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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valuates CMIP5 model performance on rainy season evolution in the

East Asian summer monsoon. Historical (1986~2005) simulation is analyzed using ensemble

mean of CMIP5 19 models. Simulated rainfall amount is underestimated than the observed and

onset and termination of rainy season are earlier in the simulation. Compared with evolution

timing, duration of the rainy season is uncertain with large model spread. This area-averaged

analysis results mix relative differences among the models. All model show similarity in the

underestimated rainfall, but there are quite large difference in dynamic and thermodynamic pro-

cesses. The model difference is shown in horizontal distribution analysis. BEST and WORST

group is selected based on skill score. BEST shows better performance in northward movement

of the rain band, summer monsoon domain. Especially, meridional gradient of equivalent poten-

tial temperature and low-level circulation for evolving frontal system is quite well captured in

BEST. According to RCP8.5, CMIP5 projects earlier onset, delayed termination and longer

duration of the rainy season with increasing rainfall amount at the end of 21st century. BEST

and WORST shows similar projection for the rainy season evolution timing, meanwhile there

are large discrepancy in thermodynamic structure. BEST and WORST in future projection are

different in moisture flux, vertical structure of equivalent potential temperature and the subse-

quent unstable changes in the conditional instability.

Key words: East Asian summer monsoon, equivalent potential temperature, onset, with-

drawal, CMIP5

1. 서 론

동아시아 여름 몬순시스템은 연강수량의 70% 이상

을 차지하는 주요 지역 기후 시스템이다. CMIP3

(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phase 3) 모

델을 활용한 선행연구에서 미래 동아시아 강수는 중

국 내륙과 한반도, 일본영역에서 8~20% 증가하는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Min et al., 2006; Kripalani et al.,

2007; Lu et al., 2007; Kusunoki and Arakawa, 2012;

Seo and Ok, 2013a). 이 강수량의 증가는 습윤한 남

풍기류의 강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Lu et al.,

2007). 이후에는 CMIP5 모델을 이용한 연구도 있었

다. 한 예로, Lee and Wang (2014)은 미래에 북태평

양 아열대 고기압(North Pacific Subtropical High)의

서쪽 이동에 의한 남풍기류 강화를 강수증가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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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목했다. Seo et al. (2013b)은 북태평양 아열대

고기압의 확장이 서쪽이 아닌 북서쪽이고 더불어 지

표온도의 상승으로 인해 수증기 증발이 증가한 것을

원인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몬순 기간 동안에 우기의

시작과 종료의 변화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Wang

and Linho, 2002; Boo et al., 2011; Sperber et al.,

2013; Lee and Wang, 2014). Lee and Wang (2014)은

CMIP5 모델이 미래 아시아 지역의 우기의 시작은 빨

라지고 종료는 늦춰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모

델의 선정 기준에 따라 미래 전망결과는 달라지는 경

향이 있으며(Seo et al., 2014) 미래 기후 예측결과에

있어서도 모델간 편차는 매우 큰 편이다. 미래 전망

에 있어 모델간 편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동아시아 몬

순과정을 모의하는 성능과 연관되어 있고 몬순순환의

모든 면을 잘 모의하는 단일모델이 없기 때문이다

(Sperber et al., 2013). 또한, CMIP5 모델이 CMIP3 모

델보다 모의 성능이 향상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나(Seo

et al., 2013b) 현 기후를 모의에 있어서 여전히 한계

가 있고(Lee et al., 2010, 2011a, b; Sperber et al.,

2013) 우기의 시작시기는 종료 및 강수량 최대시기보

다 개선의 여지가 있음이 언급된 바 있다(Sperber et

al., 2013).

CMIP5에 참여한 19개 모델의 동아시아(20-50
o
N,

110-140oE) 여름몬순 시스템을 역학적, 열역학적인 측

면에서 현 기후의 특징을 살펴보고 미래 전망 분석을

하였다. 특히, 모델의 미래 예측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현 기후를 잘 모의하는 상위 5개 모델과 하위 5

개 모델을 선정하여 전체 모델평균의 차이와 모델간

편차를 분석하였다. 더불어 관측 자료도 3종 이상으

로 확장하여 관측 자료에 따른 차이를 이해하고자 하

였다. 그리고 우기의 시작, 종료, 기간 및 우기 동안

의 강수량을 현 기후와 미래 전망을 하였다. 특히, 우

기의 발달은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열

역학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2장에서는 자

Table 1. Description of CMIP5 models used in the study.

