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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 Misson

기후예측

신뢰도 높은 기후예측 정보 생산 및 제공

융합연구

기후정보의 사회·경제적 활용을 위한 

기후관련 융합연구 선도 

국제협력

대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능력 향상 지원 

기후정보서비스

기후자료·정보서비스 센터 역할

Mission

신뢰도 높은 기후정보 생산과 이의 활용도모를 통해 국내를 포함한 아·태(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번영에 기여  

국내를 포함한 APEC 회원국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맞춤형 기후정보 제공, 

기후과학 및 응용연구, 개도국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아·태지역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

Vision

최적화된 기후예측 정보와 활용 기술을 제공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기후 네트워크의 허브, 

APEC 기후센터 

기후분야의 혁신적 연구를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심에 APEC 기후센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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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 Organization

APEC 기후센터 소장

정 진 승

Director's Message

기후변화에 대한 정확한 예측 및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로 유엔(UN)산하 국가의 기상학자, 해양학자, 

빙하 전문가, 경제학자 등 3천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2014년에 새롭게 채택된 ‘제5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보고서’ 내용에서도 이러한 

기후변화 예측과 대응책 마련에 대한 중요성과 시급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APEC 기후센터는 2005년에 설립된 이후 기후변화의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아·태 

지역의 기후변화로 인한 파급효과를 경감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APEC 기후

센터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정확도 높은 3개월 및 6개월 동안의 기후예측정보를 아·태 지역의 

국가들에게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가뭄, 홍수, 폭염 및 혹한 등 극한 기후 감시·예측 정보도 

아·태 지역의 국가들과 공유해 이들이 재난과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아·태지역 내 

기후정보의 허브(Hub)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급작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는 식량, 수자원, 에너지, 건강, 경제 등 인류의 삶과 직결된 다양한 

분야와 영역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국의 정책담당자, 기업 및 개인들이 직접 활용 가능한 

고품질의 신뢰성 있는 기후정보에 대한 요구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APEC 기후센터는 한층 더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인 실용성 있는 기후정보가 생산·제공

되고 활용 되도록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후정보가 아·태지역의 농업·수자원 분야 뿐 만 아니라 기후

변화와 연관된 주요산업에서 활용돼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함으로써 국내 뿐 만 아니라 아·태지역의 경제

발전 및 공동번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APEC 기후센터는 한발 더 나아가 아·태지역의 기후정책을 선도하는 ‘세계최고(the World Best)의 

기후 정보·정책 전문 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 장

설립 

[2005. 11] 

독립청사 신축 

[2009. 3. 부산]

정진승 초대 소장 취임 

[2010. 4]

Organization

History

기후예측팀 기후분석팀 기후변화연구팀
기후응용서비스

개발팀

소 장

회원국 

집행위원회

회원국 실무단

과학자문위원회

연구본부 기후정책실 대외협력실 행정실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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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Climate Center 01

연구본부

기후예측팀

기후분석팀

기후변화연구팀

기후응용서비스개발팀

연구본부·
주요사업

연구본부

기후변화 대응능력 향상지원 통한 아·태지역 발전·복지 증진

APEC 기후센터의 연구본부는 기후예측팀, 기후분석팀, 기후변화연구팀 그리고 기후응용서비스개발팀의 

4개 연구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후예측팀

정확성과 신뢰도 높은 기후예측정보의 생산·제공을 통해 기후정보 수요자들이 자연재해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저감 등 사회·정책적 의사결정시 이들 정보를 참고·활용하도록 지원

기후분석팀

신뢰도와 정확성 높은 계절내 기후예측 정보(Subseasonal to Seasonal Prediction)와 특정지역에 대한 

맞춤형 기후정보의 생산·제공을 통해 개인과 정책입안자 등 기후정보 최종수요자들의 의사결정 지원 

기후변화연구팀

농업·수자원 분야의 연구에서 활용될 수 있고 자연재해 사전 대비 및 피해경감에 기여할 수 있는 가뭄, 홍수, 

폭염, 한파 등 아·태지역의 극한기후에 대한 중장기 감시·예측기술의 개발과 기후예측정보를 필요한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융합연구 수행 담당

