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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목
해양기후 중기(계절) 진단과 전망을 위한 예측시스템 개발 및 활용 연구 기획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가. 목적
❍ 전지구 및 동아시아 해양기후 변화의 중기(수개월) 진단 및 전망을 위한 계절예측시스템 

개발과 이를 상시 활용한 서비스 체계 구축 연구 기획

나. 필요성
❍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홍수, 폭풍, 산불, 한파, 폭염, 태풍, 가뭄) 발생 빈도 및 강도 

증가로 기후재해 발생 위기 급증 
❍ 이상기후현상은 장기 전망보다는 중기(수개월) 전망의 정확도에 따라 대응 가능성이 

달라지며 피해 예방 효과가 큼 
❍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분야 3대 위기 현상(온난화, 산성화, 빈산소화)의 중기변동 파악 ‧

대응을 위한 해양환경변수의 과학적 ‧ 정량적 예측시스템 부재
❍ 기후변화 가속화로 계절 변동성과 이상해양기후(고수온, 저염분, 저산소화 등) 현상이 

심화되어 중기규모 감시 ‧ 추적과 전망을 위한 기술 개발 요구
❍ 환절기(춘 ‧ 추계) 기간 감소, 여름 길이 증가, 하계 ‧ 동계의 극한 변동 폭의 증가가 해양 

일차생산량 변동 및 계절생태(phenology) 교란으로 이어져 해양환경 ‧ 생태계 변화의 
계절 전망 정보 필요

다. 해양 중기(수개월) 예측의 중요성
❍ 해운, 해양신재생에너지, 연안침식, 침수/범람 등은 해상풍, 파랑, 해류, 일조량 등의 

계절변동성에 따라 효율과 생산성 그리고 피해규모가 큰 영향을 받음
❍ 양식산업 및 수산업도 여름철 고수온, 저염분, 빈산소, 겨울철 저수온 등의 발생 빈도와 

강도에 큰 영향을 받음
❍ 자연상태의 식물플랑크톤 계절생태 역시 수온과 일조량 그리고 영양염 공급수준에 따라 

춘계 및 추계 번성 시작 및 종료 시기, 번성강도, 지속기간 등의 변화와 일차생산 변화 
유발 -> 먹이망 교란 -> 상위생태계 및 수산자원 변동으로 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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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동향 및 환경분석

가. 지구시스템모형 기반 계절예측시스템 개발 및 서비스
❍ 정부간 기후변화협의체 (IPCC)에서 주관하는 CMIP(기후모형 상호비교 프로그램)에 참여

하는 지구시스템모형을 기반으로 해서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계절예측시스템을 개발, 
운영 중에 있음

❍ 미국, 유럽 등 기후예측 선진국에서는 엘니뇨/라니냐 지수 등과 같은 기후 지수와 대기 
및 해양 상태에 대한 계절예측시스템을 개발 운영 중임

❍ 계절예측시스템은 지구시스템모형 또는 이를 역학적으로 상세화한 지역시스템 모형과 
같은 역학모형 기반과 통계모형 기반으로 대별됨

❍ 최근 인공지능(기계학습) 기술의 발달로 역학모형과 통계모형을 융합한 하이브리드 예측
시스템 등도 개발 활용되는 추세임

❍ 해양 환경과 생태계 변수들에 대한 계절예측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일반적으로는 기후
지수, 해양-대기 물리 변수에 대한 계절예측 위주로 운영됨

❍ 미국 NOAA는 해양-대기 결합 계절예측시스템(CFSv2)을 운영 중이며, 매일 4개의 
앙상블 결과 자료를 공개함

❍ 영국 및 유럽 ECMWF, 캐나다, 호주 등도 계절예측시스템을 운영하나 자료는 내부적
으로 분석 활용하고 있음

❍ 한국 기상청은 영국 계절예측시스템을 도입하여 별도로 운영 중이나, 기온과 강수량 
위주로 분석하여 공개함

나. 해양 환경 및 생태계 변수들에 대한 기존 계절예측 방법
❍ 지구시스템모형 기반 계절예측시스템의 수온, 염분, 해류 자료를 직접 활용 예측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지구시스템모형의 공간해상도(격자크기)가 크기 때문에 동아시아 
지역해에는 잘 맞지 않음

❍ 해양 환경 및 생태계 변수들과 기후변동 지수와의 경험적 관계식을 수립하고 이를 활용
하여 예측하는 방법으로 통계적 기법 또는 기계학습 기반의 인공지능 기법과 연계 활용 
가능

❍ 지구시스템모형 결과를 상세한 고해상도 영역 모형의 경계 조건으로 사용하여 상세 지역
해양시스템모형 수행을 통한 예측

다. 해양 환경 및 생태계 변수들에 대한 차세대 계절예측 방법
❍ 지구시스템모형과 지역해양시스템모형과의 연계를 통한 역학적 상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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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별 특성을 반영한 통계적 기법, 기계학습 기반 예측시스템 개발
❍ 역학모형과 통계모형을 융합한 하이브리드 예측시스템 개발 및 활용

라. KIOST 해양기후예측센터 활용 방안
❍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변화에 대한 정기 진단 및 전망을 담당하는 현업 기관 역할 담당
❍ 국외 계절예측시스템 자료를 이용한 시범 전망 서비스 중이나 동아시아 해역에 대한 

예측성이 매우 낮음
❍ 국내 해양분야 계절예측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이를 상시 운영함으로써, 국내

외 계절예측시스템과의 비교 평가를 통한 정도 높은 예측 서비스 제공 가능  

Ⅳ. 연구목표 및 내용

가. 연구목표: 동아시아 해역에 특화된 해양기후 계절예측시스템 개발과 이를 
활용한 예측자료 생산 및 예측성 평가, 계절전망 정보 서비스

❍ 연구기간 1단계: 4년(2023~2026)
❍ 연구비 규모: 115억원 (평균 28.75억/년) 
❍ 목표 과학기술: 해양기후 계절예측시스템 개발
❍ 주요 내용: 전지구-동아시아 연계 해양시스템모형을 기반으로 한 해양기후 계절예측

시스템 개발, 초기화 기술 개발, 통합역학모형 개발 및 활용, 통계적 예측 
기술 개발, 인공지능기반 융합 예측기술 개발 등

❍ 핵심 변수: 수온, 염분, 해류, 해수면, 열용량, 혼합층 깊이, 영양염, 용존산소, 엽록소a, 
해빙 등

❍ 목표 전망 기간: 3~6개월

나. 세부 목표 및 내용
1) 해양기후 중기(계절) 진단 ‧ 전망 기반 연구

❍ 해양기후 진단 ‧ 전망 지표 개발
❍ 해양기후 재현성 및 예측성 평가 자료 수집 분석
❍ 계절예측 평가 기법 개발
❍ 통계적 계절예측 기법 개발
❍ 국내외 계절예측모형 상호비교 평가 기술 개발
❍ 역학-통계 모형 융합예측 기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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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기후 중기(계절)예측 역학 모형 개발

❍ 지구시스템모형 기반 전지구-동아시아 연계 해양기후 계절예측시스템 개발
❍ 지역기후시스템모형 기반 동아시아 해역 계절예측시스템 개발
❍ 해양순환-생지화학-해빙 결합 및 요소 모형 개선을 통한 예측시스템 개선 
❍ 해양시스템모형 기반 계절예측 및 예측성 평가
❍ 전지구-동아시아 해양시스템모형 양방향 연계 기술 개발
❍ 계절예측 역학 초기화(관측자료 동화) 기술 개발 및 민감도 테스트
❍ 역학모형 계절예측성 평가

3) 해양기후 중기(계절) 전망정보 생산 및 서비스 체계 구축

❍ 국외 역학모형 자료 수집, 분석
❍ 국외 계절예측 역학모형 기반 중기(계절) 진단 ‧ 전망 생산 및 평가
❍ 해양기후 핵심변수별 최적 예측기법 선정
❍ 다중 역학 모형 및 통계 모형 융합 및 초기 자료 다변화를 통한 최적 앙상블 예측 체계 

구축
❍ 계절예측 시범 서비스 및 예측성 평가, 개선 방향 제시

과제명 세부내용 ‘22 ‘23 ‘24 ‘25 ‘26 소계

해양기후
중기(계절) 진단과 

전망을 위한 
예측시스템

개발 및 활용

중기(계절)
진단 ‧ 전망
기반 연구

-

해양기후 진단 ‧ 전망 지표 개발

2,500
해양기후 재현성 및 예측성 평가 자료 수집 분석

계절 예측 평가 기법 개발 국내외 계절예측 상호비교 평가

통계적 계절예측기법 개발 역학-통계 융합 예측 기법 개발

해양기후 
중기(계절)예측

역학모형
개발

-

지구시스템모형 기반 해양기후 중기예측시스템 개발 및 활용

6,600

지역기후시스템모형 기반 해양기후 중기예측시스템 개발 및 활용

 전지구-동아시아 중기예측시스템 연계 기술 개발

시스템 요소 모형(해양순환, 생지화학, 파랑, 해빙, 대기, 
지면/식생 모형 등) 개발 및 개선

전지구-동아시아 요소모형간 접합 기술 개발 및 성능 개선

계절예측 초기화 기법 개발 및
 민감도 테스트

역학모형 계절예측성 평가

중기(계절)
전망정보 생산 및 
서비스 체계 구축

-

국외 역학모형 자료 수집, 분석 최적 앙상블 예측 체계 구축

2,400국외 계절예측 역학모형 기반 
중기(계절) 진단 ‧ 전망 생산 및 평가 

해양기후 계절예측 시범 서비스 
및 예측성 평가

예산액(백만원) - 3,000 3,000 3,000 2,500 11,500

연차별 연구 내용 및 연차별 예산 투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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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소요 인력 및 예산
❍ 인력(4년): 170명(책임급 42, 선임급 48, 원급 80)
❍ 예산(4년): 11,500백만원 

과제명 해양기후 중기(계절) 진단과 전망을 위한 예측시스템 개발

구분/연도 ‘23 ‘24 ‘25 ‘26 합계(명)

인력(명) 42 42 43 43 170

직급

책임급 10 10 11 11 42

선임급 12 12 12 12 48

원급 20 20 20 20 80

예산(백만원) ‘23 ‘24 ‘25 ‘26 합계(백만원)

직
접
비

인건비 1,150 1,150 1,200 1,000 4,500

분석비 500 500 500 400 1,900

개발비 600 600 550 350 2,100

설계비 - - - - -

제작비 - - - - -

운영비 450 450 450 450 1,800

소계 2,700 2,700 2,700 2,200 10,300

간접비 300 300 300 300 1,200

정부출연금합계 3,000 3,000 3,000 2,500 11,500

소요 예산 및 인력 구성

Ⅵ. 연구개발 추진계획

가. 해양기후 중기(계절) 진단 · 전망 기반 연구
❍ 해양 환경 및 생태계 핵심 해양기후변수별 전지구 및 동아시아 진단 자료 확보 및 계

절평균장 산출
❍ 전문가 활용 예측성 평가 기준 확립 및 평가 도구 및 방법 개발
❍ 국내외 계절예측시스템 상호비교 평가 방안 
❍ 해양기후 핵심변수별 통계적 예측 기법 개발과 역학-통계 융합 예측 기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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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양기후 계절예측 역학 모형 개발
❍ 지구시스템모형 기반 해양기후 중기예측시스템 개발 및 활용 평가
❍ 지역기후시스템모형 기반 동아시아 해양기후 중기예측시스템 개발 및 활용 평가
❍ 전지구-동아시아 모형 연계 기술 개발 및 개선
❍ 지구시스템모형 및 지역기후시스템모형의 개별 요소모형 개발 또는 개선 연구
❍ 역학모형 초기화 기법 개발 및 민감도 테스트, 예측성 평가 기법 개발 및 개선

다. 해양기후 중기(계절) 전망정보 생산 및 서비스 체계 구축
❍ 통계모형과 역학모형(해양시스템, 지구시스템, 지역기후시스템 등)의 단순 앙상블 예

측시스템과 인공지능기반 융합예측시스템으로 이원화 전망 정보 생산
❍ 핵심변수별 예측 정보 가시화 컨텐츠 개발
❍ 개별 및 통합 예측시스템 예측성 평가
❍ 최적 앙상블 융합 예측체계 구축 및 활용

Ⅶ. 타당성 분석

가. 정책적 타당성

❍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기준으로 볼 때 기후변화, 재난관리, 자연재해 예측 분야 등의 
상위계획과의 부합성이 매우 높음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해양의 중장기 현상변화의 
추세를 예측하고 그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본 사업 수행이 매우 타당함

나. 기술적 타당성

❍ 우리나라는 대륙과 해양사이의 반도국가로서 계절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의 
예측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매우 절실함 

❍ ‘체감도 높은 해양기후 정보 서비스‘를 통해 중기 변동 및 변화를 진단하고, 예측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절한 예측 도구와 기술 개발이 필요함

다. 경제적 타당성

❍ 본 사업의 상위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해양 기후변화 진단 및 장기 전망 연구사업’ 
기획보고서 (해양정보기술컨소시엄, 2021)’에서 제시한 편익-비용 비율은 1.05로서 
경제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제시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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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기대 효과 

가. 경제산업적 측면
❍ 중기(3~6개월) 해양 환경 정책 수립 지원 및 이상해양기후 발생 가능성 대비 현장 대

응 체계 구축을 통한 인적/물적 피해/비용 절감
❍ 환경/기후 협약 대응을 위한 국가 해양정책 수립

나. 과학기술적 측면
❍ 차세대 지구시스템모형 개발과 연동 활용 가능
❍ 해양기후 계절예측 기술 선도
❍ 해양 극한 현상(데드존, 고수온, 지진, 태풍 등) 예찰 기술 개발 및 활용
❍ 차기 IPCC 보고서 등 국제사회 기여 및 기후변화 적응 대응기술 개발

다. 사회적 측면
❍ 기후변화 관련 해양변화에 대한 과학적 이해 증진 및 범국민적 인식 제고
❍ 국제 계절예측 프로그램(S2S) 참여를 통한 국가 위상 제고
❍ 첨단기술 활용 개발도상국 지원과 국제 프로그램 선도를 통한 위상 제고

Ⅸ. 주요 활용방안

가. 정기적인 해양기후 분석 · 진단 정보 및 계절 전망 정보 제공 서비스
❍ 신설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기후예측센터를 통해서 한반도 주변해역 해양기후 핵

심변수 정기 진단 및 계절 전망

나. 전지구 및 동아시아 지역해별 전망 자료 생산 서비스를 통한 정책 대응
❍ 분기(계절)별 해양 환경/생태계 변동/변화 전망 정보 브리핑
❍ 이상해양기후 정보 사전 탐지 및 대응 방안 수립

다. 이상해양기후 진단 또는 발생 예상시 대응 체계 구축
❍ 특이현상 발생 조기 탐지 및 전망을 통해 산업계 및 학계 대응 체계 구축
❍ 예측시스템 개선 및 성과물 활용을 통한 연구-서비스 선순환 고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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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1-1 기획 배경

□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환경 및 생태계 변화

❍ IPCC 6차 평가 제1실무그룹 보고서(IPCC-AR6-WG-I, 2021)는 인간활동에 의한 화석

연료의 과다한 사용으로 인해 이산화탄소와 같은 대기 중의 온실기체가 증가하였고, 이것이 

최근의 기후변화, 즉 지구온난화의 원인임을 명백히 함

❍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환경 및 생태계 변화는 수온 및 해수면 상승을 수반하는 해양 

온난화, 해수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로 인한 pH 감소 효과인 해양 산성화, 수층내 

용존산소량의 감소를 유발하는 해양 저산소화로 나타남

❍ 기후변화는 인위적 변동원인 뿐만 아니라 자연변동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진단과 

