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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dynamical downscaling system for seasonal forecast has been constructed based

on a regional climate model, and its predictability was investigated for 10 years' wintertime

(December-January-February; DJF) climatology in East Asia. Initial and lateral boundary

conditions were obtained from the operational seasonal forecasting data, which are realtime output

of the Global Data Assimilation and Prediction System (GDAPS) at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KMA). Sea surface temperature was also obtained from the operational forecasts,

i.e., KMA El-Nino and Global Sea Surface Temperature Forecast System. In order to determine

the better configuration of the regional climate model for East Asian regions, two sensitivity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for one winter season (97/98 DJF): One is for the topography

blending and the other is for the cumulus parameterization scheme. After determining the proper

configuration, the predictability of the regional forecasting system was validated with respect to

850 hPa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mean fields error and other

verification statistics were generally decreased compared to GDAPS, most evident in 500 hPa

geopotential heights. These improved simulation affected season prediction, and then HSS was

better 36% and 11% about 850 hPa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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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이와 동반하여 나타나

는 기상 현상의 지역적인 편차와 강도가 과거에 비하

여 강해짐에 따라(IPCC, 2007), 산업,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있어서 계절 예측의 신뢰도는 매우 중요

한 이슈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계절

규모의 기후예측 시스템은 전지구 대기대순환 모델

(Atmospheric General Circulation Model; AGCM) 또

는 결합대순환 모델(coupled GCM)을 기반으로 한다.

이들 역학모델에 기반한 기후예측 시스템의 결과는

계절 예보에 직접 활용되기 보다는 예측 자료의 불확

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일 모델의 초기 조건에

섭동을 주어 가능한 많은 앙상블 멤버를 구성하거나,

서로 다른 모델의 결과를 앙상블 멤버로 구성함으로

써 내부변동성(internal variability)을 제거하고 확률 분

포 함수를 산출하는 등, 통계적 후처리과정을 적용한

후 활용하고 있다(기상청, 2002).

지난 수십여 년간 기후모델링 고성능 컴퓨팅(HPC)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GCM의 수평 분

해능은 100km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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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C, 2007). 따라서 GCM을 이용한 예측 결과는 행

성규모의 저주파 변동성을 설명하는 데에는 매우 효

과적이지만, 중위도 고저기압 시스템의 이동과 같은

종관규모 이하 소규모 요란의 시공간적 평균적 상태

와 이로부터의 편차를 예측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성근

공간 분해능과 물리과정의 섬세함에 한계가 있다. 특

히, 우리나라는 아시아 대륙의 동쪽 가장자리에 위치

하여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가 공존하고, 면적이

좁기 때문에 GCM의 예측 결과가 격자거리 한 두 개

정도만 어긋나더라도 계절예측의 신뢰도가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수~수십 km 정도의

고해상도 전지구 기후예측 모델의 현업 운영이 가능

하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와 같이 예측 대상 지역이 좁

을수록 보다 상세한 지역 규모의 기후예측 자료 서비

스에 대한 요구는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한지역 중규모 모델에 기반하는

지역 기후 모델(Regional Climate Model; RCM)을 이

용하여 전지구 또는 대규모 재분석 또는 기후 예측

정보로부터 상세한 지역기후 정보를 산출하기 위한

연구가 1980년대 후반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e.g., Dickinson et al., 1989; Giorgi and Bates, 1989;

Giorgi, 1990; Giorgi and Mearns, 1999; Leung et al.,

2003; Wang et al., 2004). RCM은 주로 역학적 규모

축소를 통한 상세 기후정보 생산과 기후과정의 이해

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어 왔으며, 상세 기후정보 생

산을 위한 활용은 예측 시간 규모에 따라 기후변화

전망과 계절예측의 상세화를 위한 연구로 세분할 수

있다(Wang et al., 2004). Leung et al. (2003)은 계절

예측은 기후변화 전망과 달리 검증이 가능하다는 측

면에서 역학적 상세화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효과

적인 방법이라 지적한 바 있다. RCM을 활용한 국내

외의 매우 다양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계절예측을 위

한 RCM의 활용은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게 이

루어져 왔으며, 그 예로서 미국 남동부와 북미 서부

지역에서 ENSO의 영향에 관한 연구(Cocke and

LaRow, 2000), COLA(the Center for Ocean-Land-

Atmosphere Studies) AGCM과 연계된 NCEP(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 Eta 모델을 이

용한 기후 모의(Fenessy and Shukla, 2000; Mitchell et

al., 2001a, b) 등을 들 수 있다.