Model Institution Resolution

ACCESS1-0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zation and Bureau

of Meteorology, Australia (CSIRO-BOM)
1.875

o
× 1.25

o

BCC-CSM1.1 Beijing Climate Center, Chin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BCC) 2.8125
o

× 2.8125
o

CSIRO-Mk3.6.0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 and the

Queensland Climate Change Centre of Excellence (CSIRO-QCCCE)
1.875

o
× 1.875

o

CNRM-CM5

Centre National de Recherches Meteorologiques/Centre

European de Recherche et Formation Avancees en Calcul Scientifique

(CNRM-CERFACS)

1.40625
o

× 1.40625
o

CanESM2 Canadian Centre for Climate Modelling and Analysis (CCCma) 2.8125
o

× 2.8125
o

GFDL-CM3
Geophysical Fluid Dynamics Laboratory (NOAA GFDL)

2.5
o

× 2
o

GFDL-ESM2M 2.5
o

× 2
o

HadGEM2-AO
National Institute of Meteorological Research/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NIMR/KMA)
1.875

o
× 1.24

o

HadGEM2-ES
Met Office Hadley Centre (MOHC)

1.875
o

× 1.24
o

HadGEM2-CC 1.875
o

× 1.24
o

INM-CM4 Institute for Numerical Mathematics (INM) 2
o

× 1.5
o

IPSL-CM5A-MR
Institute Pierre-Simon Laplace (IPSL)

2.5
o

× 1.258
o

IPSL-CM5A-LR 3.75
o

× 1.87
o

MIROC-ESM
Atmosphere and Ocean Research Institute (University of Tokyo), 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al Studies, and Japan Agency for Marine-Earth

Science and Technology (MIROC)

2.8125
o

× 2.8125
o

MIROC-ESM-CHEM

MIROC5 1.40625
o

× 1.40625
o

MPI-ESM-LR Max Planck Institute for Meteorology (MPI-M) 1.875
o

× 1.875
o

MRI-CGCM3 Meteorological Research Institute (MRI) 1.125
o

× 2.25
o

NorESM1-M Norwegian Climate Centre (NCC) 2.5
o

× 1.875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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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와 모델 선정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3장에서는

CMIP5가 모의한 현 기후 여름 몬순시스템의 역학적,

열역학적인 특징과 우기의 발달 분석과 미래 전망을

기술하고, 4장에서는 결과를 요약한다.

2. 자료 및 분석방법

2.1 모델 및 관측 자료

본 연구는 CMIP5에 참여한 19개 CGCMs (Coupled

General Circulation Models)의 월, 일 자료를 사용하

였다. 사용한 모델, 기관, 수평 분해능을 Table 1에 나

열하였다. CMIP5 모델의 실험의 상세한 정보는 http://

cmip-pcmdi.llnl.gov/cmip5/experiment_design.html에서

확인된다.

분석에 사용한 기간은 1850~2005년까지 과거기후

모의실험(historical run) 중 1986~2005 (P1)년과 2006~

2100년까지 RCP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

8.5 적분자료의 2080~2099 (P2)년까지이다. 과거기후

모의실험의 CGCMs를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관측 자료를 사용하였다(Table 2). 강수 분포 비교를

위해 수평격자가 2.5
o

× 2.5
o인 Global Precipitation

Climatology Project (GPCP)와 Climate Prediction

Center Merged Analysis of Precipitation (CMAP)과,

수평격자가 0.5o × 0.5o인 Asian Precipitation-Highly

Tabel 2. Climate variables and observation data sets.

Variable identification Description Ref1 Ref2 Ref3

Prcp and Prcp (land)
Precipitation and 

precipitation over the land
GPCP CMAP APHRODITE (land)

MSLP Sea level pressure ERA-interim NCEP/NCAR Reanalysis1 NCEP/DOE Reanalysis2

Temp 2m air temperature ERA-interim NCEP/NCAR Reanalysis1 CRU_ts3.23 (land)

U Zonal wind ERA-interim NCEP/NCAR Reanalysis1 NCEP/DOE Reanalysis2

V Meridional wind ERA-interim NCEP/NCAR Reanalysis1 NCEP/DOE Reanalysis2

HUS Specific humidity ERA-interim NCEP/NCAR Reanalysis1 -

Temp Air temperature (pressure) ERA-interim NCEP/NCAR Reanalysis1 NCEP/DOE Reanalysis2

Table 3. Skill score of CMIP5 models in this study. BEST and WORST models is marked by bold fonts.