예측이 매우 어려움

❍ 자연변동성은 해양과 대기의 상호작용, 지각 및 맨틀의 상호작용(화산폭발 등), 태양과 

지구, 달과 같은 천체의 운동 등에 의한 변동으로 지구시스템을 이루는 대기권, 수권, 

빙권, 지권, 생물권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결과임

❍ 특히 해양-해빙, 해양-대기 상호작용은 자연적인 지구 기후조절의 핵심 기작으로서 해양 

환경 및 생태계의 변동과 변화를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예측함으로써 지구의 미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와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전지구 평균해수면은 1901년부터 2018년 동안 약 20cm 상승하였으며, 2006~2018년  

상승률(3.7mm/yr)이 1901~1971년 상승률(1.3mm/yr)에 비해 2.8배 이상 증가함

(IPCC-AR6-WG-I, 2021) 

❍ 국립해양조사원(2020)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9년까지 30년간 우리나라 전 연안의 

해수면 상승 속도는 3.12mm/yr이며, 해역별로는 제주 부근(4.20mm/yr), 동해안

(3.83mm/yr), 남해안(2.65mm/yr), 서해안(2.57mm/yr) 순으로 나타남

❍ 수산분야 기후변화 평가 백서(국립수산과학원, 2019)에 따르면 최근 51년간(1968 ~ 

2018년) 우리나라 연근해 연평균 표층수온은 1.23℃ 상승하였으며, 동기간 전지구 표층

수온 상승폭인 0.49℃의 2.5배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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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기후 계절(수개월) 전망 정의 및 기획 목적

❍ 해양기후란 해양 환경 및 생태계의 평균적인 상태로서, 기후평균장(약 30여년의 월평균 

해양기후) 대비 다가올 계절의 상태가 어떻게 달라질지를 예측하고 전망하는 것을 해양

기후 계절전망이라고 함

❍ 좁은 의미로 정의한 기후, 즉 날씨의 평균 상태를 넘어 지구 기후를 조절하면서도 동시에 

다양한 기후변화 영향을 받는 해양 요소(해양순환, 해양생지화학, 해양생태계, 해빙 등)

들의 평균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1개월에서 수개월까지의 사전 예측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본 과제는 해양기후 계절전망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예측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운용 ·

평가하며, 정보 서비스 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기획보고서를 생산하는 것이 목적임

□ 해양기후 계절예측의 필요성

❍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홍수, 폭풍, 산불, 한파, 폭염, 태풍, 가뭄) 발생 빈도 및 강도 

증가로 기후재해 발생 위기 급증 

❍ 이상기후현상은 장기 전망보다는 중기(계절) 전망의 정확도에 따라 대응 가능성이 달라

지며 피해 예방 효과가 큼 

❍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분야 3대 위기 현상(온난화, 산성화, 저산소화)의 중기변동 파악 ‧

대응을 위한 해양환경변수의 과학적 ‧ 정량적 예측시스템 부재

❍ 기후변화 가속화로 계절 변동성과 이상해양기후(고수온, 저염분, 저산소화 등) 현상이 

심화되어 중기규모 감시 ‧ 추적과 전망을 위한 기술 개발 요구

❍ 환절기(춘 ‧ 추계) 기간 감소, 여름 길이 증가, 하계 ‧ 동계의 극한 변동 폭의 증가가 해양 

일차생산량 변동 및 계절생태(phenology) 교란으로 이어져 해양환경 ‧ 생태계 변화의 

계절 전망 정보 필요

❍ 육상의 기온과 강수량에 대한 정보는 기상기후 분야에서 심도있게 다루고 있으나, 해양 

환경 및 생태계 측면에서의 극한(이상) 해양기후 현상의 발생 빈도와 강도도 증가하고 

있으나, 육상보다 관측 및 진단,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정보가 부족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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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1] 해양기후 예측 서비스에 대한 선택/행동/대응 가능한 정보 특성

□ 이상 해양기후 빈도와 강도 증가

해양열파(고수온)

❍ 1980년대 이후 해양열파 발생 빈도, 강도 및 지속시간이 두 배이상 증가

❍ 미래(2081-2100)에는 현재(1995-2014)보다 2~18배 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온실기체 배출시나리오 SSP1-2.6: 2~9배, SSP5-8.5: 4~18배

❍ 해양생태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Oliver et al., 2018) 

   - 해양생태계의 새로운 위협(Froclicher and Laufkotter, 2018, Smale et al., 2019)

   - 호주 서부에서 2010-11년에 발생한 일련의 해양열파는 해조류(Wernberg et al., 
2013; Arias-Ortiz et al., 2018)와 바닷가재(Pershing et al., 2018)에 큰 영향을 끼침

   - 2015-16년 호주 서부에서 발생한 해양열파는 세 번째로 큰 대량 백화현상 유발(Le 
Nohaic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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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성화

❍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로 전지구 표층 pH 감소

- 1980년대 이후 아열대 대양에서는 10년에 0.016~0.019 정도씩 감소, 열대태평양(-0.010
~ -0.026), 아한대 대양 및 극해역(-0.003 ~ -0.026)

❍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전망은 산성화가 심화되고 생물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
(Albright et al., 2016; Kwiatkowski et al., 2016; Watson et al., 2017)

- (1870~1899) 대비 (2080~2099) pH 변화 전망: -0.16±0.002(SSP1-2.6), -0.44±0.005

  (SSP5-8.5)

저(빈)산소화

❍ 대양 및 연안의 저산소화로 인해 해양의 생물학적 및 생지화학적 과정에의 영향이 큼
(Schmidtko et al., 2017)

- (1970~2010) 동안 해양상층(100~600m)에서 총 용존산소의 약 2%(4.8±2.1 Pmoles O2), 
열대 및 북태평양, 남빙양과 남대서양에서의 저산소화가 두드러짐 (IPCC AR6)

❍ 최근 저산소 해역이 확장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에 의해 앞으로도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됨(Diaz and Rosenberg, 2008, Gilly et al., 2013, Gobler et al., 2014)

- (1870-1899) 대비 (2080-2099)의 상층(100~600m) 용존산소 감소는 6.36±2.92 mmol m-3 

(SSP1-2.6), 13.27±5.28 mmol m-3 (SSP5-8.5) 로 전망 (IPCC AR6)

태풍

❍ 1980년대 중반 이후 북서태평양 태풍 발생 빈도 및 강도 증가 

- (Kim et al., 2016; Mei and Xie, 2016; Walsh et al., 2016a; Knutson et al.,2019)

❍ 북서태평양에서의 태풍 진로가 북서쪽으로 치우치고 있으며, 최대 강도가 나타나는 해역도
점차 북상(Knutson et al., 2019; Sun et al., 2019a; Lee et al., 2020)

❍ 한국, 중국, 일본 등이 태풍 영향을 더 받을 우려가 커짐(Kossin et al., 2016; Li et al., 

2017; Altman et al., 2018; Liu and Chan, 2019)

□ 해양기후 계절예측시스템 개발 및 활용의 중요성

❍ 단기 예보와 장기 시나리오 전망 사이의 틈새를 이어주는 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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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 해양신재생에너지, 연안침식, 침수/범람 등은 해상풍, 파랑, 해류, 일조량 등의 계절
변동성에 따라 효율과 생산성 그리고 피해규모가 큰 영향을 받음

❍ 양식산업 및 수산업도 여름철 고수온, 저염분, 빈산소, 겨울철 저수온 등의 발생 빈도와 
강도에 큰 영향을 받음

❍ 자연상태의 식물플랑크톤 계절생태 역시 수온과 일조량 그리고 영양염 공급수준에 따라 
춘계 및 추계 번성 시작 및 종료 시기, 번성강도, 지속기간 등의 변화와 일차생산 변화 
유발 -> 먹이망 교란 -> 상위생태계 및 수산자원 변동으로 연결됨

❍ 중기 예측을 통해 비상 대응 전략/계획 수립과 행동을 할 수 있음 (Contingency Plan)

[그림 I-2] 계절내-계절 예측에서 있어서의 해양-대기 상호작용 관련 시공간 규모 특성

□ 해양기후 중기(수개월) 예측 기반 연구 필요성 대두

❍ 해양기후 진단과 전망을 위한 지표 개발 필요: 단순한 해양-대기, 환경 및 생태계 변수
자체보다는 의미와 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진단/전망 지표 개발 필요

❍ 기존 연구사업을 통한 자료와 국내외 모형 자료 수집, 분석을 통한 계절예측 기반 연구
필요

- 1~6개월 시간 규모의 예측을 위해서는 매월 최근 변동에 대한 분석과 진단 필요

- 역학모형 기반 예측을 위해서는 초기치 설정 및 최적 자료동화 기법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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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예측성 평가 방안: 예측 지표별 예측성 평가 기법 개발 필요

❍ 통계적 접근: 과거 발생 사례에 대한 평균값, 중간값, 최곳값, 최젓값 등과 같은 기후 통계 
산출 및 예측기법 개발 활용 연구 필요

❍ 국내외에서 생산되고 있는 다양한 계절예측 역학모형 자료의 수집, 분석, 정보화 작업을
통한 계절예측 기반 확보 필요

❍ 데이터기반 모형과 역학모형의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융합한 융합예측 기법에 대한 기반
연구 필요

[그림 I-3] 단기 예측과 장기 기후변화 시나리오 전망을 이어주는 가교로서의 중기 
          예측/전망과 중장기 기억력이 높은 해양-대기 접합 모형 활용의 중요성

□ 해양기후 계절예측에 특화된 국내 중기 예측 모형 부재

❍ 해양기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 공감 서비스를 위한 KIOST 해양기후예측센터가 
신설(2021년) 되었지만, 계절예측 역학모형이 없어 국외 모형 결과에 의존하여 활용하
기 때문에 한계가 있음

- 월별 해양기후 분석 및 진단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계절예측은 국외 예측모형 결과 
분석에 의존하여 정보생산을 하기 때문에 예측성 개선을 위한 직접적인 시스템 개선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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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순환-해양생지화학-해양생태계-해빙 등 해양시스템 구성요소 모형에 대한 특화된 
연구가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대기-육상 모형과의 결합을 염두에 둔 지구시스템모형 개
발이 필수적임

- 해양시스템모형 기반과 지구시스템모형 기반의 해양기후 계절예측시스템을 이중으로 
개발 활용함으로써, 해양에 특화된 전문성을 보다 활성화 할 수 있음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독자 개발한 지구시스템모형(KIOST-ESM)은 해양순환-생지화학
-해빙-대기-육상생지화학 모형 등을 결합한 시스템모형으로서 대부분의 역학적 계절예
측시스템모형은 지구시스템모형에 기반하여 개발하고 있음

- 대부분의 계절예측시스템은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 장기 전망하기 위한 지구
시스템모형보다는 상대적으로 공간해상도를 높이고 전체 적분시간을 줄일 수 있어, 다
양한 초기치 적용을 통한 앙상블 예측 시스템으로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시스템모형의 기본 구성이 같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계절예측시스템을 개선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미래기후변화 시나리오 전망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대
부분의 예측센터에서는 두 시스템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

 

□ 해양기후 정기 진단 및 계절 예측을 통한 기후변화 인식 및 대응 체계 마련

❍ 그동안 해양기후 예측 관련 연구개발 성과가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
지지 않았었으나, KIOST 해양기후예측센터 등과 같은 해양기후 전문조직을 통한 정기 
진단 및 계절전망을 통해서 해양기후 예측력을 키울 수 있음

❍ 개발된 예측시스템을 현업에서 정기적으로 활용하고, 평가함으로써, 해양기후 변동에 
대한 이해와 관측 및 분석 연구와의 시너지 창출 가능

❍ 정기적으로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변화에 대한 진단과 중기(1~6개월) 예측을 통해 온실
기체 배출시나리오에 따른 장기 변화 뿐만 아니라 해양-대기 상호작용에 의한 자연변동
성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인식 가능

❍ 자연변동성과 장기추세에 더해진 극한(이상) 해양기후 변동성에 대한 감시와 추적, 예측
기술 확보를 통해서 해양 산업, 레저, 정책 입안 등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 가능

 - 계절전망은 실제 변수들의 값을 예측하는 단기예보와 달리 평균적인 상태와 추세를 
전망함으로써 필요한 대비를 1~3개월 정도의 시간 규모에서 미리 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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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올 여름은 평년에 비해서 고수온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 양식장 
등 관련 어업 및 산업 분야에서 이에 대비할 수 있는 각종 시설, 용품 등을 미리 준비
할 수 있음  

❍ 해양기후의 중기예측 분야는 현존하는 최고의 예측시스템을 개발한 후 활용한다기 보다는 
가용한 예측 방법과 도구를 이용하여 현재 진단과 계절전망을 서비스 해 나가면서 상시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예측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활동이 더 중요함.

- 개발 중인 최고의 예측시스템은 개발 완료 후에는 달라진 기후변화 및 인프라 변동으로 
인해 실제 현업에 활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임

- 기존 예측 체계를 일정기간 유지하면서 신규 예측시스템과 동시 운영을 통한 예측성 
비교 평가를 통해 개선이 확보된 후에 점진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현업 예측시스템 운영의 
관건임   

1-2 기획 목표

❍ 전지구 및 동아시아 해양기후 변화의 중기(1~6개월) 진단 및 전망을 위한 계절예측시스템 
개발과 이를 상시 활용한 서비스 체계 구축 연구 기획

1-3 기획 범위 및 추진 방법

가. 기획 범위

□ 연구환경 분석

❍ 연구 배경

❍ 기술 개요

❍ 국내외 연구 동향

❍ 관련 연구 필요성

❍ 기술 수준 및 기술 개발 역량 분석

❍ 환경 분석에 따른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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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연구 분야 도출 및 사업 추진 방안

❍ 연구 비전 및 목표

❍ 연구 개발 과제의 구성

❍ 추진 체계

❍ 추진 로드맵 

❍ 소요 예산 및 인력

□ 연구개발 타당성 분석

❍ 정책적 타당성

❍ 기술적 타당성

❍ 경제적 타당성

□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

□ 과제제안요청서(RFP) 도출

나. 추진 체계 및 방법

□ 연구환경분석 전문가 그룹 구성 및 운영

❍ 연구진 구성 및 자문

- 해양기후 관련 연구자 및 자문 위원 구성

- 기획과정에서부터 해양개발과 등 중앙부처 관련부서와 협의 및 홍보 확대

❍ 전문가 의견 수렴

- 수시 자문회의 개최

❍ 과학기술적 질문 및 중점연구분야 도출

- 전문가 합의를 통한 과학적 질문 도출

- 기술적 한계 및 극복방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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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연구 분야 도출

□ 중점 연구 분야별 연구개발 계획 수립

❍ 중점 연구 분야별 세부 연구 목표 및 내용 선정  

❍ 기술개발 전략수립, 중점기술 분야별 추진로드맵 수립

❍ 연구기간, 소요 예산 및 인력 제시

❍ 성과지표 개발 및 목표치 설정

□ 연구 개발 타당성 분석

❍ 연구진 자체 분석 및 전문가 회람

- 정책적 타당성 분석: 정부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정부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관련 
기관의 참여 및 사업추진 의지, 유사 사례에 대한 국내외 정부지원 사례 등

- 기술적 타당성 분석: 연구개발의 성공가능성, 연구개발의 파급효과, 연구개발 위협요인 
검토 등

- 중복성 및 차별성 분석 : 기존 유사 과제 조사 및 비교분석을 통한 도출 사업의 차별성 

❍ 경제적 타당성 분석

- 편익(또는 효과)/비용 비율(B(E)/C ratio),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율(IRR) 등의 기법을 
활용한 경제성 분석, 사회 · 경제적 파급효과 등

□ RFP 도출 및 기획보고서 작성

❍ RFP 도출

- 통합 및 세부 분야별 RFP 도출

❍ 기획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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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1. 국내 연구 동향

가. 지구시스템모형 기반 기후변화 시나리오 전망
❍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은 IPCC 제6차 평가보고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기후변화 

시나리오 산출을 위해 K-ACE(KMA’s Advanced Climate Earth System Model) 라는 
지구시스템모형을 개발하고 시나리오 결과를 CMIP6(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Phase 6)에 출품