RCM을 활용한 계절 예측의 결과는 지형성 강수,

극한 기후 사례, 강수의 계절 및 일 변동성 등 시공

간적으로 상세한 기후 특성을 GCM에 비하여 보다

현실적으로 모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ang et al.,

2004). David et al. (2007)은 GCM으로부터 현실적인

예측값이 제공됨을 전제로, RCM은 동아시아 몬순에

의해 지배되는 지역의 계절 강수 예측에 있어서 유용

한 결과를 제공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와 같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계절 예측을 위한

RCM의 선행 연구는 동아시아 몬순기후에 속하면서

복잡한 지형을 가지는 우리나라의 상세 계절예측에도

활용 가능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세 계절 예측 현업 지원을

위하여 ICTP(International Centre for Theoretical

Physics)의 지역기후 모델인 RegCM3(Regional Climate

Model version 3)(Pal et al., 2000; Zeng et al., 1998;

Emanuel and Zivkovic-Rothman, 1999; Giorgi et al.,

2003a, b)을 기반으로 구축한 상세지역 계절 예측을

위한 지역예측시스템을 소개한다. 또한 이를 활용하

여 10년간(1996~2005년) 겨울철(December-January-

February; DJF)에 대한 모델 기후값을 생산하고, 그 결

과의 평균장에 대한 통계값을 재분석자료 및 대규모

기후예측 자료와 비교제시함으로써 예측성을 검증하

였다. 지역예측시스템 구축에 앞서 대규모 기후강제

력을 생산하여 GCM과 RegCM3와의 지형고도 차이

로 인한 오차를 줄이기 위한 지형고도 보정법(Hong

and Juang, 1996)과 우리나라 및 동아시아 지역의 강

수 모의에 매우 중요한(Kang and Hong, 2008) 적운

모수화에 대한 민감도 연구를 1997/1998 겨울철 사례

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 상세 계절

예측을 위한 지역예측시스템을 소개하였고, 3절에 지

형 보정 및 적운 모수화 민감도 연구 결과를 보였다.

4절에서는 10년 겨울철에 대한 과거 재현실험(hindcast)

결과의 평균장 분석과 모델영역 지역 역학적 상세화

의 효과에 따른 겨울철 예측성을 분석하였으며, 마지

막으로 5절에서 요약 및 향후 연구 계획을 제시하였다.

2. 지역기후 예측 시스템

기상청은 2009년 10월부터 지역별 상세 계절예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RegCM3을 기

반으로 하는 지역예측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상청 현

업 전지구 기후예측 모델인 GDAPS(Global Data

Assimilation and Prediction System)의 기후 예측 자료

를 초기 및 측면 경계자료로 활용하여 연 4회 3개월

계절 예측을 위한 상세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1. 모델

기상청의 GDAPS(Park and Hong, 2007)는 일본 기

상청의 대기대순환 모델(Kanamitsu et al., 1983)을 도

입하여 우리나라의 수치예보 및 기후예측에 활용하기

위하여 수정한 전지구 분광 모델로, 기온, 지상 기압,

비습, 발산 및 소용돌이도의 5개 변수를 예단 변수로

사용하며, 수치예보를 위해서는 T213(triangular

truncation at wavenumber 213; 0.5625° × 0.5625°),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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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예측을 위해서는 T106(1.125° × 1.125°)의 수평 해상

도를 가진다. 연직으로는 10 hPa을 모델 상단으로 하

여 30층으로 구성된 시그마-기압 혼합좌표계를 사용

한다. 모델의 적분은 등넘기(leap-frog) 기법을 적용한

반암시적 시간적분법을 시간 필터와 함께 사용한다.

물리과정은 일본 기상청의 1989년 버전과 동일하며,

장단파 복사물리과정, 구름-복사 상화작용, 비국지(non-

local) K-profile 연직 확산, 수평 확산, 깊은 대류 및

얕은 대류, 격자규모의 응결, 중력파 항력, 그리고

SiB(Simple Biosphere) 모델의 지면 물리과정을 포함

하고 있다(Park and Hong, 2007의 Table 1 참조). 모

델에 관한 상세화 설명과 성능은 박훈 등 (2002)과

Park and Hong(2007)에 소개되어 있다.

RegCM3은 미국대기과학연구소(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와 펜실배니아 주립대학의 중규

모 수치예보 모델(MM4)을 기반으로 하여 기후모의에

중요한 지면물리과정인 BATS(Biosphere-Atmosphere

Transfer Sceme, Dickinson et al., 1986)와 NCAR의

Community Climate Model version 1(CCM1)의 복사

물리과정을 접합함으로써 최초로 개발되었으며

(Dickinson et al., 1989; Giorgi, 1989), 이후 Giorgi et

al. (1993a,b)에 의해 복사물리과정 및 경계층 물리과

정과 측면경계조건이 개선되었고, 최근에는 대부분의

물리과정이 CCM3의 물리과정으로 교체되었고, 구름

및 강수물리과정(Pal et al., 2000), 해면 플럭스 모수

화(Zeng et al., 1998), 새로운 적운모수화 기법(Emanuel

and Zivkovic-Rothman, 1999) 및 모자이크 형태의 지

면모델(Giorgi et al., 2003)등의 개선을 거쳐 현재의

버전으로 발전하였다.

