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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duction of reanalysis data is important since it contributes to develop all fields of

atmospheric sciences and to profit national economy. The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SA, EU,

and Japan have manufactured the global reanalysis data since the 1990s, but their data present

a lack of detailed regional climates. For those who need to analyze the regional climate in/around

Korea, a high-resolution reanalysis data should essentially be made. This study reviewed the

existing reanalysis data and the applications, and the available observations for the data

production. We also investigated the opinions and needs of the potential data users in Korea. We

suggest the specifications of the data to have the domain of 55-5N, 80-150E (which includes

Mongolia and most Southeast Asian countries), the spatial resolution of 10-20 km, and the

period of most recent 30 years. With the specifications and climate models operated in KMA,

this study argues that production of the reanalysis data with functional climate information is

feasible in both technical and economic aspects. Finally, for successful data production, the

framework of the future reanalysis data project wa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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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동아시아 재분석자료의 필요성

최근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사회, 경제적 파장에 대

하여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각국 정부

및 민간단체에서는 예상되는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

응하기 위해 과거 기후를 분석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신뢰할만한 기상관측자료는 그 역사가 짧을 뿐

아니라 관측 지역도 접근성이 쉬운 지역에 국한되어 과

거 기후의 변동성과 대기현상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기에

한계점을 가진다. 이에 비해 수치모의 자료는 원하는

수준의 시공간적 기상/기후 양상을 나타낼 수 있는 장

점을 가지나, 수치모델을 구성하는 방정식들이 대기현상

을 완벽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고 대기운동의 비선형

성에 기인하는 초기장에 대한 민감한 의존성 때문에 예

측에 있어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대기·지면 관측자료를 수치모델결과와

융합하는 자료동화 기법이 이용되고 있다. 이 자료동화

기법을 이용하여 과거 일정기간을 대상으로 관측자료

들을 대기상태를 최대한 관측장에 가깝게 3차원으로

재현해 낼 수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를 ‘재분

석자료’라 한다.

재분석자료의 생산을 위해서는 지상관측, 상층관측,

위성관측 등 다양한 관측자료에 대해 엄격한 품질평

가가 수반되어야 하며 자료생산에 사용되는 수치모델과

자료동화기법 또한 최신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므로

재분석자료 생산은 대기과학 기술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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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겠다. 재분석자료는 수치모델의 성능향상을 위한 비

교검증자료로 활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시

나리오, 자연에너지(풍력, 태양열)지도 등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

전세계적으로 미국, 유럽, 일본 등 기상선진국에서는

이미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걸쳐 NCEP/

NCAR 재분석자료, ERA-40, JRA-25 등 재분석자료를

생산하였으며 컴퓨팅능력의 향상, 수치모델 및 자료

동화방법의 진보에 힘입어 더욱 품질이 개선된 재분

석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그 예로 일본은 차기 재분석자

료로서 JRA-55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자료생산 이전 기

획단계까지 고려하면, 실상 우리나라의 재분석자료 생

산은 이제 당장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선진국에 비해

이미 10여 년 이상 뒤쳐진 셈이다.

그러나 현존하는 외국산 재분석자료들은 대부분 전

구영역을 대상으로 한 재분석자료로서 공간적 해상도

가 매우 낮아서 한반도의 복잡한 지형을 고려한 우리나

라의 기후 특성을 상세하게 표현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

다. 기후의 지역차를 구분하지 못하는 자료로는 기후변

화와 관련된 대응 및 적응 정책을 제대로 수립할 수

없다.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고해상도의 지역재분석자료 생산이 반드시 필

요하다. 본고는 이러한 배경에서 고해상도의 동아시

아 지역재분석자료 생산에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 종

합하고 향후 재분석자료 생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선진국 재분석자료 현황

먼저 선진 각국에서 기존에 생산되었거나 현재 생산

중인 각종 재분석자료 현황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우선 눈에 띄는 점은 미국과 유럽에서 지속적으로 새

로운 재분석자료들이 생산되고 있는 점이다. 특히 미국

은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된 NCEP/NCAR 자료와 NCEP/

DOE 자료 이외에 2008년 이후에만도 MERRA, CFSR,

C20R 등 전구 범위의 재분석자료를 생산하였으며 향후

에도 더욱 고해상도 또는 장기간의 재분석자료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 또한 상대적으로 오랜 재분석자료

생산 역사를 갖고 있으며 우수한 품질로 평가 받는

ERA-40 및 ERA-Interim을 비롯하여 향후에 20세기

재분석자료와 유럽지역 고해상도 재분석자료 생산을

추진 중에 있다. 미국과 유럽을 뒤이어 일본이 JRA-25라

는 전구재분석자료를 생산하였으며 현재는 JRA-55 전구

재분석자료 생산 중에 있고 이 생산사업의 2단계에서

Table 1. Current status of the atmospheric reanalysis data in the world.

