MBE 

(m/s)

RMSE

(m/s)
No.of 

Pairs
FNL ERAI FNL ERAI FNL ERAI FNL ERAI FNL ERAI

Yellow 22101 0.24 0.29 0.75 0.81 0.81 0.82 1.08 0.64 2.24 1.95 8639

Yellow 22102 0.00 -0.19 0.81 0.88 0.85 0.86 1.10 0.83 2.30 2.03 8571

Yellow 22108 0.59 0.52 0.78 0.83 0.85 0.87 0.63 0.4 2.31 2.08 8426

Yellow 22183 0.08 0.0 0.65 0.72 0.77 0.80 1.92 1.58 3.20 2.83 8354

South 22103 0.91 0.70 0.80 0.85 0.84 0.86 0.35 0.19 2.26 2.10 8475

South 22104 1.43 1.0 0.73 0.80 0.78 0.83 0.32 0.27 2.59 2.31 8491

East 21229 1.22 1.01 0.71 0.74 0.8 0.82 0.63 0.61 2.31 2.19 8680

East 22105 1.40 1.2 0.70 0.73 0.79 0.81 0.40 0.36 2.96 2.87 8019

East 22106 1.34 1.14 0.76 0.80 0.80 0.83 0.28 0.24 3.03 2.91 8498

East 22107 1.30 0.94 0.84 0.86 0.86 0.88 -0.31 0.0 2.93 2.89 7782

표 3.1.1.6. NCEP FNL자료 기반의 재분석자료(FNL)와 ERA-Interim자료 기반의 

재분석자료(ERAI)의 정확도 통계량 비교 (2014년 자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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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동화를 위한 해양입력자료 생산

해양예보를 위한 자료동화시스템의 정확성 향상을 위해서는 모델영역의 최신 자

료를 준실시간으로 수집하고 해양모델과 연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해양모델과 

자료동화에 필요한 수온, 염분 수직프로파일 자료, 인공위성 자료를 주기적으로 수

집, 관리하는 해양물리자료 수집체계를 구축, 운영하였다. 1단계에서는 한반도 해역

(20°N~55°N, 110°E~150°E)을 대상 영역으로 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자료수집 해역

을 서태평양까지 확대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FTP를 통해 연구자들이 공유할 수 있

도록 하였으며, 일부 자료는 자료동화모델에서 바로 사용 가능한 형태로 가공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하였다.

가. 서태평양 해양물리자료 수집 

해양순환모델 수행영역이 북서태평양으로 확장됨에 따라 자료동화에 필요한 자료

의 수집영역도 북서태평양 해역(0°N~65°N, 95°E~175°E)으로 확대하였다. 국내외 자

료제공 시스템(사이트)의 업데이트 주기에 따라 1주일 내지 1개월 간격으로 신규 해

양자료를 수집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모델연계를 위해 수집한 자료의 목록은 표 

3.1.2.1과 같으며, 2018년 1월까지 수집한 자료의 수는 표 3.1.2.2와 같다. 수집 자료

를 연구 참여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FTP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해양자료 DB도 구

축하였다.

구분 자료출처 수집주기 비고

Argo
US GODAE

프랑스 Coriolis
1주

World Ocean Database 미국 NCEI 1개월 WOD 2013

GTSPP 미국 NCEI 1주

IQUAM 표층수온 미국 STAR 1개월

NIFS 정선관측자료 국립수산과학원 2개월 준실시간 자료

NCDC OI SST NCDC 1주

AVISO SSH AVISO 1주

KMA 해양부이자료 기상청 10분  

KMA AWS자료 기상청 1분

KMA 지상관측자료 기상청 1시간

KMA 기상모델 자료 기상청 3시간

표 3.1.2.1. 모델연계용 수집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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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종류 자료포맷
수집자료수 추가 수집

자료수
자료수집기간

2017.4.21. 2018.1.30.

Argo NetCDF 157,759 200,939 43,180 11.01.01~18.01.28

World Ocean 

Database
ASCII 1,671,695 1,680,484 8,789 11.05.26~18.01.04

GTSPP ASCII 60,126 73,374 13,248 15.12.27~18.01.20

정선관측자료
(준실시간)

ASCII 7,377 7,377 - 12.08~16.04

IQUAM SST HDF 214,815 654,445 869,260 17.01.01~18.01.25

NCDC OI 

SST
NetCDF 2,021 2,296 275 11.10.04~18.01.27

AVISO SSH NetCDF 4,181 4,683 502 11.05.21~18.01.28

KMA 

해양부이자료
ASCII 546,403 644,580 98,177 10.12.15~18.01.30

KMA AWS 

자료
ASCII 45,478 58,647 13,169 10.11.11~18.01.30

KMA 

지상관측자료
ASCII 531,043 585,428 54,385 10.11.11~18.01.30

표 3.1.2.2. 자료수집 실적 (2018.1.30. 기준)

(1) Argo 자료

해양예보와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 증대로 국제 공동관측 프로그램이 다수 운영되

고 있는 가운데, Argo 프로그램은 전 세계 여러 해양기관의 참여 속에 활발한 부이

투하와 체계적인 자료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 프로그램으로 발전하

였다. 부이를 투하하는 각 기관별로 자체 자료를 관리하는 DAC (Data Assembly 

Center)을 운영하며, DAC에서는 수집한 자료를 GDAC (Global Data Assembly 

Center)인 GDAC France (Coriolis)와 GDAC USA (GODAE)에 실시간, 비실시간으

로 전송한다.

자료동화에 필요한 실시간 수직프로파일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미국 Argo 

GDAC과 프랑스 Argo GDAC에서 운영하는 웹서비스를 통해 서태평양 해역

(0°N~65°N, 95°E~175°E)의 Argo 자료를 수집하였다. GDAC의 Argo 원시자료

(NetCDF 형식)를 일주일 단위로 검색, 다운로드 받고 있으며, 수집한 자료에서 

Trajectory 자료와 수직 프로파일 자료를 추출하는 Matlab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변환된 자료는 연구참여자들이 접속할 수 있는 FTP를 구성하여 자료를 공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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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그림 3.1.2.1). 각 기관별 원시파일은 original 폴더에 nc파일 그대로 저장하였으

며, trajectory 자료, 각 프로파일 자료는 WMO에서 부여한 ID별 폴더에 저장하고 

있다.  

그림 3.1.2.1. Argo 자료 공유를 위한 FTP 폴더

2010년 1월에 자료 수집을 시작한 이후, 서태평양 해역에서 활동하였거나 활동하

고 있는 부이는 총 1,200여개 이며, 이들 부이에서 생산된 수직 프로파일 수는 20만

개 이상이다. 부이를 투여, 관리하고 있는 기관은 총 10개이며 기관별 수직프로파일 

수는 표 3.1.2.3과 같고 수직 프로파일의 분포도는 그림 3.1.2.2와 같다.

기관 Floats 수직프로파일 프로파일기간

AOML 328 84,435 20030206~20180128

CSIO 192 30,929 20060526~20180127

JMA 463 51,764 20050801~20180128

KMA 120 20,231 20041129~20180125

KIOST 34 8,082 20031123~20180125

MEDS 22 2,151 20080712~20180124

NMDIS 6 415 20100510~20140714

CSIRO 12 2,316 20081127~20180123

INCOIS 4 582 20110121~20161108

IFREMER 1 34 20150731~20160617

합계 1,182 200,939

표 3.1.2.3. Argo 자료 수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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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 Argo 수직프로파일 자료 위치

(2) WOD 자료

미국 NCEI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Information)로 통합되기 이전의 

미국 NODC (National Oceanographic Data Center)는 IODE 자료센터 네트워크에

서 해양분야 세계자료센터 (World Data Center : Oceanography)를 담당하면서, 전 

세계에서 관측되는 해양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 관리하여 왔다. NODC에서는 전 

세계에서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여 1990년대부터 WOD (World Ocean Database)와 

WOA (World Ocean Atlas) 형태로 관측자료와 격자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가장 최

근에 발표한 자료세트는 WOD 2013과 WOA 2013이며 NCEI 웹사이트에서 제공하

고 있다. 

서태평양 해역 수직 프로파일 자료 수집을 위해, 최신 버전인 WOD 2013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한반도 해역의 자료를 추출한 후에 각 관측방법에 따른 폴더에 저장

하여 FTP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그림 3.1.2.3). 또한, NCEI에서는 새롭게 수집되는 

자료를 3개월 단위로 업데이트 하고 있는데, 새로운 자료를 즉시 다운로드하기 위

하여, 1개월 단위로 신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새로운 자료가 있는 경우 

다운로드 받아서 월별로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WOD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 중에 

북서태평양 해역의 자료는 약 170만 건으로 자료 종류별 건수는 표 3.1.2.4와 같으

며, 분포도는 그림 3.1.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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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3. World Ocean Database 자료 공유를 위한 FTP 폴더

구분 수집자료수 비고

OSD 687,450 Ocean Station Data

CTD 144,625
High Resolution 

CTD/XCTD

XBT 309,114 Expendable BT

MBT 339,147 Mechanical BT

PFL 116,887 Profiling Floats

DRB 1,623 Drifting Buoys

MRB 73,347 Moored Buoys

SUR 674 Surface-Only

GLD 7,617 Glider data

합계 1,680,484

표 3.1.2.4. World Ocean Database에서 수집한 자료의 수

그림 3.1.2.4. 수집한 WOD 자료의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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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TSPP 자료

미국 NCEI에서 운영하는 GTSPP (Global Temperature and Salinity Profile 

Programme)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실시간 유통되는 수온염분 프로파일자료를 수집

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전 세계 기상청간의 네트워크인 GTS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BATHY, TRACKOB, TESAC도 포함되어 있다. GTSPP에서 배포하고 있는 해양자료

를 매주 수집하고 서태평양 해역 자료를 추출하여 관리하고 있다. 2015년 12월 27

일에 자료 수집을 시작하였으며, 2017년 말까지 총 7만 3천여 건의 자료를 수집하

였다. 수집한 자료의 분포도는 그림 3.1.2.5와 같으며, KOOS FTP에 업로드 하여 타 

연구자들과 공유하고 있다(그림 3.1.2.6). 

그림 3.1.2.5. 수집한 GTSPP 자료의 분포도

그림 3.1.2.6. GTSPP 수온염분 프로파일 자료 공유를 위한 FTP 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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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립수산과학원 정선관측자료 자료

국립수산과학원은 2개월마다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정선관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관측자료를 준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ASCII 형태로 가공된 정선

관측자료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으며, 2012년 8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7,377건

의 수직프로파일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자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FTP를 이용

해 공유하고 있다. 

그림 3.1.2.7. 국립산과학원 정선관측자료 공유를 위한 FTP 폴더

(5) IQUAM 표층수온관측자료 수집

미국 STAR (Satellite Applications and Research)에서는 전지구 해양표층 수온자

료 품질 모니터링을 위해 IQUAM (in situ SST quality monitoring)을 운영하고 있

다. 선박, 표층 뜰개, 계류부이, 고정정점 등에서 측정되는 실시간 자료를 수집하고 

중복테스트, SST Gradient 테스트 등의 품질관리를 수행한 후 인공위성 자료와 비

교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수집한 자료를 월간 자료 형태로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자료동화시스템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 세계 표층 수온자료를 IQUAM에서 수집한 

후 서태평양 자료를 추출하여 공유하고 있다. 수집한 자료의 분포는 그림 3.1.2.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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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8. IQUAM 표층 수온자료 분포도

(6) NCDC OI SST 자료

자료동화에 필요한 인공위성 자료 수집을 위해, 1단계 사업의 시작 초기에는 

AVHRR SST와 AMSR-E SST를 동시에 수집하였으나, 2011년 10월 3일부터 AMSR-E 

SST 자료 제공이 중단됨에 따라 그 이후에는 AVHRR only OI SST를 수집하고 있

다. NCDC에서 배포하는 전지구 SST의 NetCDF 파일을 1주일 주기로 수집하고 있

고 있으며, 수집한 전지구 자료로 부터 서태평양 해역 자료만을 추출한 후 NetCDF 

파일로 저장하고 그림파일을 생성하여 FTP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그림 3.1.2.9).

그림 3.1.2.9. NCDC　OI SST 자료 공유를 위한 FTP 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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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VISO SSH 자료

AVISO (Archiving, Validation and Interpretation of Satellite Oceanographic Data)

에서는 Topex/Poseidon, Jason-1, ERS-1, ERS-2, EnviSat, Doris의 해면고도자료를 

보정 후 한 달 지연된 준실시간으로 해면고도 (SSH) 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AVISO

에서는 전 지구적으로 격자화한 자료와 위성트랙별 자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한 

후 FTP, LAS (Live Access Server)를 통해 전 세계 과학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해양자료동화를 위해 AVISO 자료 중에서 Sea Level Anomaly 자료와 Absolute 

Dynamic Topography 자료를 주기적으로 수집, 관리하고 있다. 수집한 원시자료는 

NetCDF 형식의 전지구 자료이며, 서태평양 해역 자료만을 추출한 후 NetCDF 파일

로 저장하여 연구참여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집한 원본자료와 서

태평양 해역의 자료를 저장하는 폴더를 FTP에 생성하여 공유하고 있다(그림 3.1.2.10). 

그림 3.1.2.10. AVISO SSH 자료 공유를 위한 FTP 폴더

(8) 기상청 자료 

기상청에서는 해양연구 및 해양예보모델 개발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자동 배포하

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통합기상모델자료, 해양부

이자료, AWS 자료, 지상관측자료를 제공받고 있다. 기상청 자료를 수신하기 위한 

전용 서버와 FTP 사이트를 개설하였으며(그림 3.1.2.11), 1분 ~ 3시간 간격으로 자료

들이 자동으로 수신된다. 모델자료는 Glib 파일 형식, AWS 자료는 엑셀 형식, 기타 

자료는 ASCII 형식의 파일로 제공되고 있으며(표 3.1.2.5), 모델자료의 경우에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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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사이즈가 방대하여 파일 전체를 다운로드 받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사용자들이 서버 접속하여 원하는 자료만을 직접 추출할 수 있도록 ssh 접속을 허

용하고 있다.

그림 3.1.2.11. 기상청 수신자료 제공용 FTP 사이트

구분 파일명

고해상도

전구UM

등압면 g512_v070_ergl_pres_h(000~252).yyyymmddhh.gb2

단일면 g512_v070_ergl_unis_h(000~252).yyyymmddhh.gb2

고해상도

지역UM

등압면 r120_v070_erea_pres_h(000~072).yyyymmddhh.gb2

단일면 r120_v070_erea_unis_h(000~072).yyyymmddhh.gb2

AWS

1분 AWS_MIN_yyyymmddhhmi

1시간 AWS_1HR_yyyymmddhhmi

부이관측자료 VBKO60_yyyymmddhhmi지점번호

국내지상시간자료 SHKO60_yyyymmddhhmi

표 3.1.2.5. 기상청 수신자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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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집 자료의 품질관리 

자료동화를 위해 수집한 수온염분 프로파일 자료와 인공위성 SST 자료에 대한 품

질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우선, 잘못된 자료나 의심되는 자료에 대한 표식인 QC 

Flag는 국제해양자료정보교환체계(IODE)에서 채택한 국제표준을 도입하였다(표 3.1.2.6). 

수온염분자료의 품질관리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GTSPP, Argo, IOOS QARTOD의 

품질관리기준들을 수집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각 품질관리 테스트들을 비교하면 표 

3.1.2.7과 같다. 이중에서 가장 최근에 작성된 QARTOD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

할 품질관리 테스트들을 구성하였으며(표 3.1.2.8), 품질관리기준을 수집한 자료에 실

제로 적용하기 위해 C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프로그램을 수집자료 (WOD, 

Argo)에 적용한 예는 그림 3.1.2.12와 같다.

Flag 평가 설명

1 Good (양호) 해당 QC 테스트 통과

2
Not evaluated, not available or 

unknown (미평가)

QC 테스트 미수행 
또는 QC 정보 없음

3  Questionable/suspect (의심)
경미한 QC 테스트 미통과,

재검검이 필요한 자료

4 Bad (불량) 중요한 QC 테스트 미통과

9 Missing data (결측) 자료 없음

표 3.1.2.6. IODE의 QC Flag 표준 

QARTOD  GTSPP Argo 

필수

1) Time/Gap Test ○ ○ 

2) Syntax Test ✕ △ 

3) Location Test ○  ○ 

4) Gross Range Test ○  ○  

5) Climatological Test ○ ✕
추천

6) Spike Test ○  ○  

7) Rate of Change Test ○  ○  

8) Flat Line Test ○ ○  

제안

9) Multi-Variate Test ✕ ✕
10) Attenuated Signal Test ○ △ 

11) Neighbor Test ✕ ✕
12) TS Curve/Space Test ✕ ✕
13) Density Inversion Test ○  ○  

표 3.1.2.7. QARTOD, GTSPP, Argo에서 제시한 QC 테스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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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종류 QC 기준 Flag

1 Time Test 

year < 1900 or year > 2015

mon < 1 or mon > 12  

day < 1 or day > 31 

hour < 0 or hour > 23 

min < 0 or min > 59

4

2 Location test 
Lat < 0 or Lat > 65

Lon < 95 or Lon > 175
4

3 Single depth test nD(수심수) = 1 4

4 Stuck value test nV(동일자료수) ≧ nT(전체수층수) 4

5 Pressure increasing test Pn – Pn-1 ≦ 0 3

6 Gross Range test

Pressure : -5 ~ 12000 dbar

Temperature : -2.5 ~ 40.0  ̊C
Salinity : 2 ~ 41.0 psu

4

7 Spike test 

Tv = |v2-(v3+v1)/2| - 

|(v3-v1)/2|

Temperature : 

  ✓Tv > 6.0  ̊C, 500 db 미만
  ✓Tv > 2.0  ̊C, 500 db 이상

Salinity :

  ✓Tv > 0.9 psu, 500 db 미만
  ✓Tv > 0.3 psu, 500 db 이상

3

8 Gradient test 

◦Tv = |v2-(v3+v1)/2| 

Temperature :

  ✓Tv > 9.0  ̊C, 500 db 미만
  ✓Tv > 3.0  ̊C, 500 db 이상

Salinity : 

  ✓Tv > 1.5 psu, 500 db 미만
  ✓Tv > 0.5 psu, 500 db 이상

3

9 Digit rollover test
|Tn – Tn-1| > 10  ̊C
|Sn – Sn-1| > 5 psu

3

10 Flat line test nV(동일자료수) ≧ 5 3

11 Density inversion test σn-1 ≧ σn 3

표 3.1.2.8. 수온/염분자료의 QC 테스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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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2. 수온염분 자료의 QC 프로그램 및 적용파일의 예

전 세계적으로 여러 종류의 인공위성 SST 자료들이 유통되고 있으며, 위성자료의 

품질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NOAA에서는 해양표층수온

(SST)의 품질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IQUAM (in situ SST Quality Monitor)와 

SQUAM (SST Quality Monitor)를 개발, 운영하고 있다. IQUAM에서는 전지구 표

층 수온자료에 수집하여 Duplicate Removal, Geolocation Check, Travel speed 

Check, SST gradient Check, Reference SST Check, Cross-platform Check를 수행하

고 통계 값을 제공하고 있다. SQUAM에서는 위성 SST자료의 일관성과 타 위성자

료의 일치성을 점검하기 위해 두 자료 간의 Anomaly를 계산하고 비교한다. 전 지

구의 Anomaly에 대한 Robust Statistics 분석을 통해 중간값과 RSD (Robust 

Standard Deviation)를 계산하고 장기적 변화를 모니터링한다. 본 연구에서 수집하

는 북서태평양 NCDC OI SST (Reynolds SST)를 관측자료 및 타 위성자료 (OSTIA 

SST)와 비교하여 자료품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SQUAM의 방법을 이용하여 현장 관측자료와 비교한 예와 OSTIA SST와 비교한 예

는 그림 3.1.2.13과 같다. Robust Statistic로 분석한 예는 그림 3.1.2.14와 같다.  



운용해양(해양예보) 시스템 연구(2단계)

82❙

그림 3.1.2.13. 인공위성 SST 품질모니터링 : (좌)관측자료 비교, (우)다른 위성자료 비교

그림 3.1.2.14. 인공위성 SST Anomaly의 히스토그램 및 시계열 그래프

다. 해양자료의 자료동화 자동 연계

서태평양 해역 해양물리자료 수집에서는 기존 자료를 수집한 후 개별 파일형태로 

정리하여 FTP에 수록하면, 이용자들이 필요한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운용 목적의 해양예보를 위해서는 자료동화시스템을 주기적으로 가동

하여 예보정보를 생산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해양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해

양모델과 자동 연계할 필요가 있다. 해양순환모델의 자료동화에 가장 많이 사용되

는 Argo, GTSPP, 인공위성 SST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동화시스템에 바로 입력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는 자동연계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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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go 자료의 경우, 한 개의 파일 안에 R모드 자료, A모드 자료, D모드 자료가 혼

재하고 각 자료별 QC 정보가 별도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하여야 한다. 

Argo 자료 수집 프로그램은 우선 GDAC FTP에서 최근 7일간의 자료를 수집하여, 

북서태평양 자료만을 추출하도록 하였다. 선택된 자료 중에서 D모드 자료가 있는 

경우는 D모드 자료를 사용하고, 아니면 A모드, R모드 순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수집한 자료에 대한 시간, 위치 검증을 통해 중복자료를 제거하였으며, 원시자료에 

포함된 QC 정보도 같이 추출하였다. 또한, 자체적으로 8종류의 QC를 적용하고 기

존 QC 정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QC Flag로 6을 부여하여 기존 QC 정보와 구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추출한 최종 자료는 한 개의 NetCDF 파일(예: Argo_NWP_ 

20170207_20170213.nc)에 저장하여 KOOS FTP에 수록하도록 하였다. Argo 자료의 

처리 절차는 그림 3.1.2.15의 왼쪽과 같으며, 수집한 자료의 NetCDF 포맷은 오른쪽

과 같다. 

그림 3.1.2.15. 실시간 Argo 자료 처리절차 및 모델연계용 자료포맷

GTSPP 자료의 실시간 수집, 처리절차는 기본적으로 Argo 자료와 동일하다. 

GTSPP는 여러 경로를 통해 실시간 자료를 수집하는 만큼, 수집 자료에 중복자료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의 처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우선, GTSPP FTP 사이트의 

최근 실시간자료를 수집한 후에 metadata와 관측자료를 추출하고 metadata에 포함

된 profile ID, 시간,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중복자료를 제거한다. 이 중에서 북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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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해역 자료를 추출한 후 8가지 QC 테스트를 수행하고 의심가는 자료에는 QC 

Flag로 6을 부여한다. 최종 자료는 자료 기간을 내포하는 NetCDF 파일(예: 

GTSPP_NWP_20170207_20170213.nc)에 저장하여 KOOS FTP에 수록하도록 하였다. 

GTSPP 자료의 처리 절차는 그림 3.1.2.16의 왼쪽과 같으며, 수집한 자료의 NetCDF 

포맷은 그림 3.1.2.16의 오른쪽과 같다. 

그림 3.1.2.16. 실시간 GTSPP 자료 처리절차 및 모델연계용 자료포맷

해양순환모델에서 인공위성 SST 자료로 NCDC OI SST 자료와 OSTIA SST 자료

를 많이 사용하므로, 두 위성자료를 한 개의 파일에 수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

다. 우선, NCDC와 OSTIA에서 일별 SST 자료를 다운로드 한 후, 파일에 포함된 여

러 변수 중에서 격자별 SST와 에러값을 추출한다. 북서태평양 해역의 자료를 추출

한 후에 통계처리를 통해 평균, 표준편차, Robust Median, Robust 표준편차를 구한다. 

이렇게 정리한 최종 자료는 날짜를 내포한 NetCDF 파일(SST_NWP_20170308.nc)에 

저장하여 KOOS FTP에 수록하도록 하였다. SST 자료의 처리 절차는 그림 3.1.2.17

의 왼쪽과 같으며, 수집한 자료의 NetCDF 포맷은 오른쪽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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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7. 인공위성 SST 자료 처리절차 및 모델연계용 자료포맷

3. 위성 SST 생산 및 서비스 시스템 개선

가. 위성자료 해수면 온도 생산/서비스 시스템 개선 및 검증

위성자료 해수면 온도 생산/서비스 시스템 구성도는 그림 3.1.3.1과 같다. 전일 10

시 ~ 당일 새벽 5시 까지 수집된 위성자료를 이용하여 매일 아침 6시 30분에 해수

면 온도 자료를 생산하는 Real Time (RT) 모드와 재처리 과정을 포함하여 3일 전의 

해수면 온도 자료를 생산하는 Delay Mode (DM) 모드로 구성되어 있다. RT 모드 

자료는 공군, 연구자 등 별도 신청자에 한해 E-mail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본 연

구기간 중, 생산되는 해수면 온도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선과 검증 작업이 

수행되었으며, 해수면 생산 체계의 효율성과 안정성 향상을 위해 시스템을 목적에 

따라 분리하여 사용하였다. 활용성 증대를 위해 해수면 온도 생산 공간영역을 확장

하였고, 정확성 검증을 통해 최적의 생산 간격을 설정하였다. 또한 음영구역 감소와 

고해상도 수온 자료 생산을 위해 신규 위성자료를 도입하였으며, 한반도 주변 부이

자료와의 검증 과정을 통해 온도차의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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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 위성자료 해수면 온도 생산/서비스 시스템 구성도

(1) 시스템 서버 재구성 및 구성현황

(가) 시스템 서버 재구성

처리 속도 향상과 품질 관리 위한 추가적 기능 수행을 위해 시스템을 수신, 전처

리, 생산(연산), 저장 및 서비스 서버로 나누어 재구성하였다. 추가된 외부 입력자료 

전처리를 위해 신규 서버 1대를 구축하였으며, 신규 위성자료 처리에 필요한 모듈

을 추가 구입하였다. 각 서버의 연동은 shell script 기반으로 구축되었으며, 외부 입

력 전처리 과정은 상용 프로그램인 TeraSCAN과 MATLAB 언어를 사용하여 재구성

하였다. 합성 SST 및 품질 정보 생산에 필요한 연산 모듈은 C++ 기반으로 추가 개

발하였다.

(나) 시스템 서버 구성 현황

해수면 온도 생산/서비스 시스템의 입력자료는 대부분 외부 기관 수신 및 생산 

자료를 이용하며, 고해상도 인공위성(VIIRS, MODIS, AVHRR)은 KOOS SST를 생산

하는 핵심 입력 자료이다. 따라서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 고해상도 인공위성 자료

를 수신하는 외부 서버를 이원화하였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연구센터

(KIOST KOSC)와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KMA NMSC)에서 직수신 하는 자료를 

FTP 서버를 통해 자동으로 수신하는 모듈을 개발하였다. 특히 NMSC에서 직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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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VIIRS 자료의 경우 원본자료(pass data)를 수신하여 처리함으로서 SST 자료 

이외의 다양한 2차 생산 해양자료(Cloud, NDVI, Sea Ice 등)를 확보하였다. 총 4개

의 서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 서비스 및 재생산 과정의 경우 한국해양과학기술

원 운용해양예보연구센터에서 제공하는 Open Lab의 서버를 일부 사용하였다. 시스

템 서버 구성 현황도는 그림 3.1.3.2와 같다.

그림 3.1.3.2. 위성자료 해수면 온도 생산/서비스 시스템 현황도

(2) 해수면 온도 생산 체계 재설정

타 해양/기상 모델의 입력자료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확대된 해수면 온도 생산 

영역을 구축하였다. 시범 운용을 위하여 DM 모드에 적용하였으며, 확대 생산된 해

수면 온도 생성 결과는 그림 3.1.3.3과 같다.

그림 3.1.3.3. 원 DM 모드 SST 영역(좌)와 확대된 SST 영역(우) 생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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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면 온도 자료 생산의 최적 시간 간격을 설정하기 위해, 2013년 1월부터 12월

까지 이어도 과학기지 수온 관측자료와 DM 모드 SST 자료를 비교하였다. 8시간 간

격으로 생산된 자료와 일평균 생산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일평균 생산 방식을 설정

하였으며, RMSE는 0.75 ℃를 나타내었다. 이어도종합해양과학기지 관측 온도와의 

전체, 월별 비교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3.1.3.4).

그림 3.1.3.4. 2013년도 이어도종합해양과학기지 관측수온과 시간 간격별 KOOS  

             SST 자료 비교 결과(좌)와 월별 RMSE 결과(우) (Yang et al., 2015)

재설정된 SST 생산 결과의 객관적인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제 SST 자료와

의 상대 품질을 비교하였다. JPL GHRSST와 공간적 분포 분석을 통해 상대적 품질

을 비교하였으며, OSTIA (Operational Sea Surface Temperature and Sea Ice Analysis), 

NOAA OISST 자료를 이용해 통계적 오차값을 계산하였다. 통계적 오차값에 대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서술하였다. 그림 3.1.3.5는 KOOS SST와 JPL GHRSST

와 공간적 SST 변화도를 나타낸다. KOOS SST는 GHRSST와 비교하여 높은 공간 

해상도를 제공하기 때문에 보다 상세한 해류 흐름을 표현할 수 있으며, 특히 동해 

북부해역에서 동한난류의 경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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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5. 2013년 3월 30일 KOOS SST 영상(좌)와 JPL GHRSST 

  영상(우)의 평균 경사도 (Yang et al., 2015)

(3) 인공위성 수온 입력자료 (신규위성 추가)

해수면 온도 생산/서비스 시스템은 현재 총 6개 센서(운영 종료 센서 1개 미포함)

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위성 수온자료는 센서의 종류에 따라 크게 적외선

(Infrared)과 마이크로웨이브(Microwave) 영역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적외선 센서는 

MODIS, AVHRR, VIIRS, MI 총 4개의 센서 자료를 수신하고 있으며(MTSAT-2 

Imager 자료는 2015년 11월 30일에 수신 종료), 마이크로웨이브 센서는 AMSR2, 

WindSAT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본 시스템에 사용되는 센서 정보는 표 3.1.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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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or/Satellite
Spatial 

Resolution

Temporal 

Resolution
Sensor Type Orbit

MODIS/Terra, 

Aqua
1 km Twice per day Infrared Polar

AVHRR/NOAA

-16,18,19
1 km Twice per day Infrared Polar

VIIRS/S-NPP 0.75 km
Twice or Three 

times per day
Infrared Polar

MI/COMS 4 km every 15 min Infrared Geostationary

MTSAT-2 

Imager/MTSAT-2
5 km

every 1 hour

(~2015.11.30.)
Infrared Geostationary

AMSR2/GCOM-

WI
50 km Twice per day Microwave Polar

WindSAT 25 km Twice per day Microwave Polar

표 3.1.3.1. 인공위성 수온 입력자료 정보

그림 3.1.3.6. NPP 위성자료 자동 수신, 처리, 입력 모듈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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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기간 동안 적외선 센서 1개 (VIIRS, NPP), 마이크로웨이브 센서 1개 

(AMSR2, GCOM-WI)의 자료가 추가되었으며, NPP 자료를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위

해 기상청에서 직수신하는 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송받는 모듈을 개발하였다. FTP 서

버를 활용하였으며, 원본자료를 수신하여 TeraSCAN NPP module을 이용하여 

level2의 SST 자료를 자동으로 생산하는 모듈을 구축하였다. 생산된 SST 자료는 

resampling, composite의 과정을 통해 KOOS SST 생산 시스템에 입력되도록 구현

하였다. NPP 위성자료 자동 수신, 처리, 입력 모듈 흐름도는 그림 3.1.3.6과 같다.

NPP위성 자료는 750 m의 높은 해상도 자료를 생산한다. 2016년 1월 ~ 2017년 12

월 NPP SST 자료와 KMA 부이 관측 온도를 이용하여 정확성을 분석하였다 (그림 

3.1.3.7). 17개 부이 일평균 수온을 이용하였으며, 위성 또는 부이 관측온도가 존재하

지 않는 지점은 제외하였다. 또한 위성과 부이의 온도차이가 ± 3℃ 이상인 경우 이

상 값으로 간주하여 제외하였다. 비교 결과 NPP SST 자료는 고해상도 수온을 나타

내기 때문에 동해안의 수온 경계 및 해류의 흐름이 뚜렷하게 관측되었으나, 부이 

수온과 RMSE 1.48 ℃의 비교적 높은 오차를 보였으며, 특히 약 30도 이상의 온도

에서 과소추정(underestimate)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3.1.3.7. 2018년 1월 1일 NPP 위성 SST(좌). 한반도 주변 부이 수온자료와 

정확성 비교 결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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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R2 위성자료는 하루에 2번 50 km 해상도의 전지구 해수면 온도 자료를 생

성한다. 비록 해상도는 매우 낮지만 구름의 영향을 받지 않아 적외센서 음영구역에 

수온 자료를 취득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JAXA)의 FTP 서버를 통해 위성자료를 자동으로 수신하는 모

듈을 개발하였다. KOOS SST 생산 시스템에 입력하기 위해 interpolation 등의 자동 

전처리 모듈을 개발하였으며, 외해 지역 SST에 수온 분포가 변함을 확인하였다. 

AMSR2 SST 자료 입력 전‧후 비교 결과는 그림 3.1.3.8과 같다.

그림 3.1.3.8. AMSR2 SST자료 입력 전 KOOS SST(좌)와 입력 후 KOOS SST(우)

(4) 한반도 주변 KOOS SST 검증

개선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KOOS SST 자료를 재생산 하

였다. 단, 재생산 과정에서 NPP 자료는 제외되었다. 아래 그림은 2014, 2015, 2016

년 5월 12일과 7월 15일의 재생산 결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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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9. 2014년, 2015년, 2016년 5월 12일 KOOS SST DM version 4 영상

그림 3.1.3.10. 2014년, 2015년, 2016년 7월 15일 KOOS SST DM version 4 영상

(가) 한반도 주변 부이 관측 수온

한반도 주변 KOOS SST 검증을 위해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해양관측부이 표층수

온 자료를 이용하였다. 기상청은 관측 목적에 따라 17개의 기상관측부이, 52개의 파

고관측부이를 운영하고 있다. 파고관측부이의 경우 해안선에서 18 km 거리 이내에 

위치해 있으며, 약 0.2 ~ 0.3 m 수심에서 수온을 관측하도록 설계되었다. 기상관측 

부이의 경우 상대적으로 외해에 위치해 있으며, 약 0.1 ~ 0.4 m 수심에서 수온을 

관측하도록 설계되었다. 기상청 부이 위치는 그림 3.1.3.11에 표시하였으며, 기상청 

부이에는 관측소별 지점 번호가 지정되어있다. 지정번호, 이름, 위치, 수온관측센서 

설치 깊이는 표 3.1.3.2에 제시되어 있으며, 그림 3.1.3.11에는 기상관측부이에 대한 

지점 번호만을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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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1. 기상청 기상/파고 관측 부이 위치도. ▲: 기상 관측 부이. 

           □: 파고 관측 부이(노랑: 서해, 초록: 남해, 파랑: 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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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No. Name Latitude Longitude Sensor Depth

22101 Deokjeok 37.2361 126.0189 -0.2m

22102 Chilphal 34.7933 125.7769 -0.2m

22103 Geomun 34.0014 127.5014 -0.2m

22104 Geoje 34.7667 128.9000 -0.2m

22105 Donghae 37.4806 129.9500 -0.2m

22106 Pohang 36.3500 129.7833 -0.4m

22107 Mara 33.0833 126.0333 -0.4m

22108 Oeyeon 36.2500 125.7500 -0.2m

21229 Ulleung 37.4556 131.1144 -0.4m

22183 Shinan 34.7333 126.2417 -0.2m

22184 Chooja 33.7936 126.1411 -0.1m

22185 Incheon 37.0917 125.4289 -0.2m

22186 Buan 35.6586 125.8139 -0.2m

22187 Seoguipo 33.1281 127.0228 -0.4m

22188 Tongyeong 34.3917 128.2250 -0.2m

22189 Ulsan 35.3453 129.8414 -0.4m

22190 Uljin 36.9069 129.8744 -0.4m

표 3.1.3.2. 기상청 기상관측 부이 정보 (회색영역: 2014~2016년 관측자료 있음)

Location No. Name Latitude Longitude Sensor Depth

22441 Dokdo 37.2372 131.8694 -0.3m

22442 Hyeolam 37.5414 130.8542 -0.3m

22443 Guam 37.4789 130.8044 -0.3m

22444 Sinjindo 36.6068 126.1261 -0.3m

22445 Sapsido 36.3700 126.3350 -0.3m

22446 Maldo 35.8559 126.3126 -0.3m

22447 Yokdo 34.6928 126.0556 -0.3m

22448 Hanapdeokdo 34.7667 126.2078 -0.3m

22449 Jindo 34.4425 126.0569 -0.3m

22450 Dumido 34.7444 128.1750 -0.3m

22451 Yeongok 37.8674 128.8856 -0.3m

22452 Jukbyeon 37.1041 129.3893 -0.3m

22453 Guryongpo 35.9978 129.5861 -0.3m

표 3.1.3.3. 기상청 파고관측 부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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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No. Name Latitude Longitude Sensor Depth

22454 Jangan 35.2958 129.2883 -0.3m

22455 Haegeumgang 34.7358 128.6908 -0.3m

22456 Cheongsando 34.1381 126.7442 -0.3m

22457 Jejuhang 33.5253 126.4939 -0.3m

22458 Jungmon 33.2254 126.3931 -0.3m

22459 Bukhang 35.0950 129.1283 -0.3m

22460 Namhang 35.0224 128.9561 -0.3m

22461 Ijakdo 37.1551 126.2007 -0.3m

22462 Anmado 35.3477 126.0142 -0.3m

22464 Ulreungeup 37.4714 130.9003 -0.3m

22465 Hupo 36.7192 129.4881 -0.3m

22466 Geumodo 34.5667 127.7767 -0.3m

22467 Hansando 34.7022 128.4961 -0.3m

22468 Chujado 33.9731 126.2783 -0.3m

22469 Udo 33.5222 126.9667 -0.3m

22470 Pungdo 37.1167 126.3750 -0.3m

22471 Tosung 38.2773 128.5757 -0.3m

22472 Jawaldo 37.3044 126.1581 -0.3m

22473 Seocheon 36.1669 126.3328 -0.3m

22474 Gunsan 35.8881 126.4256 -0.3m

22475 Yeonggwang 35.4358 126.1764 -0.3m

22476 Gapado 33.1626 126.2639 -0.3m

22477 Nohwado 34.2417 126.4917 -0.3m

22478 Goheung 34.3753 127.1786 -0.3m

22479 Samcheok 37.4017 129.2292 -0.3m

22481 Maenggolsudo 34.1234 125.5630 -0.3m

22483 Ganjeolgot 35.3670 129.3750 -0.3m

22484 Jamdo 35.0580 128.6810 -0.3m

22485 Somaemuldo 34.6210 128.5380 -0.3m

22486 Hyeopjae 33.4005 126.2091 -0.3m

22487 Chensuman 36.4672 126.4394 -0.3m

22488 Anmyeondo 36.5369 126.2981 -0.3m

22489 Daechimado 35.0175 126.0319 -0.3m

22490 Wolpo 36.2169 129.4017 -0.3m

22491 Gimnyeong 33.5817 126.7636 -0.3m

22492 Biando 35.7404 126.3523 -0.3m

22493 Jaeun 34.9192 125.8681 -0.3m

22494 Nakwol 35.2006 126.2103 -0.3m

22495 Sinsan 33.3778 126.9058 -0.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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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이 관측 수온 QC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관측 자료가 존재하는 기상관측부이 8개 지점의 시계열 

수온 관측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시계열 수온 관측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다. 겨울

부터 봄에 수온이 낮아지고 여름에서 가을까지 상승하는 주기성을 잘 나타내고 있

으며, 지점별로 변화폭은 상이하였다. 서해 지역의 덕적도, 외연도 부이의 경우 겨

울부터 봄에 수온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큰 경향을 보였다. 모든 관측소에서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이상값이 관측되었고, 이를 보정하기 위한 QC 과정을 수행하였다.

그림 3.1.3.12. 2014-2016년 기상관측 부이 8개 지점(덕적도, 외연도, 거문도, 거제도, 

마라도, 동해, 포항, 울릉) 수온 관측자료 시계열 그래프

QC는 후처리 기능만을 고려하였으며, 최소 5일전 자료가 있는 경우에 QC가 가능

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검증단계에서 사용하는 부이 수온 자료는 일평균 자료이

지만 QC 과정은 1시간 간격 자료에 적용하였다. QC 알고리즘 설계도는 그림 

3.1.3.13과 같다. 총 4단계의 필터링 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단계에서 결정된 

Quality 정보는 Flag 형태(1: 정상, 0: Error)로 별도 생성된다. ‘Min-Max Filtering’은 

그림 3.1.3.12의 시계열 그래프를 참고하여 2 ~ 36℃를 한반도 주변 수온의 정상적

인 범위로 간주하였다. ‘Diurnal Filtering’은 일변화의 오차가 포함된 일평균 자료를 

제거하기 위해서 일편차가 9℃ 이하인 자료만을 사용하도록 설계되었다. 수온의 급

격한 변화 오차(Spike error)를 보정하기 위하여 표준편차를 이용한 통계분석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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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고, 일정 횟수 이상 관측자료가 존재하는 날의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Number 

Filterin’ 과정을 실시하였다.

그림 3.1.3.13. 부이 관측온도 QC 알고리즘 설계도

부이 관측수온의 QC 전/후 자료를 비교하기 위해서, 시계열 그래프에서 가장 큰 

오차가 나타났었던 2015년도 마라도 관측자료에 대한 QC 결과를 분석하였다. 2015

년 10월에 급격한 수온 상승 현상이 관측되었으며, 이 기간에 대한 QC 전/후 결과 

비교 그래프는 아래와 같다. QC 전 1시간 간격 자료에서는 Spike 형태의 급격한 

수온 변화가 관측(하늘색)되었으며, QC 후 이상값은 모두 제거된 것을 확인하였다

(보라색). 또한 QC 후 자료를 이용하여 일평균 값을 산출하고 이를 KOOS SST와 

비교한 결과 오차가 줄어든 것을 확인하였다.



제3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99

그림 3.1.3.14. 마라도 관측소 부이 QC 전/후 결과 비교 그래프(2015.09.23.~11.20.)

해당 QC 알고리즘을 2014~2016년 8개 지점 관측소 자료에 모두 적용하였으며, 

QC 후 평균 89.17% 자료를 확보하였다. 지점별 QC 후 제거율 및 확보율 표는 아

래와 같다.

지점번호 Before No. After No. Flagged 제거율 확보율

22101 25104 23341 1763 7.02 92.98

22103 25153 23115 2038 8.10 91.90

22104 25136 22401 2735 10.88 89.12

22105 24556 21566 2990 12.18 87.82

22106 25155 21515 3640 14.47 85.53

22107 22596 19618 2978 13.18 86.82

22108 24277 21784 2493 10.27 89.73

21229 25147 22496 2651 10.54 89.46

표 3.1.3.4. 부이 관측수온 QC 후 제거율 및 확보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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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상 관측부이 수온과 KOOS SST 비교 및 검증 (Open water)

2014부터 2016년까지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 관측부이 수온과 부이 위치의 

KOOS SST 자료의 비교 및 검증을 실시하였다. 기상청의 기상 관측부이는 상대적

으로 외해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KOOS SST의 외해 지역 검증 자료로 활용하

였다. 이 중 2014년부터 2016년 자료가 존재하는 8개 관측부이 수온을 사용하였다. 

서해, 남해, 동해 해역별 관측부이 수온 비교 결과는 아래 그림, 표와 같으며, 해역

별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RMSE 0.74℃). 

그림 3.1.3.15. 2014-2016년 기상관측 부이 8개 지점(덕적도, 외연도, 거문도, 거제도,  

            마라도, 동해, 포항, 울릉) 수온 관측자료와 KOOS SST 비교 그래프

Number of 

match-ups

Correlation 

Coefficient
Bias (°C) RMSE (°C)

Yellow 2034 0.995 -0.12 0.72

South 2914 0.986 -0.12 0.79

East 2899 0.990 -0.19 0.71

average 2616 0.990 -0.14 0.74

표 3.1.3.5. 2014-2016년 기상관측 부이 수온 관측자료와 KOOS SST 비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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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6년까지 KOOS SST와 기상 관측 부이의 시계열 패턴을 분석하였다. 해

역별 특성을 함께 분석하기 위해 서해, 남해, 동해의 부이를 1지점씩 선택하였다. 

그림 3.1.3.16에는 동해(동해), 거제도(남해), 덕적도(서해) 기상부이의 관측온도가 제

시되어 있다. 2014년에서부터 2016년까지 수온은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서해는 점진적으로 증가되나 동해와 남해의 경우 2016년에 2015년 최고 수

온에 비해 4 ℃가 증가하는 이상 고온 현상을 나타내었다. 이상 고온 현상에 대해

서는 다음 장에서 SST anomaly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3.1.3.16. 2014~2016년 KOOS SST과 현장 부이자료와의 시계열 패턴

월별 KOOS SST 자료와 기상관측 부이 수온 비교결과를 분석한 결과 7, 8월과 11

월에 RMSE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특히 2015년 1월의 RMSE는 1.158 ℃로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거제 부이의 관측 이상값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거제 부이를 

제외한 지점에서는 평균 약 0.508 ℃의 낮은 RMSE 값을 나타내었다. 월별 비교 결

과는 그림 3.1.3.17과 표 3.1.3.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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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7. 2014년, 2015년, 2016년 월별 KOOS SST의 RMSE

           Year  

Month     
2014 2015 2016

Jan 0.745 1.158* 0.655

Feb 0.850 0.567 0.786

Mar 0.643 0.568 0.771

Apr 0.631 0.575 0.566

May 0.739 0.636 0.672

Jun 0.640 0.700 0.753

July 0.930 0.811 0.788

Aug 0.835 0.782 0.900

Sep 0.542 0.465 0.692

Oct 0.866 0.748 0.598

Nov 0.916 0.713 0.996

Dec 0.731 0.548 0.670

표 3.1.3.6. 2014년, 2015년, 2016년 월별 KOOS SST의 RMSE (단위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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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관측 부이에 비해 2014년 거문, 2015년 거제, 2016년 서귀포 비교 결과에서

는 비교적 큰 오차가 발생하였다. 2014-2016년 관측소별 KOOS SST 비교 결과와 이

상값 발생 기간의 시계열 그래프는 아래 그림과 같다. 이상값 발생의 정확한 원인 

규명은 어렵지만, 관측 센서 또는 인위적 주변 환경 변화(선박 충돌, 센서 주변 어

업 등)에 의한 오류로 추정된다.

그림 3.1.3.18. 2014년, 2015년, 2016년 KOOS SST와 기상청 부이 현장 자료와의 

1:1 대응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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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파랑관측부이 수온과 KOOS SST 비교 및 검증 (Coastal water)

2015~2016년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파랑 관측부이 수온과 부이 위치의 KOOS SST 

자료의 비교 및 검증을 실시하였다. 기상청의 파랑 관측부이는 연안으로부터 18 

km 이내 지역에 설치되었으므로, KOOS SST의 연안 지역 검증 자료로 활용하였으

며, 모든 파랑부이 관측자료가 존재하는 2015년~2016년 기간의 관측부이 수온을 사

용하였다. 연도별 관측부이 수온 비교 결과는 그림 3.1.3.19와 같다. 비교 결과 외해 

지역에 비해 큰 오차가 발생하였으며, 2015년에는 RMSE 1.83℃, 2016년에는 RMSE 

1.51℃를 나타내었다.

그림 3.1.3.19. 2015-2016년 파랑관측 부이 52개 지점 수온 관측자료와 KOOS SST 

비교 그래프

한반도 주변 서해, 남해, 동해 연안해역의 오차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2015~2016년 전체 기간의 자료를 3개 해역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해역별로 서

해 20개, 남해 19개, 동해 13개의 부이 관측소가 분포하였으며, 비교 결과는 그림 

3.1.3.20과 같다. 상관관계 및 RMSE는 모든 해역에서 유사한 값을 나타냈으나, Bias

의 경우 서해에서 유독 큰 음의 값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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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20. 해역별 연안해역의 파랑관측 부이와 KOOS SST 비교 결과

연안해역은 다양한 환경요소들의 영향에 의해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부이 

관측수온에 비해 위성 SST 온도가 낮게 나오는 원인은 해무, 탁도 등 다양하다. 그 

중 해무는 구름과 같이 적외선 영역의 파장에서 산란과 흡수 등에 의해 실제 온도

보다 낮은 값을 산출하는 주요 원인이다. 해무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서해 

지역의 기상부이에서 관측한 기온과 수온의 차이와 음의 Bias의 값을 비교하였다 

(그림 3.1.3.21). 수온에 비해 기온이 높은 조건은 해무가 발생하기 좋은 기상 조건이

다. 기온과 수온의 차가 양의 값을 나타내는 구간에서는 대부분의 KOOS SST 온도

가 부이에 비해 낮은 값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해무의 탐지

를 통한 위성 SST의 마스킹 작업이 어려운 경우 간접적인 요소를 이용한 보정 및 

마스킹 기법의 연구가 필요하다.

그림 3.1.3.1 1 2. 덕적도 부이의 기온-KOOS SST 및 KOOS SST-부이관측수온 시계열 

그래프 (좌). 기온-SST의 값이 양의 값을 보이는 관측일의 KOOS SST-

부이관측수온 비교 결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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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해역의 계절적 오차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지점별로 비교 결과를 월별로 

표시하였다. 진도(22449)와 맹골수도(22481) 부이 관측온도 비교 결과 계절별로 오차 

특성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두 지점의 부이 관측온도 비교 결과는 그림 3.1.3.22에 

제시되어 있으며, 여름철에는 KOOS SST가 부이 관측온도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반면, 겨울철에는 낮게 나타나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그림 3.1.3.22. 진도(22449)와 맹골수도(22481) 부이 관측온도와 KOOS SST의 비교 결과

여름철에는 상대적으로 강한 일사량에 의해 표층수온의 변화는 뚜렷한 일변화 양

상을 나타낸다. 이런 경우 Skin depth 온도와 Bulk depth 온도는 크게는 수 ℃의 

오차를 나타낸다. 이러한 오차는 바람이 강할 경우 (일반적으로 약 6 m/s 이상) 표

층수의 혼합에 의해 줄어들지만, 바람이 약할 경우 검증 결과 오차의 주요 원인이 

된다. 바람과 오차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진도와 맹골수도에서 가장 가까

운 칠발도(22102) 기상관측 부이의 바람 자료를 사용하였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그림 3.1.3.23과 같다. 풍속이 약한 영역 (4 m/s 이하)에서는 KOOS SST와 부이 관

측온도의 차이가 양의 값을 나타내는 반면, 풍속이 상대적으로 강한 영역 (6 m/s 

이상)에서는 음의 값을 나타낸다. 따라서 연안해역의 경우 풍속의 영향을 고려한 위

성 SST의 보정 기법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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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23. 칠발도의 풍속과 진도 위성-부이 비교(좌), 맹골수로 위성-부이 비교(우) 

결과 그림

나. 해수면 온도 생산체계의 실시간 품질 관리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GHRSST, OSTIA, OISST 등의 합성 해수면 온도 자료는 

품질정보를 같이 제공함으로서, 생산된 해수면 온도의 객관적인 정확성을 공유하고 

사용자 중심의 활용성 증대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도 통계적 오차, SST anomaly 

(SSTA)를 실시간으로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일변화, 해빙 등에 의

한 오차 포함 여부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하였다.

(1) 해수면 온도자료의 Error정보 생산 및 자동화 구현

(가) 기 해수면 온도 생산 시스템의 OI 알고리즘의 에러 정보 제공 사례 분석

Optimal Interpolation (O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생산되는 해수면 온도 알고리즘

은 자료 획득 및 동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러 정보인 표준오차정보를 아래 표와 같

이 제공하고 있다 (표 3.1.3.7). 우선, NOAA OISST 시스템에서는 자료 획득 시 발

생하는 random & sampling오차와 기준 기후 SST자료와의 편차 정보를 융합하여 

오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종 위성자료를 사용하는 OSTIA SST의 경우 보다 

단순한 Analysis Quality (AQ)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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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 NOAA (Reynolds et al., 2007) OSTIA (Donlon et al., 2012)

Reducing 
of diurnal 

effect
No

Using wind speed more than 
6m/s during daytime

Bias 
correction

- Reference data

 : NOAA CPC SST data 
1971~2000 climatology

- Using EOT data of SST anomaly 
data  

  (2º grid, 15 days)

- Providing SST anomaly value 

- Reference data

 : Metop-A AVHRR-3 SST, buoy 
data

- Bias is difference between 
Metop-A AVHRR-3 corrected 
and each satellite (<25km,12h)

- Providing of SSES bias/std 
value

Error of 
each pixel

- Providing of Estimated error 
standard deviation of analysed 
SST

- The combination of random, 
sampling, and bias error

  
 




  

  
  



   


  

  



  






- Providing of analysis error 
value

- Simple Analysis Quality (AQ) 
method

    
      

 

- Background error covariance 
matrix using 3-year integration 
of FOAM(Forecasting Ocean 
Assimilation Model)

표 3.1.3.7. 기존 해수면 온도 시스템의 품질 관리 알고리즘

(나) 기준 기후 해수면 온도자료를 이용한 해수면 온도오차 표준편차 정보 제공 방법

본 연구에서는 NOAA OISST 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오차 추정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다종 위성 해수면 온도자료를 동화하는 본 해수면 온도 시스템에 맞춰 개

발하였으며, 그 두 시스템 간의 비교는 표 3.1.3.8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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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A OISST(AVHRR-only-V2) KIOST SST

        

: Analyzed deviation from the 

prediction
      

: Observed deviation     

: Weight, determined so as to 

minimize the estimated analysis error


  



    
     


  



    

    exp




  


 




  


     exp  exp




 







 

- Reynolds et al., 1994


    

  



   

- Reynolds et al., 2007


  

  
  



   


  : analysis increment variance    

      for 1985-2005

- Reynolds et al., 2007


  

    exp  


  : analysis increment variance    

      for 1985-2005


  

  



  







  



  




 ,


 : individual satellite bias variance,

: Usage rate of individual satellite

표 3.1.3.8. KOOS 해수면 온도 시스템의 에러 추정 알고리즘

또한 정확한 오차 표준편차를 제공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고해상도이며, 

현재 OSTIA 시스템에서 기준 기후 SST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AVHRR Pathfinder 

SST자료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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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수면 온도자료의 error정보 결과

그림 3.1.3.24는 2014년 3월 25일과 10월 4일 해수면 온도영상에 대한 random 

and sampling error와 bias error을 보여주고 있다. Random and sampling error는 

0.2℃이하의 작은 오차 표준편차를 나타내며, bias error는 0.4 ℃이하의 값을 나타

냈다. 이는 다종위성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관측 횟수가 증가하면서 sampling error가 

감소하였으나, 위성간의 차이와 연구 지역의 기후 SST와 실제 SST자료와의 차이가 

커지며 bias error는 상대적으로 큰 표준편차를 나타내었다.

Climatology AVHRR Pathfinder SST NOAA CPC SST data

Period of 

data used
1982~2008 1971~2000/ 1981~2010

Provided 

period
Daily, Monthly Daily, Monthly

Spatial 

resolution
0.04º 2º

Provider 
NOAA National Oceanographic 

Data Center (NODC)

NOAA Climate Prediction Center 

(CPC)

OI SST 

system used 

this data

OSTIA

 (Generation background SST 

data)

NOAA OISST

(Bias correction and estimation of 

error std.)

Usage in this 

study

Bias correction &error std. 

estimation
Not used (low resolution)

표 3.1.3.9. Climatology SST자료의 종류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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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24. 2014년 3월 25일 KOOS SST의 random and sampling 오차 표준

편차(a, 평균값: 0.19 °C), bias 오차 표준편차 (b, 평균값: 0.36 °C), 

2014년 10월 4일 KOOS SST의 random and sampling 오차 표준

편차(c, 평균값: 0.12 °C), bias 오차 표준편차 (d, 평균값: 0.41 °C)

본 알고리즘의 검증을 위해 KOOS 해수면 온도자료와 기존 NOAA OISST와 

OSTIA SST 자료를 비교하였으며, 위의 두 오차 표준편차를 조합한 전체 오차 표준

편차자료를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는 표 3.1.3.10, 그림 3.1.3.25와 같다. 세 해수면 

온도자료의 공간적 분포는 매우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보다 공간해상도가 좋은 

KOOS 해수면 온도가 보다 상세한 해수면 온도 분포 패턴을 나타내었다. 오차 표준 

편차값은 OSTIA SST가 상대적으로 약간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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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et KOOS OISST OSTIA

Average of SST

March 25, 2014 9.96 10.52 10.76

October 4, 2014 22.22 22.30 22.46

Average of analysis 

error std.

March 25, 2014 0.42 0.32 0.52

October 4, 2014 0.43 0.18 0.36

표 3.1.3.10. 2014년 3월 25일, 10월 4일 KOOS SST, OISST, OSTIA SST의 통계치와 

오차 표준편차 의 통계치 (°C)

그림 3.1.3.25. 2014년 3월 25일 KOOS SST (a), OISST (b), OSTIA SST (c) 영상과 

KOOS SST (d), OISST (e), OSTIA SST (f)의 오차 표준편차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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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26. 2014년 10월 4일 KOOS SST (a), OISST (b), OSTIA SST (c) 영상과 

KOOS SST (d), OISST (e), OSTIA SST (f)의 오차 표준편차영상

(2) 해수면 온도자료 anomaly 자료 생산 및 자동화 구현

이상 수온 (SST anomalies, SSTA) 정보는 일별 SST자료와 시계열 SST를 평균한 

평년 SST자료와의 차이값을 의미한다. 본 시스템에서는 국제적인 GHRSST에서 SSTA 

산출에 사용되는 평년 해수면온도 (NOAA Climatology SST, 1982년~2008년, 4km)

를 동일하게 사용하며, 이를 1 km로 리샘플링 한 후 사용한다. 1 km JPL-Ourocean 

SST product를 이용해 평년 해수면온도자료를 제작할 수도 있으나 2008년 9월 1일

부터 자료가 있어, 시계열 평년 해수면온도자료로 생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아래 

수식을 통해 SST anomaly (SSTA)자료를 자동으로 생산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생산된 SSTA 자료는 binary로 저장되며, 이는 SST자료와 함께 NetCDF의 2번째 

레이어로 변환되어 제공되며, 그림 파일(.jpg)로도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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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별 KOOS SST anomalies 자료 시범 생산 및 분석

2015년 11월～2016년 1월까지 KIOST SST DM 모드 자료를 사용하였다. 위의 수

식을 이용하여 SSTA를 산출하였으며, 2015년 11월에는 KOOS SSTA가 양수를 보였

다. 산출된 결과의 시계열 패턴은 그림 3.1.3.27과 같다. 2015년 12월 중순부터 수심 

10 m 이하에서는 SSTA가 음수값을 나타내었는데, 이의 원인 규명을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국제 SST자료와 같이 평년 SST와의 비교 분석자료인 일별 SSTA 

정보가 제공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그림 3.1.3.27. 2015년 11월~2016년 1월동안 수심 10 m 기준 내외 영역별 

일별 KOOS SSTA의 시계열 패턴

그림 3.1.3.28. 2015년 12월 20일, 2016년 1월 14일 KOOS SSTA의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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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동 생산된 SST Anomaly 자료와 2016년 이상고온 현상 분석

2014년 1월 ~ 2016년 12월 일별 KOOS SST anomalies (SSTA) 자료 분석하였다. 

2016년 이상고온 현상 시 양식장 피해가 발생되는 남해(거제, 통영, 여수 등), 서산, 

서제주 양식장 지역을 비롯한 총 13지점을 대상으로 SSTA 시계열 패턴 분석하였

다. 비교를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공되는 현장 수온자료와 비교하였다. 거제

도, 여수 지역 등 남해안 양식장에서는 해마다 5월에 고온 이상 현상이 나타나며, 

2016년은 8월에 가장 높은 4 ˚C의 이상 수온이 관측되었다. 완도, 서산 지역 등 서

해안 양식장에서는 해마다 1월에서 6월까지 고온 이상 현상이 나타났으며 특히 

2014, 2015년 4-5월, 2016년의 8월은 가장 큰 4 ˚C 이상의 이상고온 현상이 관측되

었다. 서제주 지역의 양식장에서는 다른 해역의 양식장과 다르게 2014년 봄에 약한 

고수온이 관측되었고, 2016년 8월에 가장 높은 이상 수온이 관측되었다.

그림 3.1.3.29. 2016년 8월 16일 KOOS SSTA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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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수면 온도 품질관리를 위한 실시간 해빙정보 생산체계 구축 연구

(가) 기 제공되는 각종 해빙 자료 수집

KOOS 연구지역을 대상으로 기 제공되는 각종 해빙 자료 수집 방법을 조사하였

으며, KOOS 영역 중 실제 해빙이 분포하는 영역 설정하였다 (36°～41°N, 117.5°～

127°E 영역 대상, 공간해상도 : 0.0625°). 해당 영역의 해빙 밀도 정보 제공이 가능

한 위성 자료 현황을 조사한 결과, 유럽 Eumetsat O&SI SAF, 일본 JAXA, 유럽 

MyOcean 해빙 정보 제공 시스템을 대상으로 제공 파일 활용 가능 여부를 분석 하

였다. Metop-A의 해빙 밀도 정보를 수집 (2015년 6월 25일～현재,  총 331개)하였으

며, 유럽 Eumetsat O&SI SAF FTP 서버를 통해 GRB, HDF 파일 정보 수집하였다. 

GCOM-W1 위성 AMSR2 해빙 밀도 정보를 수집 (2015년 06월 11일～현재, 총 732

개)하였으며, 일본 JAXA FTP 서버를 통해 He5 파일 정보 수집하였다. 또한 프랑스 

Mercator 전구 해빙 예측 (해빙 밀도, 해빙 두께) 자료 (2015년 12월 12일～현재, 총 

2880개)와 유럽 MyOcean 자료제공 시스템을 통해 NetCDF 파일 정보 수집 하였으

며, 분석결과 일평균 자료 생성이 가능하였다.

그림 3.1.3.30. 황해 해빙 발생지역에 대한 해빙 밀도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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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해상도 SST에 맞는 다종 SIC 활용 방안 설계

KOOS SST의 고해상도(1km)에 맞게 다종 SIC 자료를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에 대

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아래의 표는 국제적 SIC 자료 활용 알고리즘 현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월 평균 1 km MODIS sea ice days ratio 자료와 10km AMSR2 SIC 자

료의 합성 기법을 통한 1 km SIC 자료 생산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겨울철 생산

된 SIC 합성 자료와 KOOS SST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GHRSST OSTIA OISST

Condition
0.15<SIC<0.9

(if SIC >0.9, then SST = -1.8˚C)

0.15<SIC<0.9

(if SIC >0.9, then SST = -1.8˚C)

Estimating 

method

Quadratic fit

  ×    ×   

· 현장자료 및 위성자료를 이용한 

해빙 밀도와 SST와의 관계식 산출
· 계수는 월별, 위치별로 정의

Linear fit

  ×   

· Quadratic fit모델이 SIC가 낮을 

때 정확도가 떨어져서 선형모
델을 적용
· 계수는 월별, 위치별로 정의

표 3.1.3.11. 국제적 GHRSST의 해빙 결측 문제 해결 알고리즘

(a) (b)

(c)

그림 3.1.3.31. 보하이해 해빙 발생지역에 대한 2015년 12월 27일 (a) 10 km AMSR2 

SIC, (b) 1 km MODIS SIE(적색:해빙지역), (c) 1 km KOOS SST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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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테스트는 1 km 해상도의 KOOS SST 생산 자료의 해빙 지역에 대한 해수면온

도 추정 기법을 제공하기 위함이며, 다중 인공위성 자료를 이용해 1 km의 해빙 밀

도 정보를 제작하였다. 이를 위해 10 km AMSR2 해빙 밀도 (sea ice concentration, 

SIC)와 1 km MODIS 해빙 경계(sea ice extent, SIE)를 합성하였다.

구름의 영향을 받는 MODIS 해빙 경계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10일 자료를 합성해

서 구름의 영향을 최소화한 자료 활용하였으며, 두 자료를 합성한 1 km SIC자료는 

기존 10 km AMSR2 SIC자료에 비해 지역별 보다 상세한 SIC자료를 제공함을 확인

하였다. 

그림 3.1.3.32. 2015년 12월 27일 10 km AMSR2 SIC(좌)와 1 km 

AMSR2와 MODIS 합성 SIC영상

10 km AMSR2 영상에서 관측되는 해빙지역에서 KOOS SST는 0 ˚C 이하의 수온을 

보이나, 1 km MODIS 영상에서 관측되는 해빙지역에서는 영상의 수온이 나타났다. 

따라서, 해빙지역에 대한 정확한 SST를 추정하기 위해 고해상도(1 km 이상) 합성된 

SIC를 고려한 SST 추정 결과가 최종 합성 SST 결과물에 적용되야 한다.

그림 3.1.3.33. 2015년 12월 27일 1 km 합성된 SIC와 SST 등고선과의 중첩영상(좌)와 

MODIS SIE와 SST 등고선과의 중첩영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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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수면 온도 품질향상을 위한 Diurnal warming effect 감소 알고리즘 개발

해수면 온도의 Diurnal warming effect는 수온이 급격히 증가하는 여름 동안 해

수면에서의 온도 (skin/subskin SST)와 수심 1 m에서 측정되는 현장 부이자료(bulk 

SST)와의 차이 발생을 의미한다. 특히, 태양광이 증가하고, 풍속이 감소하는 기후에

서는 이 두 층의 수온 차이는 커지는데 이를 diurnal warming effect라 한다. 최대 

diurnal warming effect로 인해 3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 Diurnal effect 감소 알고리즘 설계

OSTIA에서는 diurnal effect를 줄이기 위해 풍속 6 m/s 이상의 자료만을 사용한

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OSTIA 시스템과 달리, 지역적 

특성을 반영 필요하기 때문에 WRF (v3.7)모델의 풍속 공간분포(3 m/s, 4 m/s, 5 

m/s, 6 m/s를 대상)자료를 이용하여 diurnal effect 필터링 할 수 있는 최적의 임계

치를 결정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Diurnal effect 필터링에 활용 할 수 있는 바람자

료의 종류는 아래의 표와 같다.

Items WRF D01 WRF D02 UM

Variables Wind (10 m AGL), atmospheric pressure of sea level

File format NetCDF, GFS

Model WRF v3.7 UM (KMA)

Resolution
20 km

(217 by 217)

4 km

(360 by 360)

X:~60km, Y:~30km

X:~20km Y:~10km 

(491 by 419)

Prediction time 0~72 h (1h interval) ?

Latitude 13.8735 ~ 52.0420 29.6949 ~ 42.9608 12.2170 ~ 61.1406

Longitude 95.0028 ~ 155.2722 116.4960 ~ 133.9160 78.1714 ~ 173.8286

Size 39.6 MB 109 MB 60.4 MB

Path(KOOS server) /data/koos/WEBGIS//data/koos/WEBGIS/ /data/koos/UM/

Service time KST 06:35 KST 6:37~6:47

표 3.1.3.12. Diurnal effect 감소 알고리즘에 사용할 수 있는 바람 자료 종류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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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Diurnal effect 감소 알고리즘 개발

여름철 해수면 온도의 표면온도가 갑자기 증가하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 4개의 풍

속 임계치를 위성 해수면 온도에 적용하여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 8월

에 획득된 다종 위성 해수면 온도자료를 대상으로 풍속 3 m/s, 4 m/s, 5 m/s, 6 

m/s 임계치 이상의 화소만을 사용하는 필터링 과정 적용 후 일평균 해수면온도를 

제작하였다. 필터링된 일평균 해수면온도와 8지점의 기상청 부이 수온 자료와의 

RMSE를 산출하였으며, 필터링 전 자료와의 정확성을 비교하였다. 각 풍속 조건별 

정확성 비교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다. 원 자료가 0.8 ℃ RMSE 값을 나타냈으나, 

풍속자료기반 필터링 후 일별 해수면온도는 0.7 ℃이하의 RMSE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풍속 임계치에 따라 RMSE값의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3.1.3.34. 2014년 8월 KOOS SST와 현장 부이 수온자료와의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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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임계값을 결정하기 위해 RMSE 외에 필터링 후 위성별 가용할 수 있는 화

소수 비율을 비교하였다. 아래 그림과 같이 6 m/s 풍속 임계치를 사용할 경우 50% 

이하의 화소만을 사용할 수 있어 해수면온도 합성에 필요한 많은 정보를 손실하게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5 m/s 임계치를 사용하도록 설정하였다.

그림 3.1.3.35. 풍속 임계치 (3, 4, 5, and 6 m/s)에 따른 개별 위성자료의 사용비율

(다) Diurnal effect 감소 알고리즘 적용 결과

5 m/s 이상의 위성 해수면 온도만을 사용해 자료 동화 후 생산된 일별 해수면온

도는 원 일별 해수면 온도자료에 비해 8월 동안 해수면온도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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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36. 2014년 8월 diurnal warming effect 감소 기법 적용 전과 적용 후 

시계열 수온 패턴

제 2 절 실시간 해양예측시스템 고도화

1. 북서태평양 해양순환 예측시스템

가. MOM5 

(1) 해양순환모델 구축 

(가) 수치모델 및 자료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개발한 “고해상도 북서태평양 해양순환 예측 시스템” 의 

명칭은 KOOS OPEM (Ocean Predictability Experiment for Marine environment, 

이하 OPEM)으로 선정하였다. KOOS OPEM은 지난 2014년 GFDL에서 배포한 

MOM5 수치모형을 기반으로 하며, 해양 자료동화 시스템과 예측 모델 모두 MOM5

를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연구 영역은 98.9 ~ 170°E, 5.0 ~ 63.0°N이다. 수평격자체

계는 Arakawa-B grid이고, 초기모델의 수평 해상도는 1/10°로 구성하였다. 하지만, 

수치모델의 예측 성능 향상을 위해서 수평해상도는 1/24°로 재구성하였다. 연직격

자체계는 zstar coordinate이며, 수직해상도는 51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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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모델에서 사용한 주요 scheme은 다음과 같다. 연직 혼합(Vertical mixing)과 

관련된 scheme은 KPP scheme을 사용하였고, 물질의 이류(advection)와 관련된 

scheme은 MDFL scheme을 적용하였다. 또한 유체의 점성 및 수평 마찰계수에 관

한 해를 산출하는 horizontal friction scheme은 Smagorinsky scheme (Biharmonic 

operator)을 적용하였다. 연안 및 주요 해류의 예측 성능 향상을 위해서 모델의 해

저지형자료를 개선하였고, 하천으로부터 유입되는 담수를 반영하였다. 그 외에도 조

석혼합에 대한 모수화를 적용하였다.

모델에 사용된 주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표 3.2.1.1). 개방경계조건은 MYOCEAN 

daily data를 이용하였으며, 해면경계조건은 ECMWF data 및 KMA UM Global 

data를 이용하였다. 연구 영역 내 30여 개의 주요 하천에서 유입되는 담수를 수치모

델에 반영하기 위해서 RiVDIS data를 이용하였고, 조석 혼합 모수화를 위해서 

TPXO 7.0를 이용하였다. 

사용자료

해면 경계 조건 ECMWF data & KMA global UM data

개방 경계 조건 MYOCEAN daily data

담수 유출 관측 자료 RiVDIS data

지형 개선 자료 GEBCO + Korbathy (1/120°)

조석 혼합 모수화 TPXO 7.0 (TOPEX/POSEIDON inverse Model)

표 3.2.1.1. KOOS OPEM에 사용된 모델 초기 자료

(2) 해양 자료동화 시스템 구축 

(가) 해양 자료동화 시스템 소개  

북서태평양 순환모델에 현업예보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양자료동화 적용이 

필수적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자체적인 기술력을 통해 자료동화 시스템을 

수립하였다 (Kim et al, 2015). 해양 자료동화 시스템의 정식 명칭은 DASK (Data 

Assimilation System of KIOST)이다. 해당 자료동화 시스템은 비교적 계산 성능이 

좋은 Ensemble Optimal Interpolation을 적용하였다 (그림 3.2.1.1). EnOI기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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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KF, 4D-Var 등 다른 자료동화기법에 비해 투자 전산자원 대비 효율이 기법으로 

알려져 있다 (Evensen, 2003 ; Oke et al., 2007). 이는 Ensemble Kalman Filter와 이

론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앙상블 모델을 구동하지 않고 과거 시뮬레이션 결과로부터 

앙상블을 뽑아오기 때문에 계산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다만 실시간  

배경오차공분산을 고려하기 어렵고 계절적인 변동만을 고려할 수 있다. 

자료동화 입력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SST는 NOAA OISST (1/10°) 및  

GHRSSTlevel 4 OSTIA Global Foundation SST Analysis Data (0.054°)를 이용하였

다. 수온 및 염분의 프로파일 관측자료는 Argo data, GTSPP data 그리고 국립수산

과학원 준실시간 관측자료(KODC data)를 이용하였다. 자료동화 주기는 SST는 1일

/1회, 수온/염분 프로파일은 7일/1회이다 (표 3.2.1.2). 

그림 3.2.1.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 자료동화 시스템(DASK)의 수식 및 모식도 

자료동화 변수 입력 자료

SST

(1일/1회)

NOAA OISST V2 data (1/12°)

GHRSST Level 4 OSTIA Global Foundation 

SST Analysis data (0.054°)

수온, 염분 프로파일 
(1일/1회)

GTSPP profile data,

Argo data profile,

국립수산과학원 준실시간 해양관측 자료 (수온)

표 3.2.1.2. 자료동화 변수별 입력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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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메모리 최적화 작업 

북서태평양 해양순환모델의 수평해상도를 1/10°에서 1/24°로 증가함에 따라 전산

자원에서 메모리(RAM)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그림 3.2.1.2). 이처럼 메모리(RAM)

가 부족한 경우에는 하드 디스크의 일부를 스왑 메모리(Swap memory)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계산 시간이 종전보다 10배 이상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

게 된다. 이는 한정된 시간에 결과물을 산출해야만 하는 예보/예측 모델 운용에 있

어 치명적인 결함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선결해야만 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총 2단계에 걸친 메모리 최적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 최적화 1단계 : 메모리 동적할당 (Memory Dynamic Allocation)을 통해, 불필요

한 메모리 사용을 최소화

- 최적화 2단계 : 수치모델에서 계산하는 변수의 순서를 고려하여 메모리 할당 방

식 개편

우선 최적화 1단계에서는 메모리 동적 할당(Memory Dynamic Allocation)을 적용

하였다. 이는 실제 계산에 필요한 변수에만 메모리를 할당하고, 계산이 종료된 변수

는 메모리를 시스템으로 반납해 메모리 사용량을 크게 절감하였다. 자료동화 시에

는 관측점을 기준으로 실제로 계산되는 영역에 한정해서 메모리를 할당하였다. 최

적화 2단계에서는 모델 상에서 계산되는 변수의 순서를 고려해서 메모리 할당 시에 

우선순위를 주었다. 

그림 3.2.1.2. 메모리 최적화 전/후의 메모리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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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는 메모리 최적화 전/후의 메모리 사용량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파란색은 RAM 메모리 사용량이고, 보라색은 SWAP 메모리 사용량이다. 보라색 

SWAP 메모리의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수치모델의 적분 속도 역시 증가한다. 최적화 

이전에는 수치모델 수행에 필요한 메모리가 물리적인 메모리(RAM)의 2배 가량 상

회함에 따라 SWAP 메모리를 사용하였으나, 총 2차례에 걸친 메모리 최적화 작업을 

진행한 후 최종적으로 최적화 전에 비해 메모리 요구량을 66% 가량 절감하였다. 

(3) 수치모델 예측성능 고도화

(가) 수치모델 수평 해상도 향상 

그림 3.2.1.3은 AVISO 관측자료 및 저해상도(1/10°) 북서태평양 해양순환모델의 

SSH variance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는 사업 1차년도에 구축된 저해상도(1/10°) 

시스템을 활용하여 27년 간 장기적분 재분석자료(198501 ~ 201212)를 생성하였다. 

하지만 관측과 비교하였을 때, 저해상도(1/10°)의 에디 변동성은 현저히 낮게 나

타났다 (그림 3.2.1.3). 이처럼, 저해상도(1/10°)에서는 북서태평양 해역에서 발생하는 

주요 에디를 모의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보다 세밀한 에디를 

모의하기 위해서는 수평 해상도를 향상할 필요가 있었다. 2차년도에 수평 해상도 

1/24°의 수치모델을 수립하였다. 

그림 3.2.1.3. AVISO 자료(좌) 및 저해상도(1/10°) 북서태평양 해양순환모델(우)의 

SSH variance (1993-2011 평균)  

그림 3.2.1.4는 2012년 1월의 100 m 수심에서의 수온 및 유속 분포이며, 북서태평

양의 주요 순환류에 대한 모의 결과는 저해상도(1/10°)에 비해서 고해상도(1/24°)에

서 상당 부분 개선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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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온·고염의 쿠로시오 해류와 저온·저염의 오야시

오 해류가 혼합하는 해역은 38 ~ 40°N, 140°E 인근 해역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현존하는 많은 해양 순환 수치모델에서 이러한 쿠로시오-오야시오 해류의 혼합 해

역이 실제 관측 및 연구 결과보다 북쪽에 형성되는 Kuroshio overshooting 현상이 

발생하는 한계가 있다. 고해상도(1/24°) 결과 및 저해상도 결과(1/10°)를 비교한 결

과, 고해상도 (1/24°) 자료에서 이러한 Kuroshio overshooting 문제가 상당부분 개

선되었으며, 경도 135°E 부근에서 관측되는 Kuroshio recirculation 현상도 뚜렷하게 

모의되었다 (그림 3.2.1.4). 또한 고해상도(1/24°) 자료에서 북서태평양 해역에서 발

생하는 에디가 보다 상세하게 모의되었다. 

뿐만 아니라, 동해의 동한난류 등 주요 순환류의 모의 결과에서도 잘 나타난다. 

동한 난류는 대한해협을 통해서 유입되어 동해안 연안을 따라 북진하다가 38°N  

부근에서 동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 동해안 주요 분지지형을 따라 사행

을 하다가 쓰가루 해협 또는 소야 해협을 통해 북서태평양으로 유출된다. 수치모델

에서는 고해상도(1/24°)의 결과 위도 38°N 부근에서 동한난류 분기점이 형성되어 동진하

였으며, 저해상도(1/12°) 결과에서는 북한한류가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고해상도 

(1/24°)에서는 위도 40°N 부근까지 남하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3.2.1.4). 

그림 3.2.1.4. 저해상도(1/10°, 상) 및 고해상도(1/24°, 하)의 북서태평양(좌) 

및 동해(우) 대한 수심 100m의 수온 및 uv벡터장 분포 

(2012년 1월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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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치모델 Dynamics 변경 

먼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ADCP 장비를 이용해 관측한 자료를 이용하여 해

양순환 수치모델을 평가하였다. 사용한 관측 자료(KIOST-ADCP data)의 정보는 다

음과 같다.

 - 관측지점 : 25.8832°N, 125.2114°E

 - 관측기간 : 2016년 6월 1일 ~ 2017년 5월 31일 (1년)

KOOS_OLD 재분석 자료(그림 3.2.1.5)를 살펴보면 관측자료(그림 3.2.1.6)나 HYCOM 

(그림 3.2.1.8)에 비해 현저히 유속이 느린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

해서 물질의 수평 혼합 및 유체의 점성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치모델의 세부 

설정을 Laplacian 모델에서 Biharmonic 모델로 변경하였다. 그 결과, 해당 해역에서

의 유속이 예전 수치모델에 비해서 관측과 유사하게 모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1.7). 