RegCM3는 MM4(Grell et al., 1994)의 3차원 정역

학 방정식계를 따르며, 본 연구에서, 수평으로는 30 km

간격으로 Arakawa-B 형태의 등거리 격자계를, 연직으

로는 18개 층으로써 최상층을 50 hPa로 설정하였으

며, 지형 고도를 따르는 σ-좌표계를 사용하였다. 주요

물리과정으로 CCM3 복사물리과정(Kiehl et al., 1996),

비국지 경계층 물리과정(Holtslag, 1990), 지면조건의

비균질성을 고려하는 BATS 지면물리과정(Dickinson

et al., 1993), 그리고 에어러솔 물리과정으로 먼지(dust)

의 방출을 고려하는 Alfaro and Gomes(2001)의 방안

을 사용한다. 강수과정은 격자규모와 아격자 규모의

강수를 구분하며, 격자규모의 강수 방안은 Subgrid

Explicit Moisture Scheme(SUBEX) (Pal et al., 2000)

을, 아격자 규모의 대류성 강수 방안으로는 Kuo 방안

(Kuo, 1974), Grell 방안(Grell, 1993), 그리고 Emanuel

방안(Emanuel and Zivkovic-Rothman, 1999)을 선택적

으로 사용할 수 있다. RegCM3의 개발 과정, 역학 및

물리과정은 Pal et al.(2007)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2.2. 역학적 상세화 시스템

Fig. 1은 RegCM3 기반으로 역학적 상세화에 따른

지역예측시스템의 구동 과정들을 도식화 한 것으로,

규모축소 기법에 적용하기 위한 초기 강제력은

GDAPS(2.5° × 2.5°)의 연직 15개층, 6시간 간격 예측

값이 사용되었고, 기상청 전구 해수면 온도 예측 시

스템(엘니뇨 예측모델; Kang and Kug (2000))의 월

평균 SST 예측자료(1° × 1°)가 바닥 경계자료 강제력

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노이즈나 불확실성 측면에서

보다 더 향상된 시그널을 얻기 위해서 (Leung et al.,

2003) 12시간 간격의 10개 앙상블 멤버 자료가 각각

입력되었다. RegCM3의 수평해상도는 30km이며, 연

직으로는 σ-연직 좌표를 사용하여 18개의 층으로 차

분화하였고, 지형 및 지표특성 자료는 Loveland et al.

(1999)의 GLCC(Global Land Cover Characterization)

10분 간격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겨울철 한반도 주변영역에 대한 지역예측시스템의

성능을 조사하기 위하여 RegCM3의 적분 기간을 10

년간(1996∼2005) 11월~2월로 설정하고, 초기 1개월

을 선행시간으로 하여 후반 3개월 겨울철(DJF)에 대

한 10년 기후값을 생산하였다. 또한 GDAPS, RegCM3

의 평균장 및 이로부터의 편차를 비교분석하기 위한

관측자료로, 대기 순환장은 NCEP/DOE 재분석 자료

(Kanamitsu et al., 2002; 이하, NRA2)를, 강수는 CPC

Merged Analysis of Precipitation(Xie and Arkin, 1997;

이하, CMAP) 자료를 사용하였다.

Table 1. 3 × 3 contingency table for calculating HSS.

3 × 3
contingency

table

Forecast

Above
Normal

Near
Normal

Below
Normal

observation

Above
Normal

a b c d

Near
Normal

e f g h

Below
Normal

i j k l

m n o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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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감도 연구

10년간(1996~2005) 겨울철 예측을 위한 모델 기후

값 생산에 앞서 지역기후 모델의 기초 성능평가를 위

하여, 두 종류의 민감도 실험을 수행하였다. 첫째는

측면경계 영역 부근의 외부 강제력과 지역모델의 지

형고도 차이에 따른 잡음 발생을 줄이기 위한 지형고

도 보정 실험이며, 둘째는 설정한 모델영역에 적합한

적운 모수화 방안을 지역예측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민감도 실험을 수행하였다. 

3.1. 측면 경계 지형 보정 효과

Fig. 2의 (a)와 (b)는 지역예측시스템의 영역에 대하

여 GDAPS와 RegCM3의 지형고도를 비교한 것이다.