Model

Skill Score
Longitudinal grid

spacing (km) at 35oNPrcp

(land)
Prcp Temp MSLP UV850 HUS850 U200 Mean

CNRM-CM5 0.84 0.82 0.99 0.95 0.93 0.93 0.99 0.92 128

GFDL-ESM2M 0.85 0.78 0.96 0.89 0.83 0.97 1.00 0.90 228

IPSL-CM5A-MR 0.84 0.77 0.99 0.96 0.78 0.96 0.93 0.89 228

MIROC5 0.82 0.81 0.89 0.93 0.88 0.90 0.95 0.88 128

HadGEM2-ES 0.84 0.73 0.96 0.88 0.77 0.99 0.98 0.88 171

HadGEM2-AO 0.81 0.71 0.95 0.89 0.82 0.95 0.99 0.87 171

IPSL-CM5A-LR 0.84 0.75 0.98 0.92 0.78 0.96 0.88 0.87 342

INM-CM4 0.83 0.73 0.94 0.92 0.73 0.98 0.95 0.87 182

MRI-CGCM3 0.83 0.83 0.97 0.93 0.57 0.94 0.96 0.86 102

MPI-ESM-LR 0.86 0.77 0.98 0.79 0.69 0.95 0.96 0.86 171

HadGEM2-CC 0.83 0.72 0.89 0.85 0.78 0.94 0.98 0.86 171

ACCESS1-0 0.73 0.71 0.92 0.93 0.86 0.94 0.92 0.86 171

NorESM1-M 0.84 0.82 0.99 0.72 0.69 0.97 0.92 0.85 228

GFDL-CM3 0.80 0.70 0.97 0.86 0.65 0.91 0.99 0.84 228

CSIRO-Mk3-6-0 0.84 0.75 0.95 0.75 0.73 0.90 0.94 0.84 171

BCC-CSM1.1 0.80 0.73 0.97 0.79 0.63 0.94 0.97 0.83 256

CanESM2 0.75 0.69 0.95 0.84 0.74 0.84 0.90 0.82 256

MIROC-ESM-CHEM 0.72 0.64 0.95 0.78 0.69 0.58 0.93 0.75 256

MIROC-ESM 0.65 0.56 0.91 0.75 0.71 0.55 0.95 0.73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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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lved Observational Data Integration Towards

Evaluation of Water Resources (APHRODITE)의 일,

월평균 자료를 사용하였다. 2개층(850, 200 hPa)의 동

서 바람성분, 850 hPa 남북 바람성분, 7개층(1000-300

hPa)의 비습과 기온 그리고 해면기압은 재분석 자료

인 ERA-Interim (0.5
o

× 0.5
o
)과 수평격자가 2.5

o
× 2.5

o

인 NCEP/NCAR-Reanalysis1 (R1) 및 NCEP/DOE

Reanalysis2 (R2)를 사용하였다. 지표면기온은 ERA-

INTERIM, R1 그리고 수평격자가 0.5o × 0.5o인 Climate

Research Unit TS 2.3 (CRU ts3.23)을 사용하였다. CMIP5

모델과 관측 자료의 비교검증을 위하여 HadGEM2-

AO의 수평격자인 1.875o (longitude) × 1.24o (latitude)

로 내삽(interpolation)하였다. 관측 자료와 재분석 자

료의 분석에 이용된 기간은 1986년부터 2005년까지이다.

2.2 모델선정

본 연구에서는 19개 모델 앙상블 평균(MME)의 성

능과 더불어 성능이 우수한 상위 5개 모델과 하위 5

개 모델을 선정하여 19개 전체 모델과의 성능차이를

보았다. 동아시아 영역은 (20~50oN, 110~140oE)으로

정의하였다. 선정 방법은 Taylor (2001)가 고안해낸 식

(1)의 기능 평점(skill score, S)을 이용하여 상위부터

하위까지 순위를 매겼다.

