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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e predictability of heavy precipitation over the Korean Peninsula is studied using

THORPEX Interactive Grand Global Ensemble (TIGGE) data. The performance of the six

ensemble models is compared through the inconsistency (or jumpiness) and Root Mean Square

Error (RMSE) for MSLP, T850 and H500. Grand Ensemble (GE) of the three best ensemble

models (ECMWF, UKMO and CMA) with equal weight and without bias correction is

consisted. The jumpiness calculated in this study indicates that the GE is more consistent than

each single ensemble model. Brier Score (BS) of precipitation also shows that the GE

outperforms. The GE is used for a case study of a heavy rainfall event in Korean Peninsula on

9 July 2009. The probability forecast of precipitation using 90 members of the GE and the

percentage of 90 members exceeding 90 percentile in climatological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DF) of observed precipitation are calculated. As the GE is excellent in possibility of

potential detection of heavy rainfall, GE is more skillful than the single ensemble model and can

lead to a heavy rainfall warning in medium-range. If the performance of each single ensemble

model is also improved, GE can provide better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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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수치모델은 운동방정식, 연속방정식 등을 포함한 수

천 개의 방정식들로 이루어져 자연계의 현상을 완벽

하게 재현하지 못할 뿐 아니라 모델의 초기장에 들어

가는 관측 자료의 부족이나 측정치의 부정확성 등으

로 인하여 오차를 내포하고 있다. 관측 자료의 품질

과 모델내의 역학 및 물리과정을 개선함으로써 그 오

차를 줄일 수 있지만, 수치모델의 초기 조건의 불확

실성으로 인한 한계는 극복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는 방안 중의 하나로 앙상블 모델이 대두되

었다. 일반적으로 앙상블 예보란 서로 다른 다수의 초

기장을 구성하여 서로 다른 시나리오의 예보장을 산

출하는 기법이다. 기존의 단일 예보가 결정론적 예측

만 할 수 있는데 반해 앙상블 예보는 확률밀도함수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DF)를 이용한 확률 예

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중기 예측에 이용되며, 특

히 태풍, 집중 호우 등의 위험 기상 예측에 유용하다.

또한, 단일 예보에 비해 앙상블 평균의 예보가 더 일

관된 예측성을 보이는 특징이 있어, 현재 많은 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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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들에서 앙상블 예보를 수행하고 있다 (Buizza,

2008). 앙상블 예보의 성능은 일반적으로 앙상블 멤버

의 수가 증가할수록 그 성능이 향상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Buizza and Palmer, 1998). 그러나 앙상블 멤

버수를 늘림에 따라 컴퓨팅 비용의 증가 문제가 따른

다. 따라서 예보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볼 때, 서로 다

른 자료 동화 방법, 모델 물리과정, 배경오차를 가지

고 운영하고 있는 각 현업 기관의 앙상블 자료를 효

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은 비용으로도 더 좋은 성

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기상청, 2006). 즉, 각기

다른 시스템으로부터의 단일 모델을 조합한 앙상블

또는 각기 다른 시스템으로부터의 앙상블 모델들을

조합하는 슈퍼앙상블 등의 다중모델 앙상블을 이용하

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러한 다중 모델 앙상블을

이용한 예측은 이미 MSC (Meteorological Service of

Canada)와 NWS (U.S National Weather Service)

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졌다. NAEFS (North American

Ensemble Forecast System) 사업에서는 NCEP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과 CMC (Canadian

Meteorological Centre) 앙상블 모델을 결합하여 북미

지역을 대상으로 앙상블 예보를 생산하여 제공하고

있다 (Zhu et al., 2008). 또한 WMO (World Meteoro-

logical Organization) 산하의 WWRP (World Weather

Research Programme)의 프로그램 중 하나인 THORPEX

(The Observation, Research and Predictability Experiment)