Fig. 1. Flow chart of RegCM3 each procedure by pre-process, model running and post-process.

Fig. 2. Model domain and topography of East Asian Region by (a) GDAPS, (b) RegCM3, (c) RegCM3 with topography

blending(TPB) experiment and (d) its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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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영역의 북서쪽, 우리나라 및 일본의 산악지역 등

지형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GDAPS의 지형고도는 상

대적으로 낮고 평활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Hong

and Juang (1998)은 이러한 경계 지형 부분을 보정하

기 위하여 식 (1)과 같이 두 모델간 가중치(ω)를 두

어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동서, 남북 방향에

대한 가중치는 식 (2), (3)과 같이 각각 설정하였다.

여기서 zregcm은 지역기후 모델의 보정된 지형고도이

며, 10분 간격 해상도의 지형(z *
regcm)과 GDAPS 지형

으로부터 내삽된 지형(zregcm)으로 계산된다. 또한 N은

측면 경계 완충지역의 격자점 수 이며, 본 연구에서

는 12개로 설정하였다.

(1)

x축 : (2)

Fig. 2의 (c)와 (d)는, 보정된 RegCM3 지형과, 실험

에 따른 지형 고도 차이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지형

고도 보정 실험은 서쪽 및 북쪽 경계지역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우리나라 및 일본의 산악지역들에서

GDAPS와의 지형고도 편차를 상당히 감소시켰다.

Fig. 3은 지형보정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1997/98 겨울철 강수와 850 hPa 온도에 대하여 지형

고도 보정 전후의 실험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강수

는 일본과 중국 화남 지역 및 북쪽 경계지역에서 주

로 개선의 효과가 나타났다. 하층 온도장의 특징적인

개선 효과는 산악지역인 모델 서쪽영역에서의 한랭

편차가 지형고도를 보정함에 따라 크게 개선되었다.

북서쪽 경계지역에서 나타나는 한랭 편차 분포와, 한

반도 남부를 포함한 일본 지역에서의 한랭 편차도 감

소되었다. 일반적으로 지형고도를 보정한 측면경계 지

역 부근에서 개선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그로 인

하여 모델 영역 내부에서도 부분적으로 개선을 보였다.

3.2. 상세화에 따른 적운 모수화 효과

다양한 적운 모수화 방안이 수치 모델 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어떤 특정한 방안이 다른 것에 비

해 명백히 더 잘 모의한다고 볼 수 없다(Hong and

Choi, 2006; Kang and Hong, 2008). 그럼에도 불구하

고 적운 모수화는 모델의 몬순 순환 모의와 강수 모

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Rajendran

et al., 2002), 동아시아 기후 모델링의 적당한 적운 모

수화 방안을 매우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egCM3의 기본적 적운 모수화 방안

인 Grell 방안(Grell, 1993)(이하 GR)과 선택적 방안인

Zregcm ωZgdaps 1 ω–( )Zregcm
*

+=

ω N x 1–( )–( )/N=

Fig. 3. Precipitation fraction(%) between (a) RegCM3 and CMAP data, (b) experiment with topography blending and that

without, and difference of 850 hPa temperature(℃) between (c) RegCM3 and NRA2, (d) same as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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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Emanuel 방안(Emanuel, 1991; Emanuel and

Zivkovic-Rothman, 1999)(이하 EM)에 대한 민감도 실

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RegCM3에 장

착된 두 방안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GR 방안에 따른 질량속 대류의 변화는 구름의 최

상층과 최하층을 제외하고 구름 대기와 주변 대기 사

이의 혼합은 이루어 지지 않고, 단지 그 공기 기둥에

서 상승 및 하강 운동에 의해 습윤화 및 열적 효과가

이루어진다(Grell, 1993). 그러나 최근 RegCM3에 장

착된 EM 방안에서의 대류는 중립 부력층이 LCL(Lifting

Condensation Level)보다 커졌을 때 발생된다. 대기는

이 두 층 사이에서 상승되고, 응결된 수증기는 남아

있는 수증기가 구름을 형성하는 동안 강수를 형성하

며, 각 층에서 대기가 중립부력에 의해 상승 또는 하

강함에 따라 주변 대기로부터 공기를 혼합한다((Emanuel,

1991; Emanuel and Zivkovic-Rothman, 1999).