국가 센터 자료명 생산년도 기간 해상도 영역

미국

NASA GEOS1 1995 1985-1993 2.5o

lon × 2.0
o

lat, L14 전구

NCEP/NCAR NNRP-1 1999 1948-현재 T62L28 전구

NCEP/DOE NNRP-2 2001 1979-현재 T62L28 전구

NCEP NARR 2004 1979-현재 32km, L45 북미지역

NASA MERRA 2008 1979-현재 1/2o × 2/3o,L72 전구

NCEP CFSRR 2010 1979-현재 T382 전구

ESRL-CIRES C20R 2009 1891-2007 T62 전구

CPC CPCR 2010 1944-현재 T382 전구

BPRC in Ohio State U ASR 진행중 1957-2010 10-20 km 북극지역

미정 SIRCA 계획 1850-2011 1 degree 전구

미정 IESA 계획 추후결정 추후결정 전구

유럽
ECMWF

FGGE 1982 1979 R42L18 전구

ERA-15 1996 1979-1993 T106L31 전구

ERA-40 2003 1957-2002 TL159L60 전구

ERA-Interim 2007 1989-현재 T255L60 전구

ERA-20C 2014 추후결정 추후결정 전구

컨소시엄(KNMI+others) EURO4M 2014 추후결정 10 km, 2 km 유럽지역

일본 JMA
JRA-25 2006 1979-현재 T106L40 전구

JRA-55 진행중 1958-2012 T319L60 전구

인도 MoES(Ministry of Earth Science) SARR 진행중 1979-2006 25 km 남아시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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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본지역을 대상으로 초고해상도 다운스케일링

(downscaling)을 계획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외에

재분석자료 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인도가 유일

하다. 인도는 자국과 남아시아 일부 국가 및 인도양을

포함하는 영역을 범위로 한 지역재분석자료 생산을 목

표로 하고 있다. 이미 2008년에 미국 NOAA와 MOU를

체결하고 2009년에 시험모델을 운영하여 그 초기결과를

바탕으로 2010년 초에 각국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제

워크샵을 개최한 바 있다. 현재는 이러한 초기 시험결과

와 전문가 조언을 바탕으로 자료생산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으리라 추측된다.

기존의 재분석자료가 활용되고 있는 분야를 살펴보면

매우 다양하다. Table 2에 활용분야와 대표적인 사례들

을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우선 기상 및 기후분야에서의

연구를 들 수 있겠다. 재분석자료는 대기상태에 대한 3

차원적인 정보를 제공하므로 기상/기후 연구에 있어 훌

륭한 자료라 할 수 있다. Fig. 1에서 보듯이 1990년대 중

반에 초기적인 재분석자료가 생산된 이후 해마다 재분

석자료를 이용한 학술연구가 급증하고 있다. 2000년대

후반에 미국과 유럽에서 새로운 재분석자료들이 생산

되었음을 감안하면 수년 내에 이들 자료를 활용한 학

술연구는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리라 예상된다.

재분석자료는 학술연구 이외의 분야에서도 활발히 활

용되고 있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재분석자료는 관

측장을 이용하여 대기상태를 재현하였기 때문에 일종의

참값(true value)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수치예보

모델 결과를 비교하여 오차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수

치예보모델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다. 또한 재분석자료는 실제 관측자료가 가지는 시공간

적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상/기후 현상에 대한 3차

원적이고 폭넓은 분석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 외에도 해

양모델이나 대기오염모델의 입력자료로서 기능하고, 기

후와 에너지/수자원/농작물 등과의 관계 분석에 사용

되어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3. 국내 수요자 요구사항

앞 절에서 재분석자료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이는 대부분 외국의 사례들이었기

때문에 국내의 기상정보 수요자 입장에서 지역재분석자

료에 관한 어떠한 요구사항이 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설문은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이

루어졌으며 기상 관련 학계 및 연구소를 비롯하여 기

상과 관련되는 환경 분야 및 민간산업 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010년 7월 17일부터 8월 7일까지 3주간 실

시되어 63건의 유효응답 수를 기록하였다. 설문응답

Table 2. Applications of the atmospheric reanalysis data in various fields.

