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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화에 따른 급격한 기후 변화로 해수면 상승 및 연안 침수에 관한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2000년대 이후 서남극 빙상의 급격한 용융으로 빙상 붕괴가 임박하고 이에 따라 해수면 상승의 불확실 
성이 더욱 증대되었음. 따라서, 극지 빙상 붕괴로 인한 빙권 관측 요소를 포함해 도출된 해수면 관측 및 
예측 자료를 활용하여 한반도 연안 해수면 상승에 대한 선제적 대책 마련이 시급

○ 향후 수 년 내 급격한 붕괴가 예상되는 서남극 스웨이트 빙하 지역 관측 거점으로 진출하여 스웨이
트 빙하 돌발 붕괴 및 이에 따른 극지 빙상-해수면 변동과정 원인 규명을 통하여 해수면 상승 관측 및 
예측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본 연구 기획의 목표임
 
○ 장보고기지 기반사업을 통해 축적된 다학제 종합 관측망 구축기술 및 경험을 활용하여 수 년 내 붕
괴 임박지역인 스웨이트 지역으로 진출해 빙권 관측망 구축하고 빙상 붕괴로 인한 해수면 상승을 예측
할 필요성이 있음

○ 빙상동역학 모델기반의 불확실성이 저감된 해수면 상승 예측연구를 위해 해양, 지각/빙권, 수문, 미
래예측(4개 연구분과) 및 기술(1개 기술분과)로 체계를 구성하여 빙붕 붕괴 및 용융의 물리기작 관측하
여야함. 정밀경계조건 산출을 위한 스웨이트 지역 탐사와 빙상동역학 모델과 유기적으로 예측연계를 통
하여 과제의 목표 달성이 필요함

○ 관측 자료 획득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기 구축된 LIONESS 플랫폼과 NSF-NERC 연구 그룹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스웨이트 빙하지역 인프라, 연구장비 공동활용 방안의 수립이 필요. 빙상-지반선-빙붕-
해양에 이르는 종합 관측 구축시스템을 구축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완성도 있는 연구결과 도출이 필요함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글  스웨이트 빙하, 해수면 상승, 빙붕 안정도, 종합 관측망, 빙상동역학 모델

영  어  Thwaites Glacier, Sea level rise, Ice shelf stability, Integrated network, 
Icesheet dynamic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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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기획연구는 「극지 빙상-해수면 변동 관측 및 예측 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기반의 
연구」 추진체계를 제안하고 최종 목적 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 연구를 발굴하기 위함이다. 현
재 미래 해수면 변동 예측의 불확실성은 남극의 빙상 용융 및 붕괴의 불확실성에 기반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남극의 빙상 및 빙하 흐름과 붕괴 기작을 정확하게 규명하여 모델
에 반영하는 것이 해수면 상승 예측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진행한 본 연구 결과 서남극 지역에 대한 현장 탐사가 필요하고 탐사를 통해 
수집된 분석자료를 기반으로 동역학 모델을 개선, 갱신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해수면 상승을 
예측하는 것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였다. 이에 앞서 정책적 분석과 경제적 분석을 통해 연구개
발의 당위성을 제시하였으며 최종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과학적 질문을 도출하였다. 또한 중점 과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산학연 및 국제적인 협력연
구방안을 제시하였다.
  IPCC 5차 보고서에 따르면 근시일 내에 큰 기후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미 저 위도의 
도서 연안국들에서는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한편,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해 남극은 현재까
지 그 영향력을 제대로 연구하기 어려웠다. 현재까지의 국내외 연구자료를 보면, 현재 남극의 
육상 빙하 용융으로 인해 해수면 상승 기여분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서남극 지역의 
빙상 붕괴가 관측되어 앞으로의 해수면 상승을 가속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서남극 지역에 
대한 탐사가 본 연구의 방점이며 본 탐사를 위해서는 최첨단 기술 및 인프라,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다학제 국제협력 연구를 통한 자료와 기술의 공유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에서는 IPCC는 해양 및 빙권 특별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며 
이미 각국은 남극 연구의 방향 제시와 과제를 설정하였다. 우리나라 또한 해양수산부에서 R&D 
기획연구체계를 개편하였으며 부처합동으로 「제3차 남극연구활동진흥 기본계획」을 작성하였다.
 한반도도 해수면 상승에 따라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연안은 인구밀도, 사회

•경제적 이용도가 높은 편이며 연안 개발 추세는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의 소득 증대와 더불어
증가하고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석 결과에서도 ‘취약성이 높은
(significant)’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해수면 상승에 대한 예측 모델은 다양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성을 낮추고 모델을 개선하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한편, 기술 수준 측면에서 한국은 아라온호와 장보고기지를 활용하여 남극에 진출하였고 기존
에 국제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경험을 축적하여 국제 선도 그룹과 격차를 좁히고 있다. 특
정 기술 분야에서 극지연구소는 세계 연구진과 견주어 볼 때 경쟁력 있는 수준을 보유하고 있
다. 그러나 인력 부족과 경험 부족, 기술 보유기관의 부재로 발전이 어려운 분야도 존재한다. 따
라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은 계속 유지•발전시키는 동시에 취약 연구 기술에 대해서는 국제
협력을 통하여 보완하거나 핵심기술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연구 개발을 진행하여 선
도그룹의 기술력을 앞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기획 연구 중 연구 추진 체계 구축하였고 분과 구성과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회를 구축하고 해외에도 자문을 문의하였다.
 분과는 연구분과에 CHASE A(해양분과), CHASE B(빙권/지각 분과), CHASE C(수문(물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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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CHASE D(미래예측 분과), 기술분과에 CHASE E(탐사기술개발 분과)로 이루어져 있다.
  전문가회의 및 워크샵을 통해 각 분과별로 가설 제시와 과학적 질문을 도출하였으며 과학적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계획 및 추진 로드맵을 기획하였다. 또한 예산, 실현가능성, 기술수준, 
최종목표와의 연관성, 국제공동연구 가능성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연구 우선순위를 분류하였고 
총괄 로드맵 작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CHASE E(탐사기술개발 분과)는 기술분과로 앞서 연구 분과들의 자료수집을 위해 필요한 탐사
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국제적 기술 수준을 가늠하여 연구 자료 관측의 가능성 여부를 제시한다.
또한 한정된 탐사 장비와 시간 내에서 분과별 상호 협동 연구가 가능한 주제에 대해서는 개별 
연락 및 워크샵을 통해 연구 주제를 추려내었다.
  본 사업의 결과 기술적 측면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와 최첨단 극한지 관측 운영 기술 확보가 
가능하리라고 판단된다. 경제•산업적 측면에서는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의 경제•산업 구조 
개편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본 연구 진행에 따라 극지역 기후변화 관측 거점
이 확대될 것이며 환경 위기 극복과 남극에서의 주도권 선점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성과를 창출
할 수 있다. 또한 침수피해를 예측하여 사고 발생 시 이에 신속히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는 가능
성을 높인다. 한편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인 한국이 그 위상에 맞는 
인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성과물을 제시함으로써 국제적 위상 제고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한 국제적 선도 연구 결과의 도출은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국민의 열
망을 충족시킬 수 있다. 한편 학문적 측면에서는 지적 호기심 충족과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전 
교육과정의 남극 자료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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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roject aims to propose a system for 「A study on the Planning for 
Investigating Ice Sheet and Sea Level Changes(CHASE)」 and to find out important 
research for achieving the final goal. Uncertainty in the future prediction of future 
sea level fluctuations is known to be based on the uncertainty of ice sheet melting 
and decay in Antarctica. Therefore, accurate identification of the ice sheet and 
glacier flow and decay mechanism of Antarctica and its reflection in the model 
should be preceded in order to improve the accuracy of sea level rise prediction.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field survey is needed for the western Antarctic 
region. And main task is selected to predict the rise of sea level more accurately, 
the dynamics model being improved and updated based on the collected data. 
Prior to this, We proposed the necessity of R & D through policy analysis and 
economic analysis. And we set up a hypothesis for achieving the final research 
goal and drawn scientific questions to verify it. In addition, we proposed the 
necessary research program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industry-academy 
for the progress of the key tasks.
  The IPCC Fifth Report predicts that dramatic climate change will occur in the 
near future. In the already low latitude coastal countries, flood damage is 
continuing. On the other hand, due to the difficulty of access, Antarctica has had 
difficulty in studying its influence so far. To date,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udies have shown that sea level rise contributions are increasing rapidly due to 
the melting of land ice in the Antarctic, and ice sheet decay in the Antarctic is 
expected to accelerate further sea level ri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hare 
data and technology through multidisciplinary international cooperation research, 
because the exploration for the Western Antarctic region is the focus of this study 
and cutting-edge technology, infrastructure and costs are consumed for this 
exploration.
  Recognizing this ne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PCC will issue special 
reports on the ocean and cryosphere, and some countries have already set out 
directions and challenges for Antarctic research. In Korea,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reorganized the R & D planning research system, and ministry 
consolidation developed the "Basic Plan for Promotion of the Third Antarctic 
Research Activities".
  The Korean peninsula is expected to suffer great damage as the sea level rises. 
The coastal development of Korea is characterized by high population density, social 
and economic utilization, and coastal development trends are increasing and 
diversified with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national income increase.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vulnerability was ‘significant’. 
However, there are various uncertainties in forecasting models for sea level ris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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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reduce these uncertainties and improve models.
  On the other hand, in terms of technology level, Korea has advanced to Antarctica 
using Research Vessel ARAON and JANGBOGO bases. And has narrowed the gap with 
international leading groups by accumulating experience through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projects. In certain technical areas, the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has a 
competitive level compared to the world's researchers. However, there are areas 
where it is difficult to develop due to lack of manpower,  experience, and technology 
holding organiza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o maintain and develop 
the world's best technologies while at the same time complementing the weak 
research technology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order to carry out this research, we have established a research promotion 
system in the planning research. We have established the chases, the central 
committee, and the advisory committee.
  There are four divisions in the research division - CHASE A (Division of 
Oceanography), CHASE B (Division of Cryosphere), CHASE C (Division of Water 
Circulation), CHASE D (Division of Future Prediction) ). and Technical division is 
CHASE E (Division of Exploration Technology Development).
  Expert meetings and workshops were held to present hypotheses and scientific 
questions for each department, and a research plan and a roadmap for solving 
scientific questions were planned. In addition, research prioritie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factors such as budget, feasibility, level of technology, relevance to final 
goal, possibility of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and utilized as data for preparing the 
overall roadmap.
  CHASE E (Exploration Technology Development Division) is going to support the 
exploration equipment needed to collect the data of the research division in advance 
as technology division. And it suggests the possibility of observation of research data 
by measuring international technology level. We also categorized research themes 
through individual liaison and workshops on limited exploration equipment and topics 
that could be cross-collaborated within the time frame.
  As a result of this project, we believe that it will be possible to present a new 
paradigm in terms of technology and to secure cutting edge observation technology. 
From the economic and industrial point of view, it can be used as an important 
resource for restructuring Korea's economic and industrial structure due to rapid 
environmental changes. In addition, the progress of this study will expand the 
observation about   extreme climate change of Antarctica, and it can create economic 
performance in that it overcomes the environmental crisis and preempts the initiative 
in Antarctica. It also predicts flood damage and improves the possibility of prompt 
response and prevention of disasters. On the other hand, from the socio-cultural 
perspective, Korea, which is the world's 10th largest economy, can achieve the 
international status by presenting its efforts and achievements to solve the human 
problems that are in line with its status. And the derivation of international l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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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results through this can enhance the pride of the people and satisfy the 
desire of the people. On the other hand, the academic aspect can be expected to 
meet the intellectual curiosity and to utilize the Antarctic data of the entire 
curriculum from elementary school to graduat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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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보 고 서

I. 제 목

극지 빙상-해수면 변동 관측 및 예측 체계 구축을 위한 기획연구

II. 사업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기후 변화) 산업화에 따른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전 지구적 재해 증가와 이

에 따른 해수면 상승 및 연안 침수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

□ (극지 용융) 2000년대 이후 서남극 빙상의 급격한 용융으로 인하여 빙상붕괴가 

임박하였으며 이에 따른 해수면 상승의 예측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

□ (해수면 상승) 극지 빙상 붕괴로 인한 빙권 관측 요소의 포함은 더욱더 급진적

인 해수면 상승을 나타낼 것이며 이는 한반도 및 저위도 연안국, 도서국가에 

직접적인 피해 예상

□ (연안 침수) 남극 탐사 기반으로 도출된 빙권-해수면 관측 및 예측 자료를 통

한 한반도 연안 해수면 상승에 대한 선제적 대책 마련이 시급

[그림] 사업 추진 배경 및 연구의 필요성

III. 기획연구 목표

□ 서남극 스웨이트 빙하의 돌발 붕괴 및 이에 따른 극지 빙상-해수면 변동 과정 

원인 규명을 통한 해수면 상승 예측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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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 국내외 환경분석

 1. 국내 연구 동향

□ 기초과학연구원(IBS) 기후물리 연구단에서 지구 기후와 관련된 온실가스, 강우

패턴, 탄소사이클, 빙하, 지역 해수면 등 지구시스템 상호관계 및 피드백 작용

에 대한 통합 연구를 수행 중

□ 해양 수산부 R&D 장보고기지 주변 빙권변화 진단, 원인규명 및 예측 사업을 

통한 다학제 융복합 연구를 통하여 빅토리아랜드, 테라노바베이 주변 극지 종

합 관측망 구축 성공 (2014 ~ 현재)

 2. 국외 연구 동향

□ 최근 서남극 스웨이트 빙하 붕괴와 이와 관련된 해수면 상승 연구의 시급성을 

인식, 해당지역 공동 연구를 위해 미국-영국 공동 연구진이 순수연구비 300억 

규모의 NSF-NERC 매칭 펀드 구성

 3. 시사점

□ 해수면 상승의 예측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서는 남극 현장 관측 기반의 빙상 

붕괴 기작 및 정밀 경계조건 획득 필수적임

□ 향후 수년 내에 급속도의 붕괴가 예측되는 스웨이트 빙하 지역에 하루 빨리 

진출하여 기 개발된 극지 종합 관측망 구축 기술을 적용 및 극지 용융 자료획

득이 시급

□ 남극 관측 기반 연구는 대형 연구 사업이며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하여 가능함. 

현재, NSF- NE R C 연구 그룹과의 대등한 관점에서 공동 연구 체계구축을 통하

여 연구 인프라 공유 및 세계적 수준의 연구결과 창출을 위한 최적기

V. 사업 설계

 1. 사업 추진 방향

□ 장보고 기지 주변 빅토리아 랜드 지역 다학제 종합 관측망을 구축하여 빙권 

변동 원인 규명 (2014 – 2018) 

□ 관측망 구축 기술을 기반으로 수년 내 붕괴 임박 지역인 스웨이트 빙하 지역

에 진출하여 빙권 관측망 구축 및 빙상 붕괴로 인한 해수면 상승 예측 (2019 – 

2025)

□ 환남극 주요 필수거점 모니터링을 통한 극지 융빙에 따른 한반도 연안 침수 

예측 (2025 –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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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연구 그룹 추진 체계

 2. 세부 연구 목표 및 추진 전략

□ 사업 추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해양, 지각/빙권, 수문, 미래예측(4개 연구분과) 

및 기술(1개 기술분과)로 체계 구성

□ 각 분과별 세부 연구 주제는 최종 목표인 빙권 관측을 통한 해수면 변동 예측 

불확실성 완화를 위한 하나의 최종 목표물을 향해 유기적으로 연계

□ 빙붕 붕괴 및 용융의  물리기작 관측 및 경계 조건 산출을 위한 스웨이트 지역 

탐사와 빙상동역학 모델과 유기적으로 예측 연계를 통하여 과제의 목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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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연구 그룹 분과 구성 및 분과 별 세부 연구 주제

[그림] 분과별 세부 연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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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세부 주제별 유기적 상관 관계

3. 연구 내용

□ 빙붕 및 빙상 안정도 평가

- 환남극 심층수 유입에 따른 빙붕/지반선 거동기작 규명, 안정도 평가 및 융빙수의 

해양 순환연구

- 빙저하천수문망 역할 규명을 통한 빙상 안정도 평가

□ 빙상 거동 및 해수면 상승 예측 정확도 향상

- 빙상 질량 손실 가속화 원인 및 해수면 상승효과 규명 연구

- 정밀 현장관측자료를 활용한 빙상동역학 모델 기반 해수면 상승 예측성 향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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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 로드맵

□ (획득 자료 및 기술 공유) 스웨이트 빙하지역 인프라, 연구장비 공동 활용를 

통한 시공간적 획득 자료 공유 및 세계 최고 수준의 완성도 있는 연구 결과 

도출

□ (종합 관측시스템 구축) 다학제 종합 관측망을 스웨이트 빙하 지역에 적용. 관측 

요소의 유기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빙상붕괴 기작 규명 및 해수면 변동 예측을 

위한 빙상-지반선-빙붕-해양에 이르는 종합 관측시스템 구축

□ (관측-해수면 연계 예측) 현장 관측요소 기반 빙상 동역학 모델 연계를 통하여 

빙상 붕괴 요소가 고려된 해수면 상승 예측 

[그림] 스웨이트 빙하 지역 시공간적 국제 협력 연구

[그림]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한 스웨이트 빙하지역 현장 탐사계획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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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연구 추진 로드맵

5. 사업 소요 예산

□ 총사업비(사업기간) : 285억원 (‘19 ~ ‘24)

[그림] 연구 요소별 예측 소요예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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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예산소요 상세내역
(백만원)

구분 내 용 예산

빙권 변동성 관측

■ 스웨이트 빙하 지역 관측거점 추가확보

 - 쇄빙 연구선 임차료: 10/일 × 35일 = 350 (장보고 부근 5일 + 스웨이트 30

일)

 - 헬기 사용료: 0.7/시간 × 100시간 × 2대 = 140

490

해양 거점 탐사/관측

 - 빙붕 용융 기작 규명을 위한 환남극 심층수/빙붕 용융수 관측

   (해양 물리 계류 장비 80 × 2기 = 160)

 - 인근해역 해수면 상승/하강 속도 관측 (해저면 압력계 50 × 2기 = 100)

260

육상 거점 탐사/관측

 - 빙상 질량 손실량 관측 (GPS 측위 18 × 5 = 90, ApRES 20 × 5 = 100)

 - 기반암 상승 효과 관측 (지진계 26 ×10 = 260, 해저면 지진계 70 × 2 = 

140)

 - 빙저 기반암 경계면 정밀 항공 탐사 (항공 빙하 레이더 운용 100)

 - 빙저 수계 변동성 관측 (GPS RTK 9 × 10 = 90)

780

소 계 1530

빙상/빙붕

안정도평가 연구

환남극심층수 유입에 따른 빙붕/지반선 거동 기작 규명 및 융빙수의 해양 순

환 연구

 - 해양-빙붕 상호작용 모델링 및 빙붕 용융 기작 연구 (130)

 - 빙붕 용융수 총량 산출 (100)

 - 융빙수 확산에 따른 해양 환경 변화 이해 및 모델링(한국해양학회/서울대 협

력: 300)

530

빙하 질량 손실 가속화 원인 및 영향 규명 연구

 - 빙하 질량 손실량 평가 (100)

 - 빙하 손실에 따른 기반암 상승 모델 수립 (100)

 - 빙붕 하부용융량 평가 (60)

260

빙저하천 수문망 역할 및 융빙수 기원지 규명

 - 빙하 하수 경계조건 정밀화 (80)

 - 빙저수 거동에 따른 빙상거동의 민감도 모델링 (빙저수문 실내실험 장비 구

축 200)

 - 빙저수 거동 조절 기작 연구 (90)

370

소 계 1,160

빙상-해수면 변화 

미래 예측

빙상동역학 모델 기반 해수면 상승 예측성 향상 연구

 - 빙상동력학 모델 시스템 개선 (분산 컴퓨팅 시스템 구축 350)

 - 모델 검증을 위한 고환경 수치모사 (수온복원 분석시스템 구축 160, 빙상퇴

적암(till) 입도 분석기기 90)

 -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남극의 해수면 상승 기여도 산출 (100)

 - 서남극 빙상/빙붕 용융의 전지구적 영향 규명 (80)

780

소 계 780

극지관측기술

극지 탐사/관측 기술 개발

 - 무인잠수정 활용 해양 탐사 협력 및 운용 기술 개발 (KRISO 협력: 300)

 - 극지 무인 항공기 운영, 빙붕상부 용융 매핑 (80)

 - 극지 무인 육상 관측 기술 개발 (원격 GPS RTK 시스템 개발 50,

   무선 지오폰 개발 100)

530

소 계 530

합계 4,000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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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연구개발 성과 및 기대효과

□ 연구 개발의 성과목표

정량적 목표치 설정 내용 

 NSC급 논문 2편 이상 발표

관측기반 빙하 돌발 붕괴의 새로운 

물리기작 발견 및 모델 예측을 통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결과 2편 이상 

발표

 SCI(E )급 상위 10% 이내 논문 10편 이상 발표
각 분야별 세계 수준의 질적 연구 

결과물 도출

 서남극 지역 탐사 거점 100,000km2 추가 확보
장보고 기지 부근 포함 하여 총 

140,000km2 규모의 탐사 거점 확보

 R CP 시나리오별 스웨이트 빙하 붕괴에 따른   

해수면 상승 기여분 예측 결과 발표

IPCC 인용 수준의 신뢰성 있는 KOPRI 

해수면 예측 시나리오 도출

□ 연구 개발의 기대효과

   - (경제적 기대효과) 극지역 융빙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발생하는 연안침수 등 

대형재난 대응에 필요한 예측기술 확보로 피해예방 및 비용 절감

      ※ 경제성평가 결과 연간 600억 사회적 편익발생 예상(편익/비용 비율 5.5)

   - (기술적 기대효과) 급격히 변하는 극지역 빙권변화감시 관측망 운영은 고도의 

유· 무인 관측기술이 요구되며, 국제협력을 통한 기술력 확보 및 주도적 

관측망 운영을 통한 극지과학연구 중심역할 제고

      ※ 무인기(항공/해양) 운영기술, 극저온 관측장비 개발/운영기술 확보 예상

   - (정책적 기대효과) 향후 심각한 침수가 예상되는 국내 연안지역 재해대응정책 

수립의 과학적 근거 제공하여 대형 재난관련 불안요소 해소 및 UN 기후변화 

관련 국제회의(UNFCCC, IPCC 등) 의제 제안하여 국가간 기후변화 협상 주도권 

확보

      ※ IPCC 7차 평가보고서 작성 참여/로스해-서남극해 해양 관측자료 제공을 통한 

CCAMLR 신규 MPA 선정과정 주도적 참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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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기획과제의 정의

1.1.1. 기획과제의 목적

□ 본 기획연구에서는 극지 빙상-해수면 변동 관측 및 예측 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기반의 연구 추진체계를 제안하고 최종 목적 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 연구를 발굴하기 위함임

- 미래 해수면변동 변동 예측의 불확실성이 남극의 빙상 용융 및 붕괴의 

불확실성에 의해서 유발된다고 알려져 있음

- 남극의 빙상 및 빙하 흐름 및 붕괴 기작을 정확하게 규명하여 모델에 

반영하는 것이 해수면 상승 예측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선행되어야 함

-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극 탐사기반의 빙상 거동 물리기작의 

규명 및 정밀한 경계조건의 생산이 필수적임

- 본 연구 과제를 통하여 서남극 지역 현장 탐사 및 분석 자료의 빙상 동역학 

모델로 정확한 해수면 상승 예측을 위하여 필요한 중점 추진 연구주제를 

도출할 예정임

- 연구개발의 시급성, 기술 분석, 경제성 분석을 통해 연구개발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최종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과학적 질문 도출, 산학연 및 국제 

협력연구방안 도출을 통해 연구 추진 조직 및 연구 로드맵을 제시함

[그림 1]  기획 과제의 목적

1.개요 1.1 기획과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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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획과제 추진배경 및 필요성

1.2.1. 추진배경

□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전 지구적 재해 증가

- 산업혁명 이후 전지구 평균기온 0.91℃ 상승

- 온난화로 인한 전 지구적 온도 상승은 극단적인 형태의 다양한 자연 재해를 야기함

[그림 2] 기후변화에 따른 극단적인 자연 재앙의 발현. 태풍 및, 국지적 돌풍, 극단적 가뭄 

및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저지대 침수 등의 자연 재앙이 극단적으로 나타나 인간 생활에 

더욱 더 큰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

1.2 기획과제 추진배경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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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해수면이 1m 만 상승하게 되더라도 전 세계 인구 중 적어도 1억 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며 많은 연안 도시(도쿄, 상하이, 자카르타, 봄베이, 뉴욕 등) 및 섬들의 침수를 유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출처: http://mastereia.wordpress.com/ 2012/05/18/sea- level- rise- and- coastal- erosion/).

□ IPCC 5차 보고서 - 기후변화의 원인(인간 활동)

- 경제 성장과 인구 성장에 따라 산업화 시대 이전부터 시작된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현재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현재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의 대기 중 농도는 인위적 배출로 인하여 

지난 80만 년 내 최고 수준임

[그림 4] 1970- 2010년 연간 총 인위적 온실가스(GHG) 배출량 (IPCC 5차 보고서)

- 전 세계 에너지 공급 패턴은 점진적으로 탈탄소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석탄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추세가 상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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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위적 온실가스 농도의 증가와 기타 인위적 강제력은 4차보고서 이후 

1951~2010년에 관측된 전지구 평균 표면 온도 상승의 절반 이상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음, 또한 온난화에 대한 인위적 기여의 최적 추정치와 이 

기간 동안 관측된 온난화와 거의 비슷함

[그림 5] 1951- 2010년 기간에 관측된 표면 온도변화에 대한 기여도 (IPCC 5차 보고서)

- 그외에도 남극을 제외한 모든 대륙 지역에서 20세기 중반 이후 표면 온도가 

상승하는데 주된 요인이었을 것이며 이러한 인위적 영향은 1960년 이후 

전지구 물 순환에 영향을 미치고 1960년대 이후의 빙하 후퇴와 1993년 

이후 그린란드 빙상 표면 해빙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침

- 또한 이러한 인위적 영향은 1979년 이후 북극 해양빙의 감소와 전 지구 

상층 해양 열용량(0~ 700m) 증가와 1970년대 이후 관측된 전 지구 평균 

해수면 상승에도 영향을 미침

- 그러나 남극 대륙의 경우 관측의 불확실성이 커서 측정 지점에서 관측된 

온난화 평균에 대한 인위적 강제력의 영향에 대한 상관관계에서 신뢰도가 

낮은 상황임

- 그러한 이유는 남극 관측의 한계 요인들에 의하며 이에 따라 남극 관측과 

연구의 필요성에 관하여 국제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IPCC ‘해양과 빙권 특별호’ 발간 결정

- 전 지구 온난화에 따라 2100년 까지 0.98m 해수면이 상승하고, 빙상 용융 

기여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사실을 반영하여 IPCC 에서는 ‘해양과 빙권 

특별호’ 를 발간하기로 결정함

□ 파리협정

- 위와 같이 기후변화의 원인이 인간의 활동이라는 것과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1.2 기획과제 추진배경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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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고 UN과 각국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 협약을 맺기 시작하였으며 

가장 최신의 국제 협약은 2015년에 체결된 파리협정임

◯ 더반 플랫폼(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 2011년 제 17차 당사국총회(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는 기후변화 협상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음

- 당사국들은 2020년 이후 적용될 새로운 체제를 설립할 것에 합의하고 

이를 위한 협상을 2015년까지 완료하기로 함

- 협상을 위하여 ‘ 더반 플랫폼에 관한 특별작업반(ADP, Ad Hoc Working 

Group on the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이 구성됨

- 이에 따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합의문을 작성하기 위한 협상이 15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2015년 12월 12일,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 파리협정

(Paris Agreement)’ 을 채택함

◯ 신기후체제

-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려고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함

- 교토의정서에 기반한 기후체제에서 다른 새로운 기후체제로 넘어왔음을 의미함

◯ 특징

- 인류 생존을 위한 목표 온도에 합의 : 이전까지는 수치에 의한 명확한 목

표온도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문서에 명시됨

- 목표온도는 2℃이며 지구의 평균 온도가 2℃가 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임

- EU는 1990년대 중반부터 목표 온도를 2℃로 주장하여 왔으며 2009년 

코펜하겐 합의에서는 포함되었으며 2010년 칸쿤 합의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됨

- 파리협정에서는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2℃보다 훨씬 아래(well 

below)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그런 취지에서 노력 목표 온도가 제기되었으며 이 목표치가 중요한 이유는 

해수면 상승에 따라 국가가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군소도서 개발

도상국에게는 절박한 문제임

- 비현실적이라는 주장도 있었으나 EU에 이어 미국도 동참(2017 탈퇴)하면서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협정에 반영됨

- 다양한 분야를 포괄 :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 집중하였다면 

파리협정은 감축 뿐 아니라 적응, 재원, 기술이전, 역량 배양, 투명성 등 

다양한 분야에 모두 관심을 기울임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한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것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재원과 

기술, 역량 배양의 측면에서 개발도상국 지원을 규정함

- 또한 모든 과정에서 절차적인 방법을 통해 투명성을 지킬 것을 강조함

- 감축(mitigation), 적응(adaptation), 재원(�nance), 기술(technology),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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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capacity-building), 투명성(transparency) 에 대하여 신기후체제를 

지탱하는 6개의 기둥(pilars)라고도 함

[그림 6] 파리 협정의 주요 6개 분야 

- 감축 목표를 스스로 설정 : 교토의정서에서는 감축 의무를 하향식

(top-down)으로 결정하였으나 하향식 방식은 행정 비용이 많이 들고 국가들 

사이에 의견 대립으로 감축 수준에 합의가 어려움

- 파리협정은 많은 국가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후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상향식(bottom-up) 방식을 채택함

- 각 당사국이 스스로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목표를 정하도록 하였으며 

이 목표치를 두고 파리협정에서는 ‘ 국가결정기여(NDC)’ 라고 함

-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당사국이 취할 노력을 스스로 결정하여 제출한 목표를 말하며 

감축, 적응 재원, 기술, 역량배양, 투명성의 6개 분야를 포괄함

- 파리협정 채택 이전에 제출한 것은 Intended(의도된) NDC라고 하고 채택 

후 제출한 것은 NDC라고 함

- 개발도상국에 감축 의무를 부과할지를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하여 ‘ 공약

(commitments)’ 보다 중립적인 ‘기여(contribution)’ 라는 단어를 사용함

- 파리협정은 모든 당사국에 NDC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였을 뿐 법적인 

구속력을 부여하지는 않았음, 이는 동시에 보다 많은 국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임

- 법적 구속력이 없어도 당사국은 NDC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NDC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또한 NDC를 어기면 국제사회와 

여론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음, 이와 같은 방식으로 관련 절차상에 

일정한 구속력을 부여함으로써 당사국의 목표 달성을 유도하고 있음

- NDC는 파리협정 본문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공공

등록부(public registry)에 등록함

- 공공등록부가 채택되기 전까지 NDC를 등록할 수 있도록 임시 NDC 등록부가 

마련되었으며 2016년 5월 6일, 임시 NDC 등록부가 개시됨

1.2 기획과제 추진배경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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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 NDC 등록부 인터넷 주소 : www4.unfccc.int/ndcregistry

[그림 7] 임시 NDC 등록부 홈페이지

- 목표 연도는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2025년과 2030년으로 주로 제출되었으며 

기준 연도는 감축하고자 하는 목표량에 대한 기준이 되는 해임

- 유형은 절대량(기준 연도 배출량에 대비한 목표), BAU(Business As Usual,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의 배출량 추정치), 

집약도(국내총생산 1단위당 온실가스배출량(배출량/GDP)기준의 목표) 세 가지로 나뉨

- 국제 탄소시장을 활용 여부는 활용하거나 활용하지 않겠다고 한 국가도 

있으나 아예 언급이 없는 국가도 존재함

국가명 감축목표(%) 목표 연도 기준 연도 목표 유형 국제탄소시장

대한민국 37 2030 - BAU O

미국 26~28 2025 2005 절대량 X

중국 60~65 2030 2005 집약도 -

EU 40 2030 1990 절대량 X

러시아 25~30 2030 1990 절대량 X

일본 26 2030 2013 절대량 O

인도 33~35 2030 2005 집약도 O

캐나다 30 2030 2005 절대량 O

호주 26~28 2030 2005 절대량 -

멕시코
(無조건)25

(조건부)40
2030 - BAU O

스위스 50 2030 1990 절대량 O

<표 1> 주요국의 NDC 내용

출처 : UNFCCC INDC 포탈 재구성

1.개요 1.2 기획과제 추진배경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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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참여국이 의무적으로 감축 : 교토의정서 제1차 공약기간 동안 감축 의

무를 부담하는 국가들의 수는 40개국 정도였으며 이들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에 불과하였음

- 파리협정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모든 당사국에 NDC 제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도록 함

[그림 8] NDC 제출 당사국들의 비중

- 2016년 4월 4일까지 189개 당사국이 NDC를 제출하였으며 이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총합은 2010년 세계 배출량의 95.7%,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9.7%, 인구 비중은 98.7%임(모두 2010년 기준)

- 선진국은 경제 전반에 걸쳐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대량(economy-wide 

absolute)을 감축하여야 하나(의무) 개발도상국에게는 경제 전반에 걸친 

감축 방식을 사용하도록 권장함

-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재정을 지원하고 기술을 이전하는 등의 추가의무도 

부담하며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에 취약한 국가와 역량에 

한계가 있는 최빈개발도상국(LDCs, Least Developed Countries)이나 군소

도서개발도상국(SIDS,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등도 고려함

- 교토의정서에서는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국가의 목록을 부속서 I에, 재원과 

기술을 지원할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의 목록을 부속서 II에 명시하였으나 

파리협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구분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선진 당사국(developed country Parties)과 개발도상 당사국

(developing country Parties)의 분류가 변함으로써 지금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당사국도 선진국이 될 수 있음

- 주기적 점검과 지속적인 감축 목표 상향 : 국가들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면 목표 

온도를 달성하기 위한 전체 감축량을 계산하여 각국에 할당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목표 온도를 이루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하지 못할 수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이라 하여 파리

협정 당사국총회(CMA,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1.2 기획과제 추진배경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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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parties to paris Agreement – 교토의정서의 COP과 구분)는 당사국이 

제출한 NDC가 2℃목표에 부합하는지를 5년마다 검토하도록 함

[그림 9] 지속가능한 대응 체제

- 당사국은 이 과정을 통하여 기후변화를 막기 위하여 더 노력해야 할지, 

어느 정도 더 노력해야 할지를 가늠할 수 있음

- NDC는 자발적 기여로 특정 목표 이행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국제적 이행

점검을 통해 모든 당사국의 이행 상황을 통합하여 점검한 후 2℃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만큼 더 노력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춤

- 2023년 국제적 이행점검을 시행하기 전 예비 단계로 2018년에 ‘협력적 

대화(Facilitative Dialogue)’ 를 개최함, 여기서 당사국이 NDC 달성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점검할 예정임

- 당사국들이 국제적 이행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5년마다 새로운 NDC를 제출하며 

기존의 목표보다 더 높은 수준이어야 하는데 이를 ‘ 진전 원칙(principle 

of progression)’ 이라고 함

- 교토의정서는 공약기간을 한정하여 새로운 공약기간을 정하려면 협상을 

거듭하여야 했으나 이는 체제 지속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당사국이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 파리협정은 주기적인 이행 점검과 당사국의 새로운 목표 제출을 하도록 

하여 종료 시점 없이 기후변화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함

-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은 2016년 4월 4일까지 189개 당사국이 제출한 161개의 

NDC를 종합하여 당사국이 제출한 NDC를 전부 이행하면 2025년과 2030년의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 어떠한 영향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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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NDC를 이행하는 경우와 온도 목표에 부합하는 배출시나리오

-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 :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주요 

행위자는 국가였으나 국제사회에서 다국적기업, 민간 부문, 시민사회 등  

국가 이외의 주체들이 활동하는 영역이 점차 넓어지면서 국가들만으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점점 어려워짐

- 이에 파리협정은 국가 이외의 이해관계자들이 기후변화 대응 행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음

- 제21차 당사국총회 결정문(Adoption of the Paris Agreement)에는 비(非) 

국가 부문 기후행동 포털(NAZCA, Non-State Actor Zone for Climate 

Action platform)‘ 에 등록하도록 독려하고 당사국 정부에는 이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요청함

[그림 11] NAZCA 포털 사이트

1.2 기획과제 추진배경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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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나 국제해사기구(IMO) 등 기후변화협약 테두리 

밖의 국제기구들은 자발적으로 국제 기준을 설정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당사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때 이들과의 협력이 중요해질 것임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은 2020년부터 

탄소상쇄(o�setting) 제도를 도입하여 항공사들은 기준연도(2018~2020년) 

국제항공의 평균 배출량을 초과하면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감축활동을 통하여 

배출량을 상쇄하여야 함

- 제37차 ICAO 총회(2010년)에서 글로벌 시장기반조치(MBM, Market-Based 

Measures)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되었으며 제39차 총회(2016년)에서는 ’글로벌 

시장기반조치 체계(Global MBM Scheme)’ 를 채택함

-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는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기 위하여 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 를 적용하며 2015년부터 

새로 건조하는 선박에 EEDI를 적용하여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2013년도 기준)하도록 함

- 현존하는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시하기 위하여 에너지효율운항지수(EEOI) 를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에너지효율관리 계획서’ 를 비치하도록 강제함

- 또한 시장기반조치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료 사용량을 관리· 보고· 검증하는 제도를 

강제적으로 시행하려는 논의도 진행 중임

조항 항목 내용

제2조 목표

• (감축)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로 제한하도록 노력

• (적응)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적응력 및 회복력을 강화하고 
식량생산을 위협하지 않는 방식으로 저탄소 발전 촉진

제4조
감축

(Mitigation)

• (목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최고치를 가능한 빨리 도달하고 
이후 급속하게 감축(4.1)

• (의무) 모든 당사국은 스스로 정한 감축목표(NDC)를 5년 단위로 
제출하고 이행(4.2, 4.9)

• (차등화) 선진국은 절대량을 감축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개도국은 
경제 전반에 걸친 감축방식을 지향(4.4). 당사국은 개도국의 감축 
이행을 지원해야 함(4.5)

• (구속력) 감축목표(NDC) 제출은 의무로 하되, 이행은 각 당사국이 
자체적으로 노력함

<표 2>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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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협정 이후 범부처 기후변화 대응 

- 2015년 파리 기후 협약 이후 범부처 기후변화 대응수립에 따라 기후변화 

매개변수 관측 거점이 극 지역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남극 전체지역의 빙상용융에 따른 해수면 상승 포텐셜은 60m에 이름

제6조
시장

메커니즘
(IMM)

• UNFCCC 중심의 시장 이외에 당사국 간의 자발적 시장형태도 인정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메커니즘 설립에 합의

• (협력적 접근법) ITMO(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의 사용은 당사국 간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중
계산 방지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6.2)

• (SDM)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는 메커니즘을 설립하고 
당사국회의가 지정하는 기구에 의해 관리(6.4)

• (비시장 접근법) 비시장 접근법의 필요성 인정 및 프레임워크 형성(6.8)

제7조
제8조

적응
(Adaptation)

• (적응이행) 모든 국가가 국가적응계획 수립·이행 등 적극행동을 
적절히 이행하며, 적응계획과 이행내용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

• 각국의 적응 정책, 이행사례 등에 대한 정보 공유 등 협력 강화
• (손실 및 피해)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 및 피해 대응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향후 관련 분야 국제협력 강화

제9조
제10조
제11조

이행수단
지원

• (재원)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우너 공급 의무 주체를 
설정하고, 향후 지원규모 확대, 재원 지원에 관한 투명성 향상을 규정

 - (공급주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진국의 재원공급 
의무를 규정하고, 선진국 이외 국가들의 자발적인 재원 공급을 장려

 - (재원조성) 다양한 분야로부터의 재원조성에서 선진국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이전보다 진전된 재원 조성 노력의 필요성을 확인

 - (정보제공) 공공재원 공급 관련 사전·사후 정보제공에 대한 선진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선진국 이외 국가들의 자발적 정보 제공을 장려

• (기술) 감축과 적응에 있어 기술이 핵심이라는 장기 비전 공유, 
기술 확대·중장기 전략 마련을 위한 기술 프레임워크 수립

• (장기 비전)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이전의 중요성에 대해 국가들 간 장기적인 비전을 공유

• (역량배양) 개도국의 효과적인 기후대응 역량 증진을 위해 협력하며, 
역량 배양에 대한 파리 위원회를 설립

제13조
제14조
제15조

국제사회
종합

이행점검 및
개별 INDC
이행 투명성

강화

• (종합점검)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파리협정 이행 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국제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 실시. 이행점검은 
개별 국가 단위가 아닌 전 지구적 단위의 감축·적응·재정지원 현황 
점검이며, 포괄적이며 촉진적 방식으로 시행을 규정

• (이행보고·검토)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지원에 대해 이행·보고하고 
점검을 받되, 개도국에게는 보고 범위, 주기, 검토범위 등의 유연성을 
부여

1.2 기획과제 추진배경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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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 해양의 열팽창에 의한 해수면 상승 기여분보다 육빙의 용융에 

따른 해수면 상승 기여분이 증가

□ 인간의 활동에 의한 기후변화

- 최근의 온도 상승 및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추세를 보았을 때 변동 주기는 

자연적 요인이 아닌 인간의 활동에 의한 기후변화임이 명확해지고 있음

[그림 12] 최근에 일어나는 지구온난화는 자연적인 변동 주기에 의함이 아니라 인간에 의한 영향이

라는 것이 확실해 지고 있음 (AL  GOR E , 2006)

□ 극지방 빙상용융과 저위도 지역 해수면 상승

- 극지방의 빙상용융이 가속화 되고 있으나 실제적인 피해는 저위도 지역 

연안국, 도서국가 들이 극심한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

- 온실가스 배출 주체와 그로 인한 피해주체가 일치하지 않음, 따라서 이러한 

온난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세계 모든 국가들의 

온난화기체 감축 및 대응 방안 마련을 통한 협조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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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극지 등 융빙에 의한 전지구 해수면 상승 공간적 분포도. (a), (b) 극지역에서 발생한 

빙상용융은 바로 부근이 아닌 남태평양 저지대 도서국가(예, 투발루 등) 주변의 해수면을 상승

시키는 등 생존에 위협을 가할 정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 국가들에 대한 적극적 

재해경감 대책마련을 위해 극지역 빙상 용융에 관한 면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함 [Bamber &  

Riva, 2000, The Cryosphere].