Fig. 4는 모델 영역의 완충지대를 제외한 영역에 대

하여, 1997/98 겨울철 평균 강수량, 850 hPa 온도, 비

습 및 바람에 대하여 NCEP 재분석 자료와 OISST

(Optimum Interpolation Sea Surface Temperature)를 강

제력으로 한 RegCM3 GR 결과와 CMAP 및 NCEP 재

분석 자료(이하 관측 자료)를 비교한 것이다. 우리나라

Fig. 4. The comparisons between RegCM3 results and reanalysis/CMAP data. (a) distribution of precipitation(mm/day) from

CAMP data and b) fraction(%) of ReCM3 to CMAP. (c) 850 hPa temperature(°C) field of NRA2 data and (d) the

difference(°C) of between RegCM3 and NRA2 data of 850 hPa temperature. (e) and (f) are as in (c) and (d) respectively except

850 hPa wind components(m/s) and specific humidity(k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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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겨울철은 아시아 내륙의 시베리아 고기압 영향으로

인한 북서풍의 지배를 받으며(Fig. 4e) 그로 인한 한랭

한 기온분포를 보이고(Fig. 4c), 경압성 에디에 따른 중

위도 스톰 트랙(Storm track)의 영향으로 강한 강수(Fig.

4a)를 동반하게 된다. GR실험은 관측에 비하여 하층

온도의 전체적인 한랭 편차를 나타내고 있고, 이는 모

델영역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북서쪽 시베리아 고기

압 세력이 강하게 모의됨에 따른 결과라고 보여진다.

강수율은 한반도 북부와 만주 일대에서 과다 모의되고

있으나, 그 양이 크지 않으며 모델 영역의 북서쪽과 남

쪽 경계에서 과소 모의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Fig. 5는 RegCM3의 두 적운 모수화 방안(GR와 EM)

에 따른 강수, 하층 온도, 비습 및 바람의 분포 차이

를 나타내는 것이다. EM 방안을 사용함에 따라 남쪽

경계지역의 고기압성 흐름이 강화되어 수증기의 유입

이 증가하게 되었고(Fig. 5c), 모델영역의 해양을 중심

으로 강수 증가가 나타났으며(Fig. 5a), 이에 따른 강

수의 공간분포 편차 또한 모델영역의 남쪽과 북서쪽

경계부근에서 GR 방안에 비해 관측과 유사하게 모의

되면서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850 hPa 온도 분포

는 일본을 중심으로 해양에서 EM이 GR에 비해 대기

하층의 기온을 온난하게 모의함에 따라 RegCM3의 계

통오차인 한랭 편차를 상당히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

타내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EM 방안에 따른 남쪽 경

계의 고기압성 흐름 강화는 습윤한 대기의 유입에 따

른 수증기량을 증가시켰고, 동해안에 수렴대가 형성되

면서 그 지역 강수의 증가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온

난한 대기가 북상하면서 동해안과 일본지역에 북서풍

의 찬 기류 영향을 줄이게 되어 기온 상승을 유도하였다.

RegCM3 EM 방안에 따른 하층 대기의 변화는 Fig.

6의 두 적운 모수화 방안의 상당온위 연직 분포에서

도 잘 나타나고 있다. 700 hPa 이하 하층 대기의 불

안정도가 EM 방안을 사용함으로써 더욱 증가하고 있

으며, 이에 따라 대류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나타났

고, 강수를 더 강하게 모의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대기하층의 불안정도 차이는 대륙에서 보

다 해양에서 더욱 뚜렷하였으며, 이는 Fig. 5에 보인

수평장의 차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두 민감도 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형고도 보정을 고려하고, EM 적운 모수화 방안을 사

용하여 10년간 겨울철에 대한 모델 기후값을 산출하였다.

4. 겨울철 상세계절예측 결과

4.1. GDAPS 및 RegCM3의 10년 평균장 분석

4.1.1 GDAPS 평균장

Fig. 7은 지역예측시스템의 외부 강제력으로 사용한

GDAPS의 겨울철 1996~2005년(10년) 동안의 10개 앙

상블 멤버 평균값과, 동 기간 관측 자료의 10년 평균

값을 강수량, 850 hPa 기온, 500 hPa 지위고도, 200 hPa

바람장에 대해 비교·분석 하였다. GDAPS는 강수량

분포를 관측과 유사한 형태로 아주 잘 모의하고 있으

나, 모델영역 중에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적게 분포하

Fig. 5. Distribution of (a) precipitation fraction(%) of

RegCM3 EM and GR for 1997/98 DJF. (b) 850 hPa

temperature(°C) fields, and (c) 850 hPa wind components

(m/s) and specific humidity(kg/kg) fields of difference

between RegCM3 EM and GR for 1997/98 DJ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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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국대륙에서 관측에 비해 과다 모의하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하층 온도장 또한 동서 분포 패턴을

잘 모의하고 있으나, 한반도와 일본 남부를 포함한 주

변 해양 지역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한랭 편차가 나

타나고 있고, 이는 GDAPS가 모델의 서쪽 경계, 즉

시베리아 고기압을 강하게 모의한 결과로 판단된다.