분야 내용

예보정확도 향상 장단기 예측모델 및 기후예측 검증자료 (Hamill et al., 2006; Shimpo, 2008; Williamson, 2008)

기상/기후 현상 분석 대기현상에 대한 3차원 분석 (Arkin et al., 2008; Kulkarni et al., 2008)

위성자료 보정 위성 관측자료에 대한 대기 보정 자료 (Savoie et al., 2009)

기후 분석 과거 기후 및 변동성 파악 (Santer et al., 2004; Simmons, 2004)

관측시스템 개선
모델링에 관측자료 효과 분석 (Errico et al., 2007; Masutani et al., 2010), 관측자료 균질화를 위한

비교자료 (Haimberger, 2007)

해양모델링 해양모델에 기상장 제공 (Kamachi et al., 2008; Han et al., 2009)

재생에너지 풍력 에너지 분포 특성 분석 (Schwartz et al., 1999; Larsen and Mann, 2009)

대기환경 대기화학모델의 입력자료 (Bey et al., 2001; Park et al., 2004; Manousos, 2008; Riede et al., 2009)

농업 작물생산량 예측(Challinor et al., 2005; Stone et al., 2008)

수자원 수자원 분포 변동성 및 예측 (Bates, 2008; Solaiman and Simonovic, 2010)

재해관리 자연재해 위험성 분석 (Leckebusch et al., 2007; Bresch, 2008)

Fig. 1. The number of weather/climate research papers

utilizing the atmospheric reanalysis data (as of November

2010, source: Web of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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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학계에 속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Fig. 2(a)) 분

야로는 기상과 환경 분야의 응답자가 다수를 차지하

였다(Fig. 2(b)).

국내에서 재분석자료가 생산되는 경우 요구사항에 대

한 주관식 답변이 다양하게 조사되었는데 자료의 질적

수준에 대한 요구가 두드러졌고, 자료가 편리하고 다양

한 방식으로 제공되기를 바란다는 요구사항도 다 수

있었다. 재분석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분야로는 학

술연구와 환경 분야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는 응답자의

업무분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수익창출에 쓰인다는

의견도 있었다(Fig. 3).

수요자들은 소속기관에 관계없이 재분석자료의 영역

으로는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하는 북동아시아 지역

외에도 남동아시아를 포함하는 넓은 영역을 선호하였

다. 한중일 삼국을 포함하여 북쪽으로는 몽골(북위 약

55도), 남쪽으로는 베트남(북위 약 5도), 서쪽으로는

중국서부경계(경위 약 80도), 동쪽으로는 북서태평양

지역(경위 약 150도)을 포함하게 되면 현재 한국보다

기상기술력이 뒤쳐진 아시아 국가들에 재분석자료 제

공이 가능하며 또한 황사와 태풍의 발원지를 대부분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국제적 기상기술 원조의 측면이

상당하고 한반도에 큰 영향을 주는 기상현상에 대한

연구와 응용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한편으로 한반도

또는 한중일 삼국으로 영역을 좁게 설정하면 국제적

기상원조의 가능성이 낮아지고 태풍황사 등 악기상에

대한 정보가 감소하는 단점이 있다. 현재 기상청의 슈

퍼컴퓨팅 능력을 고려하면 연산량 증가에 따른 부담

보다는 영역을 충분히 넓게 정할 경우의 이점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앞서 제시했듯이 넓은 영역의

동아시아지역을 포함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사료

된다. 제시하는 영역은 기상청이 2011년부터 운용계

획중인 UM지역모델의 영역과 유사하다 (Fig. 4).

수요자들은 소속기관에 관계없이 공간적으로 수 km의

고해상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어느 국가에서도 수 km 간격의 관측망은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측자료의 공간해상도에 비해 현저한

고해상도의 모델 구성은 수치모델의 연산량을 기하급

수적으로 증가시키면서도 재분석자료의 신뢰도를 떨

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일본에서 현재 진

Fig. 2. The number of respondents according to their

affiliations (above) and fields (below) to the online survey on

reanalysis data.

Fig. 3. Results of the online survey on possible application

fields of the East Asian reanalysis data.

Fig. 4. Domain of the regional Unified Model of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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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중인 JRA-55 재분석자료 생산사업에서도 수 km 급의

고해상도 자료는 자료동화를 통한 재분석이 아니라 2단

계 사업을 통해 다운스케일링(downscaling)을 하는 것

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적절한

공간해상도는 10-20 km 내외인 것으로 사료된다.

