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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summer precipitation change in East Asia according to switching surface boundary condition 
over South Korea and Shantung. Simulations are carried out by ECHO-G/S for 20 years (1980-1999). Surface condition 
over both areas in ECHO-G/S is represented by ocean (OCN experiment). In OCN experiment, the summer precipitation 
is considerably underestimate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the dry region) and overestimated over the eastern Tibetan 
Plateau (the wet region). It may be related that the lack of the heat sources from the unrealistically prescribed land-sea 
mask weakens northward expansion of rainband and the development of convective precipitation. Moreover the simulated 
rainband retreats before June in connection with the early genesis of summer monsoon circulation. The systematic bias 
of the summer precipitation over the dry and wet regions are reduced comparing with the OCN experiment when the 
land-sea masks over South Korea and Shantung are realistically considered as land (LND experiment). These  improve-
ments can be explained by the thermodynamical dissimilarity between land and ocean. Enhanced warming by switching 
the areas from sea to land has led to develop the thermal low over Yellow Sea with the cyclonic circulation. Thus, this 
cyclonic circulation supports moistures from the south to the dry region and blocks to the wet region. The heat transport 
from the land surface to atmosphere plays a key role in the developing convective precipitation in local scale and maintain-
ing the precipitation and the rainband. Therefore, this results indicate that the design of the realistic land-sea distribution 
is required for the accurate simulation of the regional precip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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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후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각국은 IPCC 4차 평가보

고서 (Fourth Assessment Report; 이하 AR4)를 위해 

기후전망자료를 산출 제공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

지구 및 지역별 기후과정과 미래 기후전망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립기상연구소도 대기-해양 결합모델

인 ECHO-G/S를 운용하여 AR4에 참여하였으며 한반

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

한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기상연구소, 2006; 차 

등, 2007). 그러나 현재 AR4 모델들의 동아시아 지역

의 기후모의능력은 낮은 실정이다. 특히 중국 동부해

안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서부를 연결하는 지역의 여름 

강수모의가 매우 취약하며 과소모사 경향이 크게 나타

난다 (예, Lal and Harasawa, 2000; Kripalani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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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선행연구들은 육상 기온을 관측보다 낮게 모의

함에 따른 육지-해양간의 열적대비 감소 (Min et al., 
2004; Min et al., 2006), 강수대를 형성하는 기압배치

와 강도모의의 어려움 (Kato et al., 2005; Kimoto, 
2005), 모델 내 대류방안에 따른 하층 수렴이 관측에 비

해 약하게 모의되는 점 (Zhang, 1994; Kripalani et 
al., 2006)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육지와 해양이 접하는 해안지역이라는 점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Watanabe and Ogura (1987)과 Chen 
et al. (2004)은 바다, 해안, 산악지역에 따른 각각의 강

수분포를 연구하여, 일반적으로 바다나 산악지역보다 

지표마찰에 의한 수렴대의 형성이 용이한 해안지역에

서 강수량이 많음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전지구 모델

에서는 해안지역의 육지-해양 분포 자체가 모델의 공

간분해능에 따라 실제와 다르게 표현된다. 해륙분포는 

모델의 지면경계조건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표면 상태

에 따라 지형적 특징, 토양, runoff, 거칠기, 식생, 함수

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자로 되어 있는 모델은 

해안선과 같은 섬세한 해륙분포의 구성이 실제와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고, 이러한 비현실적 해륙분포

결정은 기후모델링에 있어 불확실성의 중요한 근원이 

되기도 한다. 특히 복잡한 지형구조와 몬순시스템에 

크게 지배를 받는 동아시아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실
제로 해상도를 높인 ECHAM4 (T106)를 이용한 time 
slice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몬순이 관측과 유사하게 모

의되어 모델 해상도의 향상과 이에 따른 현실적인 해

륙처방이 모의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May, 2003; 기상연구소, 2006). 
ECHAM4(T30) (ECHO-G/S의 대기모델)는 U.S. 

Navy 자료를 기반으로 해륙분포를 처방하고 있으며, 
T30의 격자로 변환하면서 우리나라와 산둥반도가 바

다로 처리된다 (Taylor and Doutriaux, 2000). 그러나 

지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산둥반도는 여름철 수증기

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중요한 경로이며 우리나라는 

강수대가 북상하는 길목이자 상당한 다우지역에 속한

다. 따라서 두 지역이 바다로 취급될 경우 대규모적인 

측면에서는 육지-해양간 열적 대비분포에 영향을 주어 

동아시아 여름몬순의 약화의 요인이 되며 (Chou, 2003; 
Yoshikane et al., 2001), 국지적인 측면에서는 주변지

역의 강수 발달과 대류성 강수 결정을 줄이는 요인이 

된다. 바다와 비교할 때 육지는 비열이 작고 함수량이 

제한되어 있어 육지공기의 온도변화는 매우 빠르게 일

어나며, 같은 가열에 대해 강수, 수증기, 구름 등의 반

응 정도가 바다보다 훨씬 크다 (Houghton et al, 2001). 
그리고 여름에는 일반적으로 지면온도가 해면온도보

다 높아, 해양은 대기로부터 열을 축적하고 육지는 대

기로 열을 전달하는 서로 다른 대기와의 상호작용을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육지로부터 발생한 현열과 잠