- 대기순환모형: 영국 기상청 UM(Unified Model)
- 해양순환모형: 미국 해양대기청 GFDL(Geopysical Fluid Dynamics Laboratory) 

MOM4p1 (Modular Ocean Model Version 4p1)
- 해빙모형: 미국 Los Alamos Sea Ice Model(CICE)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도 미국 GFDL의 지구시스템모형인 CM2.5를 기반으로 남극해 표
층수온 및 열대 해역 엘니뇨 변동 재현성에 큰 개선을 이룬 KIOST-ESM 지구시스템
모형을 개발하여 CMIP6 출품

- 대기순환모형: AM2(Atmospheric Model version 2), 수평해상도 ~200km
- 해양순환모형: MOM5(Modular Ocean Model Version 5), 수평해상도 ~100km
- 지면모형: LM3.0(Land Model version 3.0)
- 해양생지화학모형: TOPAZ2(Tracers of Ocean Phytoplankton with Allometric 

Zooplankton version 2)
- 해빙모형: SIS(Sea Ice Simulator)

[그림 II-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지구시스템모형(KIOST-ESM)으로 예측한 전지구 평균수온 변화

Ⅱ 국내외 연구 동향 및 환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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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구시스템모형 기반 계절예측시스템 개발 및 서비스
❍ 기상청은 영국 계절예측시스템(GloSea5)을 도입하여 별도로 운영(7개월 예측자료 생산) 

중이나, 기온과 강수량 위주로 분석하여 전망하고 있으며, 해양자료는 1개월 정도만 
공개함

- 육상의 기온 및 강수량 위주로서 기후변동지수(ENSO, NAO, AO, WNPSH, MJO, 태풍) 
포함

- GloSea5 구성: 대기모형(MetUM GA3.0, L216L85), 해양순환(NEMO-GO3.0, ORCA 
0.25L75), 지면(JULES GL3.0), 해빙(CICE GSI3.0)

❍ 아시아-태평양 기후센터(APCC)는 11개국 15개 기관의 기후예측 모형 자료를 수집하고, 
계통적 오차를 모형간 앙상블 기법을 통해 보정하여, 기온 및 강수량 위주로 전지구 
및 동아시아 계절 기후정보를 APEC 기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제공함

❍ 개별기후모형이 지닌 불확실성과 기후모형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 단일모형 예측
결과에 비해 예측성이 개선된다고 알려져 있음 (Krishnamurti et al., 1999; Shukla 
et al., 2000)

 [그림 II-2] APCC SCoPS(Seamless Coupled Prediction System)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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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기후시스템모형 기반 해양기후 계절예측시스템 개발 및 서비스
❍ 중기예측 연구에 주로 활용되는 전지구 모형은 수평 해상도가 0.5~1˚이므로 지역해 계절

예측 활용에는 한계가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지구모형에서 모사한 결과를 고해상도 지역기후모형을 

이용하여 역학적 상세화(dynamic downscaling)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중임
❍ 정 등(2018)은 한국해 중기 해양 예측을 위해 중기해양예측모형(Ocean MId-rAnge 

prediction System, OMIDAS) 구축하였으며, 초기조건의 해상도에 따른 해면수온의 
예측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CFSv2와 HYCOM을 초기조건으로 사용하였음. 

- 수평해상도의 분해능이 더 높은 HYCOM을 초기조건으로 사용한 실험이 CFSv2를 
사용하였을 때보다 관측과 상관관계가 높고, 해면수온의 상세구조를 더 잘 나타내서, 
중기 예측에서 초기조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정 등(2021)에서는 전지구모형 CFSv2를 초기/경계조건으로 사용한 OMIDAS를 이용해 
한국해(117°E–141°E, 34°N–50°N) 해면수온 중기 예측성능의 계절 차이를 평가하였음.

- 한국해 해면수온의 계절 예측성능은 봄과 여름이 가을과 겨울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가을과 겨울에 예측성능이 낮은 이유는 지역기후모형의 초기/경계 조건으로 사용한 
CFSv2가 한국해로 유입되는 난류를 관측에 비해 강하게 모사하기 때문에 차가운 계
절에 그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임. OMIDAS에서는 이러한 오차가 개선되어 
한국해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열수송이 개선되어 황해의 예측성능이 2배 이상 향상되어 
중기예측을 위한 지역해기후모형의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그림 II-3] 2016년 평균 해류(화살표)와 해류속도(색). 왼쪽부터 AVISO, CFSv2,  
                    OMIDAS(정 등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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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초기화 및 자료동화 기술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북서태평양 해역에 대하여 0.25° 해상도로, 그리고 동아시아 
해역에 대해서는 3km 해상도로 ROMS 기반의 KOOFS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며, 북서
태평양 해역에 대하여 1/24° 해상도로 GFDL-MOM5 기반의 KOOFS-OPEM 시스템을 
수립하여 운용

❍ Kim et al. (2008)는 이상적인 Double gyre 모형의 쌍둥이 실험을 통해 국내에 앙상블 
칼만필터 기법의 성능을 소개하였다. 앙상블 수렴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앙상
블 칼만 필터를 적용하면서 배경오차 공분산의 지역화 기법과 팽창 기법을 적용하고 그 
성능을 보인바 있다. 해당 방법은 모형의 코드를 변경할 필요 없이 별도의 외장 프로그
램을 통해 수행할 수 있어 적용이 비교적 적용이 간편하다는 장점. 해당 연구는 이상적
인 소규모 모형에서의 적용 사례이며, 실제 해역에 적용할 때 필요한 병렬화 기법 등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음.

[그림 II-4] 앙상블 칼만 필터의 작업 진행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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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앙상블 최적 내삽 기법을 이용한 해양 자료동화를 적용하여, 
GFDL CM2.1 모형을 바탕으로 60년 이상의 전지구 기후 재분석 자료를 생산하여 전세
계의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DASK 재분석 자료, Kim et al. 2015). 앙상블 최적 
내삽 기법은 이론적인 수식은 앙상블 칼만 필터와 동일하지만 앙상블들을 독립된 모형 
적분으로부터 획득하는 것이 아닌 기존 장기 모형 적분 결과에서 획득한다는 차이점이 
있음. 하지만 앙상블별 독립된 모델 수행이 필요 없어 계산량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
이 존재함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북서태평양 고해상도 예측 시스템 OPEM(Ocean Predictability 
Experiment of Marine environment)을 개발하여 예측 시스템의 초기장 생성에 앙상블 
최적 내삽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해면 고도를 제외한 SST 및 수온/염분 프로파일 자료를 
동화하고 있으며, 동일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최근 30년의 장기 해양 재분석 자료를 생
산하고 있음

마. 해양 환경 및 생태계 변수들에 대한 기존 계절예측 방법
❍ 지구시스템모형 기반 계절예측시스템의 수온, 염분, 해류 자료를 직접 활용 예측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지구시스템모형의 공간해상도(격자크기)가 크기 때문에 동아시아 지
역해에는 잘 맞지 않음

❍ 해양 환경 및 생태계 변수들과 기후변동 지수와의 경험적 관계식을 수립하고 이를 활
용하여 예측하는 방법으로 통계적 기법 또는 기계학습 기반의 인공지능 기법과 연계 
활용 가능

❍ 지구시스템모형 결과를 상세한 고해상도 영역 모형의 경계 조건으로 사용하여 상세 지
역해양시스템모형 수행을 통한 예측

❍ 우리나라에서는 남해 연안에서 저층 빈산소 수괴 발생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한 생태계 
모델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나(김 & 이, 2000; Lee et al., 2008 등), 지속적인 빈산소 
발생 예측 정보 제공 및 대응 시스템 마련을 위한 기술 개발은 부족한 실정임

바. 해양 환경 및 생태계 변수들에 대한 차세대 계절예측 방법
❍ 지구시스템모형과 지역해양시스템모형과의 연계를 통한 역학적 상세화
❍ 변수별 특성을 반영한 통계적 기법, 기계학습 기반 예측시스템 개발
❍ 역학모형과 통계모형을 융합한 하이브리드 예측시스템 개발 및 활용

사. KIOST 해양기후예측센터
❍ KIOST 해양기후예측센터(OCPC)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변화에 대한 정기 진단 및 전

망을 담당하는 현업 기관 역할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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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계절예측시스템 자료를 이용한 시범 전망 서비스 중이나 동아시아 해역에 대한 
예측성이 매우 낮은 한계

❍ 국내 해양분야 계절예측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이를 상시 운영함으로써, 국내외 
계절예측시스템과의 비교 평가를 통한 정도 높은 예측 서비스 제공 가능  

II-2. 국외 연구 동향 

가. 지구시스템모형 기반 계절예측시스템 개발 및 서비스
❍ 정부간 기후변화협의체 (IPCC)에서 주관하는 CMIP(결합모형 상호비교 프로그램)에 참여

하는 지구시스템모형을 기반으로 해서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계절예측시스템을 개발, 
운영 중에 있음

❍ 미국, 유럽 등 기후예측 선진국에서는 엘니뇨/라니냐 지수 등과 같은 기후 지수와 대기 
및 해양 상태에 대한 계절예측시스템을 개발 운영 중임

❍ 계절예측시스템은 지구시스템모형 또는 이를 역학적으로 상세화한 지역시스템 모형과 
같은 역학모형 기반과 통계모형 기반으로 대별됨

❍ 최근 인공지능(기계학습) 기술의 발달로 역학모형과 통계모형을 융합한 하이브리드 예측
시스템 등도 개발 활용되는 추세임

❍ 해양 환경과 생태계 변수들에 대한 계절예측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일반적으로는 기후
지수, 해양-대기 물리 변수에 대한 계절예측 위주로 운영됨

❍ 미국 NOAA는 해양-대기 결합 계절예측시스템(CFSv2)을 운영 중이며, 매일 4개의 
앙상블 결과 자료를 공개함

❍ 영국 및 유럽 ECMWF, 캐나다, 호주 등도 계절예측시스템을 운영하나 많은 자료는 
내부적으로 분석 활용하고 있음

❍ 정부간 기후변화협의체 (IPCC)에서 주관하는 CMIP(기후모형 상호비교 프로그램)에 참여
하는 지구시스템모형을 기반으로 해서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계절예측시스템을 개발, 
운영 중에 있음

❍ 단순히 해양과 대기의 현상을 서술하는 도구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와 직결된 
다양한 환경적 문제를 예측하고 적절히 대비하기 위한 다학제적 지구 시스템 모형의 
필요성 강조(Bonan and Done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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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5] 기후모형과 지구시스템모형의 차이: 해양 탄소 순환의 중요성 (Bonan & Doney, 2018)

❍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주도로 중기 시간규모(수개월-수년)를 포함한 계절예측시
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가 활발함. 예측은 해면수온, 기온, 강수량 등에 중점을 두고 있
으며, 예측 절대값보다는 주로 평년 대비 편차 혹은 통계적인 확률을 제공함

❍ 미국, 유럽 등 기후예측 선진국에서는 엘니뇨/라니냐 지수 등과 같은 기후 지수와 대
기 및 해양 상태에 대한 계절예측시스템을 개발 운영 중임

❍ 계절예측시스템은 지구시스템모형 또는 이를 역학적으로 상세화한 지역시스템 모형과 
같은 역학모형 기반과 통계모형 기반으로 대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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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인공지능(기계학습) 기술의 발달로 역학모형과 통계모형을 융합한 하이브리드 예측
시스템 등도 개발 활용되는 추세임

❍ 해양 환경과 생태계 변수들에 대한 계절예측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일반적으로는 기후
지수, 해양-대기 물리 변수에 대한 계절예측 위주로 운영됨

❍ 미국해양대기청(NOAA)의 기후예측센터(Climate Prediction Center; CPC)에서 중기
계절예보를 위해 개발한 CFSv2 (Climate Forecast System version 2)는 해양모형
(GFDL-MOM4), 대기모형(Global Forecast System; GFS), 지면모형과 해빙모형이 
된 접합된 모형이며, 자료동화 기법으로는 3차원 변분법(3D-VAR)을 사용함. 해양모
형은 수평격자가 0.25°(80°S∼80°N)에서 0.5°(극지역)이고 연직으로 40개 층이며, 대기
모형은 수평 격자가 100km이고 연직으로 64개층임. 40개의 앙상블을 이용하여 최대 
10개월 예보 자료를 전지구, 북미, 북극, 유럽의 수온, 강수, 기온 등에 관한 수평 분포도 
제공함 

❍ 영국 및 유럽 ECMWF, 캐나다, 호주 등도 계절예측시스템을 운영하나 자료는 내부적
으로 분석 활용하고 있음

  [그림 II-6] CFSv2 모형에서 중기 예측한 3개월 평균 2016년 해면수온 아노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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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JAMSTEC(Japan Agency for Marine-Earth Science and Technology)은 유럽과 
공동 프로젝트에서 개발한 해양-대기 접합모형 SINTEX-F를 이용하여 중기예측을 수행
중임. 해양 성분모형은 ORCA8모형으로 수평 해상도는 남유럽에서 2°이며 적도에 
가까울수록 0.5°로 조밀해지며, 31개 층의 연직격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기 성분
모형은 ECHAM4.6 모형으로 수평 해상도 1.1°, 연직 19개 층으로 구성됨. 수온, 기온, 
강수를 계절별로 예측하며, 엘니뇨 예측, 인도양 예측 그리고 관심 영역 예측에서는 
그림과 함께 개략적인 설명도 함께 제시함

[그림 II-7] JAMSTEC에서 예측한 2016년 9∼11월 계절예측 해면수온 편차

나. 지역시스템모형 기반 계절예측시스템 개발 및 서비스
❍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연안 어업 관리를 위한 해양모형과 생지화학모형을 결합한 계절

예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이 해역에서 해면수온의 중기 예측 성능은 비교적 낮지만, 
계절풍에 의해 결정되는 연안 용승의 경우 예측 성능이 비교적 높아 최대 4개월까지 
유의미한 예측이 가능함이 제시되었음(Siedlecki et al. 2016)

❍ NOAA Southwest Fisheries Science Center는 물리와 통계모형, 지역해와 전지구
를 방법과 규모를 나누어서 접근하였음. 전지구기후모형을 이용한 예측은 낮은 해상도
로 인해 복잡한 연안 해양생태계를 예측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지역기후모형은 초기와 
경계 조건을 전지구 모형으로부터 생성하기 때문에 동일한 오차를 갖게됨. 통계적인 
방법으로 전지구모형의 오차를 제거해서 지역기후모형의 입력장을 생성한다면 계절예측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제시하였음(Jacox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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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II-8] 2006년 7월 캘리포니아 연안 해면수온: (a)CanCM4 전구모형, 
                    (b)10km 지역기후모형(ROMS), (c)ROMS 오차개선기법 적용, 
                    (d)지도에서 검은 선으로 표시한 해역 평균 해면수온 시계열, 
                    (e)관측(재분석) 자료 (Jacox et al., 2020)

다. 해양순환모형과 자료동화 기술
❍ 전세계적으로 활용되는 대표적인 해양순환모형은 표 II-1과 같으며, 이 중에서 

HYCOM, NEMO 등은 다년간의 재분석 자료와 예측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Evenson (1994)이 앙상블 칼만 필터를 소개한 뒤, 다양한 앙상블 기반의 자료동화 기법

들이 개발되어 왔으며, 그 중에서 앙상블 최적 내삽 기법은 정상적인(stationary) 앙상블을 
하나의 모델 수행 결과로부터 획득하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인 계산량을 보여, 해외에서도 
현업의 해양 예측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음(Oke et al. 2008, Tanajura et al. 
2014, Zhu et al. 2016).