재분석자료의 기간이 길수록 최근의 기후변화 경향을

분석하는데 유용하겠으나 과거로 갈수록 자료동화에

필요한 관측자료가 부족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많은

기존의 재분석자료들이 위성자료가 존재하는 1979년

부터를 자료기간으로 하여왔다. 동아시아지역 재분석

자료의 경우에도 이 시기부터를 분석기간으로 정하면

30년 정도가 확보되면서 위성자료를 포함한 현대적

지상관측자료가 다수 존재하므로 타당한 기간으로 판

단된다.

최근 유럽에서 진행중인 EURO4M 프로젝트는 단기

간의 고해상도 자료와 장기간의 저해상도 자료 등 몇

가지 형태의 결과자료를 생산하여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다.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지역재분석자료 생산이기 때

문에 초기부터 이런 여러 형태의 결과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여건이 허락된다면, 좀 더 다

양한 분야의 수요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도하여 볼 수 있겠다.

4. 재분석 자료 생산

지역재분석자료 생산은 경제적으로 매우 큰 가치가

있다. 동아시아 지역재분석자료가 가지게 될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는 정량적인 분석이 매우 어렵고 현재

까지도 연구가 태부족한 형편이어서 먼저 수요자 입

장에서 재분석자료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평가한 결

과를 Fig. 5에 제시하였다. 확인할 수 있듯이 매우 넓은

범위에 걸쳐 응답이 분포하여 정량적인 경제가치 평

가의 어려움을 나타내주고 있다. 과거에 기상정보의 경

제적 가치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 연구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시도된 바 있으나 (이중우, 2005; Lee and Lee, 2007)

아직까지 구체적인 경제적 가치를 제시하는 수준까지

는 이르지 못하였다. 국외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드물게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Frei (2009)는 스위스 국내 산

업을 기준으로 기상정보의 가치를 대략 미화기준 수억

달러로 추산한 바 있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 삼아 한

국의 국내총생산량(GDP)이 2009년 기준으로 스위스의

약 1.7배임을 감안하고 재분석자료의 가치가 전체 기상

정보 가치의 약 10%라고 임의적으로 가정하면 한국에

서 재분석자료의 가치는 어림잡아 수백억 원으로 추정

할 수 있다. 물론 스위스와 한국의 산업구조가 다른

면이 있어서 기상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다를 수 있으

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본 연구의 범주를 벗

어난다. 만약 경제가치 추산의 범위를 동아시아 국가

들까지로 확장한다면 전체적인 경제적 가치는 한국

기준 가치의 수십 배 이상이 되리라 쉽게 예상할 수

있으며, 한국 기상 기술력의 위상 제고와 국가 브랜드

이미지 향상 효과는 그 크기를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

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수백억 원 이상의 가치를 갖는 것으로 여겨지

는 재분석자료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그에 비

해 그리 크지 않다. 생산에 필요한 비용요소를 대략

가늠해보면 수치모델연산 이외에도 관측자료 입수, 품

질관리, 검증 자문단 운영, 국제협력체계 구축, 자료분

배시스템 구축 등이 있고 사업전반을 관리하게 될 전

담조직 구성 등이 포함 될 것이다 (Table 3). 결론적으

로는 기상청의 슈퍼컴퓨터 3호기 이용을 전제할 때 모

델연산비용을 포함하여 4년간 약 40억원 정도의 예산

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치모델 연산비용 만을 예

를 들면 슈퍼컴퓨터 3호기 CPU를 250개 사용할 경우와

1000개 사용할 경우 각각 약 13억원 내지 17억원 정

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산정근거는 부록

에 제시하였다.

Fig. 5. Results of the online survey on the economic value of

the East Asian reanalysis data.

Fig. 6. Proposed framework for the East Asian reanalysis

data production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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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생산에 사용될 수치모델과 관련해서는 현재 기

상청에서 현업운영중인 UM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 경우 기존의 모델링 인력의

노하우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수치모델

구축에 따른 비용이 최소화 될 수 있으며, 향후 필요시

UM전구모델 운영으로부터 경계값을 산출하고 이를 다

시 UM지역모델에 사용하여 여러 역학적물리적 모델과

정이 일관되게 안정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재분석자료에서 생산할 결과변수들은 현재 기상

청에서 현업생산중인 주요한 변수 이외에도 최근 중

요시되고 있는 물순환 및 에너지 순환 연구에 필요한

플럭스, 복사량 관련 다양한 변수를 생산하는 것이 기

상/기후 이외 학술분야 및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

성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참고로 최근 GCOS

(Global Climate Observing System)에서 선정한 핵심기후

변수(ECVs, Essential Climate Variables)를 포함하면

기후변화 모니터링에 유용할 것이다.