에서는 전세계 현업 기관에서 사용하는 앙상블 모델

들을 이용하여 1일에서 2주 규모의 위험 기상에 대

한 예측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05년부터 TIGGE

(THORPEX Interactive Grand Global Ensemble) 사업

을 수행 중에 있다.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ECMWF (European Centre for Medium-Range Weather

Forecasts), UKMO (United Kingdom Meteorological

Office), JMA (Japan Meteorological Agency), KMA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NCEP, CMA

(Chin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MSC, BoM

(Bureau of Meteorology), CPTEC (Centro de Previsao

Tempo e Estudos Climaticos), MF (Météo-France)의

전세계 10여개 현업 기관들이 앙상블 모델 자료를

ECMWF, NCAR, CMA 아카이브 센터를 통해서 grib2

포맷으로 제공한다 (Fig. 1).

Table 1. Configurations of TIGGE models from ECMWF, UKMO, JMA, NCEP, CMA, CMC, BoM, KMA, CPTEC, and MF.

Center
Ensemble

member

Base

time
Model resolution Initial Perturbation 

Forecast

Length

ECMWF 51 00, 12
N200(Reduced Gaussian) 

N128 after day 10
Singular Vector 10 days

UKMO 24 00, 12 1.25
o× 0.83

o Ensemble Transform

Kalman Filter
15 days

JMA 51 12 1.25o× 1.25o Singular Vector 9 days

NCEP 21
00, 06

12, 18
1.0o× 1.0o

Ensemble Transform with 

Rescaling
16 days

CMA 15 00, 12 0.56
o× 0.56

o

Singular Vector 10 days

CMC 21 00, 12 1.0o× 1.0o Ensemble Kalman Filter 16 days

BoM 33 00, 12 1.50 × o1.50o Singular Vector 10 days

KMA 17 00, 12 1.0
o× 1.0

o

Bred Vector 10 days

CPTEC 15 00, 12 1.0o× 1.0o EOF_based 15 days

MF 11 06, 18 1.50o× 1.50o Singular Vector 2.5 days

 Fig. 1. The operational forecasting centers supplying daily

global ensemble forecasts in TIGGE and TIGGE Archive

ce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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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2006년부터 축적된 TIGGE 자료를 활용

하여 앙상블 모델의 성능 비교, 다중모델 앙상블 기

법 개발, 편차 보정, 다운 스케일링 등에 관한 연구들

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Pappenberger et al.

(2008)은 2007년 10월 루마니아에서의 홍수 사례에 대

해서 European Flood Forecasting System (EFAS)의

LISFLOOD 수문 모델의 입력 자료로써 TIGGE 자료

중 ECMWF, UKMO, JMA, NCEP, CMA, CMC, BoM

및 이들 7개 모델에 동일한 가중치를 주어 구성한

Simple Multi-Model Ensemble을 이용하여 홍수 발생

에 대한 앙상블 예측을 수행하였다. RMSE (Root Mean

Square Error), RPS (Rank Probability Score),

Quantile-Quantile plot 등을 통해 순위를 매겨 살펴본

결과 평균적으로 Simple Multi Model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나타낸다고 설명하였다. Park et al. (2008)은
BoM, CMA, ECMWF, JMA, KMA, MSC, NCEP,

UKMO의 8개 앙상블 모델의 북반구 500 hPa 지위고

도와 850 hPa 기온의 앙상블 평균, 스프레드, RMSE

및 확률 예측 검증 등을 통해 모델들의 특성 비교, 장

단점 분석, 다중모델 앙상블 구성, 편차 보정 전후의

잠재적인 예측 가능성 등을 조사하였다. Krishnamurti

et al. (2009)은 TIGGE 자료가 남중국해 몬순 시스템

의 시작과 장마 시기의 강수 및 태풍이 지나간 후의

강수 예측에 활용될 수 있음을 보였다. Matsueda (2009)

는 최근 3년 동안의 겨울철 동안의 블로킹 (atmospheric

blocking) 현상에 대해서 BoM, CMA, CMC, CPTEC,

ECMWF, JMA, KMA, NCEP, UMMO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Monkam et al. (2009)은 2007년 케냐의