❍ Costa and Tanajura (2015)는 간단한 OI 기법을 바탕으로 Argo 자료와 해면 고도 
자료동화를 적용하고, 해면 고도 업데이트에 따라 하층의 정보를 수정해주는 Cooper 
and Haines (1996) 기법을 적용하여 HYCOM 모형의 성능을 20% 이상 향상시킨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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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 모형 개요

POM
Princeton 

Ocean Model

 개발: 프린스톤 대학

 특징: ①연직: 지형추적, ②수평: 곡선좌표계, Arakawa-C,         

     ③second moment 난류모형, ④조간대 노출, ⑤수평      

     explicit, 연직 implicit, ⑥split time step

 공개: free to all users under the terms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ROMS

the Regional 

Ocean 

Modeling 

System

 개발: Ocean Modeling Group, ONR

 특징: ①연직: 지형추적, ②생지화학, 생광학, 퇴적물, 해빙모형 

결합, ③다수의 연직혼합기법, ④nesting, ⑤split time step,      

     cosine-shape time filter, ⑥Leap-frog and Adams-Molton  

     time stepping

 공개: open-source and licensed as stated by MIT/X License

HYCOM

HYbrid 

Coordinate 

Ocean Model

 개발: GODAE

 특징: ⓵연직 hybrid 좌표계 (등밀도, 지형추적, z-level),         

     ②KPP closure

 자료: HYCOM.org에서 준실시간 전구 HYCOM + NCODA 기반  

     해양예측시스템 결과 제공.

 공개:

MOM
GFDL Modular 

Ocean Model

 개발: GFDL-NOAA

 특징: ①일반화된 수평좌표계, ②Arakawa B- 또는 C- 격자 

       ③연직 level-좌표계, ④정압, ⑤부분 저면 격자

 공개: free software distributed under GPLv2

NEMO

Nucleus for 

European 

Modelling of 

the Ocean

 개발: NEMO system team

 특징: ①4개의 엔진으로 구성됨(OPA, LIM2, LIM3, TOP2) 

       ②AGRIF package 사용, ③OASIS coupler, IOIPSL library 사용,

       ④수평:곡선 좌표계, ⑤연직: z-level 좌표계

 공개: available under the CeCILL license (public license)

[표 II-1] 주요 해양순환 모형 및 개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21)

라. 해양 환경 및 생태계 변수들에 대한 기존 계절예측 방법
❍ 지구시스템모형 기반 계절예측시스템의 수온, 염분, 해류 자료를 직접 활용 예측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지구시스템모형의 공간해상도(격자크기)가 크기 때문에 동아시아 지역해
에는 잘 맞지 않음

❍ 해양 환경 및 생태계 변수들과 기후변동 지수와의 경험적 관계식을 수립하고 이를 활용
하여 예측하는 방법으로 통계적 기법 또는 기계학습 기반의 인공지능 기법과 연계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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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시스템모형 결과를 상세한 고해상도 영역 모형의 경계 조건으로 사용하여 상세 지역
해양시스템모형 수행을 통한 예측

❍ 전 세계적으로 생태계 변수를 포함한 물질순환 모델은 미래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부영
양화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어오고 있음(Anagnostou et al., 
2017). 특히 부영양화 과정과 관련한 생태학적 모델링과 저산소/무산소 생태계 역학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림 II-9] 2000년부터 2016년 까지 연도별 해양생태계 모델 관련 논문 수
                      (Anagnostou et al. 2017) 

❍ 중국 장강(Yangtze River) 및 주강(Pearl River) 하구 연안에서는 수치모델을 이용한 
빈산소 수괴 재현 및 예측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Chen et al. (2015)은 질산염, 암모니아 등 관련한 22개의 상태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수질모델이 내장된 3차원 순환모델(Environmental Fluid Dynamic Code, EFDC)을 
이용하여 양자강 어귀의 산소 분포를 재현

- Zheng et al. (2016)은 3차원 물리모델(Regional Ocean Model System, ROMS)에 
저차생태계 모델(Fennel et al., 2006)을 결합하여 동중국해의 생태계를 재현

- Li et al. (2021)은 ROMS-Fennel 모형을 이용하여 주강 하구 및 연안 동/서부의 빈산소 
변동에 대한 생물리학적 제어를 보여줌

❍ 현재 활용되고 있는 여러 지구 시스템 모형들을 소개하며 물리해양학적 예측에 비해 
생지화학적/생태학적 예측 수준이 아직 걸음마 수준임을 지적. 앞으로 관측의 시공간
적 영역이 확대될 것이며 이에 따른 생지화학적/생태학적 모델의 개선 필요 강조
(Fennel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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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10] 해양순환-생지화학 결합 모형 특성 비교(Fennel et al., 2019)

❍ 해양 생지화학 순환을 포함한 지구시스템모델 앙상블을 통해 가까운 과거의 전 지구 
해양 이산화탄소 플럭스 재현을 최대한 정확히 재현하여 이를 통해 지구시스템모델을 
통한 근 미래의 해양 이산화탄소 플럭스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 수행
(Lovenduski et al. 2019) 

[그림 II-11] 연평균 해양-대기 이산화탄소 플럭스 재현성 (Lovenduski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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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전 지구 시스템 모형들 에서는 생물들의 대사속도의 온도 의존성을 전통적인 이론
에만 입각하여 구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것이 종에 따라,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
질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는 현재 일반적으로 예측되는 해양의 탄소 침강 효율을 
거의 2배 가까이 과대평가 할 수도 있음을 제안. 요컨대, 지구시스템 모형에서 생태계 
모형의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Cavan et al. 2019)

❍ 지구시스템 모형을 이용하여, 온실기체의 지속적 방출로 인한 전 지구 바람장의 변화와 
표층 수온의 변화가 궁극적으로는 전 지구 해양 일차 생산성 및 탄소 침강의 감소시킬 
것을 예측. 그에 따라 파생될 어업량 감소 추정 (Moore et al. 2018)

  

       [그림 II-12] 기후변화 -> 바람장 변화 -> 표층수온 변화 -> 일차생산 감소 -> 탄소침강 
                  감소 -> 어업 생산량 감소를 보여주는 지구시스템모형 결과 예
                  (Moore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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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지구시스템 모형으로 해양의 미래 일차생산력과 export production 감소를 예측
하며, 특히 NPP 의 예측치는 각 모형들마다 달리 구현하고 있는 식물플랑크톤 종 조성 
모의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졌음을 지적. 즉 해양의 일차 생산력, 나아가 이산화탄소 
흡수력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식물플랑크톤, 박테리아, 동물플랑크톤의 생태를 
정확히 구현하는 강력한 생태모델이 지구시스템 모형에 반드시 도입되어야 함을 강조
(Fu et al. 2016)

      [그림 II-13] 1990년대 전체 순일차생산(NPP)에서 규조류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구시스템
                 모형에 따라 천차만별임을 보여주는 자료 (Fu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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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해양 환경 및 생태계 변수들에 대한 차세대 계절예측 방법
❍ 지구시스템모형과 지역해양시스템모형과의 연계를 통한 역학적 상세화

선두주자: 독일 해양연구소(GEOMAR) FOCI(Flexible Ocean and Climate Infrastructure)

- 2020년 개발한 차세대 지구시스템 모형 (Matthes et al., 2020; 

  https://gmd.copernicus.org/articles/13/2533/2020/gmd-13-2533-2020.html)

- FOCI 모형은 NEMO 해양모형, ECHAM 대기모형, LIM 해빙모형 및 JSBACH 육지모형
으로 구성되며 MOPS (Model of Oceanic Pelagic Stoichiometry) 해양 생지화학 모형을 
통해 인산염, 질산염, 동/식물성 플랑크톤 및 해수내 용존 무기질의 순환을 계산

- NEMO 해양모형은 0.5° 전 지구 해양모형과 고해상도(1/10°) 북대서양, 남대서양 및 
북태평양 지역해 모형으로 구성

- 지구시스템 모형 FOCI와 연계된 고해상도 북태평양 모형은 저해상도 모형에 비해 관측에 
가까운 쿠로시오 주축 위도 및 강도를 재현하고 쿠로시오-오야시오 해역을 비롯한 북태평양 
전 영역에서 개선된 해표면 온도를 재현

- 지구시스템 모형 FOCI와 고해상도 지역해 모형은 AGRIF tool (Adaptive Grid Refinement 
in Fortran)을 통해 two-way nesting 기법으로 상호 연계됨. AGRIF tool은 host 모형
(지구시스템모형-FOCI)과 nest 모형(고해상도 지역해 모형)의 측면 경계에서의 수온, 
염분 및 유속 등 물성을 주고받는 데 활용

- two-way nesting은 host 모형의 결과를 nest 모형으로 전달하고 nest 모형의 결과
를 다시 host 모형으로 전달하는 양방향 연계 기법

     

[그림 II-14] 독일 GEOMAR의 차세대 지구시스템모형 FO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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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별 특성을 반영한 통계적 기법, 기계학습 기반 예측시스템 개발

- 다중회귀를 이용하여 예측인자와 예측변수의 통계적 적합(fitting)한 계절기후예측 모형이 
제시됨(Kim et al., 2002; Lim and Seo, 2019).

- 특정변수, 현상들에 대한 자료 기반 통계 모형 개발

- 관측, 위성 자료 기반 기계학습 인공지능 모형 개발
❍ 역학모형과 통계모형을 융합한 하이브리드 예측시스템 개발 및 활용

- 역학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준상관분석(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CCA)과 같은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예측성능을 개선하는 방안이 제시됨(Barnett 
and Preisendorfer, 1987; Landman and Mason, 1999).

- 비선형성을 반영한 기계학습 모형 중 하나인 합성곱 신경망 모형(Convolutional 
Neural Network model)을 이용하여 엘니뇨 예측성을 향상시킴(Ham et al., 2019)

- 대규모 원격상관을 이용하여 중위도의 낮은 역학모형 예측성을 극복하는 방안이 제시됨. 
Kwon and Lee (2014)은 북서태평양 지역과 동아시아 지역의 원격상관 관계를 바탕
으로 통계적 모형(정준상관분석 모형)을 구성하고 역학모형으로부터 예측된 북서태평양 
지역의 정보를 활용하여 중위도 기후의 향상된 계절예측성을 보임

- 궁극적으로 예측성 확보를 위한 역학모형과 통계모형 융합 하이브리드 예측시스템 개발

- 역학 모형의 특성에 따른 편차 보정 알고리즘 개발

- 관측 및 위성 자료의 역학모형 동화 -> 기계학습 기반 보정 필터 개발 -> 예측성 개선

[그림 II-15] 기계학습모형을 이용한 엘니뇨 예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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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II-16] 역학-통계 하이브리드 모형을 이용한 중위도 기후 예측성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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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개발 과제 구성 및 추진 전략

 III-1. 연구 개발 비전 및 목표

□ 비전
❍ 전지구 해양 변화와 연계된 동아시아 해양 환경 및 생태계 변동 및 변화에 특화된 

아시아 대표 해양기후 예측정보 생산을 통해 이상해양기후로 인한 재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정부, 학계 및 산업계에서 활용 가능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연구사업 기획 

□ 목표
❍ 전지구 및 동아시아 해역 해양 환경 및 생태계 변동과 관련하여 정기적인 중기(3~12개월) 

예측 자료를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 확보
❍ 국내외 각종 예측 자료를 종합 분석 가공하여 매월 다음 계절의 해양기후 변동·변화에 

대한 중기 전망 정보를 서비스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연구 기획

 III-2. 중점 연구분야 도출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장기 평균상태에 대해서 수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의 변동·변화를 
예측하고 정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위해서 다음의 3개 세부과제로 구성하여 
추진

❍ 해양기후 중기(계절) 진단 및 전망 기반 연구

❍ 해양기후 중기(수개월) 예측 역학 모형 개발

❍ 해양기후 계절전망 정보 서비스 체계 구축

 세부 중점연구 분야별 연구목표 및 주제는 다음과 같다. 

□ 해양기후 중기(계절) 진단 및 전망 기반 연구

❍ 해양 환경 및 생태계 핵심 해양기후변수별 전지구 및 동아시아 진단 자료 확보 및 계절
평균장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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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활용 예측성 평가 기준 확립 및 평가 도구 및 방법 개발

❍ 국내외 계절예측시스템 상호비교 평가 방안 

❍ 해양기후 핵심변수별 통계적 예측 기법 개발과 역학-통계 융합 예측 기법 개발

□ 해양기후 중기(수개월) 예측 역학 모형 개발

❍ 지구시스템모형 기반 해양기후 중기예측시스템 개발 및 활용 평가

❍ 지역기후시스템모형 기반 동아시아 해양기후 중기예측시스템 개발 및 활용 평가

❍ 전지구-동아시아 모형 양방향 연계 기술 개발 및 개선

❍ 지구시스템모형 및 지역기후시스템모형의 개별 요소모형 개발 또는 개선 연구

❍ 역학모형 초기화 기법 개발 및 민감도 테스트

❍ 역학모형 예측성 평가 기법 개발 및 개선

□ 해양기후 계절전망 정보 서비스 체계 구축

❍ 통계모형과 역학모형 (해양시스템, 지구시스템, 지역기후시스템 등)의 단순 앙상블 예측
시스템과 인공지능기반 융합예측시스템으로 이원화 전망 정보 생산

❍ 핵심변수별 예측 정보 가시화 컨텐츠 개발

❍ 개별 및 통합 예측시스템 예측성 평가

❍ 최적 앙상블 융합 예측체계 구축 및 활용

 III-3. 세부 추진 전략 및 기술 개발 로드맵

가. 추진전략 

□ 해양기후 중기(계절) 진단 및 전망 기반 연구

❍ 해양 환경 및 생태계 핵심 해양기후변수별 전지구 및 동아시아 진단 자료 확보 및 계절
평균장 산출

- 해양 환경 및 생태계에 대한 핵심 해양기후 변수 및 지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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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기후 핵심변수 예: 수온, 염분, 해류, 해수면, 엽록소a, 일차생산, 영양염, pH, 용존
산소, 용존무기탄소, 용존유기물, 고형유기물, 해빙, 담수유입량, 부유퇴적물 등

- 해양기후 지표: 해양열파/한파, 저염분, 엘니뇨/라니냐, 저산소, 산성화, 일차생산, 식물
플랑크톤 계절생리생태, 플랑크톤 종조성 등

❍ 전문가 활용 예측성 평가 기준 확립 및 평가 도구 및 방법 개발

- 핵심 변수 및 지표별 예측성 평가 기준 수립: 전문가 컨센서스 도출

- 예측성 평가 지표, 도구 및 방법 개발

- 변수 및 지표별 계절예측 분위 (3분위, 5분위 등) 산정과 예측률 산정 방법 개발

❍ 국내외 계절예측시스템 상호비교 평가 방안 

- 가용한 국내외 계절예측시스템 예측 자료 수집 (3개월 이상)

- 시스템별 비교를 위한 격자 표준화 및 최적 내삽 방법 산출

- 변수 및 지표별 비교 평가 및 앙상블 결과 도출 방안 수립

❍ 해양기후 핵심변수별 통계적 예측 기법 개발과 역학-통계 융합 예측 기법 개발

- 통계/기계학습 기반의 자료기반 예측 모형/기법 개발 및 평가

- 다중 역학모형 결과 활용 기계학습 기반 예측성 제고 방안 개발

- 역학-통계 기법 융합 예측 기법 개발 및 평가 방안 연구

□ 해양기후 중기(수개월) 예측 역학 모형 개발

❍ 지구시스템모형 기반 해양기후 중기예측시스템 개발 및 활용 평가

- 지구시스템모형을 활용한 현업 중기예측시스템 수립 기술 개발

- 자료동화 기반 직전 수개월 재현 적분 및 평가 기술 개발

- 향후 수개월 예측 적분을 위한 경계(시나리오) 조건 부여 실험 및 앙상블 실험

- 단일 예측시스템 기반 앙상블 결과 산출기법 개발

❍ 지역기후시스템모형 기반 동아시아 해양기후 중기예측시스템 개발 및 활용 평가

- 지역기후시스템모형을 활용한 현업 중기예측시스템 수립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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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모형별 경계조건 산출 기법 개발