그림 3.2.1.5. KIOST_OLD 재분석 자료 (Laplacian 모델)

그림 3.2.1.6. KIOST ADCP(Obs) 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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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7. KOOS OPEM 재분석 자료 (Biharmonic 모델) 

그림 3.2.1.8. HYCOM 재분석자료 유속  

(다) 수치모델 해저 지형 수정 

MOM 수치모델의 격자 파일을 생성할 때 해저지형 파일도 함께 생성된다. 하지

만 수치모델 해저지형 파일은 우리나라, 일본, 필리핀 등 복잡한 연안 지형을 잘 반

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모델의 해저지형은 실제 해저지형과 괴리가 있다. 예로 대한

해협의 경우에는 전처리 과정에서 생성된 지형자료의 최대 수심은 170 m 가량 되

지만, 원시 지형자료(GEBCO)는 210 m으로 약 40 m이상 얕다 (그림 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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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9. 북서태평양 해양순환 예측모델 지형자료 수정 전(좌) 및 수정 후(우)의 

대한해협 해저 지형 (채색 : 모델 지형자료, 실선 : 원시지형(GEBCO) 자료)  

쓰가루 해협의 경우에도 모델 지형자료가 원시 지형자료(GEBCO)에 비해 최대 수

심이 30 m 이상 얕아서 동해에서 태평양으로 유출되는 해수의 흐름을 모의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림 3.2.1.10). 이는 결과적으로 모델의 예보 정확도와 직결되기 때문

에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수평해상도 1/120°의 GEBCO 지형자료를 기반으로 

자체 지형자료를 생성하였다.

그림 3.2.1.10. 북서태평양 해양순환 예측모델 지형자료 수정 전(좌) 및 수정 후(우)의 

일본 쓰가루 해협 해저지형 (채색 : 모델 지형자료, 실선 : 원시지형

(GEBCO) 자료)  

하지만, 원시 지형자료(GEBCO)를 모델에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

에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자체적인 모델 지형자료를 생성하였다 (그림 3.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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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에서는 원시 지형자료(GEBCO)에서 북서태평양 해양 순환모델의 도메인에 

맞춰 추출한 후, 이를 수평해상도(1/24°)에 맞게 내삽한다. 2단계에서는 내륙의 하천 

및 호수 등 고립지형을 제거하고 실제 해안선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수정을 한다. 3

단계에서는 모델의 연직 격자체계에 맞게 수심값을 수정한다. 4단계에서는 해저의 

고립지형을 제거한다. 이는 2×2보다 작은 격자로 구성된 지형에서는 모델이 변수를 

제대로 산출되지 못하고 수행이 멈추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5단계

에서 모델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경계면의 최외각 4칸을 동일한 값으로 수정하였다.

그림 3.2.1.11. OPEM의 해저 지형 파일 생성과정  

초기의 북서태평양 해양순환 모델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대한해협 수송량을 비

교하였으나, 수송량이 관측에 비해서 현저히 낮았다. 이러한 문제점은 수치모델의 

dynamics 및 해협의 수심이 낮아서 발생한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시 해

저지형 자료(GAPCO)와 수정 전의 수치모형 해저지형을 차이를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전반적으로 남해상의 수심이 실제 지형에 비해 20 ~ 30 m 가량 얕았으며, 특

히 쓰시마 섬의 동해안 및 북단 그리고 대한해협 동수로의 경우에는 실제 지형보다 

100 m 이상 얕게 나타났다 (그림 3.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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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2. 원시지형자료(GAPCO)와 수정 전의 해양순환모델 

지형자료의 수심 차이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수치모델의 세부 설정을 변경하여 물질의 수평 혼합을 증

진시키는 한편, 동해의 주요 순환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한 해협 및 쓰가루, 그

리고 소야 해협 등 주요 영역에 대하여 실제 해저 지형과 유사하게 수정하였다. 

KOOS OPEM의 신규 해저 지형 자료는 2015년 8월로 적용하였으며, 2015년 재분석

자료(녹색 파선)에서 이러한 보정효과가 나타난다 (그림 3.2.1.13).  

그림 3.2.1.13. 지형자료 보정 전/후의 대한해협 수송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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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담수유출 자료 적용 

고해상도 해양순환 예측모델의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서 양쯔강, 황하, 메콩강, 한

강 등 총 30개의 하천으로부터 유입되는 담수 유출 관측자료를 모델에 반영하였다 

(그림 3.2.1.14). 이에 사용된 자료는 지점 관측 자료인 RiVDIS data를 사용하였다. 

그림 3.2.1.14. 담수 유출 관측자료(RiVDIS)를 적용한 하천  

담수 유출 관측자료 적용에 따른 효과는 아래와 같다 (그림 3.2.1.15). 담수 유출 

관측자료 적용 전의 양쯔강 하구에서 염분은 38.0 psu 가량이었으나, 적용 후에는 

중국 동해안 연안을 따라 담수의 영향으로 염분이 크게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2.1.15. 담수유출 적용 전(좌)과 후(우)의 염분분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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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자료동화 입력자료 검토

실시간 예측모델의 특성상 초기자료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관측자료를 이용해야만 하며, 프로파일 입력자료의 경우에는 Argo data 뿐만 아니

라 GTSPP real-time data를 활용하였다.

다음은 2016년 4월의 KOOS OPEM 재분석자료 생성에 활용한 프로파일 자료 분

포이다 (그림 3.2.1.16). Argo 자료의 경우에는 관측기구에 따라서 CTD, XBT, 프로

파일 자료 등 구분된다. 자료의 분포를 살펴보면 GTSPP data의 관측점은 2,707개, 

Argo data의 관측점은 2,236개로 GTSPP data의 관측점이 Argo data보다 다소 많

다. 하지만 Argo data는 동중국해의 관측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나, GTSPP에서는 누

락되었다. 또한 GTSPP data 및 Argo data는 서해에서의 관측자료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한반도 주변해역의 예측정확도 향상을 위해서 국립수산과학원 준실시

간 관측 자료(KODC data)를 활용하였다. 

이처럼 양질의 재분석자료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관측자료

를 수집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료의 종류에 따라서 자료를 처리하고 

품질관리(QC) 등 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관련 세부작업들을 수행하였다.

그림 3.2.1.16. 2016년 4월의 해양 관측자료 분포도 (적색 : Argo & KODC data, 

청색 : GTSPP real-tim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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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시간 예측자료 생성 

(가) 북서태평양 해양순환 예측시스템 운용

자료동화 과정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1)영구적인 자료동화, 2)임시적인 자료동화 

등 2회로 나누어 수행한다. KOOS OPEM의 예측자료는 매주 수요일마다 생성하며, 

예측기준일 기준으로 총 14일에 대해 자료동화 모델을 수행하고, 10일 간 예측모델

을 수행한다. 자료동화 모델은 다시 영구적인 자료동화 모델 및 임시적인 자료동화 

모델로 구분하여 7일씩 2회로 나누어 수행한다 (그림 3.2.1.17). 이는 자료동화 입력 

자료의 대부분은 실시간 관측 자료를 이용하는데, 관측기기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재가공하는 동안 시간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측 기준일과 가까운 기간의 

관측 자료는 누락이 되기 때문에 임시적인 자료동화를 수행한 후 일주일 뒤에 영구

적인 자료동화 모델이 수행되면 임시적인 자료동화 자료는 삭제한다. 

그림 3.2.1.17. KOOS OPEM 시스템 모식도  

(나) 자동화 시스템 구축

자동화 시스템은 모델 구동에 필요한 초기장 확보, 입력자료 생성, 수치모델 수행 

및 후처리 과정 등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다. KOOS OPEM의 세부 구성요소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운용해양(해양예보) 시스템 연구(2단계)

136❙

① 전처리 과정

관측자료, 위성자료, 재분석자료 등을 처리하여 모델 수행에 필요한 초기 자료를 

생성하는 과정이다.

- 개방경계조건 생성

: MYOCEAN daily analysis & forecast 자료를 수집하여 개방경계조건 생성함

- 해면경계조건 생성  

: ECMWF data와 KMA Global UM data 자료를 수집하여, 대기-해양 상호작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처방함

- 자료동화 입력자료 생성 (SST 위성 자료)

: SST의 경우, 예측기준일 2017년 12월 27일까지 NOAA OISST 자료를 사용하였

으나 NOAA 홈페이지 재구성 및 포맷 변화로 자료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2018년 

1월 3일부터는 GHRSST Level 4 OSTIA Global Foundation SST Analysis data 

(0.054°)로 대체하여 활용 

- 자료동화 입력자료 생성 (Profile data)

 : 수온/염분 프로파일 자료는 시/공간적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GTSPP data, 

Argo data, 국립수산과학원 준실시간 관측자료(KODC data) 등 다양한 경로에

서 제공받아서 생성함

② 자료동화 시스템

EnOI 자료 동화 기법을 바탕으로 수온과 염분 profile data 그리고 SST에 대한 

자료동화를 수행하여 최적의 수치모형 초기자료를 생성하였다. 

자료동화는 변수에 따라 수행 주기가 다르다. SST 변수의 경우에는 1일 1회 수행

하며, 수온 및 염분 profiles 변수는 7일마다 1회 수행한다 (그림 3.2.1.18). 앞서 살

펴본 바와 같이 자료동화모델은 2회로 나뉘어 수행한다.  

- 영구적인 자료동화 수행 : 예측기준일 14일 전부터 8일 전까지

- 임시적인 자료동화 수행 : 예측기준일 7일 전부터 1일 전까지

- 자료동화 주기 : SST(1일/1회), 수온/염분 profile (7일/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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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8. 북서태평양 예측모델(OPEM)의 초기장 생성에 활용한 프로파일 관측점 수 

(기간 : 2017년 3월 1일~2017년 12월 27일), 7일 합계)

Profile data의 관측점 공간분포는 다음과 같다 (그림 3.2.1.19). 동해 및 일본 연안

의 관측 자료 밀도가 가장 높으며, 오호츠크해 및 서해, 남중국해의 관측자료 분포

는 희박하다 (그림 3.2.1.19).  

③ 10일 예측 모델 수행 및 후처리/가시화 과정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초기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기준일로부터 10일 간 

예측모델을 수행 후 사용한 총 CPU 개수로 분할된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취합하는 

과정 및 수온, 염분, 유속 등 주요 변수에 대한 결과를 표출한다.

그림 3.2.1.19. 북서태평양 예측모델(OPEM)의 초기장 생성에 활용한 

       프로파일 관측점 분포 (기간 : 2017년 3월 1일 ~ 2017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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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분석자료에 대한 평가 

(가) 수온/염분 프로파일 분석

재분석 자료에 대한 수온 염분 프로파일 분석을 위해 WOD 2001 표준 수심(0, 

10, 20, 30, 50, 75, 100, 125, 150, 200, 250, 300, 400, 500 m)을 참고하여 연직 내삽

을 수행한 뒤에 실시하였다. 사용한 자료는 HYCOM 재분석 자료, OPEM 재분석 

자료, 그리고 관측자료는 EN4이다. 자료의 분석기간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9월

까지 총 2년이고, 사용한 프로파일의 관측점은 45,996개이다. 

먼저 수온의 프로파일 분포를 살펴보면 비록, 전층에 걸쳐서 HYCOM의 RMSE가 

OPEM의 RMSE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두 모델 모두 수심 100 m 부근에서 가장 오

차가 크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인 프로파일 구조는 유사하였다. 이는 모델상에서 수

온이 급격히 하강하는 수온약층의 모의 수심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3.2.1.20).

그림 3.2.1.20. 재분석 자료에 대한 수온 프로파일(좌) 및 RMSE(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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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분의 프로파일 분포에서 HYCOM과 OPEM 모두 전 층에 걸쳐 과대모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모델 모두 표층에서 RMSE가 크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프로파일 구조는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림 3.2.1.21).

그림 3.2.1.21. 재분석 자료에 대한 염분 프로파일(좌) 및 RMSE(우)   

(나) 수심별 수온 분포

수심별 수온 및 염분의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서 HYCOM 자료와 EN4를 활용하

였다. 자료의 분석기간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총 2년이며, 해당 자료는 

수심 500 m까지의 WOD 2001의 표준수심에 근거하여 연직 내삽을 수행하였다. 또

한 자료의 수평 해상도는 KOOS OPEM의 수평해상도인 1/24°로 내삽하였고, 이 과

정에서 발생하는 에디 규모의 변이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간 필터를 수행하였다 

(Park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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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2는 HYCOM, OPEM, 그리고 관측자료인 EN4의 수심별 수온 분포를 

나타낸다. 표층 및 100 m의 수온 분포는 전반적으로 HYCOM이 OPEM에 비해서 

관측에 부합하는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 오호츠크해 및 동중국해, 그리고 필리핀 

이남 해역의 수온 분포에서 이러한 특징이 잘 나타난다. 하지만 200 m 이하의 수심

에서의 북서태평양 중심해역 및 쿠로시오 해류 주변 해역에서의 수온 분포에서는 

OPEM이 HYCOM보다 관측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특성은 Bias, RMSE, 

그리고 관측대비 Pattern Correlation의 분포에서 잘 나타난다. 

HYCOM의 Bias 분포에서는 저위도 해역에서 보이는 강한 Warm bias를 제외하

고 대부분 Cold bias가 나타난다. 이에 반해, OPEM은 저위도 해역에서 강한 Warm 

bias가 나타나지만 HYCOM에 비해 Warm bias의 면적이 넓다 (그림 3.2.1.23). 이는 

필리핀 이남 해역이 상대적으로 프로파일 자료의 관측 빈도가 낮고, 남쪽 개방경계

조건과 모델의 차이에서 발생한 문제로 사료된다 (그림 3.2.1.19). 

수온에 대한 RMSE 분포에서 OPEM은 100 m 수심의 저위도 해역에서 가장 오차

가 크다. 하지만, 수심 200 m ~ 500 m의 분포를 살펴보면 HYCOM 대비 OPEM의 

RMSE가 작게 나타나며, 특히 쿠로시오 해류 및 쿠로시오 해류와 오야시오 해류가 

혼합되어 동진하는 Kuroshio Extension의 오차가 작다 (그림 3.2.1.24). 

이러한 양상은 Pattern Correlation의 분포에서도 잘 보이며, 전반적으로 관측 대

비 상관계수가 높은 해역의 면적이 HYCOM에 비해서 OPEM이 넓게 나타났다 (그

림 3.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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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2. 북서태평양 수심별 2년 평균 수온 분포 (기간 201510 – 201709) 

(좌) HYCOM, (중) KOOS OPEM (우) EN4 (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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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3. 북서태평양 수심별 2년 평균 수온 Bias 분포 

   (좌) HYCOM, (우) KOOS OP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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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4. 북서태평양 수심별 2년 평균 수온 RMSE 분포 

 (좌) HYCOM, (우) KOOS OPEM  

 



운용해양(해양예보) 시스템 연구(2단계)

144❙

 그림 3.2.1.25. 북서태평양 수심별 수온 Pattern Correlation 분포 

(좌) HYCOM, (우) KOOS OP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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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심별 염분 분포

재분석자료에 대한 수심별 염분 분포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양상은 수온과 유사하

다. 관측대비 염분에 대한 오차는 표층에서는 HYCOM에 비해서 OPEM이 크다 (그

림 3.2.1.27, 그림 3.2.1.28). 이는 연안에 반영된 담수유출 자료의 영향력이 강하게 

반영된 효과로 판단된다 (그림 3.2.1.26). 

앞서 살펴본 수온과 마찬가지로 염분의 Bias 역시 상이하게 나타난다. HYCOM은 

전반적으로 양의 Bias의 면적이 넓게 나타나며, 특히 오호츠크해 및 북태평양, 그리

고 저위도 해역에서의 오차가 크다. 이에 반해 OPEM은 표층에서는 음의 Bias의 면

적이 넓게 나타나며, 수심이 감소할수록 양의 Bias도 혼재되어 나타나지만 HYCOM

에 비해서 양의 Bias 세기도 약하고 면적도 좁다 (그림 3.2.1.27). 

염분에 대한 RMSE를 살펴보면 OPEM은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서 오차가 급격하

게 감소한다. 이에 반해, HYCOM의 결과를 살펴보면 특히 오호츠크해의 염분에 대

한 오차는 수심 300 m까지 크게 보이며, 북서태평양 및 저위도 해역, 그리고 

Kuroshio Extension의 오차가 OPEM보다 크다 (그림 3.2.1.28). 

Pattern Correlation의 분포를 살펴보면 표층을 제외한 전 수심에서 HYCOM보다 

OPEM의 상관계수가 높은 면적이 넓다. HYCOM은 북서태평양 중심부의 상관계수

는 높으나 주변해역의 상관계수는 낮으며, OPEM의 상관계수는 북서태평양 중심부

뿐만 아니라 중위도 해역에서도 높게 분포하고 있다 (그림 3.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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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1.26. 북서태평양 수심별 2년 평균 염분 분포 (기간 201510 – 201709) 

(좌) HYCOM, (중) KOOS OPEM (우) EN4 (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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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7. 북서태평양 수심별 2년 평균 염분 Bias 분포

(좌) HYCOM, (우) KOOS OP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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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8. 북서태평양 수심별 2년 평균 염분 RMSE 분포 

(좌) HYCOM, (우) KOOS OP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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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9. 북서태평양 수심별 염분 Pattern Correlation 분포 

(좌) HYCOM, (우) KOOS OP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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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측자료에 대한 평가

(가) 예측자료 수온/염분 프로파일 분석

앞서 재분석 자료와 마찬가지로 예측자료에 대한 수온·염분 프로파일 분석을 위

해서 해당 자료는 WOD 2001 표준 수심을 참고하여 연직 내삽하였다. 사용한 자료

는 HYCOM 재분석 자료, OPEM 재분석 자료, 그리고 관측자료는 EN4이다. 자료의 

분석기간은 2017년 6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총 4개월이며, 사용한 프로파일의 관

측점은 6,955개이다. 

예측자료에 대한 수온 프로파일의 결과는 재분석 자료와 유사하다. 수심 50 m ~ 

150 m sub-surface에서 가장 큰 오차를 보였으며, HYCOM과 OPEM의 프로파일 구

조 및 수심별 RMSE 구조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150 m 이상의 수심에서는 두 자료 

모두 관측대비 수온이 낮게 나타났다 (그림 3.2.1.30).

그림 3.2.1.30. 예측 자료에 대한 수온 프로파일(좌) 및 RMSE(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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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분의 프로파일 분포를 살펴보면 HYCOM과 OPEM은 재분석 자료와 마찬가지

로 전 층에 걸쳐서 염분이 과대모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분석자료에서

는 표층에서 RMSE가 최대로 나온 것과 달리 예측자료에서는 수심 10 m에서 

RMSE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전반적인 프로파일 구조 및 RMSE 구조는 재분석 자

료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림 3.2.1.31).

그림 3.2.1.31. 예측 자료에 대한 염분 프로파일(좌) 및 RMSE(우) 

(나) 수심별 수온 분포

예측자료에 대한 수심별 수온 분포를 검증하기 위해 재분석 자료와 마찬가지로 

관측자료는 EN4를 활용하였다. 자료의 분석기간은 2017년 6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총 4개월이다. 해당 자료는 수심 500 m까지의 WOD 2001의 표준수심에 근거하여 

연직 내삽을 하였다. 자료는 수평 해상도는 1/24°로 내삽하였으며, 에디 규모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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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간 필터를 수행하였다. 

그림 3.2.1.32은 HYCOM, OPEM, 그리고 관측자료인 EN4의 수심별 수온 분포이

다. 재분석 자료와 마찬가지로 표층 및 100 m의 수온 분포는 HYCOM 자료가 

OPEM 자료에 비해서 관측에 부합하는 부분이 많다. 하지만 200 m 이하의 수심에

서는 쿠로시오 해류 및 북서태평양 해역 등 전반적인 수온 분포 패턴이 OPEM이 

HYCOM에 비해 관측과 유사하다. 

Bias 분포를 살펴보면 HYCOM과 OPEM에서 일본 북해도 해역 부근에서 강한 

Warm bias가 나타나며, 전반적으로 HYCOM은 관측대비 Cold Bias가 보이며, 

OPEM은 Warm Bias가 나타난다 (그림 3.2.1.33). 또한, 수온에 대한 RMSE 분포에

서는 전반적으로 HYCOM 대비 OPEM의 RMSE가 작으며, 특히 베링해 및 저위도 

해역, 그리고 Kuroshio Extension 해역에서의 오차가 작다 (그림 3.2.1.34). 

수온에 대한 Pattern Correlation의 분포를 살펴보면 HYCOM 자료에서는 100 m 

이하의 상층에서 상관계수가 높은 면적이 넓게 나타나고, 수심이 깊어질수록 

OPEM의 상관계수가 HYCOM에 비해 높다 (그림 3.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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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2. 북서태평양 수심별 4개월 평균 염분 분포 (기간 201706 – 201709) 

(좌) HYCOM 예보자료, (중) KOOS OPEM 예측자료, (우) EN4 (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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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3. 북서태평양 수심별 4개월 평균 염분 Bias 분포 

(좌) HYCOM 예보자료, (우) KOOS OPEM 예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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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4. 북서태평양 수심별 4개월 평균 수온 RMSE 분포 

(좌) HYCOM 예보자료, (우) KOOS OPEM 예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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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1.35. 북서태평양 수심별 4개월 평균 수온 Pattern Correlation 분포 

(좌) HYCOM 예보자료, (우) KOOS OPEM 예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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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심별 염분 분포 

예측자료에 대한 수심별 염분 분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염분에 대한 예측 성

능은 OPEM이 HYCOM과 비교했을 때 뛰어났다. 특히, 하절기 강수량 증가로 인해 

하천으로부터 다량의 담수가 유입됨에 따라 서해안 및 동중국해의 염분이 감소하였

다. 또한 북서태평양 중심해역에 위치한 고염수괴에 대한 모의도 OPEM이 HYCOM

에 비해서 보다 관측에 가깝게 모의하였다 (그림 3.2.1.36). 

염분에 대한 Bias 분포를 살펴보면 HYCOM과 OPEM 모두 일본 북해도 해역에서 

강한 양의 Bias가 보인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HYCOM은 관측대비 음의 Bias 면적

이 강하고 넓게 나타나는 반면에 OPEM은 Bias의 세기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HYCOM에 비해서 양의 Bias 면적이 넓게 나타났다 (그림 3.2.1.37). 또한, 염분에 대한 

RMSE 분포에서는 표층을 제외한 전층에서 OPEM이 HYCOM에 비해 오차가 작았

으며, 특히 HYCOM에서는 오호츠크해의 오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수심 300m

까지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연구 영역 전체 해역에 대해서 OPEM이 HYCOM에 비

해 RMSE가 작게 나타났다 (그림 3.2.1.38). 마지막으로 염분에 대한 Pattern Correlation

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HYCOM에 비해 OPEM의 상관계수가 높은 면적이 

넓으며, 특히 OPEM은 쿠로시오 해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일본 남부 해역 및 오

호츠크해의 관측대비 상관계수가 표층에서 수심 500 m까지 높게 나타났다 (그림 

3.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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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6. 북서태평양 수심별 4개월 평균 염분 분포 (기간 201706 – 201709) 

 (좌) HYCOM 예보자료, (중) KOOS OPEM 예측자료, (우) EN4 (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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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7. 북서태평양 수심별 4개월 평균 염분 Bias 분포 (좌) HYCOM 

예보자료, (우) KOOS OPEM 예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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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1.38. 북서태평양 수심별 4개월 평균 염분 RMSE 분포 (좌) HYCOM 

예보자료, (우) KOOS OPEM 예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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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9. 북서태평양 수심별 4개월 평균 염분 Pattern Correlation 분포 

     (좌) HYCOM 예보자료, (우) KOOS OPEM 예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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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한해협 수송량 비교

수치모델의 모의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대한해협의 월 평균 수송량을 관측과 비

교하였다 (그림 3.2.1.40). 관측 자료(청색 실선)는 지난 1997년 2월부터 2007년 2월

까지 10년 간 관측된 값을 사용하였다 (Fukudome et al, 2010). 관측 자료에 따르면 

대한해협의 수송량은 2 ~ 3 Sv으로 관측되며, 특히 겨울철에 비해 여름철의 수송량

이 더 큰 것이 특징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Laplacian 모델 결과는 수평의 물질 혼합이 약하고 대한

해협의 단면적이 협소한 관계로 수송량이 관측 대비 1 Sv 가량 과소모의 하였다 

(그림 3.2.1.13).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한 뒤의 결과를 살펴보면 2016년(녹색 

파선) 및 2017년의 OPEM 재분석자료(적색 파선), 그리고 2017년의 예측자료(흑색 

실선)는 전반적으로 관측과 잘 부합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8 ~ 10월의 수송량이 가

장 많고, 겨울철에 하강하는 변동성을 잘 모의한다. 

그림 3.2.1.40. 월평균 대한해협 수송량 (단위 : Sv) * 관측 : 파랑 실선(최대-최솟값 

범위 하늘색), OPEM 재분석자료(파선), OPEM 예측자료(검정색 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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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측자료 활용 예시 

지난 2017년 7월 12일, 우리나라 동해안에 냉수대가 관측되었다. 이러한 냉수대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한반도 이남에서 주로 남풍 또는 남서풍의 유입 (이동규 

외, 1998) 등이 있다. 에크만 수송에 의해서 냉수대가 형성이 되면, 해저의 영양염이 

표층으로 공급이 되어 식물성 플랑크톤 성장이 증가하기도 한다. 2017년 7월의 냉

수대 출현 사례 역시, 위성영상 및 OPEM 해양 예측자료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

다 (그림 3.2.1.41).

그림 3.2.1.41. 2017년 7월 12일 우리나라 동해안 냉수대 분포 (좌) HIMAWARI 

SST 위성 영상, (중) 천리안 위성 클로로필 영상, (우) OPEM SST 

예측자료 및 KMA UM 10 m 바람장 (*출처 : 2017년 7월 19일자 

SBS 인터넷 신문 보도자료) 

나. ROMS

(1) 3차원 북서태평양 해양모델의 개요

본 연구에 사용한 3차원 해양수치모델(The Regional Ocean Modeling System, 

ROMS)은 유체의 질량이 압력과 이상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정수압근사와 중력 항

이 곱해지지 않는 항의 밀도차는 무시한다는 Boussinesq 근사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다. 자유수면 정역학 원시방정식(free surface primitive equations)이 적용된 수치

모델로 수평격자는 직교곡선좌표계(Orthogonal - Curvilinear coordinates)를 이용하

여 각 격자의 중심에 밀도, 수심, 수온, 염분 등을 주고 각 격자의 좌우방향에서 

값, 상하방향에서 값을 주는 Arakawa-C 격자체계를 사용함으로써 계산의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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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경제성을 높였다. 수직격자는 S-coordinate(streched terrain-following coordinate)

를 사용하고 있다. S-coordinate는 z-coordinate의 PBL 구현의 장점과 -coordinate

의 바닥경계층 구현의 장점만을 살린 좌표계로 수온약층이나 바닥경계층에서 현상

파악이 용이하며, 지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압력구배의 오차를 줄일 수 있게 개발

되었다 (Shchepetkin and McWilliams, 2005).

이류항 계산을 위해 수평적으로 2차, 4차 중앙 차분, 3차 upstream scheme을 사

용하고 있으며, 이는 계산 오차를 줄이는데 아주 효과적이고 모델에서 예측수정 방

법을 이용하여 좀 더 안정적인 계산을 가능하게 한다. 수직 혼합 기법(vertical 

mixing scheme)으로 M-Y (Mellor and Yamada., 1974)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모델은 S-coordinate Ruters University Model (SCRUM)을 기반으로 컴퓨터 

성능을 최대화하기 위해 직렬 또는 병렬처리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Song 

and Haidvogel., 1994). 정확한 압력구배 알고리즘, 하위 격자의 모수화와 해양, 대

기, 해저 경계층, 생물학적 모듈, 방사 경계조건과 자료동화와 같은 고차원의 이류

기법들이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있다. 계산 시간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해 순압모

드와 경압모드를 분리하여 계산하는 시간 분할법(split-explicit time-stepping 

scheme)을 사용한다.

(가) 수치모델 기본방정식

ROMS는 대기 모델에서 처음 사용된 terrain-following coordinate를 기본적으로 

Song and Haidvogel (1994)에 의해 발전한 stretched terrain-following coordinate 

(S-coordinate)를 사용한다. 

S-coordinate에서는 수직적인 좌표범위는 다음과 같이 변하게 된다.

  

식 (3.2.1)에서 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수심이고 은 시간에 따라 

변화되는 수심을 말한다. 이러한 옵션은 표층과 저층 가까운 곳에서는 층별 두께를 

좀 더 세분화 해주고 혼합 층과 수온약층을 좀 더 자세히 나타낼 수 있는데 이를 

다시 ROMS에서 사용하는 수심으로 나타내면,

    

    

    ,  ≤  ≤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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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식과 같다. 여기서 와 는 각각 표층과 저층을 조절하는 변수이고, 의 

범위는  ≤  ≤  , 의 범위는  ≤  ≤ 이다. 는 상수로서 모델내의 최소 수심

이거나 고해상도에서 필요한 표층이나 바닥 경계층의 폭을 의미한다.

또한, ROMS는 수평좌표계로 직교곡선좌표계를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직교좌표계에서는  이 고정되지만, (3.3.3)식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직교곡선좌표계의 경우는 , 에 따라  이 달라질 수 있다. 

(나) 수직 경계조건

수직 경계조건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해양과 대기와의 경계인 해양

의 표층과 해저와 바닥과의 경계인 해양의 바닥 두 부분으로 나뉜다. 

표층의 경계조건은 (3.2.4)식과 같다.

              




 

 




 


















 

  



  

 (3.2.4)

  

              

  
   

  
         (3.2.3)

       

  sinh

sinh
  tanh

tanhtanh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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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의 경계조건은 (3.2.5)식과 같다.

  


 

 




 






 




 

∙∇  

 (3.2.5)

                                        

식 (3.2.4)와 식 (3.2.5)에서  ,  , 는 수직 점성계수와 확산계수이고, 식 

(3.2.4)에서     는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뺀 값으로 표층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고, 는 표층 열수지 값이며, 바닥 경계의 열, 염수지는 항상 0이다. 

바닥 경계층의 마찰항은 (3.2.6)식과 같다. 

                       

(다) 수평 경계조건

매 time-step마다 수온, 염분, 해수면 높이, 유속의 U성분과 V성분을 제공하며, 경

계조건이 육지인 경우에는 no-slip과 free-slip walls의 선택이 가능하다. 고차 경계

조건에서 U성분의 계산을 먼저 살펴보면 동쪽과 서쪽경계에서 

 





     으

로 사용되고, 남쪽과 북쪽에서는 

 





     으로 사용된다. 이와 같이 V성분, 

수온, 염분 또한 U성분의 방정식과 같이 계산할 수 있으며,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부피 적분된 수온, 염분 그리고 운동량들이 보존된다..

(라) 수직, 수평 확산

수직 난류 점성 계수와 확산계수를 산정하기 위한 방법의 선택이 가능한데, 본 연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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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외해역에 적합한 K-Profile Parameterization scheme (Large et al, 1994)을 

이용하였다.

KPP 기법은 표면 경계층과 해양 내부의 수직 혼합을 각각 계산한다. 표면 경계 

총 수심 ()에서 점성과 확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3.2.7)식에서 는 난류 속도규모,  는 무차원 함수이다. 는 0부터 1까지 

변하는 무차원 좌표계이고, x는 유속, 수온, 염분 중 하나를 나타낸다. 표면 경계층

에서 열이나 염의 유입이 없다면 은 에크만 수심 ()의 최솟값으로 계산되며 

다음과 같다.

      (3.2.8)   

f는 코리올리 인자, 는 마찰 유속이다. 은 벌크 리차드슨 수()가 임계 값

에 도달했을 때, 즉   일 때 최소가 되며, 벌크 리차드슨 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는 부력, 는 수평 속도, 는 표층으로부터의 거리, 아래 첨자 은 표층 근처에

서의 기준 수심이다. 는 속도 shear에 영향을 주는 난류 속도 기여도이다.

  ,  ,   ,   이다.

경계층에서 난류 속도 규모 를 추정하기 위해 표층 유사성 이론이 사용되고,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3.2.7)

     


  
   (3.2.9)


 



         (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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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무차원 플럭스, 는 안정성 계수이며,   로 표현된다. Monin-Obukhov 

수심,   
 이고, 는 표층 경계 플럭스, 는 0.4로 von karman 상수이다. 

경계층에서 열이나 염의 유입이 없다면   이 되어,   
가 된다.

무차원 함수 는 3차 다항식으로 표현된다.

식 (3.2.12)에서 는 경계층에서 내부 모수화에 의해 계산되는 점성이다.

KPP 기법의 내부 혼합은 shear 혼합(
 ), 이중 확산 혼합(

 ), 내부파 혼합(
)을 

더해 점성 및 확산 계수를 추정한다.

아래 첨자 x는 스칼라 운동량이다.

shear 혼합(
 )은 식 (3.2.14)와 같이 표현된다.

여기서   ×    이다. 는 경도 리차드슨 수로 식 (3.3.15)과 같이 

표현된다.

 




 (3.2.11)

   
 



  

  

 

  
 

 



 

 

   

 


 



 

 

(3.2.12)

  
 

 
 (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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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확산 혼합(
 )은 식 (3.2.16)과 같이 표현된다.

와 는 각각 염분과 온위를 의미하고, , 는 각각 수온과 염분에 대한 확산 

계수이다. 확산 대류 조건 (    )에서는 식 (3.2.17)과 같다.

내부파 혼합(
)은 KPP 기법에서 혼합으로 적용되며, 상수로 표현된다.


 











   




 



    

  

(3.2.14)

 



 




 

(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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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16)


   expexp

 


  


 

 ≤   




  

(3.2.17)


  ×  


  ×  

(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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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Time stepping

모델 계산의 효율성을 고려하기 위해 사용한 time stepping 방법은 Adams Moulton 

predictor-corrector (Schepetkin and McWilliams., 1998)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

법은 수직적으로 외부중력파에 속도를 고려해 시간차분에 따라 계산하고, 3차원 방

정식은 내부 중력파를 고려하여 좀 더 긴 시간 후의 time step까지 계산할 수 있다. 

또한 계산한 결과를 예측, 수정함으로써 이전 계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감

소시킨다. 

(바) Heat flux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열수지의 변화를 좀 더 잘 적용하기 

위해 바람에 의한 표층의 운동, 현열, 잠열 등의 요소들을 이용하여 대기와 해양의 

열수지를 계산하는 Bulk Parameterization (Fairall et al., 1996) 방법을 사용하였다.

(2) 북서태평양 해양순환 모델 구성

(가) 모델 개요

모델 영역은 한반도와 일본 주변 해역,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일부 그리고 오호츠

크해를 포함한 영역으로 북위 15도∼60도, 동경 115도∼165도로 구성하였다 (그림 

3.2.1.42). 본 모델에 적용된 수심 자료는 KIOST의 30초 자료(서, 2008)와 NGDC의 

ETOPO5 (http://www.ngdc.noaa.gov/mgg/fliers/93mgg01.html)를 사용하였으며, 

수평적으로 502 × 552 으로 약 1/12°로 수직적으로는 61개 층으로 나누었다. 1/12° 

전지구 모델은 HYCOM 결과를 개방경계로 사용하는 One-way nesting 방식으로 

수치모델을 수행하였으므로 nesting하는 과정에서 광역모델과 본 모델의 수심차이

로 야기되는 변화를 줄이기 위해 수심변화를 부드럽게 하였고 격자 간 수심의 급격

한 변화를 줄이기 위해 평활화 (smoothing) 하였다. 본 시스템에서는 HOCOM 자

료를 경계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자료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 MyOcean 자료로 대

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다.

    

 




  

  

(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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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2.19)에서 기울기 값인 r은 경험적으로 0.25 이하 일 때 수치계산의 불안정

이 일어나지 않는다. 최소 수심은 5 m로 고정하였다.

그림 3.2.1.42. 북서태평양 해양순환 모델 영역

(나) 수온 염분 및 유속

모델 영역 내의 초기 수온과 염분은 World Ocean Atlas 2001 (WOA01) 자료를 

사용하고 유속과 해수면 높이는 1/12° 전지구 모델인 미국의 HYbrid Coordinate 

Ocean Model (HYCOM) 2012년 결과에서 제공받았다. 개방경계역인 동쪽, 서쪽, 남

쪽, 북쪽의 수온, 염분, 유속, 해수면 높이 역시 HYCOM 결과를 사용하여 16일 마

다 변화하도록 하였다.

(다) 해상풍 및 열수지

해양 모델에서 열수지란 해양과 대기의 상호작용을 통한 열의 이동을 뜻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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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은 표층과 접한 대기의 바람 및 온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이러한 표층 수온

의 다양한 변화를 계산 할 때 여러 상황에 맞는 기상 조건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모델에서는 기온, 풍속, 일사량 등을 고려하여 대기와 해

양의 열수지를 계산하는 Bulk Formulae (Fairall et al., 1996)을 사용하였다. 이는 바

람에 의한 표층의 운동, 태양의 복사열에 의한 현열 및 잠열 등의 요소들을 이용하

여 대기와 해양의 경계에서 서로의 반응을 잘 표현하고 있다. 또한, bulk parameter 

formulae 방식으로 열수지를 계산하고 모델의 대기 외력을 적용시키기 위하여 

European Centre for Medium-Range Weather Forecasts (ECMWF) interim 재분석 

자료 중에서 2012년 자료를 얻어서 대기압, 대기온도, 풍향, 풍속, 상대습도, 단파복

사를 모델 격자에 맞게 내삽하였다.

(라) 강물의 유량

북서태평양의 사실적인 해류묘사를 위하여 담수 유입을 고려하였으며 사용된 자

료는 The Global River Discharge (RivDis) 특정기간의 월평균 자료를 사용하였다 

(표 3.2.1.3). 특히 콴탕강과 민지앙강은 각각 양자강 담수 방류량의 3.67%, 6% 

(Chang and Isobe, 2003)로 설정하였다. 각 강물의 수온은 주변 해수 온도와 유사하

게 하였고, 염분은 0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3.2.1.43. 모델 내부에서의 담수유입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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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River name Duration

Russia Amur River 1933 ~ 1984 monthly mean

China

Chang Jiang River 1976 ~ 1979 monthly mean

Huang He River 1976 ~ 1979 monthly mean

Qiantang Jiang River 3.67% of Chang Jiang River transport

Min Jiang River 6.00% of Chang Jiang River transport

Korea

Han River 1947 ~ 1979 monthly mean

Keum River 1976 ~ 1979 monthly mean

Yeong San Rvier 1976 ~ 1979 monthly mean

Am Nok River 1976 ~ 1984 monthly mean

Tae Dong River 1976 ~ 1982 monthly mean

Seom Jin River 1976 ~ 1979 monthly mean

Nag Dong River 1953 ~ 1972 monthly mean

Japan

Chikugo River 1965 ~ 1984 monthly mean

Ishikari River 1965 ~ 1984 monthly mean

Shinano River 1965 ~ 1984 monthly mean

Tone River 1938 ~ 1984 monthly mean

Yodo River 1965 ~ 1984 monthly mean

표 3.2.1.3. RivDis 자료에서 제공받은 강과 자료 기간 

(마) 조석

조석자료는 0.25° 해상도의 Oregon global model version 6 (TPXO6) 자료를 모델

영역에 맞게 내삽 하였다. 이는 TOPEX/Poseidon 인공위성의 관측 자료를 이용한 

전 지구 모델(Oregon global model) 결과이다(Egbert and Erofeeva, 2002). 이 모델

에서 쓰인 자료는 M2, S2, O1, K1, N2, K2, P1, Q1, Mf, Mm의 10개 분조가 포함

되어 있다.

(바) Relaxation layer 적용

모델 내부에서 계산되는 수온, 염분이 해류에 의해서 개방경계 쪽으로 이동하면 

모델 내의 수온과 염분 값이 개방경계조건으로 외부(전 지구 해양 순환 모델)에서 

주어지는 수온, 염분과 다르게 된다. 이 때 모델 내부에서 계산되는 수온, 염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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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빠져나갈 때 경계부터 모델 내부로 전파되는 수온, 염분과

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커질 것이다. 이런 현상은 모델의 경계부분

에서 외부 값과 내부 값과의 차이(또는 경사, gradient)를 형성하여 해류와 수온구조

가 현실과는 다르게 재현된다. 이때 모델 경계에서 불연속적인 수온, 염분 또는 모

델 개방경계를 따라 흐른 흐름이 순환모델 내부로 다시 유입되는 경우 순환모델 내

부에서 계산되는 값까지 영향을 미쳐 해양순환모델 결과는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

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구축된 북서태평양 모델의 동쪽 경계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델 내부부터 경계근처까지 모델 내부에서 

계산되는 수온, 염분과 외부로부터 적용되는 수온, 염분 사이의 차이를 줄여주기 위

하여 Relaxation 방법을 적용시켜 모델을 수행하였다. 식(3.2.20)에서 Relaxation은 

모델에서 계산된 값에 Nudging 항(식 (3.2.21))이 추가되어 모델에서 계산된 수온, 

염분과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수온, 염분의 값 사이에 차이를 줄여 경계부근에서 좀 

더 현실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해준다.

여기서 


×   는 Nudging 항이다. (3.2.21)

는 모델에서 계산되는 수온과 염분이며, 는 개방경계에서 전지구 모델로부터  

외부에서 주어지는 수온과 염분, 는 Nudging time scale, 는 모델을 계산하는 시

간 간격이다. 북서태평양 모델에 Relaxation을 적용시키기 전에는 동쪽 경계를 따라 

해류가 북상하고 상대적으로 따뜻한 수온이 위치해 있다. 하지만 Relaxation을 적용 

시킨 후 동쪽경계에서 경계를 따라 나타나던 이상 값들은 사라지고 모델 내부의 해

류와 수온의 분포도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사) Sponge layer 적용

Sponge layer는 개방 경계근처의 수평 점성도(horizontal viscosity)를 증가시켜주는 

방법으로, radiation condition과 관련된 계산적인 noise를 억제하고 교란(disturbance)

    


×      (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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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흡수하여 개방 경계에서 모델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Tang and 

Grimshaw, 1996). 북서태평양 해양순환 모델의 경계에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식 (3.2.5)에 기술한 Relaxation 방법에 추가로 Sponge layer 방법도 함께 사

용되었으며, half cosine function을 적용하여 모델 내부에서 개방 경계까지 수평 점

성도를 증가시켜주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그림 3.2.1.44. (좌)모델 영역에서의 수평 점성 구조와 (우)Sponge layer 영역에서의 

수평 점성 구조

(a) (b)

그림 3.2.1.45. 경계근처에서 relaxation layer (a)적용 전 2 m 수심의 표층 수온 

분포와 (b)적용 후 표층 수온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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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서태평양 해양순환 모델과 현장관측 자료의 수온비교

(가) 수평 수온 구조 비교

북서태평양 해양순환 모델이 재현한 표층 수온 분포가 얼마나 잘 묘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NOAA에서 제공한 AVHRR OI SST와 비교하였다. 비교한 기간은 

겨울, 봄, 여름, 가을 기간인 2월과 5월, 8월과 11월의 15일로 선정하여 표층 수온을 

비교하였다. 인공위성 관측치의 표층 수온분포와 모델에서 재현한 2 m 수온의 분포

에서 25°C 등온선(isotherm)의 수평분포는 2월에 23°N 밑에 분포하고 있지만, 5월에 

27°N 가까이 상승하며, 8월에는 36°N 근처에 분포한다. 11월 27°N 근처까지 내려

가 계절적 변동이 뚜렷이 나타났다. 

2월 15일 황해의 수온분포는 쿠로시오 해류에 의해 25°C 등온선이 대만 동쪽까지 

북상하는 구조가 나타나며, 대마난류에 의해 15°C 등온선은 동중국해와 일본 사이

에서 제주도까지 확장한 형태를 보인다. 동해에서는 36°N 북쪽에 10°C 등온선이 분

포하고 5°C 등온선은 한반도 연안 38°N에서 일본분지를 지나 일본 훗카이도 지역

까지 걸친 형태가 나타났다. 수치모델에서는 인공위성 표층수온과 비교하여 5°C와 

10°C 등온선이 일본연안에서 낮은 위도에 분포하고 있다. 일본 동쪽 쿠로시오 확장

해역(extension)에서는 5°C, 10°C, 15°C 등온선들이 비교적 잘 재현 되었지만 일본 

연안을 따라 북상하는 15°C 등온선은 비교적 높은 위도까지 북상하는 형태로 재현

되었다. 

5월 15일에 모델이 재현한 표층 수온분포는 인공위성 표층 수온과 비교하여 쿠로

시오 해류가 지나가는 경로에서 20°C와 25°C의 등온선들이 많이 북상하게 재현되

었고, 143°E, 38°N에서 10°C 등온선이 깊게 남하되게 재현되었다. 동해에서는 일본 

연안을 따라 분포하고 있는 15°C 등온선이 인공위성 표층수온과 비교하여 서쪽에 

분포하지만, 10°C와 15°C 등온선들 분포의 형태는 잘 재현되었다. 황해의 중국 연

안에서 수치모델의 수온은 15 °C 이상의 수온이 재현되어 높게 나타났다. 

8월 15일에 145°E-145°E 지역에서 재현된 15°C와 25°C 등온선의 분포는 인공위성 

표층수온 결과와 비교하여 낮은 위도에 분포하고 있다. 11월 15일에 동해에서 수치

모델이 재현한 10°C 등온선은 인공위성이 관측한 10°C 등온선 분포보다 더 블라디

보스톡 앞 바다까지 북상해 있고, 15°C 등온선은 비교적 낮은 위도에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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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공위성 관측 표층수온과 비교

2012년 1년 동안 북서태평양 모델이 재현한 표층 수온이 인공위성들이 관측한 수

온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정량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수치모델이 재현한 수심 2 

m의 수온과 인공위성이 관측한 표층 SST의 Root Mean Square Error (RMSE)를 구

하였다. 

RMSE = 





  



  


  
(3.2.22)

여기서 는 수치모델이 재현한 2 m 수심의 수온분포이며, 는 인공위성이 관

측한 표층수온이다. 은 1년 동안의 일수로 366이 적용된다. RMSE의 공간분포에서

는 동해 일부 지역과 일본 동쪽, 오호츠크해 해역에서 비교적 RMSE 값이 크게 나

타났지만 다른 해역에서는 1°C 이하로 RMSE가 작다.

(다) 수직 수온 비교

모델이 재현한 수직수온구조를 겨울과 여름인 2월과 8월로 나누고 황해, 동해, 남

중국해를 대표하는 국립수산과학원 308, 106, 317 정선(Line)을 선정하여 비교하였

다. 2월에 정선을 따라 관측된 동해의 수온과 수치모델이 재현한 수직구조에서 수

심 100~200 m 사이에 수온약층이 형성되어 있다(그림 3.2.1.51). 하지만 정선관측과 

비교하여 수치모델에서 나타난 수온약층의 강도는 약하게 재현되었다. 129.5°E∼

130°E 사이에서 10°C 수온이 사발(bowl) 형태로 존재하고 이곳을 중심으로 연안과 

외해는 상대적으로 수온이 낮은 구조를 보인다. 수치모델이 재현한 수온 수직구조

에서는 10°C 수온의 분포가 core형태에 가깝고 형성된 위치도 정선관측에서 나타난 

구조보다 연안쪽으로 치우쳐져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수온약층을 경계로 상층부와 

하층부의 수온분포는 정선관측과 비교하여 잘 재현된 것으로 판단된다. 황해에서는 

상층과 하층의 수온구조가 균질한 (homogeneous)구조가 정선관측과 수치모델에서 

잘 나타나지만 수치모델의 수온이 연안역에서 약 2°C 낮은 분포를 보였다 (그림 

3.2.1.51). 남중국해인 317 Line에서의 수온구조는 황해와 마찬가지로 상층과 하층의 

수온구조가 균질한 구조를 보이며, 연안에서는 11°C 이하의 수온구조가 나타나지만 

외해로 나갈수록 수온이 상승하여 16°C 이상의 수온구조가 나타났다(그림 3.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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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인 8월 동해의 수온구조는 수심 25 m 이상 수심에서 수온약층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수온약층은 수치모델에서도 잘 재현되어 있다. 정선관측 결

과와 수치모델의 결과는 150 m 수심을 기준으로 연안보다는 외해가 수온이 높은 

구조를 함께 보이지만 정선관측 결과가 더욱 뚜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황해의 수

직구조는 계절적 수온약층이 수심 20∼30 m에서 강하게 나타나지만 수치모델이 재

현한 수온약층의 강도가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그림 3.2.1.54). 그리고 수치모델이 재

현한 연안에서의 등온선이 정선관측 결과와 비교하여 더 수직으로 분포하고 있어 

수직혼합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중국해의 경우 정선관측 결과는 

저층에서 수온이 낮은 분포가 고립되어 있는 형태가 나타났고, 그 위로 수온약층이 

강하게 형성됨이 나타났다(그림 3.2.1.56). 수치모델에서 재현된 수온 수직구조에서도 

15°C의 수온이 고립된 형태가 나타났지만, 정선관측 결과와 비교하여 수온이 높고 

특히 연안에서 상층과 하층의 수온분포가 균질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a) (b)

그림 3.2.1.46. 2012년 2월 15일 (a)인공위성 표층수온과 (b)모델이 재현한 표층수온 

및 흐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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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2.1.47. 2012년 5월 15일 (a)인공위성 표층수온과 (b)모델이 재현한 표층수온 

및 흐름 분포

(a) (b)

그림 3.2.1.48. 2012년 8월 15일 (a)인공위성 표층수온과 (b)모델이 재현한 표층수온 

및 흐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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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2.1.49. 2012년 11월 15일 (a)인공위성 표층수온과 (b)모델이 재현한 표층수온 

및 흐름 분포

그림 3.2.1.50. 2012년 1년동안의 인공위성과 모델이 재현한 표층 수온사이의 RMSE의 

수평분포(시간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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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2.1.51. 2012년 2월 6일 NIFS 106 line에서의 (a)관측 수온과 (b)모델에서 

재현한 수온의 수직분포 비교

 

(a) (b)

그림 3.2.1.52. 2012년 2월 5일 NIFS 308 line에서의 (a)관측 수온과 (b)모델에서 

재현한 수온의 수직분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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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2.1.53. 2012년 2월 5일 NIFS 317 line에서의 (a)관측 수온과 (b)모델에서 

재현한 수온의 수직분포 비교

(a) (b)

그림 3.2.1.54. 2012년 8월 22일 NIFS 106 line에서의 (a)관측 수온과 (b)모델에서 

재현한 수온의 수직분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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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2.1.55. 2012년 8월 11일 NIFS 308 line에서의 (a)관측 수온과 (b)모델에서 

재현한 수온의 수직분포 비교

(a) (b)

그림 3.2.1.56. 2012년 8월 13일 NIFS 317 line에서의 (a)관측 수온과 (b)모델에서 

재현한 수온의 수직분포 비교

(4) 북서태평양 해양순환 모델과 현장관측 자료의 수온비교

(가) 해류 구조

여름철과 겨울철 북서태평양 해양순환 모델이 재현한 흐름의 구조를 살펴보기 위

하여 2월과 8월의 한 달 평균 된 해류구조를 살펴보았다 (그림 3.2.1.57). 2월의 평균 

해류에서 나타난 가장 큰 해류는 쿠로시오 해류와 오야시오 그리고 East Kamchatka 

해류이고, 오호츠크해에 위치한 러시아 사할린 동쪽을 타고 남하하는 해류가 강하

게 남하하는 해류가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해역 중 황해에서는 겨울철 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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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풍에 의해 남쪽으로 흐르는 해류분포가 나타났으며, 쿠로시오 해류로부터 분지

된 대마난류는 남해를 지나 동해로 유입되면서 한국 연안을 타고 북상하는 동한난

류와 일본 연안을 타고 북상하는 일본연안분지류(Nearshore branch)의 해류구조로 

나뉘어 동해내부로 흐르는 구조를 보였다. 동한난류는 38°N에서 동해 내부를 향해 

방향을 바꾸어 흐르고 쓰가루 해협을 통해 북서태평양으로 흐르는 구조를 보인다. 

동해 북쪽에서는 러시아 연안을 타고 남하하는 리만해류의 구조가 나타났다. 한편 

북서태평양 서쪽 경계를 따라 열대 태평양으로부터 북상하는 쿠로시오 해류의 일부

는 루존 해협 안으로 흐르는 구조가 나타났다. 여름철인 8월의 해류구조에서는 2월

에 비하여 쿠로시오의 해류가 강해진 반면 East Kamchatka 해류와 오야시오 해류 

그리고 러시아 사할린 동쪽의 남향하는 흐름은 약한 구조를 보인다. 쿠로시오 해류

로부터 루존 해협 안으로 흐르는 흐름은 강했고, 특히 2월에 대만과 중국 사이 대

만해협을 지나 남하하던 해류가 8월에는 북동향하는 흐름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 

해류는 대만난류로 판단되며, 쿠로시오 해류에 더해져 북상하여 남해로 유입되어 

대마난류의 흐름구조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마난류는 겨울철과 

마찬가지로 동한난류와 일본연안분지류(Nearshore branch)로 분리되지만 두 지류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동해 내부로 흐르는 흐름이 나타났다. 이 흐름은 동해 3분지

중 하나인 외해분지(Offshore branch)로 판단된다. 이 해류는 시․공간적으로 변동

이 매우 크기 때문에 수송량이 작은 2월에는 보이지 않던 구조가 수송량이 커진 8

월에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황해의 해류구조는 한국연안을 따라 북상하는 구조

가 보이고, 한국과 중국연안에서 흐름구조가 강한 반명 황해 내부의 흐름구조는 비

교적 약한 구조를 보인다.

(나) 해수면 높이

2월의 평균해수면 높이는 8월과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낮은 분포를 보였다 (그림 

3.2.1.58). 2월과 8월 모두 쿠로시오 해류와 쿠로시오 연장해역(extension)이 지나가

는 경로에서 해면 높이의 경사는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135°E, 30.5°N인 일본

남쪽 지역에서 2월에는 0.8 m, 8월에는 1.1 m로 주변보다 높은 해수면 높이를 갖고 

그 북쪽지역에 해면높이 경사가 크게 나타났다. 쿠로시오 연장해역(extension)을 기

준으로 남쪽에서 2월에 비해 8월이 에디 형태의 해면높이 구조가 많이 나타나 해류

의 세기를 크게 만들고 흐름의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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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염분 구조

2월 염분 구조는 아무르강 유역과 황하강 유역 그리고 한반도와 중국의 연안에서 

비교적 낮은 분포를 보이며, 황해 남쪽 지역에 위치하는 34°N에서 33 psu 비교적 

높은 염분이 황해 내부 중앙에 위치해 있는 구조가 나타났다(그림 3.2.1.59). 강우에 

의해 상승한 담수의 유입이 많은 계절인 8월에는 양자강과 아무르강에서 담수유입

이 크게 나타났다. 특히 양자강으로부터 유출된 담수는 황해남쪽 및 동중국해, 남해

에 걸쳐 넓게 분포하고 있다. 특히 대한해협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염분의 분포가 

나타나 양자강의 저염수가 남해를 지나 동해로 유입될 것으로 판단된다. 아무르 강

에서 유출되는 저염수의 분포는 타타르 해협을 따라 남북으로 길게 분포하고 있고 

북쪽에서 일부 저염수는 사할린 북동쪽까지 분포하고 있다. 하지만 모델에서 재현

된 아무르강의 저염수의 분포가 동해 내부까지 분포되어 있지 않아 동해의 여름철 

물성구조에 크게 기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a) (b)

그림 3.2.1.57. 2012년 (a)2월과 (b)8월의 한 달 평균 해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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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2.1.58. 2012년 (a)2월과 (b)8월의 한 달 평균 해면높이 분포

(a) (b)

그림 3.2.1.59. 2012년 (a)2월과 (b)8월의 한 달 평균 염분 분포

(5) 북서태평양 실시간 해양순환 모델의 자동화 시스템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 (NCEP)의 GFS 72시간 예측 자료 

중 대기온도, 대기압, 상대습도, 대기 바람, 단파 복사량을 매일 실시간으로 제공받

아 북서태평양 해양순환 모델의 격자에 맞게 내삽하는 프로그램과 해양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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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HYCOM 자료를 매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개방경계로 필요한 수온, 염

분, 해면 높이, 흐름자료를 본 연구 모델 격자에 맞게 내삽하는 프로그램을 리눅스

의 scheduler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대기 외력장과 개방경계조건을 생성하

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개방경계 조건과 대기 외력자료는 리눅

스의 scheduler 시스템에 의해 북서태평양 해양순환 모델의 입력 자료로서 자동적

으로 인식되어 수행되고 그 후 나온 예측 결과는 해양과학기술원의 KOOS server로 

전송된다.

그림 3.2.1.60. 북서태평양 해양순환 모델 3일 예측 자동화 시스템의 모식도

(가) 북서태평양 해양순환 모델 3일 예측 자동화 시스템과 현장관측자료의 비교

① 수평 구조 비교

북서태평양 해양순환 모델이 재현한 표층 수온 분포를 검증하기 위하여 NOAA에

서 제공한 AVHRR OI SST와 비교하였다. 비교한 기간은 3월부터 8월까지 각 달의 

5일로 선정하여 표층 수온을 비교하였다. 

3월부터 8월까지 모델이 재현한 수온분포는 인공위성 표층수온과 비교하여 계절

적 수온분포를 잘 재현하고 있으며 특히 쿠로시오 확장역(extension)에서 등수온선

의 형태를 잘 재현하고 있다(그림 3.2.1.61~66). 전체적인 수온분포 역시 각 해역별

로  인공위성 표층 수온과 비교하여 비슷한 분포를 보이지만, 5월부터 8월까지 모

델이 재현한 동한난류가 북쪽으로 많이 확장하는 구조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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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공위성 관측 표층수온과 비교

2015년 3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북서태평양 모델이 재현한 표층 수온에 대한 재

현정도를 정량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수치모델이 재현한 수심 2 m의 수온과 인공

위성이 관측한 표층 SST의 Root Mean Square Error(RMSE)를 구하였다 (그림 

3.2.1.67).

시간평균 된 RMSE의 공간분포에서는 동해 일부 지역과 일본 동쪽, 오호츠크해 

해역에서 비교적 RMSE 값이 크게 나타났다. 동해와 일본 동쪽에서 RMSE가 크게 

나타난 이유는 동해 극전선(polar front)과 쿠로시오 확장역(extension)의 전선지역이

기 때문이다. 전선역은 다른 해역과 비교하여 열·염의 시·공간적인 변동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해역이기 때문에 수치모델 결과가 현장관측에서 나타난 전선의 변동

형태를 완벽히 재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 외에 한국 서해 연안과 중국 양자강, 

황하강이 위치한 해역, 타타르 해협에 위치한 아무르강 해역에서 RMSE가 높게 나

타난 이유는 본 연구 모델에서 적용된 담수유입으로 인공위성이 관측한 수온과 차

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평균된 RMSE의 시계열 분포는 6월 중반 이후 상승하는 구조를 보이지만 2 °C 

미만의 분포를 보였다. RMSE의 최대값은 1.73 °C, 최솟값은 0.84 °C, 평균값은 1.37 °C

로 나타났다.

③ 수직 구조 비교

모델이 재현한 수직수온구조를 현장관측 자료와 비교하기 위하여 동해와 북서태

평양 일부 해역에 대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제공한 Argo float 자료와 비교

하였다. 

쿠로시오 확장해역인 146.16°E, 34.17°N에서 5월 30일 Argo float이 관측한 수직수

온은 표층부터 20 m수심까지 약 21.1 °C로 얇은 표층에서 수직적으로 균질한 구조

가 나타났고 20 m이하 수심부터 약 100 m수심까지 약 18.8 °C까지 하강하는 구조

를 보였다(그림 3.2.1.68). 100 m이하 수심부터 약 480 m수심까지는 수온의 하강이 

비교적 작게 나타났다. 480 m수심에서의 수온은 약 15.4 °C로 100 m 부터 480 m

수심의 수온차이는 약 3.3 °C로 나타났다. 그 이하 수심인 약 500 m수심부터 1000 

m수심까지 수온이 급격히 감소하는 수온약층의 구조를 보였고 그 이하 수심으로 

균질한 수온분포를 보였다. 북서태평양 해양순환 모델의 수직수온 구조는 현장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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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온구조와 비교하여 표층에서 약 2 °C의 차이를 보였고, 수온약층의 깊이를 얕게 

재현하고 있다. 

6월 8일 133.39°E, 27.69°N에서 모델과 Argo float자료에서 나타난 수직구조는 표

층부터 200 m미만 수심까지 수온의 하강이 급격하고, 200 m보다 깊은 수심부터 상

대적으로 수온의 감소가 작아지는 구간이 나타났다. 이후 400 m부터 800 m수심까

지 수온의 감소율이 크고 800 m보다 깊은 수심부터는 상대적으로 균질한 구조를 

보였다(그림 3.2.1.69). 

6월 24일 142.55°E, 33.44°N 위치에서 모델과 Argo float 자료의 수온 구조는 표층

부터 200 m미만 수심까지 상대적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200 m부터 400 m까지 천천

히 감소하는 구조를 보였다. 400 m부터 900 m까지 급격히 수온이 감소하는 구간이 

나타났고, 900 m보다 깊은 수심에서는 수온의 감소율이 작았다.

북서태평양 해역 전역에 대하여 넓게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여름이 시작되는 6월 

쿠로시오 해류가 흐르는 지역에서의 수직수온구조는 표층근처와 중층에서 각각 수

온약층이 형성되는 구조가 모델과 Argo float 자료에서 나타났다.

한편 동해에서 관측한 Argo float와 수치모델에서 재현한 수직수온 구조는 계절적 

특성이 잘 나타났다(그림 3.2.1.68~73). 3월 5일 136.26°E, 40.51°N에서 Argo float과 

모델에 의해 나타난 수직수온구조의 형태는 하계와 비교하여 전 수심에 걸쳐 상대

적으로 균질한 구조를 보였다(그림 3.3.1.71). 이 기간 표층에서의 수온은 약 1.3°C로 

나타났다. 반면 6월 3일 138.82°E, 41.16°N에서 Argo float이 관측한 수직수온 구조

는 표층에서 13.3°C로 나타났으며, 수심 104 m에서는 2.4 °C로 나타나 급격히 수온

이 감소하는 구조를 보였다. 모델에서 재현한 표층수온은 약 15.3 °C로 현장관측 수

온과 비교하여 높게 재현되었다. 이 해역은 동해에 형성되는 극전선(polar front)의 

끝 부분이 위치하는 자리로 시·공간적 변동이 비교적 다른 해역과 비교하여 큰 해

역이기 때문에 표층 수온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치모델이 재현한 

수온구조에서 수온약층의 깊이는 Argo float 자료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깊게 재

현되고 있으며, 이런 구조는 7월 13일 138.96°E, 43.17°N에서 수치모델이 재현한 수

온 구조에서도 나타났다(그림 3.2.1.73). 하지만 7월 Argo float이 관측한 수온은 17.5 

°C, 수치모델이 재현한 수온은 17.7 °C로 차이가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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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평 해류 비교

수치모델에서 재현한 표층해류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인공위

성 고도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3월 19일, 6월 10일, 7월 9일, 8월 10일의 지형류의 

수평구조와 비교하였다.

3월 19일 지형류와 모델이 재현한 쿠로시오의 흐름구조는 필리핀 동쪽에서부터 

북상하여 일부는 루존 해협(Luzon Strait)을 통해 남중국해로 유입되고 일부는 대만

동쪽을 거쳐 북상하여 동중국해를 거쳐 일본 남쪽에서 동향하여 북태평양으로 흐른

다. 특히 쿠로시오 확장역에서 쿠로시오 해류는 사행의 형태를 갖는다. 지형류 분포

에서 140.00°E, 32.00°N 일본 남쪽에서 쿠로시오 해류는 남동쪽으로 흐른 후 다시 

북동향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고 이런 구조는 수치모델에서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쿠로시오 확장역에서 쿠로시오 해류의 사행은 비교적 완만한 구조를 보였다(그림 

3.2.1.74).

6월 10일 쿠로시오는 3월과 비교하여 빠른 유속을 보이고 있고, 일본 동쪽 쿠로시

오 확장역에서 흐름의 사행은 강화된 구조를 보였으며, 쿠로시오 확장역 남쪽해역

에서는 에디(eddy) 형태의 흐름구조가 발달하였다. 한편 계산된 지형류에서 동한난

류는 약 38.00°N까지 북상하다가 동쪽으로 사행하는 흐름구조를 보이지만, 수치모

델에서 재현한 동한난류는 40.00°N 근처까지 북상하여 동쪽으로 사행하는 구조를 

보였다(그림 3.2.1.75).

7월 9일 지형류의 수평분포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수치모델에서 재현한 해류의 

수평구조에서 125.00°E∼130.00°E, 24.00°N 근처 해역과 140.00°E∼150.00°E, 16.00°N

∼20.00°N 해역에서 흐름의 발산 구조가 방사형의 형태로 강하게 나타났다. 이 흐

름 구조는 각각 태풍 찬홈과 낭카에 의해 발생된 해류로 판단되며, 이 흐름 주변의 

수온역시 주변 해역보다 낮은 수온구조를 보이고 있다(그림 3.2.1.76).

8월 10일 쿠로시오 해류는 다른 달과 비교하여 유속이 빠르고 쿠로시오 확장역에

서 흐름의 사행은 더욱 강해진 구조를 보였다 (그림 3.2.1.77). 루존 해협을 통해 남

중국해로 진입하는 쿠로시오의 유속도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동한난류와 일본 연안 

분지류 (Near shore branch)의 흐름 역시 발달 하는 분포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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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2.1.61. 2015년 3월 5일 (a)인공위성이 관측한 표층수온 분포와 (b)모델이 

재현한 표층 (2 m) 수온 및 흐름 분포

(a) (b)

그림 3.2.1.62. 2015년 4월 5일 (a)인공위성이 관측한 표층수온 분포와 (b)모델이 

재현한 표층 (2 m) 수온 및 흐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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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2.1.63. 2015년 5월 5일 (a)인공위성이 관측한 표층수온 분포와 (b)모델이 

재현한 표층 (2 m) 수온 및 흐름 분포

(a) (b)

그림 3.2.1.64. 2015년 6월 5일 (a)인공위성이 관측한 표층수온 분포와 (b)모델이 

재현한 표층 (2 m) 수온 및 흐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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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2.1.65. 2015년 7월 5일 (a)인공위성이 관측한 표층수온 분포와 (b)모델이 

재현한 표층 (2 m) 수온 및 흐름 분포

(a) (b)

그림 3.2.1.66. 2015년 8월 5일 (a)인공위성이 관측한 표층수온 분포와 (b)모델이 

재현한 표층 (2 m) 수온 및 흐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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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2.1.67. 2015년 3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a)시간평균 된 RMSE의 수평분포와 

(b)공간평균 된 RMSE (모델이 재현한 표층수온과 인공위성이 관측한 

표층수온의 차이)의 시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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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2.1.68. (a) 2015년 5월 30일 Argo float이 관측한 수직 수온 (붉은 선)과 

모델이 재현한 수직수온 (파란 선)의 비교. (b) 붉은 점은 Argo float이 

관측한 정점

(a) (b)

그림 3.2.1.69. a) 2015년 6월 8일 Argo float이 관측한 수직 수온 (붉은 선)과 모델이 

재현한 수직수온 (파란 선)의 비교. (b) 붉은 점은 Argo float이 

관측한 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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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2.1.70. (a) 2015년 6월 24일 Argo float이 관측한 수직 수온 (붉은 선)과 모델이 

재현한 수직수온 (파란 선)의 비교. (b) 붉은 점은 Argo float이 관측한 

정점 

(a) (b)

그림 3.2.1.71. (a) 2015년 3월 5일 Argo float이 관측한 수직 수온 (붉은 선)과 모델이 

재현한 수직수온 (파란 선)의 비교. (b) 붉은 점은 Argo float이 관측한 

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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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2.1.72. (a) 2015년 6월 3일 Argo float이 관측한 수직 수온 (붉은 선)과 모델이 

재현한 수직수온 (파란 선)의 비교. (b) 붉은 점은 Argo float이 

관측한 정점

(a) (b)

그림 3.2.1.73. (a) 2015년 7월 13일 Argo float이 관측한 수직 수온 (붉은 선)과 

모델이 재현한 수직수온 (파란 선)의 비교. (b) 붉은 점은 Argo float이 

관측한 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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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2.1.74. 2015년 3월 19일 (a)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받은 지형류와 모델에서 

재현한 표층 수온 및 흐름분포 

(a)
(b)

그림 3.2.1.75. 2015년 6월 10일 (a)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받은 지형류와 모델에서 

재현한 표층 수온 및 흐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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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2.1.76. 2015년 7월 9일 (a)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받은 지형류와 모델에서 

재현한 표층 수온 및 흐름분포

(a)
(b)

그림 3.2.1.77. 2015년 8월 10일 (a)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받은 지형류와 모델에서 

재현한 표층 수온 및 흐름분포

(나) 북서태평양 해역에서의 태풍의 영향

① 찬홈(Chan-hom)과 낭카 (Nangka)

태풍 찬홈(Chan-hom)은 2015년 6월 30일 미국 괌 동남동쪽 약 1,660 km부근 해

상에서 발생하여 중국 상하이 부근 해안을 거쳐 7월 13일 우리나라 황해에 진입하

였다. 태풍 낭카(Nangka)는 같은 해 7월 4일 미국 괌 동쪽 약 2,860 km부근 해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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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생하여 7월 16일 일본 남쪽 시코쿠 고치 현 무로토 시 ( )에 상륙한 후 7월 

17일 동해에서 열대저기압으로 바뀐 후 소멸되었다. 찬홈과 낭카가 발생하여 북서

태평양으로부터 황해와 동해로 진입하는 기간 동안 본 연구 모델에서 대기 외력으

로서 적용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흐름과 수온의 분포가 주변해역과 비교하여 수평

적으로 다른 구조를 보였다(그림 3.2.1.78).

2015년 7월 10일 본 연구 모델의 영역의 남서쪽 120.00°E-140.00°E, 18.00°N-27.00°N

의 수온 분포는 30°C 미만으로 주변해역 보다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25°C의 

수온도 나타났다. 수온이 낮게 나타나는 곳은 태풍 찬홈이 통과한 경로이며, 대만 

북동쪽 강한 발산형태의 흐름은 찬홈 근처에서 강한 바람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태풍 낭카에 의해 이런 발산 형태의 흐름구조는 140.00°E-150.00°E, 18.00°N 

부근에서 나타났으며 수온이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낮은 수온분포를 보였다.

본 연구모델의 영역에서 내에서 찬홈과 낭카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7월 6일부

터 세력이 소멸된 7월 20일까지 수온과 흐름분포를 확인하였다(그림 3.2.1.79). 7월 6

일 140.00°E, 18.00°N에서 찬홈에 의해 흐름의 발산 구조가 나타났고, 7월 7일 찬홈

의 중심에서 수온이 낮아지기 시작했다. 그 후 7월 8일 수온의 하강은 더욱 커지며 

25 °C의 분포가 나타났으며, 북서향하는 찬홈의 경로를 따라 수온은 주변 해역보다 

낮았고 7월 20일까지 120.00°E ~ 140.00°E, 18.00°N - 22.50°N에서 지속되었다. 7월 

8일 150.00°E, 15.00°N-18.00°N에서 낭카에 의한 발산 형태의 흐름 구조가 나타났다. 

7월 13일까지 서북서향 하던 낭카는 7월 14일 경로가 북북서향으로 바뀌었고 7월 

18일 소멸할 때까지 경로를 유지하였으며, 태풍 경로를 따라 발산형태의 흐름구조

와 낮은 수온분포가 나타났다. 흐름구조는 태풍이 영향을 미치기 전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수온에 비해 빠르게 나타났으며, 찬홈과 낭카가 모두 소멸한 7월 20일까지

도 130.00°E-140.00°E, 15.00°N-31.00°N 해역에서의 수온분포는 주변해역보다 낮은 

분포를 보였다.

태풍의 영향으로 인하여 수온의 수직구조에 대한 변동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그림 

3.2.1.78의 수평수온분포에 나타낸 검정색 선을 따라 수온수직구조를 살펴보았다 (그

림 3.2.1.80). 7월 6일 120.00°E-144.00°E, 표층부터 40 m미만 수심까지 30 °C 수온 

분포를 보이고 있지만 7월 8일 태풍 찬홈에 의해 130.00°E-135.00°E에서 25 °C 등수

온선이 표층까지 상승한 구조가 나타났고 7월 11일까지 지속되다가 표층 근처부터 

25 °C 이상의 수온으로 천천히 회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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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9일 낭카의 영향으로 140.00°E 근처 표층에서 수심 50 m까지 주변보다 수온

이 하강하는 분포가 나타났고, 시간이 지날수록 수온의 하강이 뚜렷해 졌다.

그림 3.2.1.78. 2015년 7월 10일 태풍 찬홈과 낭카의 이동경로와 모델에서 재현한 

표층 수온 및 흐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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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79. 2015년 6월 6일부터 20일까지의 모델이 재현한 수평 수온 및 흐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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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80. 2015년 6월 6일부터 20일까지의 모델이 재현한 수직 수온 구조. 

굵은 선은 20°C와 30°C 등수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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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니(Goni)

8월 21일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흐름은 황해에서 우리나라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

여 요동반도를 따라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여 산둥반도를 따라 남동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동중국해에서는 일본 남쪽 연안을 따라 북동향하는 쿠로시오 해류

가 나타났다(그림 3.2.1.81). 남해에서는 대한해협을 통해 동해로 유입되는 대마난류

의 흐름이 보였고, 이 대마난류는 두 가지 지류로 나뉘어져 한 지류는 동해연안을 

따라 북상하다가 약 38.00°N에서 동쪽으로 이안 후 사행하며 쓰가루 해협으로 유출

되는 형태가 나타났으며, 다른 지류는 일본 연안을 따라 북동향하여 쓰가루 해협으

로 유출되는 형태가 나타나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전형적인 흐름의 구조가 모델에 

의해 재현되었다. 하지만 8월 23일 동중국해 입구 전 영역에서 북상하는 흐름이 나

타나기 시작했고, 8월 24일 남해와 황동중국해, 동해의 흐름구조는 전체적으로 북서

향하는 흐름이 강하게 나타났다. 8월 25일 본격적으로 동해에 진입하기 시작한 태

풍 고니의 영향으로 동해에서는 울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의 흐름이 강하게 나

타났으며, 한국 연안과 동해 중앙 해역에 대하여 수온이 하강하는 분포를 보였다. 

황해 역시 한국연안을 따라 고니의 영향에 의해 서향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지만 

산둥반도와 중국 연안에서는 태풍이 영향을 미치기 전 흐름구조로 회복되는 구조를 

보였다. 8월 26일 블라디보스톡 남서쪽 해역에서 20°C의 수온분포가 나타났다.

수평 염분 구조에서 양자강 희석수는 8월 21일 126.00°E, 31.25°N 부근에서 patch 

형태로 나타났다(그림 3.2.1.82). 이 양자강 희석수 patch의 북동쪽 끝은 8월 23일까

지 대한해협으로 뻗어가는 형태를 보이지만 8월 24일 고니에 의해 patch의 북동쪽 

부분이 북상하는 형태로 바뀌고 23일과 비교하여 고염화가 진행되었다. 8월 26일까

지 patch의 염분분포는 고염화되었으며 대한해협으로의 유입은 고니의 영향으로 인

해 차단되는 분포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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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1.81. 2015년 8월 21일부터 26일까지의 모델이 재현한 수온 및 흐름의 

수평분포

 그림 3.2.1.82. 2015년 8월 21일부터 26일까지의 모델이 재현한 염분 및 흐름의 

수평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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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앙상블 칼만 필터를 이용한 자료 동화 기법 연구

(가) 앙상블 칼만필터의 소개

칼만필터(Kalman Filter)는 배경오차공분산(background error covariance)이 전단계

의 분석장(analysis)으로부터 예보모델에 의해 발전하는 체계를 갖춘 순차적 자료동

화 기법이며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지나친 비용 부담으로 인해 실제 

해양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이러한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연구가 진행

되어 왔는데 그 중에서도 앙상블 칼만필터(Ensemble Kalman Filter, EnKF)는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그 성능이 뛰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앙상블 칼만필터는 

Evensen(1994)에 의해 제안되어져서 대기분야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었지만 아직까지 

해양에 적용된 예는 찾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의 기술적인 접근은 Evensen(1994)에 기반하고 Houtekamer and 

Mitchell(1998)에 의해서 수정된 알고리즘에 기반하고 있다. 특히 EnKF에서는 배경

오차 공분산이 예보모델의 앙상블에 의해 직접적으로 계산된다. 


∈와 

∈를 각각 예보장 그리고 분석장의 상태벡터(state vector)라고 

하면 분석장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여기에서 N 은 앙상블 개수이며 K 는 Kalman Gain 이다.

일반적인 경우 Kalman Gain은 배경오차 공분산 (C)과 배경장으로부터 관측장으

로의 내삽 연산자(H) 그리고 관측오차 공분산 (R)에 의해 다음과 같이 주어질 수 

있다.

일반적인 Kalman Filter의 경우 배경오차 공분산의 크기가 보통 106Byte 이상이기 

때문에 계산 및 저장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EnKF의 경우 앙상블들의 배경오차로부

터 계산되어진다. Kalman Gain (K) 을 계산하기 위해 CHT 와 HCHT는 다음과 같

이 정의되며,


  


 

      (3.2.23)

        (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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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앙상블 평균이다. 위의 정의에 따라 일반적인 Kalman Filter에 비해서 단순화

된 예보모델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또한 다변수 배경오차 공분산을 고려하는 것이 

용이하다.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EnKF는 앙상블 개수의 제한으로 인해 배경오차 공분산에

서 원거리의 상관성이 높게 나오는 등의 비정상적인 형태를 가질 수 있어 본 연구

에서는  배경오차 공분산의 지역화(Localization; Gaspari and Cohn, 1999)를 적용할 

것이다. EnKF를 적용함에 있어 문제점으로 또한 배경오차 공분산의 붕괴에 대해서 

논의되곤 한다. 이론적으로 예보장의 배경오차 공분산과 분석장의 배경오차 공분산

은 식(3.2.28)과 같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지만 표본 추출의 문제로 인하여 분석장의 

배경오차 공분산이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3.2.28)

따라서 배경오차 공분산을 팽창시킬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Wang and 

Bishop(2003)의 방법을 시도한다. 

(나) 자료 동화 실험

위성 관측 표층 수온자료를 이용하여 자료동화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0개

의 앙상블 멤버를 사용하여 자료동화를 매일 적용되게 하였으며 사용된 관측 자료

는 NOAA에서 제공한 Advanced Very High Resolution Radiometer (AVHRR) 

OISST 인공위성 자료를 이용하여 표층수온을 동화하였다(그림 3.2.1.83).

해양관측 자료를 3차원 해양수치모델에 동화하는 실험은 2016년 1월 1일부터 지

속적으로 수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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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83. Ensemble Kalman Filter의 모식도와 자료동화에 사용된 인공위성 

표층 수온자료의 위치도

(다) 자료 동화 결과

① Ensemble spread

Ensemble kalman filter는 ensemble mean을 진실(true)이라 가정하고 각각의 

ensemble 멤버를 표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ensemble mean으로부터 각각의 

ensemble 멤버가 멀리 분포할수록, 배경오차 공분산이 커지고 배경장에 대한 신뢰

도가 작아진다. Ensemble spread는 이런 ensemble들의 산포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현재 수행되고 있는 북서태평양 자료동화 결과에 대한 ensemble spread를 식 

(3.2.29)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3.2.29)

여기서 N은 ensemble의 총 개수, Xa
i는 각각의 ensemble의 analysis 이며, Xa는 

ensemble의 analysis의 평균이다. 위식과 같이 Xa를 사용하면 자료동화 된 결과

(posterior)의 스프레드를 구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 Xa 대신에 Xf를 사용하면 자료

동화되기 전의 배경장(prior)의 스프레드를 구하게 되는 것이다.