두알라 지역에서 있었던 항공기 사고 당시의 기상 상

태를 분석하는데 TIGGE에서 제공하는 ECMWF 앙상

블 자료를 이용하여 종관 분석을 수행한 바 있다. Zhi

et al. (2009)은 2007년 여름철 지표기온의 예측성 비

교에서는 ECMWF, JMA, UKMO, NCEP 모델 중

ECMWF가 가장 우수함을 보였으며, 슈퍼앙상블과 단

순 평균 앙상블의 편차 보정 후의 예측성이 ECMWF

의 예측성보다 우수함을 보였다. Nakazawa and

Matsueda (2010)는 TIGGE 자료를 2009년 8호 태풍

모라꼿 (Morakot), 2008년 베트남 북부 지역의 홍수,

2007년 고비 사막에서의 모래 폭풍 사례에 적용하여

위험 기상에 대한 잠재적인 예측 가능성이 있음을 보

인 바 있다. 

TIGGE 자료가 세계적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위험

기상 현상의 예측성 향상에 활용되고 있지만, 국내 위

험 기상 사례에 대한 예측성 향상 연구는 아직 미흡

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9년 여름철 집

중호우 사례에 대하여 해면기압 (MSLP), 850 hPa 기

온 (T850), 500 hPa 지위고도 (H500)에 대한 개개 앙상

블 멤버의 예측성을 평가할 수 있는 RMSE와 jumpiness

(consistency or inconsistency index)를 산출하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예측성을 나타낸 앙상블 멤버

들만으로 그랜드 앙상블 (Grand Ensemble, GE)을 구

성하여 TIGGE 자료가 한반도의 위험 기상 예측에 유

용한지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사용된 TIGGE 자료

및 분석 방법, 3장에서는 앙상블 모델의 jumpiness,

RMSE, BS (Brier Score) 등을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선정된 여름철 위험 기상 사례에 대한 TIGGE 자료

의 예측성을 살펴보았고, 5장에서는 끝맺음을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2.1. 자료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Table 1에 나타난 TIGGE

에서 제공하는 앙상블 모델 중 ECMWF 아카이브 센

터 http://tigge-portal.ecmwf.int로부터 1
o
× 1

o로 내삽된

ECMWF, CMC, UKMO, NCEP, KMA, CMA의 6개

모델 자료이다. 12 UTC의 자료만을 제공하는 JMA

모델, 2.5일 예보만을 제공하는 MF 모델, 황윤정 등

(2010)의 연구에서 예측성이 낮게 나타난 CPTEC과

BoM 모델은 고려하지 않았다. 6개 TIGGE 모델의 12

시간 예측부터 240시간 예측의 일관성 지수 및 RMSE

를 산출하여 그 중 예측 일관성이 높고, RMSE는 낮

은 모델을 이용하여 GE를 구성하였다. 사용된 자료

의 기간은 2009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이며, 분석에 이용된 변수는 MSLP, T850, H500, 누

적 강수량이다. RMSE 산출을 위한 검증 자료로는

0.25
o
× 0.25

o
 ECMWF 분석장을 내삽하여 이용하였

으며, 24시간 누적 강수에 대한 확률 검증을 위한 BS

Fig. 2. Verification area for jumpiness, Breir Score (BS),

and Root Mean Square Error (RMSE) of TIGGE models

and Grand Ensemble (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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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산을 위하여 0.25
o
× 0.25

o
 CMORPH (Climate

Prediction Center Morphing Technique) 강수 자료를

이용하였다. CMORPH는 미국의 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에서 제공하

는 시공간적으로 높은 해상도의 전구 강수 분포 자료

로서 저고도 위성에서의 마이크로파 위성 관측 자료

로부터 추정된 강수량이 사용되며 정지 위성의 적외

선 자료의 공간적인 분포정보를 함께 활용한다.

Jumpiness, RMSE, BS의 검증 영역은 Fig. 2와 같다. 