기후응용서비스개발팀

아·태지역 국민, 기업, 정책담당자들이 의사결정에 필요로 하고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기후 빅데이타(Big Data)를 

구축하여 농업, 수자원, 재난관리,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 있는 수요자의 특성에 맞게 이를 가공·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APEC 기후센터의 기후정보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도모 

APEC 기후센터 연구본부는 아·태지역 개발도상국들의 자체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첨단 기후예측 기법 및 활용 기술 등 축적된 연구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이들 국가들에 제공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지원 범위를 태평양 도서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Better Climate Adaptation through Climate Prediction 

연구본부장

김형진 박사       연구본부 총괄

연구원

강보라 연구원   

주수양 연구원   

연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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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고품질 기후예측 시스템 운영 및 기술개발

APEC 기후센터는 회원국들의 요청에 따라 2013년 하반기부터 기존 3개월에서 6개월 기간으로 확대하여 기후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6개월 동안의 계절 내 기후예측 정보는 자연재해저감 대책수립을 위한 정책 

의사결정 수단으로 활용 될 뿐만 아니라 산업·경제적 측면에서도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한 적절한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정보가 됩니다. 또한 이들 정보는 지역별 농산물 생산량 조절, 수자원 확보 관리 등 각 분야의 중장기 계획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APEC 기후센터의 계절예측 기후정보는 기상청에서 매달 발표하는 우리나라 계절 예측의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APEC 기후센터에서 개발한 확률 다중모델 앙상블 기법은 2011년부터 세계기상기구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의 계절예측 기법으로 채택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APEC 기후센터는 

다중모델 앙상블 기법의 개선과 예측 정보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예측 결과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계절 예측 기후정보를 제공하는 모델을 다변화하여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전 세계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6개월(2015년 6월~11월) 아·태지역 장기기후예측정보(발췌 : http://www.apcc21.org/kor›서비스›6-month Forecast)

기후예측팀

기후예측팀장 

유진호 박사   계절 기후예측

선임연구원

김유진 박사   기후역학 및 동아시아몬순

민영미 박사   확률 다중모델앙상블 예측

손수진 박사   계절 예측 및 예측성

여새림 박사   태평양 기후에 대한 통계 분석

Vladimir Kryjov 박사    열대-아열대 상호작용

연구원

김가영 연구원 윤순조 연구원

김미아 연구원 이현주 연구원

오상명 연구원 정다은 연구원

신뢰도 높은 기후예측 정보 생산·제공

APEC 기후센터는 아·태지역 11개국 17개 기관의 기후예측정보를 다중모델 앙상블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후, 

세계적으로도 신뢰도 높은 장기 기후예측정보를 생산해 APEC 기후센터의 홈페이지(www.apcc21.org)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기후정보를 제공하는 선도 연구기관

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후예측팀

주요사업

Better Climate Adaptation through Climate Prediction Better Climate Adaptation through Climate Prediction 

영국기상청

Met Office

한국기상청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대만기상청

Central Weather 

Bureau

러시아 수문기상센터

Hydrometeorological

Centre of Russia

미국 항공우주국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

대기물리연구소(중국 과학기술원)

Institute of

Atmospheric Physics

캐나다기상청
Meteorological Service

of Canada

미국국제기후·사회연구소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Climate and Society

베이징기후센터 (중국기상청)