2016년 2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계산한 ensemble spread는 2월 1일부터 4월 20

일까지는 상승률의 폭이 작지만,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크게 증가함을 보였다

(그림 3.2.1.84). 이는 자료동화가 계속 이루지면서 앙상블 스프레드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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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84. 2016년 2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계산된 표층 수온의 Ensemble 

spread 시계열

② 배경장 (background)과 분석장 (analysis)모델 결과에 대한 인공위성과의 비교

표층 수온을 해양 순환모델에 동화함으로써 모델의 표층 수온과 관측자료와의 차

이가 작아졌는지 살펴보기 위해 자료동화가 적용되지 않은 모델(free-running 

model)과 자료동화가 적용된 모델(data assimilative model)의 표층수온 결과를 인

공위성 관측 표층 수온과 비교하여 차이(Root Mean Square Error; RMSE)를 계산했

다. 인공위성 표층 수온자료는 자료동화에 사용하지 않은 OSTIA SST 결과를 사용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배경장 모델이란 2011년부터 2016년 3월 8일까지 9년 동안 

Spin up 된 모델을 말한다. 계산된 RMSE 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3월 8일까지

의 결과이다(그림 3.2.1.85). 자료동화 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수행하였고, 배경

장 모델은 2016년 3월 8일까지의 결과로 두 모델의 수행 기간이 겹치는 날짜를 선

택하여 RMSE를 계산하였다.

배경장 모델과 인공위성 표층수온간의 시간평균 된 RMSE의 공간분포는 동해 극

전선과 쿠로시오 확장역에서 크게 분포하고 있지만 자료동화가 적용된 분석장의 결

과에서는 두드러지게 작아진 분포를 보였다. 수온의 공간적인 변동성이 큰 전선역

의 정확한 수온 재현율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자료동화의 영향으로 인해 오

차가 크게 감소함을 볼 수 있다. 특히 일본 동쪽 연안에서 RMSE는 가장 크게 나타

났지만, 자료동화가 적용되면서 RMSE가 크게 작아졌다. 이는 자료동화가 적용되지 

않은 모델에서는 일본 동쪽 연안을 따라 쿠로시오 해류가 높게 북상하지만, 표층 

수온이 동화되면 쿠로시오 해류의 북상 한계가 개선되는 효과로 볼 수 있다. 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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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은 수평해상도 25 km의 북서태평양 해양순환 모델을 구축하고 Ensemble 

Kalman Filter 기법을 이용한 자료동화를 적용하였으며, 배경장 모델에서 나타난 일

본 동쪽 연안을 따라 과도하게 북상하는 쿠로시오 해류를 자료동화를 이용하여 개

선시켰다. 

쿠로시오 확장역 남쪽의 북서태평양 해역에서도 분석장의 결과가 배경장 모델의 

결과와 비교하여 RMSE가 작게 나타났다.

공간평균 된 RMSE의 시계열 분포를 보면 배경장 모델은 약 1.25°C의 분포를 유

지하지만 분석장의 경우 1월 1일 배경장 모델과 같은 분포를 보이는 것을 제외하고 

자료동화가 적용된 후 약 1.00°C의 분포를 보여 자료동화에 의해 인공위성 표층 수

온과의 차이가 작아짐을 볼 수 있다. 

(a) (b)

(c)

그림 3.2.1.85. 2016년 1월 1일부터 3월 8일까지 시간평균 된 RMSE의 공간분포 

((a)인공위성과 배경장 모델의 차이, (b)인공위성과 분석장 모델의 차이)와 

(c)공간평균 된 RMSE의 시계열(파란 선은 인공위성과 분석장 모델

의 차이, 붉은 선은 인공위성과 배경장 모델의 차이)



제3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211

(라) 표층 수온 자료 동화 효과

① 3일 예보 시스템 모델과 분석장 모델 결과에 대한 인공위성과의 RMSE 비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험운용 중인 3일 예측 시스템에 자료동화 모듈을 이식하여 

더욱 향상된 모델 예측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런 이유로 Ensemble 

Kalman Filter 자료동화 연구를 진행 하였고, 현재 시험운용중인 3일 예측 시스템의 

결과와 자료동화 된 모델의 결과를 비교해야할 필요가 있다. 두 모델이 표층 수온

을 얼마나 잘 재현하고 있는지 정량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자료동화에 사용되지 않

은 인공위성 수온자료인 OSTIA SST를 이용하여 두 모델에 대한 RMSE를 계산하였

다 (그림 3.2.1.86).

2016년 1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계산된 3일 예측 시스템에서 재현된 1 m 수심

의 수온과 인공위성 표층수온과의 시간평균 된 공간 RMSE의 분포에서 동해 극적

선이 존재하는 해역과 일본 동쪽연안을 따라 쿠로시오가 북상하는 지점, 그리고 쿠

로시오 확장역에서 주변보다 RMSE가 크게 나타났다. 반면 자료동화된 분석장과 인

공위성 표층수온과의 RMSE 공간분포에서는 동해 극전선 지역과 일본 동쪽, 그리고 

쿠로시오 확장역에서 RMSE가 크지만, 3일 예측 모델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그 크

기가 상대적으로 작고 특히 우리나라 주변해역인 동해, 남해, 황해 및 모델 영역의 

남쪽해역 모두 RMSE가 작게 나타나 3일 예측 시스템이 재현한 수온보다 분석장이 

재현하는 표층 수온분포가 오차가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공간평균 된 RMSE의 시계열 분포에서는 1월 1일부터 16일 전까지 3일 예측 시스

템의 결과가 분석장의 결과보다 작게 나타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석장의 결과는 

약 1.00°C를 유지는 반면, 3일 예측결과의 RMSE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구조가 나

타났다. 1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의 RMSE 시계열의 평균은 분석장의 결과가 

1.00°C, 3일 예측 시스템이 1.17°C로 나타났다.

Average (°C) Max (°C) Min (°C)

3day forecast 1.17 1.40 0.79

analysis 1.00 1.25 0.93

표 3.2.1.4 인공위성 관측 수온과 3일 예측 시스템, 분석장 모델들에서 재현된 수온 

사이의 RM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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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3.2.1.86. 2016년 1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시간평균 된 RMSE의 공간분포 

((a)인공위성과 3일예측 시스템 모델의 차이, (b)인공위성과 분석장 

모델의 차이)와 (c)공간평균 된 RMSE의 시계열(파란 선은 인공위

성과 분석장 모델의 차이, 붉은 선은 인공위성과 3일예측 시스템 

모델의 차이)

② 3일 예보 시스템 모델과 분석장 모델 결과의 표층수온 비교

RMSE 결과의 비교를 통해 현재 시험운용중인 3일 예측 결과와 분석장을 비교하

여 시간이 지날수록 분석장의 표층수온이 인공위성과 가까워짐을 확인하였다. 하지

만 RMSE 분포로는 두 모델이 재현한 표층수온의 분포구조를 알 수가 없어 2016년 

5월 20일 하루의 표층 수온 결과를 인공위성과 비교하였다 (그림 3.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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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20일 인공위성 표층 수온 분포는 황해 36°N 이하 남쪽 해역에서 15∼

20°C 범위의 수온이 분포하지만 36°N 이상 북쪽 발해만에서는 15°C 이하로 상대적

으로 낮은 수온이 분포하였다. 분석장의 황해 수온분포 역시 발해만에서 15°C 이하

의 낮은 수온분포를 재현했지만 한국 연안에서 남하한 분포를 보여 인공위성의 수

온분포와 비교하여 낮은 구조를 보였다. 3일 예측 결과의 황해 수온분포는 발해만

에서 높은 수온분포를 보여 15°C 이하의 수온분포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남해에서

는 3일 예측 시스템의 수온분포가 인공위성과 분석장의 수온분포와 비교하여 더 높

은 구조를 보였으며 특히 20°C 수온의 분포가 대한해협을 통해 일본 북쪽 연안까지 

확장하여 차이를 보였다.

인공위성과 분석장의 결과에서는 30°C 분포의 수온이 필리핀(120°E, 18°N) 주변 

해역에 국한하여 나타났으나, 3일 예측 결과의 수온분포에서는 115°E~150°E, 15°N~ 

22.5°N 까지 30°C 수온분포가 나타나 인공위성과 분석장의 수온분포와 차이를 보였

다. 일본 동쪽 쿠로시오 확장역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3일 예측 모델의 수온구조는 

주변보다 낮은 수온이 일본 동쪽 연안을 따라 깊게 남하하는 분포가 나타났지만 분

석장의 수온 분포에서는 인공위성 수온과 비교하여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

(a) (b) (c)

그림 3.2.1.87. 2016년 5월 20일에 (a)인공위성에서 관측한 표층수온과 (b)분석장과 

(c)3일 예측 시스템에서 재현한 표층 수온 및 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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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Argo float 관측 수직수온과 모델이 재현한 수직수온 구조 비교

모델이 재현한 수평수온 분포가 자료동화로 인하여 관측 결과와의 오차가 작아짐

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며 수직수온 분포 역시 자료동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3월 15일, 19일, 25일 그리고 5월 14일과 15일을 선택하여 

Argo float 자료가 관측한 수직수온과 두 모델이 재현한 수직수온을 비교하였으며, 

수직 수온 비교위치는 그림 3.2.1.88과 같다. 

 3월 15일 218P 지점에서의 수직구조 분포는 100 m미만 수심까지는 분석장의 결

과가 3일 예측 시스템 결과와 비교하여 Argo float이 관측한 값과 오차가 작게 나

타났다. 하지만 약 100 m수심부터 수온이 증가하는 분포구조는 분석장 결과가 3일 

예측 시스템과 Argo float이 관측한 수온구조와 비교하여 크게 나타나 표층 아래

(subsurface)에서의 수온분포는 3일 예측 시스템이 현장관측 수온과 더 가까운 구조

를 보였다. 하지만 3월 19일 260P 지점과 3월 25일 291P 지점에서의 수직수온 구조

는 분석장의 결과가 현장관측 수온에 더 가까운 수온분포를 보였다. 5월달의 수직

수온 구조에서도 분석장의 수직수온 구조는 3일 예측 시스템의 수직수온 구조와 비

교하여 현장관측 결과와 더 가까운 구조를 보였다 (그림 3.2.1.89).

그림 3.2.1.88. 모델이 재현한 수직수온 profile과 비교하기 위해 선택된 Argo float의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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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그림 3.2.1.89. Argo float이 관측한 수직수온 (검정 선)과 3일 예측 시스템 (붉은 선)과 

분석장 (파란 선)이 재현한 수직수온의 profile 비교. (a), (b), (c)는 3월, 

(d), (e), (f)는 5월

④ 부이(buoy)관측 수온과 모델 비교

본 모델은 우리나라 주변해역을 대상으로 수립되는 지역모델의 개방경계를 제공

하고,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물리적 변동이 북서태평양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발생

하지 않기 때문에 동해, 남해, 황해의 수온과 해류를 재현하는데 높은 정확성을 가

져야 하는 모델이다. 이런 이유로 2016년 1월1일부터 5월 20일까지의 기간 동안 3

일 예측 시스템 모델과 분석장 모델이 재현한 하루 평균 표층 수온 결과와 추자도, 

통영, 서귀포, 울산, 울릉도, 포항, 동해, 덕적도, 외연도에서 부이가 관측한 하루 평

균 표층 수온의 시계열 자료를 비교 하였다(그림 3.2.1.90). 

3일 예측 시스템과 분석장 모델이 재현한 수온분포와 각 부이에서 관측한 수온분

포의 전체적인 구조는 1월부터 2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하강하다가 3월부터 다시 상

승하는 분포를 보여 두 모델 모두 계절 변화에 의한 수온 변화를 잘 재현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하지만 추자도, 통영, 서귀포, 울산에서의 분포는 3일 예측 시스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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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장의 결과와 비교하여 부이관측 수온과 더 가까운 분포를 보인 반면 그 이외 

해역에서는 분석장의 수온 결과가 3일 예측 시스템의 표층수온 결과보다 부이관측 

수온에 더 가까운 구조를 보였다. 두 모델과 부이 관측 수온과의 차이를 정량적으

로 알아보기 위해 관측수온과 두 모델 사이의 RMSD와 bias를 계산하였고 표 

3.2.1.5에 나타내었다. RMSD는 추자도, 통영, 서귀포, 울산에서 3일 예측 시스템이 

분석장 결과와 비교하여 작은 반면, 그 이외 해역에서는 분석장의 RMSD가 3일 예

측 시스템의 결과보다 더 낮은 결과를 보였다. 분석장의 RMSD는 외연도가 0.638로 

가장 작은 반면 덕적도가 1.308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3일 예측 시스템의 결과에서

도 외연도가 0.751로 가장 작고 덕적도에서 2.317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분석장의 

결과는 부이 관측 수온과 비교하여 음의 bias (cold bias)가 대부분 해역에서 나타난 

반면, 3일 예측 시스템은 양의 bias (warm bias)가 대부분 해역에서 나타났다.

analysis

(RMSD / bias)

3day forecast

(RMSD / bias)

추자도(CJD) 1.234 / -0.761 0.990 / -0.490

통영(TY) 1.245 / -0.572 1.160 / 0.333

울산(US) 1.244 / -0.811 1.002 / 0.160 

서귀포(SGP)  1.288 / -1.106 1.135 / -0.474

동해(DH) 1.227 / -0.281 1.512 / 0.354 

울릉도(ULD) 0.729 / -0.219 0.800 / -0.281

포항(PH) 1.114 / -0.788 1.281 / 0.824

덕적도(DJD) 1.308 / -0.305 2.317 / 1.167

외연도(OYD) 0.638 / 0.292 0.751 / 0.035

표 3.2.1.5. 3일 예측 시스템과 분석장 모델이 재현한 표층 수온과 부이가 관측한 표층 

수온사이의 RMSD와 b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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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90. 2016년 1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의 3일 예측 시스템과 분석장이 

재현한 표층수온과 부이에서 관측한 표층수온 시계열 비교 

⑤ 지형류와의 표층 해류 비교

Ensemble Kalman Filter 기법을 이용한 자료동화는 표층 수온만을 자료동화 하였

다 하더라도 kalman gain matrix에 의해 해류도 자료동화의 영향을 받아 변한다. 

본 연구는 비록 표층수온만 자료동화를 하였지만 이런 영향으로 해류구조 역시 변

하기 때문에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인공위성 고도계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북서태

평양과 동해의 지형류를 제공받아 분석장 모델과 3일 예측 시스템 모델의 표층 해

류구조와 비교하였다(그림 3.2.1.91). 분석장 모델과 3일 예측 시스템이 재현한 표층 

해류의 구조는 지형류와 비교하여 쿠로시오 해류, 캄차카 해류, 남해로 유입되는 대

마난류의 해류구조를 잘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3일 예측 시스템이 재현한 캄차카 

해류는 지형류와 분석장 모델이 재현한 해류와 비교하여 남서향하는 속도가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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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고, 쓰가루해협을 통해 쿠로시오 확장역으로 유출되는 해류와 만나 일본 동

쪽 연안(142.5°E, 37°N)을 따라 강하게 남하하여 일본 동쪽 연안을 따라 북상한 후 

사행하는 쿠로시오 해류를 누르는 구조가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일본 동쪽에서 사

행하는 쿠로시오 해류의 분포는 지형류와 비교하여 해류구조에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분석장의 결과는 지형류와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깊게 남하하여 쿠로시오 

해류의 구조를 강제적으로 변화시키는 해류는 보이지 않고 보다 지형류의 구조에 

가까운 안정된 흐름 분포를 보이고 있다.

동해에서의 해류구조는 분석장과 3일 예측 시스템의 결과가 지형류와 차이를 보

였다. 본 결과의 해류구조에는 지형류와 취송류가 복합되어 있는 해류구조이기 때

문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대한해협을 통해 동해로 유입되는 대

마난류가 동한난류와 Near shore branch로 분리되어 동해로 유입되는 구조는 분석

장과 3일 예측 모델 모두 잘 재현하고 있다. 두 모델의 해류구조에서 가장 두드러

지는 차이는 한국 동해 연안을 따라 북상하는 동한난류의 구조이다. 3일 예측 시스

템의 동한난류는 한국 동쪽 연안을 따라 약 40°N 까지 북상하는 구조가 나타났고, 

분리되어 동쪽으로 사행하는 구조 역시 39°N 보다 높은 위도에서 나타났다. 하지만 

지형류의 구조에서는 38°N 근처에서 분리되어 동쪽으로 사행하는 분포를 보였고, 

분석장 결과에서도 비슷한 위도에서 분리되어 동쪽으로 사행하는 구조가 나타났다. 

북쪽으로 크게 올라가던 동한난류의 구조는 자료동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개선되어 

진 것으로 판단된다.

 

(a) (b) (c)

그림 3.2.1.91. 2016년 5월 20일 국립해양조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북서태평양 해역

에서의 (a)지형류와 (b)분석장과 (c)3일 예측시스템 모델이 재현한 표층 

해류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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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3.2.1.92. 2016년 5월 20일 국립해양조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동해에서의 (a) 지형

류와 (b) 분석장과 (c) 3일 예측시스템 모델이 재현한 표층 해류분포

⑥ 지형류와의 표층 해류 비교

북서태평양에서는 쿠로시오 해류가 대만 동쪽을 지나 남중국해를 거쳐 일본 남쪽

으로 열을 수송하며, 우리나라 주변해역에서는 대마난류가 남해를 통해 동해로 유

입되어 열을 수송한다. 특히 동해는 대마난류에 의한 열 수송으로 인하여 수온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해역으로서 대마난류가 유입되는 대한해협, 대마난류가 유출되는 

쓰가루와 소야해협에서의 수송량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대한해협, 쓰가루

해협, 소야해협에서의 대마난류에 대한 수송량을 계산하였고, 쿠로시오가 북서태평

양으로 진입하는 대만 동쪽과 대만해협에서의 수송량을 계산하였다.

분석장의 2016년 1월부터 5월까지의 한 달 평균 대한해협 수송량은 1월부터 5월

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구조를 보여 월별 대한해협 수송량의 특징을 잘 재현하

고 있는 반면, 3일 예측 시스템의 분포는 1월부터 약 3.00 Sv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

고, 2월 2.73 Sv으로 작아졌지만, 3월 다시 상승하여 5월까지 지속적으로 2.90 Sv 이

상의 분포를 보였다. 이는 기존 보고되었던 Seo et al. (2014)의 결과와 비교하여 높

고, 특히 월별 대한해협 수송량 분포를 전혀 재현하지 못한 결과이다. 쓰가루해협에

서의 수송량 분포 역시 대한해협과 비슷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반면 소야 해협에

서의 두 모델의 수송량 분포는 1월부터 3월까지 비슷한 구조를 보였지만, 4월부터 

5월까지 3일 예측 시스템의 수송량은 감소하는 구조가 나타났다. 대한해협에서의 

유입되는 수송량이 증가하면 쓰가루해협과 소야해협을 통해 북서태평양 해역으로 

유출되는 수송량 역시 증가해야 하지만 3일 예측 시스템의 소야해협에서의 수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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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현실과는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자료동화가 적용된 분석

장의 소야해협 수송량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어 현실과 가까운 

구조를 보였다.

대만 해협에서의 두 모델의 수송량 분포는 3월까지 거의 같은 분포를 보였지만 4

월부터 5월까지 상승하는 분포는 분석장 모델이 재현한 수송량과 비교하여 3일 예

측 시스템이 크게 나타났다. 대만 동쪽에서 계산한 쿠로시오의 수송량 분포 역시 

대만해협과 마찬가지로 1월부터 3월까지는 두 모델이 거의 같은 분포를 보이지만 3

일 예측 시스템의 분포는 5월까지 상승하는 반면, 분석장에서 재현한 수송량 분포

는 4월 감소하는 분포를 보였다.

그림 3.2.1.93. 2016년 1월부터 5월까지 모델에서 계산된 대한해협, 쓰가루해협, 

소야해협의 한 달 평균 수송량. 파란 선은 분석장의 결과로부터 계산된 

수송량이며 붉은 선은 3일 예측 시스템으로부터 계산된 수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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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94. 2016년 1월부터 5월까지 모델에서 계산된 대한해협, 쓰가루해협, 

소야해협의 한 달 평균 수송량. 파란 선은 분석장의 결과로부터 

계산된 수송량 이며 붉은 선은 3일 예측 시스템으로부터 계산된 

수송량

(마) 자료동화 3일 해양순환 예측 시스템 구축

북서태평양 해역에서의 예측 고도화를 위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KOOS server에

서 운영 중인 3일 예측 자동화 시스템에 대하여 현재 연구 중인 Ensemble Kalman 

Filter 자료동화 시스템 모듈의 자동화 시스템을 이식하였다. 기존에 구축된 3일 예

측 시스템은 대기외력으로 사용되는 Global Forecast System(GFS)에서 제공하는 대

기정보, 개방경계로 사용되는 HYCOM만을 외부서버에서 제공받았지만, 자료동화에 

사용되는 인공위성 관측자료의 획득을 위해 NOAA에서 제공하는 OISST자료를 자

동으로 다운받는 시스템이 추가 되었으며, 자료동화에 사용될 수 있게끔 재구성하

는 모듈이 추가되었다. 그 이외에도 자료동화에 효율을 위해 각 ensemble 별 대기 

외력장에 대한 변화성(perturbation)을 적용시키는 모듈 및 Ensemble Kalman Filter 

시스템에 대한 모든 모듈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시스템의 수행구성은 인공위성 관

측 자료는 약 2일 지연모드로 자료가 제공되기 때문에 현재 날짜를 기준으로 48시

간 전 까지 자료동화가 수행되고 자료동화가 완료된 후 결과를 초기조건으로 가져

와 24시간 전부터 72시간을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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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95. 북서태평양 해양순환 모델 자료동화 3일 예측 자동화 시스템의 모식도

(7) 해양관측 자료 이용의 확장

(가) 수직 수온･염분 자료를 이용한 자료동화 예측 시스템 개요

북서태평양 해양순환 모델의 3일 예측 결과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존에 구

축된 Ensemble Kalman Filter를 이용한 인공위성 표층 수온 자료동화 시스템(NWP SST 

DA model)에서 확장하여 Argo float이 관측한 수직 수온·염분 자료를 동화하는 해양예

측 시스템(NWP SSTARGO DA model)을 구축하였다(그림 3.2.1.97). 기존에 구축된 

NWP SST DA model은 인공위성 표층 수온 자료를 북서태평양 해양순환 모델에 동화시

켜 모델의 오차가 작아진 향상된 결과를 3일 예측 시스템의 초기조건(Initial condition)으

로 공급하는 시스템이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모델 자료동화에 이용될 수 있는 자료는 

인공위성 표층 수온뿐만 아니라 조사선박과 해양 관측부이, 관측기지에서 측정하는 CTD 

물성관측 자료, 인공위성 해면 고도자료(altimeter data), 글라이더와 Argo float 관측 자

료 등이 있다. 이러한 많은 관측 자료들이 준실시간으로 해양예측 시스템들에 제공하여 

해양예측 시스템의 정확도가 높이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관측 자료들을 이용하여 

자료동화를 수행하면 해양 순환 예측모델의 오차를 더욱 작게 할 수 있다. 현재 구축된 

해양 순환 예측 시스템은 인공위성 표층수온 자료만을 동화시키기 때문에 여러 관측 자

료들을 사용하여 모델의 에러를 더욱 작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자료 중 Argo float가 관측한 수직 수온·염분 자료를 선택하여 동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델의 2단계 고도화를 수행하였다. Argo float 자료는 NOAA의 The Global 

Temperature and Salinity Profile Programme (GTSPP)에 의해서 제공되는 자료이다.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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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예측 시스템의 초기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자료동화 시스템은 NWP SST DA model

과 NWP SSTARGO DA model로 구성된다. 수직 수온·염분 자료는 한국표준시 기준으로 

매주 수요일에 일주일 전 관측된 자료가 제공되기 때문에 매일 수직 수온·염분 자료를 

이용하여 동화할 수 없다. Argo float 자료는 오늘을 기준으로 10일전부터 4일전까지

의 자료를 오늘 제공된다. 평소에는 NWP SST DA model을 수행하고, 매주 수요일에

는 NWP SSTARGO DA model을 수행한다. 여기서 생산된 결과는 오늘 수행되는 3일 

예측 모델과 내일 수행 될 NWP SST DA model의 초기조건으로 제공된다 (그림 

3.2.1.96). Argo float의 수직 수온·염분 자료는 리눅스의 쉘(Shell)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KOOS server에 저장하고 인공위성 표층수온 자료와 함께 자료동화에 사용되는 관측자료

(observation data) 형식으로 변환된다. 자료의 저장부터 재처리 되는 프로그램의 자동화

를 위하여 리눅스의 스케줄러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그림 3.2.1.97). 자료동화가 이루어

질 때 수온과 염분 자료를 구분하기 위해 index를 부여하였으며, 수온자료는 2, 염분자료

는 3의 index가 부여된다.

그림 3.2.1.96. 층별 수온·염분 자료동화 시스템과 3일 예측 시스템의 순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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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97. 층별 수온･염분 자료동화에 사용되는 Argo float 자료의 

형식과 수직 수온･염분 자료 동화 시스템의 모식도

(나) 수직 수온·염분 자료의 동화 영향 실험

수직 수온·염분 자료동화의 영향이 잘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수평적인 수

온의 변동성이 큰 쿠로시오 확장역 북쪽 153.47°E, 38.84°N (Argo1) 정점과 상대적

으로 수온의 변동성이 작은 북서태평양 남쪽 146.59°E, 25.90°N (Argo2) 정점의 10 

m수심에서 관측한 Argo float자료를 이용하여 동화한 후 analysis와 background의 

수온 결과 차이를 살펴보았다(그림 3.2.1.98). 본 연구에서 자료동화의 지역화

(localization)를 위하여 수평적인 decorrelation length scale은 100km, 수직적인 

decorrelation length scale은 500m를 적용하였다. 수평분포에서 자료의 동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지역은 Argo float자료가 위치한 지역에서 약 50km 반경 안에서 가

장 크게 나타났으며, 반경이 커질수록 동화의 정도가 작아지는 분포를 보였다. 

100km의 decorrelation length scale을 적용하였지만 Argo float 자료의 위치를 중심

으로 반경 약 200 km까지 동화의 수평적인 영향권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수

직 수온분포의 차이에서도 나타났다 (그림 3.2.1.99). Argo1의 수직 수온 분포의 차

이는 약 2,400 m수심까지 나타나 10 m에서 관측한 자료를 동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깊은 수심까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Argo2의 수직 수온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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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는 약 1,200 m수심까지 나타나 Argo1과 비교하여 얕은 수심까지 영향이 나

타났다. 수직 수온·염분 자료동화의 공간적인 규모 차이가 나는 이유는 모델이 계산

한 수온과 현장 관측 수온의 차이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2.1.98. Background 모델의 수온과 수직 수온･염분 자료가 동화된 analysis의 

수평 수온 차이와 Argo float 동화 지점 정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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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99. Background 모델의 수온과 수직 수온･염분 자료가 동화된 analysis의 

수온 차이: 수평(상단･수직(하단)

(다) NWP SSTARGO DA model의 향상도 검증

본 연구의 목표는 기존에 구축된 NWP SST DA model의 오차를 더욱 작게 함으로

써 3일 예측 시스템의 고도화를 한 단계 더 상승시키는 것이다. NWP SST DA model과 

비교하여 NWP SSTARGO DA model의 향상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인공위성 표층 수

온자료를 기준으로 두 모델 결과의 RMSE를 각각 계산하였다(그림 3.2.1.100). 인공

위성 표층 수온자료는 본 연구에 사용되지 않은 OSTIA SST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2017년 1월11일부터 2월 1일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Argo float자료를 이용한 동

화효과가 공간적으로 어느 해역에서 향상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분석기간 동안 

시간평균 된 두 모델의 표층 수온 RMSE 공간분포 차이를 나타냈다(그림 3.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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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SE가 작을수록 모델의 오차가 작기 때문에 두 RMSE차이의 결과가 음의 값이

면 NWP SSTARGO DA model의 오차가 NWP SST DA model과 비교하여 작고, 양의 

값이면 NWP SST DA model의 오차가 작은 것을 의미한다. RMSE diff의 공간평균 값은 

-0.04°C로 전체적으로 NWP SSTARGO DA model의 오차가 NWP SST DA model과 비

교하여 더 작게 나타나 Argo float 자료를 인공위성 표층 수온 자료와 함께 동화할 때 

표층 수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된 해역은 북서태평양 남측 해역과 동해 극전

선을 중심으로 남측해역, 쿠로시오 확장역 일부 해역이며, Argo float자료가 없는 황동중

국해 해역과 남해 해역(그림 3.2.1.100)에서도 개선이 이루어 졌다.

공간평균 된 RMSE의 시계열 자료에서 NWP SSTARGO DA model은 1.0°C 미만에

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반면 NWP SST DA model의 RMSE는 1.0°C 이상의 분포를 보

였다(그림 3.2.1.100). 두 모델의 RMSE의 통계치를 표 3.2.1.6에 제시하였다.

그림 3.2.1.100. 인공위성과 NWP SSTARGO DA model 사이의 시간 평균된 

RMSE와 인공위성과 NWP SST DA model 사이의 시간평균 된 

RMSE의 차이 (2017년 1월 11일부터 2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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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rage 

(°C)

Max 

(°C)

Min 

(°C)

NWP SST DA model 0.98 1.02 0.94

NWP SSTARGO DA model 0.95 0.99 0.93

HYCOM 0.82 0.88 0.75

표 3.2.1.6. NWP SST DA model과 NWP SSTARGO DA model, HYCOM 결과로

부터 계산된 RMSE (인공위성과의 차이)

(a)

(b)

그림 3.2.1.101. (a) 2017년 1월 11일부터 2월 1일까지 시간평균 된 RMSE의 공간

분포((좌) 인공위성과 HYCOM 표층수온 사이의 RMSE, (우) 인공

위성과 NWP SSTARGO DA model사이의 RMSE)와 (b) 공간평균 된 

RMSE의 시계열 (검정선은 인공위성과 NWP SST DA model 

사이의 RMSE, 파란선은 NWP SSTARGO DA model 사이의 RMSE, 

빨간선은 HYCOM 사이의 RM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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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NWP SSTARGO DA model과 NWP SSTARGO DA model의 RMSE 비교(4월)

NWP SST DA model과 NWP SSTARGO DA model의 4월 RMSE를 1월 RMSE와 

분리하여 분석한 이유는 4월 6일부터 HYCOM 자료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개방경계 조건을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HYCOM 일평균자료의 climatology

자료로 대체하여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4월의 분석기간은 2017년 4월 20일부터 25

일 6일간 실시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의 RMSE가 1월 결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HYCOM climatology 결과를 개방경계 조건으로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

로 판단된다(그림 3.2.1.102).

두 모델의 시간평균 된 RMSE의 공간분포는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이지만, 일본 

북해도 부근과 오호츠크해에서 NWP SSTARGO DA model의 오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그림 3.2.1.102a). RMSE 차이를 더욱 선명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RMS 차이

를 계산하여 확인하였다(그림 3.2.1.102b). 1월에 계산한 RMS 차이와 마찬가지로 음

의 값이 큰 해역에서 NWP SSTARGO DA model의 오차가 NWP SST DA model의 오

차와 비교하여 작은 해역이다. 오호츠크해와 동해, 황해, 황동중국해 그리고 북서태평양 

서쪽 해역에서 NWP SSTARGO DA model의 오차가 작게 나타났으며 쿠로시오 확장역 

일부 해역에서도 오차가 작게 나타났다. 하지만 쿠로시오 확장역과 140°E-163°E, 22.5°N 

부근 해역, 황해 중앙과 동해 일부 해역에서는 NWP SST DA model의 오차가 작게 나

타났다(그림 3.2.1.102b). 공간평균 된 RMSE의 시계열 분포는 NWP SSTARGO DA 

model의 오차가 더 작게 나타났다(그림 3.2.1.103). NWP SSTARGO DA model의 RMSE 

최솟값은 4월 23일 1.09°C로 나타났으며, NWP SST DA model의 RMSE 최솟값은 4월 

24일 1.16°C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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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림 3.2.1.102. (a) 2017년 4월 20일부터 4월 25일까지 시간평균 된 RMSE의 

공간분포((좌) 인공위성과 NWP SST DA model 사이의 RMSE, 

(우) NWP SSTARGO DA model 사이의 RMSE)와 (b) SST RMSE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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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03. 2017년 4월 20일부터 4월 25일까지 공간평균 된 RMSE의 시계열 

(검정선은 인공위성과 NWP SST DA model 사이의 RMSE, 파란선은 

NWP SSTARGO DA model 사이의 RMSE)

(마) 수평분포 비교

NWP SST DA model과 NWP SSTARGO DA model이 재현한 표층 수평분포의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하여 4월 RMSE 시계열 분포 중 NWP SSTARGO DA model의 오차

가 가장 작은 4월 23일 수온(그림 3.2.1.104)과 해류구조(그림 3.2.1.105) 분포를 살펴

보았다. 4월 23일 북서태평양 남쪽의 수온분포는 23.0°C의 분포를 보이고 위도가 높

아질수록 감소하여 5.0°C 이하의 분포가 나타났다. 양자강 입구와 황동중국해 남쪽 

그리고 남해에 걸쳐 15.0°C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황해는 15.0°C 미만의 수온분

포가 나타났다. 발해만 해역과 중국 동쪽 연안에서 OSTIA SST와 비교하여 두 모델

의 수온은 다소 높은 수온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모델에서의 담수유입이 있게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동해입구에서의 수온분포는 15.0°C의 분포가 인공

위성 표층수온과 두 모델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동한난류가 북상하는 분포가 

두 모델에서 나타나 인공위성 표층수온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NWP 

SSTARGO DA model 결과를 NWP SST DA model과 비교하여 다소 이 분포가 약

해졌다. 두 모델에서 나타나는 일본 연안류(Nearshore branch)는 인공위성 표층 수

온과 비교하여 일본 연안을 따라 동쪽으로 더 확장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두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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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일본 남동쪽 쿠로시오 확장역 20.0°C의 수온이 인공위성 표층 수온과 비교

하여 북상한 분포를 보였다. 하지만 NWP SST DA model의 결과와 비교하여 NWP 

SSTARGO DA model분포에서 다소 약화된 분포를 보였고 수직 수온·염분 자료동

화의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그림 3.2.1.104). 

두 모델에서 재현한 표층 해류와 국립해양조사원(Korea Hydrographic and 

Oceannographic Administration, KHOA)에서 인공위성 해면 고도자료를 이용하여 

재계산한 지형류를 비교한 결과, 쿠로시오 해류와 쿠로시오 확장역에서 흐름의 사

행, 캄차카 해류 등이 모델에서 잘 재현되었다(그림 3.2.1.105). 일본 남쪽(135.0°E, 

32.0°N) 부근에 나타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recirculation gyre의 흐름도 잘 묘

사되었지만 지형류와 비교하여 다소 서쪽에 위치한 분포를 보였다. 필리핀과 대만 

사이에 위치한 루존 해협을 통해 남중국해로 진입하는 쿠로시오 해류의 구조역시 

두 모델에서 잘 재현된 것으로 판단된다. 두 모델사이 해류구조의 차이는 쿠로시오 

확장역에서 북상하다가 분지되어 사행하는 해류구조가 차이를 보였으며, 140.0°E를 

기준으로 쿠로시오 확장역 남쪽 해역에서 NWP SSTARGO DA model이 재현한 흐

름구조가 다소 강해진 차이를 보였다.

동해의 해류분포는 지형류와 비교하여 동한난류가 북상하다가 동쪽으로 사행하는 

위도가 거의 같은 분포를 보여 잘 재현되었다고 판단된다(그림 3.2.1.106). 하지만 일

본 북쪽 연안을 따라 북상하는 일본 연안류의 구조는 지형류 분포에서 뚜렷이 나타

나는 반면 두 모델에서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인공위성 해면고도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하여 재생산한 지형류와 달리 모델은 표층 바람에 의해 만들어지는 

취송류와 지형류가 더해져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a) (b) (c)

그림 3.2.1.104. 2017년 4월 23일 (a) 인공위성이 관측한 표층 수온분포와 (b) NWP 

SST DA model과 (c) NWP SSTARGO model이 재현한 표층 수온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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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3.2.1.105. 2017년 4월 23일 북서태평양 해역에서의 (a) 인공위성 고도계 자료

로부터 계산된 지형류(해양조사원)와 (b) NWP SST DA model, 

(c) NWP SSTARGO model이 재현한 표층 흐름

(a) (b) (c)

그림 3.2.1.106. 2017년 4월 23일 동해에서의 (a) 인공위성 고도계 자료로부터 

계산된 지형류 (해양조사원)와 (b) NWP SST DA model, (c) NWP 

SSTARGO model이 재현한 표층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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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수직 수온·염분 비교

Argo float를 이용한 수직 수온염분 자료동화로 인한 모델의 향상을 살펴보기 위

해 본 연구에서 이루어지는 자료동화에 사용되지 않은 Argo float자료를 추출하여 

두 모델이 재현한 수직 수온·염분과 RMSE를 계산하여 두 모델의 수직물성구조의 

차이를 확인하였다(그림 3.2.1.108, 3.2.1.109). 분석 기간은 1월 22일, 26일, 27일 그리

고 4월 20일과 21일을 선택하였으며, 수직 수온·염분 분포의 비교위치는 그림 

3.2.1.107과 같다. 

1월 22일 001P 지점에서의 NWP SSTARGO DA model과 NWP SST DA model

의 수직 수온 RMSE는 표층에서 각각 2.53°C, 2.83°C의 오차를 보였지만 수심이 깊

어지면서 증가하여 106m 수심에서 4.47°C, 4.76°C로 가장 크고 수심이 깊어질수록 

감소하는 구조를 보였다(그림 3.2.1.108). 1월 26일 021P 지점의 표층에서는 0.92°C, 

1.32°C의 오차를 보였지만 001P 정점과 마찬가지로 수심이 깊어질수록 오차가 증가

하여 수심 153m 수심에서 3.35°C, 3.36°C로 최대 오차를 보였고 수심이 깊어질수록 

감소하였다(그림 3.2.1.108). 1월 27일 026P 지점에서의 수직분포는 001P, 021P 지점

과는 다른 오차구조를 보였다. 표층에서 수심이 깊어질수록 감소하다 NWP 

SSTARGO DA model은 154 m수심에서 0.04°C, NWP SST DA model은 152m 수

심에서 0.01°C로 최소 오차가 나타났다가 급격히 증가하여 187m 수심에서 5.79°C, 

6.10°C로 최대 오차가 나타났다(그림 3.2.1.108). 이는 두 모델이 재현한 수온약층의 

수심이 Argo float이 관측한 수온약층 수심과 차이가 있고, 수온약층에서의 수직적 

수온 경사의 정도차이가 있을 때 발생한다. 비록 보고서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자

료를 확인한 결과 위 두 문제가 함께 발생하였다. 다른 정점위치와는 다르게 상대

적으로 연안 가까이 위치해 있는 4월 20일 022P 지점에서는 표층에서 2.17°C, 

2.26°C의 오차를 보이고 수심 15m까지 거의 변화가 없고 20m 수심부터 감소하는 

구조를 보였다. 연구영역 동쪽 경계 가까이 위치해 있는 4월 21일 025P 지점에서의 

수직 RMSE 구조는 169 m수심에서 3.13°C, 3.04°C로 오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오차의 변동 폭이 큰 것은 아니지만 작은 범위에서 오차의 변화가 다른 지점과 비

교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Argo float자료에서 수온의 

수직적 경사가 크게 나타나는 수심이 모델이 재현한 수직 수온구조보다 많이 나타

나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적으로 표층에서는 NWP SSTARGO DA model

의 오차가 NWP SST DA model보다 작게 나타나지만 수온약층이 존재하는 수심에

서는 NWP SST DA model의 오차가 더 작게 나타났다.



제3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235

염분의 RMSE 구조는 수온의 RMSE 구조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그림 3.2.1.109). 

하지만 오차가 0에 가까워지는 수심이 수온 RMSE와 비교하여 얕은 수심에서 나타

났다. 1월 22일 001P 지점에서 염분의 RMSE는 표층에서 0.61, 0.67로 나타났으며, 

107m 수심에서 0.71, 0.76으로 최대 오차를 보였다. 1월 26일 021P 지점 표층에서 

0.38, 0.50의 오차를 보였으며, 115 m수심에서 0.55, 0.53의 최대 오차를 보였다. 1월 

27일 026P 지점의 표층에서는 0.18, 0.21의 오차를 보였으며, 147m 수심에서 0.26, 

0.27로 최대 오차가 나타났다. 4월 20일 022P 지점에서는 다른 해역과는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오차의 변동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표층에서 0.36, 0.36으로 두 모

델의 오차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4월 21일 025P 지점에서의 염분 RMSE

는 수온 RMSE의 구조와 마찬가지로 작은 오차 변동성이 수심에 따라 많이 발생 

하였다. 표층에서의 RMSE는 0.40, 0.41로 나타났으며, 173m 수심에서 0.50, 0.49로 

최대오차를 보였다. 

         그림 3.2.1.107. 모델이 재현한 수직 수온･염분구조와의 비교를 위해 

선택된 Argo float 관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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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08. Argo float이 관측한 수온과 NWP SSTARGO model(파란선), NWP 

SST model(빨간선)이 재현한 수온의 RMSE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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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09. Argo float이 관측한 염분과 NWP SSTARGO model(파란선), NWP 

SST model(빨간선)이 재현한 염분의 RMSE profile

(사) 해면고도 자료를 이용한 자료동화 예측 시스템 개요

인공위성 표층수온과, 수직 수온･염분 자료를 이용하여 자료동화가 수행되는 북서

태평양 해양순환 예측 모델의 향상을 위하여 인공위성 해면고도 자료를 추가적으로 

동화하도록 시스템을 확장하였다(그림 3.2.1.110). 자료동화에 사용되는 해면고도 자

료는 과거 Archiving, Validation, and Interpretation of Satellite Oceanographic 

data (AVISO)에서 제공하였으나 현재는 Copernicus Marine Environment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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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CMEMS)에서 제공하는 Sea Level Anomaly(SLA) 자료를 사용하였다. 모델

의 해수면 높이(zeta)는 지오이드(geoid)가 고려되지 않은 Sea Surface Height(SSH) 

결과이다. 인공위성으로 관측한 SLA 자료를 동화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Mean Dynamic 

Topography(MDT) 자료를 더한 Absolute Dynamic Topography (ADT) 자료를 사

용해야한다.

그림 3.2.1.110. 해면고도 자료 동화 시스템의 모식도

CMEMS에서 제공한 1993년부터 2012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MDT 자

료를 확인한 결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시간평균 된 북서태평양 해양순환 예측 

모델의 해수면 높이(zeta)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시간평균 된 HYCOM의 해수면 

높이와 비교하여 해면고도가 약 0.5m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2.1.111). 자료동

화에 사용될 관측자료와 모델에서 재현한 변수값의 차이가 크면 동화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해면고도의 동화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본 연구모델의 시간평균 된 해수면 높이의 수평분포를 살펴본 결과, 쿠로시오 확장

역(Kuroshio extension)에서 일본 동쪽 연안을 따라 북상하는 분포가 나타났고 

36.0°N을 기준으로 남쪽과 북쪽 사이의 해수면 높이의 경사(Gradient)가 HYCOM과 

인공위성 MDT와 비교하여 작게 나타났다(그림 3.2.1.111). 이런 결과는 자료동화를 

수행할 때 오차(error)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15년

까지 시간평균 된 HYCOM의 해수면 높이를 MDT로 사용하였다. HYCOM이 재현

한 해수면 높이의 수평분포는 본 연구모델이 재현한 해수면 높이의 결과와 큰 차이

가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쿠로시오 확장역에서 해수면 높이의 경사와 분포모양이 인

공위성 MDT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2.1.1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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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11. (a) 1993년부터 2012년까지 인공위성이 관측한 수평 MDT분포. 

(b)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시간평균 된 HYCOM 해수면 높이와 

(c)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시간평균 된 북서태평양 해양순환 모델의 

해수면 높이

(아) 인공위성 해면고도 자료의 동화 영향 실험

인공위성 해면고도 자료동화의 영향이 효율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149.71°E, 43.99°N에서 관측된 SLA자료를 이용하여 시간평균 된 HYCOM 자료

(MDT)와 합성 후 자료동화를 수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자료는 한 정점에서의 인

공위성 해면고도 자료만을 사용하였으며 동화가 되기 전 첫 번째 앙상블 결과

(Prior)와 동화가 수행 된 결과(Posterior)의 차이를 확인하여 동화의 효과를 확인하

였다(그림 3.2.1.112).

해수면 높이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동서방향으로 약 500 km, 남북방향으로 약 

350 km의 공간 규모를 갖는 동화의 효과가 나타났다(그림 3.2.1.112). 특히 동화의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는 공간적인 규모는 동서방향으로는 약 200 km, 남북방향으

로는 약 100 km로 나타났으며 동화가 나타난 영역의 중심으로 갈수록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해면고도 자료만을 동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온과 염분, 유속 성분도 

동화에 의한 효과가 나타났다(그림 3.2.1.113) 이는 ‘(1) 앙상블 칼만필터의 소개’에서

도 기술하였지만, 수치모델의 모든 변수들은 하나의 상태벡터(state vector)로 재구

성되며 이 상태벡터는 단일 변수로 계산되는 배경오차 공분산 C의 영향으로 변하

게 된다. 수직적으로 4개의 변수들에 대하여 동화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수심

은 표층부터 500 m수심까지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평적으로는 표

층에서 약 300 km공간범위 내에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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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12. 해면고도 자료 동화에 의한 해수면 높이 변화(innovation)

그림 3.2.1.113. 해면고도 자료에 의한 수직 수온, 염분, 해류의 변화(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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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인공위성 해면고도 Track 자료와 Gridded 자료의 차이

인공위성 해면고도 자료는 Track과 Gridded 자료를 동시에 제공한다. Track 자료

는 인공위성 경로를 따라 관측한 자료로서 관측자료의 오차가 Gridded 자료와 비

교하여 작다는 장점이 있지만 특정 일(day)에 동화에 사용될 수 있는 자료의 양이 

작다. 반면 Gridded 자료는 track 자료를 기반으로 Optimal Interpolation(OI)을 통

해 공간적으로 결측이 있는 해역의 자료를 재구성한 자료이다. 본 연구는 인공위성 

표층수온과 수직 수온·염분 자료와 마찬가지로 연안으로부터 50km이내의 자료를 

제거하였고 유효상관거리(decorrelation length scale)을 적용하여 자료와 자료사이의 

거리가 100km 이내에 있으면 하나의 자료만을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런 

필터 과정을 거치면 track 자료의 경우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의 개수가 급격

히 적어진다(그림 3.2.1.114).

그림 3.3.1.114. Gridded와 Track 해면고도 자료의 분포와 동화 시스템의 모식도

Track과 Gridded 자료를 각각 사용하여 동화한 앙상블 평균(Ensemble mean)결과

에서 수온과 해수면 높이는 쿠로시오 확장역과 27°N을 기준으로 남쪽 태평양 해역

에서 차이를 보였다 (그림 3.2.1.115). Gridded 자료를 이용하여 동화한 해수면 높이 

결과는 Track 자료를 이용한 결과와 비교하여 작은 규모의 공간적인 변동이 상대적

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이런 결과는 표층 수온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일본 남쪽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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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해수면선과 쿠로시오 확장역의 동쪽 160°E 부근에서 0.5 m등해수면선의 분포는 

Track 자료를 이용하여 동화한 결과와 비교하여 Gridded 자료를 이용하여 동화한 

해수면 높이 결과에서 사행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수온분포의 경우 쿠로

시오 확장역 동쪽 25.0°C 등수온선의 분포는 track 자료를 이용하여 동화한 결과와 

비교하여 공간적으로 작은 규모의 사행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런 차이는 해류 

분포에서 더욱 분명히 나타났다(그림 3.2.1.116). Track 자료를 이용한 동화 결과에서 

나타나는 쿠로시오 해류 구조는 필리린 동쪽부터 일본 동쪽까지 그 형태가 뚜렷하

지만 쿠로시오 확장역에서 북서태평양 외해로 사행하는 흐름이 다소 약하게 묘사되

는 단점을 보였으나, gridded 자료를 이용하여 동화한 결과에서는 쿠로시오 확장역

에서 사행하는 흐름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림 3.2.1.115. Gridded와 Track 해면고도 자료동화 후 앙상블 평균 해수면 높이

(상부 panel)와 수온분포(하부 panel, 2017년 10월 14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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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16. Gridded와 Track 해면고도 자료동화 후 앙상블 평균 표층 

해류 결과 (2017년 10월 14일)

다. 슈퍼 앙상블

다음은 슈퍼 앙상블 예측자료 생성을 위한 모식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3.2.1.117). 

먼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개발한 MOM5 기반 예측자료(OPEM) 및 전남대학교

의 ROMS 예측자료의 영역 및 수평 해상도를 일치시킨다. 

고해상도 위성 SST 자료 등을 활용하여 MOM5 data 및 ROMS data에 대한 격자

별 RMSE를 산출한다. RMSE는 슈퍼 앙상블 구성 시에 앙상블 멤버 간 산출한 모

델 자료를 얼마나 반영할지 결정 하는 병합 가중치(Merging weight)가 된다. 즉, 슈

퍼 앙상블 자료 생성 시, KIOST OPEM 자료의 SST RMSE는 전남대학교 ROMS 모

델의 병합 가중치가 되고, 전남대학교 ROMS의 SST RMSE는 KIOST OPEM 자료에 

대한 병합 가중치가 된다. 

예를 들어, 특정 격자점에 대한 SST가 MOM에서 18.3℃, ROMS에서 17.8℃로 각

각 모의되었고, 고해상도 위성자료의 값이 18.0℃이면, RMSE는 각각 0.09, 0.04가 

산출된다. 아래의 방법을 통해 두 모델의 자료를 병합하면 슈퍼 앙상블 예측장의 

결과는 MOM 또는 ROMS보다 관측에 가까운 값을 산출할 수 있다. 

SST RMSE에서 파생된 가중치를 표층뿐만 아니라, 연직 전층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이는 슈퍼 앙상블 전체 영역을 아우르는 준실시간 관측자료가 SST 위성 

관측자료를 제외하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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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17. 슈퍼 앙상블 예측자료 생성 모식도 

그림 3.2.1.118은 전남대학교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생성한 해양 예측자료의 

SST RMSE 분포 및 OSTIA 위성관측 자료이다. 

그림 3.2.1.118. 2017년 4월 12일 RMSE 및 위성관측자료 (좌) 전남대(YS_ROMS) 

SST RMSE, (중) 한국해양과학기술원(OPEM) SST RMSE, (우) OSTIA 

위성자료

다음은 전남대학교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생성한 해양 예측자료의 SST 분포 

및 슈퍼 앙상블 예측자료 SST 결과이다 (그림 3.2.1.119). 

그림 3.2.1.119. 2017년 4월 12일 SST 분포 (좌) 전남대(YS_ROMS) 예측자료, (중) 한국

해양과학기술원(OPEM) 예측자료, (우) 슈퍼 앙상블 예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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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자료별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관측자료(EN4)에 대한 수온의 연직 구조를 

살펴보았다. 자료의 기간은 2017년 4월 12일부터 4월 14일까지 총 3일이다. 검증에 

사용한 관측자료(EN4)의 위치는 다음과 같으며(그림 3.2.1.120), 수치모델에서 생성

한 수온자료는 관측대비 과대모의 한다(그림 3.2.1.121). 전남대학교(ROMS) 해양예

측자료는 수온/염분 프로파일 자료를 동화하지 않아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OPEM) 

자료에 비해 수심 200 m 부근의 RMSE가 다소 크며 대체적으로 1.0 ~ 2.5℃ 범위

에서 RMSE가 분포한다. 슈퍼 앙상블 자료의 결과를 살펴보면 0-500 m 구간에서 

RMSE가 감소하여 0.8 ~ 1.6℃ 범위에서 분포한다. 수심 500 m까지 평균 0.29 ~ 

0.37℃의 수온 RMSE가 감소하였다 (그림 3.2.1.121). 

 

그림 3.2.1.120. 수온 프로파일 관측점 (기간 : 20170412-0414, 3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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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21. 슈퍼 앙상블 전체 영역에 대한 수온 프로파일(좌) 

및 RMSE(우) (기간 : 20170412-0414, 3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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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안해역 예측시스템

가. MOHID

(1) 시스템 개요

(가) 순환예측 시스템의 구조 

순환 예측 시스템은 전지구 예측 시스템, 지역해 예측 시스템, 연안 예측 시스템

으로 구분한다. KOOS에서는 전지구 스케일 계산은 하지 않고, 앞 절에서 언급한 

북서태평양 영역부터 지역해 예측까지 계산한다. 전지구 스케일의 예측시스템은 

HYCOM, MYOCEAN 등이 있는데, 지역해 모델은 이들의 결과를 초기조건 및 경

계조건으로 이용하여 계산하고, 매일 또는 매주 3일 또는 10일 예측을 수행한다. 고해

상도 3차원 연안 예측 시스템은 북서태평양해양순환 예측시스템의 결과를 초기조건 

및 경계조건으로 사용하여 예측을 수행한다. KOOS의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고해상

도에 대한 적절한 해상도를 결정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 진행되어 왔다. 고해상도는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요소이지만, 예측이라는 특성상 계산 속도도 

고려해야 하므로 적절한 해상도의 결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KOOS 1단계 연

구에서는 전 연안 2 km 해상도 해상도를 구성하여 예측 시스템을 구성하였고, 2단계 

연구에서는 모델 계산 자원을 확충하고 속도를 향상 시켜 전 연안 300 m 해상도를 

구성하였다.  

(나) 고해상도 예측시스템의 필요성 

우리나라 남해안은 작은 섬들이 많고 해안선이 복잡하며 유속이 빨라 수치모델로 

연안의 흐름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수치모델 계산 시 고해상도의 격자시스템을 사용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 지점과 사고지점에서 

2km 떨어진 지역에서 유속 관측을 실시했음에도 불과 2km 차이로 조류패턴이 크게 

다르게 관측되기도 하였다. 사고 지역의 유속이 빨라 다이버들이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지역에서의 2km 해상도의 유동 예측은 

효율적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가) 관측 자료 분석

해상도에 따른 재현 정확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세월호 사고 인근해역에서의 

해상도에 따른 유동모델 결과를 비교하였다. 세월호 사고는 발생 당시 세계적으로 



운용해양(해양예보) 시스템 연구(2단계)

248❙

크게 이슈가 되었고, 수색구조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이 이루어 졌다. 그 중 정확한 

조류패턴 파악 및 상황 판단, 모델 검증을 위한 실시간 관측이 수행되었는데, 본 연

구에서는 1차적으로 국립해양조사원 부이 자료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ADCP로 

관측한 유속 자료를 이용하여 사고해역의 유속 패턴을 분석하였다.

그림 3.2.2.1. 사고 위치 및 관측 위치

그림 3.2.2.1은 당시 사고해역 인근의 관측 정점을 보여 주고 있다. 한국해양과학

기술원 ADCP와 국립해양조사원 Buoy의 거리는 약 2km 정도였다. 하지만 그림 

3.2.2.2의 표층 유속 결과를 보면 두 정점에서의 조류 패턴이 상이함을 알 수가 있다. 

이는 해당지역에서 유속 패턴을 잘 재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km 이하의 격자간

격을 가지는 모델을 이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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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 Buoy (a)와 ADCP (b)의 표층 유속 scatter plot

관측 기간 동안 최대 유속은 각각 2.0 m/s 1.5 m/s 이고, 1일 평균 4회의 전류가 

나타났으며, 그림 3.2.2.2와 같이 동서방향의 흐름에서 Buoy 결과가 더 크고 단조로

운 반면 ADCP의 결과는 진동이 심하게 나타난다. 또한, 남북방향의 흐름은 패턴이 

거의 유사하지만 일정한 패턴으로 확연이 다른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이는 Buoy 

는 맹골수로에 위치하지만 ADCP는 거차도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생겨가는 현상

으로 판단된다. 즉, 창조시에는 거차도의 영향이 없어 두 정점의 유속 패턴이 유사하

지만, 낙조시에는 그 패턴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림 3.2.2.3. C1, C2의 유속 패턴 비교 (시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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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3은 두 정점의 관측 시계열을 비교하였다. 낙조 초기에는 맹골수도와 

거차수도와 같은 조류의 흐름을 보이다 낙조 시작 약 3시간 후부터 관측 지점 부근

에서 와류가 나타났으며, 낙조 시작 약 5시간 후에는 처음 생성된 와류와 반대 방

향의 와류가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낙조 시 동거차도의 영향으로 인한 맹골수도

와 거차수도의 유속 차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며, 이 때 생성된 와류로 인해 

앞서 관측결과에서 보이는 세월호 사고 지점의 조류특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상도에 따른 예측 정확도 비교

본 연구에서는 해상도에 따른 흐름 형태의 변화양상을 분석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연구해역에서 최소격자 66 m까지 구성하여 격자크기별 결과를 관측자료와 비

교하였다. 기존의 1/6° – 1/12° – 1/60° 시스템에 안정적인 네스팅을 위해 상위 

격자와의 격자 수 비를 1:3 으로 축소하면서 1/180° (600 m) – 1/540° (200 m) – 

1/1620° (66 m) 을 구축하여 (그림 3.2.2.4), 201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기상 예측 

결과와 3차원 순환 예측 결과를 이용하여 정밀 격자 계산을 수행하였다.

그림 3.2.2.4. 격자 해상도에 따른 모의영역

관측결과와의 검증은 조위와 조류로 나누어서 실시하였다. 우선 조위에 대한 검증 

결과는 국립해양조사원의 진도, 복사초 정점의 조위 자료와 비교하였고 그 결과는 

그림 3.2.2.5와 같다. 아래 그림에서는 진도(a), 복사초(b) 에서의 관측자료 분석 결과

와 같은 위치의 모델자료 분석결과를 해상도 별로 비교하였다. 진도, 복사초 정점에

서 각 분조별 진폭에서 모델 결과는 관측결과 대비 95% 이상의 정확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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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5. 조위 검증 결과 

조류에 대한 검증은 위의 그림에서 제시한 ADCP와 buoy 자료를 사용하였다. 앞

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ADCP와 buoy 의 거리는 2km 에 불과하지만, 그 패턴의 차

이가 있으므로 모델 결과를 바탕으로 그 원인을 찾고자 했고, 해상도에 따른 정확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했다. 

그림 3.2.2.6은 300m 해상도의 모델 결과 중 낙조시의 조류 패턴이며, 낙조시작(a)

부터 2시간 후(b), 3시간 후(c), 5시간 후(d)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사고 지점(x) 는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북서향의 창조류에는 거차도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남동향의 낙조류에는 거차도의 영향을 받게된다. 따라서 모델

이 거차도와 사고지점 사이를 제대로 재현하지 못하면 사고지점에서 수치 오차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맹골수로에 위치하는 buoy 지점에서의 모델결과는 창낙조와 관계없이 우

수하지만, 사고지점에서의 ADCP는 해상도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 그림 3.2.2.7은 

ADCP 관측 정점에서 해상도별 모델 결과이며, a), b), c) 는 각각 current speed, 동

서방향의 current velocity (u-velocity), 남북방향의 current velocity (v-velocity)를 

나타낸다. 빨간색 실선이 관측, 연두색 실선이 600m 해상도의 모델결과, 검정색 실

선이 66m 해상도의 모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600m의 경우 v-velocity가 음의 

값에서 양의 값으로 급하게 변경되는 구간 즉, 낙조가 창조로 바뀌는 구간에서 큰 

오차를 보이지만, 66m 해상도의 경우 동 구간에서 오차가 많이 감소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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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6. 300 m 해상도의 낙조시 조류 결과 

이는 해상도가 높을수록 거차도와 사고지점 사이에 계산 격자수가 많아져 낙조 

후반부에 발생하게 되는 반류를 잘 재현하기 때문이다. 그림 (d), (e), (f) 에서는 이 

오차가 심한 구간에서 관측(빨간색), 600m(연두색), 200m(파란색), 그리고 66m(검정

색)의 결과를 확대하여 나타내었는데, 격자 간격이 조밀할수록 모델결과가 점점 좋

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해양 또는 연안에서의 정확한 예측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신 기술이 도

입된 모델 개발, 수심을 포함한 정확한 입력자료 뿐 아니라 보다 고해상도에서의 

계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계산 자원 및 계산 시간의 한계 때문에 무한히 해상도를 

높일 수는 없고, 특히 operational forecasting system 의 경우에는 신속함까지 고려

하여야 하므로 정확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계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격자

크기의 선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동해안과 같이 해안선이 단조롭고 유

속 또한 강하지 않은 해역은 비교적 성긴 격자를 사용할 수 있지만 유속이 강한 남

해안이나, 조수간만의 차이가 큰 서해안의 경우 공간적인 조류패턴을 보다 정밀하

게 재현하기 위해서는 조밀한 격자체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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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7. 사고해역에서의 해상도에 따른 모델 결과의 비교 a) 유속 b) 동서방향의 

속도 c) 남북방향의 속도, d) 상세 유속, e) 동서방향의 속도(상세) f) 남북

방향의 속도(상세)

(다) 연안 순환 예측 시스템의 방법 (Down scale method) 

① Down scale method

MOHID 모델은 전지구 대양을 모의하기에는 다소 부적합한 모델이므로 MOHID 

모델을 이용하여 연안에서 정밀 격자로 3차원 계산하기 위해서 수온, 염분, 해류, 

해수면 고도를 OGCM(Ocean General Circulation Model)에서 다운 스케일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MOHID 예측 시스템의 주요 개념은 자료융합형 해양순환 전지구 

모델의 결과를 정밀영역에서 초기조건 및 경계조건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광역의 저해상도의 모델을 정밀 영역의 격자에 내삽 적용하여 초기조건을 구성한 

후 개방경계조건으로 사용하여야 한다(Leitão et al, 2005). 여기에 모델을 3차원 

baroclinic으로 구성하여 전지구 해양 및 기후모델의 결과와 고해상도의 국지 조석, 

조류, 기상 자료 등의 자료들을 추가하여 계산한다. 여기서 천문조에 의한 조석 및 

조류 정보는 광역에서 2차원 barotropic 모델을 구성하여 입력한다.

전지구 모델 또는 지역해 모델을 연안 순환 모델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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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각 측량 방법을 사용하는 보간법이 각 2차원 수평 층에 사용된다. MOHID 

모델과 동일한 수평 그리드를 가진 보조 필드 생성

2) MOHID 수직 층에 대한 보조 필드의 각 수직 열의 선형 내삽 적용   

MOHID 모델의 표면 플럭스는 운동량 (바람 응력에 의해 유도되고 확산 항으로 

계산 됨), 현열, 잠열, 증발, 강수량 및 적외선으로 구성된다. 후자의 용어는 아래에

서 더 논의되는 태양 복사 강제력에 대한 시스템의 반응이다. 바람 외력은 아래 식

에 따라 계산된다 (Pietrzak et al., 2002).


  

  


                              

여기서 

는 바람에 의한 표면응력,    

는 공기 밀도, 는 Leit~ao 

(2003b)의 마찰계수 범위이며, 과 은 해수면 위 10 m 높이의 풍속의 수평성

분이다.

태양 복사 항은 장파 및 단파 분해되어 수층으로 투과한다. 그것은 표면에서 열

원 항으로 투과되고 수주를 따라 감쇠됨으로써 물리적으로 모델링된다. 감쇄 상수

는 2배이며 물의 유형과 파장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이 복사 강제력에 대한 시

스템의 물리적 반응은 바깥쪽으로의 표면 플럭스로 모델링 된 적외선이다. 

모델의 개방경계조건 (OBC)은 두 가지 방법으로 자주 사용되는데, Sommerfeld 

조건을 기반으로 한 방사 방법과 nudging(또는 relaxation) 방법이다.




  ∙ 


                               

주요 OBC 방법에 대한 흥미로운 검토는 Blayo와 Debreu (2005)를 참조한다. 그

의 연구에 따르면 연속 방정식과 결합된 Sommerfeld 조건으로 구성된 Flather 방사 

방법 (Flather, 1976)은 수위를 방사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 그러나 외부 수위 및 외

부 순압성 플럭스가 사용될 수 있도록 요구된다. 실제로 Flather 방사 방법은 모델

의 개방 경계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동일시 될 수 있다:

  ∙      ∙                      

여기서 q와 qref는 각각 모델과 외부 해의 순압성 플럭스이다; n은 외부 개방 경

계 법선 벡터이다; 와  는 모델의 외부 해의 수위이다. c는  로 근사된

된 표면 중력파의 속력이며, 여기서 은 전파 방향 단위 벡터이다. 외부 수위만이 

알려질 때, nudging항과 Sommerfeld 조건의 조합으로 구성된 Blumberg 방법 

(Blumberg and Kantha, 1985)이 대안으로 사용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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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는 수위, 는 기준 수위, c는 외부 파력, 는  로 추정되며, n은 개

방 경계 외부 법선 벡터, g는 국부 중력 가속도, H는 수심, 는 완화 감쇠 시간이다. 

Blumberg 방법 완화 감쇠 시간은 심해에서 200초보다 짧게부터 천해에서 2000초보

다 길게까지 다양하다.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지 않은 다른 변수들에 대해서, 또 다

른 종류의 OBC 방법이 사용된다.

이는 도메인 (Blayo and Debreu, 2005)의 개방 경계 에서 클램프 된 

(Dirichelet) 조건에 대한 더 느슨한 접근법으로 구성되며, 완화 감쇠 시간이 도입되

고 추가 도메인은  ≡ ∩와   사이의 인터페이스인 10 셀 폭의 로 생성

된다. 이 접근법은 일반적으로 FRS (Flow Relaxation Scheme)로 간주된다 (Martinsen 

and Engedahl, 1987). 완화 항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는 완화 된 변수, 는 기준 해이고   완화 감쇠 시간 상수이다. 시

간 감쇠는 상의 3 x 104 s에서 내부 10개 셀인 상의 1 x 109 s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계산 된 도메인은 ∩이 된다. Martinsen과 Engedahl (1987)에 따르면, 

FRS 접근은 각각 염분, 온위, 지역 속도 성분 및 자오선 속도 성분인 S, T, u와 v의 

주요 downscalling 기법으로 사용된다. 또한, 에서 nudging을 스무딩하기 위해, 

고점도 층으로 이루어진 스폰지 층이 구현된다. 점도 항의 범위는 에서 의 1.8x104 

m2/s에서 상의 10 m2/s 이다. 에서 수평 점도는 10 m2/s로 일정하다. 마지막

으로, 공진 개방 경계 스퓨리어스 반사에 의해 생성된 고주파 노이즈를 필터링하기 

위해, 라플라스 비선형 필터가 기본 방정식에 구현된다. 비선형 필터 계수의 일반적

인 값은 1x1010 m4/s에서 1x109 m4/s 사이에서 달라질 수 있다. 무 질량 및 운동량 

플럭스가 측면 육지 경계에 부과된다.

 ∙                                        

여기서 v는 속도 벡터이고 n은 육지-수층 사이에서의 법선벡터이다. 두 모델에서 

Tagus 지역 근처에 일별 담수량이 부과된다. 데이터 소스는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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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INAG (Instituto da 'Agua) 웹 사이트1에서 가져온 것으로,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는 2004-2006 기간에 걸쳐 사용된다. 2006년은 현실적인 일일 담수 배출량의 추정치

로서 2007년 시뮬레이션에서 복제되고 사용되었다. Pietrzak et al. (2002) 저면응력

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는 저면응력, 와 는 저면 근처 속도 수평성분이고 는 기준 밀도

이다. Leitao (2003b)에 의한 마찰계수는 다음과 같다.

  ln

   


                             

여기서 는 바닥고이고 는 조도 길이이다. Leitao (2003b)가 설정한 Von Karman 

상수는   이다. 바닥 조도 길이는 모든 모델에서   로 설정하였다. 

② 전지구 모델  

- HYCOM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해상도순환예측 시스템에서는 북서태평양순환예측 시스

템 결과를 초기조건 및 경계조건으로 사용한다. 북서태평양 순환예측에 사용되는 

MOM5, ROMS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앞 절에서 설명하였고, 여기에서는 북서태평

양순환예측시스템의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HYCOM 

(HYbrid Coordinate Ocean Model) 자료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HYCOM은 미 

해군에서 계산하여 웹서비스 하는 자료로 본 연구사업의 1단계부터 3차원 순환 자

료에 대한 초기 및 경계조건으로 이용하였다. 즉, 3차원 유동 (해류, SSH)와 물성(수

온, 염분)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전지구 해양모델이다. 

HYCOM 모형은 Miami 대학의 RSMAS에서 MICOM을 확장하여 기존의 3가지 

형태(z-좌표, σ-좌표, 등밀도-좌표)의 수직 좌표계를 혼합하는 HYbrid Coordinate 

Ocean Model로 개발되었다. 수평적으로 Arakawa-C 격자와 표준 직교좌표계를 사용하고, 

이상적인 OGCM을 위하여 등밀도 좌표계의 장점인 수괴 특성 보존과 표층과 혼합

층에서의 높은 수직해상도를 제공할 수 있는 z-좌표계의 장점, 그리고 연안역에서도 높

은 수직해상도를 유지하는 sigma 좌표계의 장점을 더하였다. 수직구조의 재현을 위

하여 K-profile Parameterization(KPP, Large et al. 1994, 1997) algorithm을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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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혼합계수를 계산하기 위하여 Kraus-Turner mixed layer model을 사용한다. 

연구에 사용한 HYCOM OGCM 자료는 website (http://tds.hycom.org/thredds/ 

dodsC/GLBu0.08/expt_19.1/yyyy)에서 opendap을 이용하여 원하는 시간, 원하는 

영역의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다. HYCOM은 수온, 염분, 해류(u, v), 해수면 높이

(SSH)를 제공하는데, MOHID 시스템에서는 L2영역에서 33개 층의 자료를 MOHID 

시스템의 격자에 맞게 내삽하여 사용하였다. 

- 전지구 모델에 따른 모델비교 

본 연구에서는 북서태평양 순환예측시스템과 연계한 연안해역 예측 모델을 수립

하여 기존의 전지구모델과 연계한 연안해역 예측 모델과 비교하였다. 2개의 북서태

평양 순환예측시스템(ROMS, MOM5) 중 MOM5 결과를 이용하여 연안해역 예측 

시스템을 수립한 후 HYCOM 결과와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는 그림 3.2.2.8, 3.2.2.9, 

3.2.2.10과 같다. 비교 결과 모델별 차이는 존재하지만 크지 않으며, 두 모델 모두 

안정적으로 계산된다. MOM5 – MOHID 시스템은 2015년 1월 1일 ~ 2015년 1월 

15일 기간의 MOM5 자료를 이용, 9일 Spin-up, 이후 3일 Forecasting 계산 수행을 

이후 매일 72시간 예측을 수행 중이다.   

그림 3.2.2.8. MOM-MOHID와 HYCOM-MOHID의 수위 비교 (2015년 1월 12일 0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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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9. MOM-MOHID와 HYCOM-MOHID의 수온 비교 (2015년 1월 12일 00시) 

그림 3.2.2.10. MOM-MOHID와 HYCOM-MOHID의 염분 비교 (2015년 1월 12일 0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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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석 경계조건 

우리나라의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남해안은 조류가 빠르기 때문에 천문

조에 의한 수치계산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연안 수치모델에서 조석경계조건의 

선택은 중요하다. 연안 순환 예측 시스템에 사용되는 MOHID의 격자구성은 Level1

은 MOHID 시스템에서 가장 큰 격자로 tidal forcing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계산영역이고, 이때, 개방 경계조건으로 대양조석모델의 정보가 필요하다. 본 과업

의 1단계 연구에서는 일본의 National Astronomical Observatory의 ‘NAO.99jb tidal 

prediction system’ 의 16개 조석조화상수 값을 이용하였고, 본 2단계 연구에서는 

FES2014 결과를 사용하였다. FES2014는 FES (Finite Element Solution) 조석 모델의 

최신 버전으로, 1990년대 초 Christian Le Provost에 의해 시작되었던 전지구 수역

학 조석 모델의 개선 버전이다. 이 새로운 모형은 약 백만 개의 격자를 지닌 순압 

유한 요소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새로운 고해상도의 해저 지형자료를 입력자료로 

사용하고, 극해역의 해빙을 고려하였다. 또한 검조소 조위계 자료와 위성 고도계 자

료 (T/P, ERS-2) 등을 revised representer 동화 기법을 적용하여 모형의 해를 개선

하였다. 이러한 조석 모델의 정확성은 지난 20년 동안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까지 

대륙붕이나 극지방에서의 오류는 여전했다. 이에, 2012년에 더 오랜 기간 동안의 고

도계 시계열과 개선 된 모델링 및 자료 동화 기법을 활용하여 새로운 전지구 조석 

모델 FES2012가 개발되었다. 다른 조석 모델과 비교할 때, FES2012는 모든 얕은 수

역에서 매우 우수한 성능을 보여 주었지만 성능 평가 결과 몇 개의 지역에서 잔차

가 높은 곳도 있었다. 이런 FES2012의 단점을 보완하여 FES2014 버전이 개발되었

다. 첫째, FES2014는 순수 유체 역학 모델의 오류를 요인 2로 나눌 수 있는 물리 및 

수치 모델링 (T-UGO 모델)으로 고도화되었다. 또한, FES2012 수심 측정법에서 발견

된 몇 가지 문제를 수정하였다. 앞서 언급되었던 얕은 해역과 대륙붕의 경사면과 

같은 관심 영역에서는 그리드 해상도가 향상되었고, 장기 고도계 시계열 (TP-J1-J2)

과 새로운 고도계 표준을 사용하는 등 추가 업그레이드가 수행되었다. 

본 시스템에서는 FES2014의 주요 16개 분조의 조화상수를 개방경계조건으로 입력

하였다. 우선 조석모델 검증을 위한 모의를 수행하였고 모의 기간은 2016년 1월 1

일~31일, KHOA의 연안 10개 조위관측소(인천, 군산, 영광, 진도, 모슬포, 여수, 부

산, 울산, 묵호, 속초)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동해 지역의 지

각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연안의 조석을 대체적으로 잘 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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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1. FES2014를 개방경계조건으로 사용한 조위 검증 시계열 

그림 3.2.2.12. 관측과 모델과 일대일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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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3. 인천(좌상), 군산(우상), 영광(좌하), 여수(우하) 정점에서의 분조별 

모델 검증 결과(각 그림에서 좌 : 진폭, 우 : 위상)

- 전연안 300m 해상도 조석 데이터 베이스 구축 

구축한 수치모델과 Charry (Currents by Harmonic Response to the Reference 

Yardstick)를 이용하여 조화상수를 보정하고 전연안 300m 해상도의 모델 격자에 대

하여 조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연안 수치 모델 결과에서 일주조, 반일주조, 

배조(M2, K1, M4)를 추출하여, 수치모델링 결과에 대한 조화분석을 통해 모델 영역 

내에 있는 기준점의 조위변동 진폭과 위상, 그리고 각 유동격자점 유속의 진폭과 

위상을 계산하였다. 이 후 원하는 실제시간(달력시간) 조위 기준점인 검조소에서의 

각 분조별 조위의 진폭과 위상을 계산 후, 일주조와 반일주조 형태별로 분조를 합

성하여 형태별 변조조석의 진폭과 위상을 계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그림 3.2.2.

14와 같다 (조류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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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4. 연안순환모델 조화상수 보정 전후 정확도 비교(좌: 백령도, 우 : 홍도)

(2) 모델 개요 

본 연구에서 연안모델로 사용된 모델은 해수유동모델인 MOHID, FVCOM과 파랑 

모델인 SWAN 이다. 각각의 모델은 1단계 연구에서부터 사용되었던 모델로, 필요에 

의해 성능을 개선하고 모듈을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각각의 모델에 대한 개요 

및 기본방정식 들은 1단계 보고서를 참고하면 된다. 

(3) 시스템 구축 

(가) 전연안 300m 해상도 예측 시스템 구축 

MOHID를 이용한 연안국지 순환 예측시스템의 개요도는 그림 3.2.2.15와 같다. 이

는 1단계 보고서에서 개방경계조건, 초기조건에 필요한 전지구 모델을 수정하였고, 

나머지는 동일하다 (구축 과정 및 상세 내용은 1단계 보고서 참조).

그림 3.2.2.15. MOHID system의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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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2단계 연구에서는 기존의 2km 격자에서 imposed run 방식으로 연결되는 전

연안 300m 해상도의 격자체계를 구축하였다. 당초에는 주요 항만 및 연안에 대하여 

300m 해상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전연안 300 m 격자 구축으로 계획을 변

경하여 진행하였다. 

보유 계산자원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전연안을 300m 해상도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계산 자원의 확보와 모델의 속도향상이 모두 필요하였으며, 모델 구축과 함께 계산

자원 확보, 모델속도 향상에 노력을 하였다. 우선 MOHID 시스템은 대만과 동해를 

포함하는 지역해 모델을 포함하고 있으며, 모델 계산 속도가 향상됨에 따라 1단계

에서 유지하던 격자에서 동해 영역을 확장하여 시스템을 재구성하였다. 그림 3.2.2.

16은 기존의 영역과 새롭게 구성된 영역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해당 영역에서는 

전지구 모델인 HYCOM과 북서태평양 순환예측시스템의 자료를 down scaling하여 

계산하게 되고, 수평해상도는 9km 수직해상도는 최대 40개 층이다. 이와 같이 구성

된 격자를 통해 보다 넓은 영역의 예측 결과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3.2.2.16. 확장된 L2 영역 

한편, 1차적인 전연안 300m 격자체계는 그림 3.2.2.17과 같다. 기존의 IMAPS 확

대 계획을 전 연안 고해상도 예측 시스템 구축으로 변경하여 진행하였는데, 초기에

는 전연안을 9개 영역으로 나누어 남해안, 서해안, 동해안 순으로 예측 시스템을 구

축하였다. 9개 영역에 대한 정보는 표 3.2.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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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7. 연안순환 예측 시스템의 격자 영역 및 수심도 

격자
번호

남서경계 북동경계
해상도

격자개수
비고

경도 위도 경도 위도 동서 남북

L3 124.4166 32.8333 130.1666 38.6666 2km 345 350

L4_1 124.4166 32.8333 130.1666 38.6666

300m

354 468

L4_2 125.9500 36.6333 126.9333 37.9333 354 444

L4_3 125.9500 35.5833 126.9333 36.8166 348 468

L4_4 125.7166 34.4833 126.6833 35.7833 594 336

L4_5 125.7166 33.8833 127.3666 34.8166 552 336

L4_6 127.2833 34.3166 128.8166 35.2500 474 366

L4_7 128.6500 34.7333 129.9666 35.7499 276 588

L4_8 129.2666 35.6499 130.0333 37.2833 450 504

L4_9 128.3333 37.1833 129.5833 38.5833 432 390

표 3.2.2.1. 격자 정보 

이후 마지막 차년도에는 확장된 계산자원과 개선된 모델을 이용하여 전연안 

300m 격자를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는 격자 시스템을 구성하였으며, 총 2,200 만개

의 water cell을 가지고 있고, 30 개 노드 사용 시 1일 3시간의 계산시간이 소요된

다 (그림 3.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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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8. 전연안 300 m 연안순환 예측 시스템의 격자 영역도 

(4) 시스템 고도화 

(가) 속도 향상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협업 운용을 위한 예측 모델에서는 정확성 뿐 아니라 계산

의 신속성도 중요하다. 수평 및 수직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계산량이 폭발적으로 증

가하기 때문에 더 많은 계산자원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모델 자체적인 계산 효율

이 중요하다. 하지만, 초기의 MOHID 모델은 단일 cpu에서만 계산하는 방식으로 

전연안 300 m 로 3차원 순환을 계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델 개발 기관에서는 여러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병렬 cpu에서 계산이 가능한 모

델을 개발하여 공개하였지만, 효율과 안정도 면에서는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MOHID 모델의 안정적인 계산 속도향상

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 작업은 MOHID 모델의 개선 및 보급을 담당하고 있

는 포루투칼의 ACTION MODULERS와 공동으로 진행되었다. 