열은 강수를 발달시키는 원천이 된다. 그러므로 모델

에서 육지를 열역학적 특성이 상이한 바다로 취급하는 

것은 주변 지역의 강수오차를 가중시키며, 지면가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대류성 강수를 상당히 과소모사하

도록 만든다. 예를 들면 TRMM 강수 레이더 자료에 

나타난 여름철 동아시아의 대류성 강수와 대규모 강

수의 비율은 약 1:1 (Fu and Liu, 2003)인 반면, 
ECHO-G/S는 0.6~0.9:1로 대류성 강수의 비율이 작게 

모의되고 있다 (Min et al., 2006). 이러한 분석결과들

은 바다에 접한 우리나라, 일본 및 중국 연안지역이 모

델과 실제 해륙분포 간에 차이로 인해 이 지역의 강수모

의 등이 매우 취약하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ECHO-G/S가 우리나라 주변의 여름

철 강수를 과소모의 하는 점에 주목하고 기존에 해양으

로 처리된 산둥반도와 우리나라를 육지로 변경한 비교

실험을 수행하여 한반도 주변지역의 해륙결정이 동아

시아 여름강수 모의에 미치는 영향과 그 메커니즘을 조

사하였다 이를 위해 AR4 모델과 비교하여 ECHO-G/S
의 모의 품질을 평가하고 육지화에 따른 순환장과 수

분속 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2. 실험설계  

전지구 기후변화 모델인 ECHO-G/S는 대기모델인 

ECHAM4와 해양-해빙모델인 HOPE-G로 구성된다. 수
평해상도는 해양모델의 경우 적도지역이 조밀한 T42er
이고, 대기모델의 경우 T30이다. 대기-해양간의 결합

은 결합자인 OASIS에 의해 하루에 한번 이루어지며, 
대기로부터 10개의 속과 해양으로부터 4개의 해수면

변수가 상호교환된다. 각 성분 모델에 대한 자세한 설

명은 차 등 (2007)에 있다. 
실험은 Fig. 1(a)과 같이 산둥반도와 우리나라를 바

다로 한 규준 (이하 OCN)실험과 Fig. 1(b)과 같이 두 

지역을 육지로 한 (이하 LND)실험으로 구성된다. 두 

실험은 AR4에서 채택하고 있는 20세기 기후모의실험

(이하 20C3M)의 1969년 12월 결과를 초기조건으로 

하여 2000년까지 31년간 적분되며, 이 때 해륙분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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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CN b) LND

Fig. 1. Land-sea mask over East Asia for (a) OCN and (b) LND experiments using ECHO-G/S (land: 1, sea: 0). The solid
square boxes display around Korean peninsula (120°E~130°E, 32°N~42°N).

비롯한 관련변수들 (지형, 알베도, 식생 등)은 각 실험

에 맞게 수정된다. 20C3M은 1860년부터 2000년까지 

141년간 관측된 복사강제력 하에 적분하는 실험으로, 
강제력으로 태양이나 화산폭발에 의한 단파복사변

화와 같은 자연강제력과 CO2, CH4, N2O의 주요 온실

가스를 비롯한 총 19종의 인위 강제력이 포함된다 

(http://www.cnrm.meteo.fr/ensembles/public/re-
sults/results.html). 그리고 본 모델의 경우 대류권 황

순환 모델이 첨가되어 있어 황산염 에어러솔에 의한 

직접효과와 1차 간접효과까지도 고려하는 것이 특징

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실험의 1980년부터 1999년까지 

20개의 여름철 (JJA) 자료를 평균하여 각각 비교하였

다. 분석영역은 20°N~50°N, 100°E-145°E로, 티벳고

원의 동부에서 일본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지역이다. 
관측자료는 CMAP (Climate Prediction Center Merged 
Analysis of Precipitation) 강수자료와 ECMWF의 재

분석자료 (ERA-40)가 사용되었다. 