Beijing Climate 

Center / CMA

호주기상청

Australian Government

Bureau of Meteorology

미국 해양육지대기연구센터

Center for Ocean-Land-

Atmosphere Studies

일본기상청

Japan Meteorological

Agency

러시아 지구물리관측본부

Voeikov Main

Geophysical Observatory

미국 국립환경예측센터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

유럽-지중해 기후변화센터 페루기상청

Euro- Mediterranean Center 

on Climate Change

Meteorological and Hydrological

Weather Service of Peru

APCC 모델간 앙상블 참여기관

APCC 기후예측 체계

Data Collection

Pre-processing Dissemination

Verification
(Previous Forecast, Hindcast)

Graphics
(Indi. Models, DMMEs, PMME)

Application

(Index Forecast, CLIK, 

Statistical Downscaling)

Outlook
Interpretation / Description of 

Prediction

Decision on Model Set

Communication with 

Model Holders

Quality Check

Participating Institutions

Date: 10th 15th 20th (every month)

APEC Member EconomiesAPEC Climate Center (APCC)

Decision on Official 

APCC ForecastsDeterministic
Forecasts
(4 DMMEs)

Probabilistic
Forecasts
(PMME)

Dynamical Seasonal Prediction

▲

▲ ▲

▲

17 Models Hindcast / 

Forecast

Historical Observa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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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기후예측 기술개발

기후변화 및 극한 기상·기후 현상이 심화되면서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 기업, 산업 및 정책입안자 등 

기후정보의 최종수요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특정 지역, 특정 기간에 대한 상세 기후 예측 정보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지구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 지구 기후모델’이 생산하는 기후

예측 자료만으로는 특정지역의 최종사용자들이 기후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무리가 따릅니다. 현재 

APEC 기후센터는 지역기후모델 및 통계적 상세화(statistical downscaling) 기법을 적용하여 수요자들이 

원하는 특정지역에 대한 맞춤형 기후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APEC 기후센터는 상세화 기법의 개선을 통해 전 세계(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후정보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최종 수요자 맞춤형 기후정보 생산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해양 및 지표 초기

조건 등을 포함한 고해상도 전 지구 기후예측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15일~6개월 기간의 기후예측 정보의 정확도 향상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기후분석팀

기후분석팀장 

김해정 박사   여름철 계절내 진동 예측

선임연구원

김무섭 박사   기상·기후 통계 모형 연구 개발

김선태 박사   전지구모형의 기후변동성 분석 및 검증

양유빈 박사   지역기후모형을 이용한 동아시아 기후분석

우성호 박사   지역기후 분석 및 예측

음형일 박사   통계다운스케일링 기법의 개발 및 검증

Hongwei Yang 박사     역학적 다운스케일링을 통한 지역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

연구원

강수철 연구원 정여민 연구원

이효진 연구원 정유림 연구원

임창묵 연구원 정혜인 연구원

기후분석팀

계절내 예측(Subseasonal to Seasonal Prediction) 정보 생산

APEC 기후센터는 최근 15일~2개월 동안의 계절내 예측정보 생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계절내 예측은 

사회·경제적 의사결정 및 위험관리에 필수적이지만, 아직 전 세계적으로 신뢰도 높은 기후예측 정보는 생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APEC 기후센터는 2013년부터 여름철 계절내 진동(BSISO, Boreal Summer Intraseasonal Oscillation)

예측지수를 세계 최초로 생산·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계절내 진동은 아시아 지역의 여름철 몬순의 시기와 

강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름철 계절내 진동에 대한 예측정보는 아시아 지역의 건기와 우기 뿐 만 

아니라 수문기상학적 극한 기상·기후현상 (폭염, 가뭄, 홍수 등)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보로 

활용됩니다. 향후 여름철 계절내 진동에 대한 최적의 다중모델 앙상블 기법 개발·적용을 통해 좀 더 신뢰성 있는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APEC 기후센터는 계절내 기후에 대한 예측 역량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응용 분야에서의 기후정보 활용가치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름철 계절내 진동(BSISO: Boreal Summer Intraseasonal Oscillation) 예측 정보(발췌 : http://www.apcc21.org/kor›서비스›BSISO Forecasts)