MOHID 소스 코드에서는 병렬 컴퓨팅을 허용하는 두 가지 기술을 구현하고 있

는데, 하나는 MPI (Message Passage Interface)이고, 다른 하나는 OpenMP (Open 

Multi-Processing)이다. MPI 계산은 여러 컴퓨터 프로세서에 의해 모델의 계산 워크

로드를 분산시킬 수 있는데, OpenMP와는 달리 메모리는 공유되지 않는다. 예를 들

어, MPI를 사용하면 사용자는 중첩 모델 도메인 시스템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으며 

각 모델 도메인에 하나의 프로세서가 할당된다. 최근에 이 구현은 공유 경계나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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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를 따라 런타임에 정보를 공유하는 여러 하위 도메인에서 한 모델 도메인을 

공간적으로 분할하여 모델 도메인 당 둘 이상의 프로세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되었

다. 이 경우, 할당 된 메모리는 여러 컴퓨터 노드에 의해 분산 될 수 있다.

본 작업에서는 MOHID 소스 코드의 세 가지 주요 측면을 개선하는 데 주력했는

데, 도메인 분할, MPI 병렬화, OpenMP 병렬화 및 메모리 할당 및 액세스 시간이다.  

① 도메인 분할

MOHID에서 가장 최근에 구현된 MPI는 영역 분할을 허용한다. 하위 영역에서의 

이 영역 분할은 그리드 셀의 행 그룹으로 영역을 자동으로 세분화하여 MOHID에서 

쉽게 수행할 수 있으며, 하위 영역의 개수는 모델 실행을 시작할 때 입력 매개 변수

로 설정된다.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비효율적인데, 일부 하위 도메인은 다른 하위 도

메인보다 빠르게 실행되기 때문에 (예 : 육지 지점의 높은 수를 가진 하위 영역) 전

반적인 성능을 저해할 수 있다. 이에, 사용자가 모델 도메인 세분화의 구성을 제어 

할 수 있는 새롭고 다양한 방법을 개선하여 적용하였고, 구성은 수동으로 수행하거

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수행 할 수 있게 하였다.  

② MPI 병렬화 

성능 테스트는 Microsoft Windows 용 MPI 구현 (Microsoft MPI(https://msdn. 

microsoft.com/en-us/library/bb524831(v=vs.85).aspx), MPICH2(http://www.mpich.org/) 

및 Intel MPI(https://software.intel.com/en-us /intel-mpi-library))을 사용하여 수행

되었다. MPI는 영역 간 상호 연계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다른 작업 간에 최소한

의 성능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구현은 동일하므로 계산 방식과 결과에 차이가 없

음을 의미한다.

이 작업은 기존의 일반 PC 및 GUI를 이용하여 구동하던 MPI 작업을 KOOS가 

실행되는 플랫폼인 Linux에서 구현하고자 하였고, 모든 테스트는 64비트 구성으로 

이루어졌다. 기존의 조위를 모의하는 2D 도메인 (Level1)과 전체 순환을 모의하는 

3D 중첩 도메인 (Level 2)으로 구성된 9 km 해상도의 모델 구성을 이용하였는데, 

분할된 영역의 속도 향상 및 안정된 결과를 테스트 해보았다. 모델은 3D 도메인에 

대한 도메인 분할 접근법으로 구현되었으며, 모델 도메인은 동일한 차원을 가진 4 

개의 하위 도메인으로 나뉘어졌다 (그림 3.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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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9. KOOS Level 2 도메인 파티션을 4개의 

하위 도메인으로 분할 (점선으로 표시되지 

않은 영역은 2개의 도메인으로 공유 됨)

 

레벨 1은 프로세스 1개에 속하며 각 하위 도메인은 또 다른 프로세스로 총 5개

가 사용되었다. 사용 된 기계 구조는 6MB 캐시를 가진 Intel Core i7-4700HQ CPU 

@ 2.4Ghz (코어 4개, 스레드 8개)이다. 결과에 따르면 Microsoft MPI 구현은 매우 

효율적으로 계산속도가 단일 코어 계산에 비해 약 2.5배 증가했다. 이 때, 4개를 사

용하였을 때 이론 적인 최적 값인 4배의 속도를 보이지 못하는 이유는 머신의 1코

어가 항상 공유되기 때문에 효율 다소 떨어지게 된다. 

③ OpenMP 병렬화

기존의 MOHID 모델은 OpenMP 병렬 방식만을 사용하여 왔고, 4개의 코어를 

사용하여 2배 이상의 속도 향상을 보인 바 있다. 이에 MPI 병렬 방식과 OpenMP 

병렬 방식을 동시에 사용하여 계산 속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소스 코드에서 여러 

가지 수정 사항이 추가되었다. 결과적으로 격자수 및 수직격자층 수에 따라 유동적

이기는 하지만 L2 격자의 예를 들어 영역을 4등분하고 16개 코어를 사용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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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4배 이상의 속도 향상을 보였다. 이와 함께 MPI 및 OpenMP 기술을 런타

임에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메모리 할당 및 액세스 시간에 대한 고찰과 함께 계

속 진행 중이다.

(나) 순환-파랑 접합 모델 구축

연안에서의 파랑에 의한 유동 요소들은 연안류, 이안류 및 wave set-up이 있으며, 

이와 같은 기작들은 연안 침식, 해안 안전사고, 침수 등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연안의 재해 대응을 위한 순환예측시스템에서 이와 같은 파랑 기원의 요소들을 고

려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파랑모델과 순환 모델의 연계 계산이 필요하다. 

이에 정밀격자 유동, 파랑 상호작용 계산 모듈 개선하여 연안 격자에서 MOHID와 

SWAN을 매 1시간 마다 결합하여 계산할 수 있는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과거 만리포에서의 현장실험을 수행한 자료를 이용하여 파랑, 순환 

모델의 접합 모델 검증을 수행하였다. 

바닥 경사 1:50을 가진 대조차환경의 만리포 해변에서 9개의 수압식 파고계를 이

용하여 해수면을 관측(그림 3.2.2.20)한 자료를 이용하여 외해 파고에 대한 wave 

set-up을 분석하였다. 

그림 3.2.2.20. 만리포 해변의 실험 영역과 관측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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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대한 분석은 매 20분마다 기준 수면에 대해 각 관측 정점의 평균 해수면

를 비교하여 외해 파고와의 상관관계를 계산하여 수행하였고, 연안에서 가장 가까

운 정점에서의 분석된 wave set-up 은 그림 3.2.2.21와 같이 외해 유의파고 대비 약 

10%의 값을 보여준다. 즉, 외해 파고가 3 m 일 때, 연안선에서 가장 가까운 관측정

점에서의 파랑에 의한 해수면 상승은 0.3 m 가 된다. 따라서, 연안선에의 해수면 상

승은 더 높아 질 수 있는데, 조류의 세기가 -0.5 m/s – 0.5 m/s 범위에서의 연안

에서의 파랑에 의한 해수면 상승의 크기는 약 14%로 계산되며, 이는 밀물, 썰물에 

크게 연관은 없고, 오직 파고와 파향에만 관계가 있다. 

그림 3.2.2.21. 만리포 해변에서의 wave set-up 관측 분석 결과

이와 같은 외해 파랑에 대한 해수면 상승 현상을 파랑-순환 접합 모델을 이용하

여 재현하여 보았다. 수치모델은 조석과 조류를 계산하기 위한 순환모델로 MOHID, 

파랑을 계산하기 위한 파랑모델로는 SWAN을 사용하였다. 만리포 주변의 해역을 

217×152 개의 격자로 구성하여 계산하였고, 유동모델의 조석 개방경계조건으로는 

NAOjb (Matsumoto et al., 2000)를 사용하였다. SWAN 모델은 MOHID 모델과 동

일한 격자에서 외해 파고부이에서 얻은 파랑 관측 결과를 2 차원 파랑 에너지 스펙

트럼 값으로 입력하여 사용되었다. 즉, 파고, 주기, 방향 및 radiation stresses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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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N 모델에 의해 추정 된 결과를 사용하고, 조위와 조류는 MOHID 모델에 의해 

계산되었다. 파랑 모델과 유동모델의 상호작용 모듈의 흐름도는 표 3.2.2.2과 같다. 

 계산

시간

모델       1h 2h 3h ...

유동
모델 

(MOHID)
 ③  ③  ③  ③  

정보
교환 ↑② ④↓ ↑② ④↓ ↑② ④↓ ↑② ④↓ ↑② ④↓

파랑
모델 

(SWAN)
① ① ① ① ① ①

표 3.2.2.2. 순환 모델과 파랑 모델 상호작용 모듈 흐름 순서 (①파랑모델 계산 

(non-stationary, ② 파랑→유동 ③ 유동모델 계산 ④ 유동→파랑 )

그림 3.2.2.22은 표층의 MOHID 및 SWAN 결과의 스냅 샷을 보여준다. 해변에서

의 썰물 (ebb tide) 동안에는 연안 해류가 지배적이며 (그림 3.2.2.22a) 육지 방향으

로 전파되는 파랑은 비교적 잘 예측된다. (그림 3.2.2.22b).

그림 3.2.2.22. 모델 결과 (스냅 샷) (a) MOHID 유속, 유향, (b) 파고, 파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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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에 대한 검증은 조석, 조류에 대해 수행하였는데, 현장 실험에서 얻은 해수면 

데이터와 비교하였을 때, 조석의 경우 조화분해 결과 진폭 (상관 계수 (R) = 0.98)과 

위상 (R = 0.96)의 결과를 보여 주었고, 조류의 경우 20 % 과소 모의 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SWAN 모델의 경우 웨이브가 쇄파되기 전에 파고의 변화를 잘 모의 

하였다. 쇄파에 대해서는 파랑 모델의 쇄파계수에 의해 조정될 수 있으므로 그 계

수를 관측으로부터 추산하여 적용하였고,    에서 최상의 결과를 보여 주고 있

다 (그림 3.2.2.23). 그러나, 예측된 wave set-up은 관측 분석 보다 16 % 과소 평가

되었다 (그림 3.2.2.24). 이는 모델로 재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환경 요소들이  원

인일 수 있지만, 파랑-유동 접합에서 한계가 원인일 수도 있다. 추후에는 비선형 모

델, fully-coupled wave-current 모델의 개발을 통해 개선하고자 한다. 

그림 3.2.2.23. 관측 정점에서의 모델과 관측의 파고 비교 (a)   , (b)   , 

(c)   , 그리고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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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4. P3 정점에서의 모델과 관측의 wave set-up 비교

(다) 연안자료동화기법 적용 

KOOS에서의 자료동화는 북서태평양순환예측시스템의 수온에 대하여 수행한다. 

연안 순환 모델의 경우 자료동화를 수행한 북서태평양순환예측시스템의 결과 또는 

전지구모델의 결과를 초기 조건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료동화는 수행

하지 않는다. 하지만, 하계 연안에서 갑작스럽게 고수온, 저염수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연안 예측 시스템은 이 경향을 제대로 제연하지 못하는 경우가 간헐적으로 발

생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온에 대하여 연안에서의 자료동화 방법을 고찰해 

보고 예측시스템에 적용해 보고자 하였다. MOHID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MOHID 

모델에서의 Assimilation PreProcessor는 MOHID Water의 자료 동화 적용에 사용

하기 위해 초기 필터 보정 기초 (상태 오차 공분산 구조)의 생산 및 가공을 관리하게 

된다. SequentialAssimilation 모듈은 MOHID Water 응용 프로그램에서 순차적 데이

터 동화 작업을 관리한다. 이 연구에서는 자료동화 방법 중에 SFEK 및 SEEK 필터 

데이터 동화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들은 EKF에서 유도 된 단순화 된 칼만 필터이

며, 보정 기초는 초기 상태 추정 오차 공분산 행렬의 우세한 EOF로 구성된다.  여

기서 SFEK와 SEEK의 차이는 SFEK는 보정 기준이 고정되어 있고, SEEK 의 경우 

보정 기준이 모델 역학과 함께 시간에 따라 발전된다. 이 방식은 비선형 모델에서 

적용이 가능하고, 계산 비용과 알고리즘 복잡성이 적으며 비선형 모델의 데이터 동

화에 특히 적합한 다른 고급 스키마로 쉽게 확장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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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5. MOHID 모델에서의 자료동화 과정 

이와 같은 전처리 방식은 Pham 등 (9998)이 제안한 EOF 분석 기술을 사용하여 

Hydrodynamic 및 WaterProperties 모듈에서 MOHID Water Historical states 결과

를 초기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SFEK / SEEK 필터를 이용한 공분산 과정을 포

함한다. n 개의 모델 변수로 구성된 사용자 정의 상태 벡터를 고려할 때, 

AssimilationPreProcessor가 고려하는 기본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Pf 는 과거 상태 예측으로부터 계산 된 공분산 행렬, U0 사용자 정의된 

최대값의 고유 값을 포함하는 rxr 대각선 행렬이고 and L0  해당하는 고유 벡터 또

는 EOF를 포함하는 nxr 행렬이다. 초기 필터 보정 방향을 기초로 하고, T는 행렬의 

transpose를 의미한다. SequentialAssimilation 모듈에서 필터 작업을 단순화하기 L0

과 U0 이 대신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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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2)
   (I,3)

따라서 U0 는 I 에 의해 정의 될 수 있고, L0은 SFEK 및 SEEK 필터 응용 프로

그램에 사용되는 초기 수정 기준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것은 Hoteit (2007a) 이 제

안한 접근법이다. 

수립한 연안 순환모델의 자료 동화 모듈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2km 격자인 

L3 영역에 대하여 기상청 수온 자료 (표층)를 입력하여 016년 11월 11일 ~ 11월 15

일까지 자료 동화를 수행하였다. 자료 동화를 사용하지 않고 hot-start를 수행하는 

연안 순환모델은 수온 및 염분차가 발생하면 다시 회복되기가 어려운 경향이 있지

만 관측정점을 이용하여 초기조건을 재생성 할 경우 관측과 예측의 차이가 점점 좁

혀지는 경향을 보이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림 3.2.2.26. 자료동화 기법 적용 전(좌)과 후(우)의 덕적도, 외연도, 

소청초에서의 수온 예측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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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담수의 영향을 고려

예측시스템에서 담수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하천은 중국의 양자강, 황하 등과

우리나라의 한강, 임진강 등이 있다. 각 하천의 방류량을 정확하게 고려하기 위해

서 실시간 방류량을 제공하는 국내의 국가수자원관리 종합정보 시스템(WAMIS) 

및 장강 유량정보 사이트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예측시스템을 구축하였지만, 서

버와의 통신문제가 자주 발생하여 사용이 자유롭지 못해 예측 정확도는 다소 낮을 

수 있지만 보다 안정적인 월평균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예측시스템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담수의 영향이 예측 모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양자

강의 방류량을 고려한 예측 모델 재현 예를 제시하고자한다. 2016년 8월 제주 서

부해역에는 저염수로 인한 일부 마을어장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당시 서귀포시의 

한 어장의 소라 중 일부는 저염수로 인해 폐사한 것으로 드러났고, 국립수산과학

원서도 제주 서부해역에 26~27psu 내외의 저염수가 나타난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

어도 해양과학기지의 관측결과에 따르면, 30 ~ 32 psu를 유지하던 표, 중, 저층의 

염분은 7월 중순부터 점차 낮아지기 시작하여, 7월 중순에는 표층만, 8월 초순에는 

중층까지, 8월 중순에는 수심 40 m의 저층까지 27 psu 의 값을 보이며 9월말까지 

지속되었다. (그림 3.2.2.27)

그림 3.2.2.27. 2016년, 2017년 이어도 관측기지에서 관측한 층별(5m, 20, 36m) 수온, 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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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제주 남부의 저염수는 양자강의 담수유입이 증가하는 7월, 8월에 매년 

발생하지만, 그 세기와 범위는 당시의 기상 및 해양 조건에 따라 다르고, 우리나라 

(서남해 및 제주해역)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 그런데, 2016년 7월에는 양자강 중

하류 지역의 집중호우로 지난 6년간 평균(2010~2015년)과 비교하여 동중국해로 유

입되는 담수의 양이 약 40% 증가하여 저염수의 영향이 제주 서부해역에까지 미쳤

고, 오래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3.2.2.28)

2017년에도 7월 중순 양자강 담수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제주해역의 저염수 피해

가 우려되었지만, 그 영향이 제주 인근 양식장까지는 미치지는 않고, 남부 먼 바다

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제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관측

결과에 따르면 양자강 담수 유입량이 크게 증가했던 7월 중순 이후에도 표층에서 

30 psu 의 값을 보이다가, 8월 중순 표층에서 10일정도 28 psu 이하의 값만을 보

였을 뿐 평상시 값을 계속 유지하였다. 

그림 3.2.2.28. 중국 다퉁(Datong)에서 관측한 2016년 월별 양자강 방류량과 

최근 20년간의 월별 평균 방류량 비교 

본 연구에서는 구축한 해양순환 모델을 이용하여 제주 남부 해역에서의 2016년

과 2017년의 저염수 분포 패턴을 분석해 보았다. 2016년, 2017년 각각에 대하여 방

류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5월부터 모델 계산을 수행 하였고, 모델 격자는 2km 해

상도를 사용하였다. 이때, 양자강의 방류량은 Datong 방류량 자료를 이용하였다. 

모델 검증을 위한 관측자료는 이어도해양과학기지의 자료를 사용하였고, 그 비교 

결과는 그림 3.2.2.29와 같다. 그림에서와 같이 염분 추세를 비교적 잘 재현하고 있

다. 다만, 두 결과 모두 표층에서 저염수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반응이 다소 느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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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 있는데, 이는 모의 기간을 앞으로 충분히 주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판단되

었고, 추가 연구가 진행되어 보다 향상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논

문으로 투고 중비 중에 있다. 모델 결과로 판단한 2016과 2017년의 저염수 패턴 

변화는 그림 3.2.2.30과 같은데, 그림에서와 같이 2016년에는 저염수 확산영역이 넓

게 분포하여 8월 중순 제주해역에 영향을 미쳤음이 보이고,  2017년에는 저염수 

확산이 제주해역에까지는 미치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2.29. 2016년(좌), 2017년(우) 모델 이어도해양과학기지 관측자료를 이용한 

염분 검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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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30. 2016년(좌), 2017년(우) 표층 염분 비교 (각 연도에 대하여 위에서

부터 7월1일, 16일, 8월 1일, 16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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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태풍시 3차원 순환 예측 

본 연구에서는 태풍 통과시 수온 및 유속 관측 자료를 통한 황해 특성 변화를 분

석하고,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수직 수온 구조의 변화를 모의하였다. 태풍 MEARI는 

2011년 6월 22일에 필리핀 동부에서 발생하여 6월 26일 서해안을 통과하였다. 태풍 

MEARI는 6월에 황해 중부를 통과한 최초의 태풍으로 최저 기압은 990 hPa이고 최

대풍속은 22.3 m/s였다. 그림 3.2.2.31은 태풍 경로 및 태풍 통과 전후의 위성영상을 

보여준다.  

그림 3.2.2.31. 태풍 MEARI a) 태풍 경로, b) 6월 26일 03시의 위성영상 및 c) 6월 

27일 03시의 위성영상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어청도 서쪽 10km 해상에 설치한 부이 (그림 3.2.2.

32)를 이용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풍속, 기온, 기압, 유속, 파랑, 표층 수온 및 

수직 수온·염분을 관측하였다. 파랑의 관측간격은 20분이고, 수직 수온·염분의 관측

간격은 1일 2회이며 나머지 항목은 10분 간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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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32 어청도 부이 a) 센서의 구성도, b) 수직프로파일링을 위한 윈치 시스템, 

c) CTD 및 d) 해상 부이

태풍이 통과했던 2011년 6월 20일부터 7월 1일까지의 풍속, 기압, 유속, 수온 및 

유의파고를 그림 3.2.2.33에, 전층의 u, v 방향 성분의 유속 시계열을 그림 3.2.2.34에 

도시하였다. 6월 26일부터 28일 사이의 최대풍속은 15.5 m/s, 최저 기압은 990.2 

hPa이고 유의파고는 최대 3.5 m, 표층 수온은 19 ℃에서 14 ℃로 4 ℃로 혼합층이 

두꺼워지고 수온약층이 약화되었다. 또한 u, v 성분의 유속은 저층까지 심한 변동이 

나타나 태풍의 영향이 명확하게 관측되었다. 

그림 3.2.2.33. 어청도 부이 관측 시계열 a) 풍속, b) 기압, c) 유속, d) 수온 및 e) 유의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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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34. 전층 유속 시계열 a) u 성분, b) v 성분

그림 3.2.2.35은 태풍이 통과하는 동안 모델 결과와 관측결과의 표층과 저층 수온 

시계열 및 연직 수온 구조를 보여준다. 태풍 통과시 관측치는 4.1℃ 감소하였고, 모

델치는 3.1℃이 감소하였다. 모의 결과 태풍 통과전의 수온의 수직 구조 변화는 다

소 과소평가되었고, 태풍 통과 후에 다소 과대평가 되었으나 수온약층이 약화되고 

혼합층이 두꺼워지는 경향은 관측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림 3.2.2.35. 관측치와 예측치 비교 a) 표층 수온 시계열 및 b) 수직 수온 프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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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36은 태풍 통과시의 표층수온의 공간분포를, 그림 3.2.2.37은 어청도 부

이와 동일 위도상의 수직 수온 구조를 보여준다. 황해의 수온은 일반적으로 중서부 

지역에서 높고 동부에서 낮게 나타나며 서해안에서 높게 나타난다. 6월 20일부터 

전반적으로 수온이 약간 상승하였지만 태풍이 통과한 26일 이후에 태풍 진로방향의 

오른쪽에서 낮아졌고 6월 30일에는 태풍 전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 패턴은 어청

도 부이와 등위도상의 수직 수온구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수온 약층은 황해 중

부에서 나타나고, 혼합층은 연안에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태풍 통과시의 수온약

층의 약화와 표층 수온 하강 현상을 잘 재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2.2.36. 표층 수온의 공간분포 a) 6월 20일 00:00, b) 6월 22일 00:00, c) 6월 

24일 00:00, d) 6월 26일 00:00, e) 6월 28일 00:00 및 f) 6월 30일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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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37. 어청도 부이와 등위도상의 연직 수온 구조 a) 6월 22일 00:00, b) 6월 

24일 00:00, c) 6월 26일 00:00 및 d) 6월 28일 00:00

나. FVCOM

(1) 하구 특성을 반영한 연안모델 구축 및 개선

(가) 비구조 격자 성능 개선 효과 검증

기존 해양관측자료들은 주로 연안해역에서 취득되고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의 연

구영역은 연안해역으로 제한된다. 특히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담수 유입원이 많고 

복잡한 해안선으로 구성된 경기만을 중심으로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해

양수치모델은 비구조격자 체계의 병렬계산이 가능한 Finite Volume Coastal Ocean 

Model(FVCOM)이며, 이는 연안환경분석에 필요한 조간대처리 기법 및 불연속처리 

기법 등 다양한 모듈을 연계하고 있다. 특히 가변형 삼각격자를 통하여 복잡한 해

안선을 표현할 수 있고 광역에서부터 연안역까지의 규모를 세부적으로 표한하고 이

를 병렬 계산 기반으로 전산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서 비용절감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연구영역의 환경적 특성과 FVCOM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장점을 고려하

여 연안해역에서 수치모의가 가능한 연안해역 중심의 FVCOM을 국내연안해역에 

적합하도록 기존 구축된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하고 이를 자료동화기법 적용을 위한 

수치모델결과로 재현하였다. 한반도 주변해역을 중심으로 동중국해와 동해영역을 

포함하여 해양수치모델 격자망도 및 수심도를 구성하였다. 더불어 경기만 영역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고해상도 격자망도를 구성하였다. 격자 해상도는 외해에서 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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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진입할수록 부드럽게 커지도록 구성하였으며 이는 계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사

용하고자 하였다. 해상도 범위는 한반도 영역의 경우에는 50m ~ 5km, 경기만의 경

우에는 최대 20m까지 상세화하였으며, 연구 영역에 수심을 구성하기 위하여 한국해

양과학기술원에서 제공하는 한국 주변해역 30초 격자수심(KorBathy30s)를 사용하였

다. 경기만의 경우에는 조간대 영역을 상세히 재현하기 위하여 Landsat-7 위성 자료

를 활용하여 수륙경계선을 추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강화도 남단 조간대 영역(북위 

37.49~37.64, 동경 126.35~126.61)을 상세화하였다. 

그림 3.2.2.38. 경기만 계산영역에서의 강화도 남단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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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39. 강화도 남단 격자망도 개선(위: 상세화 전, 아래: 상세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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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40. 조수로 고려로 인한 잔차수송량 비교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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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40에서 알 수 있듯이 염하수로 입구(Line 1)과 염하수로 남단(Line 2)에

서 ADCP를 이용하여 유속관측을 수행하고 얻은 자료를 근거로 잔차 수송량을 계

산 및 비교하였다. 비교할 모델은 조수로를 고려하지 않은 CASE A와 조수로를 고

려하여 상세화한 CASE B이며 결과적으로 CASE B가 순 잔차 수송량이 관측을 통

해 산정된 것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개방경계조건은 NAOJ99 Tide model 결

과를 바탕으로 모델 영역내의 개방경계절점에 내삽하여 입력자료를 구성하였으며 

가장 조석영향이 큰 M2 분조를 포함한 8개 분조만을 우선 적용하였다. 수치 모의

시간은 안정화 시간으로 설정한 5일을 포함하여 총 35일을 모의하였으며, 이 때 사

용된 수직공간 구성은 Sigma layer 10개를 균등하게 구성하였다. 수치모의한 결과

를 바탕으로 경기만 영역에 위치한 33개의 조위검조소로부터 얻은 조화상수값과 수

치모의 결과 값을 비교하였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조위검조소에서 약 10% 내외의 

절대상대오차를 나타내며 이를 통해 모델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그림 3.2.2.41. 경기만 영역에서의 조위검증 결과

(나) 연안 구조물 주변에서의 모델 안정성 개선

경기만은 김포대교에 위치한 신곡수중보와 잠실대교에 설치된 잠실수중보, 시화호

에 위치한 시화방조제 및 시화조력발전소와 같은 해양구조물들이 대거 설치되어 있

다. 이러한 해양구조물들이 연안해양수치모델에 현실성 있게 반영되어야만 정확한 

예측 및 예보가 가능하다. 이러한 현상을 불연속적 현상이라 일컫는데, 여기서 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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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 현상이란 앞서 설명한 수중보와 방조제와 같이 인위적인 구조물에 의해서 수

심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수위와 유속에 따른 에너지변화를 수치모델 상으

로는 연속적으로 재현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빈번하게 발생되는 수치적인 에러

이다. 수치모델 상에서 이러한 불연속적 현상을 재현하는 것은 수치모델의 결과가 

정확해짐은 물론이거니와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FVCOM은 이러

한 불연속적 현상을 재현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모듈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직접 확

인하기 위하여 이상실험을 통해서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신곡 수중보를 경

기만 연안해양수치모델에 삽입한 뒤에 불연속처리 구간 기법의 적용 유무차이의 결

과를 비교해보았다. 더불어 수중보에서 나타나는 극단적인 수심변화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수치적 에러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의 기능적인 면을 개선하여 수중보 위

치의 절점을 병렬화 처리하여 차후 계산자원 효율성을 유도시켰다.  

그림 3.2.2.42. 신곡수중보가 반영된 경기만 중심의 격자망도

(다) 조간대 특성을 반영한 하구 물리특성 개선

수심에 따라 바닥거칠기 상수값을 상이하게 구성하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다수의 

조석검조소에서 개별 검증의 오차율을 줄여 기존 모델을 개선하였다. 1차적으로 조

석검증 진행시 일부 강화도 연안부근 정점에선 높은 오차율이 산정되고 있는데, 이

는 경기만 영역 전체의 조석검증 오차율은 절대상대오차 평균 5% 미만이지만 강화

도 연안부근 등 위치에서의 조석 오차율이 그 이상을 나타나기 때문인데 이러한 문

제점들을 개선하고자 바닥거칠기 재산정을 고려하였다. 바닥거칠기 재산정의 기준

은 개방경계부근 수심과 연안중심(강화도 남단 및 한강 하구)의 수심차이가 5~3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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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것을 고려하여 수심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바닥거칠기 상수를 수심별 개

별적용 하였다.

그림 3.2.2.43. 수심별 바닥거칠기 재산정 전/후 비교 (좌 : 기존 바닥거칠기 상수 

0.0025로 고정, 우 : 수심별 바닥거칠기 재산정)

국외 선행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수심별 바닥거칠기 상수값을 참고하여 경기만 

중심의 격자망도에서 수심을 기준으로 바닥거칠기를 재산정하고 이를 구축된 연안

해양수치모델에 재반영하였다 (G. W. Cowles, 2008). 바닥거칠기 상수가 수심별로 

재산정됨에 따라 마찰력이 조정됨으로써 국지적으로 오차가 있던 조위검조소의 오

차율이 다수 감소되는 경향이 나타나 기존 모델 검증오차보다 상대적으로 개선된 

결과가 나타났다.

그림 3.2.2.44. 바닥거칠기 개선 전/후에 따른 M2의 조위검조소별 절대상대오차 변화 

(회색: 개선 전, 적색: 개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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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염분초기조건 및 수직층 상세 배열을 통한 연안 성층 재현

기존 염분의 초기조건을 외해역을 기준으로 30 psu, 강하구에서는 0 psu을 기준

으로 선형보간하여 구성한 다음에 안정화 시간을 약 1년 이상 모의하였다. 모의한 

결과에서의 염분에 대한 공간자료를 추출하고 이를 조수로에서 관측한 염분자료와 

비교한 다음에 그 차이를 보정하여 다시 새로운 염분 초기장을 생성하였다. 이렇게 

생성된 염분 초기장을 바탕으로 수직층을 10개에서 40개로 증대하고 좁은 수로인 

염하수로에서의 염분 성층화 현상을 확인하였다. 그림 3.2.2.46에서 표시된 염하수로

에서의 T2 정점에서 대/소조기 별 표/저층 염분자료를 모델결과와 비교 및 검증하

였다. 기존 염분 초기 조건을 사용한 수치모델 결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염분성층화 

현상을 유도하고 정확성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강하구에서 유입되는 담수 유

입원에 대한 확장과 성층화 재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직층 상세화, 염담수 혼합 

시간을 고려한 염분의 초기조건 개선을 통해서 기존의 검증결과보다 개선된 연안 

성층을 재현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자료동화 연구에 적용하여 연안예보시스템을 

기반으로 개발하였다.

그림 3.2.2.45. 수평공간상의 염분 초기 조건 비교(왼쪽: 개선 전, 오른쪽: 개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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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46. 염분 검증을 위한 관측정점 위치 및 격자망도 내 염하수로단면선

그림 3.2.2.47. 염하수로에서의 염분단면도 (위 : 기존 초기장 사용시 아래 : 개선된 

초기조건을 사용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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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48. 대/소조기 염분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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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동화 특성 연구 및 개발

(가) 자료동화기법 특성 연구

① Optimal Interpolation 특성 연구

본 연구에서 적용된 자료동화 기법 중에 하나인 Optimal Interpolation(OI)는 최적

내삽법이라고도 부르며 이 방법은 자료동화의 기본 개념 중에 하나인 Cressman 

analysis에 기원한다. Cressman analysis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여기서 a0는 관측값을 나타내고 ap는 i번째 관측지점에서의 모델값을 나타내며, 

F(a, x, y, z, t)는 모델값을 의미하고 Ga는 Scaling factor를 의미한다. 여기서 

Scaling factor란 일반적으로 연변화나 계절변화와 같은 주기변화가 긴 상태에서 순

간적인 오차분산을 나타내기 어려울 때 사용된다. 따라서 이때의 Scaling factor의 

값의 차이가 자료동화의 퍼포먼스를 나타내는데 큰 영향을 끼친다. Cressman 

analysis에서 사용되는 Weight function의 경우에는 시간과 공간상의 Weight를 적

용하여 시공간상에서의 관측값과 모델값의 상관관계를 정의한다. 이러한 시공간 

Weight function은 Total Weight라고도 불리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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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Kalman filter 계열(EnKF, ETKF) 특성 연구

국내외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자료동화 기법은 Variation method를 제외

하고 Kalman filter base로 확인된다. Kalman filter 기반의 자료동화기법은 Kalman 

gain matrix의 계산방법에 따라 Reduced Rank Kalman Filter(RRKF), Esem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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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man Filter(EnKF), Ensemble Transform Kalman Filter(ETKF) 등으로 구분된다. 

FVCOM은 공식적으로 다양한 Kalman filter를 내장하고 있다. 하지만 수치모델 및 

자료동화 입문자들에게는 이러한 Kalman filter를 사용할 수 있는 가이던스는 부재

한 상황이며 실제로 Kalman filter를 다룰 수 있는 유저일지라도 현재 FVCOM이 

갖고 있는 기술적인 오류로 인해 FVCOM을 활용한 Kalman filter 운영은 매우 어

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서 FVCOM-KF 모듈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는 자료동화 과

정에 문제점을 일부 찾아 수정하였다. 이를 통해 FVCOM-KF 운영이 가능하게끔 구

축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Identical twin experiment를 연계하였다.

그림 3.2.2.49. FVCOM내 기본 저장된 Kalman filter module의 계산 흐름도

③ EnOI(Ensemble Optimal Interpolation) 특성 연구

OI의 계산적인 효율성과 EnKF이 갖는 자료동화의 정확성을 고려하여 각 기법마

다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초기화단계에서 Nudging 등 의 계산구조가 간단

한 방법을 사용하고 분석단계에서는 Kalman gain matrix 기반의 분석장을 생성하

는 EnOI을 적용하고자하였다.

EnOI의 일반적인 분석 과정은 다음 순서대로 진행한다.

1) Background라고 할 수 있는 Prediction model을 실행

2) Time window에 맞춰 평균, 공분산 등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분석

을 위한 Background field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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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측자료가 위치한 시간에 관측값이 갖는 오차공분산과  Background 

field가 갖는 오차공분산을 계산

4) 오차공분산을 바탕으로 Kalman gain matrix 계산 후 추정치 산정

5) 산정된 추정치를 Forecast model에 Nudging하고 다음 시간단위로 이동

한 뒤 위의 계산을 반복

그림 3.2.2.50. EnKF와 EnOI의 계산과정 차이 비교

(나) 연안자료동화 기법 선정

① Kalman filter & OI Twin experiment 비교 분석

일반적으로 Kalman filter base와 OI는 몇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Chain rule과 Baye’s rule를 사용한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Prior 와 Likelihood가 정

규분포를 이룬다는 가정을 가진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공통점은 관측값과 

모델값의 비중을 의미하는 Weight function을 사용한다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많은 관

점들이 자료동화기법을 분류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OI와 EnKF의 특성을 각각 비교해보고 특정 이상실험 또는 경기만 영역내의 간단

한 조건의 자료동화 적용 실험을 구상하여 쌍둥이 실험을 진행하였다. 쌍둥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국내 연안해역에 적합한 자료동화기법을 제시하거나 사용된 자료동

화기법이 가지고 있는 연안해역에서의 특징, 장점, 단점을 비교하였다.

Kalman Filter와 OI를 동일한 실험을 기준으로 각각 적용해보고 이를 통해 자료

동화기법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Identical twin experiment를 진행하였다. 쌍둥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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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으로 사용된 격자망도는 원형실린더 모양으로써 수심 10m, 반지름 60km이며 운

영 시 개방경계조건으로 1m의 Amplitude를 12.42시간 주기로 시계열로 반영하였다

(Chen, 2009). Kalman filter의 경우에는 앙상블 크기는 20으로 고정시켰으며 사용된 

자료동화기법은 EnKF로 선택하였다. 

그림 3.2.2.51. Identical twin experiment 실험 디자인(Chen, 2009)

분석 결과 EnKF, OI 모두 12 시간 내에 절대치로 가정했던 True state에 맞게 재

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EnKF의 경우에는 Ensemble size가 20이었

다는 점에서 OI에 비해 요구계산시간이 10배 이상 나타났다.

그림 3.2.2.52. Identical twin experiment 실험결과(좌 : EnKF 실험결과, 우 : OI 

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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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쌍둥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EnKF와 OI의 특징을 정리하면 EnKF의 경우에

는 단시간에 큰 변화를 추정하여 급변하는 변수값의 추세를 따라잡을 수 있으나 OI

의 경우에는 그것을 단순 오차로 읽어 들여 감쇠시키기 때문에 다소 오차율이 자료

동화기법마다 상이하게 나타나며 선호도는 EnKF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EnKF의 경우에는 최소 Ensemble size가 20이상 되어야지 이와 같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높은 계산자원 요구량으로 인한 현실성 때문에 현업에서는 OI를 선

호하고 있다. 따라서 OI와 EnKF은 같은 이득함수와 통계적 접근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공통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자료동화 응용기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② FVCOM-EnOI(Ensemble Optimal Interpolation) 개발

EnKF와 EnOI에 대한 분석과정 속 알고리즘의 차이를 보면 가장 큰 차이는 Static 

ensemble의 사용과 재분석과정의 단순화에 있다. Static ensemble의 경우에는 전지

구영역 또는 광역 규모의 해양모델이 장기적으로 운용되어 자료가 축적되고 이를 

신뢰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러한 long-run model로부터 초기조건을 추출하여 이

를 앙상블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학적으로 static ensemble은 단순한 Random 

generator 보다는 신뢰성이 있으며 Model damping 또한 줄여서 연구 진행 속도를 

가속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EnOI를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FVCOM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FVCOM 내부

에 전용 모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EnOI의 특성

을 고려하여 기존에 내장된 FVCOM의 OI모듈에서 I/O부분과 KF모듈에서 Gain 

matrix 부분을 일부 접합 및 변형하여 독자적인 FVCOM-EnOI를 개발하였다. 예를 

들어 자료동화 첫단계인 초기값 선정하는 과정에서 FVCOM-EnKF가 사용하는 모듈

(Alloc_vars_enkf)와 이와 연관된 오차공분산 계산모듈(Gaussj) 및 Kalman gain 

matrix 계산모듈(Assim_enkf_eve)들을 FVCOM-OI에서 사용하는 Analysis step 모

듈인 Optiminterp에 삽입하여 이 과정이 OI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코드를 재수

정한 다음 외부 모듈으로 추출하여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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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53. EnKF와 EnOI의 자료동화과정 비교

EnKF는 각각의 앙상블에서 계산된 값들을 모두 모의한 다음에 전체 앙상블의 정

규분포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Filtering을 진행하였다. 반면에 EnOI에 경우에는 

재분석과정인 단일화되면서 앙상블별 계산과정은 동일하나 재분석되는 결과는 결정

된 Static ensemble 로부터 기원한다. 

그림 3.2.2.54은 FVCOM내 각각의 자료동화모듈에 대한 분석과정을 도식화한 것

이며 EnKF와 EnOI의 차이점을 보면 각각의 Ensemble로부터 Static ensemble을 결

정하고 이를 OI로 하여 재분석과정이 상대적으로 감소됨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소스코드의 서브루틴별 목적을 아래의 그림으로 정리하였다. EnOI 모듈의 특이점은 

OI 모듈에서 재분석시 사용되는 루틴을 분리하고 그 안에 EnKF에서 사용된 Filtering 

module부분을 삽입하여 사용하는 개념이다. 개발된 자료동화 모듈을 바탕으로 기존 

연구결과에서 진행했던 이상실험에서 한 단계 실현성을 높여 EnOI와 EnKF와의 쌍

둥이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쌍둥이실험의 목적은 연안역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현

상인 담수와 해수의 혼합과 관련된 염분자료동화의 재현성을 파악하는 것으로써 앞

서 개발된 EnOI 모듈과 선행연구로 진행한 EnKF의 효과차이를 보고자하였다. 이를 

통해 동일한 해양수치모델기반으로 어떤 자료동화기법이 효과적으로 성층재현을 하

고 이를 통해 경압적 효과를 자료동화를 통해 개선시키기에 적합한 자료동화기법임

을 판단하는데 주요 참고지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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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54. FVCOM내 자료동화모듈 분석과정 비교

본 쌍둥이 실험의 구성은 선행연구로 진행된 EFDC 실험구성과 유사하게 가상의 

하구연안역을 3차원 비구조격자망도로 구성하고 이에 조석조건과 담수조건을 추가

하였다. 쌍둥이 실험에서 참값으로 정의할 수 있는 True state의 기준은 이 실험조

건에서 담수조건이 300cms이며 M2 주기성을 갖는 1m amplitude 의 조석조건이 반

영됨. 자료동화가 적용되기 전의 실험인 배경장, 즉, Background state의 경우에는 

담수유입량이 상대적으로 200cms가 감소한 100cms로 약화시켰고 조석조건은 동일

하게 적용하였다. 염수와 담수가 사전에 충분히 혼합되어 있는 가정 하에서 자료동

화 효과만을 구별하기 위해 10일 동안 안정화시간을 가졌고 10일 후부터 약 10일 

동안 자료동화를 적용하였다. 사용된 관측값은 수로 중심의 3 정점을 사용하고 그 

외의 정점에서는 True state으로부터 무작위로 추출한 앙상블을 생성하여 적용하였

다. 배경장에 대한 실험조건이 True state보다 약하게 설정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모

델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층재현에 대한 한계점을 자료동화를 통해서 끌어올리는 효

과로 파악하기 위함이며 이는 자료동화를 통한 연안역 내 경압효과가 개선되는 결

과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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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55. 쌍둥이 실험을 위한 3차원 수로에 대한 비구조격자망도

그림 3.2.2.56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유입량 차이로 인해 염분의 퍼짐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True state로부터 관측값을 전달받아 이

를 앙상블기반의 자료동화기법을 통해 재현하고자 하였다.

그림 3.2.2.56. 자료동화 적용전 True 및 Background state 의 염분수평분포

그림 3.2.2.57. EnKF와 EnOI, True state(오른쪽 상단)의 수직단면 염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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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58에서는 각각의 자료동화 적용결과와 True state 결과의 차이를 3차원

으로 시간에 따라 보여주고 있으며 0에 가까울수록 분포도의 색상이 희미하게 나타

난다. 즉, 분포도에서 가장 희미하게 보여주는 결과가 정확성이 높은 자료동화기법

이라 할 수 있다.

그림 3.2.2.58. 각 자료동화기법별 염분오차에 대한 3차원 분포도

EnOI가 상대적으로 EnKF보다 오차율이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남. 이와 마찬가지

로 그림 3.2.2.59에는 이러한 오차분포도를 수직단면으로 잘라 확인해보았으며 이를 

통해 분명하게 시간마다 상대적으로 EnOI가 오차가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2.2.59. 각 자료동화기법별 염분오차에 대한 수직단면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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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60은 관측정점 중에 하나인 150번 절점에서의 EnOI와 EnKF의 True 

state의 상대오차를 시계열로 표현한 것이며 두 종류 모두 시간에 따라 오차율일 조

금씩 상승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EnOI가 EnKF보다는 낮은 

오차율을 보여주고 있다. 

본 실험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EnOI의 오차율이 EnKF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

타남에 있으며 이는 EnOI가 상대적으로 성층재현에 있어서 높은 정확성을 보여준

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성층재현성이 매우 중요한 연안역에서의 해양예측정

보 제시를 위한 시스템에 있어 EnOI가 효과적인 자료동화기법이라 할 수 있다. 물

론 이를 단순한 이상실험을 통해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지는 오차율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

EnOI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장점인 계산효율은 재분석과정에서 Static ensemble

에서만 재분석이 적용됨에 따라 앙상블 크기만큼 재분석이 적용되는 EnKF보다는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실시간 해양정보예측이 급박한 연안해양역에 적합할 것으

로 기대된다. 현재 본 실험의 경우, 동일한 20개의 앙상블을 사용했을 경우를 기준

으로 EnOI가 EnKF보다 약 30%의 빠른 수행속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앙상블 

크기가 커질수록 차이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2.2.60. 관측정점(150번 절점)에서의 자료동화기법별 염분 상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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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VCOM-DA(Data Assimilation) 최적화

① 최적매개변수 산정 실험

본 연구에서 선정할매개변수의 최적값은 관측자료의 위치에 따라 물리적, 지형적 

요인 등의 다양한 이유로 요구되는 값이 상이하다. 즉, 현재까지 관측 정점별로 명

확한 매개변수의 최적값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경험적 산정을 통해 결정해

야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최적매개변수을 선정하기 위해 실험표를 구성하고 모델 

개선에 따라 자료동화 효과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1차년도에는 연안역에 자료동화 적용하기 전 이어도를 포함한 한반도 

주변으로 구축된 FVCOM 조석모델과 연보정과 조화분해를 통해 재생산한 수층별 

유속자료를 바탕으로 실험표를 구성하였다. Correlation length(R)를 10km ~ 100km 

까지, scaling factor(Ga)를 0.1 ~ 4까지 조절하면서 각각의 실험결과를 taylor diagram 

으로 비교하여 정점별 최적의 조건을 파악하였다. 

총 25가지의 실험결과를 시계열로 표현하고 이를 비교해본 결과, 관측지점별로 도

출된 최적의 scaling factor와 correlation length는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2.2.61. Taylor diagram을 활용한 2번 정점에서의 U, V 자료동화 결과

그림 3.2.2.62을 보면 알 수 있듯이  scaling factor와 correlation length가 연안에

서 제일 가까운 1번 지점부터가장 멀리 떨어진 4번 지점까지 진입할수록 각각 1에

서부터 3까지, 그리고 10km에서 100km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반면에 북방성분과 동방성분에 대해서는 모두 같은 값의 scaling factor와 correlation 

length가 최적의 조건으로 나타난다. 25가지의 실험과 수층별, 유속성분별 시계열을 

모두 대조하여 판단하기에는 분석과정의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서 소개한 

taylor diagram을 통해서 관측정점별 및 성분별로각각의 최적매개변수를 분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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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62. 최적매개변수 산정 최종 결과

② 자료동화 연계 및 최적화

모델 최적화라는 것은 내부 계산적인 과정을 정리하여 빠른 결과도출을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볼 수도 있으며 외부 모델간의 상호의존을 통해서 정확성과 신뢰

성이 동시에 검증될 수 있도록 개선되는 것도 의미한다. 특히 해양이라는 환경특성

상 독자적인 환경요소가 아닌 대기, 지질, 천문, 생물 등 타 요소와의 유기적인 관

계로 인해 해양수치모델이 해결해야하는 과제조건은 다양하다 할 수 있다. 그 중에

서 가장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높은 조건은 대기 조건으로써 연안 경계조건 및 개선

된 Baroclinic 결과 도출을 위해 대기모델에서 계산된 대기효과를 해양수치모델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접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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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모델과의 접합을 기술적으로 연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

마나 효율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특정계산에 요구되는 

가장 효율적인 계산자원을 파악하는 benchmarking은 고해상도 해양수치모델 기반

의 예측시스템에 있어서 필수적인 관리운영체계이다. 해양예보시스템연구에 있어서 

효율적인 계산자원 관리는 필수이기에 코어가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계산시간을 

참고하여 기존 실험을 개선하였다.

현재 진행된 자료동화실험들은 이러한 scalability 실험을 통해 얼마나 효율적인 

자료동화기법이고 운영방식인지를 파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염분자료동화를 적용

하는 실험에서 계산조건을 5 layer, 5 sec, (1 hour OI application)  3 day simulation 하

게 되면 그림처럼 약 1,200초라는 walltime이 추측된다. 이러한 walltime 추정은 경

험적 연구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한계로 인해 매번 새로운 자료동화기법과 새로운 

유형의 관측자료마다 재산정이 필요하다. 또한 원활하고 최적화된 코어수를 찾기 

위해서는 실험하는 계산자원이 갖는 자체 코어수가 최대한 많은 것이 보다 효과적

인 실험을 진행 할 수 있다.

(3) 연안 자료동화 적용

(가) 조류

① 경기만 연속조류 자료동화

OI와 EnKF를 경기만 영역을 중심으로 2009년 5월 연속 조류 관측자료를 활용하

여 시험 적용하였다. 결과적으로 OI는 국지적으로 자료동화 효과가 나타났으며 특

히 염하수로 입구주변에 있는 관측자료가 가장 자료동화 반응이 크게 나타나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더불어 관측된 4정점을 모두 조화분해를 통해서 동일시간의 

시계열자료로 재생산한 뒤 동시에 적용하여 결과를 모의하였다. 결과적으로 이전 

관측정점 개별 자료동화 결과보다는 더욱더 국지적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2번 정점만 자료동화를 했을 때처럼 과다한 자료동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를 통해서 관측 정점이 증가할 경우에는 OI의 국지적인 자료동화 효과가 강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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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63. 각 정점별 OI적용으로 인해 발생된 최대유속차이 분포도

그림 3.2.2.64. 모든 정점을 동시에 OI적용한 결과의 최대유속차이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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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를 적용했을 때 사용된 4정점에서의 수층별 유속자료를 동시에 EnKF 시험 적

용하였다. 사용된 Ensemble size는 30개를 사용하였으며 OI와 마찬가지로 4정점의 

수층별 유속자료의 관측시간대가 상이하기 때문에 조화분해를 통해 동일한 시간대

로 시계열을 재생산하여 반영하였다. 결과적으로 OI가 cm/s 범위내에서 자료동화 

전/후의 유속차이를 보이는 패턴이 나타나는 반면 EnKF의 경우에는 m/s 단위의 

유속차이를 보여줌. 또한 국지적인 자료동화 효과를 보여주던 OI와 다르게 염하수

로 부근 4정점에서의 유속자료를 EnKF로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유속값이 

나타나야하는 석모수로를 포함한 연안해역에서 강한 유속이 재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생성된 30개의 앙상블로 인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그림 3.2.2.65. 모든 정점을 동시에 EnKF적용한 결과의 자료동화 전/후 최대유속차이 

분포도

② 경기만중심의 High Frequency(HF) 자료동화 활용 연구

HF-Radar 설치 위치를 기준으로 주변 바람장을 분석하였으며, 시화호 주변에서 

관측된 HF-Radar의 자료를 10분간격으로 수집하고 이를 잔차성분을 추출하기 위해 

필터링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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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66. 시화호 주변에서 HF-Radar를 활용하여 관측된 유동장

HF-Radar의 특성 중 하나인 시간에 따라 변동되는 관측영역 및 관측정점의 위치

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실시간 자료동화와의 연계성을 잃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

는 것이 본 실험의 목적이다. 먼저 구성해야 할 것으로 HF-Radar의 자료분석을 통

한 최대 관측범위와 관측시간간격 그리고 관측 공간해상도가 있다. 앞서 소개했던 

Cressman analysis 에서도 보았듯이 Measurement function의 경우에는 관측값이 

모델 내 계산위치에 존재할 경우에는 1로 저장되고 아닐 경우에는 0으로 저장되어 

있는 행렬이다. 이러한 Measurement fuction의 순기능을 활용하여 사전에 자료분석 

및 검토과정을 통해 준비된 HF-Radar의 Measurement function의 최대영역을 정의

한 뒤에 이를 바탕으로 자료동화적용을 위한 오퍼레이터를 생성하였다. 가장 이상

적인 오퍼레이터는 HF-Radar의 관측해상도와 구축된 수치모델의 격자해상도가 동

일한 것이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다르게 구성되었을 경우, 모델 격자내

부로 보간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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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67. 경기만 비구조격자망도내 가상 HF-Radar 관측 정점 표시

그림 3.2.2.67과 같이 FVCOM으로 구축된 경기만 격자망도 상에서 가상의 

HF-Radar 자료를 표시할 경우 격자망도의 절점과 위치가 상이하게 나타나며 그림 

36처럼 다른 시간대의 HF-Radar 관측정점 위치도 상응되지 않고 있다. 또한 관측정

점이 수백개에 이르면 최적내삽해야 하는 반복횟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

문에 계산효율이 좋은 OI라 할지라도 실시간 예측정보 계산에 무리가 있을 수 도 

있다. 따라서 그림 3.2.2.68에서 보여주는 모델 내 HF operator처럼 HF-Radar의 시

간마다 바뀌는 관측최대범위와 관측정점수 그리고 해상도를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

하게 보간하여 해당 자료를 자료동화로 연계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였다.

그림 3.2.2.68. 해양수치모델 내 HF-Radar operator

재구성된 HF-Radar 자료를 바탕으로 선행연구에서 진행하여 얻은 최적내삽법의 

매개변수를 기준으로 경기만내에 실적용을 하였으며 자료동화의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전/후 유속 차이분포를 HF-Radar 영역을 중심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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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69에서 알 수 있듯이 HF-Radar 영역에서 큰 유속차이 분포가 매시간마다 

나타나며 자료동화 적용 시 나타나는 효과가 국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추후에는 

이러한 자료동화 적용 효과가 모델 개선효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정확한 예측

정보를 계산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림 3.2.2.69. HF-Radar 자료동화 적용 전/후 유속차이분포

향후에는 구축된 HF operator를 기반으로 실측 자료를 반영하고 정량적으로 개선

효과를 입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속에 대한 장기적인 자료동화의 효과와 단

기적인 자료동화 효과에 대해 비교해보고 연안자료동화에 사용되는 관측자료의 시

공간적 간격에 대한 민감도를 확인하여 정밀한 자료동화 기능 개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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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밀도

① 경기만 염분성층화 자료동화

연안역을 중심으로 해양자료동화 적용 연구에 가장 중요한 목표는 관측된 자료를 

활용하여 기존 수치모델에서만 제시하기 어려운 수직적 염분구배를 재현하고 이를 

통해 예측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안역에

서 염분자료동화는 최종적으로 해양자료동화에서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표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해양수치모델 자체 개선과 다른 해양자료들에 대한 선행적

인 자료동화 적용연구에 있다.

그림 3.2.2.70. 경기만 염하수로에서의 염분성층현상 재현 결과

실제 2009년 5월에 관측된 염분자료를 활용하여 1개의 정점에서만 자료동화를 적

용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해석하였다(그림 3.2.2.71). 그림 3.2.2.72는 전체 모의기간

에서 일부구간 염분에 대한 수평분포도를 보여주고 있다. 해당 실험의 총 모의기간

은 15일(2009년 5월 1일~5월 15일)이며 사전에 염분검증이 오차율 10%미만으로 구

축된 모델로부터 초기조건을 이어받아 모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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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71. 염분자료동화에 사용된 관측정점도(적별 표시)

그림 3.2.2.72. 염분수평분포도 결과

그림 3.2.2.73은 그림 3.2.2.70과 동일한 결과로 염하수로 중심으로 염분분포도를 

상세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림을 3단계로 나뉜 것은 자료동화 적용 전 배경모의

기간(5월 1일~5월 6일), 자료동화 적용기간(5월 7일~5월 10일), 예측기간(5월 11

일~15일)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기간을 선정하여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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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73. 팔미도에서 염하수로 상류까지의 염분수직분포도(5월 10, 12, 14일)

그림 3.2.2.74에서 보면 자료동화 효과가 자료동화 적용기간 이후에 크게 달라지는 

양상을 보여주면서 그 의미가 중요하게 된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상당히 흥

미로우며 궁극적으로 해양과학분야에서 자료동화를 하는 이유가 예측정확도가 높은 

해양수치모델의 초기조건을 구축을 하는 것에 기반하는데 있어 이 결과가 어느 정

도 입증을 해주는 경우이다. 즉, 자료동화 적용기간에서 보여준 정확성이 중요한 것

이 아니라 자료동화 적용 후의 결과는 예측정보를 생산하는데 있어 신뢰성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본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그림 3.2.2.75에

서 보여주는 시계열 비교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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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74. 팔미도에서 염하수로 상류까지의 염분수직분포도(5월 9일, 12일)

그림 3.2.2.75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하단에서 보여주고 있는 각 실험별 염

분값의 표층과 저층에서의 차이에 대한 시계열 결과이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부분

은 자료동화 적용이 끝나는 시점인 5월 11일부터 표층과 저층의 염분차이가 자료동

화 적용을 한 실험결과가 관측값을 따라가려는 경향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본 실험 

결과를 통해 하나의 정점에서도 수층별 자료동화를 적용후의 결과가 예측가능한 초

기조건으로 개선될 수 있는 연구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많은 

관측정점에서의 다수층의 해양자료를 복합적으로 자료동화함으로써 높은 예측정확

도를 가진 연안수치모델의 초기조건을 생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비선형성

이 강한 담수혼합구역에서의 현상재현은 비구조격자망도로 구성된 FVCOM일지라

도 어느정도 재현의 한계성은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실측자료

를 기반으로 하여 자료동화를 적용하고 이를 실시간 예측으로 연계하여 효과적인 

해양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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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75. 자료동화 적용결과(DA)와 미적용결과(NO DA) 그리고 관측자료(OBS)에 

대한 전체 모의기간내 염분시계열 비교(표층, 저층, 표/저차이)

그림 3.2.2.76. 자료동화 적용 후의 관측정점에서의 염분수직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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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안 해양 예보시스템 구축 및 시험 적용

(가) 경기만 해양 예보시스템 구축 및 시험 적용

해양모델에서는 대기모델로부터 바람장, 기압장, 기온 등의 대기조건을 입력받아 

대기모델로 표층수온 정보를 전달하고 대기모델을 다시 개선된 바람장으로 해양모

델로 전달함으로써 오차를 줄여나간다. 뿐만 아니라 파랑역학모델과도 같은 방식의 

상호관계를 통해 대기-파랑-해양 모델간의 접합 모형 체계를 구축하여 현실감있고 

신뢰할 수 있는 해양예측시스템 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

그림 3.2.2.77. 해양모델(FVCOM)과 대기모델(WRF) 그리고 

파랑모델(SWAN)의 상호의존관계

이러한 접합을 위해서는 연계순서와 기술적인 접합이 필요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WRF 계산시간을 우선으로 진행하고 이 때 관측자료와 WRF 결과가 생성시 자동으

로 FVCOM이 실행되어 연계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한다. 이 과정을 일련의 

Shell 언어를 활용하여 순차적인 실행문으로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FVCOM과 

FVCOM-DA 그리고 WRF-ARW을 접합한다. 추후에는 실시간 관측자료 기반의 자

료동화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관측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할 수 있도록 기반을 설계할 

예정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실시간 모의하고 있는 기상모델(WRF)에서 출력되는 기

상조건과 연안모델(MOHID)의 초기 및 경계조건을 하루 2번 3일예측장으로 수신하

고 이를 자동으로 FVCOM입력자료 형태로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변환된 자료는 

실시간으로 모의하여 하루 2번 3일예측장을 생성하는 경기만 해양 예보시스템에 반

영되며 이를 자동화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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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78. 경기만 해양 예보시스템 구성도

(5) 해양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개발 사전연구

(가) 개요

알파고를 개발한 구글은 “알파고는 궁극적으로 인간이 해내기 어려운 복잡한 질

병의 예측과 진단, 기후 변화 예측을 통한 재난 재해 예방, 우주 탐사와 같은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미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은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감염병 전파나 금융·사이버 위기 

대응, 의료 재난, 자연 재난 등 거대 규모의 사회현상을 이해하고 재난 저감 대응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구글과 IBM 등 글로벌 

기업들은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수 천년간의 자연변화와 과거 

재해 기록을 분석해 대형 자연재해의 전조를 미리 예측하는 연구를 본격화 하고 있

다. 구글의 엔지니어링 부분 부사장을 역임했던 앤드류 무어(Andrew Moore)는 “인

공지능 기술은 자연재해에 관련된 방대한 양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발생 시에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

고 대처해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향후 5년 내에 인공지능은 이를 

해결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말하였다(2015년 12월).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구체적

인 접근 방식 중 하나를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ML)이라고 하는데, 기계학습

은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과 비지도학습(Unsupervised Learning), 강화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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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nforcement Learning)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그림 3.2.2.79). 지도학습은 

“정답”을 알고 있는 자료를 이용해 학습시키는 것인데, 회귀분석(Regression)과 분

류(Classification) 등 많은 기계학습 기법들이 이 학습에 해당된다. 비지도학습은 

“정답” 이라는 것이 특별히 없을 경우에 학습시키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주어진 자료로만 학습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군집화(Clustering)가 비지도학습

에 해당된다. 강화학습은 지도학습이나 비지도학습과는 또 다른 성격을 가지며 강

화학습은 정답이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저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 학습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강화학습은 “보상(reward)”을 통해 학습한다. 이 보상이란 직접적

인 답은 아니지만 학습 프로그램에게는 간적적인 정답의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서, 

지도학습에서는 직접적인 정답을 통해 오차를 계산해서 학습하지만, 강화학습에서

는 자신의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보상을 통해 학습한다.

그림 3.2.2.79.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의 세 가지 학습 모드

이러한 세 가지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최근 동향을 파악하

고, 해양-기상 과학 분야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과 예측, 응용 분야로 나누어 각

각 분류한다.

(나) 인공신경망 딥러닝의 최근 동향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지구과학 분야 응용 기술 개발의 최근 동향을 국가별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표 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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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 개발 동향

미국
브레인 이니셔티브 등 국가적 차원에서 R&D 정책 추진.

IBM의 Watson, Google의 AlphaGo와 자율주행, Facebook, Microsoft 

azure, Tesla 등의 민간기업 주도로 개발되고 있음

중국
국가차원의 인공지능 전략인 “차이나 브레인 프로젝트” 추진.

바이두, 알리바바 등 ICT 기업들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 주도

일본
국가차원에서 다방면으로 지원 정책 추진 중이며,

특히 자연재난 예측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적극적임.

EU 25개국 135개 기관이 참여하는 휴면 브레인 프로젝트(HBP) 추진

한국
정부차원에서 엑소브레인 프로젝트(1단계:~2017년, 2단계: ~2023년) 추진 중.

네이버, 카카오, 클디, 솔리드웨어 등이 민간기업 선두 주자

표 3.2.2.3 인공신경망 딥러닝의 연구 개발 동향 

① 미국의 기술개발 동향

미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R&D 정책을 추진 중이며, 2013년 3월 미 대통령실 내 

과학기술정책실에서 발표한 Brain Initiative(Brain Research through Advancing 

Innovative Neurotechnologies Initiative)가 대표적 정책이다. 미국 국방고등연구계

획국(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DARPA)은 인공지능기술을 이

용한 무인항공기 개발에 주력 중이며, 인공지능에 관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더해 인

간의 뇌 구조와 유사한 형태를 지닌 데이터 처리 칩셋인 뉴로모픽 칩(neuromorphic 

chip) 등 하드웨어 개발도 진행 중이다. 또한, 미국은 정부와 기업에서 “정부 

AQUAINT AQ 프로젝트, 구글 지식그래프” 등 대규모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진행

시키고 있다. IBM의 인공지능 컴퓨터인 왓슨(Watson)의 글로벌 총괄사장인 데이비

드 케니(David Kenny)가 방한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하였다. “대기 중 난류를 인

공지능으로 분석하면 항공기 조종사는 난기류를 피해 운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

해에 센서를 부착하면 지구온도 변화를 예측해 태풍과 같은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2016년 5월). 이와 관련하여 매일경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

여 그 이해를 도왔다. “IBM은 2015년에 날씨 정보업체 웨더컴퍼니1)를 약 20억 달

러(약 2조 3천 억원)에 인수하였으며, 여기서 생산된 기상 데이터를 왓슨이 분석하

여 다양한 자연 재해 해결방법을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 주로 각국 기상청과 환경

1) The Weather Company, http://www.theweathercompna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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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등 정부나 항공, 선박 등 날씨 변화에 민감한 민간 기업들이 사업 대상이며, 국

내에 도입하려는 미세먼지 분석과 해결 방법도 그 중 하나라고 한다2).” 빅데이터를 

기반한 인공지능 응용분야는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을 경우

는 관련 자료의 취득이 쉬우므로 기술 개발이 쉬운 반면, IBM과 같은 경우는 자료

의 선점에 불리하기 때문에 국제적 공조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는 기상이나 해양의 

자료들을 이용한 응용 분야의 개발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Microsoft, MS)의 경우는 인공지능 코타나(Cortana)를 활용해 미국의 홍수 방재 시

스템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2016년 5월). 미국 정부와 지자체 등이 마이크로소프트

와 공동으로 홍수 방재솔루션(National Flood Interoperability Experiment, NFIE)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또, 코타나는 아프리카 케냐 오지에서 식수문제 해결도 연구

하고 있다. 모든 마을의 우물에 센서를 부착해서 우물의 깊이 변화를 분석하는 방

식으로 가뭄을 예측하고 식수 공급정책에 활용하는 것이다.

② 일본의 기술개발 동향

일본은 2021년까지 슈퍼컴퓨터를 활용하여 동경대 입시에 합격 가능한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지난 2011년부터 가동하고 있다. 또한, 자연재해에 민감한 일본은 인공

지능을 자연재해 저감에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니혼게이자

이 신문3)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인공위성으로 지구관측 정보를 수집하고 재해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2018년 실험을 진행한 후 2년 뒤에 현장 적용을 할 예정

이다(2017년 7월 30일). 이는 한해 전(2016년 9월)에 일본에서 재해현장 구호활동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3~5년 내에 실용화하기 위하여 2017년에 40억엔(약 440억원)

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는 뉴스와 함께 자연재해 저감 대책에 적극적으로 투자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자연재해 예측 시스템은 산과 바다, 도시의 건

물 등 다양한 정보를 파악해 산사태나 건물 붕괴 등이 발생하기 전에 나타나는 이

상 변화를 AI로 분석하는 것이다. 인공위성 자료로부터 지형과 건물 등의 변화를 

일정주기로 분석하고, 산사태나 건물 붕괴가 발생할 경우 전후의 지형 또는 주변 

변화에 관한 자료를 축척한 뒤 AI를 학습시켜서 그 전조 현상을 이용하여 미리 예

측하겠다는 것이다.

2) 기사 인용: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336137 

3) http://www.nikkei.com/article/DGXLASDC28H2M_Q7A730C1NN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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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그 외 국가의 기술개발 동향

EU는 25개국 135개 기관이 참여하는 휴먼 브레인 프로젝트(HBP)를 착수하였으

며, 이는 인간 지능 연구에 중점을 둔 연구로 향후 10년간 11억 9,000만 유로(약 1

조 8,000억)가 투입될 예정이다. 중국 역시 바이두(인공지능연구소 3억 달러 투자), 

알리바바(딥 러닝으로 비주얼 검색 기능 강화) 등 ICT 기업들이 투자여건이 형성되

어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 프

로그램인 “줴이”가 프로 바둑기사인 커제를 두 점을 두고도 77수 만에 완승(2018년 

1월)을 하여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 개발 속도가 그 어느나라 보다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국내의 기술개발 동향

해외에서 기술적, 상업적 성공 사례들이 많이 나타난 것에 비하여 국내의 인공지

능 관련 연구와 산업화는 다소 늦게 활성화를 시작하였다. 더욱이 지구과학분야의 

응용은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 격차가 아직까지

는 크게 벌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IT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관련 전문가 지원과 예산 

투입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정부차원에서는 국가 

정보화를 총괄하는 과기정통부에서 정보화의 방향을 이미 3~4년 전부터 ICBMS 

(Internet of Things, Cloud, Bigdata, Mobile, Security) 초연결사회에 맞추고 국가 

정보화 예산을 매년 투입하고 있다. ICBMS 기반 초연결사회는 인공지능을 국가 정

보화에 적용하려는 첨단 국가 정보화 전략이다. 부산시에서는 IBM이 사회공헌 프로

그램으로 진행하는 ‘2017 Smarter Cities Challenge’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2017

년 7월 24일). 이 프로그램은 IBM이 세계 도시에 분야별 최고 전문가를 파견해 다

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삶을 개선하는 IBM의 대표적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부산시는 AI와 빅데이터로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기업 차원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클디, 솔리드웨어 등 일부 벤처

기업이 인공지능에 투자하고 있으며, 과기정통부에서는 ETRI, 포스텍, KAIST 등 26

개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총 1,070억 원을 투입(정부 800억원, 민간 270억원)하는 엑

소브레인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국내의 대표적 사례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염병 확산 

차단의 예를 들 수 있다. KT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메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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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전염병 확산 징후를 미리 포착해 효과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조류 인플루엔자의 경우, KT의 빅데이터 솔루션을 통해 확산의 주원인이 철새 

배설물이 아니라 농가 차량운행이라는 점을 밝혀낸 바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재배 작물의 병해를 조기 진단 및 예측하고 스마트팜 환경 내 각종 센서 및 구동기

(Actuator)의 오작동을 사전에 진단하는 머신러닝/딥러닝 기반 스마트팜 기술을 개

발하고 있다. 연구팀은 이미지 분석에 좋은 성능을 보이는 CNN을 통해 작물의 병

해를 학습시키고, 학습된 모델을 이용하여 병해를 사전에 진단하고 예측하는 기술

을 개발함으로써 스마트팜(농장) 환경에서 병충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를 하고 있다. 

지구과학 분야에서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국내 사례들은 그리 많지 않으므로 활용 

가능성과 성능을 가늠하기 위하여 본 저자가 연구한 “인공신경망 딥러닝을 이용한 

엘니뇨 예측성 연구”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다. 이 연구에서는 시계열의 

연속성을 고려한 예측을 하기 위하여 RNN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적도 태평양의 엘

니뇨 3.4 지역의 해수면온도(SST)를 주요 이벤트 기간에 대하여 예측해 보았다. 

RNN의 훈련을 위한 입력층 자료로는 ERA-Interim 전지구 월별 시계열 SST 자료

(1979~2016년, 38년간)를 위경도 방향으로 20도씩 bin으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예측 

결과는 동 기간에 대하여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에서 제공하는 유수 연구소

들의 예측결과들과 비교해 보았으며, 2015년 가을의 강항 엘니뇨 뿐만 아니라 최근

의 경향을 잘 모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3.2.2.80과 3.2.2.81).

그림 3.2.2.80. 미국 NOAA의 Climate Prediction Center에서 제공하는 모형별 앙상블 

예측 결과들 (좌: 2015년 7월, 중: 2016년 3월, 우: 2017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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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81. 일 기간에 대하여 관측값(굵은 실선)과 딥러닝으로 예측한 결과들

(좌: 2015년 7월, 중: 2016년 3월, 우: 2017년 1월)

(다) 인공신경망 딥러닝과 활용 방안

그림 3.2.2.82. 딥러닝의 기술적 분류

① 합성곱신경망 활용 방안

합성곱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은 문자인식과 다양한 형태의 

영상인식(얼굴인식, 물체인식 등)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특히 음성판별과 문

서읽기, 필기체 문자인식 등의 분야에서는 사람과 비슷한 수준 또는 보다 월등한 

수준의 성능을 보이고 있다. 이미지 또는 영상의 식별 및 구별에서 월등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 CNN은 검색 포탈에서의 이미지 검색에서부터 자율주행 및 자유주차

에서 피조물의 식별까지 응용 분야가 무궁무진 하다. 해양과 기상 분야에서는 인공

위성 자료를 사용한 구름 및 해무 식별과 해양의 선박식별, 어류 이동, 플랑크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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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자연재해의 경우는 태풍과 홍수, 폭설, 

가뭄, 지진 등의 대규모 재해를 감식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진의 경

우는 시계열로 축척된 인공위성 자료들에서 지진이 일어난 시점의 전후 자료를 비

교하여 학습 시킨 후 실시간으로 인공위성 자료를 분석하여 지진 발생의 전조를 알

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홍수 또는 폭설이 발생한 곳의 위치를 실

시간으로 빠르게 식별할 수 있으며, 산불 및 산사태, 농작물 피해, 토양 유실, 침수

피해 등의 실시간 판별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인공위성과 항공기 관측, 

각 종 기상관측 기기들로부터 들어오는 수많은 자료들에서 발생하는 기계적 오류와 

관측오차 들을 CNN 방법으로 학습시켜서 관측자료의 효율적이며 정확한 품질관리

에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CNN의 특정 현상의 특징 추

출과정 중에서 생산되는 특징들은 자연 현상의 과학적 이해를 높이는데 중요한 정

보가 될 수 있으므로 과학적으로 아직 밝혀 내지 못한 자연현상의 인과관계를 분석

하고 이해하는 데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② 순환신경망 활용 방안

순환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 RNN)은 음성인식이나 언어인식 등과 같

은 순차적인 정보를 처리하는데 적합하다. 따라서, 기계번역 혹은 동영상의 주석 달

기 등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좀 더 나아가서 로봇 컨트롤과 동작인식, 사람의 감

성 분석, 시간적 예측 등에도 활용될 수 있다. RNN은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는 만

큼, 기상과 해양 분야에서는 분석보다는 예측에 사용하기 적당한 기법이다. 그러므

로 기상과 해양의 각 종 관측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여 태풍과 홍수, 폭설, 가뭄, 지

진 등의 대규모 재해를 예측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 태풍 진로 자

료를 학습하여 태풍 발생 시점에서 그 진로를 예측하거나, 홍수 발생 가능 지역의 

예측, 산불의 진로 방향 예측, 선박사고 유출 기름띠 흐름 예측, 조류독감 전파 경

로 예측 등 자연 현상의 수많은 예측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점점 많아지는 

해양·기상 관측기기들은 유지보수가 점점 중요해지는데, 관측자료의 시계열 분석을 

통하여 관측기기의 이상 징후를 판별하거나, 기계적 오류와 관측 오차 등의 품질관

리에도 활용할 수 있다.

자연 현상의 미래 예측에는 수치순환모형(Numerical Circulation Model)이 주로 

사용되는데 전지구순환모형(General Circulation Model)이나 지역순환모형(Reg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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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ulation Model), Wave 모형 등이 도출한 미래 예측 자료의 오차를 학습하여 수

치순환모형의 예측 성능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수치순환모형에서 모형의 성능을 크

게 좌우하는 연직･수평 혼합 모수화 등의 물리모수화를 인공지능 모듈로 개발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수치순환모형을 대신하여 인공지능 예측모형을 개발할 수 있다.

③ 강화학습 활용 방안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은 행동심리학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어떤 환경 

안에서 정의된 에이전트가 현재의 상태를 인식하여, 선택 가능한 행동들 중 보상을 

최대화하는 행동 혹은 행동 순서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강화학습의 문제는 기본적

으로 MDP(Markov Decision Process, 마르코프 결정과정)으로 표현되며, MDP로 정

의되는 문제는 두 가지의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으로 풀게된다. 그 것은 정책 이터레

이션과 가치 이터레이션이며, 정책 이터레이션과 가치 이터레이션은 후에 살사

(SARSA)로 발전하며, 살사는 off-policy 방법으로 변형되어 Q-Learning으로 이어진다. 

Q-Learning을 딥러닝의 방법으로 풀어 낸 것이 바로 Deep Q-Network(DQN)이다. 

해양-기상 분야에서 가장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는 분야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최적

노선 결정에 응용할 수 있다. 해류와 바람의 예측 자료와 선박의 모양 또는 항공기 

기종에 따른 마찰을 고려하여 출발 시간과 도착시간에 맞추어 최적의 노선을 결정

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또한, 해양-기상의 날씨 예보는 관측자료와 예측자료, 각 

종 참고 자료 등을 종합하여 예보관이 최종적으로 예보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종합결정에 있어서 강화학습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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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공지능 기술의 분야별 적용 예

① 자료 분석 및 모니터링 분야

종류 제목 / 내용

논문

CNN을 이용하여 위성이미지로부터 고해상도 SST 자료 생산

Ducournau, A., and R. Fablet, 2017: Deep learning for ocean remote sensing: An 
application of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for super-resolution on satellite-derived SST 
data. 2016 9th IAPR Work. Pattern Recognit. Remote Sensing, PRRS 2016, 
doi:10.1109/PRRS.2016.7867019.

논문

CNN을 이용한 해양전선(front) 식별 및 분석

Lima, E., X. Sun, J. Dong, H. Wang, Y. Yang, and L. Liu, 2017: Learning and 
Transferr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Knowledge to Ocean Front Recognition. 
IEEE Geosci. Remote Sens. Lett., 14, 354–358, doi:10.1109/LGRS.2016.2643000.

논문

지도학습을 활용한 SAR 이미지 분류

Geng, J., H. Wang, J. Fan, and X. Ma, 2017: Deep Supervised and Contractive Neural 
Network for SAR Image Classification. IEEE Trans. Geosci. Remote Sens., 55, 2442–
2459, doi:10.1109/TGRS.2016.2645226.

발표
딥러닝을 이용한 다시점 SAS 이미지 분류

Williams, D. P., and S. Dugelay, 2016: Multi-view SAS image classification using deep 
learning. OCEANS 2016 MTS/IEEE Monterey, 1–9.

발표

CNN을 이용하여 날씨 이미지로부터 기상 현상 분류

Elhoseiny, M., S. Huang, A. Elgammal, 2015: Weather classification with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Image Processing (ICIP), 2015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OI: 10.1109/ICIP.2015.7351424.

논문

CN을 이용하여 원격탐지자료의 공간특성 분석 능력 향상

Nogueira, K., W. O. Miranda, and J. A. Dos Santos, 2015: Improving Spatial Feature 
Representation from Aerial Scenes by Using Convolutional Networks. Brazilian Symp. 
Comput. Graph. Image Process., 2015–Octob, 289–296, doi:10.1109/SIBGRAPI.2015.39.

논문

위성자료로부터 생산된는 강수분포의 편향 감소 시스템 개발

Tao, Y., X. Gao, K. Hsu, S. Sorooshian, and A. Ihler, 2016: A Deep Neural Network 
Modeling Framework to Reduce Bias in Satellite Precipitation Products. J. 
Hydrometeorol., 17, 931–945, doi:10.1175/JHM-D-15-0075.1. 
http://journals.ametsoc.org/doi/10.1175/JHM-D-15-0075.1.

논문

GOCI 영상을 이용한 주간 해무 탐지 : 황해 사례 연구

Yuan, Y., Z. Qiu, D. Sun, S. Wang, and X. Yue, 2016: Daytime sea fog retrieval based 
on GOCI data: a case study over the Yellow Sea. Opt. Express, 24, 787–801, 
doi:10.1364/OE.24.000787.
http://www.opticsexpress.org/abstract.cfm?URI=oe-24-2-787.

표 3.2.2.4. 자료 분석 및 모니터링 분야 적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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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기상 예측 분야

종류 제목 / 내용

발표

네바다의 기압, 습도, 기온 관측자료로부터 대기기온 예측

Hossain, M., B. Rekabdar, S. J. Louis, and S. Dascalu, 2015: Forecasting the weather of 
Nevada: A deep learning approach.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 on 
Neural Networks, Vol. 2015–September of.

발표

RNN과 CRBM, CN을 이용한 날씨예측 성능 비교

Salman, A. G., B. Kanigoro, and Y. Heryadi, 2015: Weather forecasting using deep 
learning techniques. 2015 Int. Conf. Adv. Comput. Sci. Inf. Syst., 281–285, 
doi:10.1109/ICACSIS.2015.7415154.
http://ieeexplore.ieee.org/lpdocs/epic03/wrapper.htm?arnumber=7415154.

논문

RNN을 이용한 익일 swell 예측 기술 개발

Mirikitani, D. T., 2007: Day Ahead Ocean Swell Forecasting With Recursively 
Regularized Recurrent Neural Networks, OCEANS 2007 – Europe, DOI: 10.1109/ 
OCEANSE.2007.4302449.

발표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Bongan Bali의 월 강수량 예측

Kanigoro, B., and A. G. Salman, 2017: Recurrent gradient descent adaptive learning rate 
and momentum neural network for rainfall forecasting. Proceedings - 2016 International 
Seminar on Application of Technology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SEMANTIC 
2016, 23–26.

발표

RNN을 이용한 인도 여름 계절풍 예측

Saha, M., and P. Mitra, 2016: Recurrent neural network based prediction of indian 
summer monsoon using global climatic predictors.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 on Neural Networks, Vol. 2016–Octob of.

논문

RNN-LSTM을 이용한 강수 실황 예측

Shi, X., Z. Chen, H. Wang, D.-Y. Yeung, W. Wong, W. Woo, 2015: Convolutional 
LSTMNetwork: A Machine Learning Approach for Precipitation Nowcasting,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arXiv:1506.04214

논문

RNN-LSTM을 이용한 순차적 날씨예측 기술 개발

Zaytar, M. A., and C. El Amrani, 2016: Sequence to Sequence Weather Forecasting with 
Long Short-Term Memory Recurrent Neural Networks. Int. J. Comput. Appl., 143, 975–
8887, doi:10.5120/ijca2016910497. http://www.ijcaonline.org/archives/volume143/number11/ 
zaytar-2016-ijca-910497.pdf.