(1)

σ는 정규화된 표준편차(Normalized Standard Deviation,

NSTD)로 모형의 변동성을 관측의 변동성으로 나눈

s = 
4 1 + R( )

σ + 
1

σ
---⎝ ⎠

⎛ ⎞2 1 + R
0

( )
-----------------------------------------

Fig. 1. Taylor diagrams of the CMIP5 JJA climatology for (a) precipitation over land (Pr_land, black) and precipitation (Pr,

red), (b) 2 m temperature (SAT, black) and sea level pressure (SLP, red), (c) 850 hPa wind speed (black) and 850 hPa specific

humidity (red), (d) 200 hPa zonal wind (black) over East Asia (110
o
~140

o
E, 20

o
~50

o
N) for the 20 year period. BEST and

WORST models is marked by bold fo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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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1에 가까울수록 관측의 변동성과 유사함을

의미한다. R은 관측과 모델 간의 패턴 상관계수(Pattern

Correlation Coefficient, PCC)이고 1에 가까울수록 관

측 자료와 유사하다. R0는 최대 PCC로써 본 연구에

서는 1로 지정하였다. 즉, s는 PCC와 NSTD를 동시

에 고려하여 모델의 모의 성능을 진단할 수 있다.

각 변수들의 기능평점의 평균으로 상위모델(BEST)

을 CNRM-CM5, GFDL-ESM2M, IPSL-CM5A-MR,

MIROC5, HadGEM2-ES으로 하위모델(WORST)을

CSIRO-Mk3-6-0, BCC-CSM1.1, CanESM2, MIROC-

ESM-CHEM, MIROC-ESM으로 선정하였다(Table 3).

Figure 1은 여름철(JJA)에 CMIP5의 19개 모델과 관

측 2~3종의 110~140
o
E, 20~50

o
N 영역에서의 강수, 강

수(육지), 지표면 기온, 해면기압, 850 hPa 남북 바람

성분과 비습, 200 hPa 동서 바람성분의 PCC와 NSTD

를 나타낸 것이다. 지표면 기온, 850 hPa의 비습, 200

hPa의 동서 바람성분은 다른 변수에 비해 상관계수와

표준편차의 모델 간 편차가 작고 reference1 값과 유

사하다. 강수는 모델 간 편차가 큰데 육지와 해양을

포함할 경우 PCC와 NSTD의 변동이 더 크고, 육지와

해양을 따로 구분하여 계산한 경우 육지 PCC 값이

해양보다 1에 더 가깝게 나타났다(Fig. 1a). 대부분 모

델의 해면기압 PCC는 관측과 유사한 반면 NSTD는

크게 모의하였다. 그리고 변수들의 NSTD와 PCC는

BEST에 해당되는 모델들이 WORST에 해당되는 모

델들에 비해 1에 가깝게 나타나 모의 성능이 좋은 것

으로 나타났다(Fig. 1). CMIP5 모델의 변수들은 NSTD

와 PCC는 대체로 여름보다 겨울에 관측과 유사한 것

으로 모의하였다(그림 미제시). 이 결과는 AMIP모델

을 이용한 동아시아 영역을 분석한 Boo et al. (2011)

의 결과와 같다. 이렇듯 CMIP5의 모델간 편차는 다

양하게 나타났다.

3. 결 과

3.1 기후학적 특성

동아시아 여름 몬순 시스템은 아시아 대륙의 저기

압과 NPSH 사이의 동서간 기압경도와 티베트 고원

과 중앙-동 유라시아에 걸쳐진 역학적인 영향과 열역

학적 차이로 나타난다(Wang and Linho, 2002). Figure

2는 ERA-Interim의 1986~2005년 여름철(JJA) 강수와

하층 바람장 및 해면기압을 나타낸 것으로, NPSH의

서쪽 측면에서 발생한 남서풍이 중국, 일본, 한반도까

지 도달하여 바이유, 메이유, 장마라 불리는 몬순 강

수밴드를 발달시킨다.

3.2 강수밴드 북상의 계절적 이동

동아시아 강수대는 우기기간 동안 북진하는 특징이

있고 위치에 따라 우기의 시작과 종료일을 변화시킨

다(Wang and Linho, 2002). 이에 강수대의 위 도별 변

동은 모델의 동아시아 지역 기후 모의 성능평가에 주

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강수대와 우기의 시종일 분석

을 위해 Wang and Linho (2002)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RRi = Ri − Rjan, i = 1, 2, …, 73 (2)

식 (2)의 Ri는 5일 이동 평균한 강수량이고 Rjan는

1월 평균한 강수량이고 이 둘의 차이가 5 mm day
−1

이상일 때 우기의 시작일로 정의되고, 시작일 이후에

5 mm day−1 보다 감소하는 날짜를 종료일로 정의한

다. 즉, 건기와 우기를 구분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몬

순 특성을 잘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기 기

간은 종료일과 시작일의 차이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

서는 육지 지역에 대해서만 고려하였다.