RCP8.5 시나리오에 근거한 동남아시아 지역(Maritime Continent) 강수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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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기후변화·변동성 증가로 주요 작물의 공급 및 가격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기후변화가 주요 농작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장기예측 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APEC 기후센터는 자체 계절예측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규모(전 세계-아·태지역-한국-지역 단위)에서 작물의 생산성 예측기술을 개발하고 이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후 예측 정보를 이용한 주요작물 병해 조기경보시스템 등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자원

기후변화는 수자원의 시간·공간적 불균형을 야기해 수자원 시스템 운영 및 안정적 용수공급에 있어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APEC 기후센터는 기후예측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시간 규모의 물 관리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APEC 기후센터의 계절내 예측 및 6개월 장기예측을 이용한 수량 및 수질관리 방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태지역을 대상으로 기후예측정보를 댐 및 저수지 운영, 효율적인 용수 수요 및 공급관리, 하천 수질 관리 

등에 활용하는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건 

기후변화와 연관된 기상재해, 대기오염, 폭염, 수인성 전염병, 매개체 전염병 등의 증가로 인해 이미 인간의 건강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APEC 기후센터는 기후가 주요 질병(심혈관, 뇌혈관, 호흡기 질환 등)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비한 보건, 건강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의 발생 빈도 및 피해액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APEC 기후센터는 기후정보를 이용하여 

사전에 발생 가능한 재난 피해를 예측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태풍, 홍수, 가뭄, 폭염, 

한파 등에 대한 조기예측 기술과 예측정보를 활용한 재난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연구팀 

기후변화연구팀장 

김옥연 박사   적도지역 태풍빈도 계절예측

연구원 

이은정 연구원

선임연구원

정일원 박사   계절유량예측 기술 개발

김광형 박사  병해충 위험 예측기술 개발

박경원 박사   다중위성정보활용 호우 예경보 기술 개발

신선희 박사   동아시아 겨울철 몬순 및 한파 예측

신용철 박사   토양수분기반의 가뭄위험예측기술 개발

신용희 박사   계절예측 기술 활용 전국규모 작물작황 예측

윤선권 박사   장기 홍수위험 예측기술 개발

이우섭 박사   폭염예측 및 조기경보시스템 개발

이진영 박사   위성기반 가뭄감시 및 예측기술 개발

전종안 박사   농업분야 이상기후 영향 및 위험관리

정유란 박사   장기 농업기후재해 예측기술 개발

조재필 박사   통합수량수질 장기예측기술 개발

기후변화연구팀

극한기후 예측 및 재난방지를 위한 기후정보 활용

극한 기상·기후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그에 따른 인명 및 경제적 피해가 커짐에 따라 극한기후 예측 정보에 대한 

필요성·요구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현재의 극한 기후현상 중장기 예측기술은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APEC 기후센터는 아·태지역 가뭄, 홍수, 폭염, 한파 등 극한기후 감시 및 장기 예측 기법 개발을 위해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원격탐사 및 지면 모델을 이용한 가뭄감시 기술을 개발해 농업 및 수자원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APCC 예측기법을 활용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폭염, 한파, 홍수를 

장기예측 할 수 있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태풍예측 등으로 연구범위를 확대하여 자연재해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고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기후정보 기반 활용기술 개발 및 적용

APEC 기후센터는 신뢰도 높은 기후예측 정보를 바탕으로 이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융합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아·태지역의 회원국을 포함, 전 세계 수요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APEC 기후센터는 농업, 수자원, 보건, 재난관리 등 기후 민감 분야에서의 실질적 의사결정 상황을 고려한 

기후예측 활용 기술 및 적용에 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와 기후정보 활용 분야 간 공동 

연구의 가교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국내외 관련 전문기관과의 공동 연구 및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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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CC Data Service System (ADSS) 
[기후연구와 예측을 위한 원스톱 데이터 센터 http://adss.apcc21.org]