500 hPa 지위고도 분포에서 GDAPS는 일본 열도 지

역의 상층 기압을 관측에 비해 강하게 모의하였고(Fig.

7f), 그 영향으로 모델영역의 남쪽 지역 상층 제트가

약화됨에 따라 200 hPa 바람장은, 북쪽에서는 편서풍

의 강화, 남쪽에서는 약화되는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4.1.2 역학적 상세화에 따른 RegCM3의 평균장

Fig. 8은 GDAPS의 결과와 RegCM3 모의결과의 차

이를 보인 것이다. GDAPS에서 강수가 강하게 모의

되었던 모델영역 북서쪽 경계지역과 한반도에서의 양

의 편차는 상세화 시스템에서 감소하였지만, 모델 남

쪽 지역에서는 GDAPS와 반대로 음의 편차가 나타났

다(Fig. 8a). 500 hPa 지위고도 또한 전체적으로 GDAPS

의 양의 편차가 감소하여 고기압성 흐름이 강했던 대

기 순환을 다소 완화시키면서 개선의 효과를 보이고

있고(Fig. 8c), 이에 따라 남쪽 경계지역을 최대로 하

여 상층 제트 또한 전반적으로 약화되었다(Fig. 8d).

대기 하층 기온은 모델영역 내부에서의 한랭편차가

GDAPS에 비해 심화 되었고(Fig. 8b), 이는 제트의 약

화에 따른 북쪽 찬 기류의 남하가 대기 하층 기온 분

포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이 한랭

편차는 Fig. 4d의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RegCM3 자

체가 가지는 계통오차 일 수 있고, 이 부분의 모델 개

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1.3 관측 자료에 따른 모델 결과 비교

역학적 상세화가 한반도 지역의 지표기온과 강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기상청의 59개 지점 관

측자료를 이용하여 관측과 모델 결과를 비교하였다.

먼저 Fig. 9는 겨울철 10년(1996~2005년) 평균에 대

한 관측과 GDAPS 및 RegCM3의 지표기온을 나타낸

것이다. 모델의 지표기온은 모델과 관측 지점들 간의

지형 고도 차이를 기온감율(−0.65°C/100m)에 따라 보

정 한 후 사용하였다. GDAPS는 중부내륙까지 이어

지는 0°C 이하 기온 패턴을 제대로 모의하고 못하고

있으며, 영동지역의 기온 분포 또한 관측과 차이를 보

이고 있다. 반면, RegCM3는 계통오차로 인해 한랭

편차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전

반적인 한반도의 기온 분포 패턴을 관측과 유사하게

모의하고 있다. Fig. 10은 강수에 대한 관측과 모델들

간의 분포를 나타내는 것으로, GDAPS는 지역적 특징

에 따른 강수 모의를 거의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전체

적으로 과다모의하고 있다. 이에 반해 RegCM3는 한

반도 해안 지역 및 내륙지역의 모의 패턴이 관측과 유

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고 영동지역의 모의도 지형의

상세화에 따라 이루어 지고 있으며, 정략적으로도

GDAPS에 비해 보다 더 현실적인 모의를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지역예측시스템은, 지표의 상세

화와 고분해능의 효과로 인해 초기 예측 자료인 GDAPS

에 비해 한반도 지역에서 기온과 강수 모두 상세 지

역의 계절 예측에 있어서 향상된 모의를 하고 있다.

4.2. 역학적 상세화에 따른 겨울철 예측성 검증

계절 예측성을 객관적으로 평가·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식 (4), (5)와 같이 종합적 예측오차인

MSSS(Mean Square Skill Score)(Murphy, 1988)와 분

할표를 사용한 숙련도(Skill Score) 검증인 HSS(Heidke

Skill Score)(Heidke 1926)를 강수와 850 hPa 기온의

예측 결과에 적용하였다. 표준검증체계에 쓰이는 MSSS

는 식 (4)와 같이 정의된다.

Fig. 6. Difference between experiment with RegCM3 EM and GR in equivalent potential temperature(K) profile area-averaged

over whole region, land region, and ocean region of East Asian for 1997/98 DJ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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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Distribution of (a) precipitation(mm/day), (c) 850 hPa temperature(°C), (e) 500 hPa geopotential height(gpm) and (g)

200 hPa wind components(m/s) by GDAPS results. And (b) precipitation fraction(%) of GDAPS to CMAP data, (d) difference

fields of 850 hPa temperature(°C), (f) 500 hPa geoptential height(gpm) and (h) 200 hPa wind components between GDAPS

and NRA2 data for 1996~2005 DJ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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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때, 평균제곱오차(Mean Squared Error, MSE)는 다

음과 같고,

(5)

검증 구간 내 각 예측들이 교차검증(cross-validated)

된 경우, 예측 기후값의 평균제곱오차는 식 (6)과 같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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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Distribution of (a) precipitation fraction(%) and difference between RegCM3 and GDAPS about (b) 850 hPa

temperature(°C), (c) 500 hPa geopotential height(gpm), and (d) 200 hPa wind components(m/s) in winter during 1996~2005.