발표

반지도 학습을 활용한 재해기상 탐지 기술 개발

Racah, E., C. Beckham, T. Maharaj, S. E. Kahou, Prabhat, C. Pal, 2017: ExtremeWeather: 
A large-scale climate dataset for semi-supervised detection, localization, and 
understanding of extreme weather events, arXiv:1612.02095

논문

Auto-Encoder을 이용한 날씨예측 기술 개발

Liu J.N.K., Hu Y., He Y., Chan P.W., Lai L., 2015: Deep Neural Network Modeling for 
Big Data Weather Forecasting. In: Pedrycz W., Chen SM. (eds) Information Granularity, 
Big Data, and Computational Intelligence. Studies in Big Data, vol 8. Springer, Cham

표 3.2.2.5. 해양-기상 예측 분야 적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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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양-기상 응용 분야

종류 제목 / 내용

논문

딥러닝을 이용한 산호초 자동 인식표 달기

Mahmood, A., M. Bennamoun, S. An, F. Sohel, F. Boussaid, R. Hovey, G. Kendrick, 
and R. B. Fisher, 2016: Automatic annotation of coral reefs using deep learning. 
OCEANS 2016 MTS/IEEE Monterey, OCE 2016.

논문
딥러닝을 이용한 동물성플랑크톤 분류

Dai, J., R. Wang, H. Zheng, G. Ji, and X. Qiao, 2016: ZooplanktoNet: Deep 
convolutional network for zooplankton classification. OCEANS 2016 - Shanghai.

논문

심층신경망을 이용하여 지구궤도 광학이미지로부터 선박 탐지

Tang, J. X., C. W. Deng, G. B. Huang, and B. J. Zhao, 2015: Compressed-Domain Ship 
Detection on Spaceborne Optical Image Using Deep Neural Network and Extreme 
Learning Machine. Ieee Trans. Geosci. Remote Sens., 53, 1174–1185, 
doi:10.1109/tgrs.2014.2335751.

논문

수중음파탐지기 자료로부터 딥러닝을 이용한 수중 목표물 인식

Kamal, S., S. K. Mohammed, P. R. S. Pillai, and M. H. Supriya, 2013: Deep learning 
architectures for underwater target recognition. Ocean Electron. (SYMPOL), 2013, 48–54, 
doi:10.1109/SYMPOL.2013.6701911.

발표

딥러닝을 이용한 해저 수중 이미지 분석 및 인식

Qin, H., X. Li, Z. Yang, and M. Shang, 2015: When Underwater Imagery Analysis 
Meets Deep Learning : a Solution at the Age of Big Visual Data. 2011 7th Int. Symp. 
Image Signal Process. Anal., 259–264, doi:10.23919/OCEANS.2015.7404463.

발표

저해상도 수중 이미지로부터 물고기 탐지 기술 개발

Sun, X., J. Shi, J. Dong, and X. Wang, 2017: Fish recognition from low-resolution 
underwater images. Proceedings - 2016 9th International Congress on Image and Signal 
Processing, BioMedical Engineering and Informatics, CISP-BMEI 2016, 471–476.

논문

플랑크톤 분류 기술 개발

Li, X., and Z. Cui, 2016: Deep residual networks for plankton classification. OCEANS 
2016 MTS/IEEE Monterey, OCE 2016.

논문

딥러닝을 이용한 저서생물 분류 기술 개발

Marburg, A., and K. Bigham, 2016: Deep learning for benthic fauna identification. 
OCEANS 2016 MTS/IEEE Monterey, OCE 2016.

발표

SAR 이미지로부터 선박 식별 기술 개발

Schwegmann, C. P., W. Kleynhans, B. P. Salmon, L. W. Mdakane, and R. G. V Meyer, 
2016: Very deep learning for ship discrimination in Synthetic Aperture Radar imagery. 
2016 IEEE International Geoscience and Remote Sensing Symposium (IGARSS), 104–107.

표 3.2.2.6. 해양-기상 응용 분야 적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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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제목 / 내용

발표

SAR 이미지로부터 목표물 분류 시스템 구조 개발 및 초기결과 분석

Bentes, C., D. Velotto, and S. Lehner, 2015: Target classification in oceanographic SAR 
images with deep neural networks: Architecture and initial results. International 
Geoscience and Remote Sensing Symposium (IGARSS), Vol. 2015–November of, 3703–
3706.

발표

날씨예보와 딥러닝 기술에 의한 분산 재생에너지 시스템 최적화

Sogabe, T., H. Ichikawa, K. Sakamoto, K. Yamaguchi, M. Sogabe, T. Sato, and Y. Suwa, 
2016: Optimization of decentralized renewable energy system by weather forecasting and 
deep machine learning techniques. IEEE PES Innovative Smart Grid Technologies 
Conference Europe, 1014–1018.

발표

DBN과 AutoEncoder, LSTM을 이용한 재새에너지 발전소의 전력생산 
예측 성능 비교

Gensler, A., J. Henze, B. Sick, and N. Raabe, 2017: Deep Learning for solar power 
forecasting - An approach using AutoEncoder and LSTM Neural Networks. 2016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s, Man, and Cybernetics, SMC 2016 - Conference 
Proceedings, 2858–2865.

발표

CNN에 의한 위성이미지 분석을 통한 자동재해탐지 시스템 개발

Amit, S. N. K. B., S. Shiraishi, T. Inoshita, and Y. Aoki, 2016: Analysis of satellite 
images for disaster detection. International Geoscience and Remote Sensing Symposium 
(IGARSS), Vol. 2016–November of, 5189–5192.

논문

신경망을 활용한 해양 선박의 식별 및 학습제어 기술 개발

Dai, S. L., C. Wang, and F. Luo, 2012: Identification and learning control of ocean 
surface ship using neural networks. IEEE Trans. Ind. Informatics, 8, 801–810, 
doi:10.1109/TII.2012.2205584.

발표

신경망을 활용한 선박위치 추정 기술 개발

Lainiotis, D. G., and K. N. Plataniotis, 1993: Neural Network Estimators: Application to 
Ship Position Estimation. Proc. 1994 IEEE Int. Conf. Neural Networks, 7, 384–390, 
doi:10.1109/ICNN.1994.375037.

발표

재생에너지 자원 생산에 필요한 다단계 파력(wave power) 예측

Hatalis, K., P. Pradhan, S. Kishore, R. S. Blum, and A. J. Lamadrid, 2014: Multi-step 
forecasting of wave power using a nonlinear recurrent neural network. PES Gen. Meet. 

| Conf. Expo. 2014 IEEE, 1–5, doi:10.1109/PESGM.2014.6939370.

발표

강화학습을 통한 해류에 따른 자율무인잠수정(AUV) 최적 노선 결정

Liu, B., and Z. Lu, 2013: AUV path planning under ocean current based on 
reinforcement learning in electronic chart. Proceedings - 2013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ational and Information Sciences, ICCIS 2013, 1939–1942.

논문

강화학습에 의한 무인잠수정 SLOCUM Glider의 최적 노선 결정

Gautam, U., and M. Ramanathan, 2015: Simulation for path planning of SLOCUM 
glider in near-bottom ocean currents using heuristic algorithms and Q-learning. Def. Sci. 
J., 65, 220–225, doi:10.14429/dsj.65.7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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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딥러닝 응용 기술 개발 방안

인공 신경망은 기존의 기계학습 접근방법에서 요구되었던 엔지니어의 지식기반 

특성인자 추출을 자동화, 심층화 함으로써 기존에 존재하던 데이터 기반의 기계학

습 알고리즘의 한계를 상당히 극복하였다. 합성곱신경망을 통하여 이미지 자료 분

석, 순환 신경망을 통하여 시계열 자료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오토인코더를 이용

하여 다양한 형태의 자료 차원 축소와 가상 데이터 생성이 가능하며, 강화학습을 

통하여 행동 및 정책을 결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다음 표 3.2.2.7은 해양-기상 분

야의 인공지능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핵심 용어를 골라 본 것이다. 

구분 기 발표된 AI 응용 연구 논문들을 바탕으로 한 핵심 용어

분석
분석 및 모
니터링 분야

고해상도 SST 자료 생산,
해무 탐지,
해양 전선(Front) 식별 및 분석,
기상 현상 분류, 공간특성 분석, 강수분포의 편향 감소 등

예측
해양-기상 
예측 분야

해수 온도 예측,
익일 Swell 예측,
재해기상 탐지,
날씨예측 성능 비교, 월 강수량 예측, 인도 여름 계절풍 
예측, 강수 실황 예측, 날씨 예측 등
딥러닝 순환모델 또는 딥러닝 연직 모수화4)

응용
해양-기상 

서비스 분야

자동 재해 탐지,
선박위치 추정
파력(Wave power) 예측,
산호초 자동 인식표, 동물성플랑크톤 분류, 선박 탐지, 수
중 목표물 인식, 자유 무인잠수정(AUV) 노선 일정, 어류 
탐지, 저서생물 분류, 분산 재생 에너지, 전력생산 예측 등

표 3.2.2.7. 해양-기상 분야의 인공지능 관련 자료 구분

해양 예측성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방안은 해양 예측과 분석, 응용 분

야로 나누어 제시해 볼 수 있다. 예측분야에서는 해수면 온도와 해류, 태풍 진도 등

의 해양 날씨 예측을 딥러닝 기술로 개발할 수 있으며, 위성자료와 예측모델 결과

를 이용한 해양 수온전선의 예측과 해양순환 모델의 예측결과의 편향 감소를 위한 

보정모델 개발, 해양순환 모델의 성능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연직혼합 모수화 기법 

4) 기존 논문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드나 미래에 개발 가능한 연구 분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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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등이 있을 수 있다. 해양 자료의 분석 및 모니터링 분야에서는 인공위성 이미

지로부터 추정한 고해상도 SST 자료의 생산 및 편향 감소 기술과 날씨 이미지로부

터 해양 현상 분류 및 원격탐사자료를 이용한 해양 특성 분석(해무 탐지 포함)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인공위성 자료의 품질관리를 통한 성능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

이다. 마지막으로 응용분야에서는 인공위성자료를 이용한 선박위치 추정 등의 목표

물 분류와 계절별 어류 품종별 어획량 예측, 그리고 인공위성 자료를 이용한 쓰나

미 식별 등의 재해기상 탐지, 선박이나 항공기의 최적 노선 결정 등에 인공지능 기

술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각 분야별로의 기술 개발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2.2.83. 해양 예측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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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파랑예측시스템

(1) WAVEWATCH III 모델 설정 및 격자 체계

(가) WAVEWATCH III 모델 개요

WAVEWATCH III(WW3)는 3세대 파랑 모델로, National Centers of Environmental 

Prediction(NCEP) Environmental Modeling Center (EMC)의 Marime Modeling 

and Analysus Branch (NMAB)에서 개발되었다. 이 모델은 Delft University에서 개

발된 WAVEWATCH I과 NASA Goddard Space Flight Center에서 개발된 WAVEWATCH 

II를 기반으로 한다.

KOOS 파랑예측시스템은 운용해양예보시스템 1단계에서 WAM 모델로 구성되었

다. WAM모델은 WAMDI Group에서 개발된 제 3세대 모델로 지속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져 Cycle 4에 이르렀고, 속도 향상을 위해 MPI 기능을 추가하여 Cycle 4.5 

에 이르렀다. WAM모델은 성분파 사이의 비선형 상호작용에 의한 에너지 수송을 

파라미터화하지 않고 직접 계산하는 이산형모델(discrete model)이다. 따라서 WAM 

모델 적용에 제한이 없어 광역 및 국지해역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될 수 있고 수심

과 해류에 의한 파의 굴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시·공간적인 간격도 임의로 줄 수 

있어 모델의 효율성이 높아 복잡한 내만 해역의 파고나 수위의 예측을 위한 국지 

모델에도 유용하게 사용된다. 

WAVEWATCH III는 3세대 파랑 예측모델의 시초인 WAM 모델을 계승하였으나 

지배방정식, 물리과정, 격자 시스템 및 수치해석기법에서 추가적인 보완이 이루어졌

으며, 현재까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개선된 지배방정식은 파랑 자체뿐만 아니라 

수심, 해저면, 해류, 조석 등의 특성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격자점의 dry, 

wet condition 및 쇄파대의 영향 또한 고려되어, 수치모델이 대양뿐만 아니라 천해 

조건에서도 유효하게 적용된다.

WW3의 파랑에너지밀도 스펙트럼의 보존식은 다음과 같다.

    


 ∇⋅

x  

   

   



x cgU

        (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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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2.13)은 평면상의 좌표계에서 적용되며, 광역에서의 모델적용을 위해서는 지

구구면좌표계에서의 다음과 같은 식으로 변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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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4)

WW3 모델에서 일반적인 원천항(Source term)은 바람-파랑의 상호작용항  , 비

선형 파랑-파랑 상호작용항  과 백파에 의한 소산항(dissipation term)   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입력 항인 은 모델의 주요 외력항으로 사용되나 모델의 

현실화를 위한 선형적인 초기조건으로 ln  을 고려할 수 있다. 천해에서는 저면에 

의한 마찰항   이 추가되며, 극단적인 천해 조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수심기반의 

쇄파항 , 파랑-파랑 상호작용 항인 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추가적으로 지반 특

성에 따른 파랑의 소산항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해빙 및 빙산에 의한 영향도 고

려할 수 있으나 본 시스템에서는 제외하였다. 정의된 일반 원천항은 식 (3.2.15)와 

같다

  ln    ⊥                  (3.2.15)

바람에 의한 에너지의 유입과 저면에 의한 마찰항은 Snyder et al. (1981)과 

Komen et al. (1984)가 제안한 식을 사용한다. 바람에 의한 에너지 유입항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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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주어지며, 저면마찰항   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3.2.16)

            



 

파랑 비선형 상호작용으로 Discrete Interaction Approximation (DIA) 기법, 파랑 

전파 해석 기법으로 Tolman (2002a) 에 의해 제안된 평균화 기법과 고차항 전파기법, 

초기 입력자료로 사용되는 선형 파형 성장 데이터는 Cavaleri and Malanotte-Rizzoli 

with filter 기법, 저면 마찰항은 JONSWAP 방정식, 쇄파항은 Batthes-Janssen 기법

으로 해석되며 지반 특성에 따른 파랑 소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나) WW3 격자 체계

WW3 격자체계는 1단계에서 사용된 WAM의 격자체계를 계승하여 결과에 대한 

객관적 비교 및 예측결과의 연속성을 유지하였다. 우리나라 주변해역을 포함한 광

역의 영역에서 격자간격 1/12°(약 9km)로 모델 격자망을 구성하였으며, 광역 격자

망(CG)의 범위는 경도 117~143°E, 위도 20~50°N 이고, 격자점의 수는 동서방향으로 

313개, 남북방향으로 361개이다. 또한 연안 정밀 격자망(FN)은 경도 124~131°E, 위

도 32~39°N에서 1/60°(약 2km)로 구성하였으며, 수심자료는 서승남 (2010)의 대한

민국 주변 30초 해상도의 격자수심도를 사용하였으며 , 여기에는 국립해양조사원의 

수치 해도 및 관측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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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84. KOOS 파랑예측시스템(WW3) 광역격자 수심도 (1/12o)

그림 3.2.2.85. KOOS 파랑예측시스템(WW3) 정밀격자 수심도 (1/60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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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3 기반 파랑예측시스템에서는 KOOS의 해양기상예측모델 (WRF) 20km 해상

도 예측결과를 내삽하여 기상 외력을 입력하며, 조석 및 조류의 영향은 본 시스템

에서는 고려되지 않는다. 각 모델에서 사용된 파랑 스펙트럼은 방향 분할수와 주파

수 분할수를 각각 24개, 25개로 총 성분파 개수를 600개로 하였다. 주파수 분할은 

저주파 대역 해상도의 세밀화를 위하여 지수적으로 나누어 0.04118 Hz로부터 1.1배

씩 증가하도록 설정하였다.

(다) WW3 모델 예측결과

WW3 기반 예측시스템은 2015년 2월 시험운영을 시작하여 2015년 5월 정상운영

을 시작하였다. 그림 3.2.2.86에는 운용 시작시점인 2015년 5월로부터 1년간 기상청 

마라도 해양관측부이의 유의파고 결과와 모델 수치모의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WW3 수치모델은 일부 고파랑에서의 최대값을 과소모의하거나 과대모의하는 경향

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관측결과를 유의하게 예측하고 있다.

그림 3.2.2.86. 기상청 마라도 해양관측부이 관측자료와 WW3 유의파고 예측결과 

시계열 비교

또한 기상청 해양관측부이 9개소 (덕적도, 칠발도, 거문도, 거제도, 동해, 포항, 마

라도, 외연도, 울릉도)의 파랑 관측결과와 모델의 예측결과를 비교하였다. 그림 4에

는 각 관측소의 월별 유의파고 평균 및 관측결과에 대한 수치모델의 RMS error가 

제시되어 있다. 평균 유의파고는 하계에 낮고 동계에 큰 경향이 있으나 수치모델의 

예측성능은 RMSE 약 0.3m 로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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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2.2.87. 기상청 해양관측부이 9개소의 월별 유의파고 평균 및 월별 RMS error 

파랑예측시스템의 응용 측면에서 낮은 파고보다는 각종 해상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파랑의 예측성능이 중요하다. 연간 관측결과의 대부분이 1m 내외의 낮은 파

고를 기록하기 때문에 통계적 오류를 제거하기 위하여 1.5m 이상의 유의파고 결과

를 취합하여 월별 평균파고와 RMS error를 비교하였다. 그림 3.2.2.88에는 동일 기

간, 동일 관측정점에 대해 유의파고 1.5m 이상인 경우에 대한 월평균 유의파고와 

오차를 산정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a) (b)

그림 3.2.2.88. 기상청 해양관측부이 9개소의 1.5 m 이상 파고에 대한 월별 유의파고 

평균 및 월별 RMS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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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림 3.3.2.89에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기상청 해양관측부이 9개

소 유의파고에 대한 WAM 및 WW3 의 연평균 RMSE가 제시되어 있다. WW3는 WAM

에 비해 국내 연안 위치와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예측성능을 보인다.

그림 3.2.2.89. 2015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기상청 해양관측부이 9개소 유의파고에 

대한 WAM 및 WW3 의 연평균 RMSE 

(2) SWAN 모델 설정 및 격자 체계

(가) SWAN 모델 개요

모델을 통한 파랑 예측 방법을 고려하기 위하여 SWAN(Simulation WAves Nearshore) 

모델을 선택하였다. SWAN 모델은 바람, 해저면 및 해류 조건으로부터 주로 연안

역, 호수 및 하구의 파랑 매개변수들을 사실적으로 구하기 위한 3세대 파랑 모델로 

본 연구에는 SWAN version 40.91을 사용하였다. 

SWAN은 해류의 영향을 고려한 wave action balance equation에 기초하여 계산

하고, 파랑의 천수, 굴절 그리고 해류에 의한 변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이 외

에도 바람에 의한 파의 생성과 파간 상호작용을 재현하며, 백파(white capping), 쇄

파 그리고 저면 마찰에 의한 파의 소멸 등도 재현이 가능하다 (Booij et al., 1999).

쇄파대와 같이 비선형 현상이 지배적인 환경에서 SWAN은 파랑을 2차원 스펙트

럼으로 표현하여 계산한다. SWAN에서 고려되는 스펙트럼은 에너지 스펙트럼 

 (여기서, 는 각주파수(intrinsic angular frequency))이 아니라 작용스펙트럼 

 이다. 그 이유는 해류가 존재할 경우 작용은 보존되지만, 에너지는 보존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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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스펙트럼  과 작용스펙트럼(wave 

action spectrum)  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SWAN에서 파랑스펙트럼의 발달은 작용평형 방정식에 의하여 기술되는데, 직

교 좌표계에서 지배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N
∂t

+
∂c xN

∂x
+

∂c yN

∂y
+

∂c σN

∂σ +
∂c θN

∂θ  =  
S
σ

  

위 식에서 좌변의 제1항은 작용의 시간 변화량, 제2항과 제3항은 지리적 공간에서

의 작용의 전파, 제4항은 수심과 흐름의 변화에 의한 상대주파수의 천이 그리고 제

5항은 수심과 흐름에 의한 굴절을 나타낸다. 선형파 이론에 의한 파랑의 전파속도

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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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s와 m은 각각 파향선(wave ray)과 파향선에 수직인 좌표를 의미한다.  

식(19)의 우변은 원천항(source and dissipation)을 나타내며 이는 파랑의 생성, 소산 

및 비선형상호작용에 의한 에너지 전달을 포함한다.

        

여기서,  는 바람에 의한 에너지 유입이고,  는 저면 마찰 또는 쇄파에 의한 

에너지 소산, 는 파랑 간 상호작용에 의한 에너지 전달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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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WAN 격자 체계

파랑의 경우에도 해수 순환 영역과 동일하게 전 연안을 300 m 격자 9개 영역으

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아래 그림 3.2.2.90은 파랑예측시스템의 영역 및 결과이며, 

매일 72시간 예측 시스템으로 운영 중이다. 

그림 3.2.2.90. 전 연안 300m 해상도 파랑 예측 시스템 영역 및 결과

SWAN 기반 파랑예측시스템에서는 KOOS의 해양기상예측모델 (WRF) 4km 해상

도 예측결과를 내삽하여 기상 외력을 입력하며, WW3과 동일하게 조석 및 조류의 

영향은 본 시스템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각 모델에서 사용된 파랑 스펙트럼은 광역

모델인 WW3와 동일하게 방향 분할수와 주파수 분할수를 각각 24개, 25개로 총 성

분파 개수를 600개로 하였다. 주파수 분할은 저주파 대역 해상도의 세밀화를 위하

여 지수적으로 나누어 0.04118 Hz로부터 1.1배씩 증가하도록 설정하였다. 

(다) SWAN 예측 결과 

그림 3.3.2.91에는 운용 시작시점인 2015년 5월로부터 1년간 기상청 마라도 해양관

측부이의 유의파고 결과와 모델 수치모의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SWAN 수치모델은 

일부 고파랑에서의 최대값을 과소모의하거나 과대모의하는 경향이 있으나 전반적으

로 관측결과를 유의하게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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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91. 기상청 마라도 해양관측부이 관측자료와 SWAN 유의파고 예측결과 

시계열 비교 

또한 기상청 해양관측부이 9개소 (덕적도, 칠발도, 거문도, 거제도, 동해, 포항, 마

라도, 외연도, 울릉도)의 파랑 관측결과와 모델의 예측결과를 비교하였다. 그림 

3.3.2.92에는 각 관측소의 월별 유의파고 평균 및 관측결과에 대한 수치모델의 RMS 

error가 제시되어 있다. 평균 유의파고는 하계에 낮고 동계에 큰 경향이 있으나 수

치모델의 예측성능은 RMSE 약 0.3m 로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

인다.

(a) (b)

그림 3.3.2.92. 기상청 해양관측부이 9개소의 월별 유의파고 평균 및 월별 RMS error 

(3) 태풍시 파랑 예측 결과  

2016년 10월 카테고리 4 의 태풍 Chaba 가 한반도를 관통하였고, 이로 인해 우리

나라에서는 많은 재산피해를 입었다. 이 태풍은 대한민국 남쪽의 1825 ㎢ 정도 크

기의 제주도 동쪽을 관통하여 한반도 남동해 연안을 빠르게 스쳐서 통과하였으며 

이 때 태풍 중심부의 관측정점에서의 풍속은 20 ~ 25 m/s 로 관측되었다. 이 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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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으로 한반도 남동해안에 위치한 여러 항 및 연안에서 침수 및 월파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감천항 및 다대포항의 피해가 가장 컸는데 두 항의 방파

제가 거의 유실되었다. 이 두 항과 가장 가까운 관측정점인 국립해양조사원의 The 

Korea Straits Buoy Station (KS) 에서 관측된 파고는 12.9 m 이고, 이 때의 파향은 

남-남남서였다. 이 관측 정점이 감천항, 다대포항과의 거리가 불과 17 km 남짓 이

라는 점을 감안할 때, 두 항에 미쳤을 영향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는 당시의 태풍의 특성 뿐 만아니라 조위, 조류, 해류 

등의 물리적 환경 등을 분석하여 높은 파고를 일으켰던 원인을 찾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해 관측 자료의 수집 뿐 아니라, 기상, 파랑, 그리고 유동 수치 모델을 수립하

였고, 한반도 남동해안 해역의 기상 및 파고를 재현하였다. 우선 태풍 차바의 경로

는 그림 3.3.2.93과 같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태풍의 중심은 우리나라 남해

안을 스쳐 일본으로 향했으며, 2016년 9월 28일에 발생해서 10월 6일에 소멸되었다. 

그림 3.3.2.93. 태풍 차바의 경로(좌)와 우리나라 통과 시 위성사진(우)

태풍의 모의는 태풍파라미터 모델인 TC96을 사용하였고, 여기서 태풍파라미터는 

기상청 예보자료를 사용하였다. 파랑 모델은 SWAN ver 40.91을 사용하였고, 격자 

해상도는 광역 9 km, 상세역 2 km ~ 60 m 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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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94. 태풍 차바시 모의 시 모델 영역 

태풍 Chaba 통과 시 관측 자료는 기상청, 국립해양 조사원의 관측 정점 중 태풍 

경로상에 위치한 기상청의 거문도, 거제도, 포항 부이, 국립해양조사원의 KOGA-S02, 

부이가 있다. 각각의 부이에서의 최대 유의파고는 거문 : 11.2 m, 거제 : 11.5 m, 

S02 : 13.0 m, 포항 : 4.7 m 이었다. 

그림 3.2.2.95. 태풍 차바 분석에 사용된 관측정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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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96. 태풍 차바시 거문도, 거제도, KOGA S02, 포항에서의 관측 결과 (유의파고)

수치모델 계산 결과 거문도, 거제도, KOGA S02 정점에서의 검증 결과는 그림 

3.2.2.97, 3.2.2.98, 3.2.2.99 와 같고, 거문도의 결과가 다소 과대평가 (1.4 m), 거제도

와 KOGA S02에서는 0.5 m 이내의 차이를 보인다. 

그림 3.2.2.97. 태풍 차바 시 거문도 정점에서의 관측과 모델결과 비교(유의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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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98. 태풍 차바 시 거제도 정점에서의 관측과 모델결과 비교 (유의파고)

그림 3.2.2.99. 태풍 차바 시 KOGA S02 정점에서의 관측과 모델결과 비교 (유의파고)

또한, 태풍으로 인해 붕괴된 감천항, 다대포항의 파고를 추정해 보기 위해 부산 

(감천항, 다대포항 포함) 인근에 60m 격자를 구성하여 태풍 통과 시기인 10월 5일 

0시부터 10월 5일 23시에 대하여 수치모의 수행하였고, 이중 파고가 가장 높았던 

11시, 12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당시 감천항 인근의 최대 유의파고는 12시에 

최대 9.6 m, 다대포항은 7.9 m 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때의 파향은 S 또는 SSE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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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 11시 10월 5일 12시 

10월 5일 11시 (상세)

10월 5일 12시 (상세)

그림 3.2.2.100. 태풍 차바(Chaba) 통과시 감천항, 다대포항 인근에서의 파랑 모의 

결과 (유의파고) 



제3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347

라. 폭풍해일 예측시스템

(1) 개요

폭풍해일 수치모형은 기상 외력에 의한 이상 해면을 구하는 모형이다. 비선형 방

정식을 해석함으로 외력을 분리하여 계산하는 것은 외력들간의 비선형 상호작용을 

무시한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조석과 기상 외력을 동시에 고려하여 

계산한 결과에서 조석만을 고려한 결과를 빼서 폭풍해일고를 계산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조석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즉 폭풍해일은 수심 적분

된 연속방정식과 2차원 운동방정식을 수치적으로 해석하여 구하는데, 방정식을 직

교 좌표(Cartesian coordinate)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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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u
∂t

- f v= -
1
ρ

∂Pa
∂x

- g
∂ζ

∂x
+

τw
x - τb

x

ρH
+ Fx                 

∂v
∂t

+ fu= -
1
ρ

∂Pa
∂y

- g
∂ζ

∂y
+

τw
y - τb

y

ρH
+ Fy                  

여기서, ζ 는 정수면에 대한 수위, ( u ,v )는 각각 수심 적분된 동향 및 북향 유속

성분, f 는 Coriolis 계수, H는 총 수심(= h+ ζ ),  h 는 정지수면 하의 수심, g 는 

중력가속도, ρ 는 해수의 밀도, Pa는 기압, ( τw
x,τw

y
)는 바람응력, ( τ b

x,τ b
y
)는 해저

면의 마찰응력, ( Fx,Fy ) 는 이류와 확산의 영향을 나타낸다. 바람에 의한 전단 응

력과 해저면 마찰 응력은 각각 풍속과 유속의 제곱에 비례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τw
x ,τw

y ) = ρ
air C d W 2

x + W 2
y (Wx ,Wy )                           

( τ b
x,τ b

y ) = ρ C f u
2 + v 2 (u ,v )                                

여기서, Cd와 Cf는 각각 바람응력계수와 저면마찰계수, ( Wx,Wy )는 각각 동향 

및 북향의 풍속, ρ
air

는 공기의 밀도를 나타낸다. 바람 응력 계수는 다양한 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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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Wu(1980)식을 사용하여 바람 응력 계수 Cd  값을 구

하였다. 즉 Cd  = (0.8 + 0.065|W|)*10^-3 로 계산된다. 해일고 산정에는 동해와 같

이 수심이 깊은 해역에서는 대기압의 분포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나 연안의 해일

고는 주로 바람응력의 시공간 분포가 가장 큰 요소이다. 즉 폭풍해일을 계산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떠한 바람응력(즉 해상풍)을 외력으로 산정할까 하는 문제

로 귀결된다. 물론 수치모델의 여러 매개 변수들은 조석 계산을 통해 대상 영역의 

조석을 정확하게 재현하는 값으로 선정할 수 있다. 현재 기상외력은 WRF 모델 결

과를 사용하기도 하며, 태풍 파라미터 모형(CE wind model)을 사용하기도 한다.

(2) 연구 결과

본 연구의 1차년도에는 각기 다른 해일 수치 모델 (KORDIS와 MOHID)을 사용하

여, 모델에 따른 해일고를 검토하였다. 이는 각각의 모델에 의한 해일고가 거의 같

게 나타나면 더 이상 수치 모델에 대한 검토보다는 해일고를 적절히 재현하는 입력

장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 외력에 대한 모델 반응을 비교/검토하였다. 우선 

개방 경계에 M2, S2, K1 및 O1 4개 분조를 합성하여 조위로 부여하고 계산한 

KORDIS와 MOHID의 결과를 여수(YS), 목포(MP), 군산(GS) 및 인천(IC)에 대해 제

시하면 그림 3.2.2.101과 같다. 모델 결과는 M2의 경우 관측된 진폭보다 약간 크게 

계산되었으나, 두 모델의 결과는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S2의 경우도 M2의 

경우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기에 그림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한편 O1의 진폭은 여수

를 제외한 비교된 3개 지점에서 거의 같은 크기를 보였는데, 모델 결과도 관측된 

진폭과 같은 경향을 보였다. 여기서 빨간색은 KORDIS의 결과이며, 검은색은 

MOHID의 결과이다. 이들 결과는 저면 마찰 계수로 0.0025를 사용한 결과로써 실제 

모델 운용에서는 대상 해역의 조위를 보다 정확하게 재현하는 저면 마찰 계수를 사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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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01. 여수(YS), 목포(MP), 군산(GS) 및 인천(IC)에서의 조석 진폭 비교 (검은색 : 

MOHID, 빨간색 : KORDIS) 

위의 조석에 동일한 기상 외력(태풍 산바의 기압장과 바람장)을 부여하여 계산한 

마산에서의 해일고는 그림 3.2.2.10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록 모델 결과들이 관측 

해일고와는 다르게 나타났으나, 사용된 수치 모델에 따른 해일고 차이는 무시할 수

준이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조석과 태풍과 같이 빠른 외력

에 대한 해수위는 동일한 입력을 사용할 경우, 사용된 수치 모델에 대한 차이가 거

의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치 모델 결과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는 

정확한 외력(태풍시의 바람장)을 계산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하며, 필수적이다.

그림 3.2.2.102. 마산에서의 태풍 산바(Sanba)에 의한 해일고 (검은색 : MOHID, 파란색 : 

KOR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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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시 기상 외력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는 해일고 계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다. 현재 가용한 방법은 본 사업에서 구축한 WRF 모델의 기상장을 사용하는 방법

과 기상청(KMA)의 예보 경로를 이용하여 기압장과 바람장을 구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태풍 산바의 경우 그림 3.2.2.103과 같이 태풍 중심 경로가 약간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즉 기상 관점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크게 부각되지 않으나 이를 입력으

로 사용하여 계산한 해일고는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기에 기상 외력을 구

해는 문제는 해일고 계산에 있어서 다른 무엇 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3.2.2.103. 태풍 산바(Sanba)의 이동 경로

실제로 WRF 바람장을 사용하여 계산한 해일고와 기상청의 태풍 예보 경로를 사

용하여 태풍 파라미터 모델(CE 모델)로 구한 바람장을 사용하여 구한 해일고는 그

림 3.2.2.104와 같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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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04. 태풍 산바(Sanba)에 대한 WRF와 CE 바람장을 사용한 해일고 

현재 CE 모델에서 사용하는 태풍의 기압 분포는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    
  

                              

여기서  은 태풍 중심에서의 거리,  은 최대풍 반경,  은 태풍 중심에서의 대

기압, ∞은 주변 기압이며,  는 0.5-2.5의 값을 갖는 상수이다. 통상  의 값으로 

1.0을 사용한다. 




  





  


 


                 




  





  





                     

  




 
                           

  




 
                            

즉 CE 모델은 태풍시의 기압 분포를 위와 같이 가정하여, 경계층 두께(h)에 대해 

평균된 풍속(바람장)을 정상 상태의 운동방정식을 풀어 계산한 후, 이를 경계층 이

론에 의거하여 해상 10m의 풍속으로 환산하여 해상풍을 구한다(  





). 여

기서 는 (해면거칠기), h, (기온과 수온 차) 등의 함수로 계산되며, 는 마찰

속도이고, 는 수평확산항이다. 태풍 예측 경로에서  를 얻을 수도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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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은 주변 기압 관측값을 사용하여 최소제곱법으로 구할 수 있으나 예측 단계에

서는 추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2차년도에서는 그림 3.2.2.10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WRF의 바람장을 사용한 해일고가 관측 해일고에 부합하였으므로, WRF 바람

장에서 태풍 파라미터를 산출하여 태풍 파라미터 모델(CE)로 바람장을 구하여 해일

고를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WRF에서 계산된 태풍 산바의 최저 기압

은 기상청(KMA) 또는 Best Track(RSMC)의 중심 기압에 비해 약 15 hPa 정도 크게 

나타났고, WRF의 기압 분포를 이용하여 구한 태풍 파라미터 값은 기존의 값과는 

상당히 달랐다. 즉 WRF에서 계산된 태풍의 중심 기압이 크게 나타났기에  값도 

크게 나타났다. WRF 결과를 이용하여 구한 태풍 파라미터 값을 사용하여 CE 모델

로 계산한 해상풍을 사용하여 해일고를 계산한 경우, 관측 해일고와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였다. 즉 WRF 바람장을 사용하여 태풍 파라미터로 재구성하여 중심기압

과 최대풍 반경을 구하여 CE 모델로 바람장을 구하는 방법은 개선된 해일고를 얻

을 수 없었다. 태풍 산바의 경우, WRF 기상장으로부터 적절한 태풍 파라미터를 산

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3차년도에서는 해양조사원의 연안 검조소에서 관측된 해면 

기압을 이용하여 태풍 파라미터를 산출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그림 3.2.2.105. 태풍 산바(Sanba)에 대한 해면 기압 분포 (국립해양조사원 자료) 

좌 : 2012/09/17 07:00, 우 : 2012/09/17 11:00 (L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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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파라미터는 위의 식들로 추정한 기압과 관측 해면기압 차의 제곱을 최소화

하는 위치와 최대풍 반경을 구하였으며, 이를 위해 MatLab의 함수를 사용하였다. 

식의 모든 항을 일반화하여 최적화하면 중심 기압은 낮게, 주변 기압은 높게 추정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중심 기압은 KMA 또는 RSMC에서 제시한 값을 사용하였으

며, 주변기압은 1015 hPa로 고정하여 계산하였다. 해양조사원의 검조소에서 관측된 

해면 기압을 이용하여 구한 태풍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CE 모델로 해상풍을 구하고 

이를 사용하여 구한 해일고는 마산 지점에서는 최대 관측 해일고가 비슷한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통영과 다른 지점에서는 WRF 바람장을 사용하여 구한 해일고 

보다도 많은 차이를 보였다. 

그림 3.2.2.106. 검조소 해면 기압을 사용한 태풍 산바(Sanba)에 대한 해일고 

해일고 예측을 위해서는 정확한 바람장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기상 및 해

일 관측 자료가 많은 과거의 경우를 적절히 재현하는 연구를 바탕으로 예측 정확도

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4차년도에서는 재분석된 WRF 바람장을 검토하였다. 

기존 WRF는 20km × 20km의 공간 격자로 구성된 반면, 재분석된 WRF는 10km × 

10km의 공간 격자를 사용한 결과이다. 재분석된 WRF는 매 6시간 마다 새로운 초

기장을 사용하며 (NCEP의 자료를 Down-scaling 하여 초기장으로 사용), cycling 

3D-VAR 자료동화 방법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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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07. WRF에 의한 태풍 진로 (좌 : 초기 6시간의 결과, 우 : Cyclic 

3D-VAR 결과와 초기 6시간의 결과를 제거하고 합성한 진로) 

즉 태풍시 WRF의 바람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 6시간 간격의 초기장을 사용하

여 구한 처음 6시간의 자료는 태풍의 중심 위치 및 중심 기압이 KMA 또는 RSMC

에서 제시한 값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cycling 

3D-VAR를 적용한 결과와 초기 6시간 결과를 제거하고 합성한 태풍 진로는 위도는 

거의 비슷하나 경도상 많은 차이를 보였으며, 중심 기압에서도 10 hPa 정도의 차이

를 보였다. 한편, 연구자에 따라 다른 값들이 제시된 해일 모델의 바람 항력 계수

(Cd)를 재분석 WRF 바람장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WRF는 (기온과 수온 차), 

 (마찰속도), 10m에서의 풍속이 주어지므로, 이를 이용하여 해상에서의 Cd 를 구

하였다(그림 3.2.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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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08. 해상에서의 풍속과 Drag 계수 (태풍 산바(Sanba)에 대한 WRF의 결과를 

사용)  

그림 3.2.2.108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해양과 대기가 중립 상태라고 하면 Cd = 

(0.92 + 0.06V)*10^-3 의 관계식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기존 Wu(1980)가 제시한 

Cd  = (0.8 + 0.065|W|)*10^-3 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시된 40m/s의 풍속까지

는 선형으로 비례하고 있다. 물론 해일 계산에 WRF 바람장을 사용할 경우라면 풍

속 대신에 직접 바람 응력(로부터 쉽게 계산됨)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바람 크기에 따라 바람 응력을 제한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3.2.2.107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분석된 WRF 일지라도 자

료동화한 경우(매 6시간 마다 자료 동화함)와 자료 동화에 사용된 값을 초기장으로 

매 6시간 마다 계산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들 결과를 해일 계산한 사용한 

결과도 그림 3.2.2.109에 제시한 것처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다. 여기서 shift0는 초

기 0시부터 5시의 결과를 사용하지 않고 6시부터 11시의 결과들을 합성한 바람장을 

사용한 것이며, shift1은 초기 0시부터 11시의 결과를 사용하지 않고 12시부터 17시

의 결과들을 합성한 바람장을 사용한 것이다. 예로 17일 12시의 바람장은 shift0의 

경우는 17일 06시의 바람장을 초기장으로 계산한 결과이며, shift1의 경우는 17일 

00시의 바람장을 초기장으로 하여 계산한 바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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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09. 태풍 산바(Sanba)에 대해 재분석된 WRF 바람장을 사용한 

해일고 (shift0 : 6시간 이동, shift1 : 12 시간 이동)  

예상과 다르게 cycling 3D-VAR를 사용하여 계산한 WRF 바람장을 해일 계산에 

사용한 경우는 관측 해일고에 비해 상당히 크게 나타났으며, 초기 6시간의 결과를 

제거한 shift0의 바람장을 사용한 결과가 마산의 관측 해일고와 가장 부합하게 나타

났다. 즉 동일한 태풍일지라도 WRF의 결과는 재분석값과 3D-VAR 자료동화한 값

이 다르게 나타났고, 이들 바람장에 의한 해일 또한 다르게 나타났다. 사용된 초기

장의 처리에 따라 다른 바람장이 계산되는 WRF를 사용할 경우, 어떤 바람장을 사

용할 것인가 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5차년도에는 가변 격자 체계의 CE 모델을 

WRF 모델과 같은 10km × 10 km 격자 체계로 수정하였으며, 육지와 해양을 구분

하도록 수정하였다. 한편 해면 기압 자료가 제한적인 해양조사원의 자료 대신 기상

청의 AWS 자료를 사용하여 태풍 파라미터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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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10. 태풍 산바(Sanba) 시의 기압 자료 (기상청 AWS 자료) 

 

많은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 방법에 의한 최적 기압 분포를 구하였는데, 예로 

식의 태풍 형상 계수 B 값을 1.0으로 고정하고 여러 파라미터를 최적화하였는데, 이 

경우 주변기압(∞)이 시간에 따라 상당히 낮은 값으로 변하였다. 예로 17일 12시의 

주변 기압은 1000.0 hPa 로 나타났고, 실제의 이 시각 기압 관측값의 최대값도 1000 

hPa 정도였다. 한편 식의 모든 파라미터를 최적화 기법으로 계산한 경우, B의 값은 

1.0보다 작은 값이 나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적화된 기압 분포식을 CE 모델에 사

용하여 해상풍을 구하고, 이를 해일 계산에 사용한 결과가 관측 해일고를 가장 잘 

재현한 결과를 주지는 못하였다.

(3) 폭풍해일 정확도 향상을 위한 제언

정확한 태풍 정보(태풍 중심의 경·위도, 최저 기압)는 예보값과 추후값이 다를 수 

있으며, 사용하는 모델(예로 WRF와 HWRF)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

서 운용 측면에서 태풍 시 어떤 바람장을 사용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제까지의 결론을 요약하면, WRF 예측 모델의 바람 응력을 해일 모델에 직접 사

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WRF의 초기장 영향을 어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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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제거한 결과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태풍 모델(CE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태풍 분포를 적절한 매개변수로 나타내어야 하며, 이와 함께 태풍의 운동

방정식을 풀기 위한 경계층 두께(h)를 적절히 선정하여야 한다. 실제로 WRF 에서 

제공되는 경계층 두께를 검토한 바, 시/공간에 따라 수십 m에서 수 km까지 변하

여 다른 항에 비해 변화의 폭이 가장 컸다. 문헌에 의하면 경계층 두께는 해양-대기

의 온도차(안정도), 마찰속도 등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태풍 산바의 

경우 특정한 관계식을 얻지 못하였다. 태풍에 의한 해일고는 동일 입력을 사용한 

경우라면 해일 모델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아, 해일 계산에 가장 중요한 기상장을 

정확하게 부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기압과 편향력 및 원심력항에 마찰 효과

를 고려한 단순한 태풍 모델보다는 대기압 분포를 부여하고 운동방정식을 풀어 해

상풍을 구하는 현재의 CE 모델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운동 방정식에 사용되는 

경계층 두께를 시/공간에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더 많은 연구

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태풍과 같이 시/공간적으로 빠르게 변하는 기상 

현상을 모의하는 HWRF가 운용되어, 보다 정확한 해일고 계산에 활용되기를 기대

하며, 현재로써는 WRF 예측 모델의 바람 응력을 해일 모델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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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수치모델 평가시스템

가. 개요

운용해양(해양예보) 시스템 (KOOS) 연구에서는 매일 72시간 해양예측예보 정보를 

생산하고 있다. KOOS의 운용과 고도화 과정에서는 해양예보 모델들의 정확도와 성

능(performance)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 수반되어야 한다 (Hess et al., 

2003). 이러한 평가시스템은 예측결과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로써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모델에 대한 스킬 평가 (skill assessment)는 모델 예측 결과와 관측 자료의 비교

를 통해 모델의 오차를 일련의 객관적인 통계량 혹은 스킬량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계산된 모델 스킬량 뿐만 아니라 이를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시각적인 표현 방

법도 중요하다. 스킬 평가에서는 단순히 모델 스킬량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

된 스킬량의 수용임계값 (acceptance criteria)을 지정하여 예측 결과의 수용지표를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수용 불가된 모델에 대해서는 모델 파라미터 

조정 (model parameterization)의 필요성을 제시하여 예측 모델 성능의 향상을 도모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KOOS 이외에 실시간으로 운용되고 있는 해양예측 시스템은 찾

아보기 힘들며, 예보시스템 및 예측모델에 대한 스킬 평가 연구도 충분히 진행되어 

있지 않다. 미국 NOAA National Ocean Service (NOS)에서는 자국 영토의 주요 하

천, 항만, 호소 및 연안에서의 운용해양예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유류 및 오염물질의 확산 및 해난사고 지원을 위한 수치모델 평가시스

템을 개발하였으며 이러한 영역에 적합한 변수 설정, 통계량 산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Zhang et al. 2010).

NOS의 스킬평가 프로세스에는 데이터 분석 기법, 모델의 테스트환경 정의, 목표 

수용치 및 최소임계수용치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한 컴

퓨팅 시스템과 관측자료 수집시스템이 함께 개발되었다.

그림 3.2.3.1에는 NOS의 평가시스템에서 사용된 각 변수(variables)들이 제시되어 

있다. 연안 운용해양예보시스템이 유류 및 오염물질 확인 이동예측에 중점을 두는 

관계로 해수면, 조류, 수온, 염분에 대한 시계열분석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되 오염

물질 확산 및 수색구조 지원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평가항목을 더욱 세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림 3.2.3.2에는 그림 3.2.3.1에서 제시된 각각의 항목들에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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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량이 제시되어 있다. 통계에 사용되는 계산 기법 또한 일반적인 통계분석에서 

확장하여 목적에 부합하는 기법들을 선별 및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림 3.2.3.1. NOS 스킬평가시스템의 평가 항목. 해수면, 조류, 수온, 염분에 

대한 항목(group 1)을 중심으로 하여 더욱 세분화된 평가항목

(group 2, 3)으로 확장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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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2. 설정된 평가 항목(variables)에 적용되는 스킬량 산정. 일반적으로 사용

되어지는 통계량들과 수색구조 및 오염물질 확산에 사용되어질 특별한 

통계량들을 개발하여 적용

유럽의 지중해 예보 시스템(Mediterranean Forecasting System, MFS)에 사용되는 

여러 수치모델과 관측자료를 비교한 Chiggiato와 Oddo의 연구에서는 연직 격자구

조가 다른 3개의 수치모델을 비교하면서 연직 프로파일을 몇 개의 수층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수치모델의 연안 적합성 및 외해역 적합성을 구분하였다 (Chiggiato and 

Oddo, 2008; 그림 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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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3. 지중해 예측모델인 AdriaROMS, AREG, MFS의 CTD 현장관측자료에 

따른 통계량. SK는 산출된 통계량에 유효하게 근접하거나 벗어나는 정점의 

개수를 나타냄  

본 연구의 예측정보 검증시스템에서는 국내외 시계열, 공간분포 및 국내 환경에 

적합한 통계량을 개발하여 평가된 각 모델 스킬을 보다 용이하게 표현하는 표준화

된 모델 스킬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웹기반 KOOS GUI (Web-based KOOS 

Graphical User Interface)와 결합하여 KOOS 유저들에게 해양예측 정보에 대한 평

가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림 3.2.3.4)

그림 3.2.3.4. KOOS 예측정보검증시스템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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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방법

(1) 해양 관측 자료 및 운용해양 시스템

(가) 해양 관측 자료

운용해양(해양예보) 시스템의 모델 평가시스템을 위하여 여러 기관들이 제공하는  

우리나라 근해의 기상 및 해양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다. 국립해양조사원(KHOA)은 

조위관측소, 해양관측소, 해양관측부이, 종합해양과학기지에서 얻은 해수면, 파랑, 

유속, 수온, 염분을 포함한 해양자료와, 바람, 기압, 기온을 포함한 기상자료를 제공

하고 있다. 관측유형, 관측소, 관측기간 별 1분 간격의 자료들을 국립해양조사원‘실

시간 해양관측 정보시스템’에서 얻을 수 있다. 또한 기상청(KMA) ‘기상 자료 개방 

포털’에서도 부이, 등표, AWS에서 생산되는 육상, 해양기상자료 및 해면 상태를 실

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NIFS) 의 ‘한국 해양 자료 센터’는 실시간 

연안 수온 및 염분 자료와 함께 연직 해양정보가 포함된 한국 근해 정선해양관측자

료를 연 6회 제공하고 있다 (그림 3.2.3.5). 또한 Argo 표류형 profiling float을 통해 

수온, 염분 자료를 획득하여 북서태평양 해양순환예측시스템을 평가에 활용하고 있

다 (그림 3.2.3.6). 수집된 자료는 실시간 혹은 준실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되어 KO

OS DB 서버에 저장된다. 

그림 3.2.3.5. 예측정보검증시스템에 사용되는 실시간 및 준실시관 관측소 

위치 (적색: 국립해양조사원, 청색: 기상청, 녹색: 국립

수산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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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6. 최근 30일내 수신되는 Argo 부이 표류 위치 (2018년 2월 25일 기준 3,884개)

(나) 운용해양 시스템

KOOS의 해양기상예측시스템에서는 WRF를 사용하여 풍향, 풍속, 기압, 기온 등

의 예측 결과가 생산되고, 해양예보 모델인 ROMS, MOM5, MOHID, WW3, SWAN 

에서는 유속, 유향, 해수면, 파고, 파향, 수온, 염분 등의 예측결과를 생산해낸다. 이

러한 성분들은 예보에 사용되기 전에 모델 스킬 평가 (skill assessment: SA)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예측 결과 값을 관측 값과 비교함으로써 예측 모델의 수

행 능력을 평가하고, 스킬 평가를 통해 기대하는 수용 범위 안에 예측 모델의 정확

도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한다. 

(2) 모델 평가 방법

두 집단을 비교하기 위한 통계 기법은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인문, 사회 전반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다수의 통계량 중에서 모델

의 정확도를 판별하기 위한 통계치를 적절히 선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측 값과 관측 값을 비교하기 위해 상관도와 오차를 나타내는 몇몇의 통계적 스킬

량을 사용하였으며, 연구에 사용된 통계량은 표 3.2.3.1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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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킬량 계산식

Correlation 

coefficient

Index of 

agreement

Coefficient of 

efficiency

Mean bias

Root-mean-square-

error

Root-mean-square-

error percentage

Central frequency

표 3.2.3.1. 예측모델 평가를 위해 선정된 스킬량 

여기서 P와 O는 각각 모델 예측 값과 관측 값을 나타내고, N(혹은 n)은 관측 자

료의 수이다. 평균한 예측 값과 관측 값은 와 로 표시되었다. AF는 수용 빈도수 

(acceptance frequency)를 나타내며 비교된 모델 값이 오차범위 ±X 안에 있는 경우

의 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다수의 스킬량을 사용하는 이유는 예측 결과를 더 명료하

게 평가하기 위함이며, 관측자료 고유의 특성, 지역적 특성을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

는 통계량은 예측성분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모델 고유의 특성 및 관측자료의 특성에 따라 예측 결과가 관측치를 완벽히 구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서 제시된 통계량들의 절대적인 값으로

만 예측 성능을 판별하는 것은 시스템을 과소평가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관측과 

예측모델의 기술적인 한계를 고려하여 예측 결과와 관측치가 얼마나 비슷한지에 대

한 기대치, 혹은 수용 임계값을 설정하는 것은 모델을 평가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다. 표 3.2.3.2에는 각 스킬량의 범위 및 시스템에서 정한 수용 임계값이 제시

되어 있다. 수용 임계값은 NOS의 모델평가시스템 및 국내외 문헌을 참조하였으며 

우리나라 근해 해양환경에 적합하도록 일부 수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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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RMSE RMSE% RMSD |MB| R IOA E CF(%)

해상풍 (m/s) 2.5 40* 1.25 1.25 0.9 0.9 0.9 70

해수면 (m) 0.2~0.4 10 0.20 0.20 0.9* 0.9 0.9 70

유속 (m/s) 0.2 25* 0.20 0.10 0.9 0.9 0.9 70

유의파고 (m) 0.5 40* 1.00 1.00 0.9 0.9 0.9 70

수온 (℃) 1.5* 15 1.00 0.75 0.9 0.9 0.9 70

염분 (psu) 0.2* 15 1.00 0.75 0.9 0.9 0.9 70

연직 수온 프로
파일(℃)

1.5* 15 2.0 2.00 0.9 0.9 0.9 70

연직 염분 프로
파일 (psu)

0.2* 15 1 1.00 0.9 0.9 0.9 70

표 3.2.3.2. 평가항목별 최소임계수용치. CF%(central frequency)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통계량은 별표(*)로 표시

CF (Central Frequency) 값은 평가범위의 총 자료 수에 대한 수용 임계값을 만족

하는 빈도수의 비율로 계산된다. 시계열 자료에서는 총 예측일(day) 수에 대한 빈도

수로, 공간적 자료에서는 총 관측 정점수에 대한 빈도수로 계산된다. 

시계열 비교는 매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측 모델의 특성상 3일 예보

의 초기 자료는 인위적으로 입력된 초기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매 12시간

마다 생산되는 3일간(72시간) 예보 중, 두 번째 날에 해당되는 모델 예측 값을 추출

하여 해당날짜 관측 값과 비교가 이루어진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연직 

해양관측자료와 같이 준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자료는 자료가 수집되는 시기에 맞춰 

스킬평가를 시행한다.

기상청 및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2015년 하반기부터 한국 근해 관측망 확대를 실

시하였으며, 2016년부터 해당 관측자료에 대한 검증을 거쳐 KOOS 예측정보검증시

스템에 편입하였다. 신설된 기상청 해양관측부이 (신안, 추자도, 인천, 부안, 서귀포, 

통영, 울산, 울진 등, 2014년, 2015년 이후)에서 관측되는 해상풍 및 파랑에 대한 예

측정확도 평가를 실시하였고, 지역별 편차를 확인하였다. 추가된 관측정점은 그림 

3.2.3.7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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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7. 추가된 기상청 해양관측부이 정점 (신규: 청색/기존: 적색)

기존 시스템에 편입시키기 위해 신규 관측자료의 품질 및 평가지수의 연속성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관측소는 기 운영 중인 관측소와 유사하게 품질관리가 이루어지

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연차별 평가지수의 일관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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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해상풍 (풍속) 평가결과 관측정점별 월별 CF

(b) 파랑 (유의파고) 평가결과 관측정점별 월별 CF

그림 3.2.3.8. 2016년 관측자료에 대한 해상풍(a) 및 파랑(b)의 관측정점별 월별 CF%

다. 연구결과

KOOS의 연도별 예측정확도 (CF%)는 표 3.2.3.3에 제시되어 있다. 제시된 변수들

은 1) 해당 관측자료가 연구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제시되고, 2) 수치모델의 물리적 

특성을 대표할 수 있으며, 3) 응용예보시스템에 주요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선정되었

다. 최종연도인 2017년의 각 성분별 CF%의 평균은 78.8%이다 (파향 및 유향에 대

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이를 평가할만한 관측자료가 부족하여 평가에서 제

외하였음. 향후 직접 관측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고 평가에 활용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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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wind

sig. 

wave 

height

sea surface temperature
sea level

height
current

Year

Model WRF WW3 ROMS MOM5 MOHID MOHID MOHID

2010 79 62 - - - - -

2011 78 50 - - - - -

2012 81 51 65 - - 94 -

2013 80 68 35 29 - 98 -

2014 80 72 60 28 - 98 48

2015 79 72 64 - - 98 53

2016 83 75 79 - 74 99 57

2017 83 72 74 76 69 99 64

표 3.2.3.3. KOOS 시스템의 연도별 예측정확도 (CF%) 

(1) 기상 모델에 대한 관측-모델 결과 비교

해양모델의 입력자료로 생산되는 기상 예측자료 중 해상풍에 대한 스킬량은 스킬 

평가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산출되고 있다. 국내에서 운영중인 여러 기상 관측소 

중 해상에 위치하고 있고 유지 관리가 비교적 잘 시행되고 있는 기상청의 해양관측

부이 17개소에서 생산되는 관측자료가 스킬평가시스템에서 자동 획득되고 있으며, 

같은 시간에 해당하는 수치모델의 결과를 평가하여 매일 스킬량과 성과지표를 산출

한다.

표 3.2.3.4에는 최근 1년간 WRF 해상풍의 RMSE% 및 CF%가 제시되어 있다. 표

에 제시된 CF값은 17개소의 월별 평균이며, 성과지표의 산출에 사용된 스킬량은 

RMSE%이며 임계 수용값은 40%이다. 해양관측부이는 한반도 주변 해역에 고루 분

포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크기를 비교하는 RMSE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

아 상호 비교에 모순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RMSE%가 사용되었다. 해상풍의 

U 성분과 V 성분의 CF%는 각각 81, 84%로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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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F (RMSE%) WRF (CF%)

바람(U) 바람(V) 바람(U) 바람(V)

2017/01 31.5 29.3 78.8 85.6

2017/02 32.5 28.3 79.8 88.1

2017/03 31.1 28.3 86.3 90.2

2017/04 29.6 27.6 86.9 89.5

2017/05 31.9 30.7 79.2 80.1

2017/06 31.0 30.9 82.0 85.8

2017/07 35.8 34.2 72.3 73.8

2017/08 31.7 31.9 78.9 81.1

2017/09 30.3 39.6 84.2 83.2

2017/10 32.1 30.2 80.7 84.6

2017/11 31.5 27.8 79.1 89.1

2017/12 33.7 32.9 77.1 76.3

Total 31.8 30.1 80.6 84.1

표 3.2.3.4. 기상 모델 성과지표

또한 그림 3.2.3.9에는 각 관측정점별 CF%가 제시되어 있다. 해상풍의 경우 유의

한 지역별 편차가 확인되지 않으며 한반도 주변에 대해서 고른 예측성능을 나타내

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2.3.10에는 과업기간내 월별 CF%가 제시되어 있다.

그림 3.2.3.9. 해상풍(u, v)에 대한 각 관측정점별 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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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0. 2013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WRF 해상풍의 월별 CF%  

WRF 기상예측시스템은 2단계 사업 중 cycling 3D-VAR 자료동화 기법을 적용하

여 예측 성능이 일부 개선되었다. 그림 3.2.3.11에는 2015년 1월 1일부터 4월16일까

지 기존 모델 및 자료동화 적용모델(DA)의 병행 운용기간동안 해상풍, 기압 및 기

온에 대한 평가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기압의 경우 전반적으로 양호한 예측성능을 

나타내어 유의한 편차를 확인할 수 없으나 해상풍의 경우 지역별로 예측성능이 개

선됨을 확인하였다.

(a)

(b)

그림 3.2.3.11. (a)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4월 16일까지 기존 WRF 및 자료동화가 

적용된 WRF의 해상풍 예측결과에 대한 각 관측소별 CF%, (b) 기압 

예측결과에 대한 각 관측소별 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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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 모델에 대한 관측-모델 결과 비교

(가) 파랑

KOOS의 파랑 예측 결과는 광역에서 WAM, WW3, 연안에서 SWAN 모델이 생산

하고 있으며 파고, 파향, 파주기 등의 예측 성분이 포함된다. KOOS 파랑예측성능 

개선의 일환으로 2개 파랑 예측모델을 병행하여 운용하였으며 그림 3.2.3.12에는 

2015년 2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WAM 및 WW3의 예측성능 비교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WAM 및 WW3의 평균 RMSE%는 각각 35.1, 34.9%로 산출되었으며 

CF%는 각각 63.8, 64.1%로 나타났다. WW3의 상대적으로 높은 예측성능과 WAM에 

비해 개발 및 개선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고려해 2015년 2월부터 WW3를 광역 

파랑예측모델로 선정하였다.

그림 3.2.3.12. 2015년 2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WAM 및 WW3의 유의파고 

예측결과에 대한 각 관측소별 CF% 

표 3.2.3.5에는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최근 1년간 WW3에서 생산된 월별 유의

파고가 제시되어 있다. CF%값 산출을 위해 기상청 해양관측부이 17개소의 결과를 

사용하였으며 표에 제시된 CF%값은 17개소의 월별 평균값이다. 성과지표의 산출에 

사용된 스킬량은 RMSE%이며 임계 수용값은 4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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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3 (RMSE%) WW3 (CF%)

파고 파고 
2017/01 25.9 87.0

2017/02 25.3 92.1

2017/03 30.5 68.8

2017/04 28.7 82.1

2017/05 34.3 65.8

2017/06 35.4 64.9

2017/07 37.1 58.3

2017/08 35.0 63.7

2017/09 34.3 64.5

2017/10 30.6 75.4

2017/11 28.5 80.9

2017/12 31.8 75.1

Total 31.4 73.2

표 3.2.3.5. 파랑모델 성과지표

또한 그림 3.2.3.13에는 17개 관측정점에 대한 정점별 CF%가 제시되어 있다. 유의

파고의 경우 서해 및 연안 근접점에서의 파랑 예측성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다. 그림 3.2.3.14에는 2013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유의파고에 대한 WAM 및 

WW3의 월별 CF%가 제시되어 있다. 여름철의 상대적으로 낮은 파고에 의해 평가

통계량이 과소모의되는 경향이 존재하나 겨울철의 경우 80% 전후의 양호한 예측성

능을 보인다.

그림 3.2.3.13. 각 관측지점에서 2017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WW3에서 

생산되는 유의파고에 대한 연간 RMSE%와 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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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4. 2013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유의파고에 대한 WAM 및 WW3의 

월별 CF%. 2016년 2월 이전의 결과는 WAM 수치모델에서 산출되었음

파랑예측모델의 현실적 예측성능의 임계점을 파악하기 위해 재분석결과와 예보결

과에 대한 성능 비교를 진행하였다. 그림 3.2.3.15에는 2010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

지 WAM 모델의 예측 및 재분석 결과에 대한 평가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평과결과 

예측과 재분석자료의 CF%는 각각 64.7%, 78.1%로 현실적인 예측성능의 상한은 연

간 80% 미만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2.3.15. WAM의 예측 및 재분석자료의 유의파고에 대한 모델평가 관측 정점별 

CF%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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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수면

해양 예측 성분 중 해수면은 국립해양조사원(KHOA)에서 운영하는 33개 조위관측소

의 1시간 간격 관측자료와 비교하여 계산된다. 모델에서 생산되는 해수면 성분은 

평균해면을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약최저저조면 기준인 관측자료는 평균해면 

성과표를 토대로 평균해면으로 변환하여 계산하였다. 단 동해역의 경우 낮은 조차

로 인해 평가 결과의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평가에서 제외하였다. 그림 

3.2.3.16과 표 3.2.3.6에는 남해 및 서해 조위관측소 24개소의 평균 CF값이 제시되어 있

다. 성과지표의 산출에 사용된 스킬량은 correlation이며 임계 수용값은 0.9다.

그림 3.2.3.16.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24개 조위관측소의 해수면에 대한 

월별 CF% 및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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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
MOHID

해수면

2017/01 96.5

2017/02 99.1

2017/03 98.0

2017/04 98.8

2017/05 99.3

2017/06 99.8

2017/07 98.8

2017/08 99.9

2017/09 99.1

2017/10 98.2

2017/11 99.1

2017/12 99.2

Total 98.8

표 3.2.3.6. 해수면모델 성과지표

또한 해수면에 대한 다각도의 예측정확도 평가를 위해 MOHID를 통해 생산되는 

해수면 예측값에 대하여 만조시 및 간조시, 최고 고조시 및 최저 저조시에 대한 정

확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10분 간격의 해수면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에 대한 시계열 그래프의 기울기 계산을 통해 최저 및 최고 변곡점의 

시간을 최고 고조시 및 최저 저조시 시간으로 추출한 후 관측자료와 비교하였다. 

그림 3.2.3.17에는 33개 조위관측소에 대한 최고고조시 편차의 상자도표를 보여주고 

있으며, 실선은 0을 기준으로 -30분과 30분의 점선 기준선을 통해 그 차이가 30분 

이내 대부분의 관측소가 포함된다 (NOAA의 고조위 시 평기기준 30분). 고조시는 

서해보다 동해에서 관측치보다 느리게 도달하는 경향이 있으나 대부분의 관측점에

서 20분 미만의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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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7.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33개 조위관측소 대한 MOHID 조석예보의 

고조시 시각 편차. 정점명은 영문 약자로 기재되었음. 양의 편차는 

관측보다 예측 고조가 일찍 도래하는 것을 지시함

(다) 해류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2015년부터 집중적으로 해양관측부이를 추가 설치하여 현

재 29개소의 연안, 외해역 관측부이에서 표층유속을 관측하고 있다. 또한 여수, 부

산신항, 태안 일원에 HF-Radar를 설치하여 표층해류를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있다. 

KIOST에서는 실시간 AWAC 관측시스템에서 연직 해류 관측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KOOS의 연안순환모델인 MOHID에서 매 시간 단위의 조류 성분을 생산하고 있으

며 수집된 관측자료와 함께 스킬 평가가 이루어진다. 

표 3.2.3.7에는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최근 1년간 MOHID 2 km 해상도 순환

예측시스템에서 생산된 월별 유속 평가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관측자료로 국립해양

조사원 해양관측부이 29개소의 결과를 사용하였으며 표에 제시된 CF값은 29개소의 

월별 평균값이다. 성과지표의 산출에 사용된 스킬량은 RMSE이며 임계 수용값은 

0.2 m/s 이다. 또한 그림 3.2.3.18에는 각 관측소의 연간 CF%가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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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HID (RMSE) MOHID (CF%)

유속(U) 유속(V) 유속(U) 유속(V)

2017/01 0.19 0.20 60.1 73.4

2017/02 0.20 0.21 66.8 70.6

2017/03 0.21 0.22 63.4 683

2017/04 0.20 0.20 62.4 70.4

2017/05 0.18 0.18 68.0 77.5

2017/06 0.23 0.23 52.1 62.2

2017/07 0.22 0.24 52.0 58.5

2017/08 0.22 0.22 57.5 61.6

2017/09 0.22 0.22 57.8 55.6

2017/10 0.19 0.20 62.8 67.1

2017/11 0.18 0.17 67.5 69.9

2017/12 0.17 0.18 71.1 74.0

Total 0.20 0.21 61.0 66.5

표 3.2.3.7. 해류모델 성과지표

그림 3.2.3.18.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29개 해양관측부이의 표층유속에 대한 월별 

CF% 및 RMSE

그림 3.2.3.19에는 2015년 2월에 관측된 제주 중뢰 HF-Radar 관측결과와 동일 기간 예

측된 MOHID 표층 유속에 대한 공간평가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주요 조류 방향과 크기

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보이나 HF-Radar 관측영역의 외곽부분의 예측성능이 저

조한 것처럼 나타나는데 이는 관측 장비의 특성이 일부 반영된 것을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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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OHID 유속 (b) HF-Radar 유속

(e) RMSE_U (b) RMSE_V

(c) RMSEP_U (d) RMSEP_V

그림 3.2.3.19. 중뢰지역에서 관측 HF-Radar 와 MOHID 예측 유속에 대한 공간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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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표 3.2.3.8에는 HF-Radar 관측 지점 일부의 조화분해 결과와 예측 결과를 비

교하였다. 지역 특성상 남-북 방향 유속 성분이 거의 나타나지 않으므로 V 성분에 

대한 조화상수는 관측과 차이를 보이나 주성분인 U 방향의 조화상수는 관측과 거

의 일치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크기도 유의하다.

MOHID

(2015.02, idx61)

MOHID

(2015.02, idx68)

HF-Radar

(2015.02, idx61)

HF-Radar

(2015.02, idx68)

U V U V U V U V

M2 42.53 217.3 9.32 53.3 39.13 219.0 2.47 51.5 47.75 216.0  4.36 256.2 47.49 217.84  8.06 226.0

S2 18.79 248.0 4.28 75.2 17.47 250.3 1.27 59.6 19.316 243.9 1.06 253.2 19.39 247.04 3.07 236.4

K1 12.94 219.9 3.39 65.9 11.89 225.3 0.97 64.4 12.34 217.3 2.44 173.8 12.04 224.71 3.47 176.0

O1 10.27 191.9 3.13 35.4 9.40 199.9 1.36 12.1 10.13 186.5 1.79 99.2 9.18 184.62 2.64 80.8

표 3.2.3.8. HF Radar 관측값에 대한 index 61(33.87N, 126.48E), index 68(33.79N, 

126.54E) 조화분해 결과 

또한 2014년 세월호 선박침몰사고시 현장지원을 위해 설치된 ADCP 유속 관측결

과 및 동일기간 예측 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는 그림 3.2.3.20에 제시되어 있다. 해당 

관측점은 좁은 채널에 의해 강한 조류가 생성되는 지역으로 평균 RMSE는 0.35로 

나타났다. 이는 본 검증시스템의 임계수용치인 0.2 m/s를 상회하는 수준이나 순간 

최대유속이 2 m/s를 상회하는 것을 고려하면 유의한 예측수준인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현장 구조작업에도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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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20. 2014년 세월호 사고시 현장 유속 관측결과와 예측 결과에 대한 RMSE

(라) 수온, 염분

표층 수온에 대한 관측자료는 기상청 해양관측부이에서 실시간으로 생산되고 있

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간 6회 실시하는 정선해양관측자료는 한반도 근해의 연

직 수온, 염분 측정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KOOS에서 수온, 염분에 대한 예측자료는 

ROMS, MOM5, MOHID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CF값을 계산하기 위한 스킬량으로 

RMSE를 사용하였고, 수용 임계치는 1.5℃와 0.2 psu로 설정하였다. 

표 3.2.3.9에는 최근 1년간 기상청 해양관측부이 17개에서 관측된 표층 수온에 대

한 CF%가 제시되어 있다. MOM5의 경우 2017년 3월부터 시범 운용되었으며 ROMS

의 경우 모델 개선작업으로 2017년 11, 12월 결측이 발생하였다. 그림 3.2.3.21~22에

는 MOM5 및 ROMS 모델의 2017년 주별 RMSE와 정점별 CF%가 제시되어 있다. 

또한 그림 3.2.3.23에는 MOHID 모델의 2017년 월별 CF%와 정점별 CF%가 제시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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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5, ROMS, MOHID 모델의 의 연간 평균 RMSE는 각각 1.2, 1.3, 1.2로 비슷

한 수준이나 MOM5 모델의 CF%가 75.6%로 가장 높으며 정확성 및 안정성이 양호

한 것으로 판단된다. 

년/월
MOM5 ROMS MOHID

수온 수온 수온

2017/01 - 52.9 70.5

2017/02 - 78.2 71.5

2017/03 87.5 80.4 66.3

2017/04 87.1 66.7 77.7

2017/05 76.8 80.4 79.3

2017/06 75.0 73.2 57.4

2017/07 40.0 60.9 50.0

2017/08 64.3 78.6 54.6

2017/09 89.3 80.4 76.0

2017/10 83.1 88.0 81.1

2017/11 74.1 - 74.1

2017/12 80.8 - 86.7

Total 75.6 73.8 70.4

표 3.2.3.9. 순환모델 수온 성과지표

(a) (b)

그림 3.2.3.21. 2017.01 ~ 2017.12, MOM5 자료동화 기법이 적용된 수온예측값에 대한 

모델평가 결과 (a) RMSE, (b) 관측 정점별 RMSE 공간분포와 평균 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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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2.3.22. 2017.01 ~ 2017.12, ROMS 자료동화 기법이 적용된 수온예측값에 대한 

모델평가 결과 (a) RMSE, (b) 관측 정점별 RMSE 공간분포와 평균 CF% 

(a) (b)

그림 3.2.3.23. 2017.01 ~ 2017.12, MOHID 수온예측값에 대한 모델평가 결과 (a) CF%, 

(b) 관측 정점별 RMSE 공간분포와 평균 CF% 

그림 3.2.3.24에는 ROMS모델의 장기 예측성능 변동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2016년 

1월 이전은 황해-동중국해 영역만 포함하였으니 그 이후로 북서태평양 영역으로 경

계가 확장되었고 자료동화 기법이 적용되었다. 그림 3.2.3.25에는 자료동화 전-후의 

예측성능 편차가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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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24. 2013년 7월부터 2017년 10월가지 ROMS 해양순환모델 수온 예측결과에 

대한 CF% (2016년 1월부터 북서태평양 영역으로 확장 및 자료동화 기법을 

적용하였음)

그림 3.2.3.25. NWP_ROMS의 자료동화 전후 수온 예측값에 대한 CF% 비교  

북서태평양 준실시간 평가를 위해 KOOS DB에서 수집 및 품질관리가 이루어지는 

Argo float 분석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림 3.2.3.26). 특히 심층 수심의 오차로 인해 

전체 프로파일의 통계량이 과대평가 혹은 과소평가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각 모델별 

동일한 기준 적용 및 적정 표본개수의 유지를 위해 표층 0m에서 200m 까지 10m 

간격 기준수심에 대해 관측 및 예측자료를 내삽하여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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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그림 3.2.3.26.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Argo float을 활용한 북서태평양 준실시간 

연직수온 및 염분 평가결과. (a) ROMS의 연직수온 평가결과 (b) ROMS 

연직염분 평가결과 (c) MOM5 연직수온 평가결과 (d) MOM5 연직

염분 평가결과 (e) HYCOM 연직수온 평가결과 (f) HYCOM 연직

염분 평가결과 

세 가지 모델 모두 원해역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예측성능을 보이나 동해 및 쿠로

시오 해류 영향권에 속한 전선 지역의 예측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분석된다. 두 모델 

모두 공개된 전구순환예보자료 HYCOM보다 양호한 예측성능을 보인다. (표 3.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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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CF%
NWP ROMS (DA) MOM5 HYCOM

수온 염분 수온 염분 수온 염분

2017/01 66 56 - - - -

2017/02 63 53 - - - -

2017/03 57 51 73 74 - -

2017/04 60 44 72 73 51 57

표 3.2.3.10. 북서태평양 순환모델의 연직 평가결과

제 3 절 통합 활용시스템

1. 현업기관 활용시스템

가. 수색구조 지원시스템

(1) 수색구조 예측 정확도 향상

KOOS 시스템의 최종 목적 중의 하나는 해상 생활 및 연안방재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하고 이를 활용하여 실제 현상에 적용하는데 있다. 이에 본 과

업에는 수색구조 예측 시스템 과 유류 확산 이동 예측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하였다. 각 연구에서는 해당 분야에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여 우리나라 연안 및 해

상 환경에 맞게 보정하였으며, 현장 실험 등을 통하여 모델을 검증하여 예측 정확

도 향상에 활용하였다. 또한 예측정확도 향상을 위해 역추적 기법 연구, 풍속에 따

른 물체별 바람계수 차등 적용, 표층 두께에 따른 바람계수의 차등 적용, HF-Radar

의 적용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2단계 연구에서는 표류체를 활용한 현장실

험과 더불어 역추적기법 연구, 풍속과 표층 두께에 따른 바람계수의 차등 적용, 

HF-Radar의 적용 등을 통해 표류예측의 정확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미국 RPSASA

의 SARMAP을 도입하여 정확도 개선 및 표출시스템의 개선을 도모하였다. 

(가) 현장실험

표류 예측 모델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모델 검보정 자료 확보를 위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14회의 현장실험을 실시하였다 (표 3.3.3.2).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해안선이 복잡한 서해안에서 어선의 충돌이나 침몰 등의 해난 사고가 발생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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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대부분의 실험을 서해안에서 진행하였다. 실험을 위한 표류체로는 부표형, 인

체형, 원통형, Aqua drift buoy, 마네킹형 등 다양한 표류체를 제작 또는 구매하여, 

다양한 표류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였다. 각각의 표류체의 형태는 아래와 같다 (표 

3.3.1.1.)

표류체 유형 표류체 형태

부표형 표류체

인체형 표류체

원통형 표류체

마네킹 형태 표류체

Aqua drift buoy

표 3.3.1.1. 현장 실험에 사용된 표류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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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일자 투하장소 표류체 유형

2013.11.20.

~2013.11.25

군산 서방 54‘ 해상

(35° 56.2'N, 125° 28.4'E)

부표형 표류체 1기, 

인체형 표류체 1기

(군산해경서 322함 지원)

2014.03.19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삼길포항 인근

AWS, RCM9, CTD, 

원통형 표류체 2대, 

인체형 표류체 1대 회수

2014.05.12.

~2014.05.16

전라남도 진도군 

서거차도 인근 해역

원통형 표류체 3대, 

인체형 표류체 1대

2015.06.16.

~2015.12.10

전라남도 신안군

가거도 인근
원통형 표류체 2대

2015.07.26. 군산 서쪽해상 원통형 표류체 1대

2015.10.06.

∼2015.10.30
추자도 인근 해상 원통형 표류체 1대

2015.10.20.

∼2015.11.10.

소청초 기지, 

황해중부부이, 

가거초 기지, 진도, 

추자도 인근 해역

원통형 표류체 5대

2016.08.18.

∼2016.10.09

이어도/소청초/가거초 

해양과학기지, 

황해중부부이 인근 해역

Aqua drift buoy 7대

2016.10.17.

∼2016.12.20

소청초 해양과학기지

인근 해역
원통형 표류체 2대

2016.12.22.

∼2017.02.03

소청초 해양과학기지 

인근 해역
Aqua drift buoy 1대

2017.03.23.
황해중부부이 

인근 해역

Aqua drift buoy 2대,

마네킹 형태 표류체 2대

원통형 표류체 2대

2017.08.28.

∼2017.12.01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인근 해역
Aqua drift buoy 1대

2017.09.06.

∼2017.10.21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인근 해역
Aqua drift buoy 1대

2017.10.30.

∼2017.12.08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인근 해역
Aqua drift buoy 1대

표 3.3.1.2. 표류 예측 현장 실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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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차년도

○ 1차 현장 관측 실험

2013년 11월에 군산 서쪽 해상에서 수행되었으며 본 실험의 경우, 해양경찰청의 

공조로 제 322 함정을 이용하여 군산외항으로부터 서쪽으로 95km 떨어진 해상에서 

부표형 표류체 1기와 인체형 표류체 2기를 투하하였고, 이리듐 센서를 이용하여 인

공위성을 통해 위치정보를 습득하였다 (그림 3.3.1.1). 기상 악화로 인한 해상 상태가 

좋지 못하여 투하 후 4~5일 만에 위치 정보 수신이 끊어져 유실되었으나 습득된 자

료는 수색구조 모델의 입자 추적 및 역추적 기법 검증에 사용되었다.

(a) (b)

그림 3.3.1.1. 1차 표류부표 실험을 통해 얻어진 관측 궤적과 표류부표체의 형태 : 

(a) 해경함정 322와 표류부표체 투하장면, (b) 표류부표체의 관측 궤적

○ 2차 현장 관측 실험

2014년 03월 충남 태안 덕적도 근해에서 새로 제작한 표류체들의 성능을 시험하

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그림 3.3.1.2). 표층 해류를 측정하기 위하여 RCM9을 표층에

서 0.7m 깊이에 계류하였고, 표층 바람을 측정하기 위하여 AWS를 배 위쪽 선단 설

치 (해수면에서 10 m 정도)하였다. 원통형 표류 부표체는 매 1시간 마다 수거하여 

최초 위치에서 재투하한 반면, 인체형 표류 부표체의 경우 재투하하지 않고 실험기

간 동안 그대로 표류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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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2. 2차 표류부표 실험을 통해 얻어진 관측 궤적과 표류부표체의 형태 : 

(좌) 원통형 표류 부표체의 궤적, (우) 인체형 표류 부표체의 궤적. 적색 

네모는 RCM9 표층 유속계 설치 위치 및 표류 부표체의 투하 위치를 

나타냄

○ 3차 현장 관측 실험

2014년 04월 16일 진도 앞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

으며, 선박으로부터의 유실을 우려하여 5월 12일부터 사고 인근 해역에서 표류 부

표체 현장 관측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3.3.1.3). 원통형 표류체 3대와 인체형 표류

체 1대를 투하하였으며, 실질적인 관측 실험에서 표류 부표체의 투하 및 수거는 국

립해양조사원에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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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3.3.1.3. 3차 표류부표 실험을 통해 얻어진 관측 궤적: (a) 원통형 표류 부표체

A(5/12~5/14), (b) 인체형 표류 부표체(5/13~5/16), (c)와 (d) 원통형 

표류 부표체B(5/13~5/14). 적색 사각형은 표류 부표체의 투하 위치이고, 

적색 X표시는 세월호 침몰 사고 지점을 나타냄

② 2차년도

○ 4차 현장 관측 실험

2015년 6월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수행되었으며 원통형 표류체 2대를 투하하였으

며, 1대는 6개월간의 장기 관측에 성공하였으나, 1대는 초기에 자료 전송이 끊어져 

1기의 자료만 확보하였다 (그림 3.3.1.4). 투하한 부이는 본 자료를 활용하여 모델 검

증 및 바람계수 적용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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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4. 4차 표류부표 실험을 통해 얻어진 관측 궤적

○ 5차 현장 관측 실험

2015년 7월 군산 서쪽 해상에서 원통형 표류체 1대를 투하하였으나, 투하 후 몇시

간 이내에 전송이 끊어져 자료 확보에 실패하였다. 본 실험의 실패를 통해 원통형 

표류체의 하우징과 이리듐 전송방식의 연결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을 고려하였다.