ADSS (APCC Data Service System)는 기후감시 및 예측 자료를 디지털 형식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APEC 기후센터는 ADSS 시스템을 통해 기후예측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기후모델 실험결과를 

회원국과 공유하고 있으며, 또한 상세 기후분석을 위한 관측 자료도 여기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APEC 기후센터는 

아·태지역 국민, 기업, 정책담당자들이 필요로 하고 의사결정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기후 빅 데이터를 축적

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자원, 농업,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 있는 수요자의 특성에 맞게 

이 데이터베이스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아·태지역 핵심 기후자료센터로서의 기능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후응용서비스개발팀

기후응용서비스개발팀장

이현록 박사   기후정보 분석 시스템 연구/개발

선임연구원

이성규  박사   지리정보시스템 기반 기후정보 서비스 연구/개발

한정민  박사   대용량 기후자료 처리 방법 연구/개발

연구원

김상철 연구원 정광순 연구원 
신지현  연구원   최재원  연구원   
이한세 연구원

기후응용서비스개발팀

CLimate Information toolKit (CLIK)
[온라인 기후정보 응용도구 http://clik.apcc21.org]

온라인 기후정보 응용도구(CLimate Information 

toolKit, 이하 CLIK)는 사용자가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기후예측정보를 쉽게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사용자가 직접 웹 화면에서 기후모델, 

예측변수, 예측지역, 분석 기법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기후예측정보를 만들 수 있습니다. 

CLIK의 지역상세화, 시스템 경량화, 웹 표준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의 기술 개선을 통해 현재 APEC 기후센터는 

기후분석 인프라가 부족한 개도국을 포함, 전 세계 어느 곳

에서도 편리하게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기후 예측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 운영

APEC 기후센터는 기후자료 처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성능 컴퓨팅(HPC, High Performance Computing)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국내 기후 

전문 연구기관 중 가장 큰 규모의 계산을 위한 전산자원 

(3.47GHz x 1260 코어, 17.488 테라플롭스)과 기후

자료 저장을 위한 전산자원(2404.8 테라바이트)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상청 슈퍼컴퓨터와 

연동된 이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APEC 

기후센터의 연구자들은 전 지구 기후 및 상세 기후 예측/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내부 연구자들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국가과학기술연구망

(KREONET)에 접속하여 기상·기후 예측자료와 관련된 

생산·공유·활용 등 각 단계에서 슈퍼컴퓨팅 및 과학기술 

정보자원에 안정적이고 빠르게 접근하여 협업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CLIK(온라인 기후정보 응용도구)을 활용한 수요자 맞춤형 기후정보 생산 예시 
(발췌 : http://clik.apcc21.org) 

APEC 기후센터 내 고성능컴퓨팅(HPC) 시스템

ADSS(APCC Data Service System) 화면(발췌 : http://adss.apcc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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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Climate Center 01

국제 네트워크 및 협력

APEC 기후센터는 APEC 회원국 집행위원회, APEC 회원국 실무단 그리고 과학자문위원회내의 세계적인 과학자들 

그리고 기후 연구 실무진들과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적인 지식과 경험을 공유합니다. 이러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 APEC 기후센터는 아·태지역의 수요를 기반으로 한 생산적인 연구개발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APEC 기후 심포지엄

APEC 기후센터는 극단적 이상기후와 기후변화에 대한 아·태지역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제 기후과학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APEC 기후 심포지엄’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APEC 기후 심포지엄은 

기후정보 공급자와 기후정보 활용분야 수요자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장으로 마련됩니다. 본 심포지엄에서 매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과학자들이 모여 기후과학 및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하며, 

최신 기후 연구 결과 및 기술 정보를 교류하고 기후에 민감한 민간 분야에서의 기후정보 활용방법을 모색합니다.