- 자료동화 기반 직전 수개월 재현 적분 및 평가 기술 개발

- 미래 경계조건 기반 향후 수개월 예측 적분 실험 및 앙상블 실험

- 단일 예측시스템 기반 앙상블 결과 산출기법 개발

❍ 전지구-동아시아 모형 연계 기술 개발 및 개선

- 전지구 및 동아시아 해역에 대한 해양시스템모형간의 일/양 방향 연계 기술 개발

- 해양-대기 결합 시스템 모형간의 일/양 방향 연계 기술 개발

- 요소 모형별 일관성 유지 및 불일치 해결 방안 연구 (예, 서로 다른 전지구 해양생지화학 
모형과 지역 해양생지화학 모형과의 연계) 

- 물, 에너지, 탄소 순환 연계 기술 개발 연구

❍ 지구시스템모형 및 지역기후시스템모형의 개별 요소모형 개발 또는 개선 연구

- 지구시스템 및 지역기후시스템의 해양순환모형 개발·개선 연구

- 지구시스템 및 지역기후시스템의 대기순환모형 개발·개선 연구

- 해양생지화학모형 개발·개선 연구

- 해빙모형 개발 · 개선 연구

- 대기 화학 및 지면식생 모형 개발·개선 연구

❍ 역학모형 초기화 기법 개발 및 민감도 테스트

- 월단위 직전 수개월 재현성 고도화를 통한 초기화 기법 개발

- 초기치 불확실성에 따른 민감도 테스트 실험

- 초기치 불확실성과 모형 불안정성에 따른 시스템 편이 제거 방안 연구

❍ 역학모형 예측성 평가 기법 개발 및 개선

- 핵심 변수 및 지표별 평가 자료 수집 및 분석 기술 개발

- 예측성 평가 지표 및 기법 개발, 개선 연구

- 예측성 평가 결과 표출 다이어그램, 기법 개발, 개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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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기후 계절전망 정보 서비스 체계 구축 기획

❍ 통계모형과 역학모형(해양시스템, 지구시스템, 지역기후시스템 등)의 단순 앙상블 예측
시스템과 인공지능기반 융합예측시스템으로 이원화 전망 정보 생산

- 통계 및 역학모형 예측자료의 상호비교 및 앙상블 예측 정보 생산 기술 개발

- 기계학습/인공지능 기반 융합예측시스템 운용, 정보생산 및 평가

❍ 핵심변수별 예측 정보 가시화 컨텐츠 개발

- 물리/화학/생물학적 예측 변수 및 지표로부터 정보 산출 및 가시화 방안 연구

- 수요자(정책, 일반, 학생, 전문가용) 맞춤형 자료 변환 및 컨텐츠 개발

❍ 개별 및 통합 예측시스템 예측성 평가

- 개별 및 통합 예측시스템별 예측성 평가 수행 및 결과 표출

- 정기 예측 결과에 대한 연차별 성과 평가

❍ 최적 앙상블 융합 예측체계 구축 및 활용

- 해양기후 중기예측시스템 운영 -> 자료 생산 -> 평가 -> 정보화 -> 가시화 -> 컨텐츠 
개발로 이어지는 중기예측자료 생산 및 서비스 체계 구축 기술 개발 

- 중기예측체계 시험 운영, 평가 및 개선

- 표준화된 시스템 운영 매뉴얼 확립

나. 기술 수준 현황(성숙도 TRL) 및 단계별 개발 로드맵

[그림 III-1] 세부과제별 기술 수준 평가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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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4. 역학 모형 기반 중기예측시스템 체계 

❍ 지구시스템모형과 지역기후시스템모형 기반의 중기예측시스템은 전지구적인 규모의 
변동과 동아시아 지역기후 규모의 변동을 서로 연계하여 우리나라 주변해역에 대한 상세한 
계절변동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설계 필요

❍ 지구시스템모형은 해양순환-해양생지화학-해빙-대기순환/화학-지면/식생 모형의 결합
모형으로 구성되며, 매월 직전 3개월 정도의 재현과 6개월 이상의 예측 그리고 평가로 
이어지는 체계 구축 및 운용 필요

❍ 지역기후시스템모형 기반 동아시아 해양기후 중기예측시스템 역시 해양순환-해양생지
화학-파랑-대기순환/화학-지면/식생 모형의 결합모형으로 구성하여, 해양순환과 대기
순환 그리고 해양생지화학 모형 간의 경계를 통한 일방 또는 양방향 연동시스템으로 구성

[그림 III-2] 역학모형 기반 전지구-동아시아 연계 중기(수개월) 예측시스템 체계도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기후예측센터(OCPC)는 ‘21년부터 미국 NOAA의 계절예측
시스템인 CFSv2 3개월 예측자료를 분석하여 해양기후 진단/전망에 대한 기초변수에 
대해 NCEP 재분석장으로 산출한 평년(1981~2010년) 월평균장 대비 매월 변동성에 대한 
예측 정보 생산 및 서비스를 수행 중임

❍ 해양기후예측센터는 ‘23년부터 자체 개발한 지구시스템모형(KIOST-ESM)을 개조하여 
낮은 수평해상도(대기 ~200km, 해양 ~100km)의 시험용 중기예측시스템(KOSMOS-p)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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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운용할 예정이며, ‘26년 중에 본 사업에서 개발된 본격적인 중기예측시스템으로 
대체 운용할 예정임

❍ ‘26년 이후 본사업 성과인 중기예측시스템과 NOAA-CFS등 국내외 가용 중기예측
시스템을 혼용하면서 동아시아 계절 예측 정보 서비스를 수행함과 동시에 5년(’26~‘30) 
단위의 차세대 중기예측시스템 개발을 병행하면서, 지속적인 현업 운용 능력 배양과 
예측력 향상이 이루어져야 함

[그림 III-3] 해양기후예측센터의 역학모형 기반 중기예측시스템 운영 체제 개편 예상도

 

 III-5. 연구 개발 추진 체계 구축에 대한 제안

❍ 본 과제는 일반적인 기초연구라기 보다는 응용 및 서비스 연구의 성격이 매우 강하므로 
각각 개별적으로 과제가 수행되는 것 보다는 3개 세부과제가 서로 연계되어 중기예측을 
위한 역학시스템모형 개발과 중기 예측 기반 연구 및 활용 체계 구축 서비스가 과제 기간 
동안에 유기적으로 연동되고 개발, 분석, 평가, 활용에 이어 현업 기관에서 바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 현 시점에서 최적의 현업 운용 기관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기후예측센터로 볼 수 
있으므로 이하 해양기후예측센터를 현업운용기관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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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연구기관은 총괄 진행을 맡아 연구개발과 현업활용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조정
해야 하며, 공동연구기관에서 창출한 연구 개발 성과가 사업 종료 즉시 해양기후예측센터
에서 현업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조율해야 한다.

❍ 기존 유관기관에서 개발 활용 중인 중기예측시스템(예, 국립수산과학원 고수온예측
시스템)은 기관의 선호에 따라 자체적으로 운영하더라도 그 자료와 정보는 해양기후예측
센터와 상호 교환하며, 국외기관으로부터 받던 경계조건도 해양기후예측센터에서 제공
하도록 해서 상호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 주관연구기관은 중기 진단 및 전망 기반 연구를 산학연 공동연구기관과의 협의체 형식
으로 구성하여 핵심 변수/지표별로 개발하던가, 일괄 개발하던가 하는 방식으로 하되 
모든 개발 구성요소가 해양기후예측센터 중기예측시스템의 요소로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블록형 시스템 디자인을 해야 한다.

❍ 해양기후예측센터는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개별 모형이나 도구를 제공 받고, 현업 운영 
결과인 평가와 검증 자료를 제공하여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 해양기후예측센터는 정보의 실수요자(유관기관, 정책기관, 중앙/지자체 행정부서, 일반
교양, 학생, 전문가)가 매월 생산되는 해양기후 중기예측정보에 대해서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장치(협력네트워크 또는 사용자 협의회) 등을 운영해야 한다.

❍ 또한 해양기후예측센터는 중기 전망정보 생산 및 서비스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자들과의 상시 피드백을 통해 예측 도구 개발 수요와 방향 제시, 그리고 
성과 평가 및 에측성 개선 연구를 상시 수행하여야 한다.

[그림 III-4] 과제 추진 체계(안)

 



Ⅲ. 연구 개발 과제 구성 및 추진 전략

- 37 -

 III-6. 연차별 중기예측 변수/지표 개발 로드맵

❍ 해양기후 핵심변수 및 지표를 우선으로 예측 정보를 생산하고 서비스 하면서, 연차별로 
해양 환경 및 생태계에 특화된 지표 개발 및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지표 개발
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면서 세련화 할 필요가 있음

❍ 변수/지표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 예측을 목표로 하며, 대양, 지역해, 상세 
해역별 구역을 설정하여 상세화 정도를 높여가며 연차별로 서비스 확대

연도

변수 · 지표
2023 2024 2025 2026 2027~2030

수온 해면수온 해양열파 용승지수, 해양한파

해수면 해수면 변동 침수/범람 지표

해상기온 해상기온 해상열파 해양한파

해상강수량 해상강수량 담수유입강도

해상기압 해상기압 북태평양 고기압 시베리아 고기압, 알루시안 저기압

해상풍 해상풍 계절풍 지수 열대 무역풍, 편서풍(제트기류)

북극해빙 면적 두께 동아시아해역 계절 연동 해빙 지수

남극해빙 면적 기후변동 연관 지수

 엘니뇨/라니냐 3개월 전망 6개월 전망 12개월 전망

인도양쌍극진동 3개월 전망 6개월 전망 12개월 전망

해양혼합층 깊이 혼합층 깊이 해양열용량 성층강도 지표

해류 주요해협 수송량 6~12개월 전망

염분 해면염분 저염분 강수-담수-염분 상관 지표

영양염 질산염/규산염/인산염/철 기타 영양염

엽록소a 표층엽록소a 엽록소 최대층 일차생산

용존산소 표층용존산소 용존산소 최소층 저산소화 지표

산성화 pH, pCO2 알칼리도 등 

용존무기탄소 용존무기탄소 탄산염 생성 지표

용존유기탄소 용존유기탄소 박테리아 생산성

고형유기탄소 고형유기탄소 수층 탄소 침강 및 퇴적 지표

파랑 유의파고 파주기, 파향 재해성 파랑, 월파 지수

태풍 북서태평양 태풍활동지수 태풍 강도, 발생빈도 

레저활동지수 서핑 지수 

해운/교통 해무 발생 빈도, 강도, 운항 지수

생물 영향
플랑크톤 계절생리생태, 저서 생물 영향 등

수산생물 영향

생태계 취약성 서식지, 먹이망 관련 취약 지수

[표 III-1] 연차별 해양기후 중기예측 변수/지표 개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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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7. 세부과제간 연계 개발 추진

❍ 최종목표인 해양기후 중기예측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기 전망 기반 연구, 
역학모형 기반 계절예측시스템 개발, 월별 진단 및 전망 정보 생산, 서비스 체계 구축이 
하나의 체계로 개발

[그림 III-5] 최종성과물(해양기후 중기예측시스템)과 세부과제간 연계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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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소요 예산 및 인력

❍ 해양 환경 및 생태계 장기 평균 상태와 추세에 대한 중기 진단 및 예측시스템 개발과 
활용 사업의 예산 및 인력은 상기 연구과제 구성과 추진 전략에 따라 개략 추정하였음

❍ 연차별 연구 내용 및 예산 투입 계획은 표 Ⅳ-1과 같음

❍ 소요 인력(170명) 및 예산(11,500백만원)의 항목별 개략 명세는 표 Ⅳ-2와 같음

과제명 세부내용 ‘22 ‘23 ‘24 ‘25 ‘26 소계

해양기후 
중기(계절) 진단과 

전망을 위한 
예측시스템 개발 

및 활용

중기(계절)
진단 ‧ 전망 기반

 연구
-

해양기후 진단 ‧ 전망
지표 개발

2,500
해양기후 재현성 및 예측성 평가 자료 수집 분석

계절 예측 평가 기법 개발
국내외 계절예측
상호비교 평가

통계적 계절예측기법 개발
역학-통계 융합
예측 기법 개발

중기(계절)예측
역학모형

 개발
-

지구시스템모형 기반
해양기후 중기예측시스템 개발 및 활용

6,600

지역기후시스템모형 기반
해양기후 중기예측시스템 개발 및 활용

 전지구-동아시아
중기예측시스템 연계 기술 개발

시스템 요소 모형(해양순환, 생지화학, 파랑, 해빙, 대기, 
지면/식생 모형 등) 개발 및 개선

전지구-동아시아 요소모형간
접합 기술 개발 및 성능 개선

계절예측 초기화 기법 개발 및
 민감도 테스트

역학모형 계절예측성 평가

중기(계절)
전망정보 생산 및
서비스 체계 구축

-

국외 역학모형
자료 수집, 분석

최적 앙상블 예측 체계 구축

2,400국외 계절예측 역학모형 기반 
중기(계절) 진단 ‧ 전망

생산 및 평가 

해양기후 계절예측 시범 
서비스 및 예측성 평가

예산액(백만원) - 3,000 3,000 3,000 2,500 11,500

[표 Ⅳ-1] 연차별 연구 내용 및 연차별 예산 투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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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해양기후 중기(계절) 진단과 전망을 위한 예측시스템 개발

구분/연도 ‘23 ‘24 ‘25 ‘26 합계(명)

인력(명) 42 42 43 43 170

직급

책임급 10 10 11 11 42

선임급 12 12 12 12 48

원급 20 20 20 20 80

예산(백만원) ‘23 ‘24 ‘25 ‘26 합계(백만원)

직
접
비

인건비 1,150 1,150 1,200 1,000 4,500

분석비 500 500 500 400 1,900

개발비 600 600 550 350 2,100

설계비 - - - - -

제작비 - - - - -

운영비 450 450 450 450 1,800

소계 2,700 2,700 2,700 2,200 10,300

간접비 300 300 300 300 1,200

정부출연금합계 3,000 3,000 3,000 2,500 11,500

[표 Ⅳ-2] 소요 예산 및 인력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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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타당성 분석

본 장은 사업추진 필요성과 중요성을 토대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따른 정책적,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분석 결과로서, 본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포괄적인 차원에
서 중기(계절)예측시스템 개발 및 활용과 연계성이 매우 높은, 최근 기획된 ‘해양 기후변화 
진단 및 장기전망 연구 사업 (해양정보기술컨소시엄, 2021)’을 참고로 하여 재구성하였다. 

V-1, 정책적 타당성 분석

가. 개요 

□ 정책적 타당성 분석 목적

❍ 국가 전략, 정책 및 연구개발 상위계획에 대한 본 사업의 의미 및 부합 여부 분석과 추
진체계 및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업 추진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을 판단

□ 분석 방법 및 내용

❍ 정부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체계 분석 

  - 국정운영계획, 국가과학기술 기본계획, 해양수산부 기본계획, 각종 전략로드맵 등 상
위계획을 검토하여 본 사업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이 정부 정책과 일관성이 있으
며, 추진 체계가 효과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 분석, 평가 

  - 사업분야의 특성에 따라 정부 주동형 정책 및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분석을 통해 정부 
지원 필요성 평가

  - 부처의 사업 추진체계와 그에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역할분담과 협력체계, 사업 운
영 관리체계, 각 주체별 의지, 사업 준비 정도 등을 평가하여 분석 수행

❍ 사업 추진상의 위험 요인 분석

  - 사업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들을 식별(재원 조달의 불확실성, 법/제도적 기반 
마련 등)하고 각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분석, 제시함으로써 사업이 성공적 추진 
가능성 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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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항목 쟁점 사항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계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

졌는가?

사업 추진체계 및 

추진의지

 성공적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사업 거버넌스 구축 및 사업 참여주체 선정 시 법제도가 

준수되었는가?

 사업에 대한 각 참여주체들의 입장 및 태도, 그리고 

사업 수행을 위한 관련 모든 주체들 간의 협조가 필요

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는가?

사업추진상

위험 요인

중기재정 

운용계획과의 연계 

및 재원 확보방안

 사업비 부담주체별 사업계획에 따른 재원 조달에서의 

위험요인은 없는가?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의 투입과 관련하여 

계획된 시점과 규모에서의 문제 발생 가능성은 없는가? 