Fig. 9. Distribution of 2m mean temperature(°C) by KMA, GDAPS and RegCM3 in winter during 1996~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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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자료 수 n에 대해서, sxj와 sfj는 각각 관측값과

예측값의 표준편차이며, 는 검증기간 동안의 관측

값 평균, 는 예측값 평균을 의미한다. 또한 MSSS

의 3개의 구성요소인 상관계수, 분산비, 평균오차는

아래의 식 (7), (8), (9)과 같다.

상관계수(Correlation) :

(7)

분산비(Variance Ratio) : (8)

평균오차(Bias) : (9)

xij와 fij각각 격자점에서 관측값과 예측값을 나타낸다.

또한 HSS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HSS =

    =

    = (10)

여기서 a~p는 각각 Table 1과 같고, d = a + b + c + d.

h = e + f + g, l = i + j + k, m = a + e + i, n = b + f + j, o =

c + g + k, p = d + h + l = m + n + o이다. p(yi, oi)와 H는

관측과 같은 결과를 예측할 확률(즉, 관측이 참일 때

예측이 참일 확률)을 의미하고, p(yi)p(o i)는 무작위 예

측 결과가 올바른 예측을 할 확률(즉, p(yi)는 관측이

어떠한 값을 가질 확률, p(oi)는 예측 또한 관측과 같

은 값을 가질 확률)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p는

above, near, below normal을 우연히 맞출 확률을 의

미하며, 일반적으로 각 범주별 발생확률은 0.33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각 격자점에서 실제 관측

샘플 범주별 발생확률을 표준편차를 이용해 계산하여

우연히 예측이 맞을 확률을 빼줌으로써 예측 적중률

(H)에 우연의 요소를 배제하였다(슈퍼앙상블 계절예

측시스템 연구(II) 보고서, 2005). 결과적으로 MSSS와

그 구성요소 중 상관계수, 분산비 및 HSS는 1에 가

까울수록, 평균오차는 0에 가까울수록 관측값에 접근

함을 의미한다.

Fig. 11은 10년간(1996~2005) GDAPS 및 RegCM3

강수의 분산비(a), 상관계수(b), 평균오차(c) 분포이다.

먼저 지역예측시스템의 분산비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해, 서해안 등에서 결과가 GDAPS에 비해 향상된

예측결과가 도출되었고, 관측과의 공간 상관성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평균오차는 일본 열도를 비

롯한 모델영역 남쪽 경계에서 RegCM3가 음의 편차

를 나타내었다. Fig. 12는 850 hPa의 기온에 대한 분

산비(a), 상관계수(b), 평균오차(c) 분포이다. 지역예측

시스템은 한반도를 포함하여 동해안과 일본 열도에서

분산비가 개선된 결과를 보였고, 모델영역 중국 대륙

에서 관측과의 공간 상관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

다. 평균 오차 분포는 지형의 효과로 인해 국지적으

로 상세화된 특징이 나타나고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한랭 편차가 나타났다. 이 성분들을 종합적으로 이용

한 강수와 대기 하층 기온의 MSSS 예측성 평가는

Fig. 13과 같다. 강수분포에서 GDAPS는 중국 화남 및

한반도 일부 지역에서 예측성이 높게 나타났고, 지역

예측시스템인 RegCM3는 중국-한반도-일본에 걸쳐 넓

은 범위에서 예측성이 향상되어 나타났지만, 대기 하

층 기온에서는 예측성의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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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ame as in Fig. 9, but for precipitation(mm/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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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는 10년간(1996~2005) GDAPS 및 RegCM3

강수와 850 hPa 기온의 HSS 분포이다. 강수는 GDAPS

의 유의한 예측 모의 지역을 포함해 역학적 상세화됨

에 따라 동해안을 비롯해 모델영역 남쪽과 동쪽 경계

부근에서 적중률이 향상되었다. 이 분포는 MSSS 예

측 결과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며, 지역예측시스템의

구축에 따른 효과로 분석 할 수 있다. 대기 하층 기

온의 HSS는 상세화에 의해 중국 대륙과 한반도 서해

안에서 두드러진 예측성 향상을 보였다. 그러나 RegCM3

의 두 변수 모두 한반도에서는 GDAPS에 비해 예측

적중률이 다소 약화되었고, 이 부분은 본 시스템이 개

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Fig. 15는 GDAPS와 RegCM3의 모델영역을 면적