[그림 14] 빙상용융에 따른 해수면 상승의 불균질성. 저위도 도서국가 지역을 중심으로 해수면 

상승이 두드러짐

□ 남극의 급격한 변화가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

- 남극 빙상 용융 및 붕괴 요소를 고려한 해수면 변동 예측 체계 부재

- 대한민국 극지연구 30년 위상에 부합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빙권 변화 

1.2 기획과제 추진배경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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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시스템 구축 및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빙상 및 해수면 변동 예측 체계 

기반을 구축하여 해수면 상승에 따른 국내연안 피해 저감 대책 마련하고 

국제 극지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대형 연구과제 요구

1.2.2. 연구의 필요성

□ 연구의 시급성

◯ 해수면 상승 예측의 과거(2014년)과 현재

- 2000년대 이후 서남극 빙상의 급격한 용융으로 인하여 빙상붕괴가 임박하였으며 

이에 따른 해수면 상승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

- 극지 빙상 붕괴로 인한 빙권 관측요소의 포함은 더욱 더 급진적인 해수면 

상승을 나타낼 것이며 이는 한반도 및 저위도 연안국, 도서국가에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

- 남극 탐사기반으로 도출된 빙권-해수면 관측 및 예측 자료를 통한 한반도 

연안 및 해수면 상승에 대한 선제적 대책 마련이 시급

[그림 15] 해수면 상승의 과거(2014년)과 현재.  기존의 예측보다 남극 빙상 용융으로 

훨씬 더 급진적인 해수면 상승이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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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저위도 도서 연안 국가들이 피해 속출

- 해수면 상승으로 인하여 전 세계 약 40여 개국 770,000 km2, 4,300만 인구가 

해수면 상승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등 향후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 소모가 예상되므로 해수면 상승의 불확실성을 완화하여 이에 

따른 적극적인 재해 경감 대처방안 마련이 요구됨

[그림 16] 과거의 해수면 높이. 2014년과 해양의 온도가 비슷할 것이라 생각되는 12만 5천년 

전 해수면 높이는 현재대비 6~9 m, 이산화탄소 농도가 비슷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300 만년 전 해

수면 높이(현재 대비 6 ~ 수십미터 이상) 높았을 가능성. 더 이상 극지 빙상 용융에 의한 해수면 상승에 대한 

연구는 지체할 수 없는 상황임 

◯  육상 빙하의 용융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 기여분의 급격한 증가

- 해수면 상승의 원인은 크게 해양의 열팽창과 육상빙의 용융의 영향으로 구분됨

- 과거에는 열팽창이 주요 해수면상승의 원인이었으나 최근에는 육빙의 

질량 감소에 의한 해수면 상승 기여가 2배 이상 크게 평가 받고 있는 상황임

- 특히, 남극 빙상 용융에 따른 해수면 상승 기여분은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임

[그림 17] 전 지구 해수면 상승에 영향을 주는 열팽창 요인과 빙상, 빙하 용융의 기여도 비교. 최근

(1993 – 2008) 들어 열팽창요인 보다는 육빙 용융에 의한 해수면 상승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남극의 기여 또한 계속 증가 중(Church and White, 2011, Oceanography)

1.2 기획과제 추진배경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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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남극 지역 빙상 붕괴에 의한 해수면 상승 가속화 임박

- 서남극 지역의 경우 빙상의 용융에 따른 해수면 상승 포텐셜 (6m)은 동남극 

지역의 54m에 비해 현저히 낮으나 1990년대 이후 급격한 빙상의 부피 

감소가 나타나고 있음

- 서남극 빙상이 붕괴 초읽기에 들어감 (향후 5년이 관건)

[그림 18] 서남극 빙상의 붕괴 시나리오. 현재 서남극의 빙상은 3단계에 진입하였으며 

빙붕이 붕괴될 경우 4, 5단계로 붕괴가 가속화되어 돌이킬 수 없는 급격한 해수면 상승 

야기를 경고

- 이러한 빙상의 부피 감소는 향후 수십 년 내 더욱더 가속화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해당 지역의 빙상거동을 선제적으로 관측하여 해수면 상승 

거동 예측의 불확실성을 완화시키는 연구가 시급히 진행되어야 함

남극에서는 대부분 서남극 지역에서 빙상용융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서남극의 빙상용융이 가속화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음을 경고하는 논문이 다수 발표됨 

예

- 서남극 빙상 용융의 미래예측의 경우 기후시나리오 및 온난화에 따른 

경계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예측치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미래이 해수면 상승을 예측하고 대비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

- 온난화에 따른 전 지구 평균 기온상승보다 서남극 지역은 2배 이상 높은 

온도상승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온도 상승에 따른 용융에 더욱 취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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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1994- 2012년간 남극 빙상 두께 변화. 대부분의 빙상 부피 감소가 서남극에서 발생하였으며, 

특히 남극반도 및 아문젠해역 부근에서 많은 양의 얼음이 바다로 빠져나갔음을 확인할 수 있음 

[Paolo et al., 2015, Science].

[그림 20] 해양의 온난화에 의한 영향과 대기의 온난화에 의한 영향이 동시에 고려되었을 

시 향후 서남극의 빙상이 거의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서남극지역의 Pine Island 

Glacier와 Thwaites Glacier가 향후 수백년 내에 완전 소멸될 수 있음을 경고 [DeConto and Pollard, 

2016, Nature]

1.2 기획과제 추진배경 및 필요성

18



[그림 21] 매 4 년간 평균값과 1951-1980년간 평균 표층 온도와의 차이를 도시한 자료. 남극 반도 및 서남극 

지역의 온도가 두드러지게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음 (출처: https://data.giss.nasa.gov/gistemp/).

돌이킬 수 없는 서남극 빙상 붕괴에 따른 위기의식 고조

- 최근 네이쳐 기사(2018. 3월)에 따르면 서남극의 빙하의 바다 유출을 막기 

위한 공학적 접근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기 시작함

- 극지 얼음 소실의 주원인은 빙하의 빠른 이동, 빙붕의 붕괴, 따뜻한 환남극 

심층수의 유입으로 나누어짐. 이러한 원인을 공학적으로 제어하자는 관점에서 방안 제시

- 빙상과 암반사이에 존재하는 빙저수를 빼내거나 얼림으로서 빙상-암반의 

미끄러짐 현상을 제거하거나 빙붕하부에 인공조형물을 설치하여 빙하의 

유출을 막는 방법, 그리고 따뜻한 환남극 심층수의 유입을 막기 위해 

100m 높이에 달하는 제방을 건설하는 방안 등이 제시됨. 비현실적인 이야기일 

수 있으나 이는 그만큼 남극 빙상붕괴의 위험성에 대한 대처가 시급함을 강조

[그림 22] 남극의 빙하유출을 막기 위한 공학적 접근.  남극 빙상의 붕괴에 따른 해수면 상승 

가속화를 막기 위해 빙하지구공학 개념까지 거론 되는 상황 (2018년 3월 15일Nature 기사 

((https://www.nature.com/articles/ d41586- 018- 0303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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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속화된 극 지역 융빙이 해수면 상승의 주요인이므로,  

연안 침수 등 재해에 관한 대책 및 신 기후체제 선제적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해 

극지 빙상-해수면 변동 예측 체계 구축이 시급

□ 연구의 중요성

◯ 빙권 모니터링 자료 부재에 의한 해수면 상승의 불확실성

- IPCC 5차 보고서(IPCC AR5, 2013)에 따르면 20세기의 전 지구 평균 기온과 

해수면은 각각 0.85℃, 0.19m 상승한 것으로 관측이 되었으나 1992년

-2010년간 해수면은 매년 3.2mm 상승하는 등 매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2100년 까지 많게는 0.98 m 상승 할 것으로 예측 되고 있음, 특히, 

주목할 부분은 가작 많은 예측의 불확실성의 근원이 극 지역 빙상 용융 

현상에 대한 관측 자료 부재 및 현상 이해의 부족에 있음을 지적하였음

- 과거 급격한 해수면 변동을 지시하는 지질학적 증거가 발견되었고, 이는 

남극 빙상에도 급격한 변화가 있었음을 암시하지만 인공위성 원격탐사 

자료에 근거한 빙상 동역학 모델로는 원인 규명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향후 빙상 질량 감소(ice sheet mass loss) 및 해수면 변동 관련 예측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 관측을 통한 변동원인 규명이 

선행되어야 함

- 기존 해수면 상승 예측의 경우 전 지구 기후모델을 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빙상 용융 및 붕괴에 따른 육상 빙하 질량 감소에 의한 예측치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해수면 상승의 예측을 위해 관측 기반의 자료 

획득을 통하여 정밀한 빙상거동 물리기작 및 경계면 조건을 구현을 통하여 

빙하 붕괴에 따른 빙상 동역학 수치모델의 해수면 상승 불확실성의 완화 필요

1.2 기획과제 추진배경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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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a) 1850- 2012년간 표층 온도와 1961년부터 30년간 평균 기온 간의 차이. 1980년 이후 

급격한 상승이 관찰됨. (b) 1900년 이후 해수면 변동. 1990년대부터 가파른 해수면 상승 추세가 

관측됨. (c) 4가지 RCP 시나리오를 반영한 2100년까지의 해수면 변동 예측. RCP8.5 가정시 최대 

0.98m까지 해수면 상승이 예측됨 [IPCC AR5, 2013].

[그림 24] (좌) 기원별 해수면 변동 기여분.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남극 및 북극 얼음이 녹아

내려 해수면 상승에 기여하는 바가 날로 높아짐. (우) 남극 빙상 요소 포함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증가. 미래예측의 불확실성은 서남극 얼음이 얼마나 많이 그리고 빨리 녹는지에 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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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장보고 기지 주변 테라노바만 난센빙붕에서 빙붕 붕괴 및 안정화와 관련된 새로운 물리 기작의 발견

◯ 급격히 변화하는 서남극 지역 빙하 안정도 평가를 통한 해수면 상승 예측이 시급

- 서남극 빙상의 안정도를 저해하는 요소로는 크게 1) 따뜻한 해수의 유입과 

2) 전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온상승요인을 들 수 있는데 평균 해수면보다 

지반이 아래에 놓인 서남극 빙상의 경우 1)의 효과가 우세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해수의 유입으로 인한 빙붕의 붕괴로 인한 지지 역할 

감소는 내륙 빙상의 얼음을 해양으로 쏟아내어 급격한 해수면 상승을 초래시킴

- 따라서 정확한 해수면 상승예측을 위해서는 서남극 빙하의 안정도 평가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빙붕의 역할과 빙상의 거동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

[그림 26] 과거(2002년) 남극반도 라르센 B 빙붕 붕괴 이후 상부 Flask Glacier의 거동속도가 

최대 36퍼센트 증가하였음. 남극 반도 지역은 해수면 상승 포텐셜이 적으나 서남극지역의 

경우 빙붕의 붕괴가 발생할 경우 내륙의 빙하가 쏟아져 나와 더욱더 극심한 피해가 예상

◯  현장 탐사기반의 국제 공동 연구의 중요성

- 빙하 및 빙붕 상하부에 존재하는 융빙수(meltwater)의 역할과 빙붕 말단부 

분리현상(ice front calving) 현상의 이해는 빙상-빙붕 안정도 평가에 핵심적인 요소임

1.2 기획과제 추진배경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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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하 붕괴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로 

관측을 통한 기작 규명을 위해서는 최첨단 기술 및 인프라,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다학제 국제협력 연구를 통한 자료 및 기술 공유가 필수적임, 

따라서 해외 연구진들과의 공동 탐사계획을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요구됨

◯ 남극연구과학위원회(SCAR)에서 SCAR Horizon Scan을 통하여 미래에 남극 

연구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할 6개 분류, 80가지 과학적 질문에 

대해서 도출

- 그 중 남극 빙상과 해수면 변동 분류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11개의 

과학적 질문이 도출됨으로서 남극 빙상 붕괴와 해수면 상승과의 밀접한 

영향에 대해서 경고

- 최우선적 과학적 질문으로는 남극 빙상의 경계조건을 규명하는 것과 이것이 

빙상 거동 가속화, 붕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도출되었음

[그림 27] SCAR  Horizon Scan을 통하여 도출된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할 남극 빙상과 

해수면 변동 관련 질문. 상기주제 세부 연구내용 중 상당수의 과학적 문제가 본 기획연구

개발을 통해 도출될 연구과제를 통해 해결되어야 함(K ennicutt II et al.,  2014).

1.3. 기획과제의 범위
□ 본 기획과제는 남극 빙권 관측 요소를 통하여 해수면 상승 예측을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를 개발하기 위함으로 아래의 

내용을 다루기로 함

- 본 과제가 현재 시급하게 필요한 현재 국내, 국제 동향에 대한 조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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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D 과제로서의 시급성 제시

- 해수면 변동 예측의 불확실성 중 하나인 남극 지역 빙상 용융, 붕괴 관측 

기술 및 이를 활용한 해수면 변동 예측기술 개발을 통해 향후 해수면 

상승 예측성을 강화시켜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로드맵 제시

- 연구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 탐사지역 선정

-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탐사기술 검토 및 탐사기술 우선순위 선정

- 연구목표 달성을 위해 해결해야할 핵심 과학적 질문 도출 및 문제 해결

을 위한 중점 연구 추진체계 도출

- 연구 분과별 세부분야 로드맵 도출 및 공동연구 연계방안 도출

- 국제 공동연구를 통한 탐사계획 및 협업 체계 도출

- 본 과제 수행 시 경제적, 과학적, 정책적 기여도 및 파급효과 분석

1.4. 기획연구의 목표 및 추진 전략

1.4.1. 기획연구의 목표

◆ 극지 빙상-해수면 변동 관측 및 예측 체계 구축을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
1.4.2. 추진전략 및 체계

□ 기획과제의 추진 전략

- 주관연구기관 극지연구소(KOPRI) 에서 총괄하여 기존 극지 연구 성과 

및 탐사 관련 자료 제공

- 본 연구의 다학제 특성상 소내 의견수렴만을 통한 연구기획보다는 단계별 

워크샵 및 국내외 자문 등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해결문제 및 추진 로드맵을 도출

- 위탁연구기관((주)웨코스))에서 환경 분석, 연구 역량 분석 등을 통해 추진 로드맵 도출

- 연구기획방향을 단계적으로 연구책임자 및 자문위원단에 피드백을 받아 수정 반영

- 국내 전문가 회의 및 자문회의를 통해 도출된 연구 로드맵의 타당성 여부를 

국제자문을 통해 논의하고 공동 연구 가능성 도출

□ 기획연구의 추진체계

◯ 운영위원회

- 현재 기획과제의 방향성과 국가 로드맵의 일치성에 대한 논의 및 주기적인 

피드백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

◯ 자문위원회

- 본 연구과제의 다학제적 성격을 고려하여 각 필요 학제 분야의 전문성, 

경험을 고려하여 연구분야별 자문위원 구성

◯ 실무지원반

- 극지연구의 전문성 및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극지연구소와 국내외 정책, 

연구개발 동향 및 환경분석 컨설팅을 수행할 ㈜웨코스와 함께 실무지원반을 구성

1.4 기획연구의 목표 및 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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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기관
(KOPRI)

위탁연구기관

((주)웨코스)
국내 자문 국제 자문

기수행 과제의 연구결과 

리뷰 및 예상 최종연구결과 도출

빙권변화와 해수면 변동 

연구의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및 환경분석

중점연구과제 선정 및 추

진체계/수행 로드맵 도출

해수부 R&D 사업 위탁연구 

책임자

대한지구물리/물리탐사학회 

전문가 그룹

KRISO, 해양연 관련전문가

장보고기지 지원 관련전문가

극지 정책 및 조약 전문가

NSF, NSIDC 등 국외전문가

WHOI, LDEO, 텍사스 대학 

등 빙권 무인 관측 전문가

POLENET, GLISN 등 

극지 관측망 구축 관

련 프로그램

환경, 역량 분석

비전, 최종목표 수립

예산, 인력 운영계획 수립

기수행과제결과에 대한 자문

단계별 의견 제시

기획전반에서 의견제시

단계별 워크숍을 통한 기획

프로세스 추진

단계별 자문회의를 통한 

자문의견 청취

국제 공동 탐사 파트너

쉽 구축

극지 빙상-해수면 변동 관측 및 

예측 체계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결과 활용방안 도출 

[그림 28] 기획연구과제의 추진 전략

 

◯ 실무작업반

- 연구 분과별 각 학제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집단을 통하여 해당 학제에서 

빙권-해수면 문제에 대한 과학적 문제를 도출하고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로드맵 도출

◯ 경제성 분석팀

- 본 연구개발이 수행되었을 경우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경제성 

분석 결과 도출

[그림 29] 기획과제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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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동향 및 환경분석

2.1. 국내외 정책동향

2.1.1. 국외 정책동향

□ 기후변화 적응관련 전 지구적 협약(파리협정)

- 2100년까지 기존의 산업화이전 온도 대비 2℃ 이내 제어 목표에서 더 

강력한 규제안인 1.5℃ 안 의결 

- 현재와 같은 정책이 유지될 경우 2100년 까지 3도 이상의 온도 상승 예측

[그림 30] 2100년 지구온난화로 인한 온도상승 예측 정책에 의한 규제 없이 산업화 이전 대비 

4.1~4.8℃ 상승 예측. 현재의 정책 유지시 3.1~3.7℃ 상승. 파리 협약의 1.5℃ 만족을 위해서는 

상당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노력이 필요함 (http://climateactiontracker.org/global.html)

□ 독일 본(Bonn) 실무회의

- 파리협정의 합의 내용에 대하여 2017년 5월 독일 본 실무회의에서 구체화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실무회의에서는 파리협정에서 제시된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의 기본 원칙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제도적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향후 후속협상에서 논의할 주요 의제들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졌음

- 또한 파리협정의 구체적 이행방안 작업을 위하여 APA(Ad-hoc working 

group on the Paris Agreement)를 포함함

◯ 특징

- 이해당사자 참여 증진 : 당사국 기후계획에 관한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워크숍, 기술 미팅 및 세션 등을 포함하여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유연한 방안 적용, 비당사국 이해당사자(non-party 

stakeholder)가 제출한 문서에 관한 접근성 향상

- 당사국 기후행동계획의 이행점검 과정 내 이해당사자의 참여 증진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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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절차를 이끌고 있는 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의장국인 

모로코와 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의장국인 피지 공화국 

모두 ‘2018 자발적 기여방안 목표 상향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촉진적 

대화(factilitative dialogue, COP24)’ 에 비당사국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함

- 글로벌 기후행동인 마라케시 파트너십(Marrakech Partnership on 

Global Climate Action) 진행상황 : 2017~2020 로드맵 안건에 관한 세부 

조정 진행

- 파리협정 이행과 관련한 진행 상황 : 역량강화, 기후적응 계획, 파리협정 

이행의 투명성 증진을 위한 규칙 및 절차, 이해당사자 역할 등을 논의

- 전략적 우선순위 : 피지 공화국은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의장국으로서 2017-2018 기후 협상과정을 이끌고 있으며 특히 5월 실무자 

협상회의에서 의장국의 자격으로 우선순위를 공표하였으며 특히 지방

정부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는 글로벌 협의체를 출범함

- 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지방정부 참여와 관련하여 

‘ 세계지방정부 기후정상회의(Climate Summit of Local and Regional 

Leaders)’ 가 2017년 11월에 개최되었으며 이 정상회의는 다층적 거버넌스,  

통합적 접근방법, 군소도서국, 아프리카, 기후취약 국가 등을 포함한 파트너십 

강화를 중점적으로 다뤘음

◯ 제22차 당사국총회(COP22)

- 2016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파리협정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 협상을 

오는 2018년 폴란드에서 개최 예정인 제24차 당사국총회(COP24)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함

□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

- 2017년 6월 1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협정 탈퇴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고 향후 파리협정 상 의무이행 및 GCF 등 기후재원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을 것으로 천명함

-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되어 저렴한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할 수 있는 조건임

- 파리협정에 비준할 경우 이러한 조건을 충분히 누릴 수 없으며 따라서 

산업계에서는 반대해 왔으며 미국 내에서도 찬성파와 반대파 간의 논쟁이 

있었음

- 그러나 당선 전부터 파리협정 탈퇴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후 파리협정을 탈퇴함

- 그럼에도 파리협정은 자발적인 감축노력을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진행하므로 미국의 탈퇴에 의한 영향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함, 반면 그간 

기후변화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미국의 리더십에는 타격이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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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요국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미국이 탈퇴함으로써 파리협정의 

의의가 이전과 비교할 때 확실히 내려갈 소지가 있음, 그리고 GCF 등 

기후재원에 대한 미국의 지원 중단으로 인해 기금 마련 및 운영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있음

□ UN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목표 보고서(2017)

- 세계를 변화시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17가지 주요 목표중 하나로 

기후대응(Climate action)을 제시

[그림 31] 세계를 변화시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17가지 목표. 그 중하나로 13.기후대응(climate action)을 제시 

□ SCAR Horizon Scan(2014)

- 남극과학연구위원회(SCAR)의 중장기비전(Horizon Scan) 발표 : 향후 20년 

간 우선해야 할 남극연구 6대 분야와 80개 과제를 제시함

- 남극의 대기· 해양이 지구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 기후변화 분야를 중심적으로 제시함

- 특히, 남극이 사라질 경우 잠재적 해수면 상승 기여가 최대 60 m 까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온난화에 의한 남극 빙상의 질량손실 관련 문제들이 

주요 우선순위로 도출

- 온실효과 증가에 의해 빙상의 붕괴를 촉발 시키는 임계점이 존재하는지,  

빙상의 바닥조건, 해양온난화 조건이 빙상붕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예측해서 미래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최우선적인 문제로 제시

- 남극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의 남극해 해양보호구역(MPA) 확대 :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인근 로스해에 세계 최대 규모의 공해상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함

- 그 간에 조업국-비조업국 간 의견 차이로 지연되었던 로스해의 MPA 지정으로 

향후 남극해에 대규모 MPA 지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함

- 이러한 남극 연구의 국제 동향에 맞추어 한국은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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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의 연구 활동 지원이 

필수적이며 이에 따른 연구 성과를 통해 남극 거버넌스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영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은 ‘해수면 상승의 크기와 속도’ 를 연구 우선순위로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은 ‘남극으로부터 다가오는 지구시스템 변동’ 을 주요 주제로 선정하는 

등 각국은 남극의 변화에 따른 해수면 변동이나 전체 지구 기후 시스템 

변동에 관한 연구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가 본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남극 연구 주요국에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앞선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남극 연구를 선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적 위상 강화와 

남극에의 영향력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음

국가 주요내용

미국
 - 해수면 상승의 크기와 속도, 남극 생명의 적응과 진화, 우주의 기원 

규명을 3대 전략적 우선순위(National Academies)로 추진

영국
-  `16~ `20  우선과제 : 극지의 변화, 지구와 극지, 인간과 극지, 극지첨단

(지식), 극지전문가활용

독일

- 지구의 과거-현재-미래 지구시스템의 핵심변화 규명

- 지구환경, 지질 및 지구물리, 극지생태계 등 기초 및 원천과학연구에 

높은 투자 비중

일본

- 과학연구, 연구기반, 국제협력 등 종합정책

- `남극으로부터 다가오는 지구시스템 변동’ 을 주제로, 남극-지구 대기

시스템, 대기-빙상-해양의 상호작용, 남극 고환경 복원을 3대 분야로 설정

중국

- 거점연결형(Prydz Bay, Arery Ice Shelf, and Dome A observation) 

서베이 프로그램

- 해양-해빙-대기의 상호작용, 빙붕-해양 순환작용, 기지주면 모니터링 

및 빙하탐사 등 5개 프로젝트

호주

- 4대 테마 : 기후 프로세스 및 변화, 육지 및 근해 생태시스템, 남빙양 

환경시스템, 프론티어 과학

- 대외 개방으로 우수 연구프로그램 유치

뉴질랜드

- 기후· 빙권· 대기, 육상 및 해안 생태계, 남극해 보존 및 자원관리 등  3대 

총괄 연구 분야 선정 및 추진

- 남극연구소(NZARI) 중심 남극 해빙, 해양 연구에 집중

브라질

- 5대 프로그램 : 빙권, 남극 생태계, 기후변화 및 남빙양, 지구 역학 및 지질학,  

고층대기와 우주 상호작용

- 신규 분야로 사회과학 및 인간 생물학 등 연구 추진

칠레

- 6대 연구분야 : 남극 생태계, 회복력 및 적응력, 기후변화, 물리 및 

지구과학, 미생물학, 남극환경 

- 최근 연구 프로그램과 지원기관 다변화 강화 

<표 3> 각국 남극연구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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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CC 해양 및 빙권 특별 보고서 발간예정

- AR6 주기(2015-2022)년 SR(Special Report)로 해양 및 빙권 특별 보고서를 

승인하여 기후변화에 빙권 역할의 중요성 인정

- 총 6개의 챕터로 구성, 제3장이 극지방이 주제이며 극지방의 융해와 해양에 

미치는 영향이 기술되고, 제4장이 해수면 상승에 의한 도서국가의 영향 

및 위험성 등이 기술될 예정으로 빙권-해수면 상승 체계에 대한 이해의 

시급성 대두

2.1.2. 국내 정책동향

□ 해양수산 R&D 기획연구체계 개편방안(2017. 7)

- 소규모 과제기획에서 대규모 사업기획 중심의 개편

- 형식적인 성과지표 제시, 경제성 분석 미비 등의 제기로 예산 대응 한계

- 중장기 계획 및 국가 R&D 정책기조, 정부 부처 현안을 반영한 투자방향 

수립 필요성 대두

- 출연연 자체 기획연구 계획을 해수부 기획연구 검토과제에 포함하여 출연연 

기획 연구의 부처임무 연계성 강화

- 국제 의제화 또는 범부처 정책 수립이 필요한 분야 및 국정과제분야에 

예산 투입 증대 

□ 해양수산 R&D 3대 실행전략

-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R&D 투자 확대 

- 정부기조에 대응하는 신규 R&D 기획 및, 부처 임무형 목적성 중심으로 

R&D 연구의 중점 방향 전환

- 다수가 기획에 참여하는 클라우드형 기획 활성화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 – 2022)

◯ 과학기술혁신 역량확충

- 해양분야 국제 공동 연구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강화

◯ 모두가 행복한 사회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양관측 및 예보시스템 구축

□ 국정과제100선(2017. 07.)

- 정부에서는 이번 국정과제를 ‘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총 5개의 분야로 분류하고 있음

◯ 국민이 주인인 정부(법무부, 행정안전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인권위원회, 국무조정실)

-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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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 더불어 잘사는 경제(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식약처)

-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전사회

- 노동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

-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

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 사람들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 국가 기후변화 대응대책 

◯ 제2차 국가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

- 제2차 국가기후 변화 적응대책 해양수산부 추진 과제에 ‘ 부문별 전지구 

기후시스템 관측 감시 확대- (빙권) 극지 빙권변화 모니터링 및 예측’ 

과제가 수행되고 있으며, 전 지구 기후변화에 따른 빙상 용융에 의한 

해수면 변동 예측 업무는 주무부처로서 해양수산부의 역할 강화 필요

◯ 제3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계획

□ 제3차 남극연구활동진흥 기본계획(2017. 04.)

◯ (남극연구 지평확대) 남극 연구를 통한 글로벌 환경변화의 예측 및 대응

- 관계부처 합동으로 작성이 되었으며 주관부처는 해양수산부, 관계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환경부로 구성이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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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남극 연구 수립 체계

◯ 남극 연구의 필요성

- 기후 변화의 원인 규명과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 최근 이상 기후의 

원인을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전세계 곳곳에서 극한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그 정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따라서 기후 변화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미래 예측을 하기 

위한 과학연구가 시급하며 이러한 연구가 가능하려면 지원체계가 필요함

- 무주지(無主地)인 남극에 대한 선제적 연구 : 남극은 극지라는 지리적 입지로 

접근이 어렵고 그에 따른 극한환경으로 인간의 활동이 제약되며 남극조약에 

따라 개발과 영유권 주장이 제한되는 특수한 지역임

- 정치적 개입은 제한되어 있으나 과학적 연구에 대한 국제적 협력은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감소 및 신뢰도가 높은 미래 기후 예측 시스템 

개발을 선도함으로써 인류의 공통 현안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국제 협력 

체계 구축을 주도하여 중· 장기적으로 추후 남극에서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증대해야 함

- 국민의 동의와 정책적 당위성 확보 : 현재까지 진행된 남극 연구활동의 성과와 

향후 연구 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동의를 확보함

- 그러한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국가 정책 방향과 전략과 공통점을 파악하여 

연구 진행의 당위성과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함

◯ 제2차 기본계획의 성과

- 남극연구 활동에 있어 인프라 구축과 활용을 통하여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함

2.1 국내외 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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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분야와의 융· 복합 연구를 통하여 남극연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함

◯ 우리나라의 중장기 추진전략(도약기 ’17 ~ ’21)

[그림 33] 우리나라 남극연구 계획

- 장보고과학기지 등 신규 인프라를 기반으로 연구 활동 지역과 범위를 확대하고 

국제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연구를 착수함

- 과학연구를 통해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

- 제4차 기본계획 기간 이후(남극활동 주도기) : 주요 연구 분야를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국제 공동연구를 주도함

- 이러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남극 거버넌스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함

◯ 추진 과제

- 남극연구 지평 확대 : 전 지구 기후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남극 환경의 

복원, 관측, 예측 연구를 통하여 지구환경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이해함

- 남극은 국제 기후변화의 영향이 크게 미치는 지역으로 남극 연구를 통하여 

지구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과 대응이 가능하며 현재 급속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한 과학적 연구 활동을 

통해 국제적 활동에 기여함

- 남극 내륙으로의 진출과 미지· 미답의 연구 영역 개척

- 실용화· 상용화 및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융· 복합 연구 추진

- 남극활동 안전시스템 및 연구 인프라 고도화

- 남극연구 진흥을 위한 인적역량 강화 및 국민 저변 확대

- 남극 과학 연구 분야의 국제협력을 통한 파트너십 강화

- 남극 환경보호 및 연구협력의제 발굴·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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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지연구소 3대 핵심가치

◯ 도전과 열정, 개방과 협력, 수월성

◯ 글로벌 이슈대응, 실용화, 미래탐구 등 3개의 발전전략

2.2. 해수면 상승과 국내 영향
□ 해수면 상승에 따른 국내 연안 피해

- 한국 주변 해역의 해수면은 지구 평균치를 상회하여 상승하고 있으며 

IPCC RCP8.5 시나리오로 예상되는 해수면 상승 높이는 최대 1.36m로 예측됨

- 한국의 연안은 인구밀도, 사회· 경제저거 이용도가 높은 편이며 연안 개발 

추세는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의 소득 증대와 더불어 증가하고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21세기 해수면 상승에 대한 우리나라 연안의 사회· 경제적 취약성을 

범람면적, 인구, 주거, 인프라, 산업, 관광, 방어, 배수 등을 요소로 하여 

분석한 결과 취약성이 높은(signi�cant) 것으로 나타남

- 연안 주거지역은 빈곤계층이 주로 사는 지역임

- 연안에는 국가기간시설(항만, 산업단지, 발전소, 방조제 등)이 자리잡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들 역시 높은 취약성을 나타냄, 이는 향후 국가 경제

활동에 잠재적인 위험 요소이며 해안에 인접하여 건설된 많은 도로망은 

사회· 경제적 연결의 취약성을 증대시킬 것임

- 최근의 연안개발계획 및 사업에 대해서 21세기 기후변화 관점에서 평가한 

결과 해안이용방식에 있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남

- 경제성 분석 결과, 한국 해안은 높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 대비 비용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때문에 방어

(protection) 전략이 경제적 측면에서는 정당하다고 나타남

- 다만 현재까지의 해수면 상승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평가 보고서는 다양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음, 따라서 추가적으로 불확실성을 낮추고 모델을 

개선하는 연구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2 해수면 상승과 국내 영향

34



[그림 34] 연안지역별 연간범람면적에 따른 취약성 등급과 공간적 분포

2.3. 기술동향분석

2.3.1. 국외 및 국내 기술동향 분석 
- 본 기획과제 개발과 관련된 극지 핵심 기술요소에는 남극과 같은 극한

지를 직접 탐사를 통하여 빙권 및 해양 요소를 관측하는 기술, 습득된 

자료처리 및 해석 기술, 관측 요소 및 물리기작을 모델링에 반영하여 

빙상동역학 모델을 구축하고 해수면 상승을 예측하는 빙상-해수면 모

델링 기술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음 

- (국내) 우리나라는 세계 선도적 인프라인 쇄빙선 아라온 및 장보고 기

지를 활용하여 남극 진출 및 다양한 국제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성공적

으로 수행하였음. 이를 통하여 극한지 빙권 관측망 구축 및 자료처리 

기술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여 국제 선도 그룹과의 격차를 좁혀 나가고 

있음. 특히, 관측망 구축 기술을 통한 빙상-빙붕 두께 및 용융량 관측, 

빙하 이동 관측기술, 해양환경 물리 모니터링에서 극지연구소와 국내연

구진이 세계기술 대비 경쟁력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그에 반해 

무인항공기(UAV), 무인잠수정(AUV) 및 열수시추 기술과 관련해서 극지

탐사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실정임. 해당 기술은 국

제 공동 연구를 통하여 보완하는 동시에 국내연구진(KRISO 등)과 기술 

협업, 극지 경험을 통하여 기술 격차를 좁힐 필요성 있음. 빙상-해수면 

수치모델링 분야도 선진국 대비 낮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국외연구

기관 협력 강화 및 국내 인력 양성을 통하여 선도 기관과의 격차를 좁

혀 나가야함

- (영국) 영국남극연구기관 BAS는 ApRES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해당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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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장비를 통한 빙붕 용융량의 시계열 변화 관측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빙붕 하부 직접 관측을 위한 무인잠수정(AUV) 

운영에서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보유 중

- (미국) 인공위성 자료를 활용한 빙상-빙하 거동 관측 및 해석기술(JPL), 

항공탐사를 활용한 지반 매핑기술 및 물리탐사 해석 기술(UTIG), 수중

음향 관측기술(NOAA), 대기-빙권-해양 통합관측망 시스템 구축(NSIDC) 

등 탐사 모니터링 분야 뿐 아니라 빙상동역학 모델을 활용한 해수면 예

측 모델 분야 등과 관련 극지연구 분야 전반에서 세계최고의 기술수준

을 보유

- (독일) 해양물리탐사를 통한 해양 지형 해석 및 지열 연구(AWI)에서 세

계최고 기술 보유

- (프랑스) 빙상 동역학 수치모델, 해수면 변동 예측 모델링 분야에서 세

계 수준의 기술 보유

2.3.2. 기술 수준 분석
- 우리나라는 각 관측 분야의 연구를 선도하는 연구진들과 협력 연구를 

통하여 일부 빙하이동 관측기술, 해양물리관측 기술, 지진관측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연구수준에 도달했으며, 일부분야에서는 연구 격차를 좁히고 

있음, 빙권 관측망 구축과 같은 경우 현재까지의 경험 축적으로 일부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연구 수준에 도달

- 빙붕 하부의 특성을 도출하기 위한 핵심 기술인 무인잠수정(AUV) 탐사 

기술, 그리고 빙상동역학 기반의 수치모델링 기술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운용하기에는 현 시점에서 기술력이 부족함. 해당 분야는 국내기술 독자적으로 

자료획득 해석 및 연구결과물 제시가 어렵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기술에 

관련해서는 공동연구 및 국제협력이 필수적임

- 따라서, 빙권 통합 관측망에 대한 세계최고수준의 기술은 계속 유지, 발전시키는 

동시에 취약연구기술은 국제협력을 통하여 보완하거나 핵심기술은 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을 통하여 선도그룹과의 기술을 추격하는 것이 바람직

1) Portable Array Seismic Studies of the Continental Lithosphere: 최첨단 이동형 지진관측기술 
개발

기술 항목 활용 목적
수행

방법
최고수준

국내

수준
경쟁력 강화방안

빙상· 빙붕 변화 
관측

외부환경에 따른 빙상변화 
관측을 통한 원인규명 지진관측

미국 
PASSCAL 1) 5단계 국외기관과 협력연구 지속

대기, 해수 온난화에 따른 
빙붕 두께 변화 정밀 
모니터링

ApRES 2) 영국 BAS 2단계 관측범위 확장 및 
공동연구 강화

<표 4> 기술수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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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utonomous phase-sensitive Radio Echo Sounding: 영국 BAS에서 개발한 빙붕의 두께를 mm 
정밀도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

3) NASA Jet Propulsion Laboratory
4) University of Texas Institute for Geophysics: NASA Europa Mission Project 수행 기관
5) Automated Met-Ice-Geo Observation Systems: 미국 NSIDC에서 개발하여 2010년부터 극지연구

소와 공동으로 남극에서 장비 운영 중
6) National Snow and Ice Data Center
7) Alfred Wegener Institute

빙하이동 관측

대륙/지역규모 빙하이동 
속도 추정 인공위성 미국 JPL3) 4단계 협력연구 강화하여 

관측자료 추가 확보

지역규모 빙하이동 속도 
정밀관측

GPS 미국, 극지연 5단계 최신기술 개발로 선도적 
위치 지속 유지

육상 빙저환경 
탐사

빙하하부 지형 고해상도 
매핑, 빙저 수문계측망 
구조 추정

항공지구
물리탐사

미국 UTIG4) 3단계
운영인력양성과 LIONESS 
협력 증진을 통한 경쟁력 
향상

빙하-해양-대기 
경계부 관측

각 경계부 열전달 관계 
규명

AMIGOS5) 미국 NSIDC6) 4단계 관측장비 국산화

UAV 미국 Columbia 
대학

1단계 LIONESS 협력 강화

해양 빙저환경 
탐사

접근이 제한된 빙붕하부 
해양환경 탐사 AUV

영국 BAS/
호주 Tasmania 
대학

1단계 LIONESS 협력 강화 및 장비 
국산화 타당성 조사

빙붕하부 장기관측을 통한 
해수순환 규명

열수시추/
AMIGOS II

미국 Alaska 대학/
NSIDC 2단계 국외기관 협력 강화 및 장비 

국산화 타당성 조사

해양물리 
환경탐사

빙권기원 해양배경잡음 
모니터링

수중음향
관측

미국 NOAA 4단계

미국 외부로 장비 판매 
금지 조항에 따라 NOAA 
협력 유지/자료 
분석기술은 극지연 
최고수준 보유

극지역 연안 해양물리 환경 
모니터링

장기
해양계류

미국/이태리/
뉴질랜드/극지연 

등
5단계 해양물리계류 전담인력 

양성, 국제적 자료공유

극지역 연안 해양 하계시즌 
집중 관측

CTD/
LADCP 극지연(아라온) 5단계 최첨단 쇄빙선 아라온호 

지속 활용

지열 탐사

지구내부구조 결정을 통한 
빙저 지열 추정 지진관측

미국 
PASSCAL 4단계 관련 분석방법 향상 연구 

필요

고해상도 공간적 지열분포 
추정을 통한 지각-빙권 
상호관계 규명

항공지구
물리탐사

미국 UTIG 3단계
운영인력양성과 LIONESS 
협력 증진을 통한 경쟁력 
향상

현장실측을 통한 해양지각 
지열탐사

해양지각
지열탐사

독일 AWI 7) 3단계 아라온 활용 현장탐사 및 
국제협력강화

빙상동역학 
수치모델링

빙상거동 예측 빙상동역학 
수치모델링

미국/독일/프랑스 
등

1단계 국외연구기관 협력 
강화/국내 연구인력양성

해수면변동 
수치모델링

해수면변동 예측 기후변화 
수치모델링

미국/영국/프랑스 
등

3단계 국외연구기관 협력 
강화/국내 연구인력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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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연구동향분석

2.4.1. 연구동향

□ (미국-영국) NSF-NERC 프로젝트

- 기존의 남극 빙상 가속화 연구는 영국 NERC 의  iSTAR 프로그램과 미

국의 NSF의 지원을 통해서 서남극 파인아일랜드 빙하의 가속화에 초점

이 맞추어 진행되어 왔음. 하지만 최근 동향에 따르면 미래의 급격한 

해수면 변동이 스웨이트 빙하를 중심으로 촉발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에 

따라 현장연구의 중심이 스웨이트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음

- 이에 따라 스웨이트 빙하와 관련된 해수면 상승 연구의 시급성을 인식

하여 해당 지역의 미래 예측 및 해수면 상승 기여에 관한 연구를 위해

서 순수연구비 250~300억 규모의 NSF-NERC 매칭펀드 구성.