개발도상국 지원 교육 훈련 프로그램 및 젊은 과학자 지원 사업

개발도상국 지원 교육 프로그램 및 젊은 과학자 지원 사업은 APEC 기후센터의 첨단 기술력과 국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사업으로, 기후연구 및 기후예측기술개발에 필요한 인적·기술적 인프라가 부족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 기후예측 기술 및 기후정보 활용의 노하우를 전파함으로써 APEC 회원국들 간의 

기후관련 지식 격차를 줄이고자 합니다. 그럼으로써 APEC기후센터는 APEC 회원국들의 기후변화 대응능력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08년(페루), ’09년(싱가포르), ‘10년(한국), ’11년(미국), ‘12년(러시아), ’13년(인도네시아), ‘14년(중국), ’15년(필리핀)

•2011~2014년까지 총 52개국 240여명의 개도국 기상청 기후연구 실무진 단기 교육 실시

•2011~2014년까지 총 20개국 50여명의 개도국 젊은 과학자 3개월 연구 지원

APEC Climate Center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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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국가 소속기관 이름

1 호주 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Prof. Mark Howden

2 중국 National Climate Center, Chin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Prof. Yihui Ding

3 중국 Institute of Atmospheric Physics, Chinese Academy of Sciences Prof. Hui-Jun Wang

4 일본 Research Institute for Humanity and Nature Prof. Tetsuzo Yasunari

5 이탈리아 Euro-Mediterranean Centre for Climate Change Dr. Antonio Navarra

6 한국 Pukyong National University Prof. Jai-Ho Oh

7 러시아 Voeikov Main Geophysical Observatory Dr. Vladimir M. Kattsov

8 미국 International Pacific Research Center, University of Hawaii Prof. Bin Wang

9 미국 Naval Postgraduate School Prof. Chih-Pei Chang

10 미국 George Mason University Prof. Jagadish Shukla

11 미국 Princeton University Prof. Eric F. Wood

12 미국 Global Facility for Disaster Reduction and Recovery, World Bank Dr. David P. Rogers

APCC 과학자문위원회 (SAC, Science Advisory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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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후·사회 연구소(IRI)와의 협력사업 추진

APEC 기후센터와 국제기후·사회연구소(IRI: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Climate and Society)는 

유사한 목표와 미션을 가진 두 기관이 수년간 쌓은 서로의 노하우(know-how)를 공유함으로써 기후과학 분야 연구

사업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우선 국제기후·사회연구소(IRI)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필리핀의 비콜(Bicol)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기후-농업 

모델 의사 결정 도구(CAMDT : Climate-Agricultural Modeling-Decision Tool) 개발에 APEC 기후센터의 

병해충 모듈의 추가를 통해 ‘통합 벼 생산량 예측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APEC 기후센터는 

“아·태지역 개도국 대상 곡물 생산량 전망 및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위험관리 프로젝트”에 국제기후·사회연구소(IRI)의

참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밖에도 양 기관의 데이터 라이브러리(관련된 데이터의 집합)의 연동을 통해 계절예측, 

기상/기후자료를 공유함으로써 APEC 기후센터와 국제기후·사회 연구소(IRI) 연구자들의 연구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향후 양 기관은 기후 관련 재난·보건 관리 분야로 연구협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태평양 도서국 지원사업

2013년 10월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박근혜 대통령은 14개 태평양 도서국 정상과의 대화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등은 이들에게 있어 생존의 문제라는 점에 공감을 표시하고 APEC 기후센터를 중심으로 한 태평양

도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역량강화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APEC 기후센터는 APEC 회원국을 대상으로 

제공해 온 기후예측 정보 생산·공유 및 이상기후 감시·예측 업무를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태평양 도서국으로 

확대함으로써 이들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APEC 기후센터는 태평양 도서국들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상세 기후예측 기술을 개발하고 기후예측 

시스템을 태평양 도서국 지역에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업, 수자원, 보건 분야 등에서 태평양 