2.2. RMSE

RMSE는 검증 영역의 모든 격자점에 대해 각 앙상

블 모델의 예보값과 ECMWF 분석값의 차이를 제곱

하여 평균을 구한 후 제곱근을 취한 값으로 분석값

과의 차이에 대한 크기를 나타낸다. 즉, 예보값은 분

석값을 기준으로 ± RMSE 범위에서 변화함을 알 수

있고, 식은 다음과 같다.

(1)

xf는 예보값, xv는 분석값, φi는 i grid − point의 위도값

2.3. Jumpiness

앙상블 예보는 앙상블 평균의 필터링 효과에 의해

결정론적인 예보에 비해 일관된 예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Jumpiness는 같은 검증 시간에

대해서 연속된 예측이 얼마나 일관적인 예측을 수행

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으로 Zsoter et al. (2009)에 의

해 정의되었다. Zsoster et al. (2009)은 ECMWF와 Met

Office의 앙상블 결과에 적용한 결과 컨트롤에 비해

앙상블 평균의 jumpiness 더 낮게 나타나 예측 일관

성이 높음을 보였다. 또한 대체적으로 jumpiness가 커

지면 예보 오차가 커진다는 것을 보였다. 

Jumpiness를 산출하기 위한 수식들을 자세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d 시각에서 출발한 d + t 시

간의 예측장을 fj(d, t)로 나타낼때, j = 0은 컨트롤 예

측장을 의미하며, j = 1,...,N은 섭동된 앙상블 멤버를

의미한다. 또한, 앙상블 멤버의 평균 예측장은 컨트롤

과 모든 섭동된 앙상블 멤버의 평균으로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두 예측장 f(..., ....)와 g(..., ....)를 고려할 때, 그 차

이를 아래와 같이 나타낸다. 

(3)

여기서, gp는 모델의 격자점을 나타낸다. 또한 예측장

의 표준편차 는 다음과 같다. 

(4)

여기서, A는 주어진 영역내의 값들의 평균을 의미

하며, 그 식은 다음과 같다. 

(5)

Jumpiness 산출을 위해 d와 d + δ시각에서 출발한

연속된 두 예측장을 고려해보자. 본 연구에서는 δ를

12 h로 정하였다. 이 때 두 예측장의 jumpiness는 식

(6)과 같이 어떤 주어진 영역내에서 두 예측 사이의

차이값과 표준편차의 비로 정의된다. Jumpiness는 값

이 0에 가까울수록 일관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6)

여름철의 전반적인 예측 일관성을 살펴보기 위한

period-average jumpiness는 2009년 6~8월 기간 동안

의 jumpiness 값을 평균하여 제곱근을 취한 값을 이

용하였으며, 식은 아래와 같다 

(7)

2.4. Brier Score

강수 확률 예보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BS를

이용하였으며, 그 식은 다음과 같다.

(8) 

여기서, n은 예측된 강수 확률의 총 빈도수, yk는 예

측된 강수 확률을 나타내며, ok은 유강수인 경우에

는 1, 무강수인 경우에는 0을 나타낸다. BS는 신뢰도

RM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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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iability), 분해능 (resolution), 불확실성 (uncertainty)

3가지 항으로 나눠질 수 있다 (Murphy, 1973). 모델에

서 예측된 강수 확률값인 0~1까지의 값을 이용하여

분할표 (Contingency table)를 만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강수 확률 y1 = 0, y2 = 0.1,...,yi,...,y11 =1.0으로 분

할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때 각 강수 확률에서의 발

생 수를 Ni라 할 때, 총 횟수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9)

또한, 분할된 yi에 대한 주변 분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10)

예측 확률 yi가 주어질 때, 관측의 조건부 확률을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11)

여기서, k번째 예측에 대해 강수가 발생했으면 ok = 1

이고, 발생하지 않았으면 ok = 0을 가진다. 그리고 관

측의 전체 사례에 대한 표본 평균값은 식 (12)와 같

이 정의할 수 있다.