3. 동아시아지역의 강수 모의 특성

3.1 해륙분포에 따른 AR4 모델의 모의 특성 

ECHO-G/S의 비교실험 분석에 앞서 해륙분포에 따

른 동아시아 강수 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AR4 모델

을 분석하였다. 모델에서 해륙을 결정하는 방식은 두 가

지가 있는데 각 격자 내에 육지와 해양의 비율(%)을 반

영하는 방식과 두 가지 중에 하나로만 표현되는 방식 

있다. 후자의 방식을 채택하는 모델의 경우에 바다에 접

한 지역은 모델의 분해능에 따라 분포결과가 다를 수 있

는데, 본 연구에서는 모델 간 큰 차이를 보이는 산둥반

도와 우리나라에 초점을 둔다. Table 1은 해륙정보를 제

공받지 않는 BCC-CM1과 MRI-CGCM2.3.2를 제외

한 21개 AR4 모델에 대한 대기모델의 분해능, 대류방

안, 산둥반도와 우리나라의 해륙결정결과를 보여준다. 
해륙결정은 산둥반도의 경우 34°N~38°N 범위내의 육

지가 120°E보다 동부까지 있는 경우는 ‘L’, 없는 경우

는 ‘S’로, 우리나라의 경우 125°E~130°E 범위내의 육

지가 34°N이남까지 있는 경우는 ‘L’, 37°N이북에만 있

는 경우는 ‘S’ 그리고 34°N와 37°N사이에 있는 경우를 

‘L/S’로 표시하였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비율방식

으로 나타난 경우는 ‘F’로 나타내었다. 그리고 표면상

태에 따른 분석이 용의하도록 우리나라의 해륙결정결과

를 기준으로 AR4 모델을 다음과 같이 4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다. : 그룹L- ECHAM5/MPI-OM, CGCM3.1, 
INM-CM3.0, 그룹S-CSIRO-MK3.0과 ECHO-G/S, 그룹 

L/S-UKMO-HadCM3, CGCM3.1(T63), CNRM-CM3, 
MIROC3.2(medres), 그룹F-백분위 방식을 채택하는 

모델. 
Fig. 2는 관측과 모델의 월평균 강수를 동아시아 및 

한반도 부근 (120°E~130°E, 32°N~42°N)에 대해 면적 

평균한 시계열로, 그룹L은 가는 실선, 그룹S는 짧은 파

선, 그룹L/S는 긴 파선, 그룹F는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 AR4 모델들은 겨울에 강수가 

작고 여름에 많은 전반적인 계절변동성을 잘 모의하나 

모델과 계절에 따라 다양한 오차가 보인다. 대체로 

AR4 모델 21개를 앙상블 평균한 결과는 겨울에 습하

고 여름에 건조한 계통적 오차가 나타난다. AR4 모델 

중 ECHO-G/S가 포함되는 그룹S는 여름철 과소모사 

경향이 크고 계절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특성이 있

다. 한반도 주변의 강수는 동아시아 지역보다 모델 간 

편차가 더 크나 봄과 겨울에는 과다모사하고 여름과 

가을은 과소모사하는 공통된 특성을 보인다. 특히 봄 

강수의 과다모사와 여름 강수의 과소모사 경향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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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detailed description of AR4 models.

No. model resolution convection 
scheme

land-sea mask
C K

1 MIROC3.2 (hires) 1.1°×1.1° AS F F
2 UKMO-HadGEM1 1.2°×1.9° MF F F
3 CCSM3 1.4°×1.4° AS F F
4 CSIRO-MK3.0 1.9°×1.9° MC L S

ECHAM5/MPI-OM 〃 MF L L
6 GFDL-CM2.0 2.0°×2.5° RAS F F

GFDL-CM2.1 〃 RAS F F
8 IPSL-CM4 2.5°×3.7° MC F F

UKMO-HadCM3 〃 MF S L/S
10 BCCR-BCM2.0 2.8°×2.8° MF F F

CGCM3.1 (T63) 〃 MC S L/S
CNRM-CM3 〃 MF S L/S
MIROC3.2 (medres) 〃 AS S L/S
PCM 〃 AS F F

15 FGOALS-g1.0 3.0°×2.8° MF F F
16 GISS-AOM 3°×4° MF F F
17 CGCM3.1 3.7°×3.7° MC L L

ECHO-G/S 〃 MF S S
19 GISS-EH 4°×5° MF F F

GISS-ER 〃 MF F F
INM-CM3.0 〃 MC L L

- Abbreviation -
ㆍresolution: lat×lon 
ㆍConvection schemes
    (AS: Arakawa-Schubert, RAS: Relaxed Arakawa-Schubert, MF: Mass flux-based, MC: Moist Convection Adjustment) 
ㆍLand-sea mask 
    (C-Shantung in China, K-South Korea,  L-Land, S-Sea, L/S-Land and Sea, F-Land area fraction (%))