③ 3차년도

○ 6차 현장 관측 실험

돌고래 사고 이후 작은 섬 주변 등 연안에서 상세격자 (300 m이하) 예측 정보 생

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추자도 인근해역에서 2015년 10월 원통형 표류체 1대

를 투하하였으며, 추자도 인근에 AWAC 2대를 함께 설치하여 관측하였다 (그림 

3.3.1.5). 추자도 주위를 표류하던 부이는 해류를 타고 빠르게 동해로 이동하여 동해

에서 표류 30일 후 통신이 두절되었다 (그림 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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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5. 부이 표류 모습, AWAC 사진 및 설치 위치 

그림 3.3.1.6. 6차 표류부표 실험을 통해 얻어진 관측 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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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차 현장 관측 실험 (3710 3800 6820 8900 9880)

2015년 10월 본원의 이어도 해양관측선과 협력하여 이어도호 이동 시 표류부이 

투하 실험을 진행하였다. 투하 지점은 이어도호 항적상에 있는 소청초 해양과학기

지, 황해중부부이, 가거초 해양과학기지, 진도 인근해역, 추자도 인근 해역에 총 5대

의 원통형 표류체를 투하하여 실험하였다. 당초 이어도 기지 인근해역에 투하할 예

정이었으나, 기상상태 악화에 따른 이어도호 회항으로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투하

하였다.

그림 3.3.1.7. 7차 표류부표 실험을 통해 얻어진 관측 궤적 (a) 소청초 해양과학기지, 

(b) 황해중부부이, (c) 가거초기지, (d) 진도 인근해역, (e) 추자도 인근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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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4차년도

○ 8차 현장 관측 실험

2016년 8월 이어도호 승선조사기간에 이어도호 항적을 따라 표류부이 투하 실험

을 진행하였다 (표 3.3.1.3).  표류부이 번호로 구분할 때 N31, N32, N33은 황해를 

가로지르며 남서방향으로 이동하였으며, 4기의 부이 (N34, N35, N36, N38)는 중국 

연안을 따라 이동하였다 (그림 3.3.1.8). 

정점 번호 위도(N) 경도(E) 비고

소청초 기지 N31 37°22' 47.33" 124°42' 35.06" 표류부이 투하

황해중부부이 N32 35°51' 08.85" 124°33' 35.77" 표류부이 투하

가거초 기지 N33 33°55' 26.80" 124°35' 37.91" 표류부이 투하

YS15 N34 33°09' 35.28" 124°50' 47.76" 표류부이 투하

YS17 N35 32°38' 19.32" 125°00' 55.80" 표류부이 투하

IE07 N36 32°07' 26.91" 125°10' 54.23"
이어도 기지 인근 해역

 (표류부이 투하)

IE11 N38 32°03' 31.15" 125°12' 03.59"
이어도 기지 인근 해역

 (표류부이 투하)

표 3.3.1.3. 표류부이 7기 투하 정점 

그림 3.3.1.8. 8차 표류부표 실험 투하 위치 및 부이 이동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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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차 현장 관측 실험

2016년 10월 소청초 해양과학기지 인근해역에서 동시에 원통형 표류체 2대를 투

하하여 표류 시 이동경로 변화를 확인하였다. 2대의 표류체는 모두 남쪽 방향으로 

진행하였으나,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시각에 동일한 형태의 표류체를 투하했음에

도 부이의 궤적이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3.1.9. 9차 표류부표 실험을 통해 얻어진 관측 궤적

○ 10차 현장 관측 실험

2016년 12월 군산 서쪽해상에 위치한 황해중부부이 인근해역에서 Aqua drift 

buoy 1대를 투하하였다. 부이는 약 1개월간 남동쪽으로 진행하여 제주도 연안에 상

륙했으며, 제주도 서쪽 해안에서 재투하 하였으나 며칠만에 수신이 종료되어 자료

를 취득할 수 없었다.

그림 3.3.1.10. 10차 표류부표 실험을 통해 얻어진 관측 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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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차 현장 관측 실험

2017년 3월 군산 서쪽해상에 위치한 황해중부부이 인근해역에서 aqua drift buoy 

2대, 마네킹 형태 표류체 2대, 원통형 표류체 2대를 투하하여 다양한 형태의 물체에 

대한 실험을 통해 물체별 최적의 바람계수를 산정하고자 하였다. 투하한 표류부이

는 약 2개월간 수신이 되었으며 황해 중부에서 남부로 이동하면서 수신이 종료되었

다. 이 중 동시에 투하한 aqua drift buoy 2대는 수신이 종료될 때까지 동일한 궤적

으로 이동하였다. 이는 앞선 실험의 원통형 부이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aqua 

drift buoy의 경우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표면적이 원통형에 비해 적음). 

그림 3.3.1.11. 11차 표류부표 실험을 통해 얻어진 관측 궤적

⑤ 5차년도

○ 12~13차 현장 관측 실험

- 현장실험 기간 : 2017.08.28. ∼ 2017.12.01

- 표류체 투하 위치 :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인근 해역

- 표류체 유형 : Aqua drift buoy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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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2. 12~13차 표류부표 실험을 통해 얻어진 관측 궤적

○ 14차 현장 관측 실험

- 현장실험 기간 : 2017.10.30. ~ 2017.12.08

- 표류체 투하 위치 : 소청초 해양과학기지 인근 해역

- 표류체 유형 : Aqua drift buoy 1대

그림 3.3.1.13. 14차 표류부표 실험을 통해 얻어진 관측 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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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역추적기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역추적 기법은 라그랑지안 역추적 기법으로 backward-in-time 

혹은 reverse-time 이라고 불린다. Chen et al. (2012)이 사용한 방법으로 수식은 다

음과 같다. 

   




          (3.3.1)

여기서   는 각각 위치, 유속, 바람 벡터를 나타내며 와 n은 각각 바람영향 

계수와 입자수를 나타내며,  (과거)에서의 위치 은  (현재)에서의 위치에서 

유속과 바람에 의해 이동한 거리를 빼주면 된다. 유속 벡터에 KOOS에서 생성된 

MOHID 유속장을, 바람 벡터에 WRF 바람장을 입력하여 과거 위치를 역추적하였다. 

역추적 방법을 검증하기 위해 2011년 7월 28일에 제주도 서방 약 107km 해상에

서 발생한 아시아나 화물기 추락사고에 적용하였다. 사고 당시 회수된 인양물의 정

보를 활용하였으며, 식 3.3.1을 적용하여 본체 위치를 역추적하여 추정하였다. 그림 

3.3.1.14는 인양물의 발견 위치, 본체 발견 위치, 그리고 역추적을 이용한 사고 발생 

위치를 추정한 그림이며, 본체 발견 위치는 사고 당시 통신 두절 위치에서 동쪽으

로 3km 정도 떨어진 지점으로 역추적으로 추정된 7~8km 예측 반경 안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림 3.3.1.14. 2011년 7월 28일에 발생한 아시아나 화물기 추락사고 시 

인양물 위치(청색+)와 본체 발견 위치(적색X), 역추적 기법을 

이용한 모델 예측 위치(분홍색+). 적색 점선원의 반경은 약 

7~8 km



운용해양(해양예보) 시스템 연구(2단계)

400❙

또 다른 검증을 위하여 2013년 11월 21일 군산 서쪽 해상에서 수행한 표류 부표

체 실험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림 3.3.1.15(a)는 인체형 표류 부표체의 관측 궤적과 

역추적 방법을 이용한 예측 궤적을 비교한 것으로 21일 16시에 위치한 관측 궤적 

지점으로부터 6시간 역추적하여 초기 투하 위치와 비교하였다. 그림 3.3.1.15(b)는 

관측-예측 궤적간 거리차를 그린 것으로 6시간 역추적 후 0.8 km 정도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다. 

     (a)          

(b)   

그림 3.3.1.15. 2013년 11월 21일에 수행한 인체형 표류 부표체 실험 관측 자료 

(적색)와 역추적 방법으로 추정한 예측 결과 (흑색) 비교: (a) 궤적 

비교, (b) 거리 차. 역추적은 당일 16:00부터 10:00까지 수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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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풍속에 따른 물체별 바람계수 차등 적용

해난 사고 시 실종자 발생과 더불어 사고위치를 역추정 할 수 있는 구명벌, 구명

정, 구명조끼, 선박 등 다양한 물체가 유실된다. 다양한 물체별로 표면적과 체적 등

이 달라 바람과 유속에 받는 영향이 다르며, 물체의 이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풍속이다. 현재 US Coast Guard에서는 63가지의 물체에 대한 바람계수를 적

용하고 있으나, 풍속을 고려한 바람계수는 활용하지 않고 있다. 풍속에 따른 바람계

수를 고려하기 위해 2015년 6월부터 12월까지의 원통형 부이의 결과를 사용하였다. 

또한 PTM의 정확도를 결정하기 위해 해상에서 물체의 가시성의 최대거리인 1 km

를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는 와 1 km 내에 위치할 확률, 즉 정확도를 고려하였

다 (Cho, et al., 2014). 전체 기간 동안 평균 는 6.8 시간이었으며, 1일간의 황해 

북부와 남부 지역의 결과인 그림 3.3.1.16(a), (b)에서는 약 13시간의 를 보였으나, 

황해의 동쪽과 서쪽인 3.3.1.16(c), (d)에서는 각각 9시간과 2시간으로 짧은 시간 안

에 1 km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그림 3.3.1.16. 모델 결과와 표류체의 궤적 비교 

그러나 이 결과는 그림 3.3.1.16(d)와 같이 현장실험 결과와의 거리가 1 km 이내

로 다시 진입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 예측 정확도를 평가하는 절

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동시간대에 오차범위가 1 km 이내인 경

우를 모두 포함하는 정확도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정확도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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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를 시뮬레이션 시간 동안 오차범위 내에 위치하는 확률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확도 개념을 포함하여 2015년 현장실험 자료를 활용하여 풍속에 따른 

바람계수의 차등 적용에 관한 수치실험을 진행하였다. 모델의 풍속을 2.5 m/s부터 

10 m/s 까지 총 16개 구간, 바람계수도 2%에서 5%까지 16개 구간으로 나누어 실

험하였다. 

그림 3.3.1.17. 풍속과 바람계수의 선형관계

앞선 수치실험 결과 각각의 풍속 구간에서 가장 정확한 결과를 보인 바람계수를 

결정하였다. 이 결과 그림 3.3.1.17에서 풍속과 바람계수 간에는 반비례하는 선형 관

계가 있는 것을 보여주며 아래와 같은 선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바람계수   × 풍속               (3.3.2)

두 변수 간의 상관계수는 0.9067이며, 새로운 수치 실험은 식 3.3.2를 사용하여 부

이 자료의 모든 지점에서 계산하여 표류예측 모델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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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8. 분석과 기본 실험의 정확도 비교 

                (빨강: 분석 실험, 파랑 : 기본 실험) 

그림 3.3.1.18은 식 3.3.2를 적용한 분석 실험(analysis run)과 기본 실험(control 

run : 바람계수 3.2% 적용, 이는 256개 실험 중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인 바람계수) 

간의 정확도 비교 결과를 보여준다. 전체적인 정확도는 분석 실험에서 높게 나타났

으며 평균 정확도는 분석 실험에서 38.6%, 기본 실험에서 35.1%로 나타났다. 또한 

와 정확도는 약 10%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활용하여 선박, 인체 등 다야한 

표류체에 대해서도 최적의 바람계수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표류체 이동 궤

적 추정의 정확도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라) 표층두께에 따른 바람계수의 차등 적용

표류예측 모델의 입력장으로 사용되는 유동모델의 표층의 경우 격자체계와 수치

모델의 종류에 따라 두께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수치모델 계산 시 바람의 영향

을 직접적으로 받는 표층의 경우 수심에 적분되기 때문에 같은 바람이 불어오더라

도 표층이 두꺼울수록 같은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 많은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표류

체의 이동속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현재 표류예측 모델 수행 시 입력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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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모델의 표층 두께에 대한 고려 없이 표류체 자체에 대한 바람계수만을 산정하

고 있으며, 표층 두께에 따른 표류체에 대한 바람계수 적용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검증을 위한 현장 관측자료는 2016년 12월 소청도 인근해역에서 투하한 aqua 

drift buoy의 2개월간의 궤적을 사용하였다. 당시 북풍의 영향으로 남동진하여 제주

도 서쪽해안까지 이동하였다 (그림 3.3.1.19)

그림 3.3.1.19. Aqua drift buoy의 궤적 (2016.12.22.~2017.02.02.)

기상모델로는 WRF를 사용하였으며, 유동모델인 MOHID의 표층을 5개로 나누어 

표층 두께에 따른 표류체의 바람계수를 산정하였다. 표층 두께는 0.75 m, 2.22 m, 6 m, 

15 m와 전층을 적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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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20. 수층별 최적의 바람 계수 산정

실험 결과 표층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큰 바람계수에서 높은 정확도를 보였으며,  

이는 표층 두께에 따라 유동모델에 포함된 풍성류의 영향이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밸런스를 위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3.3.1.20, 그림 3.3.1.21).

그림 3.3.1.21. 수층 두께별 모델 (blue line)의 최적 바람계수 (관측 : magenta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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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HF-Radar자료 활용

표류예측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앞서 설명한 바람의 영향을 정확히 고

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표류체에 영향을 미치는 유속을 정확히 입력하

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수치모델에서 계산된 유속과 현장 관측자료인 

HF-Radar 자료의 유속을 결합하여 예측 정확도 향상 실험을 수행하였다. 현장 관측

자료로 제주도에 2011년에 설치되어 제주해협에 대해 관측 중인 HF-Radar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max range 90 km, 격자크기 약 3 km, 자료 생산 간격 1시간), KOOS

에서 생산되는 WRF와 MOHID의 결과를 사용하여 표류예측을 수행하였다 (그림 

3.3.1.22). 그리고 검증을 위해 2016년 12월 소청도 인근해역에서 투하한 aqua drift 

buoy의 2개월간의 궤적을 사용하였다 (그림 3.3.1.23)

그림 3.3.1.22. (a) 2015년 제주 HF-Radar 관측 범위 (b) 제주 해협에서의 HF-Radar와 

부이, 모델 유속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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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23. (a) 부이 궤적(빨강) (b) 제주 해협에서의 부이 궤적과 HF-Radar 

유속의 예

표류 예측은 HF-Radar와 MOHID의 유속을 함께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그 결과 

MOHID와 HF-Radar 자료의 유속을 결합한 표류예측 결과 수치모델인 MOHID의 

유동장만 사용했을 경우보다 정확도는 약 10%, τa(허용가능 수색범위)는 약 0.8시간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 (그림 3.3.1.24). 따라서 우리는 표류예측의 정확도 향상을 위

해 HF-Radar 자료를 적용한 새로운 표류예측 시스템을 구축 할 것이다.

그림 3.3.1.24. 현장관측 표류부이의 궤적, MOHID를 이용한 궤적 및 HF-Radar를 

활용한 궤적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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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진기술 도입 (SARMAP)

수색구조 예측 시스템의 정확도 향상의 다른 접근 방법으로 미국 US Coast guard

에서 사용하고 있는 SARMAP 기술 도입 및 적용하였다. SARMAP은 미국 RPS　

ASA(Applied Science Associates) 사에서 개발한 GIS 기반의 수색구조 모델로 수색

구조 요원배치, 수색 방식, 성공, 실패 등의 확률계산 기능과 역추적 기능을 포함하

고 있으며, SARMAP의 계산 방식은 IAMSAR Method (from the International 

Aeronautical and Maritime Search & Rescue)과 Monte Carlo 방법을 병행하여 사

용한다. 또한 봉쇄확률(probability of containment, POC), 발견 확률(, probability of 

detection, POD)과 성공 확률(probability of success, POS)의 계산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통해 정확하고 효율적인 수색 범위 설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SARMAP

의 기본적인 기능과 화면은 다음과 같다 (그림 3.3.1.25).

그림 3.3.1.25. SARMAP 실행 화면 및 사용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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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SARMAP에 포함된 어플리케이션과 모듈 등의 상세한 기능은 아래와 같

다 (표 3.3.1.4). 

Application

- 실종된 선박, 사람 또는 컨테이너 등에 대한 검색영역 결장
- 사고 현장 또는 잃어버린 물체의 추정 위치 예측
- 사용 가능한 수색구조 유닛(SRUs)의 기본 위치 저장
- SRU 배치 및 검색 패턴 관리
- 역추적 계산 기능

Features

- RPS ASA의 자체 GIS 정보를 사용하거나 ArcView®와 같은 다른 
GIS 소프트웨어에서 사용 가능

- U.S. Coast Guard의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물체의 표류 거
동 데이터베이스 포함

- RPS ASA의 환경데이터서버(EDS)와 통합된 실시간 데이터 링크
- 온라인 웹지도 및 대양 데이터 서비스
- 부유 파편을 연결하여 잃어버린 물체나 사고 지점을 수색
- 신속한 응답 모듈(RRM) 또는 SARMAP Wizard를 사용하여 검색 영역
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단계를 신속하게 수행 가능

- 상업용 항해 차트 지원 : BSB NOAA Charts

- MapTech Charts

- C-MAP Charts

Modules

- 검색 계획 도구
- 표류체의 이동 궤적 계산을 위한 IAMSAR 및 MonteCarlo 방법 사용 
가능

- 전방 및 후방 추적 SAR 기능
- 단일 또는 다중 검색 대상에 대해 다중 자원 결합
- 성공 확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누적 POS 및 최적화 도구
- 미래/연속 검색 계획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전/이후 검색 통합
- SRU 텍스트 파일 생성 가능 (ASCII, Notepad, Word, etc.)

Environment

al Input 

Data

- 모델 예측의 품질은 환경 데이터의 품질에 따라 다르므로 도구 세트
를 사용하여 환경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음

- RPS ASA는 2007 년 미국 해안 경비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 한 최신 
SAR 프로그램인 SAROPS SARMAP 구조 팀의 일부

- SAROPS와 SARMAP는 RPS ASA의 EDS에 연결하여 관심 지역에 대
한 최신 유속 및 바람의 예측 자료 획득 및 활용

표 3.3.1.4. SARMAP 사용 가능 기능

(3) 실제 해난사고 시 적용 사례

우리나라 연안 및 주변해양에서 국가적 재난형태의 해양재해/ 재난 (대형 유류사

고, 대형 해난사고 등)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예측정보 제공 및 지원을 통한 대책

수립 및 피해저감에 기여하였다. 특히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 시 

수색구조 작업 지원을 위해 사고 당일인 2014년 4월 16일부터 수색 종료일인 2014

년 11월 11일까지 200일 이상의 기간 동안 매일 1회 3일간의 사고 해역의 해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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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정보 (3차원 유향, 유속, 파고, 바람, 수온 등) 및 수색범위 예측자료 그리고 구

명벌, 유류품 등의 물체 발견 시 역추적결과를 지속적으로 범정부사고 대책본부, 해

군,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등에 제공하였다. 또한 세월호 인양작업 지

원을 위해 인양 시 맹골수도 인근의 파랑(유의파고, 주기, 파향, 너울 파고, 주기, 파

향)의 72시간 예측 정보를 2016년 7월 1일 부터 2017년 3월 30일까지 9개월간 해양

수산부 인양추진단에 제공하였다.

이와 더불어 해난사고 발생 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16건의 자료를 해양수

산부, 해양경찰청 등의 국가기관에 제공하였으며, 연별 자료 제공 내역은 표 3.3.1.5

와 같다.

사고일시 사고 내역 및 지원기관

1차년도
(1건)

- 세월호 침몰사고 유류유출 이동확산, 수색구조 예측 지원 (2014.04.16.∼

2014.11.18.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해양경찰청, 해군,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
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2차년도
(1건)

- 해경 응급구조 헬기 추락 사고 수색구조 지원 (‘15.3.13.∼4.4. 국민안전처 해
양경비안전본부)

3차년도
(5건)

- 추자도 선박실종 수색작업 지원 (‘15.9.5.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 제주, 낚시어선 실종 사고 시 수색구조 지원 (‘16.2.22. 국민안전처 해양경비
안전본부)

- 동해 전복선박 역추적 결과 제공 (‘16.4.28.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 동해안 요트 실종 시 수색구조 지원 (‘16.5.3.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 흑산도 인근 사고 시 실종자 수색구조 지원 (‘16.6.12.∼13. 국민안전처 해양
경비안전본부)

4차년도
(3건)

- 동해, 초곡 갯바위 추락 실종 사고 수색구조 지원 (‘16.11.8. 국민안전처 해양
경비안전본부)

- 비양도 인근 어선 화룡호 전복 선원 실종 사고 수색구조 지원 (‘16.12.8. 국민
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 포항 어선 충돌 사고 선박 표류 예측 지원 자료 (‘17.1.12. 국민안전처 해양경
비안전본부)

5차년도
(6건)

- 제주도 우도 북방 4.5해리 선박 침몰사고 관련 표류 예측 지원 (‘17.8.18. 해
양수산부, 해양경찰청)

- 제주항 인근해역 선박사고 시 실종자 표류 예측 지원 (‘17.10.12.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 제주항 북부해역 인명사고 시 실종자 표류 예측 지원 (‘17.11.2.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 영흥도 선창1호 충돌/전복 사고 시 실종자 표류 예측 지원(‘17.12.3. 해양수산
부, 해양경찰청)

- 완도 청산도, 근룡호 전복 사고 시 실종자 표류 예측 지원 (‘18.03.02, 해양수
산부, 해양경찰청)

- 통영 욕지도, 어선 전복사고 시 실종 선원 표류 예측 지원(‘18.03.07, 해양수
산부, 해양경찰청)

표 3.3.1.5. 해난사고 시 수색구조 예측자료 지원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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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차년도

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시 수색구조 지원 (그림 3.3.1.26)

2014년 4월 15일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을 출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청해

진해운 소속)가 4월 16일 전남 진도군 병풍도 앞 인근 해상에서 침몰해 수백 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476명 가운데 172

명만이 생존했고, 300여 명이 넘는 사망･실종자가 발생했다. 당시 실종자의 수색구

조 지원을 위해 사고 당일인 2014년 4월 16일부터 수색종료일인 2014년 11월 11일

까지 매일 1회 3일간의 수색범위 예측자료 및 구명벌, 유류품 등의 물체 발견 시 역

추적 결과를 지속적으로 해군, 해양경찰청,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수산부, 범정부사고대책

본부 등에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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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26. 세월호 침몰 사고 시 수색구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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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차년도

① 해경 응급구조 헬기 추락 사고 시 수색구조 지원 (그림 3.3.1.27)

그림 3.3.1.27. 해경 응급구조 헬기 추락 사고 수색구조 보고서

(다) 3차년도

① 추자도 선박실종 수색작업 지원 (그림 3.3.1.28)

그림 3.3.1.28. 추자도 선박실종 사고 시 선박 역추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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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주, 낚시어선 실종 사고 시 수색구조 지원 (그림 3.3.1.29)

그림 3.3.1.29. 제주, 낚시어선 실종 사고 시 수색구조 보고서

③ 동해 전복선박 역추적 결과 제공 (그림 3.3.1.30)

그림 3.3.1.30. 동해 전복선박 역추적 보고서



제3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415

④ 동해안 요트 실종 시 수색구조 지원 (그림 3.3.1.31)

그림 3.3.1.31. 동해안 요트 실종 시 수색구조 보고서

⑤ 흑산도 인근 사고 시 실종자 수색구조 지원 (그림 3.3.1.32)

그림 3.3.1.32. 흑산도 인근 사고 시 실종자 수색구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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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4차년도

① 동해, 초곡 갯바위 추락 실종 사고 수색구조 지원 (그림 3.3.1.33)

그림 3.3.1.33. 동해, 초곡 갯바위 추락 실종 사고 수색구조 보고서

② 비양도 인근 어선 화룡호 전복 선원 실종 사고 수색구조 지원 (그림 3.3.1.34)

그림 3.3.1.34. 비양도 인근 어선 화룡호 전복 선원 실종 사고 수색구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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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포항 어선 충돌 사고 선박 표류 예측 지원 (그림 3.3.1.35)

그림 3.3.1.35. 포항 어선 충돌 사고 선박 표류 예측 보고서

(마) 5차년도

① 제주도 우도 북방 4.5해리 선박 침몰사고 관련 표류 예측 지원 (그림 3.3.1.36)

그림 3.3.1.36. 제주도 우도 북방 4.5해리 선박 침몰사고 관련 표류 예측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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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흥도 선창1호 충돌/전복 사고 시 실종자 표류 예측 지원 (그림 3.3.1.37)

그림 3.3.1.37. 영흥도 선창1호 충돌/전복 사고 시 실종자 표류 예측 보고서

③ 완도 청산도, 근룡호 전복 사고 시 실종자 표류 예측 지원 (그림 3.3.1.38)

그림 3.3.1.38. 완도 청산도, 근룡호 전복 사고 시 실종자 표류 예측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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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통영 욕지도, 어선 전복사고 시 실종 선원 표류 예측 지원 (그림 3.3.1.39)

그림 3.3.1.39. 통영 욕지도, 어선 전복사고 시 실종 선원 표류 예측 보고서

나. 유류오염 확산 이동 예측시스템 개선 및 고도화

KOOS 시스템의 최종 목적 중의 하나는 해상 생활 및 연안방재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하고 이를 응용할 수 있는 분야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에 본 

과업에는 KOOS 시스템 자료 활용 중 수색구조 예측 시스템 및 유류 확산 이동 예

측, 부유사 예측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각 연구에서는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였

고 우리의 연안 및 해상 환경에 맞게 보정하였으며, 과거 사례 및 현장 실험 등을 

통하여 모델을 검증하였다. 

(1) 유류유출 확산 예측시스템 정확도 향상

(가) 웨더링 고려

앞서 언급한 KOOS 시스템에서의 기상, 유속, 조위, 파랑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유류오염 확산 이동 예측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유류확산 모델은 MOHID를 선정하

였고, 과거 및 과업기간 중에 발생하였던 사례에 적용하여 위성사진을 이용하여 검

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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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유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유입되는 유류의 확산 양상을 정확하게 예측하

는 유류 확산 모델은 사고에 대한 대응과 방재작업 시 환경·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Mackay et al. 

(1980)은 유류확산 모델을 물리·화학적으로 계산하는 “weathering models”과 주로 

오염 방지 목적으로 유출유 위치를 파악하는 “trajectory models”로 분류하였는데, 

이와 같이 유출유의 확산현상은 바람 기온 등의 기상상태 및 수온 밀도 등의 해상

상태를 고려하여 확산, 증발, 용해 등 유출유의 풍화작용을 계산하여야 하고, 해수

유동 및 바람, 파랑 등을 이용하여 입자 움직임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확한 

유류 확산 모의를 위해서는 유류 확산 모델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계산 시 사용되는 

유동, 기상 등의 관측 또는 모델 자료의 정확성 또한 중요하다. 또한, 유류확산 모

델 계산 시 정확한 유출시간, 유출량, 유출 유종 등의 유류 누출 정보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 역시 정확한 유류 확산 모의를 위해 필요하다.

그림 3.3.1.40 MOHID oil module의 개념도 (in MOHID　description)

MOHID 모델내의 유류모듈은 유류의 밀도, 점성, 확산, 증발, 분산, 퇴적, 용해, 

유상화와 해안점착, 물리･화학적인 제거기법 등과 같은 다양한 기작을 고려하며, 이

러한 각 기작은 조건에 따라 선택 가능하다. 유류 모듈은 기본적으로 라그랑지안 

기법의 입자추적 모듈을 사용하며, 유류모듈의 계산 흐름도는 그림 3.3.1.4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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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HID 내의 유류의 확산(Spreading)은 모델에서 유류사고 발생 시 초기면적은 

Fay의 솔루션(Fay, 1969)으로부터 유도된 방정식으로 계산된다. 확산의 초기 양상인 

중력-관성단계(gravity - inertial phase)는 매우 짧게 발생하며, 확산시의 초기 면적

은 중력-관성단계가 끝나고, 중력-점성단계(gravity - viscous phase)가 시작되는 시

점에서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





                               (3.3.1.3) 

여기서, 는 초기면적, ∆      , 는 물의 밀도,  는 유류의 밀도, 는 

중력가속도, 는 유출된 유류의 부피, 는 물의 동점성,   ,     

(Flores et al., 1999) 이다. 

계산 시 유류의 확산은 Fay(1969)의 방법과 유막(oil slick)의 두께차에 의한 확산

계산 방법 중 하나를 선택·적용할 수 있다.  

Fay(1969)의 방법은  , 방향에 대해 각각 속도변화폭    ,   내에서 

변화하는 랜덤속도 와 를 확산계수와의 비로 계산하는 것으로, 랜덤속도는 라그

란지안 입자의 확산이 Fay‘s formula의 해와 같다는 가정을 통해 계산된다. 확산계

수  , 와 속도변화폭    ,   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진다 (Leitão, 

1996). 

  


∆


   



∆


          (3.3.4) 

따라서 랜덤속도는 Proctor et al.(1994)이 제안한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cos ⋅ (3.3.5)

  sin ⋅

여기서, 과 는 0~1사이의 랜덤상수이다. Fay에 의해서 제안된 해로부터 계산

되는 gravity-viscous phase상의 유류 확산시 확산계수 와 는 다음의 관계식을 

가지며, 모델은 다음식의 수치해를 적용한다. 

    







∆ 




⋅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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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유출유의 부피, 는 유출 후 경과시간이다. 

유류의 확산을 계산하는 다른 방법은 유막의 두께에 기초하여 확산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유막간의 두께차에 의한 확산경도력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유류입자는 

유막의 두께가 두꺼운 쪽에서 얇은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 때 확산계수는 다음

과 같이 정의된다.

  ⋅




∆  

                    (3.3.7)

여기서, 은 사용자 정의 상수이다. 유류가 존재하는 격자에서  , 방향으로의 

격자면상의 유류속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

∆
               (3.3.8)

여기서, ∆∆와 ∆∆는  각각  , 방향에서의  격자상의 유류 두께의 차이

다. 결과적으로, 라그랑지안 입자의 속도는 격자면상의 속도와 입자의 위치에 기초

하여 내삽하여 결정되게 된다. 만일, 유막의 두께가  0.1 ~ 0.01 mm 보다 얇아진다

면, 유류의 확산은 정지된다(Reed, 1989).

◎ 증발(evaporation)

MOHID 모델에서 유류의 증발 과정은 evaporative exposure법 (Stiver & Mackay, 

1984)과 Fingas (1998)에 의해 제안된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Evaporative exposure법에 의한 증발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p  


             (3.3.9)

여기서, 는 증발된 유류의 부피, 는 유류의 온도, 는 유막의 면적, 는 유류

의 초기부피, 는 질량전달계수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Buchanan & Hurford, 1988). 

   ×                              (3.3.10)

또한, (=6.3)와 (=10.3)는 경험상수, 는 초기끓는점 온도, 는 증류곡선경도

(distillation curve gradient)이다. 상기 파라미터들은 유류의 종류에 따라 변화하며, 

모델 내에서 와 는 API 밀도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NOAA,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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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의 경우, 

    ⋅         (3.3.11)

    ⋅                        (3.3.12)

정제유의 경우, 

    ⋅                          (3.3.13)

    ⋅                     (3.3.14)

모델 내에서 증발을 계산하는 다른 방법은 Fingas (1998)에 의해 제안된, 유류의 

온도와 유출시간을 고려하여 증발량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Fingas (1998)는 여러 유

류의 종류에 대한, 다음과 같은 특정경험식을 제시하였다. 

    ⋅ln                      (3.3.15)

또는

    ⋅                         (3.3.16)

여기서, 는 증발된 유류의 무게비, 와 는 각각의 유류의 종류별 경험상수, 

는 유류온도, 는 유출 후 경과시간(분)이다. 

만약, 경험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다음의 방정식을 적용한다. 

   ⋅  ln   (3.3.17)

또는

   ⋅    (3.3.18)

여기서, 는 180 ℃에서 증발된 유류의 무게비이다. 식(3.3.17)와 (3.3.18)은 몇몇 

정제유와 단기간의 모의(1~2일)시에 사용된다. 

(나) 방제효과 고려

해상에서 유류 사고 발생 시에 방제를 위해 오일펜스를 치거나 유화제를 살포하

는 등의 방제 작업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유류확산 시 가상 기름막이 효과

에 대한 기법을 연구하였다. 2014년에 발생한 우이산호 충돌사고의 경우에 대하여 수

치실험을 통해 기름막이 효과를 예상해보았다. 수치모의실험의 입력자료의 해상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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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장이 4 km, 유속장이 300 m 이며, 기간은 2014년 1월 30일 ~ 2월 7일 동안 수

행하였고 유출량은 해경 발표자료를 참고하여 700 kl, 유출시간은 1시간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오일펜스 및 유화제 제거 효과를 모의하기 위하여, 아래의 4 가지의 경우에 

대하여 수치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3.3.1.41). 본 해양오염 예상 사고에 대해서는 

유류유출을 대비한 확산예측으로 실제 유출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 

a) 방제효과 없음 (왼쪽부터 유출시작 후 12시간, 24시간, 36시간, 48시간 후 결과) 

b) 6시간 후 1.5 km 오일팬스 설치 (12시간, 24시간, 36시간, 48시간 후 결과) 

c) 12시간 후 오일팬스 추가 설치 (12시간, 24시간, 36시간, 48시간 후 결과)  

d) 48시간 후 유화제 살포 유화제 살포 (12시간, 24시간, 36시간, 48시간 후 결과) 

그림 3.3.1.41. 오일팬스 적용 예 (검정색 점 : 표층 유류입자, 파란색 점 : 부착된 유류

입자, contour는 유막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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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진기술 도입 (OILMAP)

유류오염 확산 이동 예측 시스템의 정확도 향상의 다른 접근 방법으로 미국 US 

Coast guard에서 사용하고 있는 OILMAP 기술을 도입하여 KOOS에서 생산된 기상 

및 유동자료를 입력자료로 적용하였다. OILMAP은 미국 RPS ASA(Applied Science 

Associates) 사에서 개발한 GIS 기반의 유류오염 확산 이동 예측 모델로 다양한 유

종 DB, 유막, oil fence 효과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유출된 오일의 움직임을 예측하

는 오일 유출 대응 및 비상 계획 툴이다. OILMAP은 수면, 수증기 및 공기의 다양

한 탄화수소 성분을 추적하는 포괄적인 3D 모델이며, 첫 번째 버전은 20년 전에 제

공되었으며 현재 주요 석유 회사 및 국제 정부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100 개국 이상에서 유출 대응, 계획 지원). 또한 OILMAP은 수년 간의 응용 

연구를 통합하고 멕시코만의 딥 워터 호라이즌 (Deep Water Horizon) 기름 유출과 

같은 실제 사건의 경험을 통합하여 새로운 알고리즘을 포함하고 있다. OILMAP의 

기본적인 기능과 화면은 다음과 같다 (그림 3.3.1.42).

그림 3.3.1.42. OILMAP 실행 화면 및 사용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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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OILMAP에 포함된 어플리케이션과 모듈 등의 상세한 기능은 아래와 같다 

(표 3.3.1.6). 

Application

- 기름 유출 대응 훈련 기능
- 비상시 대응 계획 수립 기능
- 위험 및 영향 평가
- Hindcast 기능
- 유출 관련 데이터 관리
- 응급 대응 의사 결정 지원

Features

- 다른 GIS 툴과 호환되는 통합 GIS

- 비행정보로 예측 업데이트
- 오일 속성 정보가 있는 종합 오일 데이터베이스 포함
- 온라인 웹지도 및 대양 데이터 서비스의 손쉬운 엑세스 가능
- 실시간 및 과거 환경의 완벽한 통합 – EDS를 통한 데이터 제공

Modules

- 2D & 3D Deterministic Modules

- 표면 또는 수층에서 배출되는 오일 계산
- 순간 유출 또는 연속 유출 계산
- 역추적 모드를 통해 미스터리 유출의 출처 평가
- 퍼짐, 증발, 유화작용 알고리즘 포함
- 수층의 표면 유분과 농도 계산
- 오일 궤적의 애니메이션, 해안선 영향 식별 기능
- 상호운용을 위한 GIS 포맷의 결과 내보내기

표 3.3.1.6. OILMAP 사용 가능 기능

(3) 실제 해난사고 시 적용 사례

2단계 연구에서는 입력자료인 유동모델의 해상도를 전연안 300m 적용, 웨더링, 

오일팬스 및 유화제 제거 효과 등의 예측 기법 연구와 미국 RPS ASA의 OILMAP

의 도입을 통해 예측의 정확도를 개선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해상에서 선박의 충돌, 

침몰 등으로 인한 유류 유출 사고 발생 시 이의 이동확산 예측을 위한 자료를 지속

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3년부터 최근에 국제적으로 이슈가 된 산치호 유류 사고 

시까지 총 12건의 예측 자료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의 국가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연별 자료 제공 내역은 표 3.3.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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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일시

사고 내역 및 지원기관

1차년도
(4건)

- 부산 앞바다 대형 화물선 충돌시 유류 이동확산 예측 지원 (‘13.12.29.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 우이산호 유류 유출 사고 유류 이동확산 예측 지원 (‘14.01.31. 해양수
산부, 해양경찰청)

- 부산 남외항 유류유출 사고 유류 이동확산 예측 지원 (‘14.02.15. 해양
수산부, 해양경찰청)

- 세월호 침몰사고 유류유출 이동확산 예측 지원 (2014.04.16.∼2014.11.18.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해양경찰청, 해군,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2차년도
(2건)

- 이스턴엠버호 충돌사고 유류 이동확산 예측 지원 (‘15.3.12.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 썬윙호 화학물질 유출사고 화학물질 이동확산 예측 지원 (‘15.3.16. 국
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3차년도
(2건)

- 부산 대변호 충돌 침몰사고에 따른 유류 이동확산 예측 지원(‘15.10.22. 

국민안저처 해양경비안전본부)

- 울산, 7서창호 침몰사고에 따른 유류 이동확산 예측 지원 (‘16.2.1. 국
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4차년도
(1건)

- 울릉군 상림호 침몰에 따른 유류 이동확산 예측 지원 (‘17.2.14. 국민안
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5차년도
(3건)

- 태안군 내 해수욕장 13개소 타르 발견에 따른 유류확산 역추적 결과 
지원 (‘17.7.14.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 동중국해 산치호 침몰 사고 시 유류확산 이동 예측 결과 지원(’18.01.06, 

해양수산부)

- 가대암, 민수호 침몰에 따른 유류 이동확산 예측 결과 지원(’18.02.21,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표 3.3.1.7. 해난사고 시 유류 이동확산 예측자료 지원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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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차년도

① 부산 앞바다 대형 화물선 충돌 시 유류 이동확산 예측 지원 (그림 3.3.1.43)

그림 3.3.1.43. 부산 앞바다 대형 화물선 충돌 시 유류 이동확산 예측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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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우이산호 유류 유출 사고 유류 이동확산 예측 지원 (그림 3.3.1.44)

그림 3.3.1.44. 우이산호 유류 유출 사고 유류 이동확산 예측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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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산 남외항 유류유출 사고 유류 이동확산 예측 지원 (그림 3.3.1.45)

그림 3.3.1.45. 부산 남외항 유류유출 사고 유류 이동확산 예측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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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월호 침몰사고 시 유류유출 이동확산 예측 지원 (그림 3.3.1.46)

그림 3.3.1.46. 세월호 침몰사고 시 유류유출 이동확산 예측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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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차년도

① 이스턴 엠버호 충돌사고 유류 이동확산 예측 지원 (그림 3.3.1.47)

그림 3.3.1.47. 이스턴 엠버호 충돌사고 유류 이동확산 예측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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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썬윙호 화학물질 유출사고 화학물질 이동확산 예측 지원 (그림 3.3.1.48)

그림 3.3.1.48. 썬윙호 화학물질 유출사고 화학물질 이동확산 예측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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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차년도

① 부산 대변호 충돌 침몰사고에 따른 유류 이동확산 예측 지원 (그림 3.3.1.49)

그림 3.3.1.49. 부산 대변호 충돌 침몰사고에 따른 유류 이동확산 예측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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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울산, 7서창호 침몰사고에 따른 유류 이동확산 예측 지원 (그림 3.3.1.50)

그림 3.3.1.50. 울산, 7서창호 침몰사고에 따른 유류 이동확산 예측 보고서



운용해양(해양예보) 시스템 연구(2단계)

436❙

(라) 4차년도

① 울릉군 상림호 침몰에 따른 유류 이동확산 예측 지원 (그림 3.3.1.51)

그림 3.3.1.51. 울릉군 상림호 침몰에 따르 유류 이동확산 예측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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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5차년도

① 태안군 내 해수욕장 13개소 타르 발견에 따른 유류확산 역추적 결과 지원 

(그림 3.3.1.52)

그림 3.3.1.52. 태안군 내 해수욕장 13개소 타르 발견에 따른 유류확산 역추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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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중국해 산치호 침몰 사고 시 유류확산 이동 예측 결과 지원 (그림 3.3.1.53)

그림 3.3.1.53. 동중국해 산치호 침몰 사고 시 유류확산 이동 예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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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대암, 민수호 침몰에 따른 유류 이동확산 예측 결과 지원 (그림 3.3.1.54)

그림 3.3.1.54. 가대암, 민수호 침몰에 따른 유류 이동확산 예측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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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조 및 부유물질 이동 확산 예측시스템

(1) 적조예측시스템

(가) 적조모형의 분류 및 기본적인 정보 분석

적조모형의 분류 및 성능평가 기법(오차평가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또

한, 모형의 성능평가를 위한 다양한 자료는 각각의 장점-단점을 분석하여 수행할 필

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적조는 남해연안에서 80% 정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남해 

연안을 중심으로 우선 구성-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모든 해역으로의 확장이 요

구된다.

(나) 적조모형의 자격 및 분류

적조모형은 기본적으로 적조생물의 급격한 번성을 모의하는 모형이기 때문에 적

조생물 항목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일단 적조생물을 직접적으

로 또는 간접적인 평가인자로 포함하는 모형은 적조모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적

조모형은 모형에서 모의하는 시간적·공간적인 규모 및 재현하고자 하는 현상에 따

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모형에서의 다양한 적조생물을 구분·

처리하는 기법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적조생물은 식물플랑크

톤이기 때문에 세포수 (cells/mL), 탄소 농도 (mgC/L) 또는 광합성 생물이 포함하

고 있는 엽록소 농도(mg/m3) 단위로 제시되는 경우로 세분할 수 도 있으나, 이러

한 구분은 단위 환산과정을 포함하면 모두 같아지기 때문에 적절한 분류방법이 아

니다. 일반적으로 적조생물을 포함한 모형의 지배방정식은 질량보존방정식(mass 

balance equation)이기 때문에 물질 또는 생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질량교환을 고

려하기 위해서는 탄소농도를 이용하는 모형이 불가피하며, 다른 단위도 탄소농도 

단위로 환산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며, 단위환산에 따른 오차도 상당한 수준이 될 

수 있다.

적조생물을 직접적으로 모의하는 모형의 경우에는 특정한 적조생물 또는 빈번하

게 적조를 유발하는 적조생물에 대하여 모의하는 모형이 있다(Robson & Hamilton, 

2004; Sun et al., 2014; Lenes et al., 2013; Hai et al., 2010; Velo-Suarez et al., 

2010). 이 모형은 어떤 종이 적조를 유발하는가를 미리 알 수 있거나 가능성이 크거

나 추정이 가능한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다. 적조발생에 관한 자료가 축적된 경우, 

단기간의 적조발생 예측 및 현상규명을 위한 연구수행에 효과적인 모형이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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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부분의 모형이 적조생물의 성장에 관한 요소모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형을 실제 적조문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성장 영향인자에 관한 모든 자료를 수

집하여 모형을 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요소모형은 전체 모형의 한 부분을 차지

하는 부품모형 또는 부모형(sub-model)이며, 과학적인 하나하나의 연구 성과는 모델

의 관점에서 보면 요소모형의 개선에 반영된다. 이 요소모형이 통합되면 전체 적조

모형 또는 생태모형이 된다. 한편 대표적인 간접적인 모형은 해양의 적조생물을 어

떤 특정 종으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생물 총량(탄소량) 또는 개체수 등을 이용하는 

식물플랑크톤 번성모형이다. 이 모형은 광합성을 하는 식물플랑크톤 전체를 하나의 

항목으로 취급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대표적인 모형이 NPZ 

(Nutrients  Phytoplankton  Zooplankton) 모형이며, 대부분의 부영양화를 모의하

는 수질생태모형도 포함된다(Mandal et al., 2012; Franks, 2002; Edwards & 

Brindley, 1996; Lee et al., 2008; Dowd, 2006). 한편 엽록소 농도 등을 이용하는 적

조모형도 있으나 적조 모형 내부에서 탄소대비 엽록소농도 비율(Carbon to 

chlorophyll-a ratio)을 적용하여 탄소농도로 환산하는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결국

은 생물 총량을 탄소량으로 모의하는 모형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Kawamiya et 

al., 1995). 그러나 연안 해역에서 인공위성 자료를 이용한 광범위한 공간영역의 엽

록소 농도 분포 자료 등이 가용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형의 보정 및 검정 측면에

서는 유리하나 생물 총량(biomass)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환산계수가 큰 변화범위

를 가지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반면, 생물 총량을 모의하는 

모형은 유기탄소량 측정 자료를 이용하여 모형의 보정 및 검정을 수행하는 것이 바

람직하지만 과거에는 총유기탄소(TOC) 항목을 관측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기물질의 

지표가 되는 COD, BOD 항목의 농도를 이용하여 모형의 보정 및 검정을 수행하였

으나, 유기물질을 표현하는 지표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TOC 자료를 이

용하여 모형의 성능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TOC 관측자료는 COD, 

BOD 자료에 비하여 미흡한 수준이기 때문에 COD 자료를 TOC 자료로 환산하는 

적절한 공식을 찾아내는 연구 분석도 수행되고 있다. 

또 하나의 적조모형은 어떤 특정 생물종을 대상으로 모의하는 적조모형과 생물종

의 구별 없이 식물플랑크톤 농도를 모의하는 모형의 중간 수준의 모형으로 2-4가지

의 유형으로 적조생물 또는 플랑크톤을 구분하여 모의하는 모형이 있다(Blauw et 

al., 2009; Baretta et al., 1995; Kishi et al., 2011; Castellani, et al., 2013). 모형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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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적조모형이 개발된 환경조건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적조생물의 

광합성 능력이나 특성을 고려하여 규조류, 와편모조류, 남조류 등으로 구분하는 경

우도 있고, 크기에 따라 소형, 대형 식물플랑크톤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규조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규조류, 비규조류 등을 구분

하여 영양염류 제한인자로 규산염을 고려하는 모형도 제안되고 있으나, 규산염에 

대한 자료가 최근에 관측·제시되고 있어 규산염에 의한 규조류의 성장 및 관측 자

료를 이용한 모형의 성능평가 부분은 미흡한 수준이다. 현재 모형 개발사례는 매우 

미흡하지만 가능한 또 하나의 모형은 모든 출현 가능한 종에 대한 수치모의 및 다

수의 우점종(dominant species)에 대한 모의모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각각의 

특정 생물종에 대한 정보는 사전 요소모형 연구에서 제공하는 경우, 매개변수의 불

확실성을 저감할 수 있으며, 가장 현실적인 모형이 될 수 있으나 실질적인 적용 가

능성에 대한 평가-검토가 필요하다.

연안의 적조모형은 적조생물의 이동을 결정하는 흐름모형(flow model)을 포함하

고 있으며, 적조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영양염류 및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부영양화 

모형(eutrophication model; water quality model), 기상모형(weather model)을 포함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모형수행에서 차지하는 계산 소요시간 측면에서 보

면 흐름모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많은 생태모형 또는 적조

모형이 흐름모형을 기본적으로 포함하여 개발되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다(Glover et 

al., 2011; Mann & Lazier, 2006; Martin & McCutcheon, 1999). 그러나 적조모형은 

적조생물이 중심이기 때문에 적조 생물을 대상으로 하여 오차분석 및 모형 분류가 

수행되어야 한다. 흐름모형이나 환경인자 예측모형에 의하여 좌우되는 적조모형은 

적조모형이 보조적인 모형이 되기 때문에 적조모형에서 제외하여도 무방한 듯하다. 

흐름모형은 적조이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적조모형은 아니다. 적조모형

의 관점에서는 중요한 입력 자료를 제공하는 지원 모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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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유형 장점 단점

하나의 식물플랑
크톤 또는 엽록소
농도로 모의하는 

모형

모형의 보정 및 검정을 위한 
자료가 비교적 풍부하여 관련 
매개변수에 대한 정보가 풍부
하고 다양한 오차평가 수행이 
가능하다. 전체적인 변화양상 
파악에 유리하다.

개개의 성장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평균으로 제시하기 때문
에 특정 시기나 환경조건에서
는 과도한 오차가 발생할 가
능성이 높다. 

소수(2-4)의 유형
으로 분류하여 
모의(크기 또는  
class 수준)하는 

모형 

하나의 식물 플랑크톤으로 간
주하여 모의하는 모형보다 세
분화된 현상모의가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적절한 조건에서
의 모의가 가능하다.

유형 구분에 따른 조류 성장 
및 소멸에 관한 매개변수의 
불확실성에 의한 오차전파가 
우려된다. 모형의 보정 및 검
정을 위한 장기 관측 자료가 
미흡한 실정이다. 

대표 또는 특정 
생물 종 하나만을 
모의하는 모형

특정 생물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한 입력 
정보를 사용한 모의가 가능하
며, 관측 정보도 한정되기 때
문에 오차분석이 용이하다.

특정 생물종이 우세한 시기나 
환경조건을 제외하고는 적용
범위에 한계가 따른다.

우점종 또는 
다수의 대표생물

종에 대한 
모의 모형

적조생물간 경쟁 등 다양한 
생물학적 요인을 개체 수준에
서 고려할 수 있는 모형으로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모형이다.

모형 매개변수의 입력정보가 
미흡하여 불확실성에 의한 오
차전파가 우려되고, 현장에서
의 모형의 수치적인 안정성 
검토가 미흡하다. 모형의 오
차를 평가할만한 자료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표 3.3.1.8. 적조 모형의 종류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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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조모형의 불확실성 인자

적조 모형에서는 생물을 전체 또는 몇 개의 그룹, 하나의 특정 생물종으로 모의하

든 기본적으로 적조생물의 성장 및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한 정보입력이 

요구된다. 적조생물의 성장 및 소멸을 표현하는 지배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식 (1)로 

표현되며, 방정식에 포함되는 매개변수의 개수는 적조모형에서 모의하는 구분된 적

조생물 종 또는 그룹의 수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면, 식물플랑크톤을 

하나의 인자로 간주하는 경우, 적조생물의 성장 및 소멸 등의 수치모의에 필요한 

입력 자료가 약 20여개 정도 필요하다면, 3-4개의 적조생물 유형으로 구분하여 적조

를 모의하는 모형의 경우에는 60-80여개의 입력정보가 요구되며, 특정 생물을 모의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적조생물 인자를 모의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 

생물종에 대하여 특화된 입력정보를 20여개 정도 입력하면 된다. 




 ± (3.3.19)

여기서 [], []는 각각 식물플랑크톤, 동물플랑크톤의 농도 또는 생체량

(bio-mass) (mgC/L), 은 조류의 성장률(1/day), 은 조류의 소멸률(사망률, 호

흡률, 분비율 등을 포함한 생체량 감소계수, 1/day), 는 동물플랑크톤의 조류(식물

플랑크톤) 섭식률(grazing rate, 1/day), 는 모형 계산 영역외부에서 유입되거나 

외부로 유출되는 식물플랑크톤의 생체량(mgC/day/L)이다.

특정 생물종을 하나 지정하여 모의하는 경우, 식 3.3.19에 제시된 지배방정식에서 

변수는 모두 특정 생물종에 대한 값으로 변환하면 된다. 식물플랑크톤을 몇 개의 

유형을 분류하는 다른 모형의 경우, 분류개수에 상응하는 동일한 형태이지만 반응

계수 및 매개변수의 수치가 다른 방정식이 추가된다. 예를 들어, 식물 플랑크톤을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모의하는 경우, 적조모형에 포함되는 지배방정식은 개가 

되며, 다음과 같이 식 3.3.20으로 표현되며, 첨자 는 번째 분류 유형의 적조생물을 

대표하며, 동물플랑크톤의 섭식률도 동물플랑크톤이 특정 적조생물을 선호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를 수학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

(3.3.20)

여기서 는 번째 분류군에 포함되는 적조생물의 농도(mgC/L)이며, 
, 

는 

각각  적조생물의 성장률과 사멸률이며, 는 동물플랑크톤의  적조생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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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섭식률이 되며, 
는 모형 계산 영역 외부에서 유입되거나 외부로 유출되는 

 적조생물의 생체량(mgC/day/L)이다. 매개변수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적조생물을 모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개변수는 적조생물의 개수(분류 개

수)에 비례한다.

입력자료 
구분

입력자료 세부구분 입력자료 정보 추정방법

적조 
성장인자

최대성장계수; 성장 조건자료 – 빛
(일사량), 수온, 염분, 영양염류(NH3, 

NO3, PO4, SiO2 등등) 농도; 성장곡
선  매개변수 – 온도보정계수, 영
양염류의 반포화상수(농도), 최적일
사량, 광소멸계수, 탁도(또는 부유물
질 농도)

빛, 수온, 염분, 영양염류 농
도, 탁도 분포 등은 관련 모
형을 이용하여 계산된 결과를 
이용, 다른 매개변수는 문헌
정보를 참고하거나 관측 자료
를 이용하여 최적 매개변수를 
추정 

적조 
소멸인자

호흡율, 분비율, 사망률(mortality 

rate); 동물플랑크톤에 의한 섭식률
(grazing rate), 다른 생물에 의한 소
멸률, 동물플랑크톤의 개체수 또는 
다른 생물의 개체수

문헌정보를 이용하거나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최적 매개변
수 추정하여 결정

외부유입


유출인자

계산 영역 외부에서 내부로의 유입
량 및 영역내부에서 외부로의 유출
량 계산을 위한 경계에서의 흐름 
Flux 및 식물플랑크톤 농도  

흐름모형과 적조모형의 계산
결과 이용

표 3.3.1.9. 생태모형의 일반적인 입력자료

적조모형 수행(run)을 위한 입력 자료는 적조생물에 성장-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인자와 적조의 생물특성을 고려한 생물학적 인자 및 모형 내부구조를 제어하는 

제어인자로 구분된다. 적조모형을 포함하는 생태모형의 경우에도 불확실성의 근원

을 모형의 구조 및 매개변수, 모델링에 사용하는 자료의 품질 및 자연현상에 대한 

무지 등으로 구분한다(Li & Wu, 2006). 모형 내부구조를 제어하는 인자는 이론적으

로 모형의 모의시간에 따른 계산결과(모형 수행을 위한 계산격자 정보 및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지형정보 등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므로 불확실성은 없

다고 간주할 수 있다. 환경인자는 관측이나 적절한 환경인자 추정 모형 또는 경험

공식 등을 추정하여 입력하여야 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적조모형의 구조를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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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하여도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는 인자이다. 반면 적조모형의 생물학적 인자는 

적조생물의 생물학적 매개변수 및 환경요소의 반응매개변수, 적조생물 모의를 위한 

요소모형의 매개변수 등으로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되는 계수이다. 관측 자료

를 이용하여 추정하는 매개변수는 모형의 보정 과정에서 최적 추정되어야 하며, 모

형의 검정과정을 통하여 정량적인 오차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성능평가를 수행한다. 

정량적인 불확실성 분석이 이 부분에 해당하여 적조모형의 예측 수준평가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 부분이다. 

모형 입력자료 유형 입력자료 추정방법 불확실성

모형제어 매개변수 
모델 계산영역 및 모의시간에 
의하여 결정

불확실성 없음

모형 환경입력변수

식물플랑크톤에 영향을 미치
는 외부 환경인자로 관측 자
료를 이용하거나 별도의 모형
을 이용하여 추정

관측 자료의 보정오차 및 
모형 추정오차가 불확실성
을 유발. 적조모형과 무관
한 오차.

모형의 보정 
매개변수

문헌 정보 및 관련 연구 성과
를 참조하여 입력하지만, 최
종적으로는 관측 자료를 이용
하여 최적 추정

매개변수의 민감도와 최적 
추정에 따른 정량적인 오
차와 불확실성이 비례 

표 3.3.1.10. 적조모형의 입력자료 구분 및 불확실성

(라) Cochlodinium polykrikoides 최적 성장모형

적조는 연안의 어떤 특정 지점에서 발생한다 할지라도 흐름을 따라 이동하거나 

환경조건에 따라 증식 또는 소멸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현장 관측 자료를 이용

하거나 모형을 이용하여 적조의 이동경로 및 적조의 성장·소멸에 의한 규모변화 또

는 영향범위를 예상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적조생물은 

유영능력이 없는 생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동양상은 정확한 흐름모의를 통하여 예

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적조생물의 시간에 따른 번식·소멸은 흐름과 더불어 광도

(light intensity), 수온, 염분, 영양염류 농도와 같은 환경조건과 적조의 생리적인 특

성 등이 지배하기 때문에 환경조건 및 생태학적인 특성 등을 반영하여 적조의 규모

변화를 예측하여 영향범위를 제시하여야 한다(Seoul National University, 2014).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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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적조의 성장조건은 적조생물에 따라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적조의 규모를 예측하는 경우 상당한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모든 

적조생물에 대하여 환경조건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추정된 정보를 이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가용한 정보가 제한되어 있다. 한편, 어떤 특정한 적조생물의 

경우에도 단편적인 환경조건에 대한 정보나 자료가 제시되어 있으나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적조의 규모변화 예측에 적합한 요소 모형(element model)으로 제시되는 

경우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또한 적조생물의 성장-소멸에 관한 수학적인 표현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정량적인 변화양상을 표현하는 매개변수 정보는 상대적

으로 미흡하기 때문에 실용적인 모형 개발 측면에서 정량적인 매개변수 추정이 요

구된다(Jorgensen and Bendoricchio, 2001). 그러나 적절한 성장모형만 구성되고 환

경조건 정보가 지원되는 경우 적조의 이동경로와 더불어 규모변화도 예측이 가능하

여 효과적인 적조피해 방지대책 추진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근 가장 빈번하게 적조를 유발하는 생물로 지목되

는 Cochlodinium polykrikoides (이하 C. polykrikoides) 적조생물(Lee et al., 2013)

에 대한 성장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C. polykrikoides 성장 모형개발

에 사용한 자료는 다양한 환경조건에서의 C. polykrikoides 적조생물의 성장변화 연

구 성과이다. 다양한 환경조건에 따른 적조생물의 성장변화 연구는 실험실에서 환

경조건을 변화시켜가며 적조생물을 배양하는 방법으로 수행되었으며, 성장모형의 

관점에서는 부품 또는 자료수준의 성과이기 때문에 가용한 자료를 조합하여 현장에

서 사용할 수 있는 성장 모형을 제시하는 연구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조류 성장모형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max ⋅⋅⋅

여기서 는 주어진 환경조건에서의 적조생물 성장률(growth rate, 1/day)이며, 

max는 최적 환경조건에서의 가능한 조류성장률(1/day)로 최대 조류 성장률이라고 

한다.  (=1,2,3,4) 함수는 각각  환경조건(=광도, =수온,=염분,=영양염류 농

도)에서의 성장 양상을 표현하는 함수이며, 환경조건에 따라 다양한 함수로 제시된

다(Table 3 참조). 영양염류 농도는 다시 암모니아, 질산염, 인산염으로 세분할 수 

있으며, 각각 유사한 형태의 성장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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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이용하여 비선형최적화 기법을 이용하여 각각의 자료와 전체 자료를 이용하여 

최적 매개변수와 RMS (root-mean squared) 오차를 추정하였으며, 최적 성장모형으

로는 RMS 오차가 가장 작은 함수모형을 선택하였다. 

가용한 환경조건과 C. polykrikoides 성장속도 변화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최적

의 함수와 매개변수를 추정하여 C. polykrikoides 성장모형을 구성하였으며, 최적 

추정된 성장모형은 다음 식으로 표현되며, 식에 포함된 매개변수 및 함수형태는 표

에 제시하였다. 최적 성장조건은 수온, 염분 및 암모니아 농도에서 나타났으며, 각

각 23.1℃, 32.3 PSU, 100로 파악되었다. 광도와 영양염류의 경우, 개선된 

Michaelis-Menten 함수식을 사용하였으나, 함수 형태에서 반포화 상수에 해당하는 

수치는 광도의 경우 6.19mol , 질산염 및 인산염의 경우 각각 4.34 , 0.95

로 파악되었다. 한편 C. polykrikoides 적조생물의 성장인자에 해당하는 빛, 온도, 

염분 및 영양염류 등의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충족되는 경우의 최대 성장속도는 

0.38-0.45 (1/day) 범위이다. 

  max ⋅⋅  ⋅

적조모형의 성능평가, 오차평가 과정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수행하여야 하

며, 최종 목적은 다양한 조건에서의 추정 오차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이다.

① 모형의 검증(coarse tuning)에 의한 오차평가

이 과정은 적조모형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법칙을 따르고 있는가를 정성적으로 평

가하는 단계이다. 예를 들면, 수온이 증가하는 경우 적조생물의 성장계수는 증가하

는가? 영양염류가 풍부한 경우 적조생물의 성장계수는 증가하는가? 최적 조건을 벗

어나는 경우, 적조 성장계수는 감소하는가? 동물플랑크톤의 섭식률이 증가하는 경

우 식물플랑크톤 농도는 감소하는가? 등등 모형의 기본적인 구조가 제대로(예상대

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적조모델은 적조 관련 인자를 추가할수

록 복잡해지기 때문에 모델 내부에 구조적인 오차 또는 적용범위의 한계에 따른 오

차가 존재할 수 있다. 이 과정의 평가과정은 기준이 되는 관측자료 없이 다양한 입

력 자료의 변화에 의한 모의 항목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민감도 분석과정에 포함

할 수 도 있다. 이 과정에서는 정량적인 민감도 계수 등의 수치변화를 분석하여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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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결과를 좌우하는 우세한 매개변수(민감한 매개변수)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

며, 계수의 부호변화를 이용하여 모형의 구조적인 오차를 평가하는 단계이다.  

② 모형의 보정(fine tuning)에 의한 오차평가

모형의 보정과정은 일반적으로 참값으로 간주되는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관측 자

료에 가장 근접한 계산결과(예를 들어, 계산 자료와 관측 자료의 차이로 정의되는 

오차의 제곱합 또는 절대편차를 최소화하는 조건)를 제시하게 하는 입력 매개변수

의 값을 추정하는 과정이다. 추정하는 입력 매개변수는 보정 매개변수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일정한 범위의 값으로 제시되거나 확정된 정보가 없는 경우 문헌(Bowie 

et al., 1985)이나 관련 연구결과 등을 참고하여 초기 수치를 입력하고 그 값을 변화

시켜가며 관측 자료에 가장 근접한 결과를 제시하는 수치를 사용하게 되며, 이 경

우 관측 자료와 계산결과의 오차는 보정오차라고 한다. 보정오차는 개념적으로는 

현재 사용하는 적조모델의 구조를 이용하여 저감할 수 있는 최소오차에 해당한다. 

보정 매개변수가 최적으로 추정된 경우, 적조모델의 구조적인 변경-개선-보완 없이

는 더 이상의 오차절감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오차는 가능한 최소 오차이기 때

문에 실질적인 문제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와는 차이가 있다. 모형의 보정과

정에서 최적 매개변수를 추정하는 과정은 수학적으로 최적화(optimization) 문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렴된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추정기법이 제안되고 있으

나, 반복기법이 사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최적 매개변수 추정을 위한 최적화 문제는 목적함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

인 목적함수를 오차의 제곱합(error sum of squares)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선형 최

적화 문제가 되며, 다음 식 3.3.21과 같이 매개변수의 함수로 표현된다. 

min
  



 
 (3.3.21)

여기서, 는  조건(시간 또는 계산영역의 내부 지점을 표현)에 해당하는 계

산결과이며, 는  조건(시간 또는 계산영역의 내부 지점을 표현, 는 관측 

자료의 개수)에 해당하는 관측 자료이다. 실질적으로 모형의 계산결과는 계산영역 

내부의 모든 지점과 모든 시간에 대하여 산출되는 방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관측 

자료의 시간과 지점에 대한 자료만을 추출하여 오차를 분석하게 된다. 여기서,  

= 
로 모형의 추정 매개변수(

,   )의 함수로 매개변수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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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개가 된다. 식 (3)을 만족하는 
 정보세트가 최적 추정된 매개변수이다. 

모형의 보정과정에서의 오차평가는 충분한 환경-생태 변화범위를 차지하는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매개변수를 추정하고 오차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

생태변화가 일반적으로 1년 정도의 시간적인 변화양상을 가진다고 가정하는 경우, 

최소 1년 또는 2-3년 이상의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모형의 오차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오차평가 결과로 제사되는 정보는 최적 추정된 매개변수와 정량적인 절대오

차 또는 상대오차이다. 적조모형의 오차평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은 적조의 발

생양상으로부터 대략 1년 정도로 판단할 수 있으나, 매년 발생하는 적조의 원인생

물이나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오차평가를 위한 관측 자료는 “다다익선”이다.       

③ 모형의 검정(tuning test, validation)에 의한 오차평가

모형의 검정과정은 모형의 보정과정에 의한 오차평가로 간주하여 생략하는 경우

가 빈번하나 기본적으로 개념적인 오류이다. 모형의 검정과정은 최적 매개변수의 

추정과정이 포함되지 않고, 최적 추정된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매개변수 추정과정(모

형 보정과정)에서 사용하지 않은 또는 전혀 무관한 독립적인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모형의 예측 성능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정량적인 오차평가 

과정이다. 적조 모형의 구조적인 설명과 모형의 보정 과정에서 수행되는 최적 매개

변수 추정과정 등의 노력에 비교하면 모형의 검정과정은 비교적 간단하다. 모형의 

오차평가를 위하여 준비된 독립적인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적조 모형의 계산결과와 

비교하여 오차 평가 및 분석만을 수행하면 된다. 여기서 적조모형의 모의조건은 보

정과정에서 최적 추정된 매개변수는 고정하여야 하며, 비교하고자 하는 외부 환경

조건의 변화만을 고려하여야 한다. 모형의 검정에 사용되는 자료도 최소 1년 또는 

2~3년 이상의 관측 자료로 바람직하다. 가장 이상적인 모형의 검정 자료는 미래에 

관측되어 축적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료이다.

이러한 검정과정을 거쳐 적조 모형의 정량적인 오차를 분석하고, 이 오차가 환경

관리 및 생태관리 대책 수립을 위한 허용 오차범위(어떤 생태환경관리나 정책추진

을 위하여 미리 설정할 필요가 있는 기준)를 만족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적용이 가

능한 모형이 된다. 오차가 허용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모형의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적조모델을 개선하는 작업이 되먹임과정(feedback)

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뚜렷한 오차개선이 곤란한 경우에는, 검정과정에서의 오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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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오차로 인식하고, 그로 인한 오차범위를 감안한 연안 환경-생태관리 대책 

등이 수립되어져야 한다. 허용 오차범위는 적조모형이나 생태모형이 가지고 있는 

현재 수준의 오차수준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모형의 개선을 통한 오차 절감

이 한계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허용오차를 그 보다 큰 수준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할 수 없는 수준을 요구할 수 는 없다. 이 단계의 오차평가 

과정은 현재의 가용한 자료수준 및 기술수준에서의 허용오차를 파악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모형의 예측오차가 파악되는 경우, 모형의 적용과정에서는 이

러한 예측오차를 감안하여 예측결과를 해석하여야 한다. 물론 미래 또는 가상의 조

건에서 적조 이동경로 등을 예측하는 하는 경우 시나리오 또는 가상의 조건 자체도 

비현실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상조건은 확률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적조모형의 실제 문제에서의 적용은 모형의 검정과정을 거친 후에 수행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형의 적용과정에서의 오차는 가상조건 또는 미래 환경 조건 

등도 예측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는 최대의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 과

정은 오차의 발생 요인에 대한 정량적인 비교를 통하여 오차 절감을 위한 우선순위

를 설정하고, 모형의 구조적인 개선을 위한 오차 절감 정도를 파악하는 과정에 도

움을 준다.

그림 3.3.1.55. 우리나라의 적조발생 해역 및 빈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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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KOOS 기반 적조예측모형의 입력자료 생성

Cochlodinium polykrikoides는 우리나라 연안의 대표적인 적조유발 생물로 대발

생시 양식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이러한 대발생 예측을 위해 다양한 생물학

적 인자와 무생물학적 요인 등이 모델개발에 사용되어 왔다. 대발생에 의한 양식산

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C. polykrikoides 대발생 예측의 정확성은 물론 예측

모델의 안정성도 중요하다. 

본 연구는 C. polykrikoides의 성장과 소멸 모형개발에 필요한 최적 함수를 탐색

하고 매개변수를 추정하였다. C. polykrikoides 성장과 관련된 최적 함수 인자는 수

온과 염분이었다. 광도와 영양염류 농도와 같은 제한인자는 포화함수 형태가 적절

하였다. 최적 매개변수는 문헌자료의 종류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특이한 자

료(인용)를 제외한 대표적인 자료 유형을 이용한 최적 매개변수 추정값은 기존의 추

정결과와 매우 유사하였다. C. polykrikoides의 소멸 및 동물플랑크톤이 미치는 영

향자료를 이용한 매개변수 추정은 자료부족으로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매개변수 추정방법 장점 단점

가용한 문헌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

간단하고 쉽다.

다양한 비교가 가능하다.

다양한 수치가 제공되는 경우, 

합리적인 선택 기준이 없고,  

다수의 매개변수 수치를 선택
하는 경우, 경우의 수가 방대하다.

수치가 큰 범위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사용이 곤란하다. 현
장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다.

실험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

다른 영향인자를 제어하여, 

하나의 영향인자에 대한 독립
적인 매개변수 추정이 가능하다.

반응구조를 표현하는 함수 선
택이 가능하다. 매개변수의 
추정오차가 매우 작다.

인위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비
현실적이고, 현장 검정이 추가
로 요구된다. 

현장 관측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

현실 상황이 반영되어, 가장 
실용적인 추정결과를 제공한다. 

추정에 필요한 자료를 구축하
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
요하다.  

최적 추정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된다. 

표 3.3.1.11. 매개변수 추정방법의 비교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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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 및 포화함수 형태 및 매개변수 기반의 C. polykrikoides 최적성장과 소멸모형으로 

이 종의 대발생과 확산범위 예측이 가능하다. 모형의 정확도/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서는 다양한 현장 관측 자료를 이용한 최적 함수 및 매개변수 정보의 조정과 축적

이 필요하다.

(바) Organic Particle 기반 적조 이동 예측모형의 개발

적조생물 하나하나를 하나의 입자로 간주하고, 입자의 생성-소멸을 성장속도로 모

의하는 모형을 개발하였다. 또한 입자 추적모형의 경우, 기존의 분포 양상만을 보여

주는 결과와는 달리, 입자의 개수와 계산영역(해역)의 물질 중량(bio-mass)에 대한 

환산계수를 산정하여 입자의 개수를 농도로 환산하는 기법도 포함하고 있다. 농도 

환산 기법은 입자의 위치분포를 농도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수치적인 확산(numerical 

diffusion)이 발생하는 영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입자분포는 유지한 상태

에서 농도분포로 환산하는 분기과정만으로 고려하였다. 농도분포 환산은 비모수적

인 기법에 해당하는 다차원 Kernel 기법을 이용하였으며, 경계처리에서 질량을 유

지시키는 처리기법이 요구되나 그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며, 격자의 영향이 보다 크

게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중역규모(regional scale) 모형에서는 고려하지 않

았다. 그러나 국지적인 특정 해역에서 환경-생태모형을 보다 높은 시간-공간 규모로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육지경계 등의 처리기법 등이 요구된다. 

이러한 기법은 동물 플랑크톤을 포함한 고차 영양단계를 모의하는 생태모델로의 

확장을 용이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물 플랑크톤의 연간 변화양상 모형도 구성

하여 식물 플랑크톤과 더불어 식물 플랑크톤의 포식자 역할을 하는 동물 플랑크톤

의 영향도 생태모형으로의 확장 및 모형 개선을 위하여 추가하였다. 현재 모형 개

발단계는 연간일수 변화에 따른 종수변화 파악 수준이지만, 종수 변화를 생물량으

로 환산하는 계수를 적용하면 정량적인 모형을 간단하게 접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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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56. 입자 추정기법을 이용한 적조 이동경로 및 확산 추정

그림 3.3.1.57. 입자 분포정보를 농도분포로 추정하는 기술적인 처리기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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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58. 생물 입자(living particles) 개념에 근거한 입자의 개수변화와 농도분포

동물플랑크톤의 종수 정보는 해양생태계의 특성 파악을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이

다. 이러한 정보로부터 동물플랑크톤의 종별 고유의 생활사, 계절에 따른 수온 변

화, 서식환경에 따라 변화 등(Allan, 1976; Conover and Huntley, 1991; Machida et 

al., 2009)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동물플랑크톤의 생태 특

성 정보는 전 지구적인 온난화, 해양산성화에 따른 환경변화의 지표, 해양생태계 평

가와 관리에 유용하다(Link et al., 2002; Bucklin et al., 2013). 하지만 동물플랑크톤

의 종 다양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들의 종수는 조사 빈도와 

분석한 표본의 양과 정비례하지 않고 멱함수(rare-faction curve) 형태로 늘어나기 

때문이다(Machida et al., 2009). 본 연구에서 우리는 동물플랑크톤 종조성 분석에 

필요한 최적 조사 빈도를 추정하였다. 사용된 자료는 통영해양과학기지 주변에서 

43회의 동물플랑크톤을 종 조성 결과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종수 

변화 예측 모형을 구성하고, 연간 관측빈도에 따른 모형의 오차구간을 Bootstrap 기

법(Efron, 1979)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동물플랑크톤의 종수는 1년 주기를 가지는 주기함수로 표현이 가능하며, 최대 및 

최소 종수 발생일시는 각각 7월 21일, 1월 19일로 파악되었다. 비모수적인 방법으로 

추정한 모형의 경우, 첨두가 완만하고 종수 증가시기는 완만하고 감소시기는 보다 

급격한 양상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었다. 한편 관

측빈도가 증가할수록 모형의 오차범위는 감소하였다. 동물플랑크톤의 출현 종 수 

예측모형 잔차는 정규분포를 따랐다. 동물플랑크톤의 연간 출현 종수 허용오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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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조건에서 요구되는 관측회수는 24회였다. 동물플랑크톤의 종수는 연 변동은 조

사 빈도가 낮을 때 불확실성이 매우 컸다. 동물플랑크톤의 종수(number of species) 

자료를 이용한 생태계 해석을 위해서는 그 불확실성이 낮아야 한다. 동물플랑크톤

에 대한 많은 생태연구에서 분석의 기초자료로 종수를 제시한다(Lee et al., 2006; 

Moon et al., 2010; Lee et al., 2012). 하지만 이러한 값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동물플랑크톤 출현 모형에 따르면 조사 빈도에 따라 

예측 가능한 종수가 큰 폭으로 변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추정한 최적 조

사 빈도 모형은 동물플랑크톤 생태계 구조 연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사 빈도 결정

에 유용할 것이다.

그림 3.3.1.59. 연간일수(Julian Days) 변화에 대한 동물플랑크톤의 종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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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KOOS 기반 적조예측시스템 구성 및 성능평가

현재 구성된 적조예측시스템 구조 및 시간흐름은 다음과 같다. 적조예측 시스템에

서 필요로 하는 모든 입력 자료에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정보는 모두 예측되어 

입력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료의 특성에 따라 변화양상 및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대표적인 입력정보에 맞추어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본 연구에서 개발-

활용하고자 하는 적조예측시스템은 KOOS 기반이며, 연안의 흐름 및 기상정보가 적

조생물의 생물학적 정보와 더불어 매우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연안의 흐름정보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현재를 2016년 7월 1일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MOHID 모형을 이용하여 예측되는 

연안 흐름정보는 오전 10시 정도에 전날(6월 30일) 오후 9시를 시점으로 이후 72시

간 이후의 기간(7월 3일 오후 9시)에 대하여 생산되고, 간단한 결과 처리과정을 거

쳐 이용이 가능한 상황이 된다. 그리고 오늘의 적조 예찰정보는 권장시간 

12:00-14:00 조건에서 적조예찰 정보를 정리하여 속보로 정리되는 시간은 적조 발생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적어도 당일로 속보는 제공되고 있다. 이렇게 제공되는 적조

속보는 적조의 발생위치와 규모, 농도 등이 제공되며, 이러한 적조속보 정보를 적조

예측시스템의 초기조건으로 입력되어 적조를 예측하게 된다. 따라서 적조예측은 흐

름모형이 예측되는 시간에 포함되는 수행되며, 실질적으로는 현재 기준 12:00-14:00 

시간이 초기조건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7월 3일 오후 9시까지의 적조이동 및 확산범

위를 1시간 간격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예측이 종료되는 시간은 적조이동경

로 예측시간을 감안하면 7월 1일 24:00 정도에 가능하다. 따라서 적조 예측시스템은 

적조속보 자료를 초기조건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대략 48시간 적조예

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 

국립수산과학원 적조속보 자료를 초기조건(적조 발생 위치, 규모, 시기)으로 하고, 

KOOS 연안 해수유동 예측 결과 (흐름과 수온, 염분, Shortwave Radiation 정보)를 

입력 자료로 하여 적조생물의 시간에 따른 이동경로와 농도변화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성하여 시범운영을 수행하였다. 외해영역에서 적조가 발생하는 경우 현재 2km 공

간해상도를 가지는 흐름모형 결과를 이용하면 적절한 이동경로가 추정되는 것으로 판

단되나, 연안에 인접한 해역에서는 개략적인 이동 양상만이 재현되기 때문에 고해상

도 흐름 예측 결과가 요구된다. 연안 해역에서는 향후 300 m 고해상도 흐름 조건을 

이용하여 적조 이동경로를 추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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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연안유역의 오염부하 추정 모형 개발

KOOS 기반 적조 예측시스템은 예측모형에서 모의하고 있는 적조 관련 모든 인

자에 대한 초기조건과 경계조건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Cold Start 조건(ahems 모

의변수의 수치를 영(zero)으로 간주하여 조건을 부여)을 적용하는 경우, 아주 간단하

고 배경농도 등을 이용하여 적절한 Offset 과정을 거쳐 실질적인 농도로 환산도 가

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처리기법은 생태-환경인자의 변화 정도가 매우 적은 먼 바다

에서 단기간(short-term)에는 타당한 가정일 수 있으나, 연안 유역에 인접한 해역에

서는 연안유역의 오염부하에 직접적이고 일시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큰 오차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연안 유역의 모의변수 초기조건 또는 경계조건 오차를 저

감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오염부하 추정 모형이 수립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섬

진강 유역을 대상으로 강우 자료를 이용한 유역의 담수 유출(freshwater discharge)

을 예측하는 모형을 수립하였다. 이 모형은 섬진강의 환경인자 변화 정보양상을 반

영하여 연안 유역의 오염부하 예측에 활용할 수 있다.