(12)

정의된 식 (9)~(12) 및 산술적인 계산을 거치면, BS

는 아래 식과 같이 분해된다. 

(13)

위 식의 첫 번째 항은 신뢰도로 확률 예보와 실제

강수 관측 빈도수 사이의 일치성을 나타내며 완벽한

신뢰도의 값은 0이다. 두 번째 항은 분해능을 나타내

는 항으로 표본사건들을 특징적으로 상이한 빈도수를

가지는 부분집합으로 분해할 수 있는 예보 능력을 표

현한다. 세 번째 항은 불확실성 항으로 예보의 본질

적인 어려움을 나타내는 관측의 분산값을 나타낸다.

BS는 0부터 1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BS가 작을수록

확률 예보의 신뢰도 및 분석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5. Extended Extreme Forecast Index (EFI) 

앙상블 예측의 장점은 앙상블 멤버를 이용한 확률

예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Nakazawa and Matsueda

(2010)는 Lalauretten (2003)의 Extreme Forecast Index

(EFI)를 확장하여 과거 기후자료의 PDF의 90, 95

percentile에 해당하는 값을 넘는 앙상블 멤버의 개수

를 이용하여 EFI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GE를

이용하여 이와 같은 EFI 지수를 살펴보았다. Fig. 3은

임의의 격자에서의 EFI 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PDF를

나타낸 것으로 기후값 PDF의 꼬리에 해당하는 90 혹

은 95 percentile의 값이 있으면, 예측장의 앙상블 멤버

의 분포에 대한 PDF를 산출하여 90 혹은 95 percentile

의 값을 넘는 멤버의 확률로 EFI를 표현한다. EFI의

값이 클수록 위험기상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3. 그랜드 앙상블(GE) 구성

3.1. Jumpiness와 RMSE

CMC, CMA, ECMWF, KMA, UKMO, NCEP의

2009년 6월부터 8월의 예측장을 이용하여 MSLP, T850,

H500의 period-average jumpiness를 살펴보았다. Fig. 4

는 MSLP, T850, H500의 2009년 6~8월의 period-

average jumpiness로, 240시간 선행부터 12시간 선행

까지의 12시간 간격의 예측 일관성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240시간에 나타난 jumpiness는 240시간과 228

시간 선행의 예측장의 일관성 지수이다. 선행 시간이

짧을수록 jumpiness 값이 낮아 더 일관된 예측성을 보

임을 알 수 있다. MSLP는 대체적으로 ECMWF,

UKMO, NCEP의 일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T850의 일

관성 지수는 선행 시간이 긴 경우에는 ECMWF,

UKMO, CMC의 예측 일관성이 높게 나타나고, 선행

시간이 짧아질수록 CMC는 다시 일관성이 낮아지고,

CMA, NCEP의 예측 일관성이 높게 나타난다.

TIGGE 모델의 예보 시간에 따른 여름철 예측 성능

을 살펴보고자 1일에서 10일 예측의 MSLP, T850,

H500의 RMSE를 살펴보았다 (Fig. 5). 세 변수의 RMSE

는 일반적으로 예측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차가 커지

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각 변수별로 살펴보면 MSLP

의 RMSE는 ECMWF, UKMO, CMA가 낮게 나타

났다. H500의 RMSE는 ECMWF가 낮은 값을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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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xample of climatological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DF) of observation and PDF of ensemble

foreca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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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UKMO, CMC, CMA가 유사한 값을 나타냈다.

T850의 RMSE에서도 ECMWF가 가장 낮아 그 예측

성이 우수하였으며, CMA, CMC, UKMO의 RMSE 값

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세 변수의 jumpiness와 RMSE

를 살펴본 결과, ECMWF가 선행 시간에 상관없이 예

측의 일관성이 높고 RMSE도 작아서 전반적인 예측성

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는 UKMO, CMA,

CMC가 우수하였으나, 선행 시간에 따라 그 예측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jumpiness와 RMSE

결과를 바탕으로 ECMWF, UKMO, CMA의 개별 앙

상블 모델을 조합한 GE를 구성하였고, 모델에 대한

가중치와 편차 보정 등은 수행하지 않았다. 