도서국들이 필요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협력사업

아세안 국가들의 특성상 자연재해 관련 연구가 지역별로 산재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 연구성과가 

공유되지 못함으로써 실질적인 재난관리 정책수립에 아세안 국가들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PEC 기후센터는 아세안 국가 내 재난관련 연구성과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산재해 있는 재난관련 연구정보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웹기반의 플랫폼 개발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아세안 국가들의 통합재난관리 컨트롤 타워인 AHA(ASEAN Coordinating Center for Humanitarian 

Assistance on Disaster Management)센터가 재난·재해 연구관리 및 정책수립지원 등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대외협력실

대외협력실장

문상원 실장 

한수희 사원  하만재 사원

전인자 사원  조경석 사원 

이지윤 사원 

2014년도 태평양 도서국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심포지엄(Symposium on Climate Change Adaptation in the Pacific Islands 2014) 

APEC 기후센터와 국제기후·사회연구소(IRI: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Climate and Society) 간의 공동연구 발굴  협력회의(미국 뉴욕, 2015년 4월 12일) 

Better Climate Adaptation through Climate Prediction Better Climate Adaptation through Climate Pr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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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

최적의 연구환경 제공을 위한 행정지원

APEC 기후센터는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유연근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쾌적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업무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센터 내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연구에만 집중하여 양질의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실

행정실장

윤여훈 실장 

강종욱 사원   이종진 사원       

김보성 사원   김혜란 사원   

이지은 사원 유준민 사원       

조영섭 사원

정책지원

APEC 기후센터는 국가 기후정책 지원을 위해 국내외 관련 기관, 연구소들과의 실효성 있는 다양한 융합연구를 

기획·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계 대상 기후정보 활용·확대 전략을 마련하고 기후관련 국제연구 협력 사업 

또한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APEC 기후센터는 주요 선진국들의 기후관련 연구·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실제 정책 당국 및 국민, 기업 등 기후정보의 최종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기후정보 생산 및 제공 전략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향후 APEC 기후센터의 연구와 추진사업이 국가 기후 정책, 

전략 개발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책과제 기획 및 발굴 

선진 기후과학 정책 정보수집·분석 및 정책·전략 개발

기후정책실

기후정책실장

김형원 박사

팀장

송봉근 박사 

김혜정 사원 박효경 사원

김우정 사원 정승원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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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cc21.org/kor›서비스›BSISO Forecasts http://clik.apcc21.org

CLimate
Information 
toolKit
(CLIK  :  온라인 
기후정보 응용도구)

APEC 기후센터 온라인 기후정보 서비스 

6개월 
월별 기후 전망
(Monthly Outlook)

http://www.apcc21.org/kor›서비스›6-month Forecast›MonthlyOutlook   http://www.apcc21.org/kor›서비스›6-month Forecast›ENSO

여름철 계절내 
진동 정보 
(BSISO, Boreal 
Summer 
Intraseasonal 
Oscillation)

http://adss.apcc21.org

APCC Data Service System 
(ADSS:기후연구와 예측을 위한 원스톱 데이터 센터)

6개월 
ENSO 전망

※ENSO(El Nino-Southern 
Oscillation,엘니뇨-남방진동) : 

서태평양에서 동태평양으로 고온의 
해수가 몰려가는 현상, 극단적인 
ENSO 현상은 지구 전역에 가뭄과 
산불, 홍수 등을 일으키며 어업에도 
큰 영향을 미침

http://www.apcc21.org/kor›MediaCenter›E-APCC http://www.apcc21.org/kor›MediaCenter›Edu-APCC

홈페이지 통한 기후과학 관련 지식·행사소식 공유

최근 국내외 기후관련 연구 소식행사소식

APEC 기후센터는 새로운 기후관련 지식정보 및 행사소식을 국내외 기후관련 기관 및 연구자들과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기후과학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자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APEC 기후센터 홈페이지

(http://www.apcc21.org)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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