동아시아지역 재분석자료 생산에 필요한 초기자료 및

경계자료는 전구재분석자료로부터 입력자료로 받아야

하며 최소의 비용으로 일관되고 안정적인 모델운영에

필요한 경계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전구재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매우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저해상

도의 UM지역모델을 수행하고 저해상도 UM지역모델에

서 생산된 자료를 다시 경계자료로 이용하여 원하는 영

역을 대상으로 한 고해상도의 UM지역모델을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 경우 지형고도 및 지표경계자료 등

은 모두 기존 UM모델에서 사용하던 자료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 해수면 온도(SST)와 해빙분포

(sea ice)는 영국 해들리센터에서 제공하는 HadISST

자료(1870년부터 현재까지 1개월 간격, 전구 1도 격자)

또는 NOAA OISST 자료(1981년 9월부터 현재까지 1일

간격, 전구 0.25도 격자)를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재분석자료 생산에 가용한 각종 관측자료와

그 출처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최근에 각국의 관측

자료에 대한 통합이 이루어져 전구자료를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동아시아에 한정하여 부연하자면

한중일 등 주요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현대적 기상

관측의 역사가 비교적 짧고 체계적인 자료관리가 이

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자료제

공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기상당국간 협력체계

구축과 입수된 자료에 대한 세밀한 품질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한국 기상청의 경우 기존에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상협력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세계기

상기구 집행이사국으로서 활발한 국제협력활동을 전

개하고 있는바, 향후 생산될 지역재분석자료의 공동

활용을 전제한다면 동아시아 각국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과 관측자료 입수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

상된다. 각국에서 입수된 관측자료에 대한 품질관리

의 경우 일례로 Table 4에서 제시된 전구지상관측자료

(Integrated Surface Database)를 위해 미국립기후자료

센터 (NCDC)가 적용하고 있는 50가지 이상의 품질관리

알고리즘 등을 참고하여 최적화한다면 효율적이고 체

계적인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동아시아지역 재분석자

료가 기존의 재분석자료에 비해 갖는 특징은 지역특성

이 더욱 반영된 고해상도 재분석자료라는 점이다. 따라

서 기존 재분석자료에서보다 관측자료의 품질이 향상

되거나 추가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로 북미지역재

분석자료(NARR)의 경우 대상영역에 대한 고해상도의

강수관측자료, 적설자료, 태풍자료 등을 추가하였고 기

존에 이용되었던 위성관측자료의 품질을 향상하여 자료

동화에 이용하였다. 동아시아지역 재분석자료의 경우에

도 한국, 중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고해상도의 자동

기상관측망을 운영해오고 있으므로 자료동화에 포함

시킬 수 있으며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GPS 가강수량

관측자료, 수직측풍자료(wind profiler) 등이 추가적으로

이용가능 할 것이다. 다만 주의할 점은 NARR 자료

생산 시 실험에서 드러났듯이 지상관측자료(예: 2 미터

기온)의 추가가 항상 전반적인 자료 개선 효과를 가

진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자료 추가에 따른 재

분석자료 개선효과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Mesinger

et al., 2005).

동아시아지역 재분석자료 생산사업이 수행될 경우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사업기간

의 경우 참고로 기존 재분석자료 생산에 소요된 기간을

살펴보면 북미재분석자료(NARR)의 경우 약 6년, 유럽의

EURO4M 프로젝트는 본 사업기간으로 4년, 일본 JRA-

25 경우 애초 계획은 총 5년 계획이었으나 실제 약 6년

반, 인도에서 진행중인 SARR는 총 5년을 사업기간으로

계획하고 있다. 기상청도 슈퍼컴퓨터 3호기가 운영에

들어가서 컴퓨팅 능력은 매우 향상되었지만 재분석자

료를 생산한 경험이 없음을 감안한다면 성급한 자료생

산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완성도 높은 결과를 위해 충

분한 사업기간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만약 2012년부터 지역재분석자료 생산사업이 시작되

고, 슈퍼컴 3호기 수명이 2015년까지라면 동일시스템

상에서의 일관된 모델수행을 위해서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에 걸친 계획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사업예산의 경우 최소한의 상시적인 전담인력을 유

지하고 외국 기상당국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자료

입수 비용을 최소화하더라도, 국제협력체계구축과 재분

석자료의 검증단 운영 등에 충분한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사업추진체계와 관련하여서는 기존에 재분석자료생

산에 참여했던 전문가(Kazutoshi Onogi, JMA)의 조언에

따르면 최소한으로 잡아도 대략 관측자료품질관리, 자

료동화, 수치모델, 결과분석 등 분야별 전담인력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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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며 이를 총괄할 책임자도 필요하다. 이에 더해 국