3.2. GE의 BS와 RMSE

강수 확률의 예측 정확도 평가를 위해 BS를 검증

하였다. 이 때 GE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앙상블 모

델의 예측성보다 우수한지 객관적인 수치로 살펴보기

위해 ECMWF, UKMO, CMA의 BS를 산출하였다.

Fig. 6은 2009년 6월부터 8월까지의 매일 00, 12 UTC

예보의 1일부터 7일 예측의 강수 확률에 대한 BS 값

으로, 1, 10, 25, 50 mm의 강수량 임계치 값에 대하여

각각의 강수 확률 예측 정확도를 보여준다. Fig. 6(a)

의 1 mm 이상에 대한 BS는 모든 예보시간에서 GE

의 값이 가장 작아서 예측성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

으로 ECMWF, UKMO, CMA의 순으로 BS의 낮은 값

이 나타났다. Fig. 6(b)의 10 mm 이상의 강수에 대한

BS는 GE가 가장 작아 확률 예보 성능이 우수하였다.

Fig. 6(c)의 25 mm 이상의 강수에 대한 BS도 Figs. 6(a)

와 6(b)와 마찬가지로 모든 예보시간에서 GE의 확률

예보 성능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Fig. 6(d)에

서의 50 mm 이상의 많은 강수에 대해서도 GE의 BS

값이 가장 작게 나타났다. 또한 그림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GE의 MSLP, T850, H500 변수에 대한

RMSE도 GE가 ECMWF, UKMO, CMA에 비해 향상

된 예측성을 나타냈다. 즉, jumpiness와 RMSE 결과

Fig. 4. Period-averaged jumpiness for (a) MSLP, (b) T850,

and (c) H500 for TIGGE models from ECMWF, UKMO,

KMA, NCEP, CMC, and CMA. The period is from 1 June to

31 August 2009, and the forecast steps are from t+240 h to

t+12 h with the interval of 12 h.

Fig. 5. RMSE of (a) MSLP, (b) T850, and (c) H500 for

TIGGE models from ECMWF, UKMO, KMA, NCEP,

CMC, and CMA. The period is the same as 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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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탕으로 구성된 GE의 예측성이 개별 앙상블 모

델에 비해 우수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GE를 위험 기

상 사례의 예측에 활용해 보았다.

4. 2009년 7월 9일 강수 사례 

한반도의 2009년 여름철 평균 강수량은 평년과 비

슷하였다. 6월과 8월은 평년에 비해 강수가 적게 나

타났고, 7월은 전국적으로 평년대비 강수량이 많았으

며 집중호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자주 내렸다 (국립

기상연구소, 2010). 본 연구에서는 서울을 포함한 경

기지역과 강원도 지역에서 150 mm 이상의 일강수를

기록한 7월 9일 사례 및 7월 14일 집중호우 사례에

GE를 활용해 보았으며, 두 사례에서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어 7월 9일 사례에 대한 결과만 제시하였다.

Fig. 7은 2009년 7월 8일 12 UTC와 9일 00 UTC의

지상일기도이다. 8일 12 UTC에는 중국에 위치한 저

기압이 한반도로 접근하였고, 일본열도에 위치하고 있

던 장마전선이 북상하여, 8일 밤 동안에는 남부지방

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다. 9일에는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에 위치한 가운데 장마전선상에서 발달한 저

기압이 서해 중부상에 위치하면서 동진하여 중부 지

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를 내렸다. 정량적인 강수량과

강수대의 분포를 알기 위해 2009년 7월 8일 12 UTC

부터 9일 12 UTC까지 AWS 24시간 누적강수량과

CMORPH 자료 24시간 누적 강수량을 비교해 보았다

Fig. 6. Brier Score of 24-hour accumulated rainfall for (a) 1 mm, (b) 10 mm, (c) 25 mm, and (d) 50 mm of ECMWF, UKMO,

CMA, and GE. The period is the same as Fig. 4.