두드러지는데, 이러한 두 계절에 따른 상반된 오차로 

상당수 모델에서는 7월의 극대점을 맞추지 못하고 봄

철에 연중 최대강수가 나타나는 비현실적인 계절변동

성을 보이기도 한다. ECHO-G/S 역시 이와 같은 속성

을 가진 모델로, 5월에 연중 최대 강수가 나타나고 여

름철 강수를 AR4 모델 중 가장 적게 모의한다. 그룹별 

강수모의 특성을 보면, 그룹S는 여름강수의 뚜렷한 

증가 없이 계절변동이 적고 크게 과소모사한다. 반면 

그룹L은 여름강수의 과소모사하는 경향은 보이지만, 
그룹 중 비교적 강수량이 많은 편에 속하고 연중 최대

강수가 여름에 나타난다. 그러나 상대적인 많은 강수

로 봄 강수도 과다모사한다. 그리고 그룹L/S는 봄과 

여름동안 그룹L과 S의 사이에서 대체로 변동함을 확

인하였다. 한편 그룹F는 공통된 특성이 발견되지 않

는다. 

해륙결정에 따른 강수의 공간적인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룹L과 S에 해당하는 모델의 1980-1999년 평

균 동아시아 여름강수를 비교하였다 (Fig. 3) 두 그룹

의 모델은 해상도에 따른 섬세한 패턴의 차이는 있지

만, 한반도의 남쪽으로 중국동부해안과 일본을 연결하

는 강수대와 북쪽으로 중국화남지역와 북동지역에 걸

친 강수구역을 공통적으로 모의하고 해륙결정에 따른 

강수대의 양적차이는 없다. 그러나 한반도 주변의 경

우 육지인 부분이 해양인 부분보다 더 많은 강수를 모

의함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를 

육지로 둔 그룹L이 해양으로 둔 그룹S에 비해 우리나

라의 강수를 더 많이 모의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나라를 육지로 취급함이 강수의 과소모사 경향을 줄이

는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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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time-series of monthly mean precipitation (mm/day) averaged over (a) East Asia and  (b) around Korean peninsula
from CMAP (closed circle), each AR4 model (none), their multi-model ensemble mean (cross) and ECHO-G/S (open circle)
for the period of 1980-1999.  

3.2 OCN실험결과

지금까지 AR4 모델의 동아시아 여름 강수 모의현

황을 조사함으로써 ECHO-G/S가 한반도 주변 강수를 

과소모사하고 연중 최대강수 모의가 취약함을 발견하였

다. 본 절에서는 관측과 비교를 통해서 기존 ECHO-G/S 
(즉, OCN실험결과)가 가지는 특성을 좀더 면밀하게 

분석하고자한다. Fig. 4는 관측과 OCN실험의 1980- 
1999년 평균 동아시아의 여름 강수분포와 OCN실험

과 AR4 모델의 앙상블 결과로부터의 계통오차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먼저 관측에서는 강수대가 중국화남지

역에서 일본까지 동서로 뻗어 있으며, 서쪽의 30°N부

근에서 동쪽의 40°N까지 남서-북동방향으로 기울어

져 있다. 그리고 해안지역을 따라 일본 큐슈지역과 한

반도까지 최대강수구역이 나타난다. OCN실험결과에

서는 중국동부해안과 일본을 연결하는 강수대가 관측

과 유사하게 모의되나 관측보다 다소 남쪽에 위치하며 

강도가 약하다. 그리고 일본과 우리나라에 걸친 최대

강수구역은 표현되지 않는다. OCN실험과 앙상블 결

과로부터 강수는 중국내륙지역은 과다하게, 한반도 주

변은 과소하게 모사한다. 두 지역의 상반되는 강수오

차는 개별적인 AR4 모델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는 문

제로 Fig. 2(a)에서 보는 바와 같이 AR4 모델의 정량

적인 동아시아 여름강수를 가시적으로 관측과 유사하

게 만드는 데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Fig. 5는 관측과 OCN실험에 대한 동아시아 지역의 

동서로 평균된 강수와 850 hPa 남북방향바람의 월변

동이다. 관측강수의 변화에 따르면 겨울에는 중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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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L_ECHAM5/MPI-OM b) GL_CGCM3.1 c) GL_INM-CM3.0

d) GS_CSIRO-MK3.0 e) GS_ECHO-G/S

Fig. 3. Climatological distribution of JJA-mean precipitation (mm/day) from group-L ((a), (b) and (c)) and group-S ((d) 
and (e)) of AR4 models for the period of 1980-1999. 

a) b) 

c) d) 

Fig. 4. Climatological distribution of JJA-mean precipitation (mm/day) from (a) ECHO-G/S and (b) CMAP data, and differ-
ences between observed and simulated precipitation from (c) ECHO-G/S and (d) 22 AR4 models.