법/제도적 위험요인  사업추진에 있어 법/제도적 위험요인은 없는가?

[표 V-1] 정책적 타당성 분석 항목 및 쟁점 사항

나.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20대 대통령 당선인 공약(연안재해 및 해상사고 사전 예방)

❍ 연안재해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해양예보시스템 구축

  -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 사회 전략은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수행해야 할 
핵심전략으로 재해·재난에 대한 단기 예·경보 시스템 구축 뿐만 아니라 중기(계절) 
예측성 확보를 통한 대응 측면에서 본 기획과제와 연계성이 높음



Ⅴ. 타당성 분석      

- 43 -

구분 주요 전략 관련 내용 부합성

20대 대통령

당선인 공약

연안재해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해양예보시스템 구축

재해 재난에 대한 단기 예경보 

시스템 구축 뿐만 아니라 중기(계절) 

예측성 확보를 통한 대응 

높음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 계획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평가 강화

중장기 기후변화 예측 기반기술

개발 및 고도화, 예측정보 

생성체계 고도화

높음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

감시 · 예측 및 평가 

강화 – 2. 시나리오 

생산 및 예측 고도화

신규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 및 활용 

해양 기후 예측정보 활용체계 마련

높음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

해양 기후변화 정보 

통합관리 및 예측 

고도화를 위한 체계 구축

해양 기후변화에 대한 월별 진단 

및 수개월 전망과 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해양기후 

중기예측시스템의 개발과 활용을 

통해 정보 통합관리와 예측 고도화 

체계 구축

높음

해양기후변화 과학적 

대응능력 강화

해양 기후 전담조직 설립 추진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분야별 

취약성 평가, 해양수산 기후변화 

대응 장기전략 제시 및 활용 

플랫폼 구축

높음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해양기후변화의 

장기전망 파악 및 예측 

강화

중장기 예측 고도화 높음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데이터 기반 자연재해 

예측·평가 능력 강화

관측, 위성, 모형 데이터 

기반 융합 해양기후 중기 

예측 및 예측성 평가

높음

해양수산 기후변화 대응 

R&D 강화 로드맵(안)

질 좋은 기후변화 

예측서비스 제공

독자적 전 지구 예측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중기(2주~3개월) 

기후 예측 서비스 실시

 높음

[표 V-2]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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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 계획 (‘20~’40)

❍ 과제 2. 기후변화 적응 체계 구축 – 2.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평가 강화 ( 감시 · 예측 
고도화: 중장기 기후변화 예측 기반기술 개발 및 고도화, 예측정보 생성체계 고도화)

  - 선진 수준의 기후모듈 개발에 따른 기후변화 예측모델 고도화

  - 근미래(10년단위) 예측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한 예측시스템 구축 

  - 해양과 대기의 상호작용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해양시스템 역학 모형과 관측 및 위성 자료 
기반의 통계 모형을 융합한 예측정보 생성체계 고도화를 통해 전지구 및 동아시아 수개월 
예측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본 기획과제와의 관련성이 매우 높음

❍ 과제 2. 기후변화 적응 체계 구축 – 2.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평가 강화 ( 정보플랫폼 
및 위험지도 구축)

  - 기후변화 과학 · 적응정보 플랫폼 구축의 일환으로 기후 관측 및 시나리오 자료 표준화와 
불확실성 정보 제공을 하는 과학정보플랫폼과 지역 · 부문별 영향예측과 취약성 평가 
정보, 기후이력자료를 제공하는 적응정보플랫폼 구축을 통해 국가 적응 정보의 종합 
서비스 역할 수행

  - 해양기후예측센터를 해양기후변화 과학 및 적응정보 플랫폼으로 활용해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과학 정보 및 적응 정보 생산 및 온오프라인 제공을 통해 국가 및 기초 
광역 지자체 해양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기에 관련성이 매우 높음

❍ 과제 2. 기후변화 적응 체계 구축 – 2.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평가 강화 ( 기후변화 
영향 예측 평가 강화)

  - 기후변화 영향 통합 평가모형을 활용한 정량적 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지역별 해양기후
변화 영향 예측 및 취약성 평가 결과 제공

  - 정량적 영향 예측 기반의 국가 및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 추진에 본 사업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정기적인 영향 예측과 평가를 통해 대응 수개월 전에 
대책 수립 및 이행 가능 기반 제공 

□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21~’25)

❍ 정책방향  감시·예측 및 평가 강화 – 2. 시나리오 생산 및 예측 고도화(세부추진과제
① 신규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 및 활용 ③ 해양 기후 예측정보 활용체계 마련)

  - 예측 기반 해양 기후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월단위의 해양기후 분석과 수개월 전망 
및 평가 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본 사업은 이상수온 예측시스템 구축이아 해양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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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자료 특성 평가 및 활용, 해양에보지수 개선 및 해황예보도 개발과 관련하여 밀접
하게 연관된어 활용 될 수 있으므로 관련성이 매우 높음

□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21~’30)

❍ 해양 기후변화 정보 통합관리 및 예측 고도화를 위한 체계 구축

  - 기후변화 가속화로 빠르게 변화하는 해양 기후변화에 대한 월별 진단 및 수개월 전망과 
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해양기후 중기예측시스템의 개발과 활용을 통해 정보 통합
관리와 예측 고도화 체계 구축에 부합함

  - 해양 기후변화 예측 모델을 정교화 하고,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마련 등 종합적 대응 
능력 강화의 일환으로 중기예측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 

❍ 제5차 종합계획 10대 핵심과제 중 1번 과제: 해양기후변화 과학적 대응능력 강화

  - (가칭) 해양 기후 전담조직 설립 추진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분야별 취약성 평가, 
해양수산 기후변화 대응 장기전략 제시 및 활용 플랫폼 구축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이를 이행하기에 본 사업이 매우 적절하고 중요한 과제임.

  - 본 과제는 해양예측정보 기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해양 기후변화 정보를 
생산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 구축과의 부합성이 매우 높음

□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

❍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네거티브를 목표로 삼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해양
기후변화의 장기전망 파악 및 예측 강화를 과제로 제시

  - 해양 기후변화 예측 강화 관련 본 과제와의 부합성이 높음

□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21∼2030)

❍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은 해양의 합리적인 보전 · 관리 및 개발 · 이용과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이념 및 발전방향 정립을 목적으로 매 10년마다 수립되는 해양수산분야 최상위
기본계획

❍ ‘전환의 시대, 생명의 바다 풍요로운 미래’를 비전으로 3대 목표와 6대 추진전략 제시

  - 6대  추진 전략 중 해양수산의 안전강화의 정책목표 재난재해 걱정없는 안전한 해안의 
정책과제인 데이터 기반 자연재해 예측 · 평가 능력 강화와 자연재해 사전 예방적 연안
· 해양공간 조성, 해양수산 통합형 재난관리체계 구축 등이 본 기획과제와 연계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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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 기후변화 대응 R&D 강화 로드맵(안)

❍ 기후변화 대응의 터닝포인트를 만들고 해양수산이 타 부문을 선도하는 리더로 자리매김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 기후변화 대응 강화 로드맵 마련

  -  질 좋은 기후변화 예측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독자적 전 지구 예측시스템(해양-해빙
-대기-지면 모델 결합) 고도화를 통해 중기(2주~3개월) 기후 예측 서비스 실시 분야가 
본 기획과제와 완전히 부합함

다. 사업 추진 의지 및 추진 체계 

□ 부처 의지 

❍ 해양수산부는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과 ‘해양수산 기후변화 대응 R&D 강화 로드맵(안)’
을 통해서 해양기후 전담조직 설립과 신규 조직을 통한 질 좋은 기후변화 예측서비스 제공을 
천명함

 - 해양기후 전담조직 설립을 위한 시범 운영조직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내 ‘해양
기후예측센터’를 ‘21년 설립하여 운영 중임

 - KIOST는 전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 전망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예측시스템(KIOST
-ESM)을 개발하여 CMIP6에 출품한 바 있음

 - KIOST 해양기후예측센터에서는 현재 미국 NOAA의 계절예측시스템 결과를 분석하여 
3개월 전망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으나, 독자적 중기 해양기후 예측시스템 확보가 절실
하며, 본 과제 추진을 통해 이를 달성할 수 있음

❍ ‘해양수산 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수립 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빅
데이터를 활용한 해양 예 · 경보시스템 정확도 기술개발을 통해 국민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해양수산과학기술 혁신 추진

  - 대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결과, ‘해양환경 문제(기후변화, 자연재해, 환경
오염 등)’가 43.8%로 우선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선정되었고,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기후변화 및 재난재해 대응 기술개발을 25.0%로 응답한 바 있음 (해양정보기술컨소시엄, 
2021, 해양 기후변화 진단 및 장기전망 연구 사업 기획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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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업추진상 위험요인

□ 재원조달 가능성 분석 개요

❍ 본 사업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추진하고 총 11,500백만원 소요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투입해야 하는 여러 종류의 재원을 계획된 시점과 규모
에 맞춰 투입할 수 있는지, 발생가능한 문제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향후본 사업의 재원
조달 위험요인을 점검

❍ 재원조달 위험요인은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한 예산의 임계치를 기준으
로 재원조달 주체의 계획 대비 실제 조달 가능한 재원의 차이를 확인하여 위험요인을 
판단

□ 정부재정 투입

❍ 국가 R&D 예산이 제로성장 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정부 예산 투입에 애로사항이 있을 
수는 있으나, 전체 연구비 규모로 볼때 국가재정 조달의 위험 요인으로 보기는 어려움

  -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자원배분 방향 중 경제 분야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핵심 · 융합기술 개발’, 안보 · 안전 분야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
먹거리 · 치안 · 재해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투자를 지속 확충’에 해당되어 본 사업
이 국가재정운용 계획의 자원배분 방향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국정운영에 변화가 예상되나, 20대 대통령 당선이 공약사항
에도 연안재해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해양예보시스템 구축이 들어 있고, 본 과제의 성
격이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 계획(‘20~’40)에 부합하고,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중점과학기술전략로드맵,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등 중장기 정부 R&D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기술개발 내용에 해당하므로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없음

  - 해양기후 예측기술 개발을 통해 국민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고 중기(계절) 예측 기술력 
확보가 궁극적으로 경제산업적인 측면에서 편익창출이 크다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정부
재원 조달 가능성을 위험요인으로 보기는 어려움

□ 법 제도적 측면

❍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위험요인은 없으며, 관련 기술개발과 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는 충분히 구축되어 있음



- 48 -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은 해양 예측정보 생산과 해양의 중장기 현상 변화 
연구를 통한 예측을 정하고 있어 본 사업에서 추진하는 해양기후 중기(계절) 전망 서비스를 
실시하는 데 문제가 없음

  - 본 사업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는 기상청의 예보, 특보와 같이 국민으로 하여금 
즉각적인 선택과 행동을 요구하는 정보가 아니라, 국민이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는 해
양 환경 및 생태계에 대한 수개월 예측 정보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임

  - 기상청은 자체 예측 시스템과 전세계 많은 기관에서 생산 제공하는 관측 및 예측 자료
를 종합 분석하여 국가가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예보하는 데, 본 사업을 통해 생
산하고 서비스 되는 예측 정보는 기상청이 참고할 수도 있는 수많은 예측 정보 중의 
하나임

법령 관련 조항 관련내용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7조(해양과학조사 및 
기술개발)

해양에 대한 과학 조사 및 관측을 위한 기술 
개발

해양수산
과학기술육성법

제5조(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중점기술 개발 전략 
마련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근거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연구개발의 추진 등) 해양조사 연구개발 추진 및 예산 지원 근거

제17조(해양예측정보의 
생산)

해양예측정보 생산 근거

제18조(해양의 중장기 현상
변화 연구)

해양의 중장기 현상변화 및 그 원인에 
대하여 연구 분석 및 변화 추세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

해양환경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해양기후변화대응)
기후변화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및 그 영향 예측에 관한 사항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8조(기후변화대응 
기본원칙)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관련 계획 수립 시 원칙 제시

[표 V-3] 관련 법과 제도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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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발전기본법: 해양관리와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해양선진국의 실현을 통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로 ‘해양수산발전법(2002.5.13.제
정, 2002.11.14. 시행)’을 제정하고 해양수산업의 육성과 국민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기
술개발 명기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해양이 자원의 보고이고 생활의 터전이며 물류의 통로로서 국가경제
와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고, 해양수산업의 지식화·정보화·고부가가치화
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해양에서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수산자원의 환경친
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이용을 추구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풍요롭고 생명력이 넘치
는 해양을 가꾸어 나가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17조(해양과학조사 및 기술개발 등) ① 정부는 효율적인 해양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해양과학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정부의 정책목표와 방향
2. 생태, 환경, 물리, 지질 등 해양과학조사의 조사항목과 조사항목별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
3. 해양과학조사 결과에 대한 공동활용체계 구축 및 해양정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효율적인 해양과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보전 및 개발·이용을 위하여 해양에 대한 과
학조사 및 관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해양관측망을 구축·운영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과학기술을 향상하게 하고 해양과학기술의 실용화·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과학기술개발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에서 해양수산업 중 해양분야 재난 예방 및 피해저감 관련 
산업을 해양산업으로 지정

제1조의2(해양수산업)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자목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
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해양 및 해양생물자원을 이용한 생산품 개발 등 해양수산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
2.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에 대한 관측, 측량 및 조사와 관련된 산업
3. 태풍,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및 해양사고 등 해양 분야 재난의 예방 및 피해 저감과 
관련된 산업
4. 해일(海溢), 파랑(波浪), 해수 및 연안침식 등으로부터 해양공간자원의 보호, 정비 및 복구와 
관련된 산업
5.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과 관련된 산업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로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2016. 12. 27. 제정, 2017. 6. 28. 시행)’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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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함
으로써 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보전
과 개발·이용을 조화롭게 하고, 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
학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
성을 위하여 5년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
2. 해양수산과학기술의 국내외 현황과 전망
3.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중점기술 개발 전략
4.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5. 해양수산과학기술 성과의 보급 및 실용화 방안
6. 해양수산과학기술 인력의 수급 및 육성 방안
7. 해양수산과학기술 관련 학계·연구기관·산업계 간의 협동연구 및 융합기술 연구개발 촉진 방
안
8. 그 밖에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
7조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
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에도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분야별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이하 "연구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최근 심화되고 있는 국가 간 해양관할권 및 해양
자원 개발 관련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구 온난화 및 육상자원 고갈 등 인류의 
공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해양산업의 발전 및 해양재해의 예방 등을 위한 해양정책의 수립에 
해양조사와 그 조사를 통하여 얻은 해양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함을 목적으로 ‘해양
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을 제안

  - 해양조사, 관측, 예측정보시스템 구축 및 해양재난재해 예측과 관련된 업무 해수부 관할로 
지정

  - 기상법의 「기상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예보·특보 항목을 제외한 해양예측정보는 해양
수산부가 생산 가능

  - 법률 제정 시 기상청과 해양수산부의 업무분장 합의(’16.11), 해양예측정보 생산과 해양
재해 예방 ‧ 대응 관련은 해양수산부 역할로 합의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의 발전을 위하여 해양조사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예산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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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
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해양에 대한 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조사”란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해양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
용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해양관측, 수로측량 및 해양지명조사를 말한다.
2. “해양관측”이란 해양의 특성 및 그 변화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측정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3. ∼7. (생략)
8. “국가해양관측망”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관측을 하고 해양관측에 관한 자료를 수집
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표출ㆍ송수신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해양관측시설
의 조합을 말한다.
9. (생략)
10. “해양정보”란 해양조사를 통하여 얻은 최종 결과를 말하며, 해양관측한 자료를 기초로 
분석하여 얻은 해양예측정보를 포함한다.
제12조(연구ㆍ개발의 추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해양 조사 연구ㆍ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설립하거나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해양관측의 실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조석ㆍ
조류ㆍ해류ㆍ해양기상 등 해양의 특성 및 그 변화를 관찰ㆍ측정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해양관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관측으로 얻어진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
고, 이에 관한 각종 통계를 생산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5조(국가해양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관측을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국가해양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관계 행정기관이
나 그 밖에 해양관측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해양관측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
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7조(해양예측정보의 생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관측한 자료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해양예측정보(「기상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예보ㆍ특보 항목은 제외한다)를 생산하여야 한
다.
1. 조석, 조류, 해류 등 선박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해양예측정보
2. 장기해수면의 변화, 부유물의 이동ㆍ확산 등 해양재해와 관련된 해양예측정보
3. 이안류(離岸流) 등 해양레저활동의 안전과 관련된 해양예측정보
4. 해양방위와 관련된 해양예측정보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과 관련된 해양예측정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예측정보의 생산을 위하여 해양예측시스템을 구축
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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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예보·특보 항목 (기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747호)