- 본 연구는 남극 빙하의 소실과 해수면 상승의 영향에 대한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스웨이트 빙하에 의한 해수면 상승의 영향을 수십 년 혹

은 그 이상의 규모에서 정교하게 예측하기 위함임. 스웨이트 빙하와 같

은 경우 1970년대보다 빙상 거동속도가 2배 이상 증가 했으며, 향후 수 

십년 규모에서 가장 큰 해수면 상승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35] NSF- NE R C 스웨이트 협력연구 프로그램

 

□ (국내) 기후변화 대응 해수면 변동 분석 및 예측 연구

- 국립해양조사원, 서울대학교, 한국해양학회 등을 중심으로 국가 해수면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통합적인 해수면 추세 자료처리 분석, 예측을 통

하여 우리나라 근해의 해수면 변동률을 산정함. 우리나라 해역의 해수

면 관측자료 분석 및 해수면 상승 원인, 연안지형의 변화 등을 예측하

는 것이 주 목적임. 또한, 다양한 전구 기후모델 자료를 수집하여 한국

형 해수면 예측 모델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 등 국내 연안의 해수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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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예측 강화 및 이해를 높이기 위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음

□ (국내) IBS 기후물리 연구단 

- 2017년 기초과학연구원(IBS) 연구단 가운데 하나인 기후물리 연구단이 

부산대에서 유치되었음. 연구단에서는 지구 기후와 관련된 온실가스, 

강우패턴, 탄소 사이클, 빙하, 지역적 해수면 등 지구시스템의 상호관계 

및 피드백 작용에 대한 통합 연구를 수행 중. 다양한 시간척도에서 불

안정성 및 민감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고성능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

을 통하여 기후 체계를 장기적으로 예측하여 전 지구적, 지역적 기후변

화, 해수면 상승, 해양 산성화 등이 야기할 위협을 점진적으로 이해하고 

대처하는 목적의 연구를 수행 중에 있음. 전 지구시스템의 모델링 요소 

및 다양한 기후변화요소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춰 연구가 진행 중

□ (국내) 극지 및 대양과학 연구사업(장보고 과학기지 기반) 대표 연구 

성과 [2017년 KIMST 우수연구사업 선정]

- 2014년 남극 장보고기지 건축과 더불어 주변 지역 빙권 변동 원인 규명 

및 예측 목적으로 다학제 종합 관측망 구축을 통한 연구가 국내 최초로 

수행 

- 본 사업을 통하여 남극 관측기반의 빙권 거동 기작 규명 및 해수면 상

승 연구의 기초적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세계 선도 기관과의 공동연구 

체계 구축 및 세계 수준과의 연구격차를 좁히는데 기여

◯ 장보고기지 기반 다학제 입체적 빙권 감시 관측망 구축

- 장보고기지 및 아라온 인프라를 바탕으로 매년 남극 탐사자료 회수 및 

연중 데이터 획득이 가능해져 종합 빙권 모니터링 자료 획득이 가능

- 연간 자료를 육상 지진계, AMIGOS, 해양계류장비, GPS 장비, 해저면 지

진계, CTD관측 등 자료를 종합적으로 획득

[그림 36] 남극 장보고기지 기반 다학제 입체적 빙권 감시망 구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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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위성 원격 탐사를 통한 빙권 거동 규명

- 인공위성 원격 탐사를 활용하여  빙상-암반 경계에서의 경계기작 원리 

및 수문진화 양상을 해석하여 해수면 상승을 막는 빙하의 특성을 규명

- 이를 통하여 해수면 상승 관점에서 남극 전체의 빙하 움직임을 예측함

과 동시에 빙붕 안정도 변화 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음

 

[그림 37] 해수면 상승을 막는 캠 빙하의 비밀 규명

◯ 장기해양계류를 통한 장보고 기지 부근 연안류 특성 규명

- 장보고기지 연안 장기 해양계류 자료를 통해서 부근 연안류 특성을 규

명하여 수괴를 분류

- 이러한 수계의 해석은 빙붕 하부 용융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므로 해수면 변동 연구시 빙붕의 지지역할을 약화시키는 빙붕 하부 

용융량 산정과 직접적으로 연관

[그림 38] 장계해양 계류 자료 분석을 통한 연안류 특성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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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빙붕 변동 기작 발견을 통한 기존 해수면 변동 예측 결과 수정 제안

- 빙붕 상부의 용융, 물 웅덩이(melt pond)의 형성 및 물이 빠지는 기작이 

빙붕 안정화에 기여하는 관점 및 빙붕의 불안정화에 기여하는 관점에 

대해서 해석하여 난센 빙붕 안정도 및 불안정도를 유발하는 원인 규명

- 관측기반으로 새로운 빙붕 붕괴 원인을 발견함으로서 미래 해수면 상승 

예측 모델의 재검토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함

- 본 연구는 장보고기지 기반의 인프라 활용 현장 관측 자료를 해석함으

로써 새로운 빙붕 붕괴의 물리기작을 발견한 사례임

[그림 39] 난센 빙붕 관측 자료 해석을 통한 빙붕 안정도 및 불안정도의 원인 규명

2.5. 연구개발 인프라 분석

2.5.1. 탐사 및 모델 인프라

□ 빙상-빙하 붕괴기작과 하부 물과의 상관관계 규명의 중요성

- 최근까지 인공위성 원격 탐사를 통하여 남극-그린랜드의 빙상거동 연구 

및 해수면 변동 모니터링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매우 중요한 

극지 빙상 용융과 해수면 상승의 연결고리가 밝혀짐, 하지만 빙하, 빙붕 

하부의 존재하는 ‘ 물’ 의 특성 및 이의 빙상동역학에서의 역할 규명은 

아직까지 미해결 문제로 남아 있음

◯ 무인잠수정 기술

- ‘To see the unseen’ 혁신적인 무인탐사기술의 발달로 과거 이미 존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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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볼 수 없었던 자연 현상들을 직접관측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고, 특히 빙붕하부 탐사 무인로봇(AUV 8)), Glider 등) 활용 연구 및 장비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관련 인프라 확보가 시급함

[그림 40] 얼음하부에 투입하여 해양물리 특성을 관측하고 있는 무인잠수정 [photo courtesy of G. Williams].

◯ 열수 시추기술 및 실시간 자료 획득시스템

빙붕 하부의 해양 특성을 직접 관측하기 위하여 빙붕 열수시추를 수행

반영구적인 해양계류장비 설치를 통한 연구 활동도 병행되고 있으나 인공

위성 통신을 통한 실시간 자료 획득 시스템 구축 운영은 아직 기초단계이므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함

극지역 무인관측시스템 운영의 핵심은 안정적인 장기 전원 공급 시스템 

개발에 있음 고위도 특성상 연중 절반 이상 기간 동안 태양광 발전을 통해

전원 공급이 가능하지만 보다 원활한 전원 공급을 위해 고가의 극저온용

리튬배터리를 추가해야 하므로 초저전력 관측시스템 개발 및 대용량 

전력 저장 시스템 개발이 시급함 또한 극한 자연환경 예 태풍급 대륙 

활강풍 으로 인하여 관측시스템 파손 및 유실이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자료 획득을 위하여 기술을 활용한 원격 준 실시간 

무선자료전송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함

2.5 연구개발 인프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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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 주변 데이비드 빙하 인근에 설치운영 중인 무인지진관측시스

템. 남반구 여름철에는 태양광 발전을 통해 전원을 공급하고 있음

2.5.2. 해외협력 기관 인프라

□ 남극 종합 관측 및 모델을 위한 해외 협력 기관

- 남극 지역규모급 종합 관측망 구축은 단일 기관에서 수행하기에는 한계

가 있음. 따라서 빙상-지반선-빙붕-해양을 아우르는 지역에 관측시스템

을 구축하고 해당 자료를 모델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거대 규모의 다학

제 공동연구가 필수적임

 기관 국적 분야 협력 연구 분야

UTIG 미국
지구물리/

빙하학

항공 레이다 탐사 및 중력 탐사 기술을 이용

한 빙하두께, 빙하하부지형, 빙저수문 하천망 

분포 연구 

LDEO 미국 물리해양
해양 계류 장비 설치를 통한 해양 수괴 구분 

및 빙붕 하부 용융량 규명

NOAA 미국 수중음향
수중음향관측을 통한 해양-빙권 상호 작용 

규명 및 해양 환경 모니터링 협력 연구

AWI 독일
지구물리/

지체구조

해저면 지진계를 활용한 지각권-빙권의 상호

작용 연구

BAS 영국 빙하학
ApRES 장비를 이용한 빙붕 지역 두께 및 용

융량 정밀 측정 연구

UCDavis 미국 물리해양
AUV, Glider 등 로봇, 잠수정을 활용한 빙붕 

하부 특성 직접 탐사, 규명

NSIDC 미국 빙하학
인공위성 및 AMIGOS 시스템을 활용한 빙하 

거동 기작 규명 

Polar66 미국
빙하 관측 

기술

AMIGOS, GPS 등 관측망 구축 및 데이터 전

송 시스템 구축 관련 기술 협력

NIWA 뉴질랜드 물리해양
해양 계류 장비 설치를 통한 연안 해양 수괴 

구분 및 빙붕 하부 용융량 규명

<표 5> 남극 빙하 관측망 구축 및 모델을 위한 해외 협력 기관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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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국내 기술 및 기반 수준 평가

□ 남극 연구 인프라 확대 및 기술수준 증가

- 남극 테라노바만 부근 데이비드 빙하 거동 관련 기초 지구물리탐사연구 

수행 (극지연구소, 2011-2013)

- 남극 세종과학기지는 세계기상기구(WMO) 정규기상관측소로 지정 및 

운영(1988), 지구대기감시(GAW) 프로그램의 지역급 관측소 등재(2010)

- 세종기지 주변 기후변화에 의한 육상 생태계 생물 다양성 변화 및 생태

계 반응 연구 수행(극지연구소, 2011-2013)

- 천부 빙하 시추기 개발, 몽골 고산빙하 시추, 첨단 빙하연구 분석시스템 

도입 등의 빙하연구 인프라 구축 (극지연구소 2006-2013)

- 쇄빙선 아라온의 출항에 따라 남극 활동에서의 연구 범위 및 국제공동

연구 수요가 비약적으로 증대(극지연구소, 2010)

- 장보고 과학기지 준공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남극 대륙탐사는 새로운 전

기를 마련하였고 남극 기지 인프라 기반의 거대연구, 융복합 연구들을 

발굴(극지연구소, 2013)

- 남극 내륙 탐사를 위한 K-루트 개척 및 빙저호 탐사를 목적으로 육상루

트 개척 및 탐사가 수행(극지연구소, 2017)

- 남극 대륙 열수시추 기술 확보를 위한 기획연구 수행 하여 장심도 국제 

협업을 통한 열수시추 기술의 장비 운용 기술 습득(극지연구소, 2017)

- 장보고기지 주변 빙권변화 진단, 원인규명 및 예측사업을 통하여 다학

제 융복합 연구를 통하여 빅토리아랜드, 테라노바베이 주변에 극지 종

합 관측망 구축 성공(극지연구소, 2014~현재)

- 장보고 기지,  쇄빙선 아라온 등의 인프라와 세계 수준의 연구그룹과의 

국제공동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미답지에 진출하여 관측기반의 첨단 연

구 수행이 가능해짐

□ 취약기술

- 극지-빙상 및 해수면 변동 예측기술 개발 인력부족으로 독자적인 예측 

모델 개발에 어려움이 있음

- 극지역 대형 무인잠수정/무인항공기 및 운용기술 개발에 관한 경험이 

U of Waterloo 캐나다 빙저수문
남극 현장 관측 자료 연계 빙저수문망 진화

과정 모델 협력

NASA-JPL 미국
빙상동역

학/모델

남극 관측자료 기반의 빙상-해수면 연계 모

델 구축 협력

UCIrvine 미국
빙상동역

학/모델

남극 관측자료 기반의 빙상-해수면 연계 모

델 구축 협력

U of Alaska 미국
빙상동역

학/모델

남극 관측자료 기반의 빙상-해수면 연계 모

델 구축 협력

2.5 연구개발 인프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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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국외 연구기관 의존도가 매우 높음

- 국내 열수시추기술 보유기관이 없어 독자적인 기술개발이 어려움

2.6. 종합분석

2.6.1. 국내외 정책동향 및 시사점
- IPCC 5차보고서 및  IPCC 해양 및 빙권 특별 보고서(발간예정)와 관련하여 

남극 관측 연구의 필요성은 국제 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

- 파리 협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뿐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 

및 피해 대응의 중요성을 인정하였음

- UN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목표 보고서에 세계를 변화시킬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17가지 목표 중하나로 기후변화 대응을 제시하였음

- 남극과학연구위원회의 중장기 비전에서 기후변화에 의한 남극의 변화가 

인간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며 우리가 이것을 예측해서 미래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최우선적인 문제로 제시

- 해양수산 R&D 기획연구체계 개편방안 및 해양수산 R&D 3대 실행전략에서 

출연연 기획연구의 부처임무 연계성강화, 국제 의제화 및 범부처 정책 

수립 가능분야 예산투입증대, 임무목적형 R&D 연구 등으로 연구의 중점

방향을 도출하였음

- 국정과제 100선 중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이 포함

- 남극 연구 활동 진흥 기본계획에 따르면 남극 연구를 통한 글로벌 환경변화

의 예측 및 대응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후변화 

원인규명과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무주지인 남극에 대한 선제적 

연구, 국민의 동의와 정책적 당위성 확보를 제시하였음

2.6.2. 기술 수준 분석 시사점
- 대형 무인잠수정 직접 운영을 통하여 빙붕 하부 지반선 탐사에 성공하게 

된다면 빙상 변동의 원인규명 중 가장 중요한 과학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500-1,000m 급 열수시추기 확보(구매) 및 운용기술 습득을 통해 지반선 

빙저환경 직접 탐사 및 빙붕 하부 해양환경 관측이 보다 용이해짐. 이를 

통해서 빙붕 직접 시추를 통한 하부 계류장비 설치 및 물 샘플링, 추적자 

실험을 통한 하부 수문의 연결가능성 등의 직접관찰 가능성이 높아짐

- 빙권 통합 관측시스템은 단일 국가가 모든 시스템의 최고 기술을 보유하지 

못하고 연구 및 장비 인프라 또한 남극 극한지의 특성상 독자적으로 운용하기에는 

불가능, 환남극, 북캐나다 및 그린랜드 지역 주요 빙상/빙붕에 LIONESS 를 

확장하여 빙권변화감시 분야 세계최고 수준의 연구 성과 창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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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수시추 등은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 일부국가에서 대형장비를 사용하여 

수행하는 기술로 국내 연구개발 대신 국제협력을 통한 기술도입이 현실적인 방안임

- 무인 탐수정/무인항공기 인프라 또한 국내 자체개발보다는 현재 최신 

탐사 장비도입 및 운용기술 습득을 통하여 국내 기술진의 역량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국제 협력을 통하는 것이 효율적

- 극한지 인프라 운영에 필요한, 극지공학, 극한지 장비 제작과 운영, 빙원

탐사 등에 산업체와의 협력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국내의 

극한지 관련 사업을 선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관측장비 개발에 있어서는 연구사업 착수 시점부터 참여하여 기술 

개발 및 극지 현장 운영을 통하여 안정적 운영능력이 검증되어야 함, 또한 

서남극 스웨이트 빙하와 같은 극한지역에 진출하기 전 장보고기지 인프라로 

현재 탐사장비 구축이 용이한 데이비드 빙하 지역에서 테스트 및 운영

능력 검증 필요

- 현장관측자료는 2차 자료분석 및 자료간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며 이 역시 기존에 볼 수 없었던 현상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됨, 따라서 새로운 자료분석 알고리듬 개발 및 대용량 자료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고속컴퓨팅 기술 개발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그림 42] (좌) 일반적으로 얼음의 두께를 측정하는 Ice radar 자료를 재처리하여 빙하 하부 수문

계측망 구조(subglacial hydrological network)를 시각화한 결과 [Schroeder et al., 2013, PNAS], (우) 

ICESat 및 CryoSat 자료를 융합분석하여 새로운 빙저호 위치를 결정 [Kim et al., 2016, The Cryosphere].

2.6.3. 연구 동향 분석 및 시사점
◯ 장보고 과학기지 기반 빙권 모니터링 연구를 통한 성과/발견 (2014 ~ 

2018)

- 남극 얼음의 급작스런 녹아내림은 주로 따뜻한 환남극 심층수가 얼음 

하부까지 침투해 녹임으로 발생

- 2050년부터는 따뜻한 해수의 영향보다 기후변화로 급상승한 대기 온도

가 얼음 표면을 녹이는 영향이 우세

2.6 종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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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고 과학기지 기반 빙권 모니터링 연구를 통한 반성 및 시사점(2019 

~ 2024)

- 장보고기지 부근은 남극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빙상변화의 민감도가 높

아, 동남극과 서남극의 경계에서 향후 남극 전체의 변동 추세를 가늠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

- 서남극 스웨이트 빙하 지역은 남극에서 가장 빨리 얼음이 녹는 곳으로 

미래 해수면 변동예측의 열쇠를 지니고 있는 장소

[그림 43] 빙상의 용융 원인 및 장보고기지,  스웨이트 빙하의 지역적 특성 및 시사점

[그림 44] 장보고 기지 및 스웨이트 빙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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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기존 연구 성과로부터의 해수면 변동 예측 연구 지역 선정 관점에서의 반성 

및 시사점

◯ 현장 관측기반 연구 자료획득의 필요성

- 해수면 변동 예측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연구의 시급성이 대두됨에 따

라 국내에서도 한반도 주변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안 해수면 상승 

연구 및 기후물리모델을 중심으로 한 지구시스템 모델의 한 요소로서 

해수면 상승 연구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하지만, 기존의 예측시스템

에서는 해수면 변동의 불확실성이 가장 높은 빙권 관측 요소 및 빙상 

동역학 모델링 요소가 간과되고 있음 

- 해수면 변동 예측성 제고를 위해서는 극지 관측요소,  빙상동역학수치모

델링 요소의 심층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이는 현장탐사 기반 관측 자료

의 획득을 통하여 빙상의 돌발붕괴 및 해수면 상승 기작에 대해서 정확

한 원인 규명이 동반되어야 함.

- 남극 스웨이트 지역과 같은 경우 현재 빙하의 붕괴가 급속도로 일어날 

것으로 확실시되는 지역으로 국외에서는 스웨이트 빙하 지역과 같은 기

후변화의 핵심 원인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직접적인 현장 관측 및 모델 

개선을 목적으로 미국, 영국이 공동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연구 수행 예

정. 따라서,  해당 지역은 수 십 년 내에 빙권의 극심한 변동이 예상되므

로 지금 시점에 현장 기반의 연구를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2.6 종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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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SWOT  분석 및 기술개발 방향 설정

강점(S) 약점(W)
- 아라온, 장보고 기지 등 남극 연구 선

진 인프라 구축이 완료됨

- 극지연구소 인프라 활용 및 운영 계획

의 유연성 증대로 남극 환경 변화에 

따른 탐사계획 수정 등 전략적 대응 

용이

- 빙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분야 세계 

수준의 연구 기술력 확보

-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그룹들과 국제협

력 체계가 확고함

- 핵심 탐사기술(열수시추, 무인잠수정 등) 

외국의존 불가피

- 남극 대형연구과제의 부재로 대규모 관

측 시설 구축이 어려움

- 현재 시점에서 빙상 모델링 분야에서 

낮은 기술 수준

- 실질 경제 가치 창출 관점에서는 미흡

기회(O) 위기(T )
- 국내 장보고기지 및 아라온 인프라 활

용 관련 국제 선진 연구그룹의 국제 

공동연구 수요 증대

- 융복합 연구, 목표달성위주의 연구 권

장은 본 연구 개발의 목적과 부합

- 서남극 붕괴 임박 및 기후변화에 남극 

빙상의 기여 증가로 현장탐사를 통한 

붕괴원인 및 해수면 상승의 직접적 관

측 기회 도래 

- 기후변화 이슈 및 빙권의 영향 증대와 

관련하여 과학을 통한 국제사회의 기

여 가능성 확대

- 미답지 최초 탐사를 통한 국민 자긍심 

고취

- 탐사지역의 열악한 환경조건 및 접근의 

어려움

- 탐사 계획 지역의 높은 중요도로 인한  세계 수

준의 최고의 연구진들과 경쟁구도

- 다양한 환경적 변수에 따른 탐사실패 

가능성 

- 초기 예산확보 미흡으로 인한 시공간 

모니터링 자료 확보량이 적을시 연구결

과의 최종 활용도 저하 우려

<표6> SWOT  전략

전략

SO 전략

- 극지연구소는 극한지 탐사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빙권 탐사와 현

시점의 주요 쟁점인 기후변화를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는 연구 과제 도출

- 남극 인프라 운영의 유연성을 통하여 남극 기후변화 이슈에 즉각적 대

응하여 시의성에 민감한 남극 관측 관련 체계적 대응 시스템 구축

- 국내 기술, 인프라 활용 및 국제공동연구 수요를 선별하여 극한지 직접 

탐사자료를 활용한 NSC급 연구결과 도출

<표7> SO, WO, ST , WT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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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 전략

- 국내 기술진과 국제 공동연구 수요를 적극 활용하여 핵심 탐사, 운영 기

술 습득

- 적극적 홍보를 통한 기후변화 및 해수면 상승과 관련한 중요성의 국민 

인식 증대와 과학을 통한 기여의 경제적 효과 환산 및 홍보

- 남극 탐사와 한반도 해수면 연계를 통하여 연구의 실질적 체감 증대 계

획 수립

ST  전략

- 인프라 운영의 유연성을 통하여 특정 탐사자료 획득 실패시 대안 계획 

수립을 통한 안정적 목표 달성방안 제시

- 서로간의 경쟁보다는 기 구축된 국제협력기반의 공동 관측 자료 획득을 

통한 최우수 연구 결과물 창출

- 국제 공동 장비 및 탐사 인프라 공유를 통하여 연구 예산 절감 추진

WT  전략

- 도출 시나리오 기반 기후변화 대응 관련 단계적 정책 수립이 가능한 과

학적 근거 제공 체계 구축 필요

- 국제 공동 자료 공유 및 인공위성 자료 활용을 통한 목적 달성 

- 극한지 최신 탐사 기술 직접 활용을 통한 가능성, 한계성 분석으로 향후 

경제적 기여 가능한 국내 기술을 통한 관측장비 개발 플랜 수립

2.6 종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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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개발과제 구성 및 추진전략

3.1. 비전 및 목표

3.1.1. 연구 비전

□ 서남극 지역, 특히 스웨이트 빙하 지역과 같은 경우 지리적, 환경적 

여건상 접근이 어려워 직접적인 관측 자료의 부재

□ 최신 탐사기술, 국내 극지연구 인프라, 국제 협력 연구를 통해 극한

지역 관측 자료 획득을 통한 국가 및 극지 연구소 위상 제고

□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KOPR I 남극-해수면 예측 시나리오를 

IPCC AR7  등에 인용함으로서 극지연구소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과학을 

통한 국제사회의 기여 창출

□ 정밀 관측 기반의 서남극 빙상-빙하 안정도 평가 및 해수면 상승 기여의 

정확한 예측을 통한 침수피해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그림 46] 연구의 비전

3.1.2. 연구 목표

◆ 서남극 스웨이트 빙하의 돌발 붕괴 및 이에 따른 급격한 극지 빙
상-해수면 변동과정 원인규명을 통한 해수면 상승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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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상 붕괴에 원인은 빙붕 용융 및 붕괴의 불확실성, 지반선의 후퇴, 그리고 

빙상의 하부 빙권-암권 경계 조건의 불확실성이 주요 원인임 

-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빙상 모니터링, 빙붕-해양모니터링, 지반선 모니터링

을 실시하여 최근 빙상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서남극지역에서 해수면 상

승의 원인을 규명

- 극한지역의 탐사 특성상 하나의 기관이 전체적인 탐사데이터를 모으기는 

쉽지 않음, 국제 공동연구를 통한 자료 공유 연구계획 공유를 통한 마스터 

플랜 구축

- 향상된 빙상동역학 모델 기반으로 해수면 상승예측성을 강화하여 전 지구

적 해수면 상승의 남극 붕괴의 위험성 경고

□ 연구 목표를 해결하기 위한 유기적 추진체계 구축

[그림 47] 연구 목표 해결을 위한 추진체계 (빙붕-지반선-빙상 통합 관측, 모델 예측 시스템 구축)

정량적 목표치 설정 내용 

 NSC급 논문 2편 이상 발표

관측기반 빙하 돌발 붕괴의 새로운 

물리기작 발견 및 모델 예측을 통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결과 2편 이상 

발표

 SCI(E )급 상위 10% 이내 논문 10편 이상 발표
각 분야별 세계 수준의 질적 연구 

결과물 도출

 서남극 지역 탐사 거점 100,000km2 추가 확보
장보고 기지 부근 포함 총 140,000km2 

규모의 탐사 거점 확보

 R CP 시나리오별 스웨이트 빙하 붕괴에 따른   

해수면 상승 기여분 예측 결과 발표

IPCC 인용 수준의 신뢰성 있는 KOPRI 

해수면 예측 시나리오 도출

<표 8> 연구개발의 최종 성과 목표 

3.1 비전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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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단계별 목표

□ 연차별 로드맵

연차 목표  주요 추진 내용

1(2019)  서남극 스웨이트 
지역 거점 확보

 장보고기지 기반 성숙된 극지 탐사기술을 활용하여 해
수면 상승의 주 원인 지역인 서남극 스웨이트 빙하 지
역에 진출하여 탐사 거점 확보2(2020)

3(2021)  서남극 스웨이트 
지역 거점 확장

 스웨이트 빙하지역 탐사 거점 확장 및, 열수시추 무인
잠수정 활용을 통한 최신 빙하 붕괴 관측 자료 확보4(2022)

5(2023) 남극 관측 자료기
반 해수면 상승 
예측

 스웨이트 빙하지역 정밀 관측자료 기반 빙상 동역학-
해수면 예측 모델을 활용하여 남극 빙권 요소가 포함된 
해수면 상승 KOPRI 시나리오 도출6(2024)

최종  서남극 스웨이트 빙하 돌발 붕괴가 유발하는 해수면 상승을 예측

<표 9> 연차별 로드맵

□ 중장기 로드맵

[그림 48] 극지 융빙에 따른 한반도 연안침수 영향 예측 2030 로드맵

연도 2020 2025 2030

내용

세계 최고 수준의 빙권 
종합 관측망 구축 기술
을 가지고 서남극 TG 
진출

서남극 빙상-빙붕 붕괴
에 따른 해수면 변동 
예측 KOPRI 시나리오 
도출

환남극 빙상-빙붕 붕괴에 
따른 해수면 변동예측 
KOPRI 시나리오 도출
한반도 연안 해수면 예측 
연계/ 재난 대응 정책 반영

<표 10> 중장기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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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기술개발에 따른 미래상

3.2. 중점 연구분야 도출

3.2.1. 연구 분과 체계 구축

□ 최종연구성과물 달성을 위해서는 세부과제별로 전문가 그룹의 구성이 

필요하며 또한 관측 및 해석,  모델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최종목표 달성이 가능

□ 미래가 아닌 현재 시점에서 해수면 상승에 가장 기여를 할 것으로 

예측되는 남극 빙상지역에 진출하여야 함

현재(As- Is) 미래상(T o- Be)

- 해수면 변동예측 연구는 남극 빙상요소

가 고려되지 않고 기후변동 시나리오에 

따른 모델 예측이 주를 이룸

- 해수면 상승의 과소 예측 혹은 불확실성

이 높은 신뢰도 낮은 예측치

- 예측치의 불확실성 때문에 재난에 대한 

방재 대책 수립 어려움

- 현재, IPCC 의장국임에도 불구하고 빙권 

분야의 기여가 매우 낮음

- 빙상-해수면 변동 관측 분야에서 세계 수준

과 근접한 기술 보유하고 있으나 빙상 동

역학 - 해수면 변동 모델링 분야에서 인

력 및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상황

- 남극 현장 빙권 탐사의 경우 지표에서 간접

적으로 측정 가능한 관측인자 및 인공위

성 자료를 토대로 빙권의 거동을 해석하

는 것이 주된 접근 방법으로 직접적인 증

거 발견의 미흡

- 개개의 연구 요소로 인해 제한된 자료 획

득 및 소규모 그룹 연구에 따른 논문의 

질적 수준 미흡

- 빙권 물리탐사 분야에서 외국 장비의 의존도가 높

음

- 해수면 변동의 주원인 지역인 서남극 지역

의 스웨이트 빙하에 직접 진출하여 거점

을 구축함으로서 국내 인프라를 활용한 

극한지 진출 가능성 도모

- 남극빙상의 물리기작 규명을 통한 해수

면 상승의 현실적인 예측 및 불확실성 20% 

감소

- 향상된 해수면 변동 예측치를 통한 재난

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가능

- 과학 기반, 남극 빙상 붕괴기작이 포함된 

해수면 예측 KOPRI 시나리오로 IPCC 

AR7 인용 수준의 연구성과 도출로 국가

적 위상 제고

- 빙상동역학 모델 전문인력 양성 및 세계 

대표 모델 활용 인력 양성을 통해 해외 

수준에 근접한 빙상동역학-해수면 예측 

모델 가능

- 세계 선도 기술 보유국과의 국제 공동연구

를 통하여 직접 현상의 관측이 가능한 무

인잠수정 운용기술 및 열수시추 운용기

술 습득 및 항시 협력 체계 구축

- 대형 과제를 통한 국제 협력 연구 및 다학

제 연구를 통하여 하나의 문제 해결에 접근함

으로서 KOPRI 관측자료 기반의 NSC급 논문 

출판을 통한 한국 위상의 제고

- MT 탐사, GPS 반사파 등 일부 물리탐사 

분야에서 국산 기술 개발을 통하여 우리

기술을 통한 빙원탐사 가능

<표 11> 현재 상황과 미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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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극 탐사, 특히 해수면 상승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후보지와 

같은 경우는 현장 환경에 따른 탐사계획에 차질이 생길우려가 높으므로 

항상 대안 기술 및 방법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함 

□ 따라서, 핵심기술과 관련하여 다학제적인 연구가 필요하므로 세부

분과를 통한 구성이 효율적임

3.2.2. 탐사 지역 선정

- 해수면 변동 예측성 강화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본 연구기획의 대표탐사 지역을 

서남극 지역 T HWAIT E S 빙하로 선정하였으며,  근거는 아래와 같음

□ 남극에 의한 해수면 상승 기여분이 커지고 있음, 특히 서남극 지역의 

경우 해양빙상(Marine Ice Sheet) 특성상 빙상과 지반의 경계면이 해수면 

아래에 위치하고 지반의 경사가 해양에서 내륙방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빙하가 한번 후퇴하면 가속화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진행됨

[그림 49] 서남극의 핵심적인 빙하인 TG의 경우 어떠한 경우도 후퇴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 해당 지역이 모두 

사라진다면 1.2m 이상의 해수면 상승이 예측되고 있음 (http: //www.bbc.com/ news/science-environment-27381010)

□ 서남극의 대표적인 지구온난화에 의해 빙상거동 가속화가 유발되었던 

지역으로 파인아일랜드빙하(PIG)가 주목 받아왔음, 하지만 PIG의 경

우 최근 들어서는 빙하의 이동속도가 안정화되는 추세임, 하지만 

PIG의 하부에 위치한 스웨이트 빙하(TG)의 경우 현 시점에도 지속적으로 

빙하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고 붕괴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빠른 미래에 

해수면 상승에 크게 기여하는 지역으로 예상되는 지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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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좌상) 최근들어 지구온난화에 가장 큰 빙상속도 가속화를 보이고 있는 서남극 지역의 

PIG(A1- A2)와 T G(B1- B2 와 C1- C2) (우상) 2012년과 2008년 사이의 T G와 PIG의 속도변화. 