제협력체계구축, 국내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료분석검증 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전담할 인력

도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 6인으로 구성된 전

담조직이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료생산을 전담하는 조직 및 관련되는 내외부 조

직과의 사업추진체계는 다음과 같이 구성할 것을 제

안한다. 먼저 전체사업진행을 주관할 사업총괄팀이 필

요하고, 관측자료의 수집과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관측

자료팀, 자료동화 및 모델수행을 담당하는 모델운영팀,

재분석결과 생산되는 결과물(기상변수파일, 결과파일을

변환 또는 가시화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 사업진행

보고서, 논문, 홍보자료 등)을 담당하는 후처리팀 등 4개

가량의 업무별 팀을 구성한다. 또한 사업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해줄 자문위원회와 각종 모델실험결과

및 재분석자료에 대한 검증을 도와줄 검증위원회가

필요할 것이다. 재분석자료 생산과 관련하여 직간접

적인 풍부한 노하우를 가진 외국 기상센터(예: 영국 기

상청, 미국 NOAA 또는 NCEP, 일본 기상청)와의 협

력체계 구축 또한 매우 필요할 것이다.

5. 요약 및 제언

기존에 전구영역 재분석자료들이 존재하는데도 동

Table 3. Estimated costs for the production of the East Asia regional reanalysis data.

항목 산출항목 금액 (천원)

전담조직 운영 최소 4인, 4년간 800,000

자문단 및 자료검증단 운영 10인, 4년간, 연간 2회 이상 500,000

국제협력체계 협조체계 구축 및 인력교환 등 600,000

관측자료 입수 위성자료 등 구입 100,000

모델운영* 수치모델연산 1,700,000

보고서 및 홍보 워크샵 개최, 정기보고서 및 홍보자료, 학술논문 등 100,000

자료저장 및 분배 저장장치, 분배/분석시스템 개발 200,000

합계 4,000,000

*See more details in the Appendix

Table 4. Status of available observational data for the regional reanalysis data.

자료종류 자료명 설명 출처

지상관측
미국립기후자료센터(NCDC) ISD
(Integrated Surface Database)

1901년 이후 전세계 지상관측자료
http://www.ncdc.noaa.gov/oa/

climate/isd/index.php

상층관측
NCDC IGRA (Integrated Global

Radiosonde Archive)
1970년대 이후 전세계 존데자료

http://www.ncdc.noaa.gov/oa/

climate/igra/index.php

해수면온도

및 해빙

영국 해들리 센터 HadISST 1870년 이후 월별 전구 1도 간격 http://www.hadobs.org/

미국 NOAA OISST
1981년 9월부터 1일 간격 전구 0.25도

간격
http://dss.ucar.edu/datasets/ds277.7/

해상관측
ICOADS (International Comprehensive

Ocean-Atmosphere Data Set)
1662년 이후 선박, 부이 등 자료 http://icoads.noaa.org

적설
미국립설빙자료센터(NSIDC) 북반

구 주간 적설자료
1978-2007년 24 km 격자 http://nsidc.org/data/nsidc-0046.html

태풍
IBTrACS (International Best Track

Archive for Climate Stewardship)
세계 태풍정보 http://www.ncdc.noaa.gov/oa/ibtracs/

레이더 한중일 국가별 레이더
중국 (115개 지점), 일본 (20개 지점)

등
각국 기상청

위성

AMV (대기운동벡터) GOES, GMS+MTSAT

Radiance (복사량) TOVS+ATOVS

CSR (청천복사량) METEOSAT, GMS+MT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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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지역에 대한 고해상도 재분석자료의 생산이 필

요한 이유는 기존 재분석자료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

다. 최근까지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NCEP/NCAR 재분

석자료나 NCEP/DOE 재분석자료, ERA-40 자료 등은

이미 십여년 전에 생산되어 그 이후 개발된 수치모델

기술과 자료동화기술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최근에 관

심을 받고 있는 이슈들(구름, 에너지물 순환 등)에 대한

변수들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최근 들어

서도 새로운 모델과 관측자료로 업데이트된 재분석자

료들이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근본

적으로 전구재분석자료는 격자간격이 클 수 밖에 없는

데 우리나라와 같이 상대적으로 면적이 작은 나라에서

는 활용도가 떨어지고 게다가 세부적인 지형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도 또한 낮을 수 밖에 없