제8조(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①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예보는 기온ㆍ
강수 등에 관하여 정시 또는 수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예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개정 
2018. 4. 17.>
1. 초단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6시간 이내
2. 단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3일 이내
3. 중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10일 이내
4. 장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11일 이상
②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상현
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될 때 해당 지역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주의보 및 경
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개정 2008. 6. 20., 2009. 7. 7., 2018. 4. 17.>
1. 호우
2. 대설
3. 폭풍해일
4. 삭제 <2015. 1. 20.>
5. 태풍
6. 강풍
7. 풍랑
8. 황사
9. 건조
10. 한파
11. 폭염
12. 삭제 <2018. 4. 17.>
③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는 제2항 각 호의 기상현상별로 기상영향의 
정도를 분석하여 정시 또는 수시로 발표할 수 있다. <신설 2018. 4. 1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보 및 특보의 세부 종류ㆍ내용, 대상 구역, 발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8. 4. 17.>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低炭素) 녹색
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
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2010.1.13. 제정, 2010. 4. 14. 시행)’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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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 정부는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정책 
및 관련 계획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적ㆍ국민적 역량을 모아 총체적
으로 대응하고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 참여한다.
2. 온실가스 감축의 비용과 편익을 경제적으로 분석하고 국내 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가온실가
스 중장기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가격기능과 시장원리에 기반을 둔 비용효과적 방식의 합리적 
규제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한다.
3.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정보통신ㆍ나노ㆍ생명 공학 등 첨단기술 및 융합기
술을 적극 개발하고 활용한다.
4.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시장거래를 허용함으로써 다양
한 감축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탄소시장을 활성화하여 국제 탄소시장
에 적극 대비한다.
5. 대규모 자연재해, 환경생태와 작물상황의 변화에 대비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
화하고 그 위험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한다.

□ 사업 종료 이후 성과물 관리

❍ 해양기후 중기예측시스템은 최종 수혜자인 국민에게 해양기후 전망 정보를 제공할 목적
으로 현업운용이 가능하도록 개발되는 것이기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기후예측센터와 
같은 연구서비스 기관이나 상응 또는 그 이상의 국가기관에서 직접적인 활용 필요

❍ 사업종료 이후에도 운영해야 하며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사업 수행 과정에서 
협력관계 체계화 필요

❍ 연구장비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제1호에 따라 
연구기관 소유가 원칙이나 대규모 장비의 경우 운영비 부담으로 연구기관에서 운영을 
꺼려하는 경우도 존재함으로 이는 사업주체가 결정할 사항임

□ 사업추진의 시급성

❍ 해양기후 변화 가속화에 대한 국민 체감 현실화 

  - 해수온,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연안 환경 및 생태계 변화에 대한 다양한 증거가 미디어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게 됨

  - 대양과 남북극 해역의 해빙 변화가 우리 나라 주변 기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확대와 해양의 역할에 대한 관심 고조

❍ 독자적 해양기후 중기예측시스템 부재로 국외 생산 자료에 의존하여 정보 산출

  -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장기 예측 시스템은 보유하고 있으나 중기예측시스템 부재

  - 국내기술로 해양기후 중기예측에 대한 현업화 추진을 서둘러 선진 기술 추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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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구 해양 변화 및 동아시아 해역을 중점적으로 볼 수 있는 종합적인 해양관련 보고서 
부재

  - 해수면, 해수온을 제외한 해양기후정보(염분, 용존산소량 등)와 수산업 등의 응용정보는 
부재

  - 국내에서 발간되고 있는 주요 기후 전망 보고서는 육지의 기온과 강수량에 국한되어 
있어 한반도 주변해역에 특화된 해양정보 제공이 시급함

  - 국제 기후변화 성과지수 관리·강화 및 한반도 주변해역의 기후변화 심각성에 대한 국
민적 체감과 공감대 향상을 위한 정보 컨텐츠 필요

□ 국고지원의 적절성

❍ 상기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해양 환경과 생태계의 예측과 기후변화 대응 전략 수립 및 
시행을 위해서 국가는 해양과학기술의 실용화·산업화를 촉진하고 시행해야 함

❍ 정부는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금융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 분야별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하고,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및 전문 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해양기후 변화 진단 및 중기예측시스템 개발 및 활용은 국가 정책상 필요한 공공기술로서 
민간에서 수익성을 창출하기 위해서 시작하기에는 시기 상조임

❍ 정부지원을 통해 기초 기술 및 응용 기술을 확보하고, 현업운영을 통해 중기 예측성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한다면 다양한 사회 경제적 파생산업의 개발과 발달이 기대되기에 
선제적 투자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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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 기술적 타당성 분석

❍ 우리나라는 대륙과 해양사이의 반도국가로서 계절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의 
예측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매우 절실함 

❍ ‘체감도 높은 해양기후 정보 서비스‘를 통해 중기 변동 및 변화를 진단하고, 예측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절한 예측 도구와 기술 개발이 필요함

❍ 지구시스템모형 기반 중기예측시스템과 지역기후모형기반 중기예측시스템 모두 
선진국에서는 이미 실용화된 기술로서 구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정기적인 예측 자료 생산시 대규모 전산자원 및 자료저장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 슈퍼컴 임차, 또는 자체 서버 구축을 통해서 해결 가능한 기술임

❍ 전지구 및 지역 해양 자료동화 기술은 제1내역사업과의 협력을 통해서 해결 가능

❍ 기계학습 기반의 자료 활용 및 융합예측시스템 개발은 도전적인 기술이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판단되기에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V-3. 경제적 타당성 분석

❍ 본 사업의 상위사업인 ‘해양 기후변화 진단 및 장기 전망 연구사업’ 기획보고서 (해양정보
기술컨소시엄, 2021)’에서 제시한 편익-비용 비율(B/C)은 1.05로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
하는 것으로 제시한 바 있음

❍ 위 보고서에서는 해양기후재난 피해비용 저감 편익을 기반으로 최근 10년간 해양기후
변화에 의한 연평균 피해 규모를 산정(약 349,082백만원)하고, R&D 기여율(35.4%)과 
사업화 성공률(44.6%), 사업기여율(42.4%), 피해저감율(30%), 편익발생기간인 기술수명
주기(10년)을 적용하였을 때 발생하는 편익 규모를 약 70,105.7백만원으로 추정하였음

❍ 비용의 추정시 정부출연금 38,800백만원, 민간부담금 9,327백만원, 운영관리비 9.360
백만원으로 총 57.487백만원으로 추정했으며, 현재가치로 환산했을 때 비용은 46,198
백만원, 편익은 48,489백만원으로 추정하여 편익-비용 비율을 1.05로 제시함

❍ 본 사업 예산은 위 사업예산 중 정부출연금 38,800백만원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경제성 분석을 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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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VI-1. 기대 효과 

가. 기술적 측면

❍ 차세대 지구시스템모형 개발과 연동 활용 가능

❍ 해양기후 계절예측 기술 선도

❍ 해양 극한 현상(데드존, 고수온, 지진, 태풍 등) 예찰 기술 개발 및 활용

❍ 차기 IPCC 보고서 등 국제사회 기여 및 기후변화 적응 대응기술 개발 

나. 경제 ‧ 산업적 측면

❍ 중기(3~6개월) 해양 환경 정책 수립 지원 및 이상해양기후 발생 가능성 대비 현장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한 인적/물적 피해/비용 절감

❍ 환경/기후 협약 대응을 위한 국가 해양정책 수립

다. 사회적 측면

❍ 기후변화 관련 해양변화에 대한 과학적 이해 증진 및 범국민적 인식 제고

❍ 국제 계절예측 프로그램(S2S) 참여를 통한 국가 위상 제고

❍ 첨단기술 활용 개발도상국 지원과 국제 프로그램 선도를 통한 위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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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2. 활용 방안

가. 정기적인 해양기후 분석 · 진단 정보 및 계절 전망 정보 제공 서비스
❍ 신설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기후예측센터를 통해서 한반도 주변해역 해양기후 핵심

변수 정기 진단 및 계절 전망
❍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컨텐츠 개발 및 활용 (중앙정부 및 지자체, 전문가, 해양기후 일반

교양, 초중고 학생 참고용)

나. 전지구 및 동아시아 지역해별 전망 자료 생산 서비스를 통한 정책 대응
❍ 분기(계절)별 해양 환경/생태계 변동/변화 전망 정보 브리핑
❍ 이상해양기후 정보 사전 탐지 및 대응 방안 수립

다. 이상해양기후 진단 또는 발생 예상시 대응 체계 구축
❍ 특이현상 발생 조기 탐지 및 전망을 통해 산업계 및 학계 대응 체계 구축
❍ 예측시스템 개선 및 성과물 활용을 통한 연구-서비스 선순환 고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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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해양기후 중기(수개월) 예측시스템 개발 및 활용 연구

가. 최종 목표
❍ 전지구 및 동아시아 해양기후 중기(수개월) 진단 및 전망을 위한 예측시스템 

개발과 이를 상시 활용한 서비스 체계 구축
   - 해양기후 중기 진단 및 전망을 위한 역학-통계 모형 융합 예측기술 개발
   - 전지구 및 동아시아 중기 해양기후 예측 역학 모형 개발 
   - 중기 전망정보 생산 및 서비스 체계 구축

나. 세부 연구내용

주제 세부 내용

해양기후

중기 진단 및 

전망 기반 연구

 해양기후 진단/전망 지표 개발

 통계적 진단/예측 기술 개발

 중기 진단 및 예측성 평가 기술 개발

 중기예측 역학모형 상호비교 프로그램 개발

 자료 및 역학-통계 모형 융합 예측 기술 개발

 중기예측시스템 활용 연구

중기(계절)예측 

역학모형 개발 및 

활용 연구

 지구시스템모형 기반 해양기후 중기예측시스템 개발

 지역기후시스템모형 기반 동아시아 해양 중기예측시스템 개발

 전지구-동아시아 해양시스템모형 연계 기술 개발

 초기화 및 민감도 테스트 연구

 예측성 평가 및 개선 연구

 요소 모형 개발/개선 연구

중기 전망 정보 

생산 및 서비스 

체계 구축 연구 

 다중 역학모형 결과 수집 및 분석 시스템 개발

 최적 앙상블 예측 체계 구축

 해양기후 중기예측 시범 서비스 체계 구축 및 운영 평가

[표 Ⅶ-1] 해양기후 중기(수개월) 예측시스템 개발 및 활용 연구 세부 내용

VII 과제 제안서 도출 (R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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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목표치 측정

단위
측정방법

2023 2024 2025 2026

해양기후 중기 진단/전망 
지표 개발 

3 3 3 3 건

소프트웨어

기술보고서

논문

특허 등

중기예측 역학모형 개발 및 
활용 연구

2 2 2 2 식

전지구 해양기후 중기예측 
역학모형

- - 1 - 식

동아시아 해양기후 중기예측 
역학 모형

- - - 1 식

해양기후 중기예측시스템 - - - 1 식

중기예측 운용평가보고서 1 1 1 1 건

논문(SCI/국내) 3 5 7 9 건

[표 Ⅶ-2] 해양기후 중기(수개월) 예측시스템 개발 및 활용 연구 연차별 정량적 성과지표

라. 연차별 투자계획

세부과제
연도별 투자 예산(백만원)

합계
(백만원)

2023 2024 2025 2026

해양기후 중기 진단 및 
전망 기반 연구 

700 600 600 600 2,500

중기예측 역학모형 개발 및 
활용 연구

1,800 1,800 1,700 1,300 6,600

중기 전망 정보 생산 및 
서비스 체계 구축 연구

500 600 700 600 2,400

합계(백만원) 3,000 3,000 3,000 2,500 11,500

[표 Ⅶ-3] 해양기후 중기(수개월) 예측시스템 개발 및 활용 연구 연차별 소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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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세부과제 추진 계획

과제명 해양기후 중기(수개월) 예측시스템 개발 및 활용 연구

총 연구기간
(1차년도)

2023.01~2026.12 
이내

(2023.01~2026.1
2 이내)

총 정부출연금
(1차년도)

115억원
(30억원)

협약형태 단년도

주관연구기관 제한없음 기술료 징수 징수 대상 과제성격 개발

보안 등급 일반 혁신도약형 해당없음 과제형태 단일형

해양수산

과학기술분류
MEV(EH06) – MEV05(EH0605) - MEV0503

필요성 및 동향

ㅇ 기후변화 가속화로 이상해양기후(고수온, 저염분, 빈산소화 등) 현상이 

   심화되어 중기규모 감시 ‧ 추적과 전망을 위한 기술 개발 요구

ㅇ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의 3대 위기 현상(온난화, 산성화, 저산소화)의 중기

   (수개월) 변동 파악 ‧ 대응을 위한 해양환경변수의 독자적인 과학적 ‧ 정량적

   예측시스템 부재

ㅇ 이상 해양기후 현상은 장기 전망도 중요하지만 중기(수개월) 전망의 정확도에

   따라 대응 가능성이 달라지며 피해 예방 효과가 큼ﾠ

ㅇ 환절기(춘 ‧ 추계) 기간 감소, 하계 ‧ 동계의 길이 변화 및 극한 변동성 증가가

   해양 일차생산량 변동 및 계절생태(phenology) 교란으로 이어져 해양환경

   ‧ 생태계 변화에 대한 정기적인 진단과 중기 전망 정보 필요

연구목표

□ (최종목표)

ㅇ 전지구 및 동아시아 해양기후 중기(수개월) 진단 및 전망을 위한 예측

   시스템 개발과 이를 상시 활용한 서비스 체계 구축

 - 해양기후 중기 전망을 위한 역학-통계 모형 융합 예측기술 개발

 - 전지구 및 동아시아 중기 해양기후 예측 역학 모형 개발 

 - 중기 전망정보 생산 및 서비스 체계 구축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목표치 측정

단위
측정방법

2023 2024 2025 2026

해양기후 중기 진단/전망 
지표 개발 

3 3 3 3 건

소프트웨어
기술보고서

논문
특허 등

중기예측 역학모형 개발 및 
활용 연구

2 2 2 2 식

전지구 해양기후 중기예측 
역학모형

- - 1 - 식

동아시아 해양기후 중기예측 
역학 모형

- - - 1 식

해양기후 중기예측시스템 - - - 1 식

중기예측 운용평가보고서 1 1 1 1 건

논문(SCI/국내) 3 5 7 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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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된 최종목표 및 성과지표는 가이드라인으로 연구자가 최종목표 및 

   성과지표의 추가 및 구체화 가능

□ (최종성과물)

ㅇ 해양기후 중기예측 통계 모형

ㅇ 전지구 해양기후 중기예측 역학 모형

ㅇ 동아시아 해양기후 중기예측 역학 모형

ㅇ 해양기후 중기예측시스템

ㅇ 해양기후 중기예측, 전망 운용평가 보고서

ㅇ 논문(SCI/국내)