T IG의 속도가속화 및 빙붕 후퇴가 더욱더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수 있음. (하) PIG(A)과 

같은 경우 최근들어 빙붕속도가 안정세에 접어들었으나, T G(B, C)의 경우 계속해서 속도가 

상승 중이며 이는 가까운 미래 해수면 변동예측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 (Mouginot et al., 2014, GRL)

□ 스웨이트 빙하의 빙붕이 따뜻한 해양의 흐름에 의해 붕괴될 경우 내

부 빙상에 있는 얼음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됨, 이와 같이 돌이

킬 수 없는 지반선 후퇴는 기정사실로 알려져 있으나 이에 대한 적극

적 대응 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남극 빙상의 붕괴에 의해 얼음이 어느 

시점에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빠르게 흘러나오는지를 예측하는 것이 

필수적(Joughin et al., 2014, Science)

3.2 중점 연구분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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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수치모델을 통해 예측된 250년 동안 TG의 지반선 후퇴 양상. 모델의 경계조건 및 

물리기작 가정에 따른 지반선 후퇴 예측치 차이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음(Joughin et 

al., 2014, Science)

[그림 52] 최근 10년간 빙하손실량.  스웨이트 빙하 손실량이 남극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남(Gardner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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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가장 빠른 빙붕의 붕괴가 예상되는 서남극 스웨

이트 빙하에 진출하여 관측 기반의 양질의 종합 빙권 관측 데이터를 

획득하여 이를 예측 모델에 반영하여 해수면 상승을 예측하는 것이 필수

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임

□ 이러한 논리로 현재 미국, 영국 등 핵심연구진들이 서남극 스웨이트 

빙하 연구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지역의 접근성과 각 기

관별 인프라 등을 고려할 때 현장 관측을 독자적으로 한다는 것은 불

가능, 따라서, 극지연구소 기지 및 아라온의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해외 

우수연구진들과 대등한 관계에서 협업 및 경쟁 연구가 가능함

□ 해수면 상승 예측을 어렵게 만드는 남극 빙상 요소는 경계조건의 해상도 

부족, 빙붕 붕괴의 물리적기작의 단순화, 빙상과 암권 경계에서 미끄러짐 

작용 등의 요소가 있음, 빙붕의 단절(calving)이나 온난 해수에 의한 

빙저 용융량 증가를 고려하게 되면 붕괴속도의 가속화가 예상됨, 또한 

빙상 동역학 모델의 결과는 기저 지형의 해상도에 매우 민감하므로 

고해상도의 경계조건 도출이 필수적임

□ 현 시점에서 스웨이트 빙하에 진출하여 현장 탐사를 수행함으로서 해

당 문제들을 개선할 경우  향후 수백년 이후가 아닌 수십년 내의 붕

괴 및 영향을 정밀하게 예측 가능함

□ 극지연구소는 기존 장보고기지 기반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테라노바

베이(TNB) 연구를 통해서 다학제 종합관측망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연구를 수행한 바 있음. 하지만, 현장 특성상 단기간에 빙상 및 빙하의 

급격한 변동은 일어나지 않아 해수면 변동예측을 위한 관측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음, 따라서 테라노바 베이의 현장 인프라를 유지하는 동시

에 구축된 기술을 바탕으로 스웨이트에 적용하여 연구한다면 대조

군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다학제 실험실의 용도로 활용이 가능

3.2.3. 과학적 질문 선정

- 서남극 스웨이트 빙하 지역의 탐사 기반 해수면 변동 예측 강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해결해야할 핵심 과학적 질문 도출

3.2 중점 연구분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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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핵심 과학적 질문 선정 및 중점 추진 연구 선정 모식도

□ 과학적 질문 선정 및 연구개발 과정

- 본 연구에서는 서남극 TG 지역을 대상으로 빙권탐사-빙상동역학 모델 

기반의 해수면 변동 예측능력 향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현재 시급하게 

풀어야 할 과학적 질문을 도출하였음, 그리고 해당 과학적 질문들을 해결하

기 위한 연구계획 및 탐사지역, 재원 등을 포함한 연구로드맵을 작성하였

음, 이를 통해서 최종목표 달성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학적 질문의 중

요도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R & D 과제로서 가장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6

개의 과학적 질문을 선정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함

◯ 기획연구 로드맵 개발의 추진경과

- 스웨이트 빙하 지역의 빙붕-지반선-빙상에 걸친 통합 관측 연구를 수행

하기 위하여 전체적인 관측 자료의 획득 가능성, 연구 역량을 고려하여 

기획연구개발 기간 동안 오프라인 회의 총 5회 (운영위원회 회의, 전문가 

협의회, 워크샵 2회, 1차 보고회), 온라인 화상회의 총 4회(실무자회의, 

작업반 연구기획논의 2회, NSF-NERC 와 국제 공동연구 협의)를 개최하였음

- 운영위원회 회의 및 전문가 협의회를 통하여 해양-빙붕 상호작용, 빙권 

질량수지 분석, 빙저 지형 및 수문 분석, 빙상동역학 모델 및 미래예측, 

그리고 이러한 관측 및 모델을 지원할 다양한 탐사기술들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남극 빙상 관측 기반의 해수면 변동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그룹 가칭 CHASE (iCesHeet And Sea level changE s)를 구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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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빙상-해수면 변동 예측체계 구축 연구 그룹 CHASE

- 그리고 CHASE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분과로서 4개의 연구분과(CHASE  

A-해양분과), (CHASE  B-빙권/지각 분과), (CHASE  C-수문(물순환) 분과), 

(CHASE  D-미래예측 분과) 및 1개의 기술분과 (CHASE  E )를 조직하였음

- 1차 워크샵 회의를 통하여 CHASE 문제의 대가설, 분과별 가설 및 이의 

가설 검증을 위한 4개 연구분과의 총 22개 과학적 질문을 도출, 이후 분과 

책임자 화상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최종목적을 고려하여 각 분과별 3개의 

과학적 질문, 총 12개의 최종연구목표 해결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학적 

질문 제시, 2차 워크샵 회의를 통하여 과제의 현실성 및 우선순위를 감안,  

질문의 단순화 및 조정을 통하여 총 8개의 질문을 선정하여 각 질문에 

해결을 위한 세부 연구방안 및 추진 로드맵을 작성하였음

CHASE 항목 내용

A

(해양)

가설

환남극 심층수의 대륙붕 유입으로 Thwaites 빙하의 

융빙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융빙수의 확산은 전 지

구적 해양순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과학적 질문

A1. 고온 고염의 환남극 심층수 유입에 의한 

Thwaites 빙하지역 융빙수 총량은 얼마인가?

A2. Thwaites 빙하 지역 융빙수의 확산은 주변 해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B

(빙권· 지각)

가설

Thwaites 빙하 빙하의 급격한 변화는 빙붕-해양, 

빙상-지각 상호작용에 의해 촉발되며, 해수면 상승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과학적 질문
B1. Thwaites 빙하를 비롯한 서남극 빙하의 손실량은 

얼마인가?

<표 12> 연구의 대가설,  분과별 가설 및 검증을 위한 과학적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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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출된 8개의 과학적 질문 중, 해당 과제 최종 목표와의 연계성, 현실성,  

R&D과제와의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질문들을 

도출,  본 연구개발의 최종 로드맵을 도출하였음

3.2.4. 과학적 질문 해결을 위한 연구 방안

□ 과학적 질문 해결을 위한 상세 연구 개요 및 로드맵

- 전문가회의 및 워크샵을 통해 도출된 분과별 과학적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계획 및 추진 로드맵을 다음과 같이 기획하였음

- 각 과학적 질문별 해결을 위한 상세 연구 개요 및 로드맵을 각 연구분과별로 

작성하였음

- 각 과학적 질문 해결을 위한 목차로 연구목표, 핵심연구주제, 개요, 국내외 

동향분석 및 시사점, 연구추진 방안, 기대효과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향후 

예산, 실현가능성, 기술수준, 본 과제 최종목표와의 연관성, 국제공동연구 

가능성 등의 인자를 고려 최우선 연구우선순위 분류 및 총괄 로드맵 작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음

B2. Thwaites 빙하 손실에 의한 해수면 상승의 지역적 

특징은 어떠한가?

C

(수문)

가설
Thwaites 빙하의 빙저 수문 구조는 동적인 변화를 

보이며, 이 지역의 빙상 거동을 조절한다.

과학적 질문

C1. 빙상 하부 수문의 동적 변화 원인은 무엇이며 

빙하 붕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C2. 빙상 하부 수문의 기원 및 흐름 형태를 규명할 

수 있는가?

D

(미래예측)

가설

Thwaites 빙하 지역 빙붕 및 빙상 붕괴가 서남극 

빙권변화를 가속화시키며, 이는 전지구적 해수면 

상승을 야기하는 tipping point로 작용할 수 있다.

과학적 질문

D1. 남극 빙상 용융의 가속화로 인한 빙권 변화의 

티핑 포인트는 언제인가?

D2. Thwaites 빙하 붕괴가 얼마나 전지구 해수면 

상승에 기여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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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SE A) 환남극 심층수 유입으로 따른 빙붕/지반선 거동 기작 규명 및 융빙수의 
해양 순환 연구  

(분과 가설) 환남극 심층수의 대륙붕 유입으로 서남극지역 Thwaites 빙하의 융빙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융빙수의 확산은 전 지구적 해양 순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A1. 과학적 질문
- 고온 고염의 환남극 심층수 유입에 의한 Thwaites 빙하 지역 융빙수 총량은 얼마인
가?

A1.1. 연구목표
- Thwaites 빙하 지역으로 유입되는 환남극 심층수 및 그 혼합수의 경로와 유입량 시간 
변동 특징을 이해하고, 환남극 심층수에 의한 빙붕 용융 기작을 규명

A1.2 핵심연구주제
- (환남극 심층수 유입량 관측) 환남극 심층수가 Thwaites로 유입되는 경로에 해당하는 

깊은 수심의 trough에 계류선을 설치하여 neutral density 기준으로 시공간적 환남극 심
층수 유입량을 관측

- (빙붕 하부 용융 기작 규명) Thwaites 빙붕 근처에서의 CTD/LADCP 및 계류선 관측을 
통한 환남극 심층수에 의한 하부 용융 과정 분석 및 해양-빙붕 상호작용 모델을 통한 빙붕 
하부 용융 기작 제시

- (빙붕 하부 융빙수 총량 제시) Thwaites 빙붕 하부 cavity에서의 해양 순환이 잘 모사된 
해양-빙붕 상호작용 모델에 환남극 심층수 유입량의 시간적 변화를 적용하여 빙붕 하부 
융빙수의 총량 추정

A1.3. 개요
A1.3.1. 해당연구의 필요성
- 환남극 심층수 유입과 관련된 열속 변동과 융빙수 유출에 따른 질량 손실에 대한 정량적 
산출은 전 지구 해수면 상승 예측의 핵심 요소임

- 환남극 심층수가 대륙붕으로 유입되어 빙붕 하부 용융을 일으키는 기작에 대한 이해 부족
- 해양 빙붕 접합 모델의 융빙수 유출량 예측을 위해 환남극 심충수 유입량 추정은 매우 
필수적인 경계 조건에 해당

- 따라서, 환남극 심층수 유입량 관측 및 빙붕 용융 기작 규명을 통해 좀 더 정확한 융빙수 
유출량 예측이 필요함

A1.3.2. 해당연구의 시급성
- 빙하에서의 융빙수 유출은 주변 해역의 해수 특성과 해수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서남극 Thwaites 빙하의 융빙이 최근 가속화되고 있어 융빙에 따른 해양 순환의 변화와 
해양 순환에 의한 Thwaites 빙하 융빙수 유출이 서로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상호작용하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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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해가 중요함
- 특히 전지구적 해수면 상승에 미치는 서남극 Thwaites 빙하 융빙수 유출 효과를 파악하여 
미래 해수면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음

A1.3.3. 최종목표와의 연계성
- 환남극 심층수를 비롯한 주요 수괴의 특성과 해양 순환에 의한 Thwaites 빙하 융빙은 
중요한 융빙 기작들 중 하나로 여겨지며 해양 순환에 의한 융빙수 유출을 정확히 관측 
혹은 예측하는 것은 Thwaites 빙붕의 돌발적 붕괴를 예상하는데 매우 필수적인 연구임 

- 특히, 융빙수 총 유출량 산출은 해수면 모델링에 중요한 입력 자료로 활용되어 해수면 
변동 예측 체계를 구축하는 최종 목표에 부합하는 연구임

A1.4. 국내외 동향분석 및 시사점
A1.4.1 국내외 동향분석
- 아문젠 해로의 환남극 심층수 유입 경로 및 유입량 변화를 관측하기 위한 CTD/LADCP 
관측 및 계류선 설치 등이 지속적으로 수행 및 조사되고 있음(Walker et al., 2007; 
Wahlin et al., 2010; Arneborg et al., 2012)

- 고온의 환남극 심층수는 trough를 따라 대륙붕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Dinniman et 
al., 2003) 계류선 설치 및 CTD/LADCP 관측은 700 m 보다 깊은 수심의 trough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져 왔음[그림A1.1]. 

 

[그림 A1.1] 아문젠해 대륙붕으로의 환남극 심층수 유입 예상 경로

- Neutral density 28.00   보다 밀도가 큰 해수를 그리고 환남극 심층수로 정의하여 
해당 면적을 이용하여 수송량을 계산하며 Getz와 Dotson Ice shelf 해역으로의 flow 
rate는 0.3-0.4 Sv으로 추정함(Wahlin et al., 2010). 

- 환남극 심층수의 지속적 공급에 따른 빙붕 융빙양은 약 110-130  로 계산됨 
(Wahlin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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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1.2] 환남극 심층수가 유입되는 서부 해협에서의 Neutral density 수직 분포 및 환남

극 심층수 경계인 28.00   neutral density 라인 모습 (Wahlin et al., 2010) 

- 해양 순환에 의한 빙붕 융빙 기작과 관련해서 아래 [그림 A1.3]과 같이 3가지 모드를 
제시함, 첫 번째 모드는 대륙붕에서 형성된 고온 고염의 수괴가 빙붕의 grounding line을 
융빙시키는 것, 두 번째 모드는 환남극 심층수 공급에 의한 빙붕 융빙, 세 번째 모드는 
남극 표층수 공급에 의한 빙붕 전선 융빙에 해당함(Dinniman et al., 2015).

[그림 A1.3] 해양 순환에 의한 빙붕 융빙 기작을 보여주는 모식도 (Dinniman et al., 2016)

-  따라서 환남극 심층수에 의한 Thwaites 빙붕 융빙수 유출 모습 및 유출량을 예측하기 
위해 빙붕 하부의 cavity가 모사된 해양-빙붕 상호작용 모델링이 필요하며 최근 [그림 
A1.4]와 같이 해양-빙붕 상호작용을 고려한 모델 결과가 연구되고 있음(Asay-Davis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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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1.4] Cavity와 해양-빙붕 상호작용이 고려된 모델링 (POP2x model) 예 (100년 적분)  

           ;(Asay- Davis et al. , 2016) 

- 모델링 결과 환남극 심층수에 의한 빙붕의 융빙양과 열 교환 모식도는 [그림 A1.5]와 같
이 제시됨(Jourdain et al., 2017)

- 빙하가 녹는데 필요한 잠열보다 4-20배에 해당하는 열이 해양 순환에 의해 cavity로 공급이 
된다는 결과를 얻음

[그림 A1.5] 모델링을 통해 얻은 해양 순환에 의한 아문젠해 cavity에서의 열 수송량 모식도  
           ;(Jourdain et al., 2017)

A1.4.2 문제점 및 시사점
- 현재까지 해양 순환에 의한 아문젠해 빙붕 융빙 관련 연구는 많았으나 대부분 서부 해협 

Getz 및 Dotson Ice shelf에 관한 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 Thwaites Glacier 
(TG)의 경우 현재도 지속적으로 빙하 융빙 속도가 증가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가장 기후
변화 및 빙상거동 연계 연구지역으로 사료 됨

- 환남극 심층수의 Thwaites로의 유입 경로 및 유입량 산출 연구는 아직 시작 단계이며 
특히, 정확한 유입량 예측을 위해서 서부 해협뿐 아니라 동부 해협에서의 관측 필요성이 
최근 대두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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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빙상 하부 cavity에서 해양 순환에 의한 융빙이 모사된 모델들은 존재하나 아직 
Thwaites 해역에서의 융빙 모사에 적합한 모델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석 등의 기작 
추가와 모델 특성을 고려한 모델 선별 연구부터 수행해야 하는 상태임

- 향후 동부 해협 관측 자료 분석을 통해 환남극 심층수 유입량을 정량화하고 Thwaites 
해역에 적합한 해양-빙붕 상호작용 모델을 선별하여 융빙수 총량 및 cavity 내에서의 
열 수송을 정량적으로 제시하여 해수면 모델의 주요 입력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A1.5. 연구추진방안
A1.5.1. 연차별 로드맵
A1.5.1.1 연구문제 해결 로드맵

A1.5.1.2 기술로드맵

연차 1 2 3 4 5 6  종합
환남극 
심층수 

유입 경로 
및 유입량 

관측

선박 CTD/LADCP 
측정/처리/보정/분석 기술, 계류 

관측 기술
계류 시계열 자료 처리/분석 기술 

- 다양한 해양 물리 
관측망과 모델링 
결과간의 일관성 

획득

해양- 빙붕 

상호작용 

모델링 및 

빙붕 용융 

기작 연구

해양-빙붕 상호작용 모델링 기술
해양-빙붕 상호작용 
모델링 고도화 기술

융빙수 

총량 산출

Cavity 인접 해역 심층 계류 관측 
기술, AUV 운용 관측 기술

융빙수 모델 및 관측 자료 
처리/분석 기술

연차 1 2 3 4 5 6  종합
과학적질문

- (A1) 고온 고염의 환남극 심층수 유입에 의한 Thwaites 빙하 지역 
융빙수 총량은 얼마인가?

- Thwaites 
빙붕으로의 환남극 

심층수 유입량 
산출

- 해양 순환에 의한 
Thwaites 빙붕 
하부 융빙 기작 

연구

- 모델, 관측 기반의 
융빙수 유출량 

추정

- 빙상-해수면 
변동예측모델을 위한 

융빙수 경계조건 
산출

환남극 
심층수 

유입 경로 
및 유입량 

관측

환남극 심층수 유입 경로 해협을 가로지르는  
선박(CTD/LADCP) 및 계류 관측 자료 

수집/처리

환남극 심층수 주요 
유입 경로 및 유입량 

정량 분석

해양-빙붕 
상호작용 
모델링 및 
빙붕 용융 
기작 연구 

Thwaites 
빙붕 
하부 

해양-빙붕 
상호작용 

모델 
선별

환남극 심층수 유입과 빙붕 하부 
융빙 기작 연구

Thwaites 빙붕 하부 
열수송 분석

융빙수 
총량 산출

빙붕 근처(Ice front) 융빙수 유출 
계류 관측 자료와 AUV 운용 관측 

자료 수집/처리
융빙수 유출 모델링

3.2 중점 연구분야 도출

66



A1.5.2. 현장탐사계획

연차 1 2 3 4 5 6  종합
환남극 
심층수 

유입 경로 
및 유입량 

관측

유입경로 해협 trough를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선박(CTD/LADCP) 관측 및 계류선 설치/운용

유입경로 해협 
trough 

선박(CTD/LADCP) 
관측 및 계류 장비 

회수/재설치

- 환남극 심층수 
유입 경로 집중 

관측 실시

- 융빙수 유출 현상 
관측을 위한 빙붕 
하부 집중 관측 

실시 

융빙수 

총량 산출

빙붕 하부의 해양 
순환 관측을 위한 

심층 계류 장비 설치 
및 AUV 탐사

심층 계류 장비 
회수/재설치 및 AUV 

탐사

계류 장비 
회수/재설치, AUV 

탐사

[그림 A1.6] 외양 및 빙붕 인접 해역 관측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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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선 CTD/LADCP 관측) 환남극 심층수 유입 경로인 서부 혹은 동부 해협을 가로질러 
관측 실시

- (외양 계류선) 환남극 심층수 유입량의 시공간적 변화를 보기 위한 유입 경로를 따른 계류선 
설치

- (연안 계류선) Grounding line에서부터의 해양 순환에 의한 융빙수 유출을 관측하기 위한 
연안 심층 계류선 설치

- (AUV) Thwaites 빙붕 하부 Cavity에서의 해양-빙붕 상호작용 관측을 위한 AUV 투입 

A1.5.3. 국내외 협력연구방안
- (NIWA, LDEO) CTD, LADCP 관측 결과 분석, 계류선 설치 기술 및 계류 장비 분석 기술 공유

A1.6. 연구의 기대효과
- 접근이 힘들었던 서남극 지역 현장 관측을 통해 Thwaites 빙붕에서의 열 수송 모식도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융빙 기작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모델링과 관측 자료 분석을 통해 해양 순환에 의한 Thwaites 빙붕 융빙량을 정량화하고 
해양 순환에 의한 Thwaites 빙붕 붕괴 효과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시공간적인 융빙수 유출량 변동을 예측하여 해수면 모델 정확도 향상을 위한 개방 경계
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A2. 과학적 질문 
- Thwaites 빙하지역 융빙수의 확산은 주변 해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A2. 과학적 질문 
- Thwaites 빙하지역 융빙수의 확산은 주변 해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A2.1. 연구목표
- Thwaites 빙붕에서 유출되는 융빙수에 의한 주변 해양 환경(성층, 순환, 수괴 특성 등) 
변화를 정량적으로 이해

A2.2 핵심연구주제
- (융빙수 확산에 의한 수괴 생성 변화 과정 규명) Thwaites 빙붕 융빙수 확산에 의한 해수의 
특성 변화로 야기되는 수괴 생성 변화 과정을 규명

- (융빙수 확산에 의한 해양 순환과 성층 변화 범위 이해) Thwaites 빙붕 융빙수 확산에 
의한 해양 순환과 성층 변화의 범위를 이해

A2.3. 개요
A2.3.1. 해당연구의 필요성
- Thwaites 해역을 포함한 서남극 해역은 남극심층수(Antarctic Bottom Water, AAB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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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남극중층수(Antarctic Intermediate Water, AAIW)와 같이 전지구적 해양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괴들의 생성 해역으로 알려져 있음

- 이 수괴들의 특성과 해양 순환의 변화는 전지구적 해수면 고도 분포의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함

- 아직까지 융빙수 확산에 의한 해수의 특성과 수괴 생성 및 해양 순환의 변화 과정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여 전지구적 해수면 분포에 미치는 그 영향을 정량화하기 곤란함

- 따라서, Thwaites 해역에서의 융빙수 확산이 주변 해양 환경(성층, 순환, 수괴 특성 등)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함

A2.3.2. 해당연구의 시급성
- 빙하에서의 융빙수 확산은 주변 해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으나 그 
영향을 정량화하고, 특히 전지구적 해수면 분포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는 
시도되지 않았음

- 서남극 Thwaites 빙하의 융빙은 최근 빠른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어 해양 환경 변화와 
전지구적 해수면 분포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시급하게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A2.3.3. 최종목표와의 연계성
- 서남극 해역에서 생성되는 수괴 특성과 남극 주변해 순환 양상 변화는 전지구적 해양 
순환과 해수면 분포에 장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됨

- 서남극 융빙수에 의한 해수면 변동 예측 정밀화를 위해서는 융빙수에 의한 성층 조건, 
해수 특성, 수괴 생성 등의 해양 환경 변화를 정량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해수면 모델링에 
반드시 고려하여 해수면 변동 예측의 불확실성을 줄이도록 해야 함

A2.4. 국내외 동향분석 및 시사점
A2.4.1 국내외 동향분석
- 아문젠해와 벨링하우젠해에서의 융빙수가 로스해를 저염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임을 해빙

-빙붕-해양 접합 모델을 통해 증명함(Nakayama et al., 2014)
- 특히, 모델 결과에 따르면 융빙수 양이 약간만 증가하더라도 대륙붕에서의 순환(서안 경계류)이 
매우 강화되어 로스해로의 융빙수 확산이 상당히 강화됨을 확인함 [그림 A2.1]

69

3.연구개발
 과제 구성 및 
추 진 전 략

3.2 중점 연구분야 도출



[그림 A2.1] 아문제해와 벨링하운젠해에서의 융빙수 양 증가에 따른 로스해로의 융빙수 

확산 정도를 보여주는 모델 결과. 결과는 수직적으로 통합된 융빙수 두께를 나타내며 작은 

그림들은 바닥수심의 온위를 나타냄 (Nakayama et al.,  2014)

- 아문젠해에서 유출된 표층 담수가 몇 년 내에 로스해로 거의 균등하게 유입되는 모습을 
보임(Dinniman et al., 2015) 

[그림 A2.2] 4년 동안 아문젠해에서 유출된 표층 담수가 확산되는 모델 결과로 색이 붉은색에 

가까울수록 담수 농도가 높음을 의미함 (Dinniman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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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문젠해의 Pine Island glacier에서 optimum multiparameter 기법을 통해 관측된 
수괴 특성에서 빙붕 융빙수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함(Biddle et al., 2017). 

[그림 A2.3] 특정 밀도 범위 (27.42- 27.73  )에서 빙붕 융빙수가 차지하는 수직적으로 

통합된 두께를 나타낸 그림

A2.4.2 문제점 및 시사점
- 현재까지 아문젠해의 융빙수 거동 관련 연구는 많이 있었으나 최근 빙하 융빙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알려져 있는 Thwaites Glacier에서 유출된 융빙수 효과에 대한 연구는 
부족함

- 대부분의 연구에서 융빙수가 전층에 미치는 영향 혹은 담수 유입에 의한 표층 변화에 
국한되어 있고, 생성되는 수괴 특성 변화에 그 초점을 둔 연구는 잘 보기가 어려움

- 융빙수 거동에 따른 주변 해양 환경 변화도 주로 수치 모델링에만 의존하여 현장 관측을 
통한 실제 변화에 대한 사례는 매우 부족함

- 본 연구를 통해 Thwaites 빙하에서 유출되는 융빙수 거동에 따른 주변 해역의 수괴 특성 
및 해류 변화를 현장 관측하고 그 영향을 정량적으로 이해하여 지역 해양 순환 모델링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예정임

A2.5. 연구추진방안
A2.5.1. 연차별 로드맵
A2.5.1.1 연구문제 해결 로드맵

연차 1 2 3 4 5 6  종합
과학적질문

- (A2) Thwaites 빙하 지역 융빙수의 확산은 주변 해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Thwaites 빙붕 
근처 Ice front 

융빙수 유출 현상 
관측 및 시계열 

자료 확보

- 시계열 및 현장 

융빙수 
확산에 

따른 수괴  
특성 및 

해류 변화

빙붕 근처(Ice front) 계류 관측을 
통한 융빙수 유출 관측, Thwaites 

해역 선박(CTD/LADCP) 관측 
자료 수집 및 처리/보정

빙붕 근처(Ice front) 계류 관측 
및 Thwaites 해역 

선박(CTD/LADCP) 관측 자료 
분석 및 융빙수 확산 효과 정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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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5.1.2 기술로드맵

연차 1 2 3 4 5 6  종합
융빙수 
확산에 

따른 수괴 
특성 및 

해류 변화 

정량화 

기술

Optimum multiparameter 분석 
기술, 융빙수 효과 정량화 기술

융빙수 효과를 정량적인 비율로 
표현할 수 있는 기법 적용 

- 해양환경 변동에 
미치는 융빙수 

효과 정량화 기술 
탐색 및 개발

- 융빙수 확산 효과 
모의를 위한 지역 
모델링 및 전지구 
모델 접합 기술

융빙수 

확산에 

따른 해양 

환경 변화 

모델링 

기술

융빙수 확산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 모의 지역 모델링 기술

융빙수 확산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 모의 지역 모델과 전지구 
해수면 예측 모델 접합 기술

A2.5.2. 현장탐사계획

연차 1 2 3 4 5 6  종합

융빙수 
확산에 

따른 수괴 
특성 및 

해류 변화 

조사

Thwaites 빙붕 근처 Ice front에 계류 장비 
설치, Thwaites 빙붕을 가로지르는 선박 

CTD/LADCP 관측, 융빙수 유출 및 그 변동을 
감지할 수 있는 관측망 유지 및 자료 획득

계류 장비 회수 및 
재설치, 센서 검/교정 

관측, 선박 
CTD/LADCP 현장 

관측

- 융빙수 유출 현상 
및 그 변동 시계열 

관측

- 공간적으로 충분한 
분해능의 선박 

CTD/LADCP 자료 
획득

관측 및 

분석

관측 결과를 통한 
융빙수 확산 효과 

정량화

- 해양 순환 
모델링을 통한 

융빙수 유출 효과 
모의

- 융빙수 거동 모사 
능력이 향상된 

지역 모델 결과를 
전지구 해수면 

예측 모델에 적용

융빙수 

확산에 

따른 해양 

환경 변화 

모델링

융빙수 확산에 따른 해양환경 
변동을 모의하는 최적 지역 해양 

순환 모델 선별

융빙수 확산에 따른 해양환경 
변동 지역 모델 결과를 전지구 

해수면 예측 모델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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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2.4] T hwaites 연안 집중 관측 모식도

- (연구선박 CTD/LADCP 관측) Thwaites 빙붕과 평행한 방향으로 CTD/LADCP 관측 정점 
및 단면을 구성하고 TIS (Thwaites Ice Shelf) 연안 집중 승선 조사(그림 A2.4)

- (연안 계류선) 빙붕 Ice front 인근 해역에 융빙수 유출 모니터링을 위한 연안 계류 장비 
설치 및 운용

A2.5.3. 국내외 협력연구방안
- (NIWA, LDEO) CTD, LADCP 관측 결과 분석, 계류선 설치 기술 및 계류 장비 분석 기술 
공유, 로스해 혹은 Thwaites 주변해에서의 현장 해양 물리 관측 자료 공유

A2.6. 연구의 기대효과
- Thwaites 빙붕 융빙수 확산에 의한 해양환경 변동을 정량적으로 이해하고 지역 해양 순환 
모델링 및 전지구 해수면 모델 접합을 통해 전지구 해수면 예측 모델 정확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융빙수 영향에 따른 성층 및 수괴 특성의 변화와 수괴 생성 및 해양 순환 변화를 규명하여 
향후 Thwaites 빙붕의 융빙 정도에 따른 장단기 해수면 변동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CHASE B) 빙상 질량 손실 가속화 원인 및 해수면 상승효과 규명 연구  
(분과 가설) Thwaites 빙하의 급격한 변화는 빙붕-해양, 빙상-지각 상호작용에 의해 
촉발되며, 해수면 상승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B1. 과학적 질문
- Thwaites 빙하를 비롯한 서남극 빙하의 손실량은 얼마인가?

B1.1. 연구목표 
- Thwaites 빙하를 비롯한 서남극 빙하의 질량 손실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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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2 핵심연구주제
- (빙하 질량 손실량 평가)
- (빙하 손실에 의한 기반암 상승 효과 산출)
- (빙붕에서의 하부 용융량 평가) 

B1.3. 개요
B1.3.1. 해당연구의 필요성
- Thwaites 빙하의 현재 질량 손실량은 남극 전체 질량 손실량(-186 Gt/yr)의 48% (-89 

Gt/yr)를 차지함
- 미래 해수면 변동 예측 모델의 초기 조건 

B1.3.2. 해당연구의 시급성
- 최근 모델 예측에 따르면 금세기 내 Thwaites 빙하의 상당량이 손실될 가능성이 예견되고 

있음(Thwaites 빙하의 질량 손실량은 20년 전에 비하여 약 10 Gt/yr 증가함, Gardner et al., 2017)
- Thwaites 빙하를 비롯한 서남극 빙상의 질량 소실은 전지구적 해수면 상승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 해수면 상승에 따른 재해 위험도를 증가시킬 것임 

- 예측 모델의 발달 속도에 비하여 현장 자료가 턱없이 부족하여 현장 탐사 자료의 획득이 
시급함

- Thawaites 빙하에 연구가 집중되고 있는 연구 환경에서 연구 주제 선점 및 연구 역량 
강화 필요 

B1.3.3. 최종목표와의 연계성
- 빙하 전체 질량 손실량 및 지반선 부근 빙하 배출량은 빙하 거동 예측 모델의 초기조건으로 
작용하여, 예측 정확도 향상의 결정적인 요소임

B1.4. 국내외 동향분석 및 시사점
B1.4.1. 국내외 동향분석
- ICESat 인공위성(2002-2009) 고도계를 통하여 최초로 실측 빙하 두께 변화가 산출됨 (~4m/yr)
- GRACE 인공위성 중력 자료(2002~)는 질량 변동성을 직접적으로 제시함  
- 2010년 이후 Cryosat-2 인공위성 고도계가 빙하 두께 변화 모니터링 수행 중
- 2004년 UTIG HiCARS를 이용한 항공 레이더 탐사를 통하여 Thwaites 전역의 기반암 
고도 산출

- 2011-2014 IceBridge의 일환으로 CReSIS MCoRDS를 이용하여 항공 레이더 탐사 수행

3.2 중점 연구분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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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B1.1]인공위성 고도계(Cryosat- 2)를 통해 산출된 최근(2011- 2015) 남극 지역 빙상 

고도 변화 (Gardner et al., 2017)

[그림 B1.2] 남극 빙하별 빙하 손실량 및 시간에 따른 변화(2008- 2015) (Gardner et al., 2017)

B1.4.2. 문제점 및 시사점
- 고도변화 탐지에 가장 정밀도가 높은 ICESat 고도계는 2009년 종료된 이후 운영이 되고 
있지 않으나, ICESat-2가 2018년 발사 예정이어서 향후 활용 가능

- GRACE 인공위성은 질량 변화를 직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소규모 지역의 
변화를 구별하기 어려워 위성 고도계 자료와의 복합 해석이 요구됨

- Cryosat-2 고도계는 높은 해상도의 고도 관측값을 제공하나 경사가 심한 지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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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ICESat 자료와의 융합이 필요 
- 인공위성 관측 해상도 향상을 위해 현장 관측(항공 레이더)이 필요
- 채널 형태의 빙저 수계가 존재하는 지반선 부근에서는 현재 빙저 수계의 형태가 불확실하여 

기존 항공 ice radar 탐사 자료보다 높은 해상도의 탐사 자료가 요구됨
- 현재 PGR 모델의 문제점: 지각 구조 모델이 부정확, PGR 현장 관측 자료 부족

[그림 B1.3] 기존 항공 빙하 레이더 탐사 측선(c) 및 빙저 기반암 고도(b)

B1.5. 연구추진방안
B1.5.1. 연차별 로드맵
B1.5.1.1 연구문제 해결 로드맵

B1.5.1.2 기술로드맵

연차 1 2 3 4 5 6  종합
과학적 
질문

Thwaites 빙하를 비롯한 서남극 빙하의 손실량은 얼마인
가? - 최근 20년간 빙하 

손실량 변화 산출
- 빙하-지반선- 

빙붕으로 이어지는 
빙하 손실 원리 규명

빙하 질량 
손실량 관
측

서남극 빙하 손실량 
평가

Thwaites 빙하 
지반선 부근 빙하 

유출량 관측
빙붕 하부용융량 산출

기반암 상
승 효과 규
명

기반암 상승률 관측
지각/맨틀에 의한 

질량 변화 효과 보정

연차 1 2 3 4 5 6  종합
과학적질문 Thwaites 빙하를 비롯한 서남극 빙하의 손실량은 얼마인가?

- 다중 인공위성 
자료 융합 기술 개발
- 고효율 원격 지진 
및 GPS 관측 시스템 

기술 개발

빙 하 질 량 
손실량 평
가

인공위성 원격 탐사 
기술 활용

지반선 부근 항공 
레이터 탐사 기술 

활용

상승 효과 
규명

지진 및 GPS 관측망 
구축

PGR 모델 개선

3.2 중점 연구분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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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5.2. 현장탐사계획

연차 1 2 3 4 5 6  종합

빙하 질량 
손실량 관
측

빙붕 
ApRES 

설치

항공 
지구물리 

탐사

빙붕 
ApRES 

회수

- 항공 빙하 레이더, 
항공 중력, 항공 

고도계 탐사 수행
- 빙붕 ApRES 6 
측점 이상 운영

- 지진계 및 GPS 
장기 관측 시스템 5 

측점 이상 운영
- 해저면 지진계 3 

측점 이상 운영 

빙하 손실
에 의한 기
반암 상승 
효과 규명

지진계 
및 GPS 

설치

지진계 
및 GPS 
유지보수

지진계 
및 GPS 

회수

[그림 B1.4] 지진계 및 GPS 관측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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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B1.5]항공 지구물리 탐사 (빙하 레이더 및 중력 탐사) 지역

B1.5.3. 국내외 협력연구방안
- 항공 지구물리 탐사 국제 협력: 미국 텍사스 대학(UTIG)
- 질량 손실량 계산을 위한 원격탐사 연구: 미국 콜로라도 대학(NSIDC)
- 빙붕 모니터링 ApRES 운영: 영국 BAS
- 항공 중력 탐사 자료 해석: 부산대학교
- PGR 관측을 위한 GPS 자료 처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B1.6. 연구의 기대효과
빙하 질량 손실량의 불확실성 감소
- 빙하-지반선-빙붕으로 이어지는 빙하 질량 손실 기작 이해
- 빙상 동역학 모델의 초기조건 및 경계조건의 정확성 제고

B2. 과학적질문
- Thwaites 빙하 손실에 의한 해수면 상승의 지역적 특징은 어떠한가?

B2.1. 연구목표 
- Thwaites 빙하 손실에 의한 해수면 변동 특성 규명

3.2 중점 연구분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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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2 핵심연구주제
- (Thwaites 빙하 손실에 의한 전지구 해수면 변동 계산)
- (Thwaites 빙하 인근 바다의 해수면 하강 관측)

B2.3. 개요
B2.3.1. 해당연구의 필요성
- 남극 빙하 감소는 저위도/중위도의 해수면 상승에 강한 영향을 미침
- 빙하 유실 예측 모델을 기반한 한반도 해수면 상승 예측에 중요한 변수
B2.3.2. 해당연구의 시급성
- 서남극 빙하 붕괴시 전지구 해수면이 약 3.2m 상승할 것으로 예견됨
- Thwaites 빙하 유실은 서남극 빙하 감소를 발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임

[그림 B2.1] T hwaites와 인근 빙하 유실 (source : GSFC, NASA)

- 서남극 빙하를 비롯한 극지방 빙하 유실에 의한 한반도 해수면은 전지구에서 가장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B2.2] 현지 진행 중인 남극과 북극 빙하 유실에 의해 예상되는 해수면 상승의 지역적 

특성(source : JPL, N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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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진행중인 급격한 해수면 상승에 대한 대응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
- 장기 해수면 상승을 예측하고 해수면 상승이 유발하는 재난에 대응하는 계획 수립이 필요

B2.3.3. 최종목표와의 연계성
- 서남극 빙하 붕괴에 의해 발생하는 지역적 해수면 변동 특성 파악을 통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지구 해수면 변동의 공간적 정확도 향상 

B2.4 국내외 동향분석 및 시사점
B2.4.1. 국내외 동향분석
- 마지막 빙하기 이후 전지구 해수면의 상이한 변동은 지질학적 관측으로 파악되고 있음
- PGR 모델과 해수면 방정식의 결합으로 지질시대의 해수면 변동이 이론적으로 규명되고 있음
- 조석계와 해저면 압력계 장비를 이용하여 해수면 상승률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이 실측자료로 증명되고 있음.
- 인공위성 고도계 자료를 이용하여 전지구 해수면 변동은 매우 정확히 관측되고 있음
- 수천개의 ARGO float이 수심 2000m까지 해수의 밀도 변화를 관측하여, 부피 팽창에   
  의한 해수면 상승을 측정하고 있음
- GRACE 위성 중력을 사용하여 육지의 얼음 유입에 의한 해수면 상승률이 2002년 이후로  
  관측되고 있음
- 인공위성 고도계, ARGO float, GRACE 위성 자료를 결합하여 해수면 상승을 유발시키는  
  해수의 부피 팽창 및 질량 증가 효과를 정량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 중임
- 정밀도가 100배 향상된 GRACE 후속 중력 탐사 위성이 곧 발사될 예정임

[그림 B2.3] 고도계 자료를 이용한 총 해수면 상승(파란색), GR ACE  위성을 이용하여 관측

한 바다 질량 변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검은색), AR GO f loat으로 관측한 바다의 부피 팽

창(빨간색)(L lovel et al., 2014)

- 고해상도 해수면 방정식 해 도출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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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4.2. 문제점 및 시사점
- 현재 진행 중인 빙하 붕괴에 의한 해수면 상승의 지역적 특성은 이론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나, 

관측적으로 규명되지 않고 있음
- Thwaites 빙하와 같이 작은 공간 규모로 진행되는 급격한 빙하 붕괴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고해상도 해수면 방정식의 해 도출이 요구됨
- 지구 자전축 변화에 의한 해수면 변동 성분 제거 필요
- 해수면 상승 관측은 PGR 모델의 정확성에 큰 제약이 있음 (PGR 모델의 발전이 필요)
- 극지방 빙하 유실의 정확한 예측과 향상된 맨틀의 점탄성 모델을 통하여 해수면의 지역적 

변동 장기 예측이 필요
- 극궤도 고도계 위성이 전지구 해수면 변동을 관측중이나, 해빙의 영향으로 북극해와 남극해는 

해수면 관측에 많은 제약이 있음

B2.5. 연구추진방안
B2.5.1. 연차별 로드맵
B2.5.1.1 연구문제 해결 로드맵

B2.5.1.2 기술로드맵

연차 1 2 3 4 5 6  종합

과학적질문
Thwaites 빙하 손실에 의한 해수면 상승의 지역적 특징
은 어떠한가?