동아시아 여름몬순은 5월 중순 남중국해에서 시작

하여 6월 중순에 중국에 메이유, 일본의 바이유와 6

월 말에 한반도에 장마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Wang and Linho, 2002; Seo et al., 2011). Figures

3a, b, c의 시간-위도 단면에서는 남아시아 인근해안

에서 북서태평양 아열대 지역에 이르는 강수밴드가 5

월에 형성되고(Ding and Chan, 2005) 여름철 동안 북

진하는 특징이 잘 나타났다(Ninomiya and Muraki,

1986). 육지 강수량은 관측 자료 중에서 GPCP가 가

장 많고 APHRODITE는 가장 적었다(Figs. 3a, b, c).

앞서 Table 3의 모델 모의 성능평가에서는 BEST와

MME가 관측과의 패턴 상관계수가 높았고 WORST

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BEST를 포함한 모

든 모델에서 계절에 따른 강수밴드의 북상 패턴은 잘

모의하지 못하고 모의된 강수량도 작다(Figs. 3d, e,

f). 또한, 모델들은 4월~5월 초 사이 강수밴드의 시작

위도가 관측에 비해 북쪽에 치우쳐 모의하였다. 5월~6

월 사이의 남중국 영역(20~25
o
N)에 모의된 강수량도

Fig. 2. The spatial distribution of observed the climatological

mean precipitation (shading, mm day−1) , sea level pressure

(contour line, hPa) and 850 hPa winds (vector, m s
−1

) in JJA

during the period 1986~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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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에 비해 작았다(Figs. 3d, e, f). MME, BEST,

WORST 모델을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BEST 모델이

강수대의 북상 모의 성능이 좋다. Kitoh (2004)와 Lee

et al. (2015)는 티베트고원의 고도에 따른 모의 성능

향상을 제시한 바 있다. 고해상도 모델이 티베트고원

고도를 좀더 현실에 가깝게 묘사하여 모의하고 강수

밴드의 소규모 구조를 더 잘 모의할 가능성이 있다

(Kusunoki and Arakawa, 2015). 사용된 BEST 모델은

WORST에 비해 평균 해상도는 높지만 일부 저해상

도 모델도 있으므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Table 3).

3.3 우기영역과 시종일

모델과 관측의 우기영역과 시종일을 Figs. 4, 5에 나

타내었다. 또한, Sperber et al. (2013)는 CMIP5 모델

의 MME가 중국내륙과 일본, 한반도의 몬순영역을 모

의하지 못한 것을 지적한 바 있기 때문에 각 모델의

Fig. 3. Latitude-time cross sections of pentad mean precipitation anomalies (mm day−1) relative to January mean value, which is

averaged over the land of 110~130
o
E of a) Ref1 (GPCP), b) ref2 (CMAP) , c) ref3 (APHRODITE’s), d) CMIP5 Multi model

ensemble (MME) and e) BEST, f) WORST for the period of 1986~2005. Also given in a-f is the pattern correlation with GPCP

over the region 20~50oN, for May~September. Red line denote 5 mm da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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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비교를 위해 threat score (TS)를 이용하였다.

(3)

식 (3)의 H는 관측과 모델 모두에서 우기영역으로

정의된 격자점, M은 관측에서만 정의된 격자점, F는

모형에서만 정의된 격자점 개수를 의미한다. 해당 값

은 0~1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관측의 우기

영역과 유사한 것을 의미한다. Figure 4의 왼쪽패널

숫자는 TS를 나타낸다. BEST는 0.77 이상으로 관측

의 우기영역과 유사하게 모의한 반면 MME (WORST)

는 각각 0.53 (0.43)로 낮았다(Figs. 4d, g, j).

TS = 
H

H + M + F( )
------------------------------

Fig. 4. Spatial distribution of the East Asian Summer Monsoon season derived (left), difference (model minus GPCP) of the

monsoon onset (middle) and east-west cross section at 110~140E for onset (right). Numbers indicate threat scores. Red solid

and black solid lines represent model and Ref1 (GPCP). Negative value indicates earlier on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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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P과 GPCP간에 시종일은 약 ± 2 pentad의 차

이를 보이고 모델과 관측과의 차이는 CMAP과 GPCP

간의 차이보다 크다. 모델의 우기 종료일은 대부분 영

역에서 빨리 모의하는 편이다(Fig. 5). 그러나 모델의

우기 시작일이 20~27oN (27~32oN)에서 늦는(빠른)것

은 앞서 3.2절 Fig. 3에서 언급한 강수밴드 모의 위도

가 관측보다 북쪽에 위치하는 것과 연관된다. 그리고

33~40
o
N (40~50

o
N) 영역에서는 늦는(빠른) 것으로 모

의하였다(Fig. 4).