그림 3.3.1.60. 강우자료를 이용한 섬진강 유역의 담수 유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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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안환경 및 해양생태계 관측시스템 기반 구축

(가) 재료 및 방법

① 연구지역

남해 연안 지역인 광양만과 후포에서 포항에 이르는 동해지역에서 조사를 실시하

였으며 광양만에서 2012년 4월, 8월, 10월 그리고 2013년 1, 4, 6월 조사기간 동안 

총 15 정점에서 조사를 실시하였다(그림 3.3.1.61). 동해지역에서는 2013년 6, 8, 9, 

11월 조사기간 동안 총 9 정점에서 조사를 실시하였다(그림. 3.3.1.62). 또한, 자란만

에서 2015년 9월과 2016년 3월 각 내만과 외만 정점에서 조사를 실시하였고 계절별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2016년 5월, 8월, 11월과 2017년 2월에 7정점에서 조사를 하

였으며, 거제 한산만 해역에서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조사를 8정점에서 실

시하였다 (그림 3.3.1.63, 3.3.1.64).

그림 3.3.1.61. 광양만 정점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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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62. 동해 연안지역 정점 지도

그림 3.3.1.63. 자란만 정점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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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64. 거제 한산만 정점 지도

② 경조사

Chlorophyll-a 실험은 일차생산력이 측정된 정점의 6개 light depth에서 각각 1L 

의 해수를 채취하여, Whatman GF/F filters (24 mm)에 여과하여 deep freezer (-20 

℃)에 보관하여 실험실로 돌아 온 후 90% 아세톤을 넣어 24시간동안 냉장 보관한 

후 centrifuge 하여 10-AU Fluoro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광도를 측정하기 위해 Li-COR (Li-1400, USA)를 이용하여 배양용기 옆에서 

배양하는 동안 측정한 후 평균 광량을 구하여 각 6개의 light depths (Secchi disk를 

이용 100%, 50%, 30%, 12%, 5%, 1%)에 해당하는 광량을 계산하였다.

③ Particle organic carbon (POC) 농도 측정 및 일차 생산 측정

현장에서 13C isotope tracer를 이용한 방법으로 6개의 light depths (Secchi disk 

를 이용 100%, 50%, 30%, 12%, 5%, 1%)에서 측정하였다. 각 정점의 light depth의 

경우 Secchi disk를 이용하여 유광층 깊이와 광량 깊이를 계산하여 광도의 깊이를 

결정 한 후 , 각 깊이의 해수 시료는 Niskin sampler를 이용하여 Lee filter를 이용

해 각각의 광도를 조절한 polycarbonate incubation bottle (1L)로 옮기고 탄소시약 

및 질소 시약을 첨가하였다. 시약 첨가 후 배의 갑판에서  차가운 해수가 계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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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흐르게 설계되어진 incubator에서 3~4시간 정도 자연광으로 배양한 후  GF/F 

필터에 여과한 후 냉동보관 (-80℃)하였다. 크기 별 식물플랑크톤의 POC 및 일차생

산 측정을 위해 2μm크기의 pore사이즈를 가진 membrane filter를 이용하여 1차로 

필터링 후 GF/F 필터에 여과하여 시료를 획득하였다.

 현장조사가 끝난 후, 시료는 실험실로 가져와 carbonate를 제거하기 위해 산으로 

약 24시간 처리한 후 Finnigan Delta+XL mass spectrometer를 이용하여 탄소 및 

질소 동위원소를 측정하였다 (Hama et al., 1983; Dugdale and Georeing, 1967; 

Hodal and Kristiansen, 2008). Finnigan Delta+XL mass spectrometer를 통해 얻은 

mass C 값과 mass N 값을 통해 POC의 농도와 C/N ratio를 산정하였다.

④ P-I curve fitting 및 growth rate 산정

13C 안정동위원소를 이용하여 구한 absolute carbon uptake 값과 Li-COR 

(LI-1400, USA) 를 이용하여 측정된 광도 자료를 유광층 내 6개의 수심으로 나눈 

것에 맞추어 계산한 값과 T. Platt (1980) 연구의 수식을 참조하여 MATLAB 프로그

램의 'lsqcurvefit' 함수를 통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K. R. Arrigo. (2010)의 논문을 

참조하여 phtosynthetic parameters를 알아보았다. 수식은 다음과 같다.

   
   exp 

 exp 
 (3.3.22)

(1)수식에서 PB 는 carbon fixation rate P is normalized to the chlorophyll 

biomass B 를 나타내며 PBS 는 maximum fixation rate를 의미한다. α 는 

photosynthetic efficiency이며, β 는 strength of the photoinhibition이다. I 는 

strength of photosynthetically active radiation를 나타낸다.

   
      (3.3.23)

   (3.3.24)

식 3.3.23에서 Pm 은 maximum realized photosynthetic rate를 나타내고, 식 

3.3.24의  IK 는 photoacclimation parameter이다.

Units : α and β = mg C (mg Chl a)-1 (μmol quanta m-2 s-1)-1 h-1

        PB ,PBS, Pm = mg C (mg Chl a)-1 h-1

        I, IK = μmol quanta m-2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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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식물플랑크톤의 growth rates를 산정하기 위해 carbon의 mass 값과 

absolute carbon uptake 값을 통해 J. R. Moisan et al. (2001)의 논문을 참조하여 식 

3.3.25를 이용해 growth rate 값을 산정하였다.

μ(growth rates) = Log2[(POC+ΔPOC)/ΔPOC] (3.3.25)

Unit : μ (mmol C cell-1 d-1)

(나) 결과

① 환경 요소

조사기간 동안 광양만 지역의 각 정점의 위도, 경도, 수온, 염분, 유광층을 알아본 

결과 표 3.3.1.12로 나타났다. 조사기간 동안 수온은 평균 17.2 ± 6.3℃ 로 나타났으

며 염분의 평균값은 28.5 ± 4.8 psu, 유광층의 평균깊이는 3.4 ± 2.6 m로 나타났다. 

수온은 2012년 8월 St.0에서 25.8℃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2013년 1월 St.0 

과 St.5 에서 각각 6.5℃로 가장 낮은 수온을 보였다. 염분의 경우, 2013년 4월 St.4, 

St.5에서 32.3 psu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12년 4월 St.0에서 14.5 psu로 조사기간 

중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다. 유광층의 깊이는 2012년 4월 St.4에서 11 m 로 가장 

깊었고 2012년 8월 St.0, 2012년 10월 St.0, 2013년 4월 St.0, 2013년 6월 St.0에서 각

각 1 m로 가장 얕게 나타났다.

동해지역에서 각 조사기간 동안 각 정점의 위도, 경도, 수온, 염분, 유광층을 알아

본 결과 표 3.3.1.13과 같이 나타났다. 조사기간 동해지역의 평균 수온은 23.1 ± 4.

2℃로 나타났고 평균 염분은 32.1 ± 1.5 psu, 유광층의 깊이는 12.1 ± 5.1 m로 나타

났다. 수온은 2013년 9월 A5정점에서 27.1℃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고, 2013년 11

월 A3정점에서 14.3℃로 조사기간 중 가장 낮은 수온을 나타냈다. 염분은 2013년 6

월 D5정점에서 33.7 psu로 가장 높았고 2013년 11월 A3정점에서 27.6 psu로 가장 

낮았으며, 유광층의 깊이는 2013년 8월 A5정점에서 21m로 가장 깊었고 2013년 11

월 E4 정점에서 4 m로 가장 얕게 나타났다. 

경남 고성 자란만에서 각 조사기간 동안 각 정점의 수온, 염분, 유광층을 알아본 

결과 표 3.3.1.14, 표 3.3.1.15와 같이 나타났다. 조사기간 중 수온을 조사한 결과는 

2015년 9월 내만은 24.3℃로 측정되었고 외만은 24.0℃, 2016년 3월의 조사결과 내

만은 8.7℃, 외만은 9.0℃로 관측 되었다. 염분은 2015년 9월 내만에서 30.7 psu,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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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에서 31.1 psu로 관측 되었고, 2016년 3월에 내만에서 32.6 psu, 외만에서 31.9 

psu로 측정되었다. 유광층의 경우 조사기간 중 5 ~ 6 m 정도의 범위를 보였다.

또한, 광양과 동해, 자란만과 거제만에서 유광층 내 각 수심에 해당하는 광도를 

계산한 결과는 표 3.3.1.17~20로 나타났다. 

조사기간 동안 거제 한산만 지역의 각 정점의 표층 수온, 표층 염분, secchi depth

를 알아본 결과, 조사기간 동안 표층 수온은 평균 16.3 ± 6.1℃ 로 나타났으며 표층 

염분의 평균값은 31.8 ± 1.1 psu로 나타났다. 표층 수온은 최대 25.9℃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최소 6.6℃으로 가장 낮은 수온을 보였다. 표층 염분의 경우, 최대

값은 33.3 psu으로 조사되었고, 최솟값은 28.6 psu로 조사되었다. Secchi depth는 최

대 8 m, 최소 2 m로 조사되었다.

월별 환경요소의 특징을 살펴보면 수온은 8월에 가장 높았으며, 2월에 가장 낮은 

수온의 분포를 보였고, 염분은 겨울철에 비교적 높았고, 5월과 8월에 낮은 염분을 

나타냈다. 

표 3.3.1.12. 광양만의 조사기간 동안 환경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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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13. 동해지역의 조사기간 동안 환경요소

표 3.3.1.14. 고성 자란만의 2015년 9월, 2016년 3월 환경요소

표 3.3.1.15. 고성 자란만의 2016년 5, 8, 11월, 2017년 2월 환경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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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16. 거제 한산만의 조사기간 동안 환경요소

표 3.3.1.17. 광양만의 조사기간 동안 광도 측정 결과 (단위: μmols m-2 s-1)

표 3.3.1.18. 동해지역의 조사기간 동안 광도 측정 결과 (단위: μmols m-2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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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19. 자란만지역의 조사기간 동안 광도 측정 결과 (단위: μmols m-2 s-1)

표 3.3.1.20. 거제 한산만에서의 조사기간 동안 광도 측정 결과 (단위: μmols m-2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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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Chlorophyll a 농도

광양만에서의 조사기간 동안 Chlorophyll a 의 평균농도는 3.70 ± 1.48 µg L-1 

(n=89)로 나타났으며 각 월별로 알아보면 2012년 4월에 평균 1.1 ± 0.5 µg L-1 

(n=6), 8월에 8.1 ± 2.9 µg L-1 (n=12)의 농도를 보여주었으며 10월은 2.0 ± 0.6 µg 

L-1 (n=18)로 나타났다. 2013년 1월에는 3.6 ± 1.9 µg L-1 (n=18), 4월에는 4.2 ± 1.9 

µg L-1 (n=18), 6월에는 3.2 ± 1.1 µg L-1 (n=17) 로 나타났다 (그림. 3.3.1.65). 

동해지역에서의 조사기간 동안 Chlorophyll a 의 평균농도는 1.44 ± 1.60 µg L-1 

(n=96)로 나타났으며 각 월별로 6월 1.8 ± 2.5 µg L-1 (n=24), 8월 2.4 ± 3.2 µg L-1 

(n=30), 9월 0.7 ± 0.4 µg L-1 (n=24) 11월 0.83 ± 0.25 µg L-1 (n=18) 농도를 나타냈

다 (그림. 3.3.1.66). 

자란만에서의 조사기간 동안 총 Chlorophyll a 의 농도는 2015년 9월에 내만에서 

2.4  ± 1.1 µg L-1 로 나타났으며, 외만에서 2.3 ± 0.1 µg L-1  로 측정되었고, 2016

년 3월에는 내만에서 1.3 ± 0.1 µg L-1, 외만에서 2.3 ± 0.5 µg L-1 로 나타났다. 

소형 플랑크톤의 Chlorophyll a 의 농도 측정결과 2015년 9월에서 내만과 외만에

서 각각 0.2 ± 0.0 µg L-1, 0.4 ± 0.1 µg L-1로 측정 되었고 2016년 3월 농도 측정 

결과 내만과 외만에서 각각 0.6 ± 0.0 µg L-1, 0.4 ± 0.1 µg L-1로 나타났다 (그림. 

3.3.1.67). 또한 2016년 5, 8, 11월과 2017년 2월 7개 정점에서 Chlorophyll a 의 농도

를 평균한 결과 각각 1.4 ± 0.8 µg L-1, 1.6 ± 1.5 µg L-1, 1.4 ± 0.7 µg L-1, 0.7 ± 

0.3 µg L-1으로 조사되었다(그림. 3.3.1.66). 

거제 한산만에서의 조사기간 동안 Chlorophyll a 의 평균농도는 3.9 ± 2.0 µg L-1 

로 나타났으며 각 월별로 살펴보면 1월에 평균 8.3 ± 4.1 µg L-1 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12월에 0.8 ± 0.2 µg L-1 으로 가장 낮은 농도를 보였다(그림. 3.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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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65. 광양만에서의 월별 평균 chlorophyll a concentration

 

그림 3.3.1.66. 동해지역에서의 월별 chlorophyll a concentration

그림 3.3.1.67. 자란만에서의 2015년 9월, 2016년 3월 크기별 

chlorophyll a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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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68. 자란만에서의 2016년 5, 8, 11월과 2017년 2월 chlorophyll a concentration

그림 3.3.1.69. 거제 한산만에서의 월별 chlorophyll a concentration

③ 일차생산 및 C/N ratio, POC/Chlorophyll a ratio

광양만과 동해지역에서 일차생산을 측정한 결과 광양만에서는 2012년 4월 평균 

4.9 ± 3.1 mg C m-2 h-1 (n=3), 8월 평균 51.9 ± 17.9 mg C m-2 h-1 (n=3), 10월 

평균 19.5 ± 16.5 mg C m-2 h-1 (n=3) 로 나타났으며 2013년 1월 평균 12.5 ± 11.8 

mg C m-2 h-1 (n=3), 4월 평균 20.0 ± 12.8 mg C m-2 h-1 (n=3), 6월 평균 25.6 ± 

20.0 mg C m-2 h-1 (n=3)으로 나타났다(그림. 3.3.1.70-3.3.1.75). 

동해지역에서는 2013년 6월 평균 33.1 ± 29.5 mg C m-2 h-1 (n=4), 8월 평균 25.0 

± 10.0 mg C m-2 h-1 (n=5), 9월 평균 24.8 ± 12.9 mg C m-2 h-1 (n=4), 11월 평균 

27.2 ± 16.3 mg C m-2 h-1 (n=3)으로 측정되었다(그림. 3.3.1.76.-3.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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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란만에서 식물플랑크톤의 크기별 일차생산을 측정한 결과 2015년 9월에 총 일

차생산은 평균 43.5 ± 8.3 mg C m-2 h-1, 소형플랑크톤의 일차생산은 평균 7.2 ± 

1.6 mg C m-2 h-1 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 3월에는 총 일차생산은 평균 34.6 ± 

23.8 mg C m-2 h-1, 소형플랑크톤의 일차생산은 평균 11.0 ± 4.5 mg C m-2 h-1 으

로 나타났다(그림 3.3.1.80, 3.3.1.81). 

광양만에서의 C/N ratio 와 POC/Chlorophyll a ratio는 평균 7.6 ± 0.5 (n=89), 

164 ± 78 (n=89)로 각각 나타났고, 동해지역에서의 C/N ratio 와 POC/Chlorophyll 

a ratio 평균값은 각각 9.6 ± 1.1 (n=96), 280 ± 220 (n=96)으로 나타났다(그림. 3.3.1.

82.-3.3.1.83).

자란만에서의 2015년 9월과 2016년 3월 조사결과, C/N ratio와 POC/Chlorophyll 

a ratio는 평균 8.4 ± 0.9, 164 ± 45 로 각각 나타났고, 소형식물플랑크톤의 C/N 

ratio 와 POC/Chlorophyll a ratio는 평균 5.9 ± 1.5, 255 ± 46 으로 각각 나타났다

(그림 3.26, 3.27). 2016년 5, 8, 11월과 2017년 2월 조사결과 C/N ratio 와 

POC/Chlorophyll a ratio는 평균 10.2 ± 0.8, 345 ± 114로 조사되었다(그림 3.3.1.84, 

3.3.1.85). 

C/N ratio의 월별 특징을 살펴보면 대체로 유사한 값을 보였지만 2017년 2월에 

10.9 ± 1.1로 가장 높은 값이 나타났으며, 2016년 5월에 9.2 ± 0.7로 가장 낮은 값이 

조사되었다. POC/Chlorophyll a ratio의 월별 특징은 2017년 2월에 554 ± 187로 가

장 높았고, 2016년 5월에 281 ± 51으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거제 한산만에서의 

C/N ratio 와 POC/Chlorophyll a ratio는 각각 평균 9.5 ± 2.3, 175 ± 96 으로 나

타났다 (그림 3.3.1.86, 3.3.1.87). C/N ratio의 월별 특징을 살펴보면 12월에 15.2 ± 

3.2로 가장 높은 값이 나타났으며, 11월에 7.0 ± 0.9로 가장 낮은 값이 조사되었다.  

POC/Chlorophyll a ratio의 월별 특징은 12월에 382 ± 123으로 가장 높았고, 10월

에 88 ± 20으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운용해양(해양예보) 시스템 연구(2단계)

472❙

그림 3.3.1.70. 2012년 4월 광양만 일차생산 결과

그림 3.3.1.71. 2012년 8월 광양만 일차생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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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72. 2012년 10월 광양만 일차생산 결과

그림 3.3.1.73. 2013년 1월 광양만 일차생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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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74. 2013년 4월 광양만 일차생산 결과

그림 3.3.1.75. 2013년 6월 광양만 일차생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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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76. 2013년 6월 동해지역 일차생산 결과

그림 3.3.1.77. 2013년 8월 동해지역 일차생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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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78. 2013년 9월 일차생산 결과

그림 3.3.1.79. 2013년 11월 동해지역 일차생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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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80. 2015년 9월 자란만 일차생산 결과

그림 3.3.1.81. 2016년 3월 자란만 일차생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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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82. 광양만에서의 C/N ratio 변동

그림 3.3.1.83. 광양만에서 POC/Chlorophyll a ratio 변동

그림 3.3.1.84. 동해지역에서 C/N ratio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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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85. 동해지역에서 POC/Chlorophyll a ratio 변동

그림 3.3.1.86. 2015년 9월과 2016년 3월의 자란만에서의 

크기별 C/N ratio 변동

그림 3.3.1.87. 2015년 9월과 2016년 3월의 자란만에서의 크기별 

POC/Chlorophyll a ratio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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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88. 2016년 5, 8, 11월과 2017년 2월 자란만에서 C/N ratio 변동

그림 3.3.1.89. 2016년 5, 8, 11월과 2017년 2월 자란만에서 

POC/Chlorophyll a ratio 변동

그림 3.3.1.90. 거제 한산만에서 C/N ratio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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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91. 거제 한산만에서 POC/Chlorophyll a ratio 변동

④ Photosynthetic parameters

광양만 지역과 동해지역, 자란만에서의 photosynthetic parameters (α (photosynthetic 

efficiency), β (strength of the photoinhibition), Pm (maximum realized photosynthetic 

rate), IK (photoacclimation parameter))를 계산한 결과, 광양에서의 α의 평균값은 

2012년 4, 8월, 2013년 1, 4, 6월 순서대로 각각 0.014 (n=2), 0.003 (n= 2), 0.01 (n= 

3), 0.007 (n=3), 0.004 (n=1) mg C (mg Chl a)-1 (μmol quanta m-2 s-1)-1 h-1 로 

나타났다. 그리고 β의 평균값은 각각 3.27 , 0.39, 1.30, 0.32, 0.0004 mg C (mg Chl 

a)-1 (μmol quanta m-2 s-1)-1 h-1 로 나타났다. Pm의 평균값은 각각 4.4, 1.9, 1.1, 

2.0, 2.1 mg C (mg Chl a)-1 h-1 으로 나타났으며 IK의 평균값은 각각 314, 642, 

102, 337, 524 mol quanta m-2 s-1 로 나타났다(표 3.3.1.21).

 동해지역에서의 2013년 9월, 11월 α의 평균값은 각각 0.020 (n=2), 0.013 (n=3) 

mg C (mg Chl a)-1 (μmol quanta m-2 s-1)-1 h-1 로 나타났고, β의 평균값은 각각 

3.05, 1.50 mg C (mg Chl a)-1 (μmol quanta m-2 s-1)-1 h-1 로 나타났다. Pm의 평

균값은 각각 3.9, 2.5 mg C (mg Chl a)-1 h-1 으로 나타났으며 IK의 평균값은 각각 

210, 201 mol quanta m-2 s-1 로 나타났다(표 3.3.1.21).

자란만에서 2015년 9월과 2016년 3월 α의 평균값은 각각 0.020, 0.013 mg C (mg 

Chl a)-1 (μmol quanta m-2 s-1)-1 h-1 로 나타났고, β의 평균값은 각각 0.35, 0.07 

mg C (mg Chl a)-1 (μmol quanta m-2 s-1)-1 h-1 로 나타났다. Pm의 평균값은 각

각 2.0, 3.3 mg C (mg Chl a)-1 h-1 으로 나타났으며 IK의 평균값은 각각 124, 259 

mol quanta m-2 s-1 로 나타났다. 크기별 식물플랑크톤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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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만에서 소형식물플랑크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015년 9월과 2016년 3월 α의 

평균값은 각각 0.016, 0.017 mg C (mg Chl a)-1 (μmol quanta m-2 s-1)-1 h-1 로 나

타났고, β의 평균값은 각각 0.07, 0.04 mg C (mg Chl a)-1 (μmol quanta m-2 s-1)-1 

h-1 로 나타났다. Pm의 평균값은 각각 7.0, 3.5 mg C (mg Chl a)-1 h-1 으로 나타

났으며 IK의 평균값은 각각 541, 215 mol quanta m-2 s-1 로 나타났다(표 3.3.1.21).

또한 자란만에서의 2016년 5, 8, 11월과 2017년 2월의 α의 평균값은 각각 0.010, 

0.014, 0.037, 0.028 mg C (mg Chl a)-1 (μmol quanta m-2 s-1)-1 h-1 로 나타났고, 

β의 평균값은 각각 1.42, 1.78, 2.50, 3.27 mg C (mg Chl a)-1 (μmol quanta m-2 

s-1)-1 h-1 로 나타났다. Pm의 평균값은 각각 3.9, 2.8, 6.0, 3.7 mg C (mg Chl a)-1 

h-1 으로 나타났으며 IK의 평균값은 각각 617, 151, 166, 141 mol quanta m-2 s-1 

로 나타났다(표 3.3.1.22). 

거제 한산만에서의 α의 평균값은 월별로 0.009±0.005, 0.004±0.001, 0.01±0.006, 

0.012±0.004, 0.005±0.002, 0.004±0.001, 0.005±0.003, 0.016±0.004, 0.02±0.002, 

0.009±0.007, 0.003±0.000, 0.026±0.009 mg C (mg Chl a)-1 (μmol quanta m-2 s-1)-1 

h-1 로 나타났다. 그리고 β의 평균값은 각각 5.39±8.96, 0.43±0.42, 0.58±0.35, 

1.64±1.34, 1.55±0.95, 0.02±0.01, 0.66±0.47, 1.26±0.80, 4.01±1.89, 1.27±1.11, 0.02±0.02, 

4.23±0.01 mg C (mg Chl a)-1 (μmol quanta m-2 s-1)-1 h-1 로 나타났다. Pm의 평

균값은 각각 1.3±0.7, 2.5±1.6, 4.6±3.2, 5.9±0.6, 1.9±0.7, 5.6±1.2, 4.1±4.1, 14.6±4.3, 

11.2±4.8, 5.9±5.4, 3.3±3.9, 3.0±0.8 mg C (mg Chl a)-1 h-1 으로 나타났으며 IK의 

평균값은 각각 161±94, 702±613, 471±237, 520±227, 349±32, 1156±859, 742±412, 

939±353, 558±197, 596±544, 1036±1198, 129±64 mol quanta m-2 s-1 로 나타났다(표 

3.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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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21. 광양만, 동해 및 2015년 9월과 2016년 3월의 자란만에서의 크기별 

Photosynthetic parameters 결과

표 3.3.1.22. 2016년 5, 8, 11월과 2017년 2월의 자란만에서의 

Photosynthetic parameters 결과

표 3.3.1.23. 거제 한산만에서의 조사기간 동안 Photosynthetic parameters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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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Growth rate

광양만 지역과 동해지역, 자란만에서 growth rate를 알아본 결과, 광양에서는 2012

년 4, 8월, 10월, 2013년 1월, 4월, 6월 각각 평균 0.17, 0.48, 0.30, 0.14, 0.27, 0.34 

mmol C cell-1 d-1 으로 나타났고, 동해지역에서는 2013년 6, 8, 9, 11월 각각 평균 

0.24, 0.17, 0.19, 0.18 mmol C cell-1 d-1 으로 나타났다(표 3.3.1.24, 3.3.1.25). 

자란만에서는 2015년 9월 내만과 외만에서 각각 0.42, 0.32 mmol C cell-1 d-1 으로 

나타났고 2016년 3월에는 내만과 외만에서 각각 0.21, 0.42 mmol C cell-1 d-1 으로 

나타났다. 소형식물플랑크톤을 대상으로 growth rate를 측정한 결과 2015년 9월 내만

과 외만에서 각각 0.31, 0.23 mmol C cell-1 d-1 으로 나타났고 2016년 3월에는 내만

과 외만에서 각각 0.25, 0.33 mmol C cell-1 d-1 으로 나타났다(표 3.3.1.26).

또한, 2016년 5, 8, 11월과 2017년 2월 식물플랑크톤의 growth rate는 각각 0.08, 

0.06, 0.17, 0.05 mmol C cell-1 d-1로 조사되었으며, 다른 해역에 비해 비교적 낮은 

growth rate를 나타냈다(표 3.3.1.27). 

거제 한산만에서 식물플랑크톤의 growth rate를 알아본 결과, 범위는 0.000-1.085 

mmol C cell-1 d-1로 조사되었고 월별 특징을 살펴보면 8월과 9월에 각각 평균 0.308 

± 0.270 mmol C cell-1 d-1, 0.415 ± 0.271 mmol C cell-1 d-1으로 높게 나타났고, 2

월과 11월에 각각 평균 0.047 ± 0.038 mmol C cell-1 d-1, 0.024 ± 0.029 mmol C 

cell-1 d-1으로 낮게 나타났다(표 3.3.1.28).

표 3.3.1.24. 광양만에서의 식물플랑크톤 Growth rates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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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3.1.25 동해지역에서의 식물플랑크톤 Growth rates 측정결과

표 3.3.1.26. 자란만에서의 2015년 9월과 2016년 3월의 크기별 식물플랑크톤 

Growth rates 측정결과

           표 3.3.1.27. 자란만에서의 2016년 5, 8, 11월과 2017년 2월의 

식물플랑크톤 Growth rates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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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28. 거제 한산만에서의 식물플랑크톤 Growth rates 측정결과

⑥ 생태모델에 사용되어지는 parameters와 비교

조사기간 동안 광양만과 동해지역, 자란만, 거제만에서 현장조사를 통한 environmental 

condition parameters와 photosynthetic parameters를 산정해본 결과 현재 주로 사

용되어지고 있는 생태모델에 입력하는 값들과는 차이가 나타났다. J. R. Palmer and 

I. J. Totterdell, 2001연구와 Onitsuka and Yanagi, 2005 연구에서 사용되는 생태모

델에 입력하는 parameters 값 중 이번 연구를 통해 얻은 자료와 비교를 해보면 

C/Chl a의 생태모델 입력 값은 50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 광양만 지역에서 164, 동

해지역에서 221, 거제 한산만에서의 175와는 다른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C/N 

ratio의 경우 이전 생태모델의 경우 Redfield ratio인 6.625를 입력 값으로 사용하였

는데 이번 조사 결과, 광양만에서 7.55, 동해지역에서 9.58, 거제 한산만에서는 9.5로 

차이가 났다. 식물플랑크톤의 growth rates를 생태모델 (NPZD type)에 입력하여 사

용한 A. Heinle and T. Slawig, 2013연구에서 growth rate값을 0.27 mmol C cell-1 

d-1를 사용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광양만에서 2012년 4, 8월, 10월, 2013년 1월, 4

월, 6월 각각 평균 0.17, 0.48, 0.30, 0.14, 0.27, 0.34 mmol C cell-1 d-1, 동해지역에

서는 2013년 6, 8, 9, 11월 각각 평균 0.24, 0.17, 0.19, 0.18 mmol C cell-1 d-1 으로 

나타났으며, 자란만 지역에서는 식물플랑크톤의 크기에 따라서도 값이 차이가 났다. 

거제 한산만에서는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각각 평균 0.06, 0.05, 0.06, 0.09, 0.17, 

0.09, 0.15, 0.31, 0.41, 0.24, 0.02, 0.08 mmol C cell-1 d-1 으로 나타났다. 광양만에서

의 평균값은 0.28 mmol C cell-1 d-1로 유사하고 동해지역과 거제 한산만에서는 평

균 0.20, 0.15 mmol C cell-1 d-1로 낮은 growth rates 값을 보이지만 조사 해역에서 

모두 시기적, 수심별로 변동하는 growth rates 값을 나타내었다.

P-I curve를 통해 얻은 photosynthetic parameter의 경우에도 이전의 고정된 값이 

아닌 지역적으로, 시기적으로 변동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생태모델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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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을 높이고 한국 환경에 맞는 현실성 있는 모델을 위해서는 공간적, 시기적으로 

변동하는 parameter의 값을 산정하여 모델에 입력해주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3) 해양수질모델링(부유사확산)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용

(가) 연속 조류

① 관측 개요

정점 PC1과 PC2 에서의 조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부이에 

설치된 RDCP(Recording Doppler Current Profiler) 및 단층 유속계(RCM9)를 이용

하여 연속 조류관측을 수행하였다. 관측개요를 표 3.3.1.29에 제시하였으며, 관측 위

치를 그림 3.3.1.92에 도시하였다.

그림 3.3.1.92. 조류 정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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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측위치 관측기간 수심(m) 관측기기

PC1
34° 59′13.8″N

127° 46′32.2″E

춘계 2015. 05. 07 ~ 05. 21

12

Flow Quest 600

(LinkQuest INC., USA)

실시간 모니터링 부이

(RDCP)

하계
2015. 08. 10 ~ 08. 25

2017. 08. 19 ~ 09. 18

추계 2015. 11. 19 ~ 12. 03

동계

2015. 02. 17 ~ 03. 04

2016. 11. 19 ~ 12. 19 

2017. 12. 04 ~ 12. 19

PC2
34° 55′30.2″N

127° 47′12.8″E

춘계 2015. 05. 07 ~ 05. 21

5
RCM9 IW

(Aanderaa, Norway)

하계
2015. 08. 10 ~ 08. 25

2017. 08. 19 ~ 09. 18

추계 2015. 11. 21 ~ 12. 06

동계

2015. 02. 17 ~ 03. 04

2016. 11. 19 ~ 12. 19 

2017. 12. 04 ~ 12. 19

표 3.3.1.29. 연속 조류관측 개요

② 관측방법

조류관측은 조류의 수직적 특성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수직적으로 최

소 1.0m 간격으로 유향 및 유속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Flow Quest(Acoustic Current 

Profiler, LinkQuest INC., USA), RDCP(Recording Doppler Current Profiler)와 단

층 유속계 RCM9 IW(Recording Current Meter)를 사용하였다. 유속계는 음파의 도

플러 효과를 이용하여 수립자의 이동속도를 측정하는 장비로서 저층 계류, 상층 부

이 계류, 이동선박 장착 등 여러 형태의 관측이 가능하다. 본 관측에서는 어로활동

에 의한 기기유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기를 프레임에 장착하여 저층계류 후 잠

수부가 프레임의 안착상태를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였다. 장비제원은 표 3.3.1.30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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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명
관측

항목
측정범위 정확도 해상도 제조사

FlowQuest

유속 0∼500cm/s ±0.5cm/s 0.01cm/s
LinkQuest 

INC., USA유향 0∼360° ±1.5° 0.01°

RDCP

유속 0∼500cm/s ±0.5cm/s 0.01cm/s
AANDERAA, 

Norway유향 0∼360° ±1.5° 0.01°

RCM9 IW

유속 0∼300cm/s ±0.3cm/s 0.01cm/s
AANDERAA, 

Norway유향 0∼360° ±5.0° 0.01°

표 3.3.1.30. 장비제원

③ 분석 방법 및 결과

연속조류 관측 결과는 분석 후 유향/유속별 출현율 및 항류와 시계열을 작성하였

고, 조류 조화분석은 Canada 해양연구소의 M.G.G Foreman에 의해 개발된 IOS 

(Institute of Ocean Science) Tidal Package를 사용하여 실시하였고, 관측된 유속 및 

유향을 대상으로 IOS Tidal Package manual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처리과정을 거쳐 

입력자료를 생성한 후, IOS Tidal Package를 적용하였다.

 관측결과

춘계 PC1및 PC2에서 관측한 조류 분산도를 3.3.1.93에 나타냈다.

PC1 정점의 최강유속은 창조류시 표·중·저층에서 각각 51.7, 56.9, 60.2cm/s 이고 

낙조류시 각각 71.8, 66.7, 61.3cm/s로서 낙조류가 강하게 나타났다. PC2 정점의 최

강유속은 창조류시 저층에서 62.4cm/s이고 낙조류시 72.8cm/s로 낙조류가 강하게 

나타났다. 

PC1 정점의 관측결과 표층의 잔차류는 유속이 6.9cm/s, 유향은 20.1°로 나타났고 

중층의 잔차류는 유속이 5.4cm/s, 유향은 33.8°, 저층의 잔차류는 유속이 10.1cm/s, 

유향은 24.7°로 나타났다. 

PC2 정점의 관측결과 저층의 잔차류는 유속이 2.9cm/s, 유향은 23.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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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C1

(B) PC2

그림 3.3.1.93. 춘계 조류분산도(2015)

하계 PC1, PC2에서 관측한 조류 분산도를 그림 3.3.1.94~95에 나타냈다.

2015년 PC1 정점의 최강유속은 창조류 시 표·중·저층에서 각각 48.7, 63.3, 

59.7cm/s이고 낙조류 시 각각 78.5, 68.5, 58.9cm/s로서 낙조류가 강하게 나타났다. 

창조류 평균유속은 표·중·저층에서 각각 16.9, 20.9, 22.2cm/s 이고, 낙조류 평균유속

은 24.3, 20.1, 14.2cm/s로 나타났다.

PC2 정점의 최강유속은 창조류 시 저층에서 41.9cm/s이고 낙조류 시 32.6cm/s로 

창조류가 강하게 나타났다. 창조류 평균유속은 17.1cm/s이고, 낙조류 평균유속은 

13.2cm/s로 나타났다.

2017년 PC1 정점의 최강유속은 창조류 시 표·중·저층에서 각각 73.6, 81.4, 

89.0cm/s이고 낙조류 시 각각 99.9, 94.8, 75.4cm/s로서 낙조류가 강하게 나타났다. 

창조류 평균유속은 표·중·저층에서 각각 17.4, 18.7, 21.1cm/s 이고, 낙조류 평균유속

은 32.4, 24.9, 17.5cm/s로 나타났다.

PC2 정점의 최강유속은 창조류 시 저층에서 36.1%이고 낙조류 시 44.0cm/s로 낙

조류가 강하게 나타났다. 창조류 평균유속은 11.8cm/s이고, 낙조류 평균유속은 

14.6cm/s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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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C1

(B) PC2

그림 3.3.1.94. 하계 조류 분산도(2015)

(A) PC1

(B) PC2

그림 3.3.1.95. 하계 조류 분산도(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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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96~97에 PC1및 PC2 정점의 조류 진행벡터도를 제시하였다. 

PC1 정점의 관측결과 2015년 하계 표층의 잔차류는 유속이 5.2 cm/s, 유향은 

185.8°로 나타났고 중층의 잔차류는 유속이 4.3 cm/s, 유향은 35.1°, 저층의 잔차류

는 유속이 11.9 cm/s, 유향은 15.4°로 나타났다. 2017년 하계 표층의 잔차류는 유속

이 6.7 cm/s, 유향은 220.1°로 나타났고 중층의 잔차류는 유속이 7.0 cm/s, 유향은 

10.5°, 저층의 잔차류는 유속이 12.3 cm/s, 유향은 359.9°로 나타났다. 

2015년 하계 PC2 정점의 관측결과 저층의 잔차류는 유속이 3.8 cm/s, 유향은 

316.1°로 나타났고 2017년 하계 PC2 정점의 관측결과 저층의 잔차류는 유속이 2.9 

cm/s, 유향은 285.2°로 나타났다.

(A) PC1 (B) PC2

그림 3.3.1.96. 하계 조류 진행벡터도(2015)

(A) PC1 (B) PC2

그림 3.3.1.97. 하계 조류 진행벡터도(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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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 PC1및 PC2에서 관측한 조류 분산도를 그림 3.3.1.98에 나타냈다.

PC1 정점의 최강유속은 창조류 시 저층에서 75.1 cm/s이고 낙조류 시 64.3 cm/s

로서 창조류가 강하게 나타났다. 창조류 평균유속은 28.3 cm/s 이고, 낙조류 평균유

속은 26.3 cm/s로 나타났다.

PC2 정점의 최강유속은 창조류 시 저층에서 49.9 cm/s이고 낙조류 시 47.5 cm/s

로 창조류가 강하게 나타났다. 창조류 평균유속은 15.8 cm/s이고, 낙조류 평균유속

은 17.1 cm/s로 나타났다.

(A) PC1 (B) PC2

그림 3.3.1.98. 추계 조류분산도(2015)

그림 3.3.1.99에 PC1및 PC2 정점의 조류 진행벡터도를 제시하였다. 

PC1 정점의 관측결과 2015년 추계 표층의 잔차류는 유속이 13.1 cm/s, 유향은 

15.3°로 나타났다. PC2 정점의 관측결과 저층의 잔차류는 유속이 2.8 cm/s, 유향은 

310.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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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C1 (B) PC2

그림 3.3.1.99. 추계 조류 진행벡터도(2015) 

2015년 PC1 정점의 최강유속은 창조류 시 표·중·저층에서 각각 49.6, 62.4, 64.6 

cm/s이고 낙조류 시 각각 83.9, 64.8, 63.3 cm/s로서 낙조류가 강하게 나타났다. 창

조류 평균유속은 표·중·저층에서 각각 20.9, 21.8, 19.19 cm/s 이고, 낙조류 평균유속

은 28.9, 21.7, 20.0 cm/s로 나타났다. PC2 정점의 최강유속은 창조류 시 저층에서 

78.5 cm/s이고 낙조류 시 69.1c m/s로 창조류가 강하게 나타났다. 창조류 평균유속

은 29.1 cm/s이고, 낙조류 평균유속은 30.9 cm/s로 나타났다 (그림 3.3.1.100).

2016년 PC1 정점의 최강유속은 창조류 시 표·중·저층에서 각각 68.5, 57.9, 67.0 

cm/s이고 낙조류 시 각각 80.6, 67.0, 50.5 cm/s로서 낙조류가 강하게 나타났다. 창

조류 평균유속은 표·중·저층에서 각각 17.4, 18.7, 21.1 cm/s 이고, 낙조류 평균유속

은 32.4, 24.9, 17.5 cm/s로 나타났다. PC2 정점의 최강유속은 창조류 시 저층에서 

36.1 cm/s이고 낙조류 시 44.0 cm/s로 낙조류가 강하게 나타났다. 창조류 평균유속

은 11.8 cm/s이고, 낙조류 평균유속은 14.6 cm/s로 나타났다 (그림 3.3.1.101). 

2017년 PC1 정점의 최강유속은 창조류 시 표·중·저층에서 각각 86.5, 94.5, 67.7 

cm/s이고 낙조류 시 각각 99.0, 75.5, 80.6 cm/s로서 낙조류가 강하게 나타났다. 창

조류 평균유속은 표·중·저층에서 각각 26.5, 28.8, 30.4 cm/s 이고, 낙조류 평균유속

은 35.9, 28.9, 24.0 cm/s로 나타났다. PC2 정점의 최강유속은 창조류 시 저층에서 

56.9 cm/s이고 낙조류시 57.5 cm/s로 낙조류가 강하게 나타났다. 창조류 평균유속

은 19.5 cm/s이고, 낙조류 평균유속은 23.3 cm/s로 나타났다 (그림 3.3.1.102). 

그림 3.3.1.103~105에 PC1 및 PC2 정점 조류 진행벡터도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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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1 정점의 관측결과 2015년 동계 표층의 잔차류는 유속이 3.3 cm/s, 유향은 

188.3°로 나타났고 중층의 잔차류는 유속이 5.6 cm/s, 유향은 28.1°, 저층의 잔차류

는 유속이 8.0 cm/s, 유향은 20.0°로 나타났다. 2016년 표층의 잔차류는 유속이 7.6 

cm/s, 유향은 240.2°로 나타났고 중층의 잔차류는 유속이 2.9 cm/s, 유향은 324.8°, 

저층의 잔차류는 유속이 11.7 cm/s, 유향은 16.6°로 나타났다. 2017년 표층의 잔차

류는 유속이 6.3 cm/s, 유향은 185.1°로 나타났고 중층의 잔차류는 유속이 2.9 

cm/s, 유향은 56.3°, 저층의 잔차류는 유속이 9.8 cm/s, 유향은 19.1°로 나타났다. 

2015년 하계 PC2 정점의 관측결과 저층의 잔차류는 유속이 4.0 cm/s, 유향은 

35.9°로 나타났다. 2016년 저층의 잔차류는 유속이 0.9 cm/s, 유향은 145.1°로 나타

났다. 2017년 저층의 잔차류는 유속이 1.1 cm/s, 유향은 323.7°로 나타났다.

(A) PC1

(B) PC2

그림 3.3.1.100. 동계 조류분산도(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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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C1

(B) PC2

그림 3.3.1.101. 동계 조류분산도(2016)

(A) PC1

(B) PC2

그림 3.3.1.102. 동계 조류분산도(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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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C1 (B) PC2

그림 3.3.1.103. 동계 조류 진행벡터도(2015) 

(A) PC1 (B) PC2

그림 3.3.1.104. 동계 조류 진행벡터도(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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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C1 (B) PC2

그림 3.3.1.105. 동계 조류 진행벡터도(2017) 

(나) 연속 부유사

① 관측 개요

정점 SS1 및 SS2에서의 부유물질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탁도계(RBR virtuoso)를 

이용하여 15일간 연속 부유사 관측을 수행하였다. 관측개요를 표 3.3.1.31에 제시하였

으며, 관측 위치를 3.3.1.106에 도시하였다.

구분 관측위치 관측기간
수심

(m)
관측기기

SS1
 34° 59′13.8″N

127° 46′32.2″E

동계 2015. 2. 17∼3. 4

12

RBR virtuoso

(RBR, Canada)

춘계 2015. 5. 7∼5. 21

하계 2017. 8. 19∼8. 18

동계 2017. 12.4∼12.19

SS2
 34° 55′30.2″N

127° 47′12.8″E

동계 2015. 2. 17∼3. 4

5춘계 2015. 5. 7∼5. 21

추계 2016. 11. 19∼12. 19

표 3.3.1.31. 연속 부유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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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06. 부유사 정점도

② 관측방법

부유사 관측 정점 SS1 및 SS2에 탁도계와 부유사 포집기를 이용하여 해수면하 2m에 

설치하고, 대조기와 소조기를 포함하는 15일 동안 연속 부유사 관측을 실시하였다. 현

장에서 계류된 탁도계 제원을 표 3.3.1.32에 제시하였다.

기기명
관측

항목
측정범위 정확도 해상도 제조사

RBR 

virtuoso
탁도

  0∼ 25 FTU

 25∼125 FTU

125∼500 FTU

500∼750 FTU

±0.2% of full 

scale

0.005 FTU

0.025 FTU

0.05  FTU

0.5   FTU

RBR, Canada

표 3.3.1.32. 장비제원

③ 분석 방법 및 결과

부유사 탁도계 관측된 탁도 값을 부유사 농도로 환산하기 위하여 탁도계 보정을 

수행하였다. 탁도계 보정에는 부유사 포집기로 채취한 현장 부유사를 이용하였다. 

농도변환에 사용된 탁도계 측정 단위는 FTU로 혼탁 입자들에 의한 산란도의 측정

단위를 나타낸다. 탁도계 보정결과를 표 3.3.1.33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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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정점 관측기간

SS1

2015년 동계 Y = 1.19X  (r2=0.99)

2015년 춘계 Y = 1.23X  (r2=0.96)

2017년 하계 Y = 1.19X  (r2=0.95)

2017년 동계 Y = 1.31X  (r2=0.95)

SS2

2015년 동계 Y = 0.53X  (r2=0.97)

2015년 춘계 Y = 1.17X  (r2=0.95)

2015년 추계 Y = 1.0042X  (r2=0.95)

표 3.3.1.33. 탁도계 보정결과

여기서, X : RBR virtuoso-Tu(FTU)의 탁도

Y : 부유사 농도(mg/L)

부유사 관측 통계 분석 결과 정점(SS1)에서 2015년 동계 시 농도 범위는 0.1~45.1 

mg/L의 범위이고, 평균은 11.9 mg/L로 나타났으며, 춘계 시 농도는 0.3~306.5 

mg/L의 범위이고, 평균은 21.7 mg/L로 나타났다. 2017년 하계 시 농도는 1.6~378.5 

mg/L의 범위이고, 평균은 20.8 mg/L로 나타났으며, 동계 시 농도는 1.1~35.7 

mg/L의 범위이고, 평균은 7.2 mg/L로 나타났다.

정점(SS2)에서의 2015년 동계 시 농도는 0.1~74.7 mg/L의 범위이고, 평균은 4.2 mg/L

로 나타났으며, 춘계 시 농도는 1.4~173.5 mg/L의 범위이고, 평균은 78.2 mg/L로 

나타났다. 2016년 추계 시 1.1~33.7 mg/L이고, 평균은 6.7 mg/L로 나타났다(표 

3.3.1.35). 

구분
SS1 SS2

동계 춘계 하계 동계 동계 춘계 추계

최대 45.1 306.5 378.5 35.7 74.7 173.5 33.7

최소  0.1   0.3 1.6 1.1  0.1   1.4 1.1

평균 11.9  21.7 20.8 7.2  4.2  78.2 6.7

표 3.3.1.35. 연속 부유사 통계(단위 : 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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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간 부유사

① 관측 개요

본 조사는 섬진강 하구역에서 담수 유출수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부유사 관

측을 수행하였다. 부유사 관측은 대·소조기(창·낙조시)에 수평적, 수직적 부유사 관

측이다. 관측 개요를 표 3.3.1.36에 제시하였고, 그림 3.3.1.107에 관측정점도를 제시

하였다.

계절 조시 관측 기간 정점 수 관측 층 관측 기기

춘계

대조기 2015년 5월 19일

30점

해수면하 

(표층)부터

해저면까지

Niskin water 

sampler

소조기 2015년 5월 13일

대조기 2016년 3월 22일

소조기 2016년 4월 15일

하계

대조기 2015년 8월 16일

소조기 2015년 8월 27일

대조기 2017년 8월 23일

소조기 2017년 9월 28일

추계

대조기 2015년 11월 28일

소조기 2015년 11월 21일

소조기 2016년 9월 13일

동계

대조기 2015년 3월 5일

소조기 2016년 2월 26일

대조기 2016년 12월 18일

소조기 2016년 12월 8일

대조기 2017년 12월 7일

소조기 2017년 12월 14일

표 3.3.1.36. 부유사 관측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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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07. 공간부유사 관측 정점도 

② 관측방법

섬진강의 정점 CT01에서 여수 돌산 부근 CT30을 이동하면서 부유사 관측을 수행

하였다. 각 정점에서 표층, 중층, 저층으로 대별하여 일정한 속도로 서서히 하강시

키면서 채수를 실시하였다. 표층은 수면하 1.0 m이내의 해수를, 중층은 총 수심의 

50%에 대한 ±0.5 m의 해수를, 저층은 해저면부터 해저면상 1.0 m까지의 해수를 채

수하였다. 채수 시료는 실험실에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해양수산부, 2010), 수질오

염 공정시험기준(환경부, 2011)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건조기에서 건조시켜 무게를 

측정한 GF/C 여과지에 채수시료 1 L를 여과한 후 105℃ 오븐에서 2시간 동안 건

조시킨 후 무게를 측정하여, 부유사 농도를 산정하였다.

 

 

여기서,  : 부유사 농도(mg/L)

 : 여과 후의 필터의 무게(mg)

 : 여과 전의 필터의 무게(mg)

 : 여과된 해수시료의 부피(L)

그림 3.3.1.108~116에는 계절별, 조위별 부유사 농도가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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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조기

(B) 소조기

그림 3.3.1.108. 부유사 농도 연직분포도(2015, 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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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조기

(B) 소조기

그림 3.3.1.109. 부유사 농도 연직분포도(2016, 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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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조기

(B) 소조기

그림 3.3.1.110. 부유사 농도 연직분포도(2015, 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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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조기

(B) 소조기

그림 3.3.1.111. 부유사 농도 연직분포도(2017, 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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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조기

(B) 소조기

그림 3.3.1.112. 부유사 농도 연직분포도(2015,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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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조기

그림 3.3.1.113. 부유사 농도 연직분포도(2016,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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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조기

(B) 소조기

그림 3.3.1.114. 부유사 농도 연직분포도(2015, 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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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조기

(B) 소조기

그림 3.3.1.115. 부유사 농도 연직분포도(2016, 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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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조기

(B) 소조기

그림 3.3.1.116. 부유사 농도 연직분포도(2017, 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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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모니터링 부이

① 모니터링 부이 개요

광양만 해양 모니터링을 위해 해양 센서가 부착된 소형의 부이체를 PC1 지점에 

설치하여 1시간 간격으로 수온, 염분, 탁도, 클로로필, 용존산소를 관측한다. 획득한 

자료는 무선통신방식으로 자료수집서버 또는 이메일로 전송을 받는다. 센서 제원은 

표 3.3.1.38과 같다.

센서명 측정범위 정확도(해상도)
Data 

Interface
전원

클로로필 0 ~ 500(ug/L) ± 2% RS-232 9~14 Vdc

수심 0 ~ 50m ± 3%
Modbus 

RS485
5 Vdc

수온 0.0 ~ 50.0℃ ± 0.5℃(0.01℃)
Modbus 

RS485
5~12 Vdc

염분 5 ~ 60‰ ± 1% (0.01 ~ 1)
Modbus 

RS485
5~12 Vdc

용존산소 0 ~ 200(mg/L) ± 0.1mg/L(0.01)
Modbus 

RS485
5~12 Vdc

탁도 0 ~ 4000 NTU < 5%(0.01 ~ 1)
Modbus 

RS485

9~14 Vdc5~12 

Vdc

표 3.3.1.38. 센서제원 

② 분석 방법 및 결과

2016년 11월 19일부터 2017년 3월까지 모니터링 부이에서 관측된 1시간 간격의 

수심변화와 담수량에 따른 수온, 염분, 탁도, 용존산소 시계열 자료를 나타내었다 

(그림 3.3.1.117~120).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의 클로로필 자료는 센서 오류로 분석

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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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17. 2016년 11~12월 모니터링 부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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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18. 2017년 1월 모니터링 부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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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19. 2017년 2월 모니터링 부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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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20. 2017년 3월 모니터링 부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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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수심측량 조사

① 조사개요

섬진강 부근의 수심측량조사를 실시하여, 섬진강부근의 수심특성을 파악하고 모델

의 기초자료인 수심측량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는 2015년 5월 6

일 고조시에 수행하였으며, 조사구역은 그림 3.3.1.121과 같이 전라남도 광양과 경상

남도 하동의 섬진강일대를 수심조사를 하였다.

그림 3.3.1.121. 수심측량 위치도 

② 수심측량방법

 측량시스템 구성

음향측심기(Echo Sounder)는 음원발생기인 송파기(Transducer)와 음파를 수신(Receive) 

하는 수파기(Hydrophone)를 사용하여 수심을 결정하고, 정밀GPS인 DGPS를 이용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현장에서 정확한 수심정보를 취득하기 Bar_Check를 실시한 후 음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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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데이터취득 및 처리는 국립해양조사원의 인증 프로그램인 Hypack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처리하였고, 국립해양조사원의 조석자료를 이용하여 조석보정을 실시하여 정확

한 수심 및 위치정보를 제공하였다. 측량좌표체계는 U.T.M좌표를 사용하였으며, 기준면

은 D.L(약최저저조면)을 사용하였다.

 장비 및 제원

본 인공위성측정기(DGPS)는 상시관측소 성과를 이용하여 조사선의 정밀위치를 

파악하는 기기로서 본  측량에서는 South S-80T DGPS를 사용하였으며, 조사선의 

위치는 기준국의 위치자료에 포함된 오차를 실측 자료에 보정하는 상대 측위 방식

으로 결정되었다. 

DGPS는 기준점의 위치 자료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의 수신기를 이용하여 측

정한 위치 값을 비교하여 오차 값을 검출하며, 기준국에서 약 100∼200 km 떨어진 

지점의 실제 측정위치 오차는 기준점의 오차와 유사하므로, 측정한 위치 값에서 기

준점의 오차 값을 제거하면 측정 위치의 정밀도는 현저히 향상된다.

항       목 제      원 비    고

모       델 S80-T(South, Inc.) 

수신 주파수 L1, C/A CODE, 12채널

주파수 범위 283.5 kHz to 325.0 kHz

정  밀  도 0.2 ∼ 1 m 500 Hz

Channel Spacing 50, 100 and 20

Beacon Modulation bits/second

Dynamic Range 100 dB

Beacon 수신 회수 (5 seconds, typical)

표 3.3.1.39. DGPS(South)의 제원

음향측심기는(Echo Sounder)는 음원발생기인 송파기(Transducer)와 음파를 수신

(Receive) 하는 수파기(Hydrophone)를 사용하여 수심을 결정하고, 조사선의 흘수선

의 밑에 송수파기를 설치하고, 수심데이터를 취득하여 저장소인 노트북에 전달하여 

데이터를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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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속보정 방법 

음속보정은 음속의 속도에 따라 수심이 영향을 받는다. 정확한 수심측량을 위해서

는 음향측심기는(Echo Sounder)는 음원발생기인 송파기(Transducer)와 음파를 수신

(Receive) 하는 수파기(Hydrophone)를 사용하여 수심을 결정하고, 조사선의 흘수선

의 밑에 송수파기를 설치한다. 수면과 송수파기의 이격거리를 Draft라 칭하며 정확

한 수심측량을 위해서는 이격거리를 입력 보정해 주어야 하며, 그 후 선상에서 구

역 내 수심이 제일 깊은 지역에서 Bar-Check통한 음속보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그림 

3.3.1.122). 

그림 3.3.1.122. Bar-Check와 음속보정 기록지 

 수심측량 데이터 처리방법

현장에서 데이터를 취득한 데이터를 Hypack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심기록지와 

데이터를 비교, 검증을 실시한다. 이 때 나타나는 오류 데이터를 소거 및 보정을 

Hypack의 Edit 기능을 사용하고, 이 후 조석보정을 실시하여 정확한 수심을 생성한

다. Edit데이터는 실시간(Real time)으로 데이터를 취득하므로 도엽의 크기에 맞추는 

데이터추출 기능인 Sort기능을 실시한다. 최종결과물로 수심도, 등수심도, 해저지형

도 등을 생산할 수 있다.

 조석보정방법

조석보정 방법으로는 기준검조소(국립해양조원)의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과 T.B.M

과 B.M을 이용하여 표척관측을 실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이 중 광양기준검

조소의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광양검조소의 특징을 표 3.3.1.40에서 보여주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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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Hypack에서 조석보정방법은 Hypack의 기능 중의 하나인 Manual Tides를 이용

하여 조석보정을 실시하였다(그림 3.3.1.123).

구  분 내   용 고흥 조위 관측소

관측소위치
전라남도 광양시 금호동 

광양제철소 원료부두내

위치

34 – 54 – 13 N

127 – 45 – 17 E

관측개시일 2010년 10월

표 3.3.1.40. 광양기준검조소 

그림 3.3.1.123. 조석보정 

 구글어스(Google Earth)

구글어스란 세계 어느 곳이든 가상으로 3D 건물과 사진, 지형을 둘러보며 도시나 

관광 명소, 기업을 찾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현재 구글어스v7.14가 최신버전이며, 

기존 유료였던 구글어스 프로(Goole Earth Pro)도 무료로 배포중이다. 구글어스의 기

능으로는 기본기능으로는 스트리트 뷰, 3D 나무, 과거 이미지, 내비게이션, 지역 정보 



제3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521

검색하기, 그리기 및 측정하기, 아이콘 및 둘러보기 등이 있으며, 고급기능으로는 둘러

보기 녹화하기, KML, KMZ 및 GPS 데이터 가져오기, 사진에 위치정보 태그 지정하기 

등의 기능이 있다. 그림 3.3.1.124에서 수심측량구역을 보여주고 있으며, 수심파일을 구

글어스와 호환가능한 파일로 제작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3.3.1.124. 구글어스(Google Earth) 

③ 수심측량 결과

수심측량결과로는 수심도, 항정도, 격자수심도를 제작하였으며, 수심자료를 위성영상과 

중첩하여 비교･분석이 가능하게 나타냈고, 위성영상자료는 Goole Earth를 이용하였다. 섬

진강 구역내 지형적 특징은 섬진강 강물과 광양만권 조석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며, 또한 

강의 특징인 곡류천(사행천) 즉 곡류의 강 안쪽의 수심이 낮고, 강 바깥쪽은 수심이 깊게 

나타났다.

 수심도

섬진강 구역내 곡류천의 특징이 나타났으며, 수심분포는 D.L상 최대 15.5m ~ 최

소 -1.4m로 나타났으며, 수심평균값은 2.8m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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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25. 수심도 

 항정도

수심측량위치를 파악하여 보여주는 것을 항정도라고 칭하며, 이번 조사구역을 상

단의 섬진교 밑의 철교건설 중인 곳을 시작으로 하단의 태인대교, 섬진대교를 종점

으로하며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였고, 빨간색 실선은 선박의 진행항정을 보여주고 

있다. 진행항정은 강 가장자리 한줄씩 두줄 타고 강가운데 1줄을 3줄을 탔으며 나

머지는 지그재그로 타서 강 전반을 세밀하게 수심측량을 실시하였다.

그림 3.3.1.126. 항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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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자수심도

섬진강 구역 내의 수심데이터를 가지고 80 m × 80 m 격자수심을 제작하였으며, 

그림 3.3.1.127에서 확대영상을 보여줄 인덱스 맵을 보여주고 있다. 구글 어스에서 

화면에 가장 잘 나타나는 크기를 설정하여 구역을 8개로 나누었다 (그림 3.3.1.128 

~130).

그림 3.3.1.127. 구역별 수심도 

그림 3.3.1.128. 격자수심도(확대영상)1 



운용해양(해양예보) 시스템 연구(2단계)

524❙
그림 3.3.1.129. 격자수심도(확대영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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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30. 격자수심도(확대영상)3 

 등수심도

광양과 하동을 가로지르는 섬진강을 수심 측량하여 수심데이터를 취득하였고, 취

득한 데이터를 가지고 Hypack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역 내 섬진강을 한눈에 파악

하기 편하게 수심 깊이에 따른 색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비교적 곡류천의 특징을 

나타나고 있다.

그림 3.3.1.131. 수심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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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부유사 확산 모델링

① 수치모델 개요

 EFDC(Environmental Fluid Dynamics Code)

해수유동 및 냉배수확산 수치모형실험에 사용된 EFDC(Environmental Fluid Dynamics 

Code) 모형은 연안, 하구, 호소, 습지, 저수지 등의 유동 및 물질수송을 모의할 수 

있는 3차원 수치모델링 시스템으로 미국 Virginia 연안 및 하구 연구를 위한 장기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미국 VIMS(Virginia Institute of Marine Science)에서 개발되

었으며, 대학, 연구기관, 국가기관 및 엔지니어링업체 등에서 널리 사용되어 검증된 

수치모델이다. 특히 미국 환경청(US EPA) 공인 모델로 지정되어 미국 연안역의 해

양환경 문제에 적용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여 왔다(그림 3.3.1.132). 

그림 3.3.1.132. EFDC 모델 개요 

 Delft-3D

Delft-3D 모델은 네델란드의 Deltares 사에서 개발한 해안, 해양, 하천, 호소,  강 

그리고 하구에 대해 종합적인 접근과 3차원 계산을 위한 통합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며, 흐름, 유사이동, 파랑, 수질, 바닥지형 변화와 생태계환경의 수치 실험이 가능

하다. 본 수치실험에 사용된 Delft-3D 프로그램은 Delft-3D 4.00.02, MS Windows 

버전이며, 세부 모듈은 Gird (Grid and Bathymetry), Flow (Hydrodynamics including 

morphology), Wave(Waves), Part(Paticle Tracking), Water Quality (Far-Field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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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로 구성 되어있다(그림 3.3.1.133). 

본 연구에서는 Gird (Grid and Bathymetry), Flow((Hydrodynamics including 

morphology) 모듈을 이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3.3.1.133. Delft-3D 모델 개요 

② 자료 및 방법

 수문기상

섬진강 하구역의 기상 및 수문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상관측자료는 광양, 여수기상

대의 자료를 참고하였고, 섬진강의 유량은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송정수위

측정소 자료를 참고하였다(그림 3.3.1.134).

그림 3.3.1.134. 월별 섬진강유량 및 강수량

 계산조건

모델의 계산영역은 광양만과 진주만을 포함하여 동서방향으로 30.6 km, 남북방향

으로 42.5 km의 해역으로 설정하였다. 수평으로는 100 m의 직교격자 (Cartesian 

Grid system)를 채택하였으며, 연직으로는 5개의 Sigma층으로 설정하였다(표 

3.3.1.41, 그림 3.3.1.135). 모델의 초기조건은 해수의 흐름이 없는 상태(Cold-Start)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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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모델의 외해경계조건은 조석 보정용 모델인 NAO(National Astronomical 

Observator).99의 기존결과를 경계면에 적용하였다. 섬진강 하구역으로 유입되는 유

량의 최종 관측소는 하동수위관측소이나 해수의 유입으로 인해 정확한 유출량을 산

정할 수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토교통부 영산강 홍수통제소의 송정수위관측소 

유량자료를 이용하였다. 

모델의 계산시간 간격은 CFL(Courant-Friedrichs-Lewy)의 안정조건에 의거하여 5

초로 입력하였으며, 검증 시 모델은 총 16일간 수행하였다.

Items Contents

Model Name
· EFDC
· Delft-3D Flow

Constitutions

Model
Area

· 127° 47´ 17.5″ ~ 128° 07´ 30.7″(30.6km)
   34° 36´ 21.6″ ~ 35° 05´ 08.3″(45.5km)

Grid
System

· X(M) : 490,  Y(N) : 477
 최소 50m, 최대 200m의 가변격자

Conditions

Boundary
· Tidal harmonic constants
  (       ) 

· Temperature, Salinity

River
Discharges

· Seomjin River

Time
Interval

· 5 minute

Vertical
Grid

· 5 Layers (sigma layer)

표 3.3.1.41. 수치실험 개요 

그림 3.3.1.135. 수치실험 계산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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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검증

해수유동의 검증을 위하여 그림 3.3.1.136의 조위 2개 정점(T1, T2) 및 조류 2개 

정점(PC1, PC2)에서 모델 결과가 관측 자료와 잘 일치하도록 반복계산을 수행하였다.

정점별로 모델결과와 관측결과를 시계열로 비교하였다(그림 3.3.1.137). 각 정점들

에서 조위는 지점별로 약간의 오차를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조위의 패턴은 잘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류검증은 U, V 성분의 시계열로 비교하였고, 

유속의 크기와 방향성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조류분포를 잘 재현하

고 있다고 판단되었다(그림 3.3.1.138, 그림 3.3.1.139).

그림 3.3.1.136. 모델 검증 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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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37. 조위 검증결과 시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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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38. PC1 정점 조류 검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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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39. PC2 정점 조류 검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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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결과

수치계산으로 재현된 유동패턴은 창조시 여수해만을 북진하는 조류는 대부분광양

만 입구를 통해 북류하며 섬진강 하구역에 진입한 조류는 갈사갯벌과 마도 등의 섬

으로 인해 북서측의 섬진강과 북동측의 노량수로로 갈라지고, 섬진강 하구해역에서

는 북류 또는 북서류 하였다. 낙조류시는 대체적으로 창조시와 반대방향의 흐름양

상을 보이는 일반적인 조류패턴을 잘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그림 3.3.1.140).

< 광역 창조류> <광역 낙조류>

< 상세역 창조류> <상세역 낙조류>

그림 3.3.1.140. EFDC 유동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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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유사 확산 실험결과

섬진강 하천유량의 방류 따른 부유사 확산 분포를 그림 3.3.1.141 및 그림 3.3.1.142

에 나타내었다.

섬진강 하천유량의 방류에 따른 부유사의 영향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최대확산 

범위를 산출하였으며, 최대 부유사 확산범위는 대조기와 소조기를 포함하는 16일 

동안 각 계산격자에서 발생한 최대 농도를 산출한 것이다.

EFDC 모델 계산결과 섬진강 상류에서부터 섬진강을 따라 태인도 주변 및 마도 

주변까지 부유가 확산되며, 0.1 mg/L 이상의 부유사 최대확산면적은 10.80 km2 , 

36.00 km2, 11.34 km2, 11.78 km2, 75.12 km2 예측되었다. 반면, Delft-3D 모델 계산

결과 EFDC 모델 결과와 유사한 부유사 분포를 보였으나, 마도를 포함한 포스코부

지 주변까지 부유사가 확산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2015년 춘계 부유사 확산범위>

 

<2016년 추계 부유사 확산범위>

<2017년 하계 부유사 확산범위> <2017년 동계 부유사 확산범위>

그림 3.3.1.141. EFDC 부유사확산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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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추계 부유사 확산범위> <2017년 하계 부유사 확산범위> 

<2017년 동계 부유사 확산범위>  

그림 3.3.1.142. Delft-3D 부유사확산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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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예보정보시스템

가. 해양관측자료 DB운영

해양순환모델의 자료동화 및 모델결과의 검증을 목적으로 수집한 북서태평양 해

양물리자료는 기본적으로 FTP 사이트를 통해 개별 파일 형태로 공유하도록 하였다. 

자료수집을 2010년에 시작한 만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료의 양이 증가하여, 필요

한 자료를 FTP에서 일일이 찾아서 사용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이 많은 자료들을 DB로 관리하고 원하는 조건의 자료를 사

용자가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 DB 대상자료로 WOD 자료, Argo 자료, 

GTSPP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정선관측자료로 선정하였으며, 위성자료의 metadata

도 DB로 관리하기로 하였다. 각 자료항목별 관리하여야 하는 세부정보를 분석하였

으며, metadata와 관측자료를 분리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DB를 설계하였다. 정보

들은 최소 단위 정보로 분리하여 테이블을 구성하였으며, 데이터무결성이 보장되는 

DB 구성을 만들었다 (그림 3.3.2.1). DB를 구성하는 각 테이블별 상세내용은 표 

3.3.2.1과 같은 형태로 명세서를 준비하였다.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로는 Oracle 

11g를 사용하였으며, 사용자를 생성한 후에 설계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SQL 문

을 실행시켜 DB 테이블을 생성하였다. DB에 입력할 자료들은 DB 구성에 맞춰 

metadata와 관측자료로 구분하고 Primary키로 연결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재정리하

였다 (그림 3.3.2.2). 이렇게 정리한 자료는 Oracle SQL Loader를 이용하여 일괄 입

력하여 DB에 자료를 업로드하였다. DB 구축이 완료된 이후에 수집되는 자료들은 

월단위로 정리하여 주기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하였다. 구축한 DB와 수록된 자료는 

DB 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로그인하고 원하는 자료를 추출, 저장할 수 있다. 그림 

3.3.2.3은 SQLGate 프로그램의 화면으로 DB의 구조와 수록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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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 북서태평양 해양관측자료 DB 구조

TABLE INFORMATION
OWNER KOOS CREATED 2014-03-13

TABLESPACE KOOS MODIFIED 2014-03-13

TABLE NAME WOD_TS

COMMENT 　
# Column Name Data Type Key Not Null Default Comments

1 WOD_ID NUMBER(10) PK NOT NULL 　 WOD 코드

2 DEPTH NUMBER(6,2) PK NOT NULL 　 수심

3 DSIGFIG NUMBER(1) 　 　 　 유효숫자

4 DQC CHAR(2) 　 　 　 QC Flag

5 TEMPERATURE NUMBER(6,4) 　 　 　 수온

6 TSIGFIG NUMBER(1) 　 　 　 유효숫자

7 TQC CHAR(2) 　 　 　 QC Flag

8 SALINITY NUMBER(6,4) 　 　 　 염분

9 SSIGFIG NUMBER(1) 　 　 　 유효숫자

10 SQC CHAR(2) 　 　 　 QC Flag

11 PRESSURE NUMBER(6,2) 　 　 　 수압

12 PSIGFIG NUMBER(1) 　 　 　 유효숫자

13 PQC CHAR(2) 　 　 　 QC Flag

표 3.3.2.1 테이블 명세서의 예 : WOD_TS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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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 DB 입력용 데이터의 예 : GTSPP metadata와 관측데이터

그림 3.3.2.3. SQLGate를 이용한 DB 접속의 예 : Argo DB 구조 및 자료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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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문가용 운용해양정보 서비스

운용해양시스템 구축 연구과정에서 다양한 해양모델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중간 

단계의 모델결과들도 다수 산출된다. 해양 분야 전문가들은 중간 단계 결과물이나 

세부 항목에 대한 모델결과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런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OPeNDAP (Open-source Project for a Network Data Access Protocol)과 LAS (Live Access 

Server)를 이용하는 전문가 서비스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다. 

모델산출정보들은 시공간적으로 규칙적이면서, 3차원 격자의 시계열 자료이므로 

그 양이 방대한 특징이 있다. 해양 분야에서는 이런 대용량 모델산출정보의 저장, 

유통, 활용을 위해 NetCDF 포맷이 널리 활용되고 있으므로, 운용해양시스템에서 생

산되는 모델산출 정보도 NetCDF 형태로 관리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대용량 모델자

료의 효과적인 유통, 가시화를 위해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으며, 

여러 국제기구와 연구기관에서는 OPeNDAP과 Live Access Server (LAS)를 모델자료 

배포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 모델정보에 익숙한 전문가들도 NetCDF 파일에 친숙하

므로, 운용해양시스템에서도 전문가를 위한 정보서비스로 KOOS LAS와 KOOS OPeNDAP

을 구축, 운영하였다.

OPeNDAP은 THREDDS (Thematic Realtime Environmental Distributed Data 

Services)를 제공하는 HTTP 기반의 자료전송 아키텍쳐와 프로토콜로, 대용량 NetCDF 

파일에 대한 효율적 자료접근을 허용한다. KOOS OPeNDAP 서비스 구축을 위해 

Linux 환경에서 Hyrax 서버를 설치하였으며(그림 3.3.2.4), 해양예보 모델에서 산출

한 대용량 자료의 Subset 자료를 추출하거나 개인이 이용하는 자료처리 프로그램 

(Matlab 등)에서 원격 접속하는 것이 가능하다. KOOS 모델자료를 참조하고자 하는 

전문가들에게 개별 ID를 부여하고 있으며, 신청한 자료세트는 KOOS OPeNDAP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전문가용 서비스에 수록할 자료들은 해당 폴더를 자료를 이동

하거나 복사하면, OPeNDAP 서비스에 자동 수록되므로 관리하기 쉬운 장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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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4. 정보사용 신청자를 위한 KOOS OPeNDAP 서비스

Live Access Server는 미국 PMEL (Pacific Marine Environmental Laboratory)에

서 개발하여 배포하고 있는 오픈소스 프로그램으로 자료처리 및 가시화 프로그램인 

Ferret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LAS는 대용량 모델자료에 직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

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선택한 자료를 실시간 가시화하여 제공하는 기

능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다. 특히, 여러 자료를 사용하여 통계처리, 재분석 등을 

통해 새로운 자료를 만들고, 이에 대한 가시화기능을 제공하여 뛰어나 분석기능을 

갖추고 있다. LAS는 크게 User Interface Server, Product Server, Backend Service

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비스하는 자료의 metadata를 XML 파일로 관리한다. LAS에 

새로운 자료를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XML 파일을 편집하고 프로세스를 새로 시작

해야 하므로, 신규 자료를 새로 업로드 하는 작업이 다소 복잡하며, 이를 자동화하

는 것도 쉽지 않다. 모델 수행자들이 원하는 모델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Linux 기반

으로 KOOS LAS를 구축하였다(그림 3.3.2.5). KOOS LAS를 이용하면 대용량 자료의 

다양한 가시화, 분할화면을 이용한 비교분석, 애니메이션 등이 가능하며, Google 

Earth를 이용한 가시화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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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5. KOOS LAS의 다양한 가시화 기능

,

다. 해양예보정보시스템

(1) 해양예보정보제공시스템 기능 고도화

KOOS에서 생산된 모델 예측 자료를 평가를 위해 표출하는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 FTP서버에 전송

 - ASCII 형식으로 추출된 예측 결과 (모델평가를 위한 예측자료 (모델평가 대상

일 +3 일))를 FTP 서버의 ‘/WebGIS/MODEL/SA’ 경로에서 다운로드 받아 형

식에 맞추어 OBA_DATA_Web_SA_TOTAL 테이블에 예측데이터 칼럼에 

Insert 진행

○ 관측자료 수집 수행방식

 - 관측지점에서 다운받은 KHOA ,KMA자료를 CU, CV, WU, WV 를 구하는 연

산 진행 하고, OBA_DATA_Web_SA_TOTAL 테이블에 3일 전에 Insert 한 예

측모델 레코드를 찾아 같은 행의  관측데이터 칼럼에 update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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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S 표출

   : 모델평가 자료 Web 표출

 : 모델별 예측값 및 관측값 동시 조회 

 : 기관별, 모델별, 항목별 자료 조회 및 

   : 모델예측자료와 관측자료의 동시표출로 자료 일치의 가시성 증대

 : 평가결과 별 Bar Chart 표출 등의 기능으로 조회 자료에 대한 직관적 표출 

(가) 시스템 개념도

본 표출 시스템은 운용해양시스템의 예측자료를 기반으로 사용자들에게 표출하기 

위한 자료처리를 거쳐 전자지도 기반으로 표출하는 시스템이다.

그림 3.3.2.6. 시스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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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GIS 표출 시스템 구축

본 시스템은 사용자의 정보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Openstreet Map API (www. 

openstreetmap.org) 를 활용하여 지도 기반의 정보제공을 하고 있다.

그림 3.3.2.7. GIS 표출시스템 구축

(다) 예측자료 분포도 표출

① 수온 예측정보 표출

그림 3.3.2.8. 수온 예측정보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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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염분 예측정보 표출

그림 3.3.2.9. 염분 예측정보 표출

③ 해류 예측정보 표출

그림 3.3.2.10. 해류 예측정보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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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온 예측정보 표출

그림 3.3.2.11. 기온 예측정보 표출

⑤ 기압 예측정보 표출

그림 3.3.2.12. 기압 예측정보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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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바람 예측정보 표출

그림 3.3.2.13. 바람 예측정보 표출

⑦ 파도 예측정보 표출

그림 3.3.2.14. 파도 예측정보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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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Navi System 스마트폰앱 개발

(가) 개요

본 연구에서는 해양재해요소에 대한 고해상도 예측 시스템인 운용해양정보시스템 

(KOOS)의 산출 데이터를 활용하여 선박용 항해안전정보 모바일 표출 시스템을 구

축하였다. 표출 시스템의 범위는 기존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수색계획 수립지

원 시스템 개선, 유류확산 예측 시스템 구축, 해양예측정보 제공 시스템 개선 등 3

가지로 업무분야로 구분될 수 있다.

유지관리수행1

선박용 항해안전정보표출 시스템
성능 및 장애 관리2선박용 항해안전정보표출 시스템

운영지원1

기존기능개선및신규기능개발2

모바일용 Web UI 개발
• 현재 운영 중인 선박용 항해안전정보 표출 시스템을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

• 여러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반응형 웹으로 개발

1

하이브리드 앱 개발
• 모바일용 web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서비스 함
• IOS, 안드로이드 등의 OS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2

선박용 항해안전정보 표출 시스템 개선
• 자료처리 프로세스 재구성
• 모바일 환경에 대응한 기능 개선

3

그림 3.3.2.15. 업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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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스템 구성도

① 목표 시스템 개념도

본 시스템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KOOS 예측자료 및 외부기관 관측자료를 활

용하여 해양관측예측정보를 생산하고 사용자들이 정보를 확인하고 항로에 대한 예

측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초자료

자료처리

데이터
저장

자료표출
및처리

예측
AWS, 

부이관측
관측

정점관측
선박관측

KOOS system KMA KHOA KIOST

예측자료수집및처리 관측자료수집및처리

Json Image Raw data OBS
DB

항로별
예측정보산출

정보활용 사용자

웹서버
Tomcat, java, jsp

GIS
GEO Server

그림 3.3.2.16. 목표 시스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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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스템 구성도

선박용 항해안전정보 표출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KOOS 

예측자료와 이사부호 관측자료를 수집하며 자료처리서버와 웹 서버를 통하여 서비

스되고 있다.

그림 3.3.2.17.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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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존 시스템 유지관리

기존 선박용 항해안전정보 표출 시스템을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전체 

시스템을 재구성하였다.

① 전체 메뉴 구조

대메뉴 소메뉴 비고

관측실황정보 이사부호 관측실황

고해상도 예측정보

예측정보 분포도
수온, 염분, 기온, 기압, 바

람, 유향/유속, 파고/파향

예측정보 stream line 바람, 유향/유속

지점정보

항로정보

현위치 예측정보 이사부호 현재위치

일기도

한국기상청

일본기상청

NOAA

표 3.3.2.2. 전체 메뉴 구조 

② 로그인 페이지

인증된 사용자만의 접속을 위하여 로그인 페이지를 개발하였다.

그림 3.3.2.18. 로그인 페이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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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메인 페이지

메인페이지는 관측실황정보, 고해상도 예측정보, 현위치 예측정보 페이지로 이동

할 수 있는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고로 활용할 수 있는 일기도 확인 페이지의 

링크를 화면 우측 상단에 추가하였다.

그림 3.3.2.19. 메인페이지 화면

④ 관측실황정보

이사부호 내에 위치한 관측기기에서 관측한 해양, 기상정보를 표출한다. 풍향, 풍

속, 수온, 염분 자료를 표출하며 관측시간과 관측위치를 동시에 표출한다.

그림 3.3.2.20. 관측실황정보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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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고해상도 예측정보

고해상도 예측정보는 운용해양예보시스템(KOOS)에서 산출된 예측자료를 활용하여 

예측정보를 표출한다. 예측정보의 종류는 수온, 염분, 기온, 기압, 바람, 유향유속, 

파고파향을 표출하며 유향유속, 파고파향, 바람은 stream line으로 정보를 추가 표출

한다.

예측 요소 선택

항로예보 메뉴 

예측 조회 시간 변경

메인 페이지 이동

마우스 이동에 따라 
분포도 값 팝업

지점별 예측정보

항로예보 입력 / 

그림 3.3.2.21. 고해상도 예측정보 화면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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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측정보 분포도 표출

사용자가 선택한 조건에 따라 해당 자료를 화면에 표출한다.

그림 3.3.2.22. 수온 예측정보 표출 화면

그림 3.3.2.23. 염분 예측정보 표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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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4. 기온 예측정보 표출 화면

그림 3.3.2.25. 기압 예측정보 표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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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6. 바람 예측정보 표출 화면

그림 3.3.2.27. 유향유속 예측정보 표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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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8. 파고파향 예측정보 표출화면

그림 3.3.2.29. 파고파향 예측정보의 분포도 및 Stream line 표출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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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점별 예측정보 표출 화면

사용자가 해상지역을 클릭하면 그 지역에 대한 예측정보를 테이블 형태로 표출한다.