북풍이 지배적이고 강수는 저위도에 집중되어 나타난

다. 봄에는 남풍이 중위도까지 확대되며, 강수는 30°N
부근에 집중된다. 여름에는 남풍영역이 더 북쪽까지 

확대되는 가운데 3 mm/day이상 강수구역이 40°N까

지 크게 확장된다. 가을에는 중위도에 다시 북풍이 지

배적으로 나타나며 강수구역이 급격히 남쪽으로 쇠퇴

한다. 연중 최대강수는 6월에 30°N부근에서 나타나며 

6 mm/day이상의 강수량을 보인다. 그리고 남쪽으로 

연중 최대남풍이 위치한다. 강수구역은 4 mm/day이

상의 강수량을 기준으로 7월에 한반도북부까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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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BS                        b) OCN                         c) OCN-OBS 

Fig. 5. latitude-time cross section of monthly precipitation (shaded; mm/day) and 850hPa meridional wind (contour; m/s)
from (a) CMAP data and (b) ECHO-G/S and (c) their differences for the period 1980-1999. 

a) OBS/PCP                   b) OCN/LSP                 c) OCN/CP

Fig. 6. Climatological distribution of JJA-mean (a) total precipitation (PCP) over 5mm/day from CMAP data, (b) large-scale
precipitation (LSP) over 3mm/day and (c) convective precipitation (CP) over 1mm/day from ECHO-G/S (shaded). Four
contours indicate month-to-month evolution from May to August with thin solid, thick solid, dashed and dotted lines in
the order of time, respectively. 

확장되며, 같은 시기에 남풍 세력도 북쪽까지 강화된

다. OCN실험에서는 계절에 따른 강수량의 변화는 비

교적 잘 모의하나 3 mm/day이상의 강수구역이 30°N 
부근에서 연중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강수구역이 가

장 북쪽까지 확대되고 양적증가가 있는 시기는 5월로 

관측보다 빠르며 그 영역이 한반도 이남에 머무른다. 
남풍의 월변동도 마찬가지로 5월에 가장 강하며 그 세

력이 한반도까지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관측

간의 강수차이는 강수대의 형성과 관련이 있는 몬순의 

발달시기가 이른 것, 그리고 7-8월에 35°N, 즉 한반도 

주변까지 남풍이 확대되지 못함과 관련이 있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는 월별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Fig. 5(c)에서 보는 것처럼 한달 정도 몬순의 진행이 이

르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보다 작은 시간규모의 분석이 향후 다루어져야 할 부

분이다. 
각 강수 타입에 따른 월강수량 패턴의 변화를 살펴

보기 위하여 Fig. 6(b)과 (c)같이 OCN실험의 대규모 강

수와 대류성 강수의 5월부터 8월까지 각각 3 mm/day와 

1 mm/day인 곳의 등치선을 그렸다. 그리고 비교를 위

해 관측강수도 동일하게 나타내었는데 (Fig. 5(a)), 강
수타입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모델과 양적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5 mm/day인 등치선을 표시하

였다. 관측강수는 5월보다 6월에 강수대가 더욱 북상

하며 가장 북쪽으로 우리나라가 포함된다. 그리고 7월

부터는 강수대의 형태는 쇠퇴하며 중국화동지역과 한

반도 북부까지 강수구역이 크게 확장된다. 모델의 대

규모 강수는 관측 강수대보다 빠른 5월에 가장 북상하

며 그 영역에 우리나라가 포함되지 못한다. 6월부터는 

그 세력이 상당히 약화되면서 중국내륙과 일본을 제외

한 나머지 지역은 쇠퇴한다. 이는 Fig. 5에서도 확인하

였듯이 모델에서 모의되는 몬순의 이른 발달과 관련이 

있다. 반면, 지면가열에 기인한 대류성 강수의 경우 

35°N을 기준으로 북부와 남부에서 각각 7월과 8월에 



248 동아시아 여름 강수 모의에 있어 한반도 주변 해륙분포가 미치는 영향

a) OBS/SAT                     b) OCN/SAT

c) OBS/SLP                     d) OCN/SLP

e) OBS/V&q at 850hPa          f) OCN/V&q at 850hPa

Fig. 7. Climatological distribution of  JJA-mean surface air temperatures (SAT); ℃), sea level pressure (SLP; hPa), 850hPa
wind (V; m/s) and 850hPa specific humidity (q; g/kg) from observation ((a), (c), and (e)) and ECHO-G/S ((b), (d), and(f)).