평균한 값으로, 강수는 MSSS, HSS 모두 지역예측시

스템이 정량적으로 각각 약 41%, 11% 향상된 예측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850 hPa 온도는 지역

적으로 한랭 편차가 나타나면서 전체적인 MSSS의 값

은 낮아졌고, HSS만 약 36% 정도 향상된 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MSSS는 RMS에러에 따라 결정되기 때

문에 평균 오차의 영향을 크게 받는 숙련도 값으로

볼 수 있고, 본 연구에서 관측값으로 사용된 재분석

Fig. 11. The left column represents (a) the variance ratio, (c) correlation and (d) bias of precipitation derived from GDAPS in

winter during 1996~2005, and the right (b), (d) and (f) is same as the left, but for from RegC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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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들과 GDAPS 자료는 RegCM3에 비해 저해상도

자료이므로 10년 평균 오차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예측시스템 강수의 MSSS

는 향상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대기 하층 기온은

평균 오차에 의해 개선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은 향후 후처리 기법에 의해 평균 오차를 줄

이는 방법으로 접근하여 개선된 예측결과를 도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Fig. 13에서 보듯이,

RegCM3의 상관계수가 GDAPS에 비해 높아졌고, 이

는 아노말리에 의해 계산되는 HSS와 연관되어 실질

적인 예측성 향상(즉, HSS의 향샹)의 결과를 나타냈

다. 지역적으로 상세화된 예측성 분석은 평균 오차보

다 아노말리에 따른 패턴이나 연관성 분석이 중요한

예측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고, 이런 측면

에서 아노말리의 예측값인 HSS의 향상은 지역예측시

스템의 개발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5. 요약 및 향후 계획

본 연구에서는 상세계절예측성에 미치는 역학적 상

세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기상청 슈퍼컴인

Cray-X1E에 이 시스템을 장착한 후, GDAPS 예측결

Fig. 12. Same as in Fig. 11, but for 850 hPa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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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MSSS of (a) precipitation and (b) 850 hPa temperature of GDPAS, and (c), (d) of RegCM3 in winter during

1996~2005, respectively.

Fig. 14. Same as in Fig. 13, but for H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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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RegCM3의 초기값으로 하고, Elnino 모델의 예

측 SST 값를 경계값으로 두어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한반도 주변영역 지역으로 모델 영역을 설정하

고, 장기 적분을 위한 선행 연구로 지형 보정 실험과

적운 모수화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지형 보정

실험은 서부 경계에서 GDAPS와 RegCM3간의 지형

차이가 줄어들었으며, 적운 모수화 실험은 EM 방안

이 GR 방안에 비해 해상 뿐 아니라 국지적 강수를

좀 더 관측에 가깝게 모의하였다. 이 실험들의 결과

를 적용하여 상세 계절 예측시스템을 10년간(1996~

2005) 겨울철에 대해 장기 적분을 수행하였으며, 예측

성 검증을 위해 그 기간의 기후값을 생산하였다. 지

역예측시스템은 하층 기온의 한랭편차가 계통오차에

의해 다소 강해진 것을 제외하고, 강수 및 500 hPa

지위고도에서 개선의 효과가 나타났으며, 숙련도 분

석에서 MSSS, HSS 값이 대부분 향상된 결과가 나타

났다. 강수는 MSSS와 HSS 모두 각각 41%, 11% 향

상되었으며, 850 hPa 하층 기온은 HSS에서 약 36%

정도의 정량적인 향상을 본 시스템은 보여주었다. 특

히 HSS의 향상은 관측 아노말리와의 상관성 향상의

의미하기 때문에, 지역적인 상세화 예측의 측면에 있

어서 큰 의미를 갖는다.

강수는 MSSS, HSS 모두 지역예측시스템이 정량적

으로 각각 약 41%, 11% 향상된 예측 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 그러나 850 hPa 온도는 지역적으로 한랭 편

차가 나타나면서 전체적인 MSSS의 값은 낮아졌고,

HSS만 약 36% 정도 향상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지역예측시스템은 몬순에 의해 지배되는

한반도 주변영역 지역의 계절 예측에 있어서, 지표의

상세화와 고분해능의 효과로 인해 초기 예측 자료인

GDAPS에 비해 향상된 지역 모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향후 상세 지역 계절 예측에 보다 더 유용한

결과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시스템을 겨울철

뿐 아니라, 모든 계절에 적용하여 상세화에 따른 지

역 예측성에 대해 평가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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