그림 3.3.2.30. 지점별 예측정보 표출화면



운용해양(해양예보) 시스템 연구(2단계)

558❙

 항로예보

시스템 상에서 지정한 국내 주요 연안 항로와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한 항로에 대

한 예측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3.3.2.31. 항로 설정화면

⑥ 현위치 예측정보

이사부호가 현재 위치한 지점에 대한 예측정보를 제공한다. 시계열 그래프에 마우

스 오버시 상세 값 정보값 팝업으로 표출되며, 시계열 영역을 드래그하면 해당 영

역을 확대한 시계열이 표출된다.

그림 3.3.2.32. 현 위치 예측정보 표출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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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일기도

사용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한국기상청, 일본기상청, NOAA의 예측정보 일기도를 

제공한다.

그림 3.3.2.33. 일기도 리스트 표출화면

그림 3.3.2.34. 일기도 정보 표출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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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모바일 앱 개발

① 개발 개요

앱 개발방식은 크게 네이티브 앱, 하이브리드 앱, 웹 앱 등으로 구분된다. 본 시스

템은 운영과 유지보수의 편의를 위하여 안드로이드 OS와 IOS 용 하이브리드 앱으

로 구현되었다.

네이티브앱, 하이브리드앱, 웹앱장단점비교

특성 네이티브 앱 하이브리드 앱 웹앱

개발 언어 네이티브 전용 네이티브 및 웹 전용 웹 전용

코드 이식성 및 최적화 없음 높음 높음

디바이스 고유의 기능 액세스 높음 중간 낮음

기존 지식 활용도 낮음 높음 높음

유려한 UI 높음 중간 중간

업그레이드 유연성
낮음

(항상 앱스토어 활용)

중간

(몇몇 기능 앱스토어 이용)

높음

(웹 개선만 필요)

사용자 경험 수준
높음

(앱스토어 활용)

높음

(앱스토어 활용)

낮음

(모바일 브라우저→URL 
입력)

하이브리드앱시스템구성

웹서버

모바일기기

네이티브컨테이너

웹코드

디바이스API

그림 3.3.2.35. 앱 개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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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발 화면

개발 내용은 사용자의 모바일기기 화면에 최적화되어 개발되어 각각의 해상도 별

로 개발되었다. 본 보고서에는 iPhone 7+ 개발화면을 수록하였다.

 로딩화면

사용자가 모바일 기기에서 앱을 선택하면 최초 표출되는 로딩 화면이다.

그림 3.3.2.36. 앱 아이콘

   

그림 3.3.2.37. 로딩 화면

 로그인 화면 및 메인화면

사용자의 로그인 정보를 받고 인증하는 로그인 페이지와 각각의 메뉴로 이동하기 

위한 메인 페이지이다. 로그인 페이지에서는 회원가입 기능과 자동로그인 기능을 

구현하였고, 메인페이지는 반응형으로 구현되어 PC 버전의 메인 페이지와 동일한 

페이지를 사용한다.



운용해양(해양예보) 시스템 연구(2단계)

562❙

그림 3.3.2.38. 모바일 사용자 로그인 화면

  

그림 3.3.2.39. 모바일 메인 화면

 관측실황

최신의 이사부호 관측정보를 표출한다.

그림 3.3.2.40. 모바일 관측실황 화면



제3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563

 고해상도 예측정보

요소별 예측정보를 GIS를 활용하여 표출한다. 화면 기능은 PC 버전과 동일하나, 

예측시간 설정시 모바일 화면 크기를 고려해 화면 하단에 날짜 선택 스크롤 메뉴가 

노출된다. 또한, 분포도 데이터 영역을 더블 터치 할 경우 해당 지점의 상제 정보 

창이 노출 된다.

그림 3.3.2.41. 날짜 선택 

기능

그림 3.3.2.42. 지점 상세 

정보 화면

그림 3.3.2.43. 지점 상세 

정보 화면

모바일 앱에서의 항로예보는 PC 버전과 다르게 항로 수정기능은 제공하지 않고,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항로정보에 대해 조회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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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별 표출 화면

그림 3.3.2.44. 모바일 수온 예측 

정보 표출화면

그림 3.3.2.45. 모바일 염분 표출 

화면

 

그림 3.3.2.46. 모바일 기온 예측 

정보 표출화면

그림 3.3.2.47. 모바일 기압 예측 

정보 표출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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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48. 모바일 바람 예측 

정보 표출화면

       

그림 3.3.2.49. 모바일 유향 유속 

예측정보 표출화면

그림 3.3.2.50. 모바일 파고 파향 

예측정보 표출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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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위치 예측정보

현 위치의 예측정보를 테이블 형태로 표출한다. 

그림 3.3.2.51. 모바일 현위치 예측정보 

표출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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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기도

한국기상청, 일본기상청, NOAA의 예측정보 일기도를 제공한다.

그림 3.3.2.52. 모바일 일기도 표출화면

   

그림 3.3.2.53. 모바일 KMA 파고예상도

 

그림 3.3.2.54. 모바일 KMA 500 hPa 

실황도 표출 화면

   

그림 3.3.2.55. 모바일 KMA 48시간 

예상도 표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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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프로그램 구조

① WEB 디렉토리

디렉
토리 
명

/KOOS/PROJECT/SNAVI/

_config/ _images/ _share/ data/ image/ json/ jsp/

설명
공통 head 
디렉토리

WEB 
image 

디렉토리

css, js 파일 
디렉토리

모델 data 
디렉토리

분포도 
image 

디렉토리

json 데이터 
디렉토리

view 관련 
데이터 

디렉토리

표 3.3.2.3. WEB 디렉토리 구조 

② WEB java 기능 설명

○ root java 파일 경로

  /KOOS/PROJECT/SNAVI/WEB-INF/classes/com/kcg/web/

○ 일반사용자 : java controller

controller

/all/controller/allv2. 

class

설명

obse_info
이사부호의 위치 정보를 읽어 해당 위치의 모델 예측 자
료 검색 및 현위치 예측 정보 표출 페이지 호출

main_v2 SNAVI 웹 메인 페이지 호출

obse_new_v2 이사부호 관측 실행 페이지 호출

fcst_popup
선택된 한개 point에 대한 모델 예측자료 검색 및 popup

페이지 호출

all_v2 모델 자료 리스트 검색 및 고해상도 예측 정보 페이지 호출

ship_ajax_v2 설정 항로 모델 자료 검색 및 항로 예측 정포 페이지 호출

mobile_v2
선택된 한개 point 대한 모델 예측 자료 검색 및 모바일 
웹 페이지 호출

amemadd app 사용자 등록 페이지 호출

controller

/amem/controller/ 

amem.class

설명

amemlist 등록된 사용자 목록 검색 기능 및 회원관리 페이지 호출

amemadd 입력된 정보에 대한 사용자 등록 및 등록 페이지 호출

user_mod
입력된 정보에 대한 사용자 정보 수정, 검색, 삭제 및 사
용자 수정페이지 호출

idcheck 사용자 ID 확인 검색 기능

표 3.3.2.4. WEB java의 기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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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데이터베이스 구조

① 관계형 데이터 베이스 관리 시스템 정보

columns name columns type columns 설명

kind varchar(20) 파일종류

path varchar(100) 이미지파일경로

filetime datetime 파일 시간

표 3.3.2.5. JMA(일본수집 이미지)

columns name columns type columns 설명

kind varchar(20) 파일종류

path varchar(100) 이미지파일경로

filetime datetime 파일 시간

표 3.3.2.6. KMA(기상청수집 이미지)

columns name columns type columns 설명

obse_time datetime 관측시간

Cruise_ID char(8) 배ID

Year char(4) 년

Month char(2) 월

Day char(2) 일

Hour char(2) 시

Min char(2) 분

Sec char(2) 초

Latitude double 위도

Lat_hem char(1) 위도단위

Longitude double 경도

Lon_hem char(1) 경도단위

Course double 배의진행방향

Speed double 배의속도

Heading double 머리방향

App_WS double 풍속

App_WD double 풍향

표 3.3.2.7. kiost_rvi(이사부호 관측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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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s name columns type columns 설명

ID varchar(12) 아이디

PW varchar(50) 비밀번호

NAME varchar(30) 이름

ORGANIZATION varchar(20) 기관명

POSITION varchar(20) 직책

PHONE1 varchar(50) 전화번호

APPROVAL_CONDITION char(1) 회원승인여부

APPROVAL_DATE datetime 회원승인날짜

AUTHORITY char(1) 회원권환

EMAIL varchar(100) 이메일

PHONECODE varchar(400) 핸드폰번호

AUTOCHECK int(11) 자동로그인코드

표 3.3.2.8. sp_members

columns name columns type columns 설명

Clac_WS double 풍속

Calc_WD double 풍향

True_WS double 풍속

True_WD double 풍향

Air_Temp double 기온

Atmos_Press double 기압

R_Humidity double 습도

Solar_R double 일사량

Conductivity double 전도도

Seawater_T1 double T1

Seawater_T2 double T2

Salinity double 염분

Depth double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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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s name columns type columns 설명

id varcher(12) 사용자 아이디

ship_route_code int(11) 항로 번호

표 3.3.2.9. ship_list(사용자 항로저장)

columns name columns type columns 설명

id 사용자 아이디

ship_route_code 항로번호

route_num 항로순서

lat 위도

lon 경도

pointtime 도착 시간

표 3.3.2.10. ship_route_contents(항로 입력내용)

② 파일 데이터베이스 정보

 MOHID 자료

구  분 내  용

저장 경로 /KOOS/PROJECT/SNAVI/data/MOHID/yyyy/yyyymmdd

파일명 규칙 Mohid_yyyymmddhh.nc

시간규모 73시간 

해상도 216 X 264, 경도 : 117.042˚ ~ 134.958˚, 위도 : 22.0416˚ ~ 43.9583˚

기타 WRF 관련 데이터도 포항되어 생성

표 3.3.2.11. MOHID 파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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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명 영문 영문약어 단위

수평 
바람

East-west wind speed windu m/s

수직 
바람

south-north wind speed windv m/s

기온 Sea Surface air temperature airtemp degree in C

기압 Sea Surface air pressure airpres hPa

수평 
유향

Surface Eastward Water Velocity u m/s

수직 
유향

Surface Northward Water Velocity v m/s

수온 Sea Surface Temperature temp degree in C

염분 Sea Surface Salinity salinity psu

표 3.3.2.12. MOHID 요소

 WAM 자료

구  분 내  용

저장 경로 /KOOS/PROJECT/SNAVI/data/WAM/yyyy/yyyymmdd

파일명 규칙 wamout_yyyymmddhh.nc

시간규모 72시간 

해상도 313 X 361, 경도 : 117˚ ~ 143˚, 위도 : 20˚ ~ 50˚

표 3.3.2.13. WAM 파일정보

요소명 영문 영문약어 단위

파고 Significant Wave Height sigH m

파향 Significant Wave Direction sigD degrees

표 3.3.2.14. WAM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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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현업기관 운영지원

1.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원내의 자료수집서버에서 수집된 해양조원과 기상청의 관측자료는 자료처리 서버

로 전송되며 전송된 자료들은 shell script를 활용하여 DB로 입력된다. 최종 자료는 

MySQL DB 내에 저장된다. 저장된 관측자료는 예측자료와 함께 조회가 가능하며 

기상청 AWS, 부이 자료와 국립해양조사원의 부이자료 조회가 가능하다.

그림 3.4.1.1. 관측자료 처리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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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해양시스템에서 생산된 예측자료는 여러 종류의 파일로 들어오며 그 내용은 

표 3.4.1.1과 같다.

항 목 설 명 용 량 비 고

3차원 기상모델
기상 모델로서 바람, 대기압, 

열속 등의 대기자료 생산
40G

1일 2회 
생성

3차원 해양순환
모델

연안 순환 모델로서 수온, 

염분, 유속 등의 해양자료 
생산

8G

광역 순환 모델로서 수온, 

염분, 유속 등의 해양자료 
생산

8G

파랑 모델로서 주기, 파향 
등의 해양자료 생산

8G

폭풍해일 모델로서 해일고 
자료 생산

1G

합 계 65G

표 3.4.1.1. 수집 예측자료 일람

예측자료는 요소별, 모델별로 구분된 파일로 수집되지만 이를 하나의 NC 포맷의 

파일에 저장한다. 여기에는 JAVA 및 shell script를 활용하였으며, 각각의 요소와 예

측기간 및 시간을 고려하여 저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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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2. 예측자료 처리 프로세스

본 시스템에서 표출되는 자료에 대한 직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GIS 기반의 표출시

스템을 구축하였다. 사용한 GIS는 Google Map API를 활용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예측자료 및 관측자료를 표출하였다.

그림 3.4.1.3. Web 기반 표출 시스템 구축 개념도



운용해양(해양예보) 시스템 연구(2단계)

576❙

또한 생산된 분포도와 사용된 GIS의 지도도법을 일치하기 위하여 MapServer 어

플리케이션을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사용자는 Web 상에서 지도정보와 해양기

상정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4.1.4. 실시간 관측 및 예측자료 처리 프로세스 개요

그림 3.4.1.5. 웹 표출 체계 개요

실시간 해양환경정보제공 시스템은 웹기반으로 구현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PC 브

라우저에서 URL을 입력하면 접속할 수 있다. 상단은 관측, 예측, 수색구조, 유류유

출 등 대 메뉴로 표현되어 있으며 우측에 각 메뉴별로 사용자의 설정을 입력하는 

부분이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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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6. 실시간 해양환경정보제공시스템 사용자 화면

관측자료는 기상청의 부이, 종관관측자료, 해양조사원의 조위관측소 자료를 검색

할 수 있게 개발되었다.

그림 3.4.1.7. 관측자료 표출화면

관측자료 별로 통계자료를 검색할 수 있게 기간별 검색 기능도 개발하였다. 기간

별 검색자료는 시계열 그래프 및 테이블로 사용자에게 제공되며 검색한 자료는 텍

스트파일로 다운로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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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자료는 발표시간별, 예측시간별로 조회가 가능하며 여러 종류 모델 자료를 확

인할 수 있다. 모델의 종류는 MOHID, WRF이며, 표출요소는 온도, 기압, 바람, 수

온, 염분, 유향유속이다. 이 중 MOHID 모델 산출 요소인 수온, 염분, 유향유속 자

료는 수심별로 검색이 가능하다.

그림 3.4.1.8. 수온 및 해류 예측자료 표출화면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한 지점에 대하여 지점별 정보도 제공한다. 선택한 지점과 

요소에 대하여 72시간 예측자료를 테이블 형태로 제공하며 이를 텍스트 파일로 다

운로드 가능하도록 개발하였다.

그림 3.4.1.9. 지점별 예측자료 표출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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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통합 해양환경정보시스템과의 연동체계 구출을 통하여 해난사고 발생 시 

수색구조 예측 및 주변 해역에 대한 실시간 관측자료 및 예측자료의 동시 조회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3.4.1.10. 수색계획 수립지원 시스템 수립 모식도

Leeway drift 모델과 Lagrangian 입자추적 모델을 수립하여 각각의 예측결과를 

활용하고, 두 결과의 앙상블 예측결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또

한 GIS 지도상의 격자와 예측자료의 격자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예측결과를 GIS 

지도상의 격자로 내삽하여 복잡한 지형이나 작은 섬에 의한 예측결과의 왜곡을 최

소화하였다.

표류물의 종류는 익수자, 구명정, 소형보트, 어선 등 총 60가지 형태 중 하나를 선

택할 수 있도록 다양화하여 구성하였다. 유류유출 이동확산 예측시스템은 사용자가 

사고발생 초기 위치를 입력하고 유출형태 및 지속시간, 유류종류 등 다양한 옵션을 

선택하여 직접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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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11. (a) 실시간 해양환경정보제공시스템과 방제 및 

수색구조 수립 지원시스템의 연동, 

(b) 사용자 연동 표류체 이동예측 시뮬레이션

그림 3.4.1.12. 표류물의 종류 선택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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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13. 표류예측 모델의 종류 및 기타 선택 옵션

그림 3.4.1.14. 방제계획 수립 지원시스템의 사용자 연동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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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15. 방제계획 수립 지원시스템의 

사용자 입력 정보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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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관기관 협의체

가. 개요

운용해양예보시스템 연구의 효율적인 추진 및 향후 연구개발 추진계획 수립을 위

한 기술자문과 운용해양예측정보의 사용과 관련한 주요 해양관련 유관기관 (end 

user)의 요구사항 등을 수렴, 반영, 피드백, 협력 등의 과정을 통해 user의 수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기술개발 및 product 생산을 목적으로 운용해양예보시스템 연구 

협의회를 2014년부터 개최하였다. 본 연구 결과의 활용과 관련이 있는 주요 해양관

련 기관, 학계 및 산업계 등으로부터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본 연구의 결과

의 현업활용 등을 위한 요구 수렴, 추진방향 및 전략에 관한 자문, 본 연구의 성공

적 추진을 위한 각 기관의 지원, 협력 및 협의 등을 통한 본 연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의회로 2014년 9월 22일 첫 협의회 회의 개최 이후 2017년 9월 28일 5차까

지 총 5회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총 5회의 회의 동안 협의회 위원들은 연구방향에 관한 제안과 연구개발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제안, 연구개발 추진방향 및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보완사항, 예측정확

도 제고를 위한 방안 등을 제안하였고,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이와 같은 제안사항

들을 적극 반영하여 왔다. 하지만 5회의 협의회 동안 유관기관들의 담당자들이 계

속 바뀌는 문제가 있어 협의회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매년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어 

논의되는 한계가 있었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연구개발이 아닌 

수요자 및 잠재수요자, 유관기관 등의 의견 및 제안사항들을 반영하여 연구개발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의의가 있다.

나. 운용해양예보시스템 연구 협의회

(1) 제 1차 협의회

(가) 회의개요

 □ 일    시 : ‘14. 9. 16(화) 10:00~14:00

 □ 장    소 : 서울역 회의실(KTX 5 회의실/ 4층)

 □ 참석범위 : 협의회 위원 및 주요 연구참여자 등 18명

 □ 주요내용

   ○ 본 사업의 추진현황 소개와 활용 보고

   ○ 본 협의회의 활동계획 및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안 및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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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참석자

이름 소속 직위/직책 비고

1 권영상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과장

2 노영재
충남대학교

해양환경과학과
교수

3 박세진
해양경찰청

방제기획과
사무관

代) 김정환

    주무관

4 서영상
국립수산과학원

수산해양종합정보과
과장 불참

5 서장원
기상청

해양기상과
과장

6 신광일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경감

7 이윤균 ㈜해양환경과학 대표

8 이종국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정보연구실
실장

9 임채호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사무관

代) 김정현

    주무관

10 장경일 서울대학교 교수

11 임효승
해군본부

해양계획과
중령

12 황준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관측과
과장

代) 변도성   

  박사

13 홍성조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실장 Observer

표 3.4.2.1. 제 1차 운용해양예보연구협의회 주요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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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1. 제 1차 운용해양예보연구협의회 

(나) 회의내용

○ 구체적인 사용자를 확보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R&D 과제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기는 어려우며, 현업 기관에서 공동 운영

을 하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실제 사용자들이 운용해양예보 시스템 사업 성공의 핵심임

○ 세월호 사고와 같은 현안 문제 발생 시 수평해상도 10～30m 급의 고해상도 

자료가 요구되므로 기본적인 인프라 문제부터 해결해야 함

○ 향후 연구용, 현업용을 분리해서 운용해양예보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하며, 사안별 

(유류, 수색구조, 기타재해)로 어떤 모델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자료 제공에 대한 홍보를 더 강화해야 함

○ 해경의 경우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유출유 예측시스템 고도화 사업 지시가 하

달되었으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함께 추진해야 함

 - 연 350여건의 크고 작은 유류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운용해양 예측시스

템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예측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고려하겠음

 - 해경 우선 대상해역 (여수, 울산, 대산)에 대해 2차년도부터 시범 서비스를 우

선 실시하는 것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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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연안을 수평해상도 300m로 구축할 예정이며, 계산 자원 확보가 우선 되어야 함

○ 현업 예보체계는 관측-예측-서비스가 기본이므로, 표류부이나 ADCP 등 관측

장비를 서비스하기 전에 충분히 비축해야하며, 해양예보관 양성이 필요함

 - 기상청에서 하지 못하는 해류 등의 관측정보가 필요함

○ 해양과학기술원에서 기술이전 받은 표류예측 시스템의 성능이 우수하지만, 현재 

연안역에서 정확도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기상-해양 접합 모델이 필요함

○ 해수부에서 국정원과의 협의를 통해 고해상도 수심자료 (특히, 천해역)를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함

○ 기상청에서 전구 해양모델의 결과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것임

○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민과의 공감 (대국민 서비스)이 

매우 중요함

 -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가시화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 

□ 연구개발 추진계획 수립

○ 세월호 사고와 같은 현안 문제 발생 시 현장 관측을 최우선적으로 수행하여 

예측자료를 검증하고 보정된 자료를 즉시에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

어야 함

 - 정확도, 활용성 및 대표성이 있어야 하며, 운용해양시스템이 이러한 대표성을 

가져야 함

 -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해양예측은 통일성과 대표성이 가장 중요함

□ 연구개발 추진방향 및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및 보완사항 제안

○ 운용해양예보시스템 사업은 R&D과제이기 때문에 향후 과학적, 기술적으로 해

결해야할 부분들이 산재해 있음

○ 연구개발 단계에서 요구사항들이 너무 많으면 실제 고도화하는데 역량을 집중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함 

○ 해양수산부에서는 예산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하겠음

○ 향후 협의회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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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2차 협의회

(가) 회의개요

 □ 일    시 : ‘15. 5. 19(화) 10:00~14:00

 □ 장    소 : 광명역 회의실(KTX 회의실/ B1층)

 □ 참석범위 : 협의회 위원 및 주요 연구참여자 등 18명

 □ 주요내용

   ○ 본 사업의 추진현황 소개와 활용 보고

   ○ 본 협의회의 활동계획 및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안 및 토론 

 □ 주요참석자

이름 소속 직위/직책 비고

1 김광용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과장 참석

2 노영재
충남대학교

해양환경과학과
교수 참석

3 하창우
해양경비안전본부

방제기획과
사무관 불참

4 이우철
해양경비안전본부

기동방제과
사무관

참석

(연제철 주무관)

5 서영상
국립수산과학원

수산해양종합정보과
과장 불참

6 서장원
기상청

해양기상과
과장

참석

(유승협 사무관)

7 서상욱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수색구조과
경감 참석

8 이윤균 ㈜해양환경과학 대표 참석

9 이종국
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

미래재난

협업담당관
불참

10 임채호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사무관 참석

11 장경일 서울대학교 교수 불참

12 박상국
해군본부

해양정보과

과장

(대령)

代): 김태우   

주무관 참석

표 3.4.2.2. 제 2차 운용해양예보연구협의회 주요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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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2. 제 2차 운용해양예보연구 협의회 

(나) 회의내용

□ 연구방향에 관한 제안 및 요구사항

○ 우선대상해역에 대한 유출유 이동확산 예측시스템이 빠른 시일 내에 구축되어야 

함. 현재의 유출유 이동확산 예측시스템은 정확도가 떨어지는데, 연안지역에 

대해 수십m급의 해상도가 필요하며 연안지역에 특히 정확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요구됨

 - 유출유는 시간이 지나면 타르로 바뀌게 되는데 이 타르는 수심 1m 아래에서 

이동하고 확산되므로 이에 대한 추적 시스템이 필요함

 - 유류오염 사고의 경우 초기 30분 내에 기름의 이동 확산 방향을 알 수 있어야 함. 

 - 초기 10분 내에 상황판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

져야 함

○ 해양사고 발생 시 실종자의 생존시간이 수온에 따라 달라지므로 생존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이름 소속 직위/직책 비고

13 황준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관측과
과장

代):변도성 박사 

참석

14 송영주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해양경비안전연구팀
경감 참석

15 이상기
한국어촌어항협회

어항본부
본부장 참석

16 정성훈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실장
Observer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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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지구 해양모델을 활용한 전 지구적 해양예측이 필요함

○ 국지정밀 파랑, 해일 정보는 중요한 정보인데, 현재 다른 연구 사업을 통해 구

축된 방파제 재해예보가 틀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운용해양예보시스템과 연계

하여 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연구가 필요함

○ 해군에서는 자체적으로 표류예측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운용해양 

예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결과와 달라서 지휘관들이 상황을 판단하는데 혼란

을 겪고 있음. 이 두 시스템에 대한 예측결과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다면 비교

결과를 제시해주기 바람

○ 사용자마다 요구사항이 다 다르지만 우선적으로 지역별로 특화된 모델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연구개발 추진계획 수립

○ 운용해양예보시스템의 연구과제가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료가 제공되어야함

○ 해양예보를 위해서는 관측, 예측, 예보관의 3박자가 갖추어져야하며, 해양예보는 

24시간 4교대로 이루어져야함. 따라서 해수부 내에서 해양예보관의 육성이 반

드시 필요함. 그래야 운용해양예보시스템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시스템 자체가 정착이 된 후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

○ 향후 기상청의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자료 제공 방침이 변경될 예정임. 기존에는 

MOU 후에 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해왔으나 원점에서 재검토될 예정임 

 - 국가기관은 인프라를 제공하고 민간 사업체에서 이윤창출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음

 - 이를 고려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음

□ 연구개발 추진방향 및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및 보완사항 제안

○ KOOS를 기반으로 한 교육훈련의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

○ 해난사고 발생 시 어느 기관에서 지원을 주도적으로 하는지 파악하기 힘든 현

실이며, KIOST에서 협업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해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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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3차 협의회

(가) 회의개요

 □ 일    시 : ‘16. 5. 24(화) 10:00~14:00

 □ 장    소 : 서울역 회의실(KTX I 회의실)

 □ 참석범위 : 협의회 위원 및 주요 연구참여자 등 15명

 □ 주요내용

   ○ 본 사업의 추진현황 소개와 활용 보고

   ○ 본 협의회의 활동계획 및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안 및 토론 

   ○ 향후 사업 종료 후 후속사업 (일몰제 적용)

   ○ 정확도 제고 방안

   ○ 기술이전 협약 관련

   ○ 전산자원 필요성 및 확보 방안

 □ 주요참석자

이름 소속 직위/직책 비고

1 이안호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과장 불참

2 노영재
충남대학교

해양환경과학과
교수 불참

3 하창우
해양경비안전본부

기동방제과
사무관 불참

4 서영상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장
과장 불참

5 서장원
기상청

해양기상과
과장 참석

6 오명용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수색구조과

경감 참석

7 이윤균 ㈜해양환경과학 대표 불참

8 이종국
(前)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

미래재난
협업담당관

불참

9 공성규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사무관 참석

10 장경일 서울대학교 교수 불참

표 3.4.2.3. 제 3차 운용해양예보연구협의회 주요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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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3. 제 3차 운용해양예보연구협의회 

(나) 회의내용

□ 향후 사업 진행 방향

 - 해양과학기술원 자체 과제로 추진할 수 있는지 우선적으로 검토해봐야 함.

 - 운용해양예보시스템 사업이 현업 적용가능성이 높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야하므로, 향후 사업명을 바꿔서라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함

 - 인공지능 (AI)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예측과 접목시켜서 deep 

mining, deep learning 등을 포함한 과제로 발전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함

□ 예측정확도 제고

○ 예측정확도 80%는 매우 엄밀한 기준임

 - KIOST에서 제공한 모델과 조사원에서 따로 보유한 다른 모델 사이에 차이가 있음

 -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시스템 구축 후 결과 공유를 통한 정확도 제고가 될 것으

로 생각됨

이름 소속 직위/직책 비고

11 박상국
해군본부

해양정보과
과장

(대령)
참석

12 허룡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예보과

과장
代)권석재연구관 

참석

13 송영주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해양경비안전연구팀

경감
代)김경원 경사 

참석

14 이상기
한국어촌어항협회

어항본부
본부장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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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2km와 300m까지 활용 가능한 서버가 7월초까지 설치 

될 예정이며, 2km 모델은 바로 설치가 가능함

 - 운용해양예보시스템에서 과거 사례에 대한 예측결과를 제공하여 상호비교를 

할 필요가 있음

 - 기상청으로부터 표류실험을 매년 1~2회하고 있는데, 표류궤적 제공을 해주시기 바람

 - 자료동화, 커플링 등의 방법을 통한 정확도 제고

 - 부이 위치별로 20개 가량의 부이를 띄워서 이벤트별로 띄우고 있음

 - 수온, 기압, 파고, 위치 정보를 측정할 수 있는 부이를 기상청에서 실험

 - GloSea5 (Global seasonal forecasting system 5), Met Office 모델 NEMO와 

UM을 결합한 모델, 14개의 멤버를 통한 앙상블 7개월 예측을 매일 수행하고 

있으며, 3개월 예보 등을 시행하고 있음

 - 기상청의 17개 부이와 비교했을 때 약 0.9℃의 수온 오차를 보이고 있으며, 표

류부이 실험을 통한 해류 검증을 수행하고 있음

 - 제반 검증 과정이 완료된 후에 제공가능 할 듯함

 - 운용해양예보시스템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3자에게 객관적으로 

운용해양예보시스템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음

 - 제3자 기관이 객관적으로 운용해양예보시스템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해 주셨으면 함

 -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사전대응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람

 - 표류예측시스템의 가장 큰 사용자는 해경인데, 사용하는 경비함정 등에서 운용 

시 운용매뉴얼과 운용인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기술이전

 - 기본예보의 경우 조사원에 제공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며, 수색구조 등의 활용

예보는 해경 등 유관기관에서 활용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됨

 - 유류유출 같은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의 경우 위기대응 매뉴얼이 주관기관이 

해양수산부로 되어 있음. 기술이전에 대해서는 협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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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4차 협의회

(가) 회의개요

 □ 일    시 : ‘17. 3. 14(화) 12:30~16:30

 □ 장    소 : 용산역 회의실(itx 3 회의실)

 □ 참석범위 : 협의회 위원 및 주요 연구참여자 등 18명

 □ 주요내용

   ○ 본 사업의 추진현황 소개와 활용 보고

   ○ 현업활용 등을 위한 요구 수렴

   ○ 추진방향 및 전략에 관한 자문

   ○ 본 연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각 기관의 지원, 협력 및 협의 

 □ 주요참석자

이름 소속 직위/직책 비고

1 이안호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과장 참석

2 노영재
충남대학교

해양환경과학과
교수 참석

3 임월애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
연구관 참석

4 유승협
기상청

해양기상과
과장 참석

5 박종희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수색구조과

반장

(경감)
참석

6 이윤균 ㈜해양환경과학 대표 참석

7 이종국 아주대학교 교수 참석

8 강희영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주무관 참석

9 박상국
해군본부

해양정보과

과장

(대령)

불참

(훈련기간)

10 허룡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예보과
과장 참석

표 3.4.2.4. 제 4차 운용해양예보연구 협의회 주요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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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4. 제 4차 운용해양예보연구협의회 

(나) 회의내용

 - 우리나라 해양예보는 지난 20여년간의 노력과 특히 KOOS 연구사업 이후로 많

은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게 되었으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정확도 1% 항상

을 위해서는 예전의 1% 향상을 위한 노력의 몇 배가 더한다고 해도 장담할 수 

없는 어려움을 우리 모두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함

 - 또한, 이러한 축적된 해양예보기술을 동남아, 개도국 등에 이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활로를 찾기 바람

 - 적조 예측을 위해서는 연안에 고해상도의 예측모델이 필요하며, 기관별 공조가 

이루어져야 함. 또한 생물, 화학, 물리 모델 등이 결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수산과학원에서 운영 중인 여러 생태모델을 KOOS와 연계하는 방법도 가능

이름 소속 직위/직책 비고

11 안상용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해양경비안전연구팀

반장

(경감)
참석

12 송영구
해양경비안전본부

기동방제과
사무관 참석

13 고상우
한국어촌어항협회

어항본부
본부장 참석

14 나성준 (주) 동녘 대표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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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생물학적 기반의 자료를 제공할 의사가 있으며, KOOS와의 

협업과 앙상블을 통해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함. 수산과학원에서 최

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예보와 예측을 혼동해서는 안되며, 예보는 수치모델 등의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예보관이 해석한 결과를 말하며 예측은 수치모델 등의  계산 결과만을 말함

 - 운용해양예보시스템을 만들고 정확도를 높이는 일은 KIOST에서 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용한 예보는 현업 기관에서 목적에 맞게 예산 및 인력을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최근 기상청은 Glosea5 전구 해양모델로 매일 6개월 치 예측자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매주 월요일 앙상블 평균자료가 대외적으로 제공되고 있음. 현재까지 

평가해본 결과로는 가끔 불안정한 HYCOM 자료보다 정확도는 높다고 판단됨

 - 현재까지는 전구 해양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국내 연구기관 및 대학에서 HYCOM 

자료를 사용하였으나, 향후 Glosea5 자료를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 사용자의 입장에서 운용해양예보시스템의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현재는 사고

가 발생했을 때 즉시 표류예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표류예측 시스템을 이용하여 선박사고, 인명사고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외해 

쪽에서는 매우 높은 예측 적중률을 보이고 있으며, 매해 점차 정확도가 높아지

고 있다고 생각함. 다만, 연안 쪽에서는 오차가 많이 발생하며 이런 부분의 고

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선박이 사고가 난후 전복된 상태로 우연히 발견되는 사고가 있는데, 이에 대한 

역추적이 시스템적으로 가능하다면 더욱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 예측정확도 향상을 위해서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정밀한 해저지형자료를 제공

해야 함

 - 지구시스템 전체 예측을 통한 해양예보가 이루어져야 궁극적인 예보적중률 향

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서는 슈퍼컴퓨터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함

 - 해양 슈퍼컴퓨터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슈퍼컴 관련 정부조직을 만든다는 것

은 관련 예산확보보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해양수산부에서도 이미 슈퍼

컴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음. 슈퍼컴퓨터 도입에는 공감하나 실

행전략에 있어서는 다르게 접근해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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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NOAA에서는 nowCOAST라는 운용해양예보시스템을 공식적으로 사용

하고 있으며 초기에는 이러한 시스템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였음. 하지만 

예보기관에서 필요성을 공감하자 급속도로 시스템이 정착되고 발전된 전례가 

있음

 - 운용해양예보시스템 연구사업은 R&D에 의해 개발된 연구결과물이 실제 행정

부서에서 사용, 활용되는 대표적인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며, 조사원에서 해양

예보과를 신설한 후에도 모델도입을 위한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운용해양예

보시스템의 모델을 기술이전 받아 해양예보를 하고 있음

 - 해저지형자료는 보안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수요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공개를 

할 수 있음. 실제 해도를 작성하기 위해 측량을 실시하고 있으나 수치모델의 

입력자료로 쓰이기 위해서는 재처리 과정이 필요함. 이에 따른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어야 가능함

 - 전구모델 운용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이 또한 외부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어야 가능성이 있음

 - 지난 돌고래 사고의 경우, 특히 예보 모델이 틀렸다기보다 결과만 보고 예측이 

틀렸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 또한 해양예보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 때문으로 

생각됨. 이에 해양예보와 관련된 홍보와 교육 콘텐츠 개발에도 특별히 신경을 

써야함

 - 해일예보의 경우 정성적인 예보에 그치고 있으나, 조사원의 측량과와의 협조를 

통해 조사원의 수직기준과 연계된다면 보다 실용적인 연구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해양예보과에서 설문결과 60%의 응답자가 해무에 대한 예보정보가 필요하다고 

답하였음. 이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크다고 판단됨

 - 어려운 점은 있으나 국민 수요가 많으므로 신경을 쓰고 예측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하였으면 함. 또한 해무 예측을 위해서는 해양조사측량, 해안선 측량이 필히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조명이 필요함

 - 해무예측은 현재 기상청 UM모델에서 2차변수로 운용하고 있음. 따로 모델을 

운용하는 것보다 앙상블예측을 통한 정확도향상을 방향으로 가져가는 것도 좋

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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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부로부터 수색구조 현장지원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임이며, 해경연구센터로 필요한 과제를 제안해주시기 바람

 - 현재 해경 기동방제과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유류예측)은 수색구조와 달리 연

안이 외해보다 더 잘 맞음

 - 야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다 원활한 초기 대응을 위해 모바일 어플리케이

션을 형태의 기술 지원이 필요함

 - 해경에서도 유류유출 관련 대형 R&D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해경의 입장에서

는 모델 개발보다는 유지보수 측면이 매우 어려운데 이러한 업무를 공무원이 

해야 할 것인지 전문연구센터에서 해야 할 것인지 장기 검토 중임

 - 사고 결과에서 예측 실패사례와 모델 결과의 검증 작업을 위해서, 사고 결과를 

알려주면 유류유출 예측에 도움이 될 것임

 - 전국 108개 어항 관리하는데 유의파고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음. 작

년부터 지능형 CCTV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종합영상상황실을 본부에서 

시범운영 중인데 이 상황실에 운용해양예보시스템이 제공 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낚시 어선이 출항하면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해경과 협조하여 개발 중임)

 - 육상, 해상양식장에서 활용 가능 하도록 수질, 수온, 염분 예측까지 된다면 잘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운용해양예보시스템의 실용화/사업화를 위해서는 정확도가 담보되어야 하고, 

실제 사용되고 있는 전례가 많아야 함

 - 특히 산업체에서는 이러한 전례와 정확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운용해양예보시스템을 널리 사용하여 이러한 전례를 많이 남기

게 되면 산업체에서 실용화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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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 5차 협의회

(가) 회의개요

 □ 일    시 : ‘17. 9. 28(목) 10:00~13:00

 □ 장    소 : 광명역 회의실(KTX 산천 회의실)

 □ 참석범위 : 협의회 위원 및 주요 연구참여자 등 11명

 □ 주요내용

   ○ 본 사업의 추진현황 소개와 활용 보고

   ○ 현업활용 등을 위한 요구 수렴

   ○ 추진방향 및 전략에 관한 자문

   ○ 본 연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각 기관의 지원, 협력 및 협의 

 □ 주요참석자

이름 소속 직위/직책 비고

1 이안호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과장

2 노영재
충남대학교

해양환경과학과
교수 불참

3 임월애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

연구관 불참

4 유승협
기상청

해양기상과
과장

代) 김선희 주
무관

5 박종희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수색구조과

반장
(경감)

불참

6 이윤균 ㈜해양환경과학 대표 참석

7 이종국 아주대학교 교수 참석

8 강희영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주무관 참석

9 신재성
해군본부

해양정보과
과장

(대령)
불참

표 3.4.2.5. 제 5차 운용해양예보연구 협의회 주요참석자 



제3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599

그림 3.4.2.5. 제 5차 운용해양예보연구협의회 

(나) 회의내용

 - 해군에서는 NLL 북쪽의 북한해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수적이며, 운용

해양예보시스템의 차별성 (특히 차별화된 수심자료 등)을 강조해야할 필요가 

있음 (현재 KOOS는 GTOPO2와 GEBCO 자료를 활용하여 북한 해역에 대한 

수심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개발자(KIOST)가 사용자(국립해양조사원)에 기술이전을 할 때 교육 프로그램에 

많은 시간이 필요함. 또한 사용자는 이에 대한 예산 마련 및 지원인력 마련이 

필요하며 연구사업 종료 후에도 개발자가 지원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함. 많은 연구가 사장되는 이유 중 하나가 연구

결과의 이전과정에서 지원예산 부족에서 발생하고 있음

이름 소속 직위/직책 비고

10 허룡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예보과

과장
代) 서광호 연

구사

11 안상용
해양경찰연구센터
해양경찰연구팀

반장
(경감)

참석

12 송영구
해양경찰청
기동방제과

사무관 불참

13 고상우
한국어촌어항협회

어항본부
본부장 불참

14 나성준 (주) 동녘 대표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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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avi 등 향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서비스지원센터의 설립

과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함

 - NOAA에서도 개발된 nowcoast를 헤드쿼터에 지원하고 운영하는데 15년이 걸

렸음

 - 현업예보 도입 시 특히 300m 해상도의 연안순환예측시스템의 경우 모델이 안

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할 것임

 - 현재 KOOS의  정확도만으로도 수색구조와 유출유 방제 등 해경 업무에 큰 도

움이 되고 있음. 또한 S-NAVI에 많은 관심이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하면 해경 

함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기상청의 경우도 최근 수치모델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졌음. 하지만 모델 개발

자와 사용자 간의 정확도에 대한 개념에 gap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의

견을 반영한 정확도 검증에 노력이 필요함

 - KOOS를 기술이전 받고, 사업화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에 따

라 사업진행 방향이 바뀌게 되므로 정부기관 간의 입장정리가 잘 되어야 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요구됨

 - 최근 들어 NLL 북쪽의 북한해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요청이 많아졌으며, 

이에 따른 북한해역의 예측정확도 향상이 필요함. 가능한 모든 위성자료를 수

집하고 있으며, 이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S-navi의 경우 매우 유용한 시스템이라 생각하며, 행정망을 통한 서비스를 우

선적으로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KIOST) 향후 NLL 북쪽의 북한해역에 대한 정확도 향상에 노력할 것임. 또한 

S-navi의 서비스를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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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이전

가.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관련 현업 운영 기관인 국립해양조사원에는 2013년 12월부터 항목별 예측시

스템이 단계적으로 이전되었으며, 2017년 4월 13일 공식적으로 협약식과 합께 운용

해양예보시스템 기술 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림 3.4.3.1). 본 협약을 통해 

국립해양조사원은 “운용해양예보시스템 연구”의 결과로 개발한 ‘한국형 운용해양예

보시스템’을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국립해양 조사원에는 기상 예측

시스템(20km, 4km 해상도), 파랑 예측시스템, 폭풍해일 예측시스템, 연안순환 예측

시스템(2km, 300m), 북서태평양 해양순환 예측시스템 (10km)의 총 5개 예측시스템

이 기술 이전되었으며, 현업 운영 중이다.

그림 3.4.3.1. 국립해양조사원과 기술이전 협약식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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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녘

2015년 10월 5일 ㈜ 동녘에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해상상태(해상풍, 해면기압, 파

랑, 해수면, 해일고, 조류, 해류 등)를 예측하는 시스템 구축 및 이를 운영하는 기술

을 이전하였다. 기술이전의 지역적 범위는 대한민국 전역에 한하는 것으로 하였으

며, ‘연안국지 순환예측 방법 및 시스템’, ’연안국지 해수 순환 및 파랑 예측 방법 

및 시스템‘, ’연안국지 파랑예측 방법 및 시스템‘의 특허권에 관해 실시 계약을 체결

하였다. 본 협약을 통해 ㈜ 동녘에서는 운용해양예보시스템에서 생산된 예측 자료

를 활용하여 해양예측 정보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림 3.4.3.2. ㈜ 동녘 기술이전 계약서 (20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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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에서는 선박 건조 작업, 시범운항 및 악기상시의 피항 등 해상상태에 

관한 정보를 매년 필요시마다 외국에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2014년 7월 22

일 ‘울산항 중심 연안국지 해상 상태 예측 시스템’의 기술이전을 체결하여 현대중공

업이 위치한 울산항에 특화된 예측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술의 외국 

의존도를 줄이고 매 작업시마다 발생하는 예측자료 구입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현재 현대중공업에서는 구축된 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업 시에 기상 및 파

랑정보를 바탕으로 작업의 실행 유무를 결정하여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절감하고 

있다.

그림 3.4.3.3. ㈜ 현대중공업 기술이전 계약서 (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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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프로그램

가. 해경 교육 지원

○ 수색구조 예측 교육지원

순번 일시 의뢰처(장소) 교육내용

1 2015.09.24 해양경비안전교육원 표류 예측 시스템 운영

2 2016.04.05 해양경비안전교육원 표류 예측 시스템 운영

3 2016.05.10 국민안전처 세종청사
수색구조 및 유류확산 표출시스템, 

해양예보 등

4 2016.05.23 해양경비안전교육원 표류 예측 시스템 운영

5 2016.07.11 해양경비안전교육원 표류 예측 시스템 운영

6 2017.03.23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표류물 추적시스템, SAR Model 

Viewer 이론 강의 및 실습

7 2017.05.30 해양경비안전교육원 표류 예측 시스템 운영

8 2017.06.20 해양경비안전교육원 표류 예측 시스템 운영

9 2017.07.17 해양경비안전교육원 표류 예측 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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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립해양조사원 교육훈련 실시

 □ 일    시 : ‘18. 04. 10(화)

 □ 장    소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산신청사 4406호

 □ 교육대상자 :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예보과 서광호 박사 외 1명

 □ 주요 교육 내용

  1. 기상예측시스템 설치 및 운영

  2. 북서태평양 해양순환예측시스템 설치 및 운영

  3. 연안순환예측시스템 설치 및 운영

  4. 파랑 예측시스템 설치 및 운영

  5. 폭풍해일예측시스템 설치 및 운영

 □ 교육 일정표

  ○ 04. 10. (화)

시간
발 표 자

교육 내용 비 고
이름 소속

09:00～10:00 허기영
한국해양과학 

기술원
KOOS 시스템 개요 및 전체 시스템 설명

10:00～11:40 허기영
한국해양과학 

기술원
- 해양기상예측시스템 구성 및 활용
- 시스템 설치 및 운영 방법

11:40~13:00 Lunch

13:00～14:20 최진용
한국해양과학 

기술원

- 북서태평양 해양순환예측시스템 구성 및 
활용

- 시스템 설치 및 운영 방법

14:20~14:40 Coffee break

14:40~16:00 최진용
한국해양과학 

기술원
- 연안순환예측시스템 구성 및 활용
- 시스템 설치 및 운영 방법

16:00~16:20 Coffee break

16:20~17:10 정상훈
한국해양과학 

기술원
- 파랑예측시스템 구성 및 활용
- 시스템 설치 및 운영 방법

17:10~18:00 최정운
한국해양과학 

기술원
- 폭풍해일예측시스템 설치 및 운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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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조사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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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자 매뉴얼 작성 

본 연구를 통해 해양기상예측시스템, 북서태평양 순환예측시스템, 연안 순환 예측

시스템, 파랑예측시스템의 사용자 가이드북을 발간하였다.

1) 해양기상예측시스템 활용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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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PEM 활용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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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서태평양순환예측시스템 활용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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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안순환예측시스템 활용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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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랑예측시스템 활용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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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절 연구목표 달성도

2단계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한 주요 4개 연구분야는 1) 자료입력 실시간 운영시

스템 구축, 2) 실시간 해양예측 시스템 고도화, 3) 통합 활용시스템 운영 및 개선, 

4) 현업기관 운영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차별 연구내용과 평가 착안점 및 달

성도는 아래의 표 4.1.1.1.에 정리하였다.

연차 연구내용 평가착안점
달성도

(%)

1차
년도

자료입력 실시간 운영시스템 
구축

○ 해양기상 관측자료 전처리 및 자료동화 
시스템 설계

○ 자료동화를 위한 해양입력자료 생산체계 정립
○ 위성자료 해수면 온도 생산/서비스 시스

템 개선

100

실시간 해양예측 시스템 
고도화

○ 북서태평양 해양순환 모델 수립 (MOM4, 
ROMS)

○ 연안해역 예측시스템 개선
○ 평가 표준화 기준 설정
○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기존 평가지표 1개 외 표준화된 평가지표 추가

100

통합 활용시스템 운영 및 
개선

○ 수색구조 지원시스템 개선
○ 유류유출 예측시스템 개선
○ 적조 및 부유물질 이동 확산 예측시스템 

기초연구
○ 해양관측자료 및 예측자료 DB고도화 방

안 연구
○ 전문가용 해양정보 서비스 시스템 고도화
○ 해양예보정보시스템 시범운영을 통한 수

요자 중심 표출시스템 구축

100

현업기관 운영지원
○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국내외 현황 조사
○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100

표 4.1.1.1. 연차별 연구내용과 평가 착안점 및 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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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연구내용 평가착안점
달성도

(%)

2차
년도

자료입력 실시간 운영시스템 
구축

○ 해양기상 관측자료 전처리 시스템 구축 
및 자료 동화 시스템 수립

○ 자료동화를 위한 해양자료 수집, 관리 및 
품질관리체계 구축(I)

○ 해수면온도 생산체계의 실시간 품질 향상
○ 재분석자료 생산 기법 연구

100

실시간 해양예측 시스템 
고도화

○ 북서태평양 해양순환 모델 개선 
○ 북서태평양 순환모델에 앙상블 방법을 적

용한 자료동화 기법 적용 기술 개발
○ 연안순환 예측시스템 개선(MOHID)

100

통합 활용시스템 운영 및 
개선

○ 앙상블 기법을 적용하여 수색구조 지원시
스템 개선

○ 유류유출 예측시스템 개선
○ 적조 및 부유물질 이동 확산 예측시스템 

개발
○ 해양관측자료 DB 구축
○ 전문가용 해양정보 서비스 시스템 고도화
○ 해양예보정보시스템 시범운영 및 기능 고

도화와 서비스 안정화

100

현업기관 운영지원
○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100

3차
년도

자료입력 실시간 운영시스템 
구축

○ Cycling 3D-Var를 적용한 자료동화 시스
템 구축

○ 자료동화를 위한 해양입력자료 품질 관리 
체계 구축(I)

○ 해수면온도 생산체계의 실시간 품질관리 
구현

○ 재분석 자료 생산 및 검증

100

실시간 해양예측 시스템 
고도화

○ 북서태평양 해양순환 모델 개선
○ 연안순환 예측시스템 시범운영
○ 예측정보 검증시스템의 자동화 프로그램 

기능 개선(I)

100

통합 활용시스템 운영 및 
개선

○ 수색구조 지원시스템 고도화
○ 유류유출 예측시스템 고도화
○ 적조 및 부유물질 이동 확산 예측시스템 

개선
○ 해양관측자료 DB 개선 및 정보업데이트
○ 전문가용 해양정보 서비스 시스템 운영
○ 해양예보정보시스템 시범운영 및 서비스 

안정화

100

현업기관 운영지원

○ 현업기관 활용/기술 이전 대비 교육 프로
그램 초안 작성

○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소프트웨어 기능 추가
○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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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연구내용 평가착안점
달성도

(%)

4차
년도

자료입력 실시간 운영시스템 
구축

○ 해양기상 실시간 자료동화 시스템 운영
○ 자료동화를 위한 관측자료와 모델의 자동

연계 방안 연구
○ 해수면온도 생산체계의 실시간 품질관리 

구현(2)
○ 재분석 자료 생산 및 활용연구

100

실시간 해양예측 시스템 
고도화

○ 북서태평양 해양순환 모델 검증 및 시범
운영

○ 연안순환 예측시스템 시범운영
○ 예측정보 검증시스템의 자동화 프로그램 

기능 개선(II)

100

통합 활용시스템 운영 및 
개선

○ 수색구조 지원시스템 고도화 및 현업 지
원 개발 연구

○ 유류유출 이동 확산 예측시스템
○ 적조 및 부유물질 이동 확산 예측시스템 

시범운영
○ 해양관측자료 DB 운영 및 업데이트
○ 해양예보정보시스템 운영 및 자동화

100

현업기관 운영지원

○ 현업기관 지원 및 기술이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사용자 매뉴얼 초안 작성
○ 현업기관을 위한 시범운영 지원 및 피드

백 시스템 구축
○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시범운영
○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100

5차
년도

자료입력 실시간 운영시스템 
구축

○ 해양기상 자료동화 시스템 고도화 및 현
업기관 이전/공동운영

○ 자료동화를 위한 해양관측자료와 해양모
델의 연계체계 운영

○ 해수면온도 생산체계의 실시간 품질관리 
및 동화용 데이터 산출(1)

○ 재분석 자료 생산 및 활용연구

100

실시간 해양예측 시스템 
고도화

○ 북서태평양 해양순환 모델 고도화 및 운영
○ 연안순환 예측시스템 고도화 및 현업기관 

공동 운영
○ 해양예측정보 검증시스템 고도화 적용 및 

개선

100

통합 활용시스템 운영 및 
개선

○ 수색구조 지원시스템 이전 및 고도화
○ 유류유출 예측시스템 고도화
○ 부유물질 이동 확산 예측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 해양관측자료 DB 운영 및 업데이트
○ 전문가용 해양정보 서비스 운영 및 정보

업데이트
○ 해양예보정보시스템 운영 및 웹기반 정보

분석 기능개발

100

현업기관 운영지원

○ 현업기관 지원 및 기술이전을 위한 교육 
○ 사용자 매뉴얼 작성
○ 현업기관을 위한 운영 지원 및 피드백 시

스템 정상운영
○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정상운영
○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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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관련분야 기여도

1단계 4년간의 연구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체계적인 해양예측 시스템

을 구축하여 해양예보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고, 2단계 5년

간의 연구를 통해서는 1단계에서 구축된 운용해양 예측시스템의 성능을 고도화시킴

으로서 그 정확도를 목표로 했던 80% 수준에까지 향상시켰다. 

본 2단계 연구기간동안 세월호 침몰사고(2014.4) 등 국가적인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책수립과 대응을 위해 필요한 각종 해양환경예측정보를 본 연구에서 구축

된 운용해양예보시스템 KOOS로부터 생산하여 제공함으로써 국가가 직면한 긴급한 

문제해결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큰 기여를 하였으며, 해양과학기술을 통해 “해양영

토수호와 해양안전강화” 등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에 큰 기여를 했다고 사료된

다. 또한 본 연구의 1, 2단계를 수행하면서 우리나라 연안과 주변 해양에서 발생한 

각종 재난 및 해난 사고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에서의 해양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끔 하였고,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국가 현업기관인 국립해양조사원에는 해양예보조

직이 신설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 구축된 해양예보시스템은 국가현업기관

인 국립해양조사원이 이전되어 활용토록 하였으며, 산업계에도 기술이전이 이루어

져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해양수산부의 국가연

구개발 사업인 “운용해양(해양예보)시스템 연구(2단계)”의 수행을 통해서 해양과학

과 기술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에 체계적인 운용해양예보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

였으며, 구축된 시스템의 예측정확도 향상을 통한 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다음에 세부연구 분야와 관련한 기여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우리의 운용해양예보시스템 (KOOS)의 개발, 구축 및 개선연구를 통해 성능이 향

상된 시스템과 기술은 향후 해양관련 기관, 산업체, 연구기관 등에 의해 해양예측시

스템을 수립할 경우 그 목적에 충실한 예측시스템의 최적화 구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본 보고서와 함께 부록으로 제시되는 수치모델 사용자 매뉴얼을 통해 최적

화된 해양예측 시스템의 수립에 있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연구사업의 결과가 연구주관기관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인 활용이 

될 수 있는 연구형태를 갖추도록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기술이전과 기술지도를 통

해 성공적인 수립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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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입력 실시간 운영시스템 

- 본 연구에서 개발･수립된 KOOS에서의 해양기상예측시스템에서는 해양기상 수

치모델의 예측정확도 향상을 위해 실시간 Cycling 3D-Var 자료동화기법을 적용

한 해양기상 수치모델 WRF를 구축하여 실시간 3일 예측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

였다. 해양기상예측시스템에서 생산된 해상풍의 예측정확도는 기상청의 부이자

료와 비교한 결과 1단계의 80% 수준에서 85% 수준까지 높아졌다. 개발된 해양

기상예측시스템은 각종 해양예보모델의 입력자료로 활용되어 각종 해양예보의 

예측정확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개발된 예측시스템과 기술은 해양관련 

산업체에 이전, 활용됨으로써 효율적인 해양활동 지원과 예산의 절감에 크게 기

여하였다. 또한 구축된 해양기상예측 시스템은 해양과련 기관, 산업체, 연구기관 

등에서 활용될 것이며, 관련 연구사업의 추가 개발 촉진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

된다.

- 해양예보모델의 입력자료 및 검증용으로 활용 가능한 자료를 일괄 수집, 관리하

는 해양입력자료 생산시스템은 북서태평양 (0°-65°N, 95°-175°E)해역에서 가용한 

수온/염분 자료와 인공위성 SST, SSH 자료를 주기적으로 수집하고 해양자료동

화시스템에 공급함으로써 3차원 해양순환모델의 예측성능을 향상 시키는데 크

게 기여하였다. 또한 수집한 자료를 해양순환모델의 자료동화 시스템과 바로 연

계하는 자동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은 실질적인 해양예보시스템의 운영에 

기여하였다. 한편 천리안위성을 포함한 다종위성을 이용하여 실시간모드와 지연

모드의 1km해상도 해수면온도(SST)자료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생성

되는 SST 정보는 KOOS에서의 해양순환모델에 활용되어 예측정확도의 개선에 

기여하였고, 국립해양조사원 제공을 통한 서비스, 해군과 공군에 제공을 통해 

군작전 활용에 기여하였다.

○ 실시간 해양예측 시스템 고도화

- 본 연구에서는 ROMS와 MOM5 모델을 사용하여 북서태평양 해양순환예측시스템을 

개발, 구축하였다. 자료동화 모델 시스템과 예측 모델 시스템으로 구성된 고해

상도 북서태평양예측시스템(Ocean Predictability Experiment for Marine Environment, 

OPEM)을 개발하여 실시간으로 수온, 염분 프로파일, 위성 SST 자료 등의 관측

자료를 수집하여 수치모델의 초기장을 자체적으로 생성한다. 수온에 대한 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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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향상을 위하여 전남대(ROMS) 및 KIOST(OPEM)의 해양예측자료(3일)를 합

성하여 슈퍼 앙상블자료를 생성하였다. 

- 본 연구에서 개발･구축된 북서태평양 해양순환예측시스템에서 독자적인 해양 

자료동화시스템의 개발･운용, 슈퍼 앙상블 예측자료 생성 등은 고해상도 북서

태평양 해양순환예측모델의 개발 및 고도화에 큰 기여를 하였고, 우리 지역해

와 연안에서의 정밀 국지모델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초기조건과 개방경계 

조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활용예보시스템의 성능 고도화와 예측

정확도 향상에 큰 기여를 하였다.

- 본 연구에서 개발･수립된 수평해상도 300m의 고해상도 연안해역예측시스템은 

세월호 침몰사고, 각종의 크고 작은 유류유출사고, 해양환경오염사고와 같은  

해양재난사고 발생시 수색구조, 유출된 유류나 유해물질의 확산이동범위 예측 

그리고 태풍 내습시 실질적 피해를 유발하는 고파랑, 해일고, 침수범람 등의 발

생시기 및 규모 등에 대한 보다 정도 높은 예측정보를 생산･제공함으로써 신속

한 대응･대책수립을 가능케 지원하고 피해를 저감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 본 연구에서 개발･구축된 해양예보모델의 평가시스템은 각종 해양모델의 성능

을 정량적,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 시스템을 활용한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각 해양수치모델의 지속적인 개선 및 고도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구축으로 주요 해양재난사고 발생시 입체적이고 체

계적인 해양정보의 적시 제공으로 초기대응 지원을 가능케 하는데 크게 기여하

였다.

○ 통합 활용시스템 운영 및 개선

- 본 연구의 KOOS 시스템에서 개발･수립된 SAR(수색구조), Oil Spill(유류오염) 

등의 활용예측시스템은 우리 연안과 주변해양에서 긴박한 해양재난 사고 발생

시에 적시에 신속하게 해양예측정보를 생산･지원함으로써 관계기관이나 당국이 

신속한 대응･대책수립 및 의사결정을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실제로 본 연구

의 수행중이었지만 2014년 4월 비극적인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시 실종자의 수

색구조 지원을 위해 사고 당일인 4월 16일부터 수색 종료일인 2014년 11월 11

일까지 200일 이상의 기간 동안 매일 1회 3일간의 사고 해역의 해양환경 예측

정보 (3차원 유향, 유속, 파고, 바람, 수온 등) 및 수색범위 예측자료 그리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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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벌, 유류품 등의 물체 발견 시 역추적결과를 지속적으로 범정부사고 대책본

부, 해군,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등에 제공하였다. 또한 2016년 7

월1일~2017년 3월30일 기간의 약 9개월 동안 세월호 인양작업 지원을 위한 해

상상태 예측정보를 생산･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세월호의 인양작업 수행에 크

게 기여하였다. 이외에도 2015년 해경 응급구조 헬기 추락 사고 수색구조 지원 

(‘15.3.13.~4.4) 등 2018년 3월까지 16건의 해난사고 발생 시 실종자 수색구조를 

위한 표류예측정보를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현 해양경찰

청) 등에 지원하였다.

- 본 연구기간동안 우리 연안에서 유류유출사고가 여러 번 발생했는데 이 경우 

본 연구에서 개발･수립된 유류유출확산이동예측시스템을 이용해서 즉각적인 이

동확산 예측정보를 생산･제공함으로써 피해저감에 크게 기여하였다. 예로 2013

년 12월 29일 부산 앞바다에서 대형 화물선 충돌 시 유류이동확산예측, 2014년 1

월 31일 우이산호 유류유출사고 발생 시 유류오염이동확산 예측 지원 등 2018

년 3월까지 12건의 유류유출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유류의 이동확산 예측정보

를 생산하여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에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대응․대책수

립을 지원하였다. 한편 2018년 1월 6일 오후 8시경 이란국영 유조선이 운영하는 

SANCHI(산치)호가 초경질유 100만 배럴 (약 13만6천t의 Condensate)을 싣고 

동중국해에서 화물선 '창펑수이징(CF CRYSTAL)'호와 충돌 후 침몰했는데, 이 

사고가 발생한 곳은 제주도에서 남서쪽으로 300여㎞ 떨어진 지점으로 우리와도 

인접하다보니, 생태계 환경에 대한 피해 우려가 매우 컸었다. 이때에도 신속하

게 산치호 유류유출에 대한 이동확산 예측정보를 생산하여 산치호의 유류유출

이 우리나라에 거의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결과를 관련 부처에 제공하였다.

- 적조확산이동예측시스템과 관련해서는 2단계의 연구결과를 통해 수립된 현장관

측 자료와 계절적 식물플랑크톤의 특성을 이용하여 실시간 모델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정확성을 증진하는데 기여하였고, 향후에는 획득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생태예측모델의 정확성을 높여 적조예측 모델의 개발에 활

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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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업기관 운영지원

- 본 연구에서 개발된 운용해양예보시스템은 국가 해양예보관련 현업기관 및 산

업계에 기술이 이전되었다. 2013년 12월부터 해양관련 현업 운영 기관인 국립해

양조사원에 항목별 해양 예측시스템이 단계적으로 이전되었으며, 2017년 4월 13

일 공식적으로 협약식과 합께 운용해양예보시스템 기술사용에 관한 협약 체결

을 통해 국립해양조사원은 “운용해양(해양예보)시스템 연구”의 성과로 도출된 

‘한국형 운용해양예보시스템’을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국립해

양조사원에는 기상예측시스템, 파랑예측시스템, 폭풍해일 예측시스템, 연안순환 

예측시스템(2km, 300m), 북서태평양 해양순환 예측시스템 (10km)의 총 5개 예

측시스템을 기술 이전하였으며, 현업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현업기관을 대

상으로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문제 해결 및 해결 방

안을 지원하였다. 또한 총 5개 분야의 운용해양예보시스템 (KOOS) 사용자 매뉴

얼(해양기상예측시스템 활용가이드, Ocean Predictability Experiment for Marine 

Environment (OPEM) 활용가이드, 북서태평양순환예측시스템(ROMS) 활용가이드, 

연안순환예측시스템 활용가이드, 파랑예측시스템 활용가이드)을 작성․제공함으로써 

기술을 이전받은 기관에서 해양예측시스템을 쉽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기여

하였다.

- 관측정보 및 수온, 염분, 해류, 기온, 기압, 바람 등 사용자 요구에 맞는 예측변

수를 표출하는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streamline으로 역동적이고 가독성이 높은 

표출화면을 구현하여 실시간 해양환경정보시스템과 수색구조 예측시스템이 연

동되어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웹과 모바일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토록 하였다.

- 운용해양예보시스템 연구의 효율적인 추진 및 향후 연구개발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자문과 운용해양예측정보의 사용과 관련한 주요 해양관련 유관기관의 

요구사항 등을 수렴, 반영, 피드백, 협력 등의 과정을 통해 user의 수요와 요구

에 부응하는 기술개발 및 결과물 생산을 목적으로 운용해양예보시스템연구 협

의회를 운영하였고, 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사용자들의 요구를 연구에 반영․수

행함으로써 관련기관에서 해양예보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케 하고 자체적인 예

측시스템을 개발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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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연안과 주변 해양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 해양재난, 해난사고, 유류오염 

등 해양에서 발생하는 긴급한 현안문제의 해결과 각종의 해양산업활동 지원을 목적

으로 1단계 연구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간 해양관측 (인공위성 원격탐사 

포함), 수치모델링 기술을 결합, 기상외력에서부터 활용예보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

로 연계된 운용해양예보시스템 (KOOS)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였고, 2단계 연구에서

는 그 성능을 고도화하여 국가 현업기관 및 산업계에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현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우리 연안과 해양에서 발생한 대형 해난사고 

등 긴급한 국가적인 현안문제 발생 시 그 대응과 대책수립 등 피해최소화를 위해 

예측정보를 생산･지원함으로써 해양과학기술을 통해 “해양영토수호와 해양안전강

화” 등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에도 큰 기여를 했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본 연구

를 통해 개발･구축 및 운영된 시스템 기술이 우리나라 햬양예보 기술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사료된다. 

또한 우리의 운용해양예보시스템 KOOS를 활용하여 KOOS를 활용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만 해상상태예측시스템” (2016) 구축, 해양수산부 ODA 사업으로 “콜롬비

아 해양예보시스템 연구능력 확충사업” 시작 (2018)하였고, 우리나라 주도로 2017년

부터 국제협력 프로그램인 IOC/WESTPAC의 NEAR-GOOS (동북아해양관측시스템) 지역 

내에 운용해양예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KOOS 시스템 기술

과 경험을 기반으로 한 이러한 성과는 UN의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에서 2015년에 채택된 의제로 2030년까지 이행)의 17개 목표 중 “14.지속

가능개발을 위한 대양, 바다 및 해양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 (Conserve and 

sustainably use the oceans, seas and marine resour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목표달성을 위해 해양과학기술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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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계획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해양예보시스템(KOOS)의 시스템과 기술은 해양관련 기관, 산

업체, 연구기관 등에 해양현황 및 예측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연구사업의 추가 

개발을 촉진시키고,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를 통해 유관 기관의 현업화와 해양관련 

산업화에 기여하였다. 현재 국립해양조사원에 기상 예측시스템(20km, 4km 해상도), 

파랑 예측시스템, 폭풍해일 예측시스템, 연안순환 예측시스템(2km, 300m), 북서태평

양 해양순환 예측시스템 (10km)의 총 5개 예측시스템이 기술 이전되어 현업 운영 

중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자료입력 실시간 시스템을 활용하여 QC가 완료된 자

료동화 입력자료는 해양기상 수치모델의 검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Cycling 

3D-Var를 적용한 해양기상 수치모델은 향후 해양모델과의 접합을 통해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북서태평양 해역을 대상으로 수집한 해양관측자료는 해양예

보모델의 입력자료와 검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품질관리기술은 다른 관측자료

의 품질관리에도 적용할 수 있다. 구축된 수집자료의 자동연계체계는 자료동화시스

템의 운용에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연안 해역의 냉수대, 열전선, 와류 등 다양한 현

상을 고해상도 해수면온도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관련 연구의 검증 및 참고 자료로

서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생성물은 자료동화를 위한 타 해양

기상모델의 입력자료로 활용 될 것으로 기대되며, 해양기상 수치모델로 생산한 재분

석자료는 설계파 산출이나 연안순환 및 재해요소 후측자료 생산 연구에 활용이 가능

하다.

연안에서 주로 발생하는 해양재난 사고 및 선박 사고, 기름 유출 등의 피해를 줄

이기 위해서는 해양순환을 예측하는 고해상도 연안지역 상세모델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북서태평양 순환모델을 통해 고해상도 연안지역 해양순환 모델에 

대하여 좋은 개방경계 조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북서태평양에서 

쿠로시오와 동중국해의 해수가 우리나라 연안으로 이동하여 들어오므로 쿠로시오와 

동중국해를 지나는 해류의 변동성을 이해하는 것이 대한민국 주변바다의 해양변동

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며, 동중국해를 통해서 대한민국 주변바다로 유입되는 유해

생물들 및 해양쓰레기의 이동과 확산을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예측하는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해상도 북서태평양 예측시스템인 OPEM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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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되는 한반도 주변해역에 대한 수온과 염분 예측 자료는 향후 고수온, 저수온, 

저염수 등의 극한 해양현상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기반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3차원 수온예측 자료를 제공함으로 태풍 강도 예측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사회적인 비용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OPEM

을 통해 생산되는 해양재분석 자료는 정확도 높은 3차원 해양자료를 제공함으로 해

양현상을 규명하는 과학적 기반 자료로서 가치가 있으며, 장기간의 재분석 자료를 

생산함으로 북서태평양 해역에서의 기후변화 경향과 태풍, 파랑 등의 연구에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연안순환예측시스템에서는 입력자료로 북서태평양 순환예측 시

스템의 자료를 사용하므로 타기관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시스템 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KOOS 내의 독립적인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전연안 300 m 예측시스템

과 같이 보다 정밀하고 정확한 예측 자료를 이용하여 해양 재난 사고 시 실질적 피

해 지역인 연안역에서의 재해 (폭풍해일, 유류오염, 수색구조) 저감에 활용이 가능하

다.

바다에서는 크고 작은 해난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KOOS에서 구축된 활용시스

템을 통해 해난 사고 시 수색구조를 위한 실종자 및 선박의 표류 예측 정보와 유류 

유출 사고 시 유류의 이동확산에 대한 예측정보를 신속하게 정확한 예측 정보를 

KCG와 같은 정부 기관에 제공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 저감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생태모델의 정확성을 높이고 한국 환경에 맞는 현실성 있는 모델 구축을 위

해 본 연구를 통해 획득한 공간적, 시기적으로 변동하는 변수를 적용하여 현재의 

적조모델이나 생태모델에 활용하여 정확성 제고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

으로 해양예보정보 표출시스템 개발을 통해 KOOS의 예측자료 사용자 활용도를 증

가시켜 예측자료 정보 공유와 선박 항해 안전 확보 등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개발 결과와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전지구 기상 및 해양예측 시스

템, 비구조격자를 활용한 정밀한 예측시스템, 기상-유동-파랑 결합 예측시스템, 자료

동화 최신기법 연구를 통한 정확도 및 계산 속도 향상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좀 

더 정확한 예측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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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연구에서 자료공유는 국가 차원을 넘어 국제적인 공동 관심사이므로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유통이 추진되고 있다. 해양을 연구하는 전세

계 연구기관 및 대학에서는 자체 연구목적에 따라 해양관측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

산된 자료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위해 다수의 데이터 서비스 시스템들을 운영하고 

있다. UNESCO 산하 IOC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의 3대 주요 

프로그램은 해양과학, 해양서비스, 운용해양학이며, 해양서비스에서 해양과학 데이

터의 국제간 공동활용을 추구하고 있다. IOC에서는 해양자료의 교환을 활성화하고, 

자료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정보제공을 통해 해양연구, 탐사, 개발을 증진하기 위해 

1961년에 국제해양자료교환체계 (IODE, International Oceanographic Data Exchange)

를 설립하였다. IODE 설립 초기에는 각 국가별 자료를 통합·관리하는 국가별 해양

자료센터 (NODC, National Oceanographic Data Center)와 전 세계 자료를 수집하

는 세계자료센터 (WDC, World Data Center, Oceanography)로 구성된 IODE Data 

Center Network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제 공동연구와 공동관측을 실시

하는 프로그램에서 자체적으로 자료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직접 자료를 배포하는 경

우가 많아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자료센터 네트워크를 통한 자료 배포, 각 프로그

램별 자료 배포 등이 혼재하면서, 전 세계 해양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

해지고 있다. 그 중에서 수온/염분 프로파일 자료와 인공위성 자료가 해양모델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자료는 다음과 같다. 

미국 해양기상청 (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의 

NCEI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Information)는 해양 분야 세계자료센터 

(World Data Center : Oceanography)를 운영하면서, 전 세계에서 수집되는 해양과

학 데이터를 수집, 관리하여 왔다. NCEI에서는 수집자료를 이용하여 1990년대부터 

WOD (World Ocean Database)와 WOA (World Ocean Atlas) 형태로 관측자료와 

격자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WOD 2013과 WOA 2013을 발표하였

다. 2013년에 발표한 WOD에는 총 1천2백8십만 건의 수온, 염분자료가 포함되어 있

는데(그림 6.1), 수록 자료 중에는 해양정점자료 (OSD, Ocean Station Data)가 가장 

많고, MBT, XBT 자료가 그 뒤를 잇고 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정밀도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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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D 자료의 비중이 높아졌으며, 2000년대에는 Argo를 비롯한 Profiling Float(PFL) 

자료, Autonomous Pinniped Bathythermograph (APB) 자료, Glider(GLB) 자료가 

급증하고 있다.

그림 6.1. WOD2013에 수록된 자료 현황 (NOAA, 2013)

 

GTSPP (The Global Temperature and Salinity Profile Programme)는 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와 IOC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최

신의 고품질 수온/염분 프로파일 자료를 관리, 저장하는 국제 프로그램이다. 전 지

구적 대기/해양 과정에 대한 다학제간 연구와 최대한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운용해

양 그룹에서 필요한 해양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9년에 시범사업이 시작

되었다. 1990년 11월에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였고 이후 다수의 개발과 개선작업

이 수행되었다. 1996년에 IOC와 WMO의 결정에 따라 GTSPP는 영구 프로그램으로 

전환되었다(GTSPP 웹사이트). GTSPP는 Bottle, BT, CTD, Argo 자료 이외에도 동물

부착센서, BATHY Message, TRACKOB message 등의 매우 다양한 형식의 자료를 

다루고 있다. GTSPP는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데

이터 흐름 모니터링 기술을 발달시키고, 지역적인 해양의 특성을 고려한 과학적인 

지식에 의한 데이터 검증을 포함하는 품질관리의 표준절차를 개발하고 있다 

(UNESCO, 2010). GTSPP의 자료처리절차는 그림 6.2와 같다. 수집한 자료는 웹사이

트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User-defined data sets, Real-time data sets, Best copy 

data sets 형태로 자료를 제공한다. 자료접속 방법으로는 HTTP, FTP, OPeNDAP, 

THREDSS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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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GTSPP의 데이터 흐름도 (UNESCO, 2010)

해양예보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 증대로 전 지구 해양에 대한 국제 공동 

관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Argo (Array for Real-time Geostrophic Oceanography) 

프로그램은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제관측시스템이다. 전 대양에 투하된 

약 3,000개 이상의 부이가 수심 2,000미터까지의 수온/염분을 관측하며, 각 국가 

Argo 자료센터에서 자료에 대한 1차 질관리 (QC, Quality Control)를 수행한 후에 

GDAC (Global Data Assembly Center)에 자료를 전송하고 있다. GDAC France 

(Coriolis)와 GDAC USA(GODAE)에서는 수집한 전 세계 자료를 통합 관리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2018년 4월 1일 기준으

로 전 세계에 3,815개의 부이가 작동중이며, 10만 건 이상의 수직 프로파일 자료가 

생산되고 있다(그림 6.3). 

그림 6.3 전 세계 Argo 부이 분포 현황 (Argo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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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보안등급 분류

보안 일반

○

결정 사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에 

따른 분류(보안과제 및 일반과제)의 일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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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 

장비 현황

구입기관
연구시설/

연구장비명
규격

(모델명)
수량

구입
연월일

구입 
가격

(천원)

구입처
(전화
번호)

비고
(설치
장소)

NTIS장비
등록 
번호

한국해양
과학

기술원

고해상도 
예측 수치
모델링 
시스템

Dell 

Power 

Edge R730

1 2015-03-03 96,737

㈜한울
솔루션
(010-3

759-82

77)

KIOST 

전산실

NFEC-

2015-03-

200461

한국해양
과학

기술원

초음파 
도플러 
유속계

Signature 

500
1 2017-03-07 32,484

엠디 
시스템

(주)

(010-9

236-43

04)

NFEC-

2017-08-

239343

한국해양
과학

기술원

초음파 
도플러 
유속계

Signature 

500
1 2017-05-25 31,641

엠디 
시스템

(주)

(010-9

236-43

04)

NFEC-

2017-08-

239349

한국해양
과학

기술원

초음파 
도플러 
유속계

Signature 

500
1 2017-05-25 31,641

엠디 
시스템

(주)

(010-9

236-43

04)

NFEC-

2017-08-

23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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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 

조치 이행 실적

○ 기술적 위험요소 분석, 안전 관리 대책

- 관측자료의 확보를 위한 현장 출장 시 선박을 이용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주기적인 안전교육의 실시로 안전을 확보토록 하며, 현장관

측은 반드시 현장 책임자를 동반하여 수행함

- 연구실 및 서버실 운영은 안전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자 교육 및 주기적인 

관리를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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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량적 연구성과

 - 2단계 연구를 통해 SCI(E) 논문 58편, 국내 학술 논문 21편, 국내외 학술발표 

164회, 특허 출원 16건･등록 13건의 학술성과를 거두었으며, 2015년 Ocean 

Science Journal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국립해양조사원, 현대중공업 

등 해양관련 유관기관 및 기업에 기술이전을 통해 KOOS에서 개발된 결과를 

실제 활용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16건의 해난 사고 및 12건의 유류 사고 발

생 시 유관기관에 예측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의 피해 저감에 기여

하였다.

❍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 국가연구개발 100대 우수성과 선정

 - 정부지원으로 수행한 R&D과제 총 53,000여개 중에서 산학연 전문가들이 과학 

기술 개발효과, 창조경제 실현 효과 등을 기준으로 엄정히 심사해서 우수성과 

100개를 선정(국가 총 R&D의 0.2%에 해당)

 - 운용해양(해양예보) 시스템 연구 사업이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 국가연구개발 

100대 우수성과에 선정됨

❍ 국가 해양예보관련 현업기관 및 산업계에 기술이전

 - 국립해양조사원 기술이전

 - 현대중공업 기술이전

 - 동녘 기술이전

❍ 해양환경예측 정보 표출시스템 제작 및 해양 정보 지원

 - 인프라 지원 내용 : 부산항 및 제주 김녕항 인근의 해양환경예측 정보 제공시

스템을 제작하여 부산시청 및 김녕항에 표출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부산항 입

출항 선박관리 및 김녕항 레져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해양환경예측 정보 제공 : 2014년부터 우리나라 주변 해역 해양기상 및 파랑, 

순환 예측정보에 대하여 학술･연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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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과 공군에 SST 정보 제공

 - 해군 : 한반도 주변 SST 부석자료 및 예측자료 제공 (2012. 10. 5 ~ 현재)

 - 공군 : 한반도 주변 SST 부석자료 및 예측자료 제공 (2013. 5.16 ~ 현재)

❍ ODA 사업을 통한 개도국 지원

 - KOOS를 활용한 “콜롬비아 해양예보시스템 연구능력 확충사업” 시작 (2018)

  : 해양수산부 ODA 사업으로 “콜롬비아 해양예보시스템 연구능력 확충사업 (2018~ 

2021, 200만불) 개발  

 - KOOS를 활용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만 해상상태예측시스템” (2016)

  : Operational Sea State Forecasting System in Indonesia 구축 (인도네시아 자

카르타 연안통합관리쳬계 구축 연구의 일환, 2014.10~2016.3)

 - “베트남 해양예보시스템 연구능력 확충사업 개발 중  

  : KOOS를 활용한 “베트남 해양예보시스템 연구능력 확충사업 (2019~2022, 200

만불) 개발 중

❍ 국제협력 프로그램에서의 주도적 역할 및 기여 

 - 한국 주도로 NEAR-GOOS(동북아해양관측시스템) 운용해양예보시스템 구축 중

  : 제17차 IOC/WESTPAC NEAR-GOOS 조정회의 (2016.12 블라디보스톡)에서  

NEAR-GOOS지역에 운용해양예보시스템(Operational Ocean Forecasting System 

in NEAR-GOOS region) 구축을 위한 Working Group 구성 및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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