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높은 활용성을 가지려면 기존

전구자료에 비해 고해상도 자료이어야 하고 이를 위해

서 우선은 동아시아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재분석자료

가 필요할 것이다. 2004년에 미국에서 생산한 북미지역

재분석자료, 2008년도부터 인도에서 추진중인 남아시

아지역재분석자료, 그리고 2010년부터 유럽에서 추진

되고 있는 유럽지역재분석자료 생산사업 등을 볼 때

고해상도의 지역재분석자료 생산은 그 필요성이 전세

계적으로 인정되어 앞다투어 추진되고 있는 매우 중

요한 사업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대략적으로 추산한 비용 대비 경제적

가치 역시 최소한 수십배 이상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나 재분석자료 생산 사업이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매

우 타당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재분석자료생산

과정에서 한국 기상청이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

과들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먼저 재분석에 사용할

관측자료를 구하기 위해 외국 기상청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수집된 다양한 관측자료의 품질을 평

가 및 관리하고, 수치모델의 자료동화기법을 개발하고,

결과변수들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국내/국외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제공하는 과정들을 통해 한국

기상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관측수치모델자료동

화모델검증후처리 등 기상 전분야에 걸쳐 기술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비용 대비 가

치의 측면에서나 한국 기상기술력의 선진화 측면 및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재분석자료의 생산은 매우 필요한 사업이며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동아시아지역 재분석자료가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학계에

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재분석자료를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재분석자료를 이용해

다양한 변수에서의 기후변화 신호를 분석하는 연구에

서는 관측자료변화 또는 모델변화에 의한 자료의 불

연속성은 매우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다. 당연한 말이

지만 재분석자료 생산과정(관측자료, 자료동화, 모델수

행, 후처리)에 수반될 수 있는 다양한 오류 요인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면밀히 대비해야 하며 자료동화

및 모델수행과 관련한 다양한 사전실험도 필수적이다.

자료생산과정에서도 주기적으로 자료를 모니터링하여

이상여부를 최대한 빨리 감지하도록 해야 시간을 절

약하여 완성도를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생산되는 재분석자료의 변수 종류이다. 기상예보 현업

에서 필요로 하는 변수들도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대

기환경, 해양, 수자원, 농업, 에너지, 재해평가 등 기상

외 분야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변수를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관련 학계 및 민간산업 부문에서 가치 있는 변

수를 선정하여 결과자료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생산되는 재분석자료의 형식이다. 수치자료의

형식은 셀 수 없이 다양하고 그 중에서도 기상학 분야

에서 사용되는 형식 역시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재분석자료는 기상학 분야 종사자들에게 익숙한 형식

으로 만들어져 제공되는데, 만약 기상 외 분야에까지

활용범위를 넓히고자 한다면 범용적인 형식에 대해서도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혹은 일반적인 기상자료 형

식의 결과파일을 다양한 형식의 프로그램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변환시켜주는 공개된 도구들을 개발해 제

공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여건이 허락한

다면 재분석자료를 수요자가 다운로드 받을 필요 없이

온라인 상에서 필요한 분석을 해볼 수 있도록 주요한

몇 가지 분석도구 및 가시화 도구를 개발하여 서비스한

다면 기상 외 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재분

석자료의 효용과 가치를 더욱 쉽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재분석자료 생산에 있어 주의할 사항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치모델에 포함되는 다

양한 물리과정에 대해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지역

기후에 적합한 조합을 찾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자료생

산 이전에 많은 실험이 필요하다. 둘째, 재분석자료를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검증작업에 참

여토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자료생산 중에도

정기적으로 생산변수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검증위원회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 재분석자료

생산과 병행하여 모니터링이 필수적인데 아래에 몇 가

지 모니터링시 주의점에 대해 서술하였다. 기본적으로

각 변수들의 시계열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 관측자료에

대해서도 종류별영역별로 유효자료의 수, 값, 배경값,

배경값과 관측치의 차이 등에 대해 시계열 방식으로

모니터링 한다. 생산되는 재분석자료는 층별영역별로 각

변수에 대해 평균치 시계열을 모니터링 한다. 생산된

재분석자료는 수평분포도와 연직단면도 등 방식으로

먼저 긴 기간(예: 한 달) 평균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하고 이상이 의심되면 좀 더 짧은 시간간격의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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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다. 이 외에도 되도록 효율적이면서도 모든 변

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을 실행하여

자료 오류나 모델 오류로 인한 재연산을 방지할 수 있

다. 셋째, 기상청의 UM모델은 영국기상청에서 개발한

모델이고 영국기상청은 해수면온도, 해빙분포 등에 대해

고품질의 자료를 구축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동아

시아 지역 재분석자료 생산사업에 있어서 많은 부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지역재분석자료를 생