-해저면 압력계 실측 
자료 해석과 

고해상도 해수면 
방정식 결과 연계

Thwaites 
빙하 손실
에 의한 전
지구 해수
면 변동 계
산

고해상도 해수면 
방정식 해 도출

3차원 해수면 방정식 
도출

Thwaites 
빙하 인근 
해역의 해
수면 하강 
관측

해저면 압력계(OBP) 계류

연차 1 2 3 4 5 6  종합

과학적질문
Thwaites 빙하 손실에 의한 해수면 상승의 지역적 특징
은 어떠한가?

- 빙하 손실에 의한 
해수면 상승의 

지역적 불균질성을 
관측 및 해수면 
변동 방정식을 
통하여 도출

Thwaites 
빙하 손실
에 의한 전
지구 해수
면 변동 계
산

현재 진행중인 서남극 
빙하 용융에 의한 

지역적 해수면 변동 
계산

해수면 변동 장기 
예측

Thwaites 
빙하 인근 
해역의 해
수면 하강 
관측

서남극 지역 해수면 변동 실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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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5.2. 현장탐사계획

[그림 B2.4] 해저면 압력계 관측 측점

B2.5.3. 국내외 협력연구방안
- 인공위성 고도계 및 중력 자료를 이용한 해수면 변화연구 (서울대)
- 2차원 해수면 방정식 도출 (서울대)
- 해저면 압력계 설치 및 운영 (NOAA 미국)
- PGR 모델 및 3차원 고해상도 해수면 방정식 수치 해 도출 (JPL, 미국 또는 U. 

Toronto. 캐나다)

연차 1 2 3 4 5 6  종합
Thwaites 
빙하 손실
에 의한 전
지구 해수
면 변동 계
산

- 해저면 압력계 
(Ocean bottom 

pressure sensor) 
4 측점 설치 및 
장기 모니터링

Thwaites 
빙하 인근 
해역의 해
수면 하강 
관측

해저면 
압력계 
설치

해저면 
압력계 

유지 보수

해저면 
압력계 

유지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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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SE C) 빙저 수문망 역할 및 융빙수 기원지 규명을 통한 빙상/빙붕 안정
도 평가  

(분과 가설) Thwaites 빙하 빙저수문 구조는 동적 변화를 보이며 이는 지역의 빙
상 거동을 조절한다.

C1. 과학적 질문
- 빙상 하부 수문의 동적 변화 원인은 무엇이며 빙하 붕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C1.1. 연구목표
- 빙상-암권 경계 조건 진화형태를 물리 관측 및 빙저수문 모델을 통해 도출하여 빙상 거
동과의 연계기작을 규명 하고 빙상모델에 활용할 수 있는 향상된 빙상-암권 경계조건을 
제시한다. 

C1.2 핵심연구주제
- (빙하 하부 경계조건 정밀화) 항공레이더 탐사를 활용한 기존보다 향상된 해상도의 빙하 
하부 경계조건 도출

- (빙하하부 경계조건의 동적 변화 산출을 위한 관측 및 수문 모델) GPS 관측, 반복 항공
레이더 mapping을 활용 시공간적 경계조건 변화 도출 및 수문흐름모델(GlaDS 등)과의 
연계를 통해  현장 수문 변화를 규명하여 빙상 동역학 모델 경계조건 자료 제시

- (빙저수문 거동 조절기작 규명) 매질, 압력, 유속 등 물리 요인을 실험실 조건에서 구현하여 
빙저 수문 흐름 형태에 변화 요인 규명

C1.3. 개요
C1.3.1. 해당연구의 필요성
- 빙상 동역학 모델 기반 해수면 변동 예측성 제고를 위해서는 빙상과 암반사이의 경계조건의 
현실화가 필수적임

- 빙상과 암반사이의 마찰 및 빙상의 미끄러짐(sliding) 기작은 얼음 하부 경계조건의 수문 
및 매질 조건에 따라 변화하므로 단순 경계조건 보다는 빙저 수문의 진화를 규명하여 
이에 따른 빙상거동 가속화와의 연계성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수문의 변화를 고려한 하부 경계조건을 도출을 통하여 해수면 변동 예측을 위한 
향상된 빙상 하부 경계조건 정의 필요

C1.3.2. 해당연구의 시급성

B2.6. 연구의 기대효과

- Thwaites 빙하가 유발하는 해수면 변동 성분의 전지구적인 분포 파악
- Thwaites 빙하가 유발하는 한반도 주변 해수면 변동의 평균값 제공
- 해수면 방정식의 정확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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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극 Thwaites 빙하와 같은 경우 기존 연구를 통하여 수문의 형태가 상부에는 분산형 
흐름(distributed flow), 하부에는 채널형 흐름(channelized flow)이 지배적이라는 것이 
항공탐사 결과를 통하여 제시되었음

- 향후, 수십년 범위 내에 빙하 속도가 지속적으로 가속화 되고 있는 서남극 Thwaites 빙하 
하부 지역의 수문 변화에 따른 빙권 거동 변화 규명하는 것이 필요 

- 모델 예측능력의 향상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관측자료를 통한 빙저 수문의 진화 양상 
규명 및 이와 관련된 빙권 가속화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시급

C1.3.3. 최종목표와의 연계성
- 수문 진화 관측 자료를 빙상거동 기작과 연계 해석하므로 남극 빙상 관측으로 통한 해수면 
상승 요인 물리기작 규명이라는 과제의 목표에 부합

- 해당 연구는 정밀한 빙상 하부 경계면 및 수문 진화 기반의 동적 경계조건을 모델링 자료로 
제시해 줌으로서 빙상 관측 자료를 통한 해수면 변동 예측 체계를 구축하는 최종 목표
해와 부합하는 연구임

C1.4. 국내외 동향분석 및 시사점
C1.4.1 국내외 동향분석
- 빙상 하부의 흐름의 경우 빙압의 구배, 빙권 암권 사이의 매질의 특성, 하부 용융량 등의 
조건에 따라 넓은 지역을 천천히 흐르는 분산흐름(distributed flow) 형태와, 채널을 통해 
빠르게 흐르는 흐름(Channelized flow)의 형태가 동적으로 변화 하며 나타남 [그림C1.1]

- 이러한 흐름 형태의 변화는 상부 빙상의 미끄러짐에 기여하므로 빙저 수문망 규명은 빙권의 
거동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그림 C1.1] 빙저수문망 개념모식도

- 국내 빙저수문변화 연구의 경우 인공위성 고도계 자료 분석을 통해 수문망의 변화와 관련하여 
로스해 지역 Kamb 빙하 지역이 멈춘 원인 해석(Kim et al., 2016).

- 빙저수문모델과 같은 경우 빙상하부 수문흐름을 유효압력 조건에 따라 채널형 흐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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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형 흐름의 동적 변화를 구연하는 흐름 모델이 개발되었음(Werder et al., 2013; de 
Fluerian et al., 2014, 2016).

- 그린란드 지역의 경우 여름 Moulin을 통한 지표수 유입이 빙상거동 가속화와 상관관계가 
있어 빙상거동속도가 연도별 주기성을 보임

- 남극의 경우 basal sliding과 관련된 대륙 규모 빙상 거동 모델이 수행되고 있지만, 수문학적 
요인(hydrological variable)과 연계된 basal sliding 연구는 부족 (Flowers et al., 2015).

- 최근 Subglacial Hydrology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SHMIP)를 통하여 빙상 
하부 경계조건에 연관된 변수(ex. 빙저 유효압력의 시공간적 분포 및 유출량 계산)의 변화
양상을 정성적으로 비교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

- 항공레이더 탐사 자료의 경우 초기에는 빙권, 암권 경계면 지형 도출에 사용되었으나
(Siegert et al., 2005), 이후 반사 강도의 분석을 통한 경계면의 물의 존재 유무 규명에 
활용되었으며(Carter et al., 2007) 최근에는 에너지 반사형태 및 강도 분석을 통하여 
수문망의 대략적인 규명에까지 활용되고 있음 (Schroeder et al., 2013).

[그림 C1.2] 레이다 에너지 반사 강도 및 반사 형태에 따른 흐름 빙저수문 흐름 형태의 

규명(Schroeder et al.,  2013) 

- Thwaites 지역의 수문 흐름의 경우 CryoSat-2 자료를 활용한 빙저호의 배출량 변화 
규명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Smith et al., 2017), 항공레이다 탐사 자료 해석을 통해 채널 
흐름과 분산흐름의 경우 Radar 반사파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규명하였음 
(Schroeder et al., 2013). 

C1.4.2 문제점 및 시사점
- 2010년 이전 빙상거동 가속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었던 Pine Island Glacier(PIG)의 
경우 현재 빙하 속도변화량이 안정되어 가고 있으나 Thwaites Glacier(TG)의 경우 현재도 
지속적으로 빙하 속도가 증가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가장 기후변화 및 빙상거동 연계 연구
지역으로 사료됨

- 현재 TG에서 진행된 레이다 탐사의 경우 과거 단일 시점에서 빙저수문망을 계측하였으며, 
추가적인 항공탐사를 한 빙저 수문망 분석을 통하여 최근 빙상거동 가속화 동안의 빙저 
수문망 변화 양상 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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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G의 경우 접근성 제약으로 인해 빙저수문연구 목적의 GPS 등의 관측장비 설치사례가 
없고 인공위성을 통한 연구만 이루어져 왔으므로, 아라온 및 기지 인프라 활용시 빙하천을 
따라 시계열 관측자료를 획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 빙저수문 진화 심화 연구 가능

- 관측자료 및 실내 실험을 기반으로 빙상하부 경계조건 정밀화 및 수문 진화 기작을 규명함으로써 
해수면 변동 예측 모델 정확성 제고 및 민감도 분석을 위한 다양한 경계조건 시나리오 
제시 필요

C1.5. 연구추진방안
C1.5.1. 연차별 로드맵
C1.5.1.1 연구문제 해결 로드맵

C1.5.1.2 기술로드맵

연차 1 2 3 4 5 6  종합
빙하 하부 
경계조건 
정밀화

항공 레이더 자료 기반 정밀 
경계조건 도출 기술

항공 레이더 자료 기반의 수문망 
구분 기술

- 빙저수문망 규명을 
통한 빙저수문 – 
빙상동역학 연계 

기술 개발

빙하하부 

경계조건의 

동적 변화 

산출을 

위한 관측 

및 수문 

모델

GPS 시계열 자료 기반 빙저수문 모델 연계 
해석 기술 개발

- 관측 및 모델 인자 
빙상동역학 모델 
연계기술 개발

빙저수문 

거동 

조절기작

유동시각화 실내실험 – 남극 빙상 
연구 연계 기술 개발

랩 실험을 통한 수문망 재현 기술 
개발

연차 1 2 3 4 5 6  종합
과학적질문

- (C1) 빙저 수문망 형태의 동적변화를 유발하는 원인은 무엇이며 
이러한 흐름의 형태는 빙상 거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빙상-해수면 
변동예측모델을 위한 

주요 흐름지역 
향상된 하부 

경계조건 산출

- 빙저수문 동적 
변화 기작 규명 및 
빙상- 해수면 변동 
예측 모델에 동적 

변화 경계조건 제시

- 모델, 관측 기반의 
빙저수 유출량 

추정

- 수문흐름 진화 
조절 인자 정량적 

규명

빙하 하부 
경계조건 
정밀화

지반선 근처 하부 
지형 해상도 증가

빙하천 흐름지역 및 
경계지역 하부지형 

해상도 증가

항공탐사 자료 기반의 
수문흐름 형태 분석

빙하하부 

경계조건의 

동적 변화 

산출을 

위한 관측 

및 수문 

모델

빙하천 흐름지역을 따라 빙하 이동속도 및 
표면 고도 변화 시계열 자료 분석

빙저수문 
모델 
선정

관측자료 기반의 빙저수문 흐름 
모델을 통하여 연구지역 동적 

흐름 변화 모델 구현

빙상동역학 모델을 
위한 수문 기반의 

빙하하부 동적 
경계조건 제시

빙저수문 

거동 

조절기작

실내 실험 셋업 구축 
및 조절인자 구현

수문 흐름 분포 및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 
인자의 정량적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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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5.2. 현장탐사계획

연차 1 2 3 4 5 6  종합
빙하 하부 
경계조건 
정밀화

지반선 근처 항공 
radar 탐사

빙저 수문 흐름 지역 
항공 radar 탐사

- GPS 및 
항공탐사의 경우 
해수면 예측모델 
경계조건 도출 

가능
- 지반선 근처 채널 

흐름 추정 지역 
열수시추, 지화학 
분석 및 ApRES  

활용 하부 유출량 
추정, 빙붕 용융 
추정 연계 활용 

빙하하부 

경계조건의 

동적 변화 

산출을 

위한 관측 

및 수문 

모델

빙저호, 지반선 지역 
집중 GPS 관측망 
구축 및  빙하천 

흐름지역에 따른 GPS 
관측망 구축

관측망 확장
관측망 유지 및 

자료 획득

MT 탐사 및 ApRES 
관측을 통한 수문 

변화 추정자료 획득

MT 탐사 및 ApRES 
관측을 통한 수문 

변화 추정자료 획득

[그림 C1.3] 현장 수문망 탐사계획 모식도

- (항공탐사) Thwaites 지역 주요 빙하천 수문흐름을 따라 실시 및 지반선 근처 경계조건 
정밀화

- (GPS관측) 활동성 빙저호 지역 집중설치 및 흐름 하류지역 설치를 통한 수문흐름 관측
자료 획득 

- MT 탐사 및 ApRES 자료 획득 켐페인을 자료 획득을 통한 GPS 시계열 자료와 연계 해석
- 타 과학적 질문을 위하여 수행될 중력탐사, ApRES, 열수시추 및 지화학분석과 연계하여 

수문을 통한 빙저수문 유출량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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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5.3. 국내외 협력연구방안
- (UTIG) Ice Radar 자료 획득 및 수문계측망 분석 협력 연구
- (캐나다 Waterloo, 프랑스 IGE) 관측 자료 연계 Thwaites 빙저수문 모델 구축

C1.6. 연구의 기대효과
- 접근이 힘들었던 서남극 지역 현장 관측을 통해 관측기반의 수문흐름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Thwaites 수문망을 기반으로 하여 빙상(GPS,항공탐사), 지반선(열수시추, 지화학분석), 
빙붕(ApRES) 등 의 연계 연구를 통하여 하나의 수문망 규명을 위한 다학제 협력 연구를 
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됨

- 단일시간 snapshot형식의 경계조건이 아닌 수문 관측기반의 다양한 하부 경계조건 및 
미끄러짐 기작(sliding law)을 제안. 시공간적 경계면 조건 변화 자료을 이용하여 해수면 
변동예측 모델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경계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를 
통하여 향상된 빙상-해수면 예측 모델에 경계조건 시나리오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C2. 과학적 질문
- 빙상 하부 수문의 기원 및 흐름 형태를 규명 할 수 있는가?

C2.1. 연구목표
- 융빙수 기원지 규명을 위해 빙하 최상부와 대기와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융빙수의 기원지 
규명을 통해 융빙수가 빙하 하부를 이동하는 과정을 화학조성을 통해 추적할 수 있다.

C2.2 핵심연구주제
- (빙하 상부 경계조건 분석) 빙하 최상부에서의 대기와의 상호작용을 측정 및 재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융빙수의 생성가능성 타진. 빙하 상부에서의 융빙수 및 얼음시료 채취

- (융빙수의 화학조성 분석을 통한 수문흐름 해석) 빙저 또는 빙붕하부 융빙수를 채취하고 
화학성분과 동위원소 조성 결정

- (융빙수 조성 분리를 통한 기원 해석) 융빙수의 기원별 성분을 분리하여 빙하상부 및 빙하
하부의 혼합과정 해석

C2.3. 개요
C2.3.1. 해당연구의 필요성
- 빙하거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빙저에 존재하는 융빙수가 어떻게 생성되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
- 내륙의 빙하하부에서의 유출수의 존재, 빙붕 하부의 용융 및 해수의 혼합 등이 빙붕의 
지지형태 및 빙붕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빙붕붕괴가 어느 시점에 일어나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간접인자가 될 수 있음

- 향후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융빙수가 어떻게, 얼마나 빙하 상부에서 발생하여 
빙하를 통과하여 해양까지 이동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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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3.2. 해당연구의 시급성
- 빙하 하부 융빙수는 해양으로 이동하여 해수면을 변동시키며 또한 빙상의 움직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함, 하부 융빙수의 조성을 분석함으로서 얼마나 지반선 지역의 수문시스템을 
해석 가능, 현재 Thwaites 지역은 대기의 급격한 온도 상승 및 빙붕 하부의 고온심층수의 
영향을 동시에 받고 있으므로 다양한 기원의 용융수들이 혼합으로 빙권 안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시료채취를 통한 융빙수 기원 및 수문망 규명 가능성이 있음

C2.3.3. 최종목표와의 연계성
- 해양분과의 CDW로 인한 융빙수 총량 산출과 관련하여 지화학조성 및 동위원소 분석 자료는 
융빙의 기원에 대해서 신뢰도 있는 검증 자료 제시가 가능

- 향후 수문 모델의 유출수, 빙붕하부 용융, 해수 혼합 등과 관련하여 검증 및 보조자료 
제시가 가능

- 항공물리탐사 자료를 통한 수문망 형태 해석과 연계하여 지화학 자료의 진화 양상과 비교함으로써 
상호 검증 및 보완 가능

- 해수면 변동 예측 모델에 직접적인 인자를 제공해주기 보다는 해수면 변동에 영향을 주는 
융빙수의 생성과정을 이해함으로서 해수면 변동 예측을 정밀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C2.4. 국내외 동향분석 및 시사점
C2.4.1 국내외 동향분석

[그림 C2.1] 해수와 빙하와의 동위원소 변동에 대한 모식도

- 빙하 하부의 물의 이동시 물리적 성질을 이해하려는 추적자 시험 등이 이루어 지고 있음, 
융빙수의 흐름 경로(지표에서 생성된 융빙수 및, 내부에서 생성되어 흐르는 융빙수)에 
따라 채수된 융빙수의 화학적 조성이 다를 수 있음

- 이러한 빙하 하부의 물의 이동시 물리적 성질을 이해하려는 추적자 시험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Werder et al., 2009, Journal of Glaciology). 얼음 속만 통과한 융빙수와 얼음하부의 
지표를 지나 온 융빙수의 경우 화학적 조성이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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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C2.2] 추적자 실험 실시 이후 추적자의 농도분포(Werder et al., 2009, Journal of Glaciology)

[그림 C2.3] 주요이온을 이용하여 풍화양상을 표시, 지표면의 암석에 따라 그림상에 표시

된 기울기가 달라짐

- 빙하의 용융이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증가하여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빙하에서부터 의 
용질(solute)의 양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Yde et al., 2014, Journal of 
Hydrology). 융빙수의 증가로 얼음과 지표면의 상호작용이 증가하여 풍화가 더 빨리 진행되게 
되어 용질이 해양으로 배출될 수 있음. 노블가스를 이용하여 융빙수의 기원 또한 밝힌 
연구도 보고 되어 있음(Niu et al., 2015, Geophysical Research Letters). Greedland 
지역의 융빙수 일부를 대상으로 420년 이하임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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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4.2 문제점 및 시사점
- 빙하 하부의 물의 화학적 특징은 일부 보고 되어 있으며, 빙하 절단면 등에서의 화학적 

조성은 일부 보고 되어 있으나 남극의 경우 빙권의 두께가 두껍고 접근이 어려운 특성상 
빙하하부의 물을 직접 채취하여 분석한 경우는 매우 제한됨, 따라서, 본 연구에서 열수
시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물을 샘플링하여 해석할 경우 수문 해석에 새로운 결과물 제시 가능

C2.5. 연구추진방안
C2.5.1. 연차별 로드맵
C2.5.1.1 연구문제 해결 로드맵

C2.5.1.2 기술로드맵

연차 1 2 3 4 5 6  종합
융빙수 
기원지 
규명

해빙 하부 해수 및 융빙수와 
혼합된 해수 채취

빙하 하부 융빙수 채취 및 추적자 
실험

- 해빙 및 
빙하하부의 융빙수 
채취 및 동위원소 

분석법 개발
융빙수 

이동과정 

이해

전통적 동위원소(산소, 수소, 
황등)과 비전통 동위원소(리튬, 
마그네슘, 칼슘등) 분석법 개발

분석된 동위원소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개념모델 정립

C2.5.2. 현장탐사계획

연차 1 2 3 4 5 6  종합
융빙수 
기원지 
분석 및 
이동과정 

이해

Thwaites 해안 지역 답사 및 
시료채취

Thwaites 내륙 지역 답사 및 
시료채취

- Thwaites 
중심으로 물순환을 

설명할 수 있는 
시료채취

연차 1 2 3 4 5 6  종합
과학적질문 - (C2) 빙상 하부 수문의 기원 및 흐름 형태를 규명 할 수 있는가? - 빙하 상부에서 

대기와 빙하의 
상호작용 관측

- 빙하 상부 및 빙하 
하부의 융빙수의 
화학적 조성 결정
- 화학적조성을 

이용한 융빙수 
이동에 대한 

개념모델 정립

융빙수 
기원지 
규명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단성분의 
화학조성 규명

내륙에서의 융빙수의 화학조성 
규명

융빙수 

이동과정 

이해

1. 빙하 상부에서 장기적인 기상관
측 및 모델 재분석 자료를 통한 
융빙수 생성과정 이해

2. 빙하하부에서 생성되는 융빙수
의 기작 이해

3. 생성된 융빙수의 이동과정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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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SE D) 정밀 관측자료를 활용한 빙상동역학모델 기반 해수면 상승 예측성 
향상 연구  

(분과 가설) Thwaites 빙하 지역 빙붕 및 빙상 붕괴가 서남극 빙권 변화를 가속화시키며, 
이는 전지구 해수면 상승을 야기하는 티핑포인트(tipping point)로  작용할 수 있다.

D1. 과학적 질문
- 남극 빙상 용융의 가속화로 인한 빙권 변화의 티핑 포인트는 언제인가?

D1.1. 연구목표
- 현장 정밀 관측 자료를 활용한 빙상동역학모델 시스템 개선 및 고기후 시뮬레이션 기반 

[그림 C2.4] 현장탐사계획 모식도

C2.5.3. 국내외 협력연구방안
- (기과연, 지자연, 전북대) 물샘플 시료 분석 지원 및 공동 자료 해석

C2.6. 연구의 기대효과
- 빙저 수문의 기원을 밝힘으로서 빙상하부의 경계조건의 형태를 간접적으로 추정함으로써 
경계조건 설정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해석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환남극 심층수로 인한 빙붕용융량 산정과 연계하여, 지화학 분석을 통해서 상호보완 및 
검증자료를 제공하여 빙붕하부 경계조건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해석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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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극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급격한 빙상·빙붕 붕괴 기작을 규명하고, 비가역적 빙상·
빙붕 용융에 기인한 전지구 해수면 상승의 예측 정확도를 높인다.

D1.2 핵심연구주제
- (빙상동역학모델 시스템 개선) 기존 빙상동역학 모델의 문제점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관측요소를 파악하고, 정밀 관측 자료를 활용한 빙상동역학 모델의 빙상 거동 기작 개선 
및 초기조건 현실화

- (고수온 프록시 개발 및 고기후 모델 시뮬레이션) 현장관측 기반 Thwaites 빙하 주변해역 
수온복원 가능한 프록시 개발 및 고기후 모델 시뮬레이션으로 Thwaites 빙하의 빙상·빙붕 
붕괴 및 용융 기작 재현 및 원인규명

- (기후변화 시나리오 선정 및 빙권 예측) 기후변화 시나리오 채택 후 빙상동역학모델 강제력으로 
변환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남극 빙상·빙붕 용융 예측실험 수행

D1.3. 개요
D1.3.1. 해당연구의 필요성
- (정밀 관측 기반 현장자료 활용을 통한 모델의 불확실성 최소화 필요) 현재 빙상동역학
모델은 최근 빙상 크기의 급격한 감소 및 속도 변화를 재현하지 못하는 기술수준이며, 
특히 남극의 경우 관측자료 부족이 모델 개발 저해 요인으로 미래 해수면 상승 예측 불확실성의 
주원인으로 여겨짐

- (향후 수십년 내에 빙상 질량손실이 빠르게 예상되는 지역 집중관측 자료를 활용한 빙상
동역학 모델 성능 향상) 변화가 극심한 서남극 Thwaites 지점 빙상·빙붕에서 집중관측을 
수행하여 수치모델 검증 및 개선의 기반이 되는 핵심자료를 확보하고 빙상동역학모델 
성능 향상 가능

- (개선된 모델을 통한 빙권 거동 및 해수면 상승 예측) 빙상동역학모델 성능 제고를 통해 
남극 빙상 용융에 의한 보다 현실적인 빙권 환경 변화 및 미래 전지구 해수면 상승 예측 
실험 수행 필요. 개선된 모델을 활용하여 서남극 지역 급격한 빙상·빙붕 용융이 전지구 
해수면 상승으로 연결되는 남극 빙권의 비가역적 변화를 언제 어떻게 야기할 것인지 예측 필요

D1.3.2. 해당연구의 시급성
- 지구 온난화 영향 하에서 남극 지역의 빙상붕괴는 그 규모와 질량을 고려하였을 때 급격한 
전지구 해수면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임

- 최신 관측 및 모델 실험 기반으로 서남극 Thwaites 빙하 지역의 빙상붕괴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미 티핑포인트를 지났을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음 (Favier et 
al. 2014; Joughin et al.  2014; Rignot et al. 2014; Paolo et al. 2015; Feldmann 
and Levermann 2015; DeConto and Pollard 2016)

- Thwaites 빙하의 완전 붕괴는 전지구 해수면을 약 60 cm 상승시킬 수 있으며, 서남극 
지역 빙하의 연쇄적 붕괴를 야기하여 추가적으로 3~4 m 전지구 해수면 상승이 도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 따라서 현장 정밀 관측과 신뢰도 높은 모델 적용 등 보다 정확한 과학적 자료에 근거한 
Thwaites 빙하 안정도 평가 및 빙상·빙붕 용융 예측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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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3.3. 최종목표와의 연계성
- 빙하 질량 변동을 예측하는 빙상동역학 모델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은 해수면 변동 예측 
정확성 제고의 핵심 요소 

- 따라서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측 기반 물리기작 이해 증진 및 경계조건 정밀화에 
기인하여 종합적으로 빙상동역학 모델 시스템이 빙권에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을 보다 
현실적으로 구현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핵심 연구임

D1.4. 국내외 동향분석 및 시사점
D1.4.1 국내외 동향분석
- IPCC AR4 보고서(2007)에서 당시의 빙상동역학 모델이 빙하의 최근 급격한 질량·속도 
변화의 정확한 재현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 해수면 상승 예측에서 기여도를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빙상모델이 미래 해수면 상승 예측 불확실성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

[그림 D1.1] 8개 서로 다른 미래기후 시나리오로 강제된 6개 빙상동역학 모델 평균의 

200~500년 후 남극 빙상 용융 예측 결과 (Nowiki et al. 2013)

- 이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SeaRISE(Sea-level Response to Ice Sheet Evolution), 
ice2sea, COMBINE(Comprehensive Modelling of the Earth System for Better 
Climate Prediction and Projection) 등의 국제공동연구를 통하여 동역학빙상모델을 
이용한 그린랜드와 남극 빙하 용융 및 미래 해수면 변화 예측 실험이 체계적으로 수행됨

- 이러한 노력들이 ISMIP6(Ice Sheet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for CMIP6)로 수렴되면서 
동역학빙상모델뿐 아니라 동역학빙상모델-지구시스템모델 접합시스템을 이용한 그린랜드와 
남극 빙하 용융 및 미래 해수면 변화 예측 실험이 계획되어 2022년 출간될 IPCC AR6 
보고서를 위한 CMIP6(Climate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6)의 구성요소로 채택되었음

- WCRP(World Climate Research Program)에서 얼응 용융의 전지구적 영향(Melting 
Ice and Global Consequences) 및 지역 해수면 변동이 해안지역에 미치는 영향
(Regional Sea-Level Change and Coastal Impacts)을 다가오는 10년 동안 해결해야 
할 주요 연구 과제로 선정하였으며, IPCC에서는 해양 및 빙권 특별보고서(SPOCC, 
Special Report on the Ocean and Cryosphere in a Changing Climate)를 2019년 
발간할 예정

3.2 중점 연구분야 도출

94



[그림 D1.2] CMIP6 구성요소 및 일정

- 최근 서남극 지역 해양빙상 붕괴가 주요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빙하의 장기적 지표질량 
변화뿐만 아니라 빙상-해양 경계에서 발생하는 물리 과정들에 중점을 두는 
MISMIP+(Marine Ice Sheet MIP third phase ), MISOMIP(Marine Ice Sheet –Ocean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 등의 빙상동역학 모델링 국제공동연구가 진행 중
- 미국 NASA(우주항공국)은 향후 100~200년 전지구 해수면 상승 예측성 향상을 위한 빙상
동역학 수치모델 및 빙상-해양 접합모델 개발 및 개선 연구를 수행지원하고 있음, 국가적인 
지원 하에서 CISM(Community Ice Sheet Model), ISSM(Ice Sheet System Model), 
PISM(Parallel Ice Sheet Model) 등 다수의 빙상동역학 모델이 개발되었으며 빙상-해양, 
빙상-기후 접합모델로 확대 개발 중

- 그러나 국내에서는 빙상동역학 모델링 개발 연구 및 빙상동역학 모델을 이용하여 수행된 
빙상용융에 따른 해수면 변동 예측연구는 수행되지 않았음

- 과거 온난했던 기간 동안 서남극 빙상이 질량을 잃고 감소하면서 해수면 상승에 기여한 
기작을 규명함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에 의한 빙붕의 급격한 붕괴의 원인을 
밝히 수 있음, 특히 과거의 기록을 통해 서남극 빙상과 빙붕이 기후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예측하는 데 필요한 프로세스를 이용한 정확한 모델을 제시 할 수 있음. 따라서 서남극해에서 
과거 빙상 붕괴 기작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고기후 및 정확한 고수온 복원에 필요한 분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Kim et al., 2010, 2012) 정확히 복원된 고수온 기록들은 남극 
빙상시스템 거동에 관한 미래예측성 검증 모델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 지구의 장기 변동성 맥락에서 지구 온난화 영향 하의 해수면 변동을 이해하기 위한 고기후 
시뮬레이션 연구는 지구시스템 모델을 이용하여 수행되어져 왔으며, 과거 자료에 기반한 
고기후 재현 실험을 통하여 과거 남극 빙상·빙붕 용융에 의한 급격한 전지구 해수면 상승이 
있었다는 연구가 발표되었음 (Weaver et al. 2003; Fogwill et al. 2017)

D1.4.2 문제점 및 시사점
- 빙상 붕괴로 인한 해수면 상승 및 전지구에 미치는 영향의 정량적 예측·전망은 매우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극지역 관측자료 부족으로 인하여 복잡한 빙상역학 및 관련된 물리 
기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빙상동역학 모델과 지구시스템 모델 개발활동 간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대기·해양 강제력과 빙하·빙상의 상호작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빙상동역학 모델링의 기술 수준은 뒤쳐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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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D1.3] 해양빙상의 주요 물리과정 (Scambos et al. 2017)

[그림 D1.4] 해양빙상 및 해양빙벽 불안정 붕괴 모식도 (DeConto and Pollard, 2016)

- 특히 해양빙상에서 주요한 지반선 움직임·흐름, 빙붕 분리(calving), 수압파쇄
(hydrofracturing), 빙벽 불안정(ice cliff instability), 기저마찰(basal friction), 빙저수
(subglacial water) 등 복잡한 물리 과정을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빙상동역학 모델의 
개선이 시급함

- 국내에서는 극지 빙상 및 해수면 변동 예측기술 개발 인력 부족으로 독자적인 예측 모델 
개발이 불가능하며, 빙상동역학 모델 또는 기후모델-빙상동역학 접합모델을 이용하여 수행된 
빙상용융에 따른 해수면 변동 예측연구는 전무함

- 국내에서 유기분자생체지표 분석을 이용한 극지 해역 고수온 복원에 관한 연구는 초보 
수준임

- 따라서 미래 해수면 상승 예측 불확실성 저감을 위하여 과거 빙상의 급격한 크기 및 속도 
변화를 재현하고 미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도록 빙상동역학 모델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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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D1.5] 빙상동역학 모델 시스템 모식도 및 활용되는 관측 요소들

D1.5. 연구추진방안
D1.5.1. 연차별 로드맵
D1.5.1.1 연구문제 해결 로드맵

연차 1 2 3 4 5 6  종합
과학적질문

- (D1) 남극 빙상 유용의 가속화로 인한 빙권 변화의 티핑 포인트는 
언제인가?

- 빙상동역학 모델 
물리과정 및 
초기·경계조건 
개선을 통해 
빙상동역학 모델 
시스템 개선

- 현장 관측 기반 
고수온 복원 
프록시 개발 및 
고기후 모델 
시뮬레이션 분석

- 기후변화 시나리오 
선정 및 미래 빙권 
예측 및 분석

빙상동역학
모델 

시스템 
개선

모델 
구축 및 
안정화

모델 성능검증 및 
개선

모델 
시스템 
고도화

결과분석 환류 기반 
모델 추가 개선

기저 마찰 법칙 
수학적 개선 및 카빙 
물리과정 모수화 개선

지반선 및 빙붕하부 
용융 물리과정 모수화 

개선 

수압파쇄 및 
빙벽불안정 물리과정 

모수화 개선
초기조건 및 경계조건 

업데이트
초기조건 및 경계조건 

최적화
초기조건 및 경계조건 

추가 개선

고수온 
프록시 
개발 및 
고기후 
모델 

시뮬레이션

고수온 프록시 분석 
시스템 구축 및 

개발·검증

홀로세 
고수온 

정밀복원

빙붕 붕괴 패턴 파악 
및 원인규명

복원자료
-모델 
비교 

고기후 
모델 

구축 및 
안정화

고기후 모델 
시뮬레이션 및 분석

관측 
기반 

경계조건 
업데이트

미래예측 
실험에 
환류

고기후 
모델 

시뮬레이
션 

시스템 
최적화

기후변화 
시나리오 
선정 및 

빙권 예측

기후변화 
시나리오 
선정 및 

변환

미래 예측실험 수행 
및 결과 분석

시나리오 업데이트 및 
미래 예측실험 
수행·결과 분석

실험 
결과 

종합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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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5.1.2 기술로드맵

연차 1 2 3 4 5 6  종합
빙상동역학

모델 
시스템 
개선

민감도 실험 수행 및 분석 기술 빙상동역학 모델 개선 적용 기술

- 빙상동역학 모델 
시스템 기반 미래 
빙권 변화 예측 
기술

고수온 
프록시 
개발 및 
고기후 
모델 

시뮬레이션

유기지화학적 고수온 프록시 분석 기술
복원자료-모델 비교 

분석 기술

장기적분 실험 수행 기술 모델 개선 적용 기술

기후변화 
시나리오 
선정 및 

빙권 예측

기후변화 시나리오 모델 
강제력으로 변환 기술

예측결과 통계적 분석 및 가시화 
기술

D1.5.2. 현장탐사계획

연차 1 2 3 4 5 6  종합

고수온 

프록시 

개발 및 

고기후 

시뮬레이션

수층 
시료 및 
퇴적물 
코어 
획득

수층 
시료 및 
퇴적물 
코어 
획득

수층 
시료 및 
퇴적물 
코어 
획득

-

D1.5.3. 국내외 협력연구방안
- (NASA JPL) 남극 관측자료 공유 및 ISSM 모델 관련 기술 자문
- (미국 UAF, 독일 PIK) PISM, PISM-PIK 모델 관련 기술 자문
- (영국 BAS, 독일 AWI) 퇴적코어 층서 및 연대모델 확립 공동 연구
- 해외 빙상동역학 모델링 전문가들과의 상호방문 및 공동워크숍 등 연구교류 기회 창출을 

통하여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련 최신정보 습득 및 전문인력 개발을 위한 교육기회로 
적극 활용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국내 빙상동역학 모델링 인력 양성 도모

- 수리·지구과학 분야 연구자들과의 공동연구 추진을 통하여 국내 빙상동역학 모델링 저변 
확대 및 후학 양성

D1.6. 연구의 기대효과
- 빙상용융이 가속화하고 있는 서남극 해양빙상 지역 중심의 최신 관측 기반 빙상동역학 

모델 개선을 통하여 남극 대륙 및 전지구 기후 예측모델 정확도 향상에 기여
- 서남극해에서 과거 수온 복원을 위한 선진국형의 기본 분석시스템 구축 
- 선진국 수준의 기후·환경변화 정밀 복원기술 확립
- 서남극해에서 데이터-기후모델 비교 연구를 위한 고수온 복원 자료 확보

3.2 중점 연구분야 도출

98



- 고기후 모델 시뮬레이션 기반 남극 빙상의 장기적 시공간적 변화 재현 및 변화 기작 이해를 
통하여 모델을 이용한 미래 예측 결과의 개연성 제고

- 다면적 현장 관측 및 첨단의 빙상동역학 모델 시스템 개발을 통하여 활용 가능한 해수면 
상승 예측 체계 구축

D2. 과학적 질문 
- Thwaites 빙하 붕괴가 얼마나 전지구 해수면 상승에 기여할 것인가?