주요 연구내용

□ 해양기후 중기(수개월) 진단 및 전망 기반 연구

 해양기후 진단/전망 지표 개발

 통계적 진단/예측 기술 개발

 중기 진단 및 예측성 평가 기술 개발

 중기예측 역학모형 상호비교 프로그램 개발

 자료 및 역학-통계 모형 융합 예측 기술 개발

 중기예측시스템 활용 연구

□ 해양기후 중기(수개월)예측 역학모형 개발 및 활용 연구

 지구시스템모형 기반 해양기후 중기예측시스템 개발

 지역기후시스템모형 기반 동아시아 해양 중기예측시스템 개발

 전지구-동아시아 해양시스템모형 연계 기술 개발

 초기화 및 민감도 테스트 연구

 예측성 평가 및 개선 연구

 요소 모형 개발/개선 연구

□ 해양기후 중기(수개월) 전망 정보 생산 및 서비스 체계 구축 연구

 다중 역학모형 결과 수집 및 분석 시스템 개발

 최적 앙상블 예측 체계 구축

 해양기후 중기예측 시범 서비스 체계 구축 및 운용 평가

기타

해양기후 중기예측시스템을 블록형으로 설계하여 각 분야의 연구결과가 유기적

으로 연계되어 개발되어야 하며, 해양기후예측센터와 같은 현업기관에서 시범 

운영하고 매년 연차별 운용평가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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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기후 중기(수개월) 예측시스템
 해양 환경과 생태계의 평균 상태 및 추세 변화를 3~12개월 이전에 예측

할 수 있는 시스템
 기후평균장(climatology)과의 잠재적 변동/변화에 대한 제한된 안내

(limited guidance) 제공
 중기(계절) 예측의 목표는 즉각적인 대응이 아니라 예의 주시하면서 

잠재적 위험성(potential risk) 파악 및 대응 시나리오 수립과 필요시 행동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예) 에너지 소비 계획, 예의 주시 해역 선정, 장기 공급망 변동 예찰 등
 지구시스템모형(해양-해빙-대기-육상 역학모형 결합)을 이용하는 방법과 

통계적인 방법, 그리고 이 둘을 융합한 기계학습 기반의 최신 방법 적용 
 기후변동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능력이 경제적으로 

유익하고, 생태계 계획과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음
 지구시스템모형이 여러 해역에서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해양 엽록소 

변동 예측성을 가지고 있음을 제시한 연구도 있으며 어떤 해역에서는 
2~3년 앞서 연간 어획량 변동 예측도 가능하다 함(Park et al., 2019)

2. 기상청과의 차별성과 협력방안
 기상청 계절예측시스템은 영국기상청의 역학모형(GloSea5: 대기 0.7도 

해양 0.25도)을 도입, 활용하며, 7개월 예측 자료 생산
 육상 기온 및 강수량 위주로 분석, 전망
 차별성
 독자 중기예측시스템(해양 0.5~0.1도) 활용 1~12개월 예측 자료 생산
 해양혼합층깊이(MLD), 해양성층지표 등 해양 연직분포 변수 포함
 해양 환경 및 생태계 기초 변수 및 도출 지표 위주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환경 및 생태계 취약성 및 영향 평가 

부록 1. 핵심 문제 및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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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방안
 자료 및 핵심 기술 교환
 해양시스템모델링 분야와 육상-대기 모델링 분야와의 수월성 분야 상호 

지원 및 협조

3. KIOST-ESM과의 차별성과 연계성
 KIOST-ESM은 국내에서 개발한 해양 분야 최초 지구시스템모형
 개발하고자 하는 역학모형 기반 중기예측시스템은 우선적으로 KIOST

-ESM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요소모형 개선에 따른 최신 
모형을 언제든지 공유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

 차세대 지구시스템모형 개발과 연동하여 유연하게 시스템 요소모형 변경이 
가능하도록 설계

 궁극적으로 중기예측과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장기예측이 연계되도록 
운영 방법 강구

4. 제1내역사업(해양기후변화 통합자료 생산 및 장기전망기반 구축)와의 차별성 및 중복성 해소 
방안
 제1내역사업 목적은 해양순환모형 기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한반도 

주변 상세해역 장기전망
 본 사업 목적은 전지구-동아시아 변동 연계 수개월 전망으로 예측성 평가가 

반드시 수반됨
 본 사업에서 개발되는 중기예측시스템은 다중모형 기반 앙상블 예측시스템

이므로 제1내역사업에서 개발되는 해양 모형을 도입, 운영 가능하도록 
설계할 예정

 제1내역사업에서 수집되는 자료와 정보 서비스 지표 등은 공유 가능하며,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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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타부처, 유관기관과의 역할 비교
 과기부: 역학, 통계, 인공지능 모델링 기초 기술 <-> 시스템모델링 
 환경부/기상청: 기상기후 <-> 해양기후
 국립해양조사원: 연안/관할해역 상세 전망 <-> 전지구-지역해 연동 광역 

전망
 국립수산과학원: 양식/관할해역 수산자원 변동 전망 <-> 환경 및 생태계 

변동
 해양환경공단: 연안/관할해역 정보 서비스 <-> 기초 정보 제공, 서비스 

방식, 취약성/영향 평가
 
6. 유관 기관, 대학 등의 참여 의향 확인
 중기예측시스템 개발 및 활용 연구에 대한 열린 연구체계를 통해서 전문

지식과 아이디어를 지닌 연구자의 경쟁적 참여 유도
 유관 기관의 기존 계절예측 관련 서비스(예:, 수과원 고수온 예측)는 존중

하되 분기별 계절전망 워크숍을 통해 해양분야 통합전망 정보 제공
 협의체 구성 및 홍보를 통한 상시 참여 및 협의 증진

 
7. 해양기후 전망 정보에 대한 예상 수요
 해양기후 계절전망 정보는 기상재해나 재난에 따른 대피와 같이 직접적인 

선택과 행동을 요구하는 정보가 아니라 생활에 참고할 수 있는 제한된 
가이드라인임

 매월 해양 환경 및 생태계의 핵심 지표들에 대해서 직전 월평균값을 산출
하고 이를 평년평균(과거 30년 동월 평균)과 비교하여, 지난 달이 평년 
동월에 대해서 특이한 달이었는 지 아닌지를 판별하고, 현재까지의 추세 
분석 결과를 제공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해양기후 변화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바다의 상태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예측 정보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크게 계절(수개월) 전망 서비스와 기후
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장기(~100년) 전망 서비스로 구분하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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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수개월) 전망 서비스는 3~6개월후의 해양 환경과 생태계가 과거 30년
정도의 평균값인 평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어떻게 달라질까를 예측 전망
함으로써 다가오는 계절에 대한 준비와 대응 계획 수립에 활용

 장기 기후변화 시나리오 전망 정보는 인간활동에 의한 온실기체 증가가 
바다의 환경과 생태계에 어떤 위협이 되고, 식량 자원과 인류 생존에 까지 
미치게 되는 다양한 영향과 취약성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대응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 공유 ->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세대의 결단과 행동 
촉구 

 레저/관광: 서핑 애호가들로 하여금 이번 여름에는 동해 북부 해안이 서핑
하기에 좋을지 아니면 남부해역이 좋을 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고 
그에 따라 여행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수산/양식: 여름철 고수온, 겨울철 저수온 전망 결과를 토대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도구, 재료, 장비 등을 준비할 수도 있고, 생산량을 조절
하거나 종패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보험/금융: 수산업, 양식업 등의 생산성 예측, 어로활동이나 항해, 여객선 
운항 횟수 등과 같은 정보 등을 통해 보험료 산정이나 투자, 선물, 주식 
등에 대한 선택과 판단 기준으로 활용

 재난/재해 대응: 태풍이나 월파, 침수, 범람 등에 대한 빈도 및 강도 정보 
등을 통해서 해안가 주택, 해수욕장, 항만/부두 시설 등에 대한 사전 대
비책 마련과 필요 물품 준비를 위한 계획 수립 등에 계절 전망 정보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조업시기/위치 선택: 해양기후의 변화는 영양염과 일조량에 민감하게 반응
하는 해양의 일차생산에 변화를 야기해 평년보다 식물플랑크톤의 번성이 
빨라지거나 번성강도, 번성유지기간 등이 달라지며 그에 따라 주요 어류의 
회유시기나 분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업 계획 수립에 활용됨

 어선/어구/조업/양식업 등에 대한 장기 대응: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는 향후 사과농사가 강원도에서만 가능할 것으로 전망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바다에 적합한 수산자원의 종이나 위치가 달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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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전망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어선이나 조업 도구, 방식, 양식어업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음 
(예, 명태는 더 이상 동해에서 잡을 수 없는 어종이기 때문에 명태잡이 
어선은 다른 종류의 어선으로 대체해야 함)

 이외에도 바다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활동에 있어서 국민들의 선택과 
행동 계획 수립에 해양기후에 대한 계절 및 장기 전망 정보는 다양한 방식과 
규모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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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자문 의견

과제명 해양기후 중기 진단과 전망을 위한 계절예측시스템 개발 및 활용 연구 기획

자문일시 2022.04.21. 자문방법 온라인회의 및 서면자문

자문위원 주요 자문 의견

조양기

(서울대학교)

- 수개월 시간 규모의 계절변화 예측은 양식장이나 어장 환경변화 예측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연구 주제라고

 생각된다.

- 수개월 후의 정확한 해양현상 예측을 위해서는 정확한 대기 예측 결과가

 선행되어야 한다.

- 정확한 대기 예측 결과 산출을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도 한 달 이상의 대기 현상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 4년 후 본 연구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현업에서 운영될 수 있을 정도의

 정확도를 갖는 모델 개발 완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니 현업화를 

 무리하게 서두루지 말고 꾸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 정확한 모델의 초기장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자료동화를 

 통해 신뢰성 높은 모델의 초기장을 결정해야한다.  

- 대기모델과 생태모델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앙상블 예측도 고려해3

 볼 만한 방법이다.

- 중기 예측과 관련하여 기상청의 단기, 중기, 장기 예측 현황, 문제점,

 한계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도움이 될 것 같다.

- 국내외 많은 기관들이 계절 예측과 관련된 모델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역학모형기반 중기 예측

  시스템에 대한 기술성숙도를 너무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준수

(국립수산

과학원)

-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

- 우리나라 해역이 중위도에 위치했다는 특성상 예측 어려움에도 불구

  하고 과학적인 시도를 지속해야됨

-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생태계 변동 예측, 수산재해 발생 대응, 수산 

  자원 변동 예측을 위해서 예측시스템 구축을 계속 추진을 해오고 있음.

부록 2. 전문가 자문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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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FSv2를 경계값으로 사용해서 ROMS 모델과 NEMO 모델을 이용하여

 멀티 모델 앙상블 예측을 추진할 계획임

- 대기 모델은 WRF를 이용하고 해빙 모델까지 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있지만, 예측 정확도가 생각보다 낮음

- CFSv2 와 더불어 기상청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중기 예측자료인

 GLOSEA5 자료를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데이터 용량이 너무 커서 

 자료제공에 기상청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임

- 계절예측을 몇 년간 추진해 본 경험으로 정확도 높게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움. 국립수산과학원, KIOST, 대학의 교수님들, 조사원이 힘을 합쳐 

 협의체를 구성해 꾸려나간다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기대 할 수 있음

- 협의체를 구성을 한다면 각 기관 간의 모델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 자료도 원하는 사람이 전지구모델 다 받아서 쓰는 게 아니고 잘라서 쓸

 수 있도록 하는 NetCDF subset 서비스와 같은 체계가 필요함

- 예측기간을 6개월로 하기 보단 지표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 필요함. 

 예를 들어 고수온, 저수온 등은 여름/겨울 시작 2~3개월 전 전망을 요구

 하며, 수산자원 쪽에서는 보통 1년 후를 요구함

- 현재 가용 예측자료가 최대 9개월 정도라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1년 까지

 연장 예측하는 것이 좋겠음

김영호

(부경대학교)

- 해양기후 중기 계절예측시스템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함

- 해양쪽에서도 기후예측 성능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해양 모델 

 수립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음. 해양을 중심으로 한 기후예측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함.

- 이 연구가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략의 이원화가 필요함. 

 첫째는, 빠른 시간 내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부터 적용하여 실적을 내는 

 것이 중요함. 둘째는 장기적으로 예측성능을 고도화하는 연구 및 개발도

 필수적임.

- 연구 사업이 원활하기 수행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측성 높은

 인자들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엘니뇨, PDO 등).

- 팀 구성과 전산자원의 확보가 매우 중요함.

- 기상청의 기후전망 협의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기후예측은 매우

 어려운 분야이며 한 기관이나 그룹에서 수행할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룹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발전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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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주

(전남대학교)

해양중기예보는 실용적인 면과 학문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연구임. 현재의 

계획은 폭넓은 내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기술되어 있음.

1. 역학모형개발

- 해양자료동화는 단기 및 중기 예측에 모두 중요함. 해양/대기/해빙 역학

 모형 중에서 어떤 부분에 중심은 두는가에 대해 전략적 접근 방법 강조

 필요

- 현재의 해양의 초기 상태 진단이 중요한데, 해양물리 및 해양 생지화학

  자료동화에 대한 연구는 수행하는지 기술

- 다중모형 기반 앙상블 예측시스템. KIOST-ESM외에 어떤 모델 들이 사용

 되는가? 좀 더 구체적인 기술 필요

2. 기초연구: 중기 해양 변화를 지배하는 역학

- 중기 예측과 분석의 공간범위: 전지구, 북극지역, 태평양, 동아시아 지역

 등 어느 곳에 대한 예측을 할 것인지?

- 중기 예측은 해양과 대기의 변동성 예를 들어 ENSO(엘니뇨 및 라니냐),

 북극진동, PDO 등의 현상을 잘 예측하는 데 달려있는 데, 이러한 현상을

 잘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임. 역학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기(계절)

 예측을 하는 데 중요한 정보임. 모델결과 해석과 논문작성 위해 필요.

3. 평가와 개선:

- 중기 예측정확도 평가 방법 제시 (잘 예측할 수 있는 변수 제시).

  외국에서 제시하는 전망변수가 있는지 제시. 예를 들어, 월평균 수온,

  해수면, 해빙, 기온, 월평균 강수량-염분 등 

- 상호 비교 프로그램 좋아요. 협의체 구성은 좋은 전략임. 국내 기상예측

  기관들의 중기예측(계절예측)과 비교 방안 (기상과학원, APCC, 대학들)

  국제 기상예측 기관들의 중기예측 (계절예측)과 비교 방안 

4. 활용

- 이상 해상기후: 태풍, 한파, marine heatwaves 등은 단기 예측에 속함. 

 extreme event는 재해재난과 관련 있음. 중기예측은 background 수온

 제공, 전체적인 변화를 예측함. 이상 해상 현상은 다른 전문 연구자에게

 공동연구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음

- (기타) 제목을 ‘해양기후 진단과 중기(수개월) 전망을 위한 예측시스템 개발

 및 활용’ 하는 것이 좋겠음, 또한 미국, 유럽, 일본의 중기해양 예측 방안

 조사 수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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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한국해양

대학교)

◦ 해양기후 중기 예측은 환경적 측면 뿐만아니라 경제 산업 전반 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작지 않다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연구 주제이며

  시의 적절한 과제로 생각됨.

◦ 과제 제안서와 관련하여 세부 연구 내용의 3개 주제와 성과지표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듯 함. 또한 세부 내용 중 “자료 및 역학

  -통계 모형 융합 예측 기술 개발”은 그 의미가 이해가 다소 되지 않으며

  단순한 표현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함.

◦ 기후 예측 역학모형 개발과 관련하여 기상청 등 다른 기후 예측과의

  차별성을 위해 해양 네스팅 기법등을 포함한 고해상도 국지 해양 모형 

  연계 기후 예측을 강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됨.

◦ 요소 모형 개발과 관련하여 모형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기후 예측

  역학 모형 개발의 초기 단계로 지구시스템 모형 보다는 육상(식생) 모형을

  뺀 해양-대기-해빙 접합만을 포함하는 기본 모형으로 시작을 하고 생태계,

  생화학 모형, 육상 식생 모형을 포함해가는 방법도 고려해볼만 접근법

  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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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기후 중기(계절) 진단과 전망을
위한 예측시스템 개발 및 
활용 기획 연구

 - 주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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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onal prediction system and its appli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