산하고 있는 인도의 경우에도 미국 NOAA와 MOU를

체결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

면서 완성도 높은 자료생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국 기상청에서도 동아시아 지역 재분석자료

생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대해 영국기상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진행한다면 더욱 체계적이고 효

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재분석자료의 생산은 모두 현업모델을

운영하는 기상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는 우선 재분

석자료 생산이 관측자료의 수집, 관측자료 품질관리,

수치모델개발 및 운영, 자료동화, 자료저장 및 분배,

국제협력 등 복잡다단한 업무이고 많은 인력과 자원이

소요되는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재분

석자료의 성격이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필요로 하는 연

구성과물이라기보다는 기상, 기후, 환경, 에너지, 농업,

수자원, 해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

반자료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재

분석자료를 생산한다면 그 생산주체는 기상청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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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동아시아지역 재분석자료 생산에 소요되는 수치모델연산비용 산정사례

Table A1. Estimated computational cost when using 250 CPUs (Assuming use of KMA’s 3
rd
 generation supercomputer CRAY XE6).

내용 연산 비용 비고

UM 전구모델
(N512L70)

223,000´250 CPU´5년 (for 30년 분석) 3억
769 × 1024, 25 km 격자, L70, 10분간격

(6시간 분석에 1시간 소요 기준)

분석 223,000´250 CPU´5/3년 (for 30년 분석) 1억
540 × 432, 12 km 격자, L38, 5분간격

(6시간 분석에 1/3시간 소요 기준)

예보

(분석의 9배 연산)
223,000´250 CPU´5/3´9년 (for 30년 분석) 9억 6시간 분석 후 72시간 예보 기준

합계 13억 연산에 최소 5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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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A2. Same as Table A1 but for 1,000 CPUs.

내용 연산 비용 비고

UM 전구모델
(N512L70)

223,000´1000 CPU´5/3년 (for 30년 분석) 4억
769 × 1024, 25 km 격자, L70, 10분간격

(6시간 분석에 1/3시간 소요 기준)

분석 223,000´1000 CPU´5/9년 (for 30년 분석) 1억 3천
540 × 432, 12 km 격자, L38, 5분간격

(6시간 분석에 1/9시간 소요 기준)

예보

(분석의 9배 연산)
223,000´1000 CPU´5/9´9년 (for 30년 분석) 12억 6시간 분석 후 72시간 예보(9배 시간) 기준

합계 17억 3천 연산에 최소 1.7년 소요

1) 위 표의 모델운용 연산비용 산출에는 2010년 말 기준으로 도입이 완료되는 기상청의 슈퍼컴퓨터 3호기 CPU 일부를 사
용한다고 가정하고 산출하였다. 연간 CPU 한 개당 비용은 슈퍼컴 3호기 연간소요비용(총소요비용/5년)을 총 CPU 개수(약
9만개)로 나눈 결과이다.
2) 1년간 CPU 한 개당 비용 = (1년간 총 비용)/90,000개 = {(600억(장비) + 70억(초기))/5년 + 32억(유지보수) + 35억(시설운영)}/
90,000개 = 201억원/년/90,000개~223,000원/CPU/년
3) 경계조건을 위해 UM전구모델을 먼저 수행하고 지역모델을 수행한다고 가정하였다.
4) 2010년 기준 기상청 현업 전구모델(N320 L50 격자)에서 6시간치 자료동화에 약 10분 소요된다고 가정함. 차기 전구모델
(N512 L70)로 변경시 계산량은 약 6배(실제 5.4배)라고 가정하면 6시간치 자료동화에 약 1시간이 소요됨.
5) 지역모델 격자수는 전구모델의 약 1/6배, timestep은 약 2배로 지역모델의 총 계산횟수는 전구모델의 약 1/3배로 가정함
. 따라서 같은 기간에 대한 연산시간도 전구모델의 1/3배로 가정함.
6) N512 L70 전구모델을 CPU 160개를 사용해 연산하는 조건에서 약 1시간 소요됨(원덕진 등, 기상청의 고해상도 전지구 자
료동화과정 구축, 2010, 한국기상학회 가을학술대회 논문집, 204-205). 제시된 그림에서 CPU 약 250개일때 45분, CPU 약
1000개일때 15분이 소요된다고 내삽함. 즉 250개 CPU에 비해 1000개 CPU 사용시 연산속도가 3배 빨라지고 소요시간은 1/3배
된다고 가정함. 
7) 6시간 분석 후 72시간 예보를 가정하여 예보장 생산시 약 9배 연산량이라고 단순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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