D2.1. 연구목표
- 보다 체계적인 빙권-해수면 변동 상관관계 도출 및 과학적 신뢰도 평가를 기반으로 다양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산출되는 서남극 Thwaites 빙하 붕괴에 의한 미래 해수면 상승 예측의 
불확실성을 완화한다.

D2.2. 핵심연구주제
- (빙권-해수면 변동 상관관계 및 신뢰도 기준 제시) 빙상 질량 변화와 해수면 상승과의 

상관관계 수식화 및 빙상동역학 모델 결과 신뢰도 평가 기준 제시
-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남극의 전지구 해수면 상승 기여도 산출) 불확실성이 저감된 기후

변화 시나리오별 남극 빙상·빙붕 용융의 전지구 해수면 상승 기여도 산출 및 다른 모델 
결과와 비교검증

- (서남극 빙상·빙붕 용융의 전지구적 영향 연구) 관측자료 통계적 분석 및 모델 실험을 
통하여 서남극 빙상·빙붕 용융이 한반도 및 전지구 기후에 미치는 영향 분석

D2.3. 개요
D2.3.1. 해당연구의 필요성
- (보다 정확한 남극 빙상·빙붕 용융에 의한 전지구 해수면 상승치 제시) 빙상·빙붕 용융에 
의한 빙권 질량 변화가 해수면 상승값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수리·물리적 법칙 기반으로 
수식화하고 상관관계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적용

- (모델 실험결과 산출된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남극의 전지구 해수면 상승 기여도에 대한 
정확도와 신뢰도 평가 필요) 해수면 상승 예측치가 이에 기인한 각종 재해 대응 정책 수립의 
과학적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정확도와 신뢰도가 담보되어야 함. 따라서 통계적 기법에 
근거한 전지구 해수면 상승 예측의 정확도 제고 및 신뢰도 제시를 통하여 불확실성 완화

- (남극 변화에 기인한 한반도 및 전지구 기후 변화 기작에 대한 이해 증진 필요) 빙상·빙붕 
용융 등 남극 변화가 야기하는 전지구·지역 해수면 상승 및 기후 변화를 탐지 및 귀속시킴으로써 
빙권 변화에 기인한 미래 기후변화 기작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예측성 향상 도모

D2.3.2. 해당연구의 시급성
- 지구 온난화 영향 하에서 남극 지역의 빙상붕괴는 그 질량을 고려하였을 때 급격한 전지구 
해수면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로서, 특히 갑작스러운 빙하붕괴가 예측되는 
서남극 Thwaites 지역에서는 극지 연구 선진국 중심의 해수면 상승에 초점을 맞춘 다수의 
관측 및 모델링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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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역에 초점을 맞춘 모델 예측 상호비교연구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다양한 
최신 빙상동역학 모델 예측값이 비교·검증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국제 공동연구를 통하여 
세계적 수준의 성과물 산출 가능

D2.3.3. 최종목표와의 연계성
- 해수면 변동 예측 시스템 구축 및 해수면 변동 예측 정확성 제고가 본 연구의 최종 목표
- 본 연구를 통하여 개선된 빙상동역학 모델 시스템 기반 타당성 있는 서남극 Thwaites 
지역 빙하 붕괴에 기인한 해수면 상승 예측값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D2.4. 국내외 동향분석 및 시사점
D2.4.1 국내외 동향분석
- 남극 빙권의 질량·부피 변화와 해수면 상승의 상관관계는 관측 기반 수리·물리 방정식으로 
정리되는 중으며 빙하·빙상·해빙 등 특성에 따라 다르게 구현될 수 있음 (Noerdlinger 
and Brower, 2007; Jenkins and Holland, 2007; Levermann and Winkelmann, 2016)

- 이를 기반으로 미래 해수면 변동은 수치 모델링 (Ren et al. 2013) 또는 반경험적
(semi-empirical) 모델 (Rahmstorf, 2007, 2010) 등으로 예측될 수 있으며 IPCC 보고서에 
종합적으로 기록됨, 그러나 2100년까지 53.5~91.4 cm 해수면 상승 예측값을 산출한 가장 
최근의 IPCC AR5 보고서 (2013)에서는 남극 빙하·빙상 용융으로부터 기인한 해수면 변동값은 
포함되지 않았음

[그림 D2.1] IPCC 보고서별 채택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해수면 상승 폭 (좌) 및 

IPCC AR 5 결과에 남극 융빙 가능성을 반영한 해수면 상승 폭 (Nauel et al. 2017) (우)

- 빙상동역학 모델 결과의 신뢰도는 평가 및 불확실성 측량·평가는 다양한 통계적 기법들을 
적용하여 개발되어 왔으며 (MacAyel, 1993; Lin et al., 2012), 여러 모델을 동일한 실
험 조건에서 적분하는 상호비교연구도 빙상동역학 모델의 다양한 특성 평가를 위하여 
다수 계획되어 활용되어 왔음 (Huybrechts and Payne, 1996; Payne et al. 2000; 
Bindschadler et al. 2013; Parizek et al. 2013; Eyring et al. 2016)

- 열대와 중위도의 대기·해양 강제력이 전지구적 규모의 대기·해양 순환 변동을 야기하여 
남극 빙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꾸준히 발표되었으며 (Yuan and Martinson, 
2000; Meehl et al. 2016), 최근에는 남극 빙권의 변화가 전지구 해수면 변동 뿐만 아니라 
대기-해양 상호과정을 통하여 원격상관으로 지역 기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가 
발표되었음 (Turney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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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D2.2] 남극 변화의 전지구적 원격상관관계 분석 (T urney et al. 2017)

D2.4.2 문제점 및 시사점
- 보다 정교한 해수면 변동 예측값 산출을 위해서는 빙상동역학 모델 결과로 산출되는 남극 
빙권의 질량·부피 변화를 해수면 변동값으로 치환하는 기법을 확인하고 교정하는 과정 필요

- 모델 구현 과정에서 단계마다 통계적 기법 기반으로 관측값과의 비교를 통하여 모델 정
확성을 확인하고, 미래 예측결과 산출 후에는 다른 모델들과의 비교검증을 통하여 신뢰도 
평가를 수행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타당한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따라서 다양한 모델 상호
비교연구에서 산출된 최신 모델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음

[그림 D2.3] 다양한 외부강제력에 대한 그린랜드 및 남극 유용에 따른 해수면 상승치 모델 

상호비교 연구 결과 (Bindschadler et al. 2013)

- 최근 들어 남극 빙권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남에 따라 남극지역 변동성을 열대 및 중위도 
대기·해양 강제력에 반응하는 결과로서 해석하는 기존 연구에서 나아가 남극 빙권의 변동성이 
야기하는 전지구적·지역적 기후 변화 기작을 이해하고 결과를 해석하는 연구가 필요함

D2.5. 연구추진방안
D2.5.1. 연차별 로드맵
D2.5.1.1 연구문제 해결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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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5.1.2 기술로드맵

D2.5.2. 현장탐사계획
- 해당사항 없음
D2.5.3. 국내외 협력연구방안
- ISMIP6, MISMIP+, MISOMIP 등 국제 상호비교연구 프로젝트 자료를 수집·활용하고 관련 

워크숍 및 학회 참석을 통하여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선진기관의 기술 노하우 입수 및 
취약한 기술부문 강화와 기술력을 확보

연차 1 2 3 4 5 6 종합
과학적질문

- (D2) Thwaites 빙하 붕괴가 얼마나 전지구 해수면 상승에 기여할 
것인가? - 빙상 질량 변화와 

해수면 상승과의 
상관관계 수식화

- 빙상동역학 모델 
결과 신뢰도 평가 
기준 제시

-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남극 
빙상·빙붕 용융의 
전지구 해수면 
상승 기여도 산출

- 다른 모델 결과와 
비교검증

- 서남극 빙상·빙붕 
용융이 한반도 및 
전지구 기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빙권-해수면 
변동 

상관관계 및 
신뢰도 기준 

제시

빙상 질량 변화와 
해수면 상승 관계 

수식화

도출된 수식을 
관측값과 비교검증

모델 예측값에 적용

도입 가능한 신뢰도 
평가기법 분석 및 

개발

신뢰도 평가 시험적용 
및 개선

모델 결과 신뢰도 
평가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남극의 
전지구 

해수면 상승 
기여도 산출

빙상동역학 다모델 
상호비교연구 자료 

확보 및 분석

시나리오별 
빙상동역학 다모델 
해수면 상승 예측 

결과 비교분석

시나리오별 전지구 
해수면 상승 기여도 

산출 및 신뢰도 
제시

서남극 
빙상·빙붕 

용융의 
전지구적 
영향 연구

관측자료 
및 모델 
예측자료 

확보

빙권변화의 전지구적 
영향 통계적 분석

빙권변화의 전지구적 
영향 모델 결과 분석 
및 한반도 영향 분석

영향 
분석결
과 종합

연차 1 2 3 4 5 6 종합
빙권-해수면 

변동 
상관관계 및 
신뢰도 기준 

제시

수리과학적 분석 기술
관측자료 통계적 분석 

기술
모델자료 통계적 분석 

기술

- 빙상동역학 모델 
결과의 과학적 
분석 기술

- 대기·해양 
접합시스템 기작 
분석 기술

통계적 기법 응용 
기술

관측 및 모델자료 통계적 분석 기술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남극의 
전지구 

해수면 상승 
기여도 산출

관측 및 모델자료 
통계적 처리 기술

관측 및 모델자료 통계적 분석 및 가시화 기술

서남극 
빙상·빙붕 

용융의 
전지구적 
영향 연구

다양한 관측·모델자료 및 
전지구·지역 자료 처리 및 가시화 

기술

대기·해양 접합시스템 기작 분석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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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적 질문 해결 로드맵 평가

◯ 제시된 질문 및 본 과제 최종목적,  실현 가능성 등과의 상관성 평가

- 해당 8가지 과학적 질문 모두 본 최종 목표 개발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이며 

빙권-해수면 변동 예측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적인 연구 개발 요소임

- 하지만 본 연구기획과제의 특성상 주요 경계조건 도출 및 새로운 물리

기작을 발견하여 빙상동역학기반의 해수면 변동예측기술을 높이는 것임을 

감안하여야 함

- 또한 연구인력,  연구인프라, 현장탐사가능성, 연구의 예상 핵심 결과물 

등을 고려하여 연구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중점 추진연구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위의 상황을 고려하여 각 분과별로 해결해야할 8개 질문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음

우선순위 평가요소  질문별 우선순위 평가

 R & D 과제로서의 

시급성

- A1. 환남극 심층수가 TG 하부 융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알려진 현시점에서 환남극 심층수에 의한 융빙수 총량 산정 매우 시급

- A2. 융빙수가 주변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는 TG의 

붕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현 기획과제의 시급성 정도는 낮음

- B1. 서남극 빙권 질량 손실이 남극의 매우 높은 부분을 차지하여 

해수면 변동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므로 현시점에서 이를 

정확하게 산출해야 함, 질량수지의 정확한 분석이 매우 중요

- B2. 서남극 빙하 손실이 단순히 전 지구면을 선형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장기적인 해수면 변동성 및 전 지구적 해수면 

상승분포를 예측하기 위해 중요한 연구임

- C1. TG 빙상 가속화가 일어나는 원인 규명을 위해 현시점에서 

수문의 관측을 통해 상광관계 규명 가능

<표 13> 질문별 우선순위 평가

- 후속 국제 공동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최신 기술 및 정보를 공유하며 나아가 
극지연구 선진국 이미지 제고

- 본 연구과제의 성공적 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수학·수리과학·지질학·대기과학·해양학 등 
다양한 분야 국내 전문가들과 연계하여 필요한 기술을 효과적으로 흡수함으로써 연구 
효율성 제고 및 기술개발 촉진

D2.6. 연구의 기대효과
- 불확실성이 저감된 미래 전지구 해수면 변동 예측 결과 산출을 통하여 IPCC 보고서 인용이 
가능한 수준의 우수한 연구 성과 산출

- 빙상 기작 및 빙상 용융이 전지구·지역 기후 변화에 작용하는 역할에 대한 이해도 증진
- 신뢰도가 높은 빙상-해수면 변동 예측기술을 통해 해수면 상승에 기인한 각종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 과학적 근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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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 지화학적 접근법은 다른 물리, 해양자료와 융합하여 다학제 

연구 자료로 활용 가능하여 함께 관측하면 우수한 연구 결과 창출에 도움

- D1, D2 관측 기반의 TG 빙상붕괴 예측과 전지구 해수면 상승에 

대한 기여 연구는 본 기획과제의 핵심적인 연구로서 시급성이 매우 높음

최종목표와의 연계성

- A1. 심층수 유입으로 인한 융빙수 총량을 계산하는 것은 빙붕

하부 붕괴조건의 경계조건을 제시하는 것으로 최종목표의 물리

기작, 경계면 조건 제공의 밀접한 연관성 있음

- A2. 융빙수의 주변해역 확산은 해수면 상승의 지역적 분호와 

연관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경계면 및 물리현상 산출과는 

연계성이 낮은 편임

- B1. 질량수지의 정확한 분석은 예측모델의 초기조건 자료로서 

매우 중요하므로 해수면 예측정확도 향상 목표와 매우 밀접

- B2. 질량손실에 따른 해수면 지역적 해수면 상승분포를 PGR 

모델 및 해수면 방정식을 이용하여 도출하는 것으로 빙상 붕괴에 

의한 지역적 해수면 상승 분포 규명 가능

- C1.수문 변화 및 빙상하부 경계조건 정밀화는 빙상동역학 모델 

시공간적 경계조건 제시를 통하여 모델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연구임

- C2. 지화학 접근을 통한 물의 기원 및 흐름의 규명이라는 점은 

간접적으로 해수면 변동에 영향을 지시해 줄 수 있으나 직접적인 

예측치나 경계조건을 제시해주지는 않음

- D1. 현재의 서남극 탐사자료 및 고기후 복원자료를 모델에 

반영하여 빙상 붕괴 및 해수면 변동을 예측하는 연구로 본 

과제의 목표와 매우 밀접 

- D2. 현재 예측된 모델에 대한 신뢰성 및 발전정도를 제시해줄 

수 있는 과학적 질문으로서 본 연구개발 과제와 매우 밀접

예산 현실성

- A1. 쇄빙선 연구시간 확보 및 주변 해역 관측을 위한 계류장비에 

주로 소모, AUV를 통한 관측 수행시 예산 비중 높을 수 있음

- A2. 주변해역 까지 탐사하기 위한 항차시간 소모 증가, 해당

시간에 주변해역을 집중관측하는 것이 현 과제의 목적으로는 적합

- B1. GPS.ApRES, 지진계, 항공탐사 장비 등의 활용 비율이 높으나 

해당 연구의 핵심 사업으로 필수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장비임

- B2. PGR 모델 검증을 위한 해저면 압력계 등이 장비비용으로 

소모, 예산 대비 우수성과 창출 예상

- C1. GPS, 항공탐사 등 장비인프라에 비용소모, 수문흐름기작

규명을 위한 실험구축 등으로 추가 비용 소모될 수 있음

- C2. 빙붕 주변해수 지화학 샘플링 및 분석의 경우보다 열수

시추를 통한 추적자 실험 및 수문망 규명 연구를 수행할 시 

목표달성이 불확실성 및 비용소모 증가

- D1, D2, 계산 자원 및 인력 양성에 비용소모, 고기후 연구를 

통한 과거 재현을 통한 모델 구축 측면에서 실험실 구축 및 

분석 비용 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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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탐사 난이도

- A1. CDW 유입경로에 CTD, 계류장비 설치 등에 의한 관측자료 

획득은 비교적 수월하다고 예측됨, 하지만 빙붕 근처 접근 시 

해빙시기 등을 고려하여 접근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A2. 연안지역이 아닌 쪽은 해빙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으므로 

불확실성이 낮음

- B1. 인공위성활용기술, 항공탐사기술, 빙붕용융량 산출 기술 

등 전체적인 질량 수지를 융복합적으로 예측함, 대부분의 탐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국제협력으로 진행이 가능

- B2. PGR 모델 개선 및 관측 자료를 활용하는 연구는 세계수준에 

근접해 있음

- C1. 수문망 관측 분야에서 GPS, 항공탐사 인공위성을 이용한 

관측에서 높은 연구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지역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탐사 실패 확률이 있음, 수문망 모델 

분야에서 국내 연구역량 미진

- C2. 열수시추를 통한 빙상하부 물 샘플링 및 추적자 시험 수행 

시 국내 기술 부재로 외국 연구기관과의 협력이 필요

- D1, D2. 빙상동역학 분야는 국내 연구가 이제 시작단계이므로 

현재 연구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선도그룹과의 국제

협력계획이 구축되어 있으므로 빠른 속도로 격차 해소 가능

기술수준

- A1,A2 해양분과 관측기술 보유 및 운영, 자료 해석 기술 보유, 

현 시점에서 무인잠수정 운용과 같은 경우 독자적 운용은 불가하며 

국제 협력연구 필수 

- B1,B2 세계 수준, 혹은 이에 근접한 빙권 융합자료 해석 능력 

및 탐사기술 보유

- C1,C2 수문망 직접 탐사를 위해 빙권에 열수 시추를 수행할 

경우 현 시점에서 독자적인 기술력 부족으로 국제 협력 연구 필수 

- D1.D2 빙상동역학 모델링 분야와 같은 경우 현시점에서 관련 

전산자원 구축 및 인력 양성이 필요,국제 협력 연구를 통한 

기술수준 격차 추격 필요

국제공동연구 가능성

- A1,A2 NIWA, LDEO, NOAA와 기존의 장보고기지 주변 해양

탐사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TG 탐사 시에도 

지속적인 국제 협력 가능

- B1,B2 UTIG(항공탐사)-NSIDC( 원격탐사)- BAS(빙붕용융량 추정

연구)를 통한 경계, 초기조건 규명 및 질량손실량 계산 규명

-OBP 운용(NOAA), PGR 모델 및 해수면 방정식 수치해연구

(NASA JPL)에서 국제 협력 가능

- C1,C2 UTIG(항공탐사를 통한 수문망 규명)- Waterloo,IGE( 수문

조사 및 수문 모델)의 측면에서 국제협력 가능

- D1.D2 빙상동역학 및 해수면 변동 수치모델링의 선도기관인 

UAF, PIK, UCIrvine 등과 수치모델 관련 국제 협력 가능, 고기후 

모델 분야 및 고환경 복원 분야의 경우 BAS, AWI와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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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성 연계성 예산 현실성
국내연구

수준
기술수준

국제공동

연구 

가능성

총합

A1 5 5 4 4 4 5 27

A2 4 2 3 4 4 4 21

B1 5 5 4 5 4 5 28

B2 4 4 5 5 4 4 26

C1 4 5 4 3 3 5 24

C2 3 4 3 4 3 4 21

D1 5 5 4 2 3 5 24

D2 5 5 4 3 3 4 24

<표 14> 과학적 질문별 우선순위

- 이를 통해 과학적 질문 A1, B1, B2, C1, D1, D2를 본 기획과제에서 중점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로 분류, A2와 같은 경우 장기모니터링을 통한 극지연구소 

주요과제로 연구하여 장기적으로 본 연구과제와 연계시키는 것이 합당하며 

C2의 경우 독립적인 연구보다는 세부연구계획에 포함하여 해양탐사 연구 

자료, 빙저수문 유출 연구 자료 등과 함께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3.2.5. 탐사 기술 분석
- 본 연구기획에서 도출된 과학적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극지 

탐사 및 관측기술이 요구됨. 남극 극한지 연구에서 양질의 관측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국내,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한 입체적인 자료 획득이 필

요함. 따라서, 현 시점에서 최종목표인 빙상거동 및 붕괴 관측을 통한 

해수면 변동 예측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극지 탐사기술의 난이도,  

국내 기술보유 여부, 관련 기술 선도기관, 협력연구 가능 여부를 분석하였음

탐사기술  사진 필요지역 필요성
기술

보유
협력기관

무인잠수정

(AUV)
빙붕

빙붕 하부 정밀 매핑

빙붕 하부 해양 

물리 특성 규명

△

UC Davis

U of 

Tasmania

KRISO

<표 15> 필요 탐사기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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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수시추

기술

빙상/ 

빙붕

열수시추기술로 빙하에 직접 

구멍을 뚫어 하부 시료 채취 

및 계류 장비 설치 가능

×
NSIDC

Polar66

GPS 

반사파

빙상/

빙붕

빙하고도, 적설량 측정, 눈 

토양 수분함량 측정, 해수면 

높이 측정

○ Geolux

계류장비(M

ooring) 

설치 

해양

해양계류관측을 통한  수온 

,염분, 유속의 전층 구조 파악 

및 열수송 기작 규명을 위한 

장기 시계열 관측

○

극지연

서울대

LDEO

NIWA

CT D/  

LADCP
해양

CTD 관측 다양한 변수를 

관측할수 있도록 센서 세팅, 

수온, 염분, 용존산소, 탁도, 

광합성량, LADCP 관측으로 

유속 pro�le 획득

○ 극지연

X CT D/UCT

D
해양

빙붕 근해에서 상층 수온 

염분을 조밀한 공간 간격으로 

관측하여 빙붕수와 스웨이트 

해역 수괴들 간의 상호작용 

관측

○

극지연

서울대

해양연

ApR E S 빙붕
정밀 시계열 빙붕 용융 기작 

및 용융량 규명
△

극지연

BAS

GPS
빙상/

빙붕

PGR 관측, 빙하거동 변화 

관측 및 빙저수문 시계열 

변동성 연구

○
극지연

KIGAM

퇴적물 

코어링 

기술

해양
고기후 복원 자료를 통한 

빙상-해수면 모델 검증
○ 극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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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기술 평가

- 남극 관측기반의 해수면 변동 예측 기술 개발을 위하여 빙권-지각-해양

을 포함하는 다학제적인 통합 관측망 기술이 요구됨. 극지연을 비롯한 

국내연구진의 경우 육상 통합 모니터링망 구축 기술에 세계적인 수준에 

근접해 있음. 또한, 해양 관측기술 및 항공, 육상물리탐사와 관련하여 

자체적, 혹은 외국기관과 협력하여 기술활용이 가능. 하지만, 현재 극지

역 무인잠수정 운용기술, 빙권지역 열수시추기술, AMIGOS II와 같은 통

합 관측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본 과제의 목적상 자체 개발보다는 

국제 협력 연구를 통하여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임.

-  AMIGOS II와 같은 경우 열수시추를 한 지역에 대기-빙권-해양 통합관

측을 수행 할 수 있으므로 빙권 후퇴의 핵심 요인인 지반선 후퇴 기작

을 규명하는데 핵심적으로 활용가능

- 이를 종합해 볼 때 극지연구소 및 국내보유 기술과 관련하여서는 선도

적인 위치를 계속하여 유지하되 특정 탐사기술에 대해서는 국제 협력을 

통한 공동 자료 생산 및 인력 양성 과정이 필요함

자기지전류 

탐사 기술
빙상

극지 환경에서 지하구조 및 

수문 구조 환경 자료 획득
○ Geolux

항공지구물

리탐사

빙상/

빙붕

항공 레이다, 중력 탐사를 

통한 빙하두께 정밀 매핑, 

빙저 해저면 지형,

빙저 수문 구조 해석

△ UTIG

지진계 빙상
빙진원 규명 및 빙하 하부 

지열류량 추정
○

극지연

PASSCAL

해저면 

지진계
해양

해양 빙권 신호 기원 추적 및 

빙붕 안정성 평가
○

극지연

AWI

OBP 해양
해수면 상승, 하강 실측 자료 

및 지각 반등 연구
△ NOAA

AMIGOS II 빙붕

열수시추공에 설치하여 

기상-빙권-해양 통합 관측 

자료 획득

○ NSIDC

수중음향 

관측
해양

빙권 거동 발생 신호 감지, 

수온 해류 등 해양 요소와의 

상관관계 규명

△ NO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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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획과제를 통하여 도출된 해양, 빙권, 수문 연구를 국내외 기술분야

와 연계하여 극한지 관측 자료를 획득, 분석하여 이를 통한 빙상 붕괴-

해수면 상승시나리오를 미래예측 연구를 통하여 도출할 필요가 있음

- CHASE  E (기술) 에서는 기존에 접근이 제한되었던 시공간 관측을 위한 

무인잠수정(AUV) 과  통합 관측 모니터링망인 AMIGOS II에 대한 설명 

및 활용방안, 국제 공동연구 방안 및 국내 현황에 대해서 기술하였음

(CHASE E) 탐사기술개발

안정적인 고품질 현장관측 자료 획득을 위한 유/무인 극지탐사 기술 향상/적용

E1.1. 연구목표 
-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접근이 제한되었던 시공간을 관측

E1.2 핵심연구주제
- 무인 잠수정 빙붕 하부 topography, cavity geometry, 해수 물리적 특성 관측
- 시추, 종합 관측 계류장비 설치를 통한 빙저 해양 환경 관측

E1.3. 개요
E1.3.1. 해당연구의 필요성
- 빙저 용융이 일어나는 경계부는 접근이 어렵고 (두꺼운 얼음, 해저, 빙저 등). 모델링에서 
중요한 관측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기술로는 관측에 한계가 있음

- 모델링에 있어 정확한 경계조건 관측값 제시가 매우 중요
- 빙붕 하부의 물성, 하부 지형과 공동의 구조, 해수의 특성과 물의 흐름 등을 정확하게 
관측하는 것은 해수에 의한 하부용융 예측에 필수적인데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무인잠수정 탐사임

E1.3.2. 해당연구의 시급성
- 4차 산업혁명으로 무인 탐사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국제협력을 통해 지금까지 접근하지 
못한 지역의 자료 확보를 통한 선도적인 입장 선점 필요

- 남극 지역의 특수성 (가혹한 환경, 기후조건, 네비게이션 어려움) 때문에 해당환경 조건에서 
활용될 수 있는 탐사기술 개발의 어려움. 세계 최고의 탐사기술을 국제 협력을 통해 운영
기술을 획득하고 이를 직접적으로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

- 국내의 기술 수준 분석 및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국내외 기술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현장 
실험 및 학습의 기회

- 경계 조건 관측은 예측 정확도 향상에 중요함
- 시추 계류장비 빙붕 하부 용융 프로세스를 직접 관측하여 정확한 경계조건의 산출 가능

E1.3.3. 최종목표와의 연계성
- TG 빙하 빙붕 하부에서 따뜻한 해수에 의해 하부 용융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정확한 하부용융 프로세스 규명을 위한 직접적인 관측 방법은 무인 탐사가 유일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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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Hugin 무인잠수정의 상세 제원은 (https://www.km.kongsberg. com/ks/web/nokbg0397.nsf/AllWeb/ 
76ABD1760DA9C064C1257B470029C7A5/ $�le/382309_hugin_product_ speci�cation.pdf?OpenElement )
에서 확인할 수 있음

E1.4. 국내외 동향분석 및 시사점
E1.4.1 국내외 동향분석
-;;2009년에는 영국 BAS와 NOC (National Oceanography Centre), 미국 LDEO 

(Lamont-Doherty Earth Observatory) 3개 기관이 협력하여 Autosub3 (그림 E1.1) 무
인잠수정을 이용하여 서남극 Pine Island 빙붕 하부를 4일간 510km 탐사를 수행하였
고 이 탐사에서 상부와 하부를 동시에 보는 sonar를 이용하여 빙붕의 하부와 빙붕 밑 
해저면 매핑을 성공적으로 수행함

- 빙붕하부 탐사는 정확한 경로를 따라 빙붕 입구로 잠수정이 다시 돌아나와야 하지만 잠수정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빙탐사와는 다르게 매우 위험하며 보다 정확한 항법 기술이 필요함

- Autosub3은 BAS에서 Autosub1, 2에 이어 3번째로 개발한 무인 잠수정으로 NOC에서 
개발한 음향 신호를 해저면에 쏘아 Doppler shift로부터 속도를 정확하게 연속적으로 관측하여 
위치 변화를 계산하는 dead reckoning(추측 항법)을 사용하였다. Autosub에서 적용된 
항법은 0.1도 이내 오차로 헤딩을 판별할 수 있는 센서와 정확한 속도 계산을 통해 1km 
진행 시 1m 에러의 오차로 현재 위치를 판별할 수 있음

(http://noc.ac.uk/facilities /marine-autonomous-robotic-systems/autosubs)

[그림 E 1.1] 영국 BAS와 NOC에서 개발한 빙붕 하부 탐사용 무인 잠수정 Autosub3

- WHOI의 SeaBED Jaguar는 해저 사진 자료 수집과 고화질 sonar 이미지 획득이 가능한 
무인 잠수정으로 북극과 남극에서 해빙 하부 매핑을 수행하였고 (그림 E1.2, E1.3), 
ALTEX 무인잠수정은 노르웨이 북극해에 투입되어 해빙 하부 탐사를 수행하였음(Bellingham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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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E 1.2] 호주 쇄빙선 Aurora의 2012년 SIPE X - II 연구항차에서 남극 해빙 밑에 투입된 

SeaBE D ' Jaguar'  AUV  (https://www.whoi.edu/news- release/SeabedAntarctc).

[그림 E1.3]. 2012년 Jaguar 무임잠수정 해빙하부 탐사를 통해 획득한 남극 해빙 두께 3차원 지도

(http://www.antarctica.gov.au/news/2012/�rst-3-d-map-of-under-the-east-antarctic -sea-ice).

- Endurance 무인잠수정은 남극 빙저호에 투입되어 탐사를 수행하였고 ROV의 작업 자유도와 
AUV의 항해능력의 장점을 모두 가진 Nereid under-ice(NUI)는 2014년에 북극 해빙 
하부 탐사를 수행하였음(Bowen et al., 2014)

- Endurance 무인 잠수정의 차세대 모델인 ARTEMIS는 2015년에 남극 맥머도 빙붕 하부와 
해빙에 투입되어 탐사를 수행하였다(Burnett et al., 2015).  

- 최근 미국에서는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의 얼음 하부를 탐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인잠수정 
Icefin을 개발하여 남극에서 테스트를 수행 (Spears et al., 2016)

111

3.연구개발
 과제 구성 및 
추 진 전 략

3.2 중점 연구분야 도출



- Icefin은 일반적인 AUV와는 다르게 광학 케이블로 연결되어 작동하며 얼음을 뚫고 하부로 
직접 투입되도록 디자인 되어 있음(그림 E1.4), 자이로 옵틱을 이용한 방향 계산과 
DVL(Doppler velocity log)를 이용하여 이동방향과 거리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나침반 
사용이 어려운 극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점에서부터 상대적인 좌표를 계산하여 
위치를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

[그림 E 1.4] (좌) 빙붕을 직접 뚫어 투입되는 Icef in (노란색) 운영 방법과 일반적인 빙붕 

하부 무인잠수정 탐사(회색) 모식도 (우) 남극 McMurdo 기지 주변 열수시추 구멍을 통

해 투입된 Icef in의 모습 (Spear et al.,  2016)

[그림 E 1.5] Icef in 탐사를 통해 획득한 남극 McMurdo 빙붕 하부 해수의 염도와 온도 관

측 결과(Spear et al.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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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얼음 하부 탐사에 필요한 기능(좌)과 해당 기능을 갖춘 개발된 AUV 종류(중), 

Icef in 무인 잠수정에 구현된 기술(우) (Spear et al.,  2016).

- 스웨덴 Gotenberg 대학은 Kongsberg 사의 Hugin9) 무인 잠수정을 구매하여 극지연구소 
협력 하에 2019/20 남극 하계 시즌 아문젠해 빙붕 투입을 목표로 테스트 중에 있음

- 이 무인잠수정은 기존에 사용되던 IMU, DVL을 이용한 위치추정 방식 뿐만 아니라 음향
신호를 이용하여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도록 하여 빙붕 아래에서도 정교하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함

- 호주에서는 2017년에 남극 빙저 탐사를 위해 International Submarine Engineering 사의 
Explorer 무인 잠수정을 확보, 140km를 24시간동안 배터리 충전없이 운항할 수 있으며 
DVL 뿐 아니라 음향 신호를 활용한 정확한 위치 추정이 가능함. 현재 호주에서는 
2018/19 남극 하계 시즌에 탐사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테스트 중에 있음

- 국내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6,000m급 심해 탐사용 무인잠수정 '해미래'를 개발하여 
퇴적물 채집, 암석 채취, 생물 채집 등을 통해 해양 미생물, 지질학적 특성 연구에 활용함, 
지난 2015년 동해에서 다공질 암석절벽 발견, 퇴적물 시료 채취, 해저 생물 관측 및 채
집, 폐어망 회수 등을 수행하였고, 2016년에는 마리아나 해저 화산지 역 및 확정대에서 
열수를 찾고 열수분출공 주변 환경을 직접 탐사함, 이외 천해 용 자율무인잠수정 '이심
이', 다관절 복합이동 해저로봇 크랩스터 'CR200' 등을 개발하여 해양과학탐사에 활용하고 
있으나 극지역 탐사에 활용은 없으며 현재 해당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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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래 이심이 CR200

[그림 E 1.6.] 국내 개발 무인 잠수정

- 극지연구소에서는 2016/17 남극 하계 탐사에서 미국의 UC Davis, Columbia Univ., 
Univ of Delaware, Univ of New Hampshire, 호주 Univ. of Tasmania, Blue 
Ocean Monitoring사와 협력하여 남극 로스해에서 Slocum 글라이더(UCD-636)와 
AUV(UBC-Gavia) 탐사를 수행, 글라이더는 8일간 투입되어 수온, 염도 등을 측정한 뒤 
회수되었고 Gavia는 극지역 빙붕 하부탐사에 테스트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탐사를 위하여 줄에 묶어 조디악 보트로 보조하면서 탐사를 수행하여 난센빙붕 하부의 
구조 관측에 성공 (극지연구소 2017, 105-118)

[그림 E 1.7] 글라이더의 테스트 지점과 항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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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E 1.8] 글라이더가 측정한 온도 프로파일

[그림 E 1.9] 16/17 하계 탐사에서의 해수면 상태와 해저에서의 촬영한 AUV와 해빙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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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E 1.10] AUV탐사를 통해 획득한 난센 빙붕 하부의 SSS 이미지. (좌) 난센 빙붕 진입 

시작지점과 (우) 안쪽에서의 하부 이미지

- 극지연구소/콜로라도 대학/알라스카 대학의 협력을 통해 2017년 2월 12일 난센 빙붕에 
빙붕 모니터링 시스템인 AMIGOS-II (Automated Meteorology-Ice-Geophysics 
Observing System, mark II)를 설치, AMIGOS-II는 해양 관측 케이블을 탑재하고 있는 
자동화된 다중 센서 관측 시스템으로서 열수 시추를 통해 확보한 시추공을 통해 해양 
케이블이 설치, 기상 자료, 사진 영상, 정밀 GPS 자료, 온도센서를 이용한 표층 빙하 온도, 
광케이블을 이용한 빙붕 하부 해수층의 온도 프로파일을 연속적으로 관측함으로서 해수 
순환 및 하부 용융을 직접 관측할 수 있음

[그림 E 1.11] 난센 빙붕에 설치된 AMIGOS- II 시스템의 개요

E1.4.2 문제점 및 시사점
- 빙붕 하부 직접 탐사기술에서 국내와 해외의 개발기술 격차, 운용 경험의 부족
- 단기간에 기술 격차 차이를 추격하기 어렵고, 이러한 직접 탐사기술 개발은 현 해당 과제의 
주요목적은 아님

- 현장 적용을 위해서는 사전에 항공 지구물리 탐사 등을 통한 현장 환경 자료 확보 필요
- 낮은 기온으로 인한 불안정한 전력 공급과 결빙 문제 해결이 필요. 극지의 저온 환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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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빠른 배터리 방전을 유발, 저온과 결빙에 의한 기계 이상 동작 등의 문제를 발생
- 큰 자기편각과 낮은 GPS 위성 각도로 인하여 일반적인 항법시스템 활용 어려움, 극지역에서는 
자남극과 실제남극 방향의 차이인 편각이 크고 이동 시 편각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보정이 필요

- 해빙에 의한 손상을 방지 위한 고도의 장애물 회피 기술이 필요. 물속에서 작은 얼음 부유물로 
인하여 장애물 인식이 어려움 극복 

- 쇄빙연구선 아라온 탐사를 통해 획득한 난센 빙붕 주변 해수물성 자료에 의하면 빙하 
하부용융에 의해 유출된 초저온수가 존재하며 수온과 염분이 급격히 변하여 비중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잠수정의 상하 위치제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고위도의 위성 통신 문제로 인한 무인잠수정 무인기와의 연결 단절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고가의 장비 망실 위험도가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E1.5. 연구추진방안
E1.5.1. 연차별 로드맵
E1.5.1.1 기술로드맵

연차
1차년도 
(19-20)

2차년도
(20-21)

3차년도
(21-22)

4차년도
(22-23)

5차년도
(23-24)

6차년도
(24-25)

각 
연구분과의 
필요 기술 
연구  및 
지원

항공탐사 
물리해양자
료 탐사를 
통한 환경 
자료 확보

자료 분석 
및 현장 
탐사 계획 

수립

국제 협력 
무인잠수정 
현장 탐사 
수행 및 

AMIGOSII 
설치

자료 해석

국제 협력 
무인잠수정 
현장 탐사 
수행/AMIG
OSII 자료 

회수

자료 분석

E1.5.2. 현장탐사계획
- 해당 연구 분과 계획에 따름
E1.5.3. 국내외 협력연구방안
- 미국 영국 등 10년 전부터 극 지역에서 무인 잠수정을 운영한 것과 대조적으로 국내 자체 
기술로 무인 잠수정 극지 운영 경험이 전무하여 확보가 필요함

- 국제협력을 통해 최신 장비와 운용 인력 확보, 공동 현장탐사 수행
- 국내 전문가 함께 참여하여 장비 운용 노하우 축적
- 열수시추 설치
E1.6. 연구의 기대효과
- 극지의 혹독한 환경에서의 항법 및 운용 기술은 극지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지금까지 
접근하기 어려웠던 지역의 해저 탐사, 수중구조물 유지관리 분야에 활용될 수 있으며 개발된 
기술은 무인 관측의 시공간적 영역을 확장시켜 해저 광물, 생명 자원 개발 분야에서 경제적 
이득을 창출할 수 있을 것

극지역 빙저에서 충돌을 피하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빙붕 하부 자율항법 기술개발을 
통해 지반선 인근까지 빙붕 하부 탐사를 수행한다면 지반선에서의 빙하와 빙붕 거동 물리
기작 규명에 있어 결정적인 단서를 제시할 것이며 빙저 실측 자료 획득을 통해 보다 정확한 
빙하와 빙붕 거동 예측을 가능케 하여 빙상용융과 연관된 해수면 변동 예측의 정확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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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개발과제 구성 및 추진전략

3.3.1. 연구추진체계
- 본 과제는 국내 연구진이 보유하고 있는 종합 빙권 관측망 구축 기술을 활용하여 

해수면 상승의 원인 지역인 서남극 지역에 진출하여 이를 이용하고자 함

- 해양 및 빙권 탐사 연구, 빙상거동-해수면 변동 예측 모델링 등 다양한 

전문분야의 인력이 참여하여 유기적으로 통합 기술을 개발하여 하나의 

예측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임, 따라서 관측을 

통한 새로운 빙상거동 물리기작의 규명, 정밀한 경계면 조건 제시를 통한 

해수면 예측모델과의 상호유기적인 역할 분담과 수행이 이루어져야 함

- 본 과제는 매년 남극 극한지 지역 육상, 해양 탐사 인프라가 소모되는 

극지과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관측 자료 획득 실패시 대안 기술에 

대한 고려가 필요

- 탐사 지역의 특성상 단일 연구기관이 관측 및 탐사를 총괄하기에는 부적합하고 

국제 공동연구를 통한 인프라 공유 및 각 연구기관별 강점을 살린 협업 

추진체계가 바람직

- 따라서, 극지 빙상-해수면 변동 관측 및 예측 체계 구축 연구는 연구단 

수준,  또는 세부과제별 추진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

3.3.2. 연구추진조직

[그림 55]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CHASE  연구분과. 빙상의 돌발 붕괴 관측 및 예측을 위하여 

위와 같이 해양, 빙권, 수문, 예측, 기술 분과로 구분하였으며 이의 유기적 상관관계를 기획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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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CHASE  연구그룹 추진 체계

 국내 공동 연구 국제 공동 연구

CHASE  A 서울대, 공주대, 제주대, KIOST
NIWA, NOAA, LDEO, UCDavis, 

U of Naples

CHASE  B 서울대, KIGAM
NASA, NYU, Scripps, WHOI, 

Stanford U, AWI, NSIDC, BAS

CHASE  C 이화여대, KBSI U of Waterloo, UC Irvine, UTIG

CHASE  D 연세대, UNIST, POSTECH, NIMS, U of Alaska, UC Irvine, UTIG

CHASE  E KRISO, Geolux
NSIDC, Polar66, UC Davis, U of 

Tasmania, PASSCAL, BAS, UTIG

<표 16> 국내 국제 공동연구 추진 조직

□ 국내외 추진조직의 구성 제안

-  연구는 극한지 현장 탐사 및 모델 예측이 주를 이룸. 각 연구 분과들이 

특정지역의 연구를 수행하나 각 자료들이 독립적인 목적이 아닌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유기적인 연결 관계가 되어야 하므로 유연한 연계가 가

능한 추진조직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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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인 남극 빙상 관측요소 기반의 빙상동역학 모델을 통한 

해수면 예측 수치모델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양관측 및 모델전문가,  

빙권 지구물리 탐사 전문가, 빙상-해수면 수치모델 전문가들이 모여서 

연구그룹을 구성해야 하며, 서남극 스웨이트 빙붕-빙상 관측자료 획득

이 핵심 요소이므로 해당 지역의 접근 및 연구수행이 가능한 로지스틱

스 및 탐사기술을 보유 혹은 활용 가능한 연구추진 조직이 필요. 따라

서, 모든 연구그룹이 최종목표인 빙상관측 자료를 활용한 해수면 변동 

예측성 강화의 목표에 유기적인 연구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함

-  국내에서 수행 불가능한 관측 자료 해석 혹은 관측지역은 국외연구그

룹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보완하여 추진조직을 완성할 필요성이 있음. 