Fig. 7. The surface weather charts at (a) 12 UTC 8 July and (b) 00 UTC 9 July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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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Fig. 8(a)에서는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

으며, 특히 중부 지방으로 100 mm 이상의 강수가 집

중된 것을 볼 수 있고, Fig. 8(b)에서는 Fig. 8(a)보다는

강우량을 전체적으로 과소 추정하고 있지만, 주강수

대의 위치를 알 수 있으며 한반도 강수량의 공간적인

분포는 유사하다.

Fig. 9는 GE의 7월 9일 12 UTC의 24시간 동안

25 mm 이상의 강수에 대한 -120 h (5일 전)부터 -24 h

(1일 전) 확률 예보를 보여준다. 5일 전 예보에서는

강한 강수대의 위치가 서해상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중부지방으로 40~60%의 강수확률을 나타내고 있다.

예보 시간이 짧아짐에 따라 강한 강수대의 위치가 점

점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4일 전과 3일 전 예보에

서는 한반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25 mm/24 hr의 강수

Fig. 8. The 24-hour accumulated rainfall of (a) AWS and (b) CMORPH at 12 UTC 9 July 2009.

Fig. 9. The probability (%) of rainfall exceeding 25 mm/24 hr. The valid time is 12 UTC 9 July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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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he same as Fig. 9 except for exceeding 50 mm/24 hr.

Fig. 11. The probability (%) of exceeding 90 percentile in climatological PDF. The valid time is 12 UTC 9 July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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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이 40~60% 이상으로 나타난다. 2일 전과 1일 전

예보에서는 중부지방에서 80% 이상의 높은 강수 확

률 예측을 나타내고 있다. Fig. 10은 50 mm/24 hr 이

상 강수확률 예보를 보여준다. 5일 전 예보에서 확률

은 낮지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올 가능성

이 있음을 보여준다. 예보 시간이 짧아질수록 많은 강

수에 대한 확률이 높아지는데, 특히 3일 전 예보를 보

면 중부 지방에 40~60%의 확률을 나타내고 있어 위

험 기상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2일

전과 1일 전 예보에서는 80% 이상의 높은 확률 예보

를 보인다.

Figs. 9와 10에서는 단순히 예측된 강수량을 이용하

여 앙상블 멤버의 개수로 나타낸 확률 예보를 산출하

였다. Fig. 11은 2.5절에서 소개된 방법을 적용하여 산

출한 2009년 7월 9일 12 UTC 사례의 24시간 누적 강

수량의 EFI이다. 이 때 기후값의 PDF는 GPCP (Global

Precipitation Climatology Project)의 2000년부터 2009

년까지의 6~8월 여름철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5일 전 예보는 Figs. 9와 10에서 보았듯이 강수대가

정확하게 모의되지 못한 상태라 산둥반도에서 높은

확률이 나타나고 있다. 4일 전과 3일 전에는 한반도

에서 50% 이상의 위험기상 확률 예보를 나타내고, 2

일 전과 1일 전에는 70% 이상의 확률을 보이는데, 특

히 중부 지방에서 90% 이상의 높은 확률로 위험기상

발생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다. 이 사례에 대해서

ECMWF, UKMO, CMA 개별 앙상블 모델과 GE 모

델이 예측한 강수량의 예측 일관성을 살펴보았다 (Fig.