그 영역이 최대에 이르는데 이는 강수대가 쇠퇴하고 

지면온도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와 현실적으로 잘 매

치된다. 그러나 그 사이에 놓인 해양영역은 여름동안 

육지에 비해 표면온도가 낮아 대류성 강수가 상대적으

로 적은데, 이러한 특성은 해양으로 취급되고 있는 산

둥반도와 우리나라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동아시아 여름강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순환시스

템 및 주요변수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 졌다. Fig. 7은 

모델과 강수의 여름철 기온, 해면기압, 하층대기 바람

벡터와 850 hPa 비습의 기후평균을 그린 것이다. 여기

서 해면기압은 상대적인 고저를 판단하기 위해 분석영

역의 동서평균에 대한 편차를 구하였다. 관측에 따르

면, 기온의 경우 티벳고원의 동부에서 온도능이 발달

하고 동해를 중심으로 한반도까지 온도골이 남쪽으로 

뻗어 있다. 그리고 약한 온도능이 우리나라에 위치한

다. 해면기압은 대체로 한반도 주변을 기준으로 서부

는 낮고 동부는 높으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저압

대에 속한다. 대기 중 수증기량(비습)은 남풍계 흐름이 

지배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열대에서 중위도까지 광범

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북쪽으로 티벳고원의 동부와 

한반도까지 함량이 크다. 하층 흐름은 크게 두 가지 경

로가 나타나는데, 티벳고원 동부를 따라 40°N부근까

지 북상하고 서풍과 함께 동쪽으로 흐르는 경로와 중

국화남지역에서 일본에 이르는 하층제트 흐름이다. 이 

두 흐름은 Fig. 7(a)에서 보이는 온난이류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수증기의 유입 경로가 된다. 우리나라

는 후자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서쪽으로부터 한반도

로 오는 흐름이 지면에 도달하면서 남풍을 따라 한반

도까지 북상하는 형태이다. 이때 지면의 열원은 한반

도 강수를 발달․유지하는 중요한 인자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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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8. The time-serious of monthly mean precipitation (mm/day) over (a) East Asia and  (b) around Korean peninsula from
CMAP (solid line), OCN (dashed line) and LND (dotted line) experiments using ECHO-G/S for the period of 1980-1999.

(Luo and Yanai, 1984; Yanai and Li, 1994, Shinoda 
and Uyeda, 2002). 한편, 모델은 온도의 경우 관측과 

마찬가지로 온도능과 골이 잘 나타나고 있으나 전체적

으로 낮게 모의하며 특히 산둥반도와 한반도 주변에서 

오차가 크다. 이는 모델 내 해양으로 된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지면온도보다 낮아 더 큰 오차를 보이기 때문

이다. 따라서 관측과 달리 우리나라의 육지가 배재됨

에 따른 열원 부족은 온도능의 발달을 약화시키고 우

리나라 주변을 한랭이류를 초래하는 온도골의 영향권

에 놓이도록 하였다. 해면기압은 한반도를 기준으로 

서부와 동부에서 각각 저압대와 고압대가 나타나는 관

측패턴과 잘 일치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관측

상에는 저압대에 속하는데 반해, 모델에서는 고압대에 

속하는 뚜렷한 차이가 발견된다. 수증기량은 관측에 

비해 전반적으로 적게 모의되며, 북쪽으로 확장이 약

하다. 

3.3 LND실험에서 나타난 변화

우리나라와 산둥반도를 육지로 한 LND실험은 국

지적인 변화를 볼 수 있었다. 해륙분포가 변경된 부분

과 인근 지역에서 다소 큰 변화가 나타나지만 멀리 떨

어진 곳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였다. Fig. 8은 LND실험

과 OCN실험의 차에 대한 동아시아 및 한반도 부근에 

대해 면적 평균한 시계열이다.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 

LND실험에서도 여전히 관측보다 습한 겨울과 건조한 

여름을 모의하나 OCN실험에 비해 강수를 3, 11, 12월

에 과다모사하고 4, 6, 7, 10월에는 과소모사하는 경향

을 줄인다. 그러나 8, 9월의 과소모사와 1월의 과다모

사는 더욱 증가하였고 오차보정효과도 매우 작다. 한
반도 부근에서도 LND실험을 통한 강수결과는 OCN
실험에서 보이는 여름철 과소모사 경향과 5월에 연중

최대강수가 나타나는 특성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나 

여름과 겨울의 강수모의 오차를 줄이는 개선효과가 동

아시아지역보다 크다. 특히 여름 강수모의 향상이 뚜

렷한데, OCN실험대비 LND실험의 평균 여름강수의 

경우 약 21% 증가하며 가장 큰 변화를 보인 7월에는 

대략 44%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Fig. 9는 LND실험과 두 실험의 차 (LND-OCN)에 

대한 동아시아 지역의 동서평균된 강수와 850 hPa 남북

방향바람의 월변동이다. LND실험결과에 따르면, OCN
실험에서 발견되는 5월의 남풍 최성기와 30°N 부근에

서 연중 강수가 유지되는 문제들은 동일하게 나타나 

몬순순환계와 강수대의 계절변동에는 두드러지는 개

선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OCN실험에서 모

의되지 않던 7월에 남풍이 북쪽으로 확대되는 양상과 

여름동안 강수구역이 35°N이북까지 확대되는 동향이 

관측에 비해 약하지만 잘 나타나, 해륙의 변경으로 인

한 국지적인 개선효과는 뛰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5-6월에 30°N이남에서 남풍의 강화와 강수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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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ND                        b) LND-OCN