남극 지역에 특성상 전 지역 모니터링 망을 독자적으로 구축하는 데는 

재원, 기술상 한계가 있으므로 국제 공동 연구진과 시간적,  공간적 모니

터링망 구축 분할 및 자료 공동 활용 체계가 필요함

- 국내에서 부족한 연구 기술분야는 국제 협력을 통하여 성과물 창출을 

추진하되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연구기간동안 선도기관과

의 기술격차를 좁힐 필요가 있음

□ 국제 공동연구 추진조직의 구성

◯  LIONESS 와 연계한 국제공동연구 상호협력 체계구성

- 남극 빙권 탐사는 하나의 학제, 하나의 기관으로 이루어지기에는 재원

적, 기술적 한계가 있으므로 국제 협력 연구는 필수적임. LIONESS 는 지

역규모 빙권 종합 관측망 구축 및 연구 국제공동협력을 위하여 극지연

구소 주도로 6개국 8개 기관의 협력으로 추진된 빙권변화 감시 모니터

링 시스템 구축 협력 체계임. 

- LIONESS 플랫폼을 통하여 이미 해양물리, 해양화학, 지권-빙권, 빙권-

해양, 대기-해양, 빙권지구물리, 빙상동역학, 생물, 무인탐사분야, 항공 

탐사분야의 다학제 연계 종합관측망 구축과 빙권 거동 연구를 장보고기

지 주변 테라노바 베이에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우수한 연구 성과물을 

도출하였으며 협력 연구 또한 계속하여 진행중임. 

- 테라노바베이의 경우 빙권 종합 관측망을 구축하여 다양한 실험을 시도

해 볼 수 있는 다학제 현장 연구실로서 매우 효용성이 높으나 빙하의 

이동속도변화가 비교적 적고 빙상-빙붕의 안정도가 타지역에 비해 상

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빙상돌발붕괴-해수면변동 연계연구를 위한 목적

으로는 적합하지는 않음. 따라서 해당 플랫폼 및 공동연구 체계를 스웨

이트 빙하에 진출(L IONE SS/T G)하여 빙권-변동 및 해수면 상승 연구에 

접목할 경우 빙상붕괴 및 해수면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 규명과 관련한 

최우수 연구 결과물 획득 가능. 본 LIONESS 10)를 바탕으로 다학제 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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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이 가능해졌으며 이를 통하여 남극 대륙연구 관련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나아가 극지 빙상변화 관측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대

한민국 극지연구소 역량을 극대화 가능

[그림 57] L IONE SS를 구성하는 관측요소 모식도. 빙저호-빙하-빙붕-해양 및 대기간 상호

작용 필수 관측자료 획득 가능 

◯ KOPRI-NSF-NERC 협력연구

- 미국-영국 공동 연구팀은 NSF-NERC 매칭펀드를 통하여 극지 관측 기

반의 해수면 상승 예측 연구를 순수 연구비 300억 규모로 5년간 수행할 

예정임

- 해당 연구그룹은 남극 관측 기반의 해수면 상승 예측성 강화를 위하여 

탐사지역으로 스웨이트 지역을 결정하였음. 이 지역은 현재 1970년보다 

빙하의 이동 속도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으

므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

- 하지만, NSF-NERC 협력연구와 같은 경우 지반선 근처의 정밀 물리기

작에 가장 큰 핵심 목표로 하고 있고, 해당과제 중 THWAITES-MELT 

프로젝트의 경우 지반선 근처에서 일어나는 프로세스를 열수시추 및 장

비 계류를 통하여 정밀 분석 할 예정임. 본 협력연구는 빙상 하부 수문 

및 빙붕 하부 프로세스 기작에서 일부 관측요소가 누락되어 있음. 이는 

극지연구소의 인프라 및 기술 활용을 통하여 누락된 관측 요소의 획득

이 가능함. 따라서, NSF- NE R C와 시공간 상호 보완적 관측 분담 및 공

동 자료 해석을 통하여 NSC급 최우수 연구 성과물 창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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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C-NERC 프로젝트의 경우 단기간 동안 유역규모 특히 지반선 지역에

서 집중하여 스웨이트 빙하 지역 탐사를 수행예정임. 해수면 변동 관측

요소, 항공탐사 및 육상탐사를 빙저수문 시스템 연구를 통하여 지역적

으로 빠진 부분을 KOPRI 프로젝트를 통하여 보완하여 상호간의 공동연

구 가능. 또한, 극지연구소의 프로젝트의 경우 2019 – 2025년을 연구기

간으로 목표하고 있으므로 NSF-NERC 프로젝트 종료이후 장기관측 시

스템을 구축하여 양질의 연구 결과 창출이 가능하므로 시공간적 상호 

보완이 가능

- 따라서, NSF- NE RC 연구그룹 및 CHASE  연구그룹이 공동 연구를 수행

할 경우 빙상-지반선-빙붕-해양으로 이어지는 유역규모 통합 모니터링

이 가능해져 빙상 붕괴 원인 규명 및 해수면 상승기작 규명의 목표에 

더욱더 다가갈수 있음.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상호간의 공동연구 협력

의향서를 교환하였음.

◯ Scripps/WHOI/Stanford 협력연구

- Scripps는 스웨이트 빙설에 광역지진망 및 GPS 관측을 수행할 예정임. 

이는 국내 인프라를 활용한 수중음향 관측계 및 해저면 지진계 관측 자

료 획득과 연계가 가능하며 이를 목적으로 스웨이트 빙설 빙하 및 해저

면 관측자료 공유와 관련한 공동연구협의를 체결하였음. 이는 기존의 

안정적인 로스 빙붕과 변화가 심한 스웨이트 빙붕 지역의 연구결과를 

비교, 공유함으로서 지역에 따른 빙권 변화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이

유에 대한 원인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림 58] 국제 공동 네트워크 구축 (좌) 극지연구소 주도의 L IONE SS 관측망 공동 활용을 

통한 탐사기술 공유 및 장비비 저감,  (우) NSF- NE R C 스웨이트 프로젝트와 대등한 관계에서 

상보적 연구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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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 Davis 무인잠수정 탐사기술 협력 연구

- 스웨이트 빙붕 하부 지역을 무인잠수정 탐사 활용한 기술협력을 통하여 

공동 연구를 하기로 협의. 우리나라도 KRISO를 중심으로 무인잠수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극지에서의 운용기술 및 경험이 매우 부족함. 

스웨이트 지역의 경우 기존의 테라노바 베이 지역보다 더욱더 접근이 

험난한 지역이며 또한 남극 빙권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의 가장 큰 잠재

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므로 빙붕 하부의 구조 및 용융기작을 밝히기 

위한 무인 잠수정 투입은 핵심기술로 분류할 수 있음. 스웨이트 빙붕 

하부 및 지반선 부근까지 무인잠수정을 투입함으로서 빙저하부 채널에

서의 빙붕-해양 반응, 해수-담수의 혼합, 빙하 용융수의 기원과 거동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빙붕하부의 cavity를 직접 관측함으로서 

빙상-해수면 변동모델에서 해양-빙붕 반응의 정확한 초기조건 및 모델

링 인자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빙상동역학-해수면 수치모델링 협력 연구

- 빙상동역학 모델 분야와 같은 경우 국내에서는 이제 시작을 해서 결과를 

내고 있는 수준으로 독자적인 개발보다는 핵심 인력 양성 및 핵심 모델 

개발자들과 국제 협력을 통하여 진행할 필요성. 국제 협력을 통하여 최신 

모델을 활용하는 한편 관측을 통한 새로운 물리기작 발견 및 향상된 경계

조건 도출시 모델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 해당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 PIK, U of Alaska 및 NASA-JPL, UCIrvine과의 협력 연

구 및 인적 교류를 통하여 대표적인 빙상동역학 모델인 PISM 및 ISSM 활

용 연계 협력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

델링 기술수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상호 인력 교류 및 후학 양성이 필요

[그림 59] 각 국제 연구 기관 및 연구 프로그램 별 공독 연구 협력 의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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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0] 기관별 국제 협력 추진 체계 및 내용 

*  선진기관 대비 수준 및 글로벌 경쟁력: 1단계(0- 20%) 진입,  2단계(20- 40%) 추격, 

3단계(40- 60%) 경쟁력 확보, 4단계(60- 80%) 경쟁력 심화,  5단계(80- 100%) 대등 혹은 추월

□ 주요연구내용

◯  빙붕 및 빙상 안정도 평가

11) iCe sHeet And SEa Level Changes(CHASE)

구분 CHASE 11) A CHASE B CHASE C CHASE D CHASE E

연구주제
빙붕 용융 기작 
규명

빙권 질량손실 및 
지각반응 규명

빙저 수문망 규명
관측 기반 

빙상동역학-해수
면변동 예측

탐사기술 확보 / 
향상

예상성과

물

빙붕 하부 용융량 
산출

빙권 질량수지 
및 지각 반응량 

산출

빙상 하부 수문 
경계조건 산출

빙상 붕괴 예측 
및 해수면 변동 

예측

UAV/AUV 
운영기술 확보
관측 기술 개발

현 국내수준 3단계 4단계 2단계 1단계 1단계

기대수준 4단계 5단계 3단계 3단계 2단계

<표 17> CHASE  연구단 추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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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남극심층수 유입에 따른 빙붕/지반선 거동 기작 규명, 안정도 평가 

및 융빙수의 순환 연구내용) 따뜻한 환남극심층수에 의한 빙붕 

용융기작 규명 및 스웨이트 빙붕 융빙수에 의한 주변 해양환경(성층, 

순환, 수괴 특성 등) 변동 정량적 이해

- (빙저하천수문망 역할 규명을 통한 빙상안정도 평가) 지구물리 관측과 

빙저하천수문망 모델 제시를 통해 빙상-암권 상호작용 및 경계조건 진화 규명

◯ 빙상 거동 및 해수면 상승 예측 정확도 향상

- (빙상 질량 손실 가속화 원인 및 해수면 상승효과 규명 연구)

(정밀 현장관측자료를 활용한 빙상 동역학 모델 기반 해수면 상승 예측성 향상 
연구)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산출되는 서남극 스웨이트 빙하 붕괴에 의한 미래 
해수면 상승 예측성 제고

[그림 61] 분과별 연구목표

[그림 62] 분과별 세부 연구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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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세부과제  간  연계관계

[그림  64 ] 분과별  연계성  

□ 분과별  연계성

◯ (CHASE  A )↔ (CHASE  B )

- (빙붕 상하부 동시 탐사 ) CHASE A의 AUV 등 빙붕 하부 관찰 자료는 

CHASE B의 빙붕 상부에 설치된 ApRES장치를 통해 도출된 용융량과 

상호 연계해석을 통하여 해수면 예측모델의 빙붕하부 정밀 용융 경계조건 도출

[그림  63 ] 분과별  핵심  연구  기술  개요

3.4 세부과제 간 연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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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SE  A)↔(CHASE  C)

- (화학 분석, 해양물리관측 융합 데이터 해석) CHASE A의 해양 물리관

측을 통한 융빙수 흐름 및 유출은 CHASE C의 물 시료의 지화학 및 동

위원소 분석 자료와 융합 분석을 통하여 얼음의 하부 물의 흐름 및 기원 규명

◯ (CHASE  A)↔(CHASE  D)

- (빙붕하부 용융량 정밀 초기조건 제시 및 해수면 모델에 활용) CHASE 

A의 해양 및 빙붕 하부 관측을 통해 도출된 하부 융빙수 총량 및 빙붕 

하부 융빙 기작도출은 CHASE D의 미래 해수면 변동 예측 모델의 빙붕 

하부 융빙, 붕괴의 경계면 조건으로 활용되어 불확실성이 저감된 해수

면 상승 예측

◯ (CHASE  B)↔(CHASE  C)

- (빙상-지반선-빙붕에 이르는 통합 빙저 수문 흐름 규명) CHASE B의 

ApRES 관측, CHASE C의 열수시추 및 빙하천 상부 GPS 시계열 자료획

득 연구와의 연구 협업을 통하여 스웨이트 지역 빙상-지반선-빙붕에 이

르는 통합 빙저 수문망 흐름기작 규명 

◯ (CHASE  B)↔(CHASE  D)

- (질량손실 평가자료를 해수면 변동 모델 결과와 상호 검증) CHASE B 

연구의 스웨이트 빙하이동에 대한 질량손실 평가는 CHASE D의 빙상 

동역학 모델 및 해수면 변동 모델링 결과와 비교 및 검증 가능

◯ (CHASE  C)↔(CHASE  D)

- (빙상과 하부암반간의 정밀 경계조건 제시 및 해수면 모델에 활용) 단

일시간의 스냅샷 형식의 빙상하부 경계조건이 아닌 수문 관측기반의 다

양한 하부 경계조건 및 미끄러짐기작(sliding law)을제안하여 시공간적 

경계면 조건 변화 시나리오를 도출, 해수면 변동예측 모델의 정확도 향

상을 위한 경계조건으로 활용

◯ (CHASE  E ) 

- 본 연구에 필요한 육상, 해양 탐사기술은 극지탐사기술 분야의 국제 및 

국내 협력을 통하여 목표 달성

3.5. 추진 로드맵

3.5.1. 분과별 기술로드맵

□ 분과별 기술로드맵 및 최종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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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SE A)

◯ (CHASE B)

[그림 66] CHASE  B 추진 로드맵 

[그림 65] CHASE  A 추진 로드맵

3.5 추진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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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SE C)

[그림 67] CHASE  C 추진 로드맵 

◯ (CHASE D)

[그림 68] CHASE  D 추진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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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성과 로드맵

□ 분과별 성과로드맵에 대한 설명 및 최종적으로 도출되어야 하는 성과물을 

세부과제별로 선정, 세부과제 최종성과물을 연구단의 최종성과물과 

모두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최종적인 연구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음, 

세부과제의 성과는 다음과 같이 유기적으로 연계됨.

[그림 69] 성과 도출 로드맵 (예제안)

3.5.3. 총괄 로드맵

[그림 70] 빙상 붕괴 – 해수면 예측 연구개발 총괄 로드맵 

3.5 추진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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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스웨이트 빙하 시간, 공간적 협력 연구

빙상(icesheet)  지반선 (grounding line) 빙붕(iceshelf ) -  해양(ocean)
(빙권 질량수지, 빙상 하부 

특성 규명)
(지반선 후퇴기작 규명) (빙붕 용융 기작 규명)

- 미국-영국 공동 연구 그룹과 입체적(시간, 공간적) 협력 연구 

- 관측 기반의 새로운 빙하 붕괴 물리기작 규명

- 빙상 동역학 모델을 위한 고해상도 초기, 경계조건 자료 획득
(원격 탐사) 빙권 질량 손실

량 계산
(AUV 탐사) 빙붕 하부 융빙 및 해양 열수송 관측

(GPS 관측) PGR 관측 및 빙

저수문 관측
(ApRES 관측) 정밀 시계열 빙붕 용융량 산출

(항공레이다탐사) 모델 경계 조건 자료 생산 및 수문 규명

(CTD, LADCP 관측) 및 계

류 장비 관측) 해양 열수송 

경로 및 빙붕 주변 시공간

적 해양물리 요소 관측

(AMIGOS) 기상-빙하-지구물

리 통합 관측 자료 획득
(AMIGOS II) 기상-빙하-해양 통합 관측자료 획득

(AWS) 기상자료 획득 (계류장비 설치) 지반선-빙붕-해양 시계열 특성 관측

(항공중력탐사) 모델 경계자료 생산 및 해수면 변동 연구

(지진계 관측) 빙하손실, 기

반암 상승 규명 

(열수시추) 지반선 후퇴기작 

규명, 빙저수 유출 및 융빙

수 관측

(해저면 압력 관측) 빙권 질

량감소에 따른 지각 반등 

현상 및 해수면 영향 관측

<표 18> 시공간적 협력연구를 통한 빙권 돌발 붕괴 및 해수면 상승 상관성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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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탐사 추진 계획

- 스웨이트 빙하 전역 유역규모의 빙하 붕괴 기작 규명 및 정밀 경계조건 

도출을 위한 현장 탐사 

- 빙권 및 해양을 포함하는 대규모 탐사 계획이 하나의 연구결과 도출을 

위하여 유기적인 연계성을 고려하였음

- KOPRI-NSF-NERC 대등한 관계의 상보적 업무분담

- 현장접근/탐사 불가능 대비 Plan- B 마련,  공동 대응체제 확립

- 접근성이 좋은 장보고기지 주변 기 구축 관측망 일부 유지. 관측 요소

의 실험장 및 급속도로 변하는 스웨이트 빙하지역 환경변화의 대조군으로 활용

[그림 72] 스웨이트 빙하 통합 관측망 (빙상 및 빙붕 상부 관측요소)

[그림 73] 스웨이트 빙하 통합 관측요소 (해양 및 빙붕 하부 관측요소)

3.5 추진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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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장보고기지 부근 테라노바 베이 다학제 종합 관측망 

3.6. 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3.6.1. 활용방안
- 본 연구개발을 통해 활용 및 정립된 종합 빙권 탐사기술은 향후 남극 

대륙, 해양 연구의 전반적인 활용이 가능함

- 빙상 붕괴 요소를 포함한 정교해진 해수면 변동예측 관련  KOPRI 시나리오를 

도출하여 국내 장기적 연안 방재 정책 마련 등 해수면 상승에 기인한 

각종 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

3.6.2. 기대효과

□ 기술적 측면

- 빙상-빙붕 하부 ‘ 물’ 의 거동 규명에 연구역량을 집중시켜 빙상-빙붕 

안정도 평가 방법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열수시추, 무인 탐사정 등 기술 적용은 최첨단 

극한지 관측 운영 기술 확보가 가능 할 것으로 기대함

- 급격히 변하는 극지역의 극지역 빙권 변화 감시 관측망 운영은 고도의 

유무인 관측기술이 요구되며, 국제협력을 통한 기술력 확보 및 주도적 

관측망 운영을 통한 극지과학연구 중심역할 제고

□ 경제· 산업적 측면

- 남극 빙상의 변화는 간접적으로 기후 변화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전 지구적

인 해수면 상승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남극 빙상의 현 상태를 이해하고 남

극 빙상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 정치

정세 변화와 경제 구조 변화의 선제 대응 하는 것으로 향후, 한국의 경제, 

산업 구조 개편에 중요자료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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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경제 전략 마련을 위해서는 정확한 전지구 

및 한반도 기후변화 예측 자료가 절실하며, 이를 위한 극지역 기후변화 

관측 거점 확대는 매우 바람직한 시도임과 동시에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위기 극복과 남극에서의 기득권 확보라는 큰 경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음

◯  해수면 상승에 따른 국내외 현안 이슈 대응

- 해수면 상승으로 유발되는 연안 저지대 침수 등 경제/산업적 손실 경감에 

기여

- (연안 침수 재해도 작성 원천자료 제공)지구온난화로 인한 남극 빙상의 용

융과 해수면 상승 간에 보다 정확한 예측력을 높여 국내 발생할 수 있는 

해안 지역의 침수 사고에 사전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높임

 ·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 지역 침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해수면 상승이 예상되고 있음

 · 남극 빙상이 빠르게 녹아내리게 되면, 해수면이 더 빠르게 상승하여, 

해안 지역 침수 사고가 더 빈번히 발생하고, 향후 일부 도시의 기능이 

상실되면서 거주할 수 없게 될 수 있음

 · 본 과제 연구를 통해 남극 빙상이 초래할 수 있는 해수면 상승 가속화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초래될 결과를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사전적이며, 

신속한 대책 마련이 가능할 수 있음

□ 사회· 문화적 측면

◯ 국격에 부합하는 국제시민 역할 수행

- 지구온난화로 인해 급변하는 전 세계적 이상기후현상으로 인해 극지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인 우리

나라의 위상에 맞는 인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극지에서의 과학 연구 

수행을 통한 국가 위상 제고 노력이 필요함

- 미답지 탐사 및 과학적 연구 결과의 도출은 국민의 자긍심 고취 및 국민의 

열망에 대한 충족

·  남극 빙상의 용융과 해수면 상승간의 관계 등 인간의 미지의 세계에 

대한 지적호기심을 충족시켜줄 수 있음

· 초등학교로부터 전문영역에 이르기까지 남극과 기상 그리고 해수면 상승 

분야에서 교육적 자료로 활용 가능함

- 전 지구적 해수면 상승에 따른 국내 연안 침식 등 피해저감 관련 연구 

협업을 통하여 기초과학 위주의 극지연구에서 국민이 체감할수 있는 문제 

해결형 극지 연구체제로서의 전환이 기대됨

3.6 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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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CC 등 기후변화 관련 국제회의 어젠다 개발

- IPCC 7차 평가보고서 작성 참여

- UN 기후변화 협약 등 국가간 기후협상 대응 관련 과학적 근거 제시 및 

국제회의 어젠다 발굴

- CCAMLR-MPA 대응 로스해-서남극해 해양 관측자료를 제공하여 남극 

거버넌스에서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력 제고

- 2015년 파리기후협약 이후 신기후체제 대응 및 IPCC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극지역 용융 및 이에 

따른 전지구적 해수면 상승에 관한 예측 연구 수행은 글로벌 국가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본 연구의 결과를 언론 등 매체를 통해 알림으로써 빙상 용융으로 인

한 해수면 상승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임.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지게 되면, 이를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대처도 동시에 

보완될 수 있음

· 빙상 용융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결

과를 국제사회와 공감함으로써, 국제 사회가 기후변화 대응에 보다 적

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국제 협약을 이끌어냄, 실제 최근 연구에서 

적도 근방에 위치한 투발루라는 도서국가는 남극 빙상의 용융으로 인

한 해수면 상승에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고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UN기후변화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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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전타당성 검토

4.1. 개요
- 본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정책적, 기술적, 경제적

시스템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하고자 함

4.2. 정책적 검토
□ 국제정세와의 부합성

◯ IPCC 보고서

- 기존에 출판된 IPCC 보고서에 의하면 남극 대륙의 경우 관측의 불확실성이

커서 측정지점에서 관측된 온난화 평균값의 인위적 강제력의 영향에 대한

상관관계에서 신뢰도가 매우 낮음

- 따라서 남극 관측의 한계 요인들에 따라 남극 관측과 연구의 필요성에

관하여 국제사회에서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남극 관측기반으로

모델 자료 및 물리기작을 연구하는 본사업의 목표는 국제 동향에 부합함

- 2019년 IPCC 해양 및 빙권 특별 보고서 발간 결정. 이 특별 보고서의 발간은

빙권과 해수면 변동 이슈를 3장, 4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 빙권

용융과 해수면 변동 연구의 시급성 관련 내용이 부각, 이러한 시점에서

본 사업을 통한 빙권-해수면 관측 예측 체계 구축에 따른 결과물은 향후

IPCC AR7에 인용가능한 수준의 결과물] 도출이 예상되므로 국제 동향에

사업의 당위성이 매우 부합

◯ 파리협정

- 파리협정에서 도출된 1.5℃ 목표 달성이 비현실적인 주장도 있었으나 EU에

이어 미국도 동참(2017년 탈퇴) 하면서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협정에 반영

- 교토의정서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집중하였다면 파리협정은 감축

뿐 아니라 적응에도 관심을 기울임. 따라서, 과학적 연구기반을 통한 기후

변화 적응, 대응 대책을 환기하는 본 과제의 목적과 잘 부합함

- 파리협정 주요내용중 제7조 및 8조 적응(Adaptation 관련 항목)(손실 및

피해)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 및 피해 대응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향후

관련 분야에 국제 협력강화의 필요성 제시. 세계 선도 연구진과 국제

협력 연구를 통하여 지구온난화에 대한 남극 빙상용융을 연구하는 본 과제의

목적과 부합

◯ UN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목표 보고서(2017)

- 본 보고서에서 세계를 변화시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17가지 목표

중 하나로 기후대응을 제시하였음, 이는 빙상연구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예측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정책을 마련하는 본 과제의

장기적 로드맵과 부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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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136



◯ 남극과학연구위원회 중장기 비전

- 기후변화에 의한 남극의 변화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데 우리가 

이것을 예측해서 미래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최우선적인 문제로 

제시, 미국은 ‘ 해수면 상승의 크기와 속도’ 를 연구 우선순위로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은‘ 남극으로부터 다가오는 지구시스템 변동’ 을 주요 주제로 

선정하는 등 각국은 남극의 변화에 따른 해수면 변동이나 전체 지구 기후 

시스템 변동에 관한 연구를 최우선으로 선정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가 

본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남극 연구 주요국에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앞선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남극 연구를 선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적 

위상 강화와 남극에의 영향력 우위를 선점할 필요성이 있음

□ 정부 지원의 타당성

◯ 국정과제100선(2017. 07.)

- 정부에서는 이번 국정과제를 ‘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총 5개의 분야로 분류하고 있음

-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 혹독한 극지환경에 원활하게 작동하는 ICT 기반 무인관측장비/기술 활용 

및 개발은 4차 산업혁명이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

- (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행안부))

- 목표 : 교통사고, 승강기 사고, 지진, 화재 등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생명 보호 강화 추진

- “ 국민안전권, 교통 안전, 안전위험요소 제거, 지진 안전, 화재 안전, 스마트 

기상정보” 등의 분야에서 수행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중 ‘ 스마트 

기상정보’ 가 본 연구와 방향이 부합됨

- 스마트 기상정보 분야에서는 ‘2017 년부터 전문예보관 양성’ 과 ‘2019 년 

수치예보기술 개발’ 및 ‘2021 년까지 한국형 날씨 예측 모델 운영’ 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남극에서의 데이터 수집과 기후 예측 모델의 불예측성을 

낮춰 모델의 미래 예측을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가 가능함

- (56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행안부))

- 목표 : 국가재난 컨트롤타워 역할 정립과 소방· 해경 등 현장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통합적 국가재난관리체계 구축, 재난에 대한 사전 예· 경보 

시스템 구축 및 사후 조사· 치료 강화

- 이 국정과제에서는 재난 예· 경보 분야에서 분석과 예측, 정보전달 체계의 

고도화를 꾀하고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가 데이터 수집과 예측 모델의 

신뢰도 상승에 기여가 가능함

- (61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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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 ’21 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 대비 상당한 수준 감축을 실현하고 

기후화 리스크를 예측· 관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사회 구현

- “ 지속성, 온실가스 감축 강화, 기후적응 역량 제고, 범지구적 논의 동참”

이라는 분야에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실행 전략을 나타내고 있음

- 기후적응 역량 제고의 경우 “’19 년 한반도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하고 

전국 적응위험지도를 작성” 과 “ 기후변화 입체감시망 및 종합정보체계를 

구축” 하는 데에 해수면 상승과 이에 따르는 연안 침수 피해 분야에서 

기초 데이터 제공을 통하여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 범지구적 논의 동참“ 의 경우 앞서 IPCC 5차 보고서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인간 활동의 영향력을 판단할 때 남극은 예외로 해두었는데 그 이유가 

측정에 있어서의 애로사항으로 인해 관측이 어렵고 데이터 수집이 되지 

않아 신뢰도가 낮은 것이 문제가 되었음

- 또한 그간 발간된 IPCC 보고서를 살펴보면 빙하에 대한 분석이 없었으며 

그나마 극지방 연구는 북극과 그린란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 따라서 남극에서의 관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차후 IPCC 6차 보고서에서 

남극의 빙하와 관련하여 풍부한 데이터와 불확실성을 낮춘 신뢰도가 높은 

예측 모델을 국제 사회에 제시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변화 내 빙하 분야를 선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음

- 우리나라는 특히 의장과 사무실 유치를 한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그 위상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기여가 필요하며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IPCC 6차 보고서의 빙하 분야에 공헌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빙권변화 감시 및 해수면 변동예측 연구사업 적극 지원을 통한 범부처 

기후변화 대응 대책 이행 목표 달성 필요

□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해양수산 R&D 기획연구체계 개편방안(2017. 7)

- 출연연 자체 기획연구 계획을 해수부 기획연구 검토과제에 포함하여 출연연 

기획 연구의 부처임무 연계성 강화, 본 과제는 출연연 기획을 통하여 

해수부 임무목적 달성 중심의 R&D 연구 추진체계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본 개편 방안에 부합

- 국제 의제화 또는 범부처 정책 수립이 필요한 분야 및 국정과제분야에 

예산 투입 증대. 본 과제는 해수면 상승 관련 정확한 예측을 통해 범부처 

기후변화 대응대책 수립에 기여하고 IPCC에 과학기반의 예측 시나리오 

제공 등 국제 의제화가 가능한 과제임

- 소규모 과제기획에서 대규모 사업기획 중심의 개편

◯ 해양수산 R&D 3대 실행전략

-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R&D 투자 확대 전략과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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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기조에 대응하는 신규 R&D 기획 및, 부처 임무형 목적성 중심으로 

R&D 연구의 중점 방향 전환을 시도하는 해양수산 R&D 실행전략과 부합하는 

연구개발임

- 다수가 기획에 참여하는 클라우드형 기획 활성화. 본 기획과제는 운영

위원단, 자문위원단 및 학제별 전문가 다수가 모여 회의를 통해 과학적 

질문 및 해결추진 로드맵을 도출한 과제로서 본 실행전략에 부합하는 

연구개발임

◯ 제2차 국가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

제2차 국가기후 변화 적응대책 해양수산부 추진 과제에 ‘ 부문별 전지구 

기후시스템 관측 감시 확대- (빙권) 극지 빙권변화 모니터링 및 예측’ 

과제가 수행되고 있으며, 전 지구 기후변화에 따른 빙상 용융에 의한 

해수면 변동 예측 업무는 주무부처로서 해양수산부의 역할 강화 필요

◯ 제3차 남극연구활동진흥 기본계획(2017. 04.)