12). 240시간 (10일) 전부터 24시간 (1일) 전까지의 24

시간 간격의 예보장의 일관성 지수로서 개별 앙상블

모델에 비해 GE의 예측 일관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GE를 이용하여 강수 확률 예보의 공간적인 분포를

살펴보는 것 뿐만 아니라, 특정 지점에 대한 강수량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Fig. 13은 같은 사례일의 인

천 지점에 대한 EPSgram을 나타낸 것이다. EPSgram

은 box plot을 시각화한 그림으로 각 모델의 최대값,

최소값, 중간값 및 25%, 75%에 해당하는 멤버의 예

측값을 표시한다. 빨강색 별표는 인천 지점의 관측값

을 나타낸 것으로 7월 9일 12 UTC 기준 대전지점

AWS의 24시간 누적 강수량은 약 150 mm가 관측되

었다. 가로축은 앙상블 모델이며, 세로축은 예측된 강

수량을 나타낸다. 7일부터 3일전까지의 예보를 보면

앙상블 스프레드가 크고 강수량도 과소 모의 하는 것

을 볼 수 있다. 2일 전과 1일 전 예보에서는 실제 관

측된 값과는 차이가 크지만, 개별 앙상블 모델 및 GE

Fig. 12. Jumpiness for 24-hour accumulated rainfall forecast

valid at 12 UTC 9 August 2009 for ECMWF, UKMO,

CMA, and GE. The forecast steps are from t+240 h to t+24

h with the interval of 24 h.

Fig. 13. EPSgram of 24-hour accumulated rainfall at Incheon station. The valid time is 12 UTC 9 July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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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앙상블 멤버들이 많은 강수를 모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Fig. 14는 대전 지점에 대한 EPSgram으로

인천 지점과는 달리 모든 모델이 과대 모의하고 있음

을 볼 수 있다. 7일 전부터 4일 전 예보의 경우에는

최대 100 mm 이상의 값으로 예보하는 멤버들이 존재

하고 있지만, 예보 시간이 짧아지면서 스프레드가 작

아지고 관측과 유사해짐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TIGGE 모델 자료는 해상도가 1o× 1o로 낮은

편이라 이와 같은 지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나 현재 TIGGE 사업에 참여하

는 모델들이 지속적으로 예측 성능이 개선된 모델 결

과를 제공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 다운스케일링과 편

차 보정 등의 기법을 적용하여 예측장을 생산한다면

각 지점의 위험기상 예측성에 대해 더 향상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TIGGE 자료를 이용하여 한반도의

강수 예측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ECMWF,

NCEP, CMA, CMC, UKMO, KMA의 자료를 수집하

여 6개 앙상블 모델의 예측성을 비교하고 GE를 구성

하여 강수 예측에 활용하였다. 우선, 앙상블 모델들의

일관된 예측성과 예측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MSLP,

T850, H500의 jumpiness와 RMSE를 살펴보았다. 성

능이 우수한 ECMWF, UKMO, CMA 모델을 이용하

여 GE를 구성하였다. 구성된 GE의 강수량에 대한 BS

와 MSLP, T850, H500의 RMSE가 개별 앙상블 모델

에 비해 향상된 예측성을 나타냈다. 

구성된 GE를 2009년 7월 12일 장마 전선에 의한

한반도 강수 사례 예측에 활용해 보았다. 2009년 7월

9일 12 UTC 24시간 누적강수량에 대한 확률 예보는

25, 50 mm 이상의 강수에 대해서 수일 전부터 발생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또한 장기간의 관측 강

수량 자료의 PDF를 이용한 GE의 90 percentile의 EFI

에서도 3~4일 전의 예보에서 위험 기상 발생 가능성

을 나타냈고, 1일 전에는 80% 이상의 높은 확률을 보

였다. GE를 강수 확률 예보 뿐만 아니라 EPSgram을

통해 특정 지점의 강수량 예측에 활용해 보았으나,

TIGGE 모델의 해상도가 낮아 특정 지점의 강수량 예

측에서는 한계를 나타냈다. 

ECMWF, UKMO, CMA를 이용한 GE 구성에서 각

모델에 대한 가중치와 편차 보정 등은 이루어지지 않

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IGGE 모델이 한반도의 호

우 예측에 활용 가능함을 볼 수 있었다. 지속적으로

TIGGE 사업에 참여한 모델들이 예측 성능이 개선

되고, GE를 구성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적용된다면 더

향상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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