Fig. 9. latitude-time cross map of monthly precipitation (shaded; mm/day) and 850hPa meridional wind (contour; m/s) from
(a) LND experiment using ECHO-G/S and (b) difference between LND and OCN experiments for the period of 1980-1999.

a) LND/LSP                   b) LND/CP

c) LND-OCN/LSP             d) LND-OCN/CP

Fig. 10. Climatological distribution of JJA-mean (a) large-scale precipitation (LSP) over 3mm/day and (b) convective precip-
itation (CP) over 1mm/day from LND experiment using ECHO-G/S (shaded) and difference between (c) LND and (d) OCN
experiments. Four contours on (a) and (b) indicate month-to-month evolution from May to August with thin solid, thick 
solid, dashed and dotted lines in the order of time, respectively

로 Fig.5(c)에서 보이는 계통오차를 감소시키는 효과

도 있다.
강수타입에 따른 공간적인 강수변화양상도 살펴보

았다. Fig. 10은 여름철 동아시아에 대한 대규모 강수

와 대류성 강수의 변화로, (a)와 (b)는 Fig. 6과 동일한 

형태의 LND실험결과이며, (c)와 (d)는 여름철 각 강수

타입에 대한 LND실험과 OCN실험의 차이다. 대규모 

강수의 경우 LND실험은 여전히 5월에 강수대가 가장 

북상하고 6월에 약화되는 이른 진행 형태가 나타나지

만 OCN실험에서 보이던 6월의 급격한 쇠퇴 양상을 

다소 줄인다. 그리고 평균적인 대규모 강수는 중국남

동부해안과 한반도 북부에서 증가하고 중국화동지역

에서 감소하여 강수대가 더 관측과 가깝게 남서-북동

으로 놓인다. 대류성 강수의 경우 가장 최성기인 7-8월

에 육지변경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며 그 변화량

은 대규모 강수보다 많다. 그리고 이러한 큰 증가는 한

반도의 이남과 이북을 연결하는 강수구역을 형성하여 

Fig. 6(b)과는 다른 평균적인 대류성 강수 패턴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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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1. Climatological distribution of JJA-mean precipitation (mm/day) from (a) LND experiment using ECHO-G/S and
(b) difference between LND and OCN experiments.

한다. 
LND실험에 의한 여름철 동아시아의 총 강수분포

변화는 Fig. 11에서 보인다. Fig. 10에서 분석한 두 강

수타입의 변화로 종합적인 총 강수는 Fig. 4(c)에서 보

였던 중국내륙지역은 많고 한반도 주변은 적은 ONC
실험의 모의 경향을 상쇄시키는 효과가 준다. 한반도 북

부와 동해에서 보이는 대규모 강수증가와 육지로 변경

된 지역을 중심으로 대류성 강수의 증가는 3 mm/day
이상의 강수구역을 강수대로부터 한반도 북부까지 확

장시킨다. 이러한 강수분포는 3.1에서 AR4 모델의 그

룹별 비교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육지

로 되어 있는 그룹L이 가지는 패턴과 유사하며 OCN
실험보다 더 관측에 가깝다. 이를 통해 현실적인 육지

처방이 주변지역의 강수모의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   
강수변화를 초래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해 