- 아래와 같은 제3차 남극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 내용이 본 과제의 성격과 

부합

- (남극연구 지평확대) 남극 연구를 통한 글로벌 환경변화의 예측 및 대응

- 관계부처 합동으로 작성이 되었으며 주관부처는 해양수산부, 관계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환경부로 구성이 되어 있음, 남극 연구의 필요성

- 기후 변화의 원인 규명과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 최근 이상 기후

의 원인을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전세계 곳곳에서 극한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그 정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따라서 기후 변화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미래 예측을 하기 

위한 과학연구가 시급하며 이러한 연구가 가능하려면 지원체계가 필요함

- 무주지(無主地)인 남극에 대한 선제적 연구 : 남극은 극지라는 지리적 입

지로 접근이 어려우며 그에 따른 극한환경으로 인간의 활동이 제약되며 

남극조약에 따라 개발과 영유권 주장이 제한되는 특수한 지역임

- 정치적 개입은 제한되어 있으나 과학적 연구에 대한 국제적 협력은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감소 및 신뢰도가 높은 미래 기후 예측 시스템 

개발을 선도함으로써 인류의 공통 현안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국제 협력 

체계 구축을 주도하여 중· 장기적으로 추후 남극에서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증대해야 함

- 국민의 동의와 정책적 당위성 확보 : 현재까지 진행된 남극 연구활동의 성

과와 향후 연구 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동의를 확보함

- 그러한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국가 정책 방향과 전략과 공통점을 파악하여 

연구 진행의 당위성과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함

- 과학연구를 통해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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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기본계획 기간 이후(남극활동 주도기) : 주요 연구 분야를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국제 공동연구를 주도함

- 남극 내륙으로의 진출과 미지· 미답의 연구 영역 개척

- 실용화· 상용화 및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융· 복합 연구 추진

- 남극활동 안전시스템 및 연구 인프라 고도화

- 남극연구 진흥을 위한 인적역량 강화 및 국민 저변 확대

- 남극 과학 연구 분야의 국제협력을 통한 파트너십 강화

- 남극 환경보호 및 연구협력의제 발굴· 선도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협력 극지빙권변화감시관측망 운영을

통하여 빙상 용융에 따른 전지구 해수면 변동 예측 연구가 주요 추진계획으로

기반영

4.3. 경제적 타당성 검토

4.3.1. 방법론의 선정
-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측정 방법론은 헤도닉

가격기법, 여행비용 평가법, 컨조인트 분석법, 조건부 가치측정법 총 4가지이며

그 특징들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음

방 법 론 내용 및 특징

가치측정 범위

직접

사용가치

간접

사용가치

비사용

가치

헤도닉 가격기법
시장재에 내재하는 비시장재적 특성에 관한 암묵적 

가격을 도출함 
○ ○

여행비용 평가법
휴양지 방문에 따른 비용을 기반으로 휴양에 대한 

가치를 유도
○ ○

컨조인트 분석법
설문기법을 사용하여 가상적 시장을 구축하고 

속성별 가치를 간접적으로 평가
○ ○ ○

조건부 

가치측정법

설문기법을 사용하여 가상적 시장을 구축하고 

가치를 직접적으로 유도
○ ○ ○

<표 19> HPM, TCM, CAM, CVM의 비교

- 본 사업은 사용가치 뿐만 아니라 비사용가치를 반영하여 편익을 추정해야

하므로 적합한 방법론으로는 컨조인트 분석법과 조건부 가치측정법임,

특히 컨조인트 분석법의 경우 대상재화를 구성하는 각 속성별 가치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본 사업 경제성 분석을 위한 방법론으로 선정함

- 본 사업은 기초과학 기술 개발이라는 비시장재화와 서비스에 해당하며

기초과학 기술개발로 인한 다양한 편익이 가장 직접적인 편익에 해당함

- 한편 기초과학연구분야 R&D 사업은 내재한 불확실성과 성과 측정의

12) Land-Ice/Ocean Network Exploration with Semiautonomous Systems: 극지연구소 주도 6개
국 8개기관이 참여한 국제 컨소시엄을 통해 공동 구축한 육상/해양 다학제 극지빙권변호감시관측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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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으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화된 평가방법론은 존재하지 않음

- 이러한 불확실성과 성과 측정의 모호함은 사업의 편익을 추정하려는 데에 

매우 큰 제약요인이며 편인 추정 방법의 채택과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함

- 또한 사회적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기반의 ‘ 선택실헙법(CE, 

Choice Experiment)를 활용함

선호 연계방법 가치측정법 비고

물리적연계

손해함수접근법

대체비용접근법

비용절감접근법

소비자선택이론에 

근거하지 않음

행태

적 

연계

시장접근법 시장수요접근법 가장 선호됨

현시선호접근

법

여행비용접근법

특성가격접근법

회피비용접근법

간접적 대리시장을 

활요함 선호되는 

접근법

진술선호접근

법

조건부가치접근법

조건부순위접근법

조건부행위접근법

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보완적 적용 추천

편익이전 가치이전 함수이전 메타분석

<표 20> 비시장재의 가치평가방법의 분류

4.3.2. 편익 추정 대상
- 본 사업에 대한 편익은 직접적 편인과 간접적 편익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직접적 편익은 본 연구를 통해 근시일 내 획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편익으로 

① 극지빙상· 해수면 변동 관측 및 예측 체계 구축 연구의 성과물을 산업화하여 

발생하는 편익, ② 기술의존도 감소에 따른 기술료 지불 감소 등을 포함함

- 이에 반해 간접적 편익은 연구 성과물로 인해 비록 불확실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편익으로 ①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에 대해 국내적으로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 능력(resilience) 제고에 따른 사회 후생 증가,  

② 국내 시민들의 인식 제고와 국제적으로는 UN 기후협상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 ③ 극지빙상· 해수면 변동 관측 및 예측 분야 국제적 

연구 업적 달성을 통한 국민의 자긍심 고취, ④ 미지의 세계에 대한 지적 

호기심 충족 등의 편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특성 상 ‘ 직접적 편익’ 의 발생가능성은 매우 낮은 반면 

‘ 간접적 편익’ 은 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간접적 편익을 중심으로 선택실험법(CE)을 활용하여 사회적 편익을 추정함

4.3.3. 사회적 편익 추정

□ 설문조사 개요

- 설문조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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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설문조사는 인식조사 부분으로 ‘ 한국의 남극 장보고 기지 설치 

및 활동’ 관련 인지 여부, 본 과제로 인해 ‘ 해안지역 치수 사고 예방 

및 신속 대응 대책 마련’ 가능성에 대한 인지 여부, 본 과제로 인한 

‘ 국민의 인식 제고 가능성’ 에 대한 인지 여부, 본 사업을 통해 ‘UN 

기후변화협약의 호의적인 분위기 조성’ 가능성에 대한 인지 여부, 본 

과제 성과로 인한 ‘ 한국의 국가위상 제고’ 가능성에 대한 인지 여부, 

본 사업을 통한 ‘ 미지의 세계에 대한 지적 호기심 충족’ 가능성 인지 

여부 등과 사회· 경제적 변수(사회기부 여부, 직업, 소득, 학력, 나이, 

성별)에 대한 질문임

- 두 번째 설문조사는 선택실험법을 통한 본 사업에 대한 피설문자의 지불

의사액을 구함으로써 본 사업의 사회적 편익(Social welfare)을 추정하는 부분임

- 설문조사에 앞서 피설문자에 대한 ‘ 설명 및 보기카드’ 를 통해 본 사업과 

내역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안내함

□ 설문 1 부문(인식 조사 및 사회 경제적 변수 조사)

- 본격적인 설문에 앞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전 인지 정도와 사회· 경제적 

변수 추출 등에 대해 직접 면접조사를 실시함

◯ 설문조사 결과

- 본 설문조사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2018년 1월 25일부터 

2월 7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총 설문 크기는 300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짐

지역 가구수 비중 표본수 비중

서울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영동권

합계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년 인구총조사 가구 부문

<표 21> 지역별 표본수

◯ 빈도 분석 결과

- 본 사업에 대한 전국민 대상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성별 특성은 

남성 51.3%, 여성 48.7%의 비중을 차지함

빈도 퍼센트

유효

남성

여성

합계

<표 22> 설문 대상자의 성별 분포

4.3 경제적 타당성 검토

142



- 본 사업에 대한 전국민 대상 설문조사에 참여한 연령대 특성은 전 연령대에 

걸쳐 균형있게 구성되어 있으며 20대가 23.3%, 30대 23.3%, 40대 27.0%, 

50대 이상이 26.3%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빈도 퍼센트

유효

대

대

대

대 이상

합계

<표 23> 설문대상자의 연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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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에 대한 전국민 대상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교육 수준은 

고졸이 30.3%, 전문대졸이 18.3%, 대졸이 48.0%, 대학원졸 이상이 2.3%, 

모름 및 무응답이 1%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빈도 퍼센트

유효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모름 무응답

합계

<표 24> 설문대상자의 교육수준 분포

- 극지빙상· 해수면 변동 관측 및 예측 체계 구축 연구사업에 대한 전국민 

대상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월 평균 가구 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2%, 200~300만원 미만이 14.7%, 300~400만원 미만이 24.7%, 400~500만원 

미만이 32.3%, 500~600만원 미만이 18.7%, 700~800만원 미만이 3.3%, 

800~900만원 미만이 0.7%, 900만원 이상이 2.7로 분포되어 있음

4.3 경제적 타당성 검토

144



빈도 퍼센트

유효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이상

합계

<표 25> 설문대상자의 소득 수준 분포

◯ 인지 수준에 관한 세부 항목 분석 결과

           ➀ 한국의 남극 장보고 기지 설치 및 활동 관련 인지여부
- 한국의 남극 장보고 기지 설치 및 활동 관련 인지여부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17.33%가 전혀 모르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약 61.0%가 내용을 잘 

모르거나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고 답변함,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는 비율은 2.67%정도였으며, 대략적인 내용만 알고 있는 비율은 

36.33%라고 답변하였음

질문내용 답변 비중

구체적인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

대략적인 내용 정도를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르고 있다

전혀 모르고 있다

합계

<표 26> 한국의 남극 장보고 기지 설치 및 활동 관련 인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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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지구온난화로 인한 남극 빙하의 용융과 이로 인한 해수면 상승의 가속화 인지 여부

- 본 항목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남극 빙하의 용융과 이로 인한 해수면 

상승의 가속화 인지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문항임

- 설문 결과 긍정적인 답변은 65.33%이었고,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을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는 34.67%인 것으로 나타났음

- 결과적으로 남극 빙하의 용융과 이로 인한 해수면 상승 가속화에 대해서는 

기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인식수준이 이미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질문내용 답변 비중

구체적인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

대략적인 내용 정도를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르고 있다

전혀 모르고 있다

합계

<표 27> 지구온난화로 인한 남극 빙하의 용융과 해수면 상승인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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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해안지역 치수 사고 예방 및 신속 대응 대책 마련 가능성에 대한 인지 여부

- 본 항목에서는 본 과제로 인해 해안지역 치수 사고 예방 및 신속 대응 

대책 마련 가능성에 대한 인지여부를 묻는 질문으로, 설문 결과 긍정적 

답변이 85.33%인 반면, 부정적 답변은 14.67%에 그쳐서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질문내용 답변 비중

구체적인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

대략적인 내용 정도를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르고 있다

전혀 모르고 있다

합계

<표 28> 해안지역 치수 사고 예방 및 신속 대응 대책 마련 가능성에 대한 인지여부

  ④ 국민의 인식 제고 가능성에 대한 인지여부 

- 본 항목에서는 본 과제로 인해 국민의 인식 제고 가능성에 대한 인지여부를 

묻는 질문으로, 설문 결과 긍정적 답변이 86.33%인 반면, 부정적 답변은 

13.67%에 그쳐서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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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답변 비중

구체적인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

대략적인 내용 정도를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르고 있다

전혀 모르고 있다

합계

<표 29> 국민의 인식 제고 가능성에 대한 인지여부

⑤ UN 기후변화협약의 호의적 분위기 조성 가능성에 대한 인지여부

- 항목에서는 본 과제로 인해 UN 기후변화협약의 호의적 분위기 조성 가능성에 

대한 인지여부를 묻는 질문으로, 설문 결과 긍정적 답변이 87.67%인 반면,  

부정적 답변은 12.33%에 그쳐서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질문내용 답변 비중

구체적인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

대략적인 내용 정도를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르고 있다

전혀 모르고 있다

합계

<표 30> UN 기후변화협약의 호의적 분위기 조성 가능성에 대한 인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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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한국의 국가위상 제고 가능성에 대한 인지여부

- 본 항목에서는 본 과제 성과로 인한 한국의 국가위상 제고 가능성에 대한 

인지여부를 묻는 질문으로, 설문 결과 긍정적 답변이 91.33%인 반면, 부정적 

답변은 8.67%에 그쳐서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질문내용 답변 비중

구체적인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

대략적인 내용 정도를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르고 있다

전혀 모르고 있다

합계

<표 31> 한국의 국가위상 제고 가능성에 대한 인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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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미지의 세계에 대한 지적 호기심 충족 가능성 인지 여부

- 본 항목에서는 본 과제를 통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지적 호기심 충족 

가능성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으로, 설문 결과 긍정적 답변이 90.67%인 

반면, 부정적 답변은 9.33%에 그쳐서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질문내용 답변 비중

구체적인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

대략적인 내용 정도를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르고 있다

전혀 모르고 있다

합계

<표 32> 미지의 세계에 대한 지적 호기심 충족 가능성 인지 여부

□ 설문 2 부문(본 사업에 대한 사회적 편익 추정)

- 설문조사의 두 번째 부분은 극지 빙상· 해수면 변동 관측 및 예측 체계 

구축을 위한 기획 연구에 대한 효과를 묻는 설문으로, 이를 통해 본 사업을 

통해 얻게 되는 非시장적 가치를 추정하는 것임

- 본 조사는 선택실험법(Choice experiment)을 이용함으로써 응답자의 소득세 

지불에 대한 선호를 파악함으로써 극지빙상· 해수면 변동 관측 및 예측 

체계 구축 연구 사업을 통해 얻게 되는 편익의 속성(Attribute)별 지불용의액을 

도출할 수 있음

◯ 본 과제로 인한 편익 속성 및 수준

- 본 사업으로 인해 국민들의 편익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들과 그에 따른 

속성의 수준들은 아래 표와 같으며 표 내의 속성과 수준은 국내외 문헌에 

대한 조사와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문을 거쳐 수정한 내용임

- 또한 일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조사(전체 설문 재상자의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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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를 통해 2차 수정한 내용이며 가격속성(소득세)을 제외한 본 과제로 

인한 속성들은 모두 3개의 수준을 갖도록 함, 각 속성에서 가장 낮은 것은 

현재 상태의 수준을 나타냄

속 성 수준

국내 해안지역 침수 사고 예측력 제고

높임

높임

높임

국내외 인식 제고와 더 나은 기후협상 유도

높임

높임

높임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성과 도출로 국가위상 제고

없음

연구성과 건

연구성과 건

미지의 세계에 대한 지적호기심 충족

없음

약간 충족

많이 충족

가구당 지방세 신설을 통한 년 年 별 부담액

원

원

원

원

원

원

<표 33> 속성 변수와 수준

 주: 속성수준에서 *은 현재 수준을 나타냄.

- 개별 속성들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국내 해안지역 침수 사고 예측력 제고

- 본 사업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남극 빙상의 용융과 해수면 상승 간에 보다 

정확한 예측력을 높여 국내 발생할 수 있는 해안 지역의 침수 사과에 사전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일 수 있음

-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 지역 침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현상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남극 빙상이 빠르게 녹아내리게 되면 해수면 상승효과가 가속화되면서 

해안 지역 침수 사고는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향후 일부 도시는 그 기능을 

상실하면서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는 도시가 될 수도 있음

- 본 사업을 통해 남극 빙상의 용융 현상이 초래할 수 있는 해수면 상승의 

가속화에 대한 원인을 규정하고, 그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결과를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한국 정부는 보다 신속하고 사전적으로 관련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설문조사에서는 극지 빙상 해수면 변동관측 및 예측체계구축을 

위한 연구사업은 이러한 정부의 예측능력과 대처능력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편익이 존재한다고 확신하고 이를 속성의 하나로 설정하였음

- 한편 본 설문조사에서 설정한 속성 수준은 현재 상태, 10% 예측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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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예측력 제고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지속적인 

자문의견을 바탕으로 해당 연구사업에서 달성할 수 있는 예측력 제고의 

범위라고 확정지었음

- 현재 수준에서는 예측력의 추가적인 증가가 어려운 경우이며(0% 증가), 

해당 연구사업을 진행할 경우, 정부의 지원 의지(금액)에 따라 최소 

10% 증가에서 최대 20%의 예측력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함

② 국내외 인식 제고와 더 나은 UN 기후협상 유도

- 본 사업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남극 빙상 용융과 해수면 상승 간의 역학

구조를 밝힘으로써 기후변화로 인한 남극 빙상 용융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고,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긍국적으로는 UN기후변화 협약에서 

보다 성공적인 결과를 유도할 수 있음

- 본 사업 결과를 언론 등 매체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알림으로써 빙상 

용융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러한 국민 

인식 제고는 관련하여 정부의 대처능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

- 또한 이러한 심각성을 국제사회와 공감함으로써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여 UN기후협약을 보다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임

- 실제 최근 발표된 연구에서 적도 근방에 위치한 투발루라는 도서국가는 

남극 빙상의 용융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에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UN기후변화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이 사실임

- 결과적으로 본 연구사업은 이러한 국민적인 인식제고와 더 나아가 국제적으로 

UN기후협상을 성공적으로 도출할 수 있어 국민들에게 이러한 사회적 

편익이 존재한다고 확신하고 이를 속성의 하나로 설정하였음

- 한편 문에서 설정한 속성수준은 현재 상태, 5% 인식제고 및 UN기후협상의 

우호적 분위기 제고, 10% 인식제고 및 UN기후협상의 우호적 분위기 제고로 

설정하였음

- 이러한 수준설정은 관련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자문회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로 본 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 투자 수준에 따라 최소 5%에서 최대 

10%의 국민 인식제고 및 기후협상의 우호적 분위기 조성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이와 같이 수준을 설정하였음

③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성과 도출로 국가위상 제고

- 본 사업은 남극 빙상 용융과 해수면 상승 간의 관계규명에 관한 세계 

최고 혹은 최초의 연구성과를 도출하여 냄으로써 획기적인 학문적 성과와 

더불어 국민들에게는 한국의 위상제고라는 효과를 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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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남극 빙상 용융과 해수면 상승 간의 최고의 연구성과의 도출은 다만 

한국의 관련 분야 위상제고라는 효과뿐만 아니라 연구 성과를 국제적인 

연구기관 및 정부들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공동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본 사업은 이러한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제고와 더불어 향후 공동

연구를 위한 기초자산 축적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편익이 존재한다고 

확신하고 이를 속성의 하나로 설정하였음

- 한편 본 설문조사에서 설정한 속성 수준은 현재 수준에서 정부의 극지 

빙상· 해수면 변동 관측 및 예측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에 대한 지원의

지(금액)에 따라 최소 연구성과 1건에서 최대 연구성과 3건까지 달성으로 

설정하였음

- 이는 관련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자문회의를 통해 해당 연구사업에서 

달성할 수 있는 범위라고 확정지었음

④ 미지의 세계에 대한 지적 호기심 충족

- 본 사업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미지의 세계에 대한 지적호기심을 충족시켜주고 

연구결과는 교육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사회적 편익이 존재함

- 교육자료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전문영역에 이르기까지 남극과 기상 그리고 

해수면 상승 분야에서 활용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음

- 본 설문에서 설정한 속성 수준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현재수준에서 

본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지에 따라 ‘ 약간 충족’ 될 수 있는 수준까지 

연구성과를 도출하거나 ‘ 많이 충족’ 될 수 있는 수준까지 도출하는 것으로 

도출하였음

⑤ 소득세 증가

- 본 설문에서 가격속성은 극지 빙상· 해수면 변돵관측 및 예측 연구를 

추진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오 사업 추진을 위해 가구당 지불해야 하는 

소득세 증가로 설정하였고 사전예비설문조사를 통해 적당한 구간을 설정함

◯ 선택대안집합의 설계

- 본 조사는 허용오차를 최소화하는 직교계획법인 D-E�ciency 설계를 적용하여 

선택실험을 응답자 일인당 네 개로 만들고, A, B의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설문을 진행하였음

- 설문 결과는 통상 컨디셔널 로짓(Conditional Logit model) 모형을 적용하였음

- 추정모형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각 속성별 응답자의 지불용의액을 도출할 수 있음

- 설문에서 지불방식으로 선택한 것은 향후 5년 동안 매년 세금(소득세) 

증가이며, 부과 대상은 개인이 아닌 ‘ 가구’ 로 설정하였음

- 본격적인 설문조사에 앞서, 30명에 대한 사전설문을 통해 확정된 금액은 

0원, 2,000원, 4,000원, 6,000원, 8,000원, 10,000원 등 총 6개의 금액을 

선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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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지 작성

- 각각의 선택지에는 세 개의 선택대안(A, B, C)이 담기며, 피설문자는 세 개의 

선택대안 중 가장 선호하는 하나를 선택함

- 예를 들면 응답자는 선택지에 제시된 3개의 속성의 다양한 수준으로 구성된 

정책대안 A, B를 선택하거나 둘 다 선택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C(현재 

상태)를 선택할 수 있음

- 응답자들은 각각의 속성의 다양한 수준들이 가져다주는 편익과 이에 따른 

세금(소득세)의 증가를 비교하여, 가장 선호하는 대안을 선택하게 됨, 

참고로 ‘ 선택대안 C’ 를 선택하면, 어떠한 추가적인 편익도 증가하지 

않는 반면 추가적인 세금도 증가하지 않음

특성 ① ② ③ 현재

국내 해안지역 침수사고 예측력 제고 높임 높임 높임

국내외 인식 제고와 더 나은 

기후협상 유도
높임 높임 높임

세계 최고 수준 연구 성과 

도출로 국가위상 제고
연구성과 건 연구성과 건 없음

미지의 세계에 대한 지적호기심 충족 많이 충족 약간 충족 없음

가구당 소득세 신설을 통한 

년 年 별 부담액
원 원 원

선택 √ 

<표 34> 선택지(예시)

◯ 모형 설정

- 컨조인트 분석에서는 이론적으로 확률효용모형(Random Utility Model)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 McFadden(1974)에 의해 개발된 다항로짓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은 

대안의 구성요소인 개별 속성이 응답자의 선택확률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모형화하는 데 있어 계량경제학적인 체계를 제공함

- 다항로짓 모형은 ‘ 비관련 대안의 독립성’ (indenpedent of irrelevant 

alternative, IIA)‘ 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이 모형에서는 소비자의 간접

효용함수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있는데 하나는 

연구자가 관측가능한 확정적인(deterministic)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관측

불가능한 확률적인(Stochastic) 부분임

- 일반적으로 관측불가능한 부분은 확률적(Stochastic)인 부분으로, 독립적이며 

동일한 제 1형태 극치 분포(Type I extreme value distribution) 혹은 

Gumbel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함 (McFadden, 1974)

- 응답자 가 직면한 선택대안 집합  내에 있는 하나의 선택대안 로부터 

얻는 간접효용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해 볼 수 있음

4.3 경제적 타당성 검토

154



                     expexp                (1)
- 잠재적 소비자 는 전체 선택 집합() 중의 모든 대안들에 대해 

   ∈ ≠를 만족한다면 선택대안 를 선택할 것임

- 이 때 잠재적 소비자 가 선택대안 를 선택할 확률은 다음과 같음

 
 Pr   Pr    Pr             (2)

- 이 경우 응답자 가 선택대안 를 선택할 확률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음 

Pr  






exp

exp
                        (3) 

- 선택적 질문으로부터 얻어진 각 응답자의 다변량응답(multinomial 

response)은 응답자의 효용극대화를 위한 선택결과로서 해석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선택실험법 질문은 응답자에게 둘 다 선호 안 함을 포함하여 

세 개의 대안들을 제시하고, 응답자가 주어진 대안들에서 속성들과 가격

속성 사이의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세 개의 대안들 중 한 개의 대안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선택실험법에서 응답자는 ‘ 예’ 또는 ‘ 아니오’ 의 대답을 

하는 것으로 설계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지시함수(indicator function) 

를   (번째 응답자가 를 선택)로 정의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컨조인트 분석을 위한 로그-우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음

                      ln  
  




  



·lnPr                            (4)

- 식(4)에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적용하면 필요한 

모수를 추정할 수 있음 (Stern, 1997; Greene, 2000). 

- 여기서 극지 빙상· 해수면 변동 관측 및 예측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사업에 대한 속성별 한계지불의사액(Marginal Willingness to Pay, 

MWTP)을 도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추정식을 설정하였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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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식의 는 응답자의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설명들에 대한 계수로 

추정되어야 할 모수이며 여기에 있는 설명 변수들은 아래표에 설명함

변수 설명

 국내 해안지역 침수사고 예측력 제고

 국내외 인식 제고와 더 나은 기후협상 유도

 세계 최고 수준 연구 성과 도출로 국가위상 제고 건

 미지의 세계에 대한 지적호기심 충족

 가구당 소득세 신설을 통한 년 年 별 부담액

<표 35> 설명 변수와 설명

- 이제 식 (5)에 로이의 항등식(Roy’s Identity)을 적용하면 개별 속성에 

대한 한계 지불의사액을 구할 수 있음

  ∆ ∆  

  ∆ ∆  

  ∆ ∆  

  ∆ ∆  

◯ 추정 결과

- 식 (5)를 추정한 결과는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음

- Wald-통계량을 근거하여 판단할 때, 모든 추정계수는 0이라는 귀무가설은 

유의수준 1%에서 기각되어 추정된 방정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함

- 또한 간접효용함수에 포함된 개별 속성에 대한 추정계수()는 모두 유

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음

- 경제학적인 추론과 일치하듯이 세금(tax)에 대한 부호는 음(-)의 값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속성(편익)들에 대한 추정치는 양(+)의 값으로 나타났음











관측지 개수

로그 우도값

통계량

<표 36> 추정 결과

4.3 경제적 타당성 검토

156



◯ 속성별 MWTP 추정

- 한계지불의사액은 개별 속성 수준을 한 단위 추가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대한 가구당 월 단위의 WTP를 의미함

- 본 사업에 대한 개별 속성 별 MWTP는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음, 또한 

각 한계지불의사액의 95% 신뢰구간13)도 제시되어 있음

- 예를 들어 극지 빙상· 해수면 변동 관측 및 예측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사업을 통해 국내 해안지역 침수사고 예측력 제고 편익은 가구당 연평균 

WTP는 145.67원이며, 국내외 인식 제고와 더 나은 UN기후협상 유도에 대한 

사회적 편익은 479.85원이며, 세계 최고 수준 연구성과 도출로 국가위상 

제고에 대한 사회적 편익은 1,152.35원이며, 미지의 세계에 대한 지적호기심 

충족에 대한 사회적 편익은 1,279.30원으로 추정되었음

- 결론적으로 극지 빙상· 해수면 변동 관측 및 예측 체계 구축을 위한 본 

사업에 대해 국민들은 ‘ 미지의 세계에 대한 지적호기심 충족’ 속성이 

가장 중요하고 편익이 가장 크게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세계 

최고 수준 연구성과 도출로 국가위상 제고’, ‘국내외 인식 제고와 더 

나은 UN 기후협상 유도’, ‘국내 해안지역 침수사고 예측력 제고’ 

순으로 편익이 발생한다고 선호를 표명하였음

- 이는 본 연구 과제의 특성상 기초연구라는 것을 감안할 때, 다른 속성

(편익)보다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지적호기심 충족이라는 편익에 대한 

가장 높은 선호를 표방한 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해 얻게 되는 ‘국내 해안지역 침수사고 예측력 제고’ 의 속성에 

대해서는 피부로 와 닿지 않는 편익으로 간주한 것으로 평가됨

구분 지불의사액 단위 원 신뢰구간

국내 해안지역 침수사고 

예측력 제고

국내외 인식 제고와 더 나은 

기후협상 유도

세계 최고 수준 연구 성과 

도출로 국가위상 제고 건

미지의 세계에 대한 

지적호기심 충족

합계

<표 37> 속성별 MWT P

◯ 본 사업의 비시장가치편익 추정

- 본 사업의 비시장가치의 연간 편익은 다음과 같은 방식을 통해 계산할 수 있음

13) 95% 신뢰구간은 Krinsky and Robb(1986)이 제안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기법을 이용하여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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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16년 인구총조사 가구부문에 따라 2016년 

총 가구수인 19,837,665가구에 본 연구에서 추정한 총 한계지불의사액

(3,057.17원)을 곱함, 이를 통해 계산된 극지 빙상· 해수면 변동 관측 및 

예측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사업의 비시장가치의 연간 편익은 60,647

백만원으로 계산됨 

4.3.4. 전체 사회적 편익 계산
- 본 사업으로 인한 연간 사회적 편익은 비시장가치 추정에 따라 60,647백만원이며,  

‘국내 해안지역 침수사고 예측력 제고 편익’ 은 2,890백만원, ‘국내외 

인식 제고와 더 나은 UN 기후협상 유도 편익’ 은 9,519백만원, ‘세계 

최고 수준 연구 성과 도출과 국가위상 제고 편익’ 은 22,860백만원, 마지막으로 

‘미지의 세계에 대한 지적호기심 충족 편익’ 은 25,378백만원으로 추정되었음

사회적 편익 구분 추정량

국내 해안지역 침수사고 예측력 제고 편익

국내외 인식 제고와 더 나은 기후협상 유도 편익

세계 최고 수준 연구 성과 도출로 국가위상 제고 편익

미지의 세계에 대한 지적호기심 충족

합계

<표 38> 연간 본 연구 사업에 따른 사회적 편익 합계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내 해안지역 

침수사고 

예측력 제고 

편익

국내외 인식 

제고와 더 나은 

기후협상 

유도 편익

세계 최고 수준 

연구 성과 

도출로 

국가위상 제고 

편익

미지의 세계에 

대한 

지적호기심 

충족

총편익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합계

<표 39> 편익 연차별 흐름표(할인율 적용 前)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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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경제성 분석

□ 경제성 분석 지표

- 편익/비용 비율(B/C ratio)은 개별 대안사업별로 편익의 현재가치를 비용의 

현재가치로 나눈 값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임

- 사업의 비용, 편익은 장시간에 걸쳐 투입되거나 발생하기 때문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이를 특정기간(일반적으로 현재연도)에 발생하는 것으로 환산하여 

비교하게 되는데 이를 ‘ 현재가치화’ 라고 함

- 각 사업의 편익-비용비는 현재가치로 환산된 편익과 비용으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반적으로 편익/비용 비율이 1이상 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함

    

   

- 그러나 위 식에서 보듯이 편익/비용비율(B/C ratio)은 사업의 비용 1단위당 

편익이 얼마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자연히 소규모 사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익/비용 비율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비용과 편익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음, 따라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편익/비용 비율기준만으로 큰 의미가 있다 할 수 없음

-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는 현재가치로 환산된 장래의 연차별 

순편익의 합계에서 초기 투자비용 및 현재가치로 환산된 장래의 연차별 

비용의 합계를 뺀 값을 의미함, NPV>0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함

순현재가치

여기서 편익의 현재가치

비용의 현재가치

할인율 이자율

내구연도 분석연도

-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IRR)은 편익과 비용의 합계가 동일하게 

되는 수준의 현재가치 할인율을 의미함, 즉 어떤 사업의 순현재가치의 

값을 ‘0’ 으로 하는 특정한 값의 할인율을 의미함

- 내부수익률이 시장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혹은 공공사업에 대해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이자율보다 높게 나타나면 그 사업은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함 

내부수익률

여기서 편익의 현재가치

비용의 현재가치

할인율 이자율

내구연도 분석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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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방안별 문제점을 간략하게 지적하면 우선, B/C ratio와 IRR을 사용함에 

있어 애매한 경우가 다소 있음, 구체적으로 B/C ratio는 재투자 비용이 

드는 사업을 평가함에 있어 재투자 비용을 비용으로 산정할 것인지 혹은 

음의 수익으로 산정할 것인지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짐

- 그러나 이는 일관성 있는 지침을 활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음, 또한 

IRR은 사업규모가 다른 경우 IRR만으로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으며 사업간 상호 독립적이란 가정 하에 도출하는데 만약 사업간 상호

배타적인 경우, 즉 경쟁적 관계의 사업에서 다수의 IRR을 가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 IRR 및 B/C ratio의 문제점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NPV가 우월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NPV 또한 예산상 제약이 있는 경우 한계가 드러남

- 대규모사업이 소규모사업에 비해 큰 순현재가치가 발생하게 되어 대규모

사업이 통상 유리하게 평가되는데, 예산제약으로 인해 하나의 대규모 

사업과 여러 개의 소규모 사업 중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NPV는 올바른 평가를 수행할 수 없음

- 결국 어떤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의 유무판단기준으로서 어느 한 기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인식해야 하며 결론적으로 순현재

가치, 내부수익률 및 편익/비용 비율 세 가지를 모두 적절하게 고려한 

후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타당함

□ 경제성 분석 기본 전제

◯ 분석 대상기간 및 기준연도

- 경제성 분석은 사업 추진과 관련한 모두 비용 및 편익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을 위해 소요된 사회적 비용보다 더 큰 사회적 가치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임, 따라서 본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에 

앞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정함 

① 본 사업은 2017년도 상반기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로 KDI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한국개발연구원, 2008. 12.)에 

따라 착수된 전년도말로 분석 기준연도를 설정하며, 모든 비용과 편익을 2017년도 

불변가격으로 산정함

② 편익의 발생기간은 투자완료 후 6년으로 전제함, 즉, �극지 빙상· 해수면 변동 

관측 및 예측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사업� 기간인 2019�2024년(6년간)까지 

연구 사업을 완료하고, 2025년부터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편익의 

발생기간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였음

③ 현재가격은 2017년을 기준으로 사업의 비용 및 편익에 적용하고 연구사업은 

그 성격상 비용이 초기에 집중 발생하는 반면, 편익은 건설 후 장기간 동안 발생하기 

때문에 분석기간 동안 예상되는 비용과 편익에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함

4.3 경제적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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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할인율

- 비용과 편익의 미래 현금 흐름을 비교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할인율은 

자원의 기회비용, 즉 투자 사업에 사용된 자본에 기대하는 최소수익뿐 

아니라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시간의 객관적인 가치를 나타냄

- 할인율 개념의 적용에 있어서는 많은 이견이 있으나 특정 건설 사업이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경우에는 사회적 할인율의 개념을 적용하고 민간

자본에 의해 추진되는 경우에는 시장이자율에 근거한 재무적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 사회적 할인율은 통상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는데 그 이유는 

사회적 할인율을 사용하여 사업타당성을 평가하는 주체가 주로 정부이며 

정부로서는 미래사업의 중요성이 더 높게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임 

- 대부분의 국가는 투자사업의 특성에 따른 할인율을 자국의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경제적 잠재능력 등을 고려하여 개괄적인 방법으로 정부가 

추정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 사회간접자본의 경우는 

7~8% 이상, 선진국의 경우는 보통 5~ 6% 수준을 적용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KDI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

┘
(한국개발연구원, 2008. 12.)에 따라 4.5%의 할인율을 적용하였음

□ 경제성 분석 결과

- 극지 빙상· 해수면 변동 관측 및 예측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사업에 

따른 편익 및 비용의 현재 가치화된 현금흐름을 활용한 경제성 분석결과,  

B/C는 5.54이이며 NPV는 205,726백만원, 내부수익률(IRR)은 0.42로 나타남

구분 할인편익계 할인비용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표 40> 극지 빙상· 해수면 변동 관측 및 예측 연구 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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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비용 편익 순편익의 

현가총비용 현가 총편익 현가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합계

<표 41> 비용· 편익 흐름

(단위 : 백만원)

4.3.6. 민감도 분석

□ 민감도 분석의 필요성

-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이란 공공투자사업에서 불확실한 외생

요인의 변화가 건설 사업의 경제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요인들로는 할인율의 변화, 공사비의 증감, 편익의

증감 등이 있음

- 본 분석에서는 사회적 할인율을 4.5%로 가정하여 경제성 분석을 수행함

- 할인율은 미래의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데 사용하는 이자율로써,

할인율의 변화는 본 과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할인율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민감도 분석의 결과

-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할인율, 비용, 편익의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수행함, 할인율의 변화는 4.5%를 기준으로 ±1% 를 상하 2개씩 적용하여

총 5개에 대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비용과 편익의 변화를

-10% ~ +10%로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함

- 우선 할인율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에 있어서는 편익비용비율(B/C

ratio)이 1 이상으로 분석되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됨,

또한 비용과 편익의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에 있어서도 검토안과 대안

모두에서 편익비용비율(B/C ratio)이 1이하로 분석되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러한 결과는 앞서 평가한 본 사업의 결과와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할인율의 변화나 비용과 편익의 변화에 따라 본래 경제성

평가 결과가 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4.3 경제적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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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백만원

<표 42> 할인율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구분 백만원

<표 43> 비용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구분 백만원

<표 44> 편익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 투자 효율성

◯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 경감 및 신기후체제 산업 구조 변화에 선제 대응

- 극지 빙상 용융은 해수면 상승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사회, 정치 및 

정확한 해수면 변동의 예측은 최적화된 기후변화적응 대책 마련 및 자연

재해에 따른 사회, 경제적 비용 손실의 최소화에 기여

◯ 극지역 관측거점 확대를 통한 미래 기후변화 위기 극복 및 극지역 연구 

영토 확보 

- 해수면 변동 예측 불확실성은 대부분 극지역 현장관측 자료 부족에서 기인

- 극지역 육,해상 관측거점 확대를 통한 장기 고품질 관측자료의 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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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빙권 및 해수면 변동 예측 정확성 향상에 기여

- 해수면 변동 관측 및 예측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필수기초자료로 특히

연안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서 중요성 증대

- 극지역 관측거점 확대는 최근 가열되고있는 남극 연구 영토 확보 경쟁에서

선제적으로 추진 가능한 방안으로 향후 막대한 사회, 경제적 성과창출 기대
◯ 극한지 탐사장비/기술 활용 및 개발은 제4차 산업혁명을 견인

- 혹독한 극지역에서 안정적인 운용이 검증된 ICT 기반 원격무인 관측장비

및 관측 기술은 국내 무인관측기술 수준 향상 및 신산업 창출에 기여

- LIONESS 협력을 통한 연구장비 공동운영14)으로 탐사비용 절감 및 최첨단

기술 습득/이전 가능

14) 미국 NASA Europa Mission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레이더 장비 활용 빙상 하부구조 정밀 규명, 호
주 무인잠수정 활용한 빙붕하부 해양 환경 관측, 미국 NOAA 무인수중음향관측장비 활용 극지역 해
양 환경변화 모니터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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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요예산

5.1. 전체사업 소요예산

□ 총사업비(사업기간): 285억원( 19 ~ 24)

<표 45> 연차별 소요 예산 

□ 연차별 소요예산

내역
연도

소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 연구내용

◦ 빙권변동성 관측 1,530 1,500 2,400 1,500 2,000 1,500 10,430

◦ 빙상/빙붕 안정도 평가 1,160 1,700 1,200 1,500 1,500 1,400 8,460

◦ 미래예측 780 1,500 1,000 800 700 600 5,380

◦ 관측기술 530 700 800 700 1,000 500 4,230

총   계 4,000 5,400 5,400 4,500 5,200 4,000 28,500

<표 46> 연구내용 및 연도별 연구비 예산 (백만원)

[그림 75] 연구 내용별 연구비 소요 예산

□ ‘19 년 추정 소요예산

◯  빙권 변동성 관측 : 1,530백만원

- 스웨이트 빙하지역 관측 거점 확보: 490백만원

- 해양 거점 탐사/관측 : 26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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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상 거점 탐사/관측 : 780백만원

◯ 빙상/빙붕 안정도 평가 :  1,160백만원

- 환남극심층수 유입에 따른 빙붕/지반선 거동 기작 규명 및 융빙수 해양

순환 연구 : 530백만원

- 빙하 질량 손실 가속화 원인 및 영향 규명 연구 : 260백만원

- 빙저하천 수문망 역할 및 융빙수 기원지 규명 : 370백만원

◯ 빙상-해수면 변화 미래예측 : 780백만원

- 빙상 동역학 기반 해수면 상승 예측성 향상 연구 : 780백만원

◯ 극지관측기술 :  530백만원
- 극지 탐사/관측 기술 개발: 530백만원

□ 2019년 예산 소요 상세내역
(백만원)

구분 내 용 예산

빙권 변동성 관측

■ 스웨이트 빙하 지역 관측거점 추가확보

- 쇄빙 연구선 임차료: 10/일 × 35일 = 350 (장보고 부근 5일 + 스웨이트 30

일)

- 헬기 사용료: 0.7/시간 × 100시간 × 2대 = 140

490

해양 거점 탐사/관측

- 빙붕 용융 기작 규명을 위한 환남극 심층수/빙붕 용융수 관측

(해양 물리 계류 장비 80 × 2기 = 160)

- 인근해역 해수면 상승/하강 속도 관측 (해저면 압력계 50 × 2기 = 100)

260

육상 거점 탐사/관측

- 빙상 질량 손실량 관측 (GPS 측위 18 × 5 = 90, ApRES 20 × 5 = 100)

- 기반암 상승 효과 관측 (지진계 26 ×10 = 260, 해저면 지진계 70 × 2 = 

140)

- 빙저 기반암 경계면 정밀 항공 탐사 (항공 빙하 레이더 운용 100)

- 빙저 수계 변동성 관측 (GPS RTK 9 × 10 = 90)

780

소 계 1530

빙상/빙붕

안정도평가 연구

환남극심층수 유입에 따른 빙붕/지반선 거동 기작 규명 및 융빙수의 해양 순

환 연구

- 해양-빙붕 상호작용 모델링 및 빙붕 용융 기작 연구 (130)

- 빙붕 용융수 총량 산출 (100)

- 융빙수 확산에 따른 해양 환경 변화 이해 및 모델링(한국해양학회/서울대 협

력: 300)

530

빙하 질량 손실 가속화 원인 및 영향 규명 연구

- 빙하 질량 손실량 평가 (100)

- 빙하 손실에 따른 기반암 상승 모델 수립 (100)

- 빙붕 하부용융량 평가 (60)

260

빙저하천 수문망 역할 및 융빙수 기원지 규명

- 빙하 하수 경계조건 정밀화 (80)

- 빙저수 거동에 따른 빙상거동의 민감도 모델링 (빙저수문 실내실험 장비 구

축 200)

- 빙저수 거동 조절 기작 연구 (90)

370

소 계 1,16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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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해수면 변화 

미래 예측

빙상동역학 모델 기반 해수면 상승 예측성 향상 연구

 - 빙상동력학 모델 시스템 개선 (분산 컴퓨팅 시스템 구축 350)

 - 모델 검증을 위한 고환경 수치모사 (수온복원 분석시스템 구축 160, 빙상퇴

적암(till) 입도 분석기기 90)

 -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남극의 해수면 상승 기여도 산출 (100)

 - 서남극 빙상/빙붕 용융의 전지구적 영향 규명 (80)

780

소 계 780

극지관측기술

극지 탐사/관측 기술 개발

 - 무인잠수정 활용 해양 탐사 협력 및 운용 기술 개발 (KRISO 협력: 300)

 - 극지 무인 항공기 운영, 빙붕상부 용융 매핑 (80)

 - 극지 무인 육상 관측 기술 개발 (원격 GPS RTK 시스템 개발 50,

   무선 지오폰 개발 100)

530

소 계 530

합계 4,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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