LND실험의 여름철 지상기온, 해면기압의 동서편차, 
대기하층순환에 대한 기후평균과 OCN실험과의 차를 

각각 살펴보았다 (Fig. 12). 먼저 기온변화에 따르면 해

양에서 육지로 변경된 우리나라와 산둥반도를 중심으

로 2°C이상의 국지적인 기온상승이 나타나며 북으로

는 기온이 하강한다 (Fig. 12(b)). 변경지역의 기온상

승은 OCN실험결과에서 지적되었던 오차를 줄이고 티

벳고원의 동부와 우리나라의 두 온도능을 더 강화시킨

다. 북쪽의 기온 하강은 한반도 북서부에 나타나는 이

상고온 패턴을 줄인다. 그리고 육지로 변경됨에 따라 

지면가열이 강해짐으로써 저기압성 에디의 발생을 초

래하고 결국 우리나라를 OCN실험결과와 달리 저압대

에 위치하도록 바꾼다 (Fig. (d)). 또한  이로 인해 유도

된 저기압성 순환은 에디의 서쪽에서 북풍이 발달하고 

동쪽에서 남풍이 발달하는 서로 상반된 변화를 가져온

다. 따라서 남풍계 흐름을 따라 유입되는 수증기량은 

중국내륙지역으로는 감소되며 한반도와 동해주변으

로는 증가한다 (Fig. (f)). 반대로 저기압성 순환의 북

쪽에 해당하는 기온 하강역은 한반도 북부와 동해로부

터 불어오는 한랭이류로 인해 형성된 것으로 사료된

다. 결과적으로 육지로 변경함에 따른 열적저기압의 

발달은 종관적인 순환의 변화를 가져왔고 이 순환에 

의해 한반도 주변으로 온난이류와 수증기가 공급됨에 

따라 강수대의 북상과 강수증가가 초래되었다. 또한 7
월의 강한 지면가열은 국지적인 대류에 의한 강수를 

크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산둥반도와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해륙처방만으로 OCN실험에서 발견되는 평

균적인 오차를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소수의 격자 변경을 통한 모의실험으로 그 효과

가 지역적인 규모에 국한되었고, 모델이 안고 있는 몬순

시스템의 이른 발달과 한반도 주변에서 최대강수구역 

모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 결론 및 토의
 
본 연구는 ECHO-G/S에서 해양으로 표시된 우리나

라 지역을 육지로 변경 취급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 

강수오차를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와 산

둥반도가 바다로 되어 있는 OCN실험에서 모의하는 

동아시아 여름 기후패턴을 관측과 비교하였다. 월별 

강수와 남북방향바람의 연중변화에 따르면, 모델은 한

반도 주변지역의 최대강수량이 나타나는 시기와 장마

전선과 관련된 강수대의 최대북상시기, 남풍이 최대가 

되는 시기가 모두 5월로 나타나 동아시아 여름몬순시

스템이 관측보다 진행이 이른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

서 관측상 강수대가 최대로 발달하는 6월에 모델에서 

모사되는 대기현상은 이미 쇠퇴시기에 접어들어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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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ND/SAT                   b) LND-OCN/SAT

c) LND/SLP                  d) LND-OCN/SLP

e) LND/V&q at 850hPa        f) LND-OCN/V&q at 850hPa

Fig. 12. Climatological distribution of  JJA-mean surface air temperatures (TAS; ℃), sea level pressure (SLP; hPa), 850hPa
wind vector (V; m/s) and 850hPa specific humidity (q; g/kg) from LND experment ((a), (c), and (e)) and difference between
LND and OCN experiment using ECHO-G/S ((b), (d), and (f)).

한 강수대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였다. 그리고 여름철 

공간분포에 따르면, 강수의 경우 중국내륙지역은 과다

하게 한반도 주변과 육지와 근접한 해양지역은 과소하

게 모사한다. 특히 한반도 주변지역의 과소모사가 

AR4 모델 중에서 가장 컸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기온

이 낮게 나타남, 한반도가 상대적인 고압대에 속함, 수
증기량 유입이 적음, 하층순환흐름이 약함과 같은 약

한 동아시아 여름몬순을 이끄는 모의 성향이 한 요인

이 되었다. 그리고 산둥반도와 우리나라가 해양으로 

취급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표면온도에 따른 대류

성 강수의 과소모사와 수증기의 유입경로 및 발달을 

시키는 열원이 제공되지 못한 것이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와 산둥반도를 육지로 

변경한 LND실험을 수행하고 OCN실험과 비교함으로

써 그 변화를 살펴보았다. 기온은 육지로 변경된 지역

을 중심으로 2℃이상 상승하여, 관측보다 낮게 나타나

는 오차가 감소되며 남쪽으로부터 온난이류가 더욱 강

화되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열적 저기압성 에디는 한

반도를 고압대에서 저압대에 놓이도록 바꾸었고, 저기

압성 순환의 발달로 한반도 주변으로는 수증기가 유입

되고 중국내륙지역으로는 수증기가 저지되었다. 따라

서 강수대의 남서-북동기울기는 더 현실적으로 모의되

었으며 강수대의 북상으로 우리나라 일부까지 강수구

역에 포함되었다. 한편, 7-8월에는 육지로 변경된 산둥

반도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지면가열에 따른 대류성 

강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그 증가량은 대규모 강수보

다 많았다. 
이상의 LND실험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데, 해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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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는 주변 지역강수의 발달과 유지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비현실적인 지면을 수정함으로써 OCN실험에

서 발견되는 계통적 오차를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었

다. 그러나 ECHO-G/S가 가지는 오차 값에 비해 육지

처방에 따른 변화 값이 작고 지역적이었다. 향후 모델 

내 몬순시스템의 이른 진행 형태를 포함한 광범위한 

개선시도를 위해서는 AR4 모델의 공통적인 문제로 지

적된 것과 같이 해상도, 대규모 순환, 해륙 온도차 등의 

다양한 분석이 더 추가되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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