Figures 4, 5에 대한 면적평균결과를 종합적으로 보

고자 Fig. 6에 CMIP5 모델과 관측 자료의 시종일, 지

속기간, 우기 동안의 강수량을 3개의 영역으로(20~29oN,

30~39oN, 40~50oN) 나누어 평균한 후 관측 자료의 평

균값으로 나누어 정규화하였다. CMIP5 19개 모델 간

의 편차(옅은 청색)와 관측 간의 편차(검은 색)를 최

대, 최소, 1분 위수(25 quantile), 3분 위수(75 quantile)

Fig. 5. Same as Fig. 4 but for withdrawal of monsoon. Negative value indicates earlier withdraw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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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내었고 MME, BEST, WORST 모델의 결과가

관측 자료의 최대와 최솟값에 포함될 때(포함되지 않

을 때) 초록색(빨간색)으로 나타내었다. 이는 모델이

관측 자료 간의 범위에 들어가면 모의 성능이 좋은

것으로 모든 요소를 종합해서 판단하고자 하였다.

MME, BEST, WORST 모델이 관측 자료 범위에 포

함되어 초록색으로 표현되는 경우는 위도대 별로 시

종일, 지속기간, 강수량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경우

가 각각 다르다. BEST 모델일지라도 모든 면에서 성

능이 우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반적으

로 초록색 표시되는 경우가 매우 국한적이라 MME,

BEST, WORST 모델의 모의 성능은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6의 영역평균 결과에서 30oN 이북의 모델의

시작일이 고위도로 갈수록 관측보다 빠른 것은 Figs.

4f, i, l에서 모델의 시작일이 특정 위도에서 빠르거나

느린 것이 서로 상쇄 되었기 때문이다. CMIP5 19개

모델 간의 편차를 보면 30oN 이남보다 이북에서 모

델간 편차가 작으므로 이는 시작일에 대한 모델간 일

치성이 고위도에서 나타남을 반영한다. 종료시기의 공

간분포(Figs. 5e, h, k)와 영역평균(Fig. 6) 모두 모델

이 관측보다 빠르다. 이러한 시종일의 차이가 강수량

의 과소 모의와도 연관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추

가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관측 자료 3종에 대한 시

종시기 모의결과를 비교한 결과 모두 동일하여 관측

자료 간 시종시기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6에 40oN 이남(이북)에서 모델의 지속기간은

짧다(길다). 그런데 모델과 관측의 지속기간 편차는

시종일 편차에 비해 크고 고위도 일수록 증가한다.

이는 평균 관측의 지속기간 값이 점차 작아지기 때

문이고(20~29oN: 21 Pentad, 30~39oN: 10.5 Pentad, 40~

49oN: 3.7 Pentad), 또한 40~50oN에서 지속기간은 관

측의 평균은 3.7 Pentad인 반면 모델의 최소(최대)는

1.1 (7.9 Pentad)로 나타났기 때문에 차이는 −2.6~4.2

Pentad (0.3~2.1)로 모델 간 차이가 크다. 강수량 역시

모델 간 편차가 크며 위도대별 MME, BEST, WORST

모델 간 결과를 비교하면 강수량과 지속기간은 비례

하여 모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4 강수 및 기압계 패턴

모델의 우기 시종일의 모의 능력을 이해하기 위해

강수량 및 바람장을 분석하였다. 동아시아 강수는

NPSH에 의한 하층 남풍의 영향을 받으므로 수증기

유입경로와 그 세기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850 hPa

지위고도와 수평 바람과 수분속( = , q는 비습이

고 은 수평 바람) 및 비습을 Fig. 7에 나타내었다.

강수, 비습, 수평 바람장의 패턴 상관계수는 BEST 모

델이 대부분 높게 나타났지만 모델들은 한반도 지역

모의된 강수량은 관측보다 작다(Figs. 7a, b, c). 한반

도의 강수량 과소모의는 기압패턴과 연관된다. 관측

에 비해 850 hPa 지위고도에서 관측과 모델은 차이가

나타났다. 모델은 일본 북쪽은 높게, 북태평양의 고기

M qV

V

Fig. 6. Normalized 19 CMIP5 simulations (symbols) and BEST and MME, WORST values relative to observations for the

fields of rainy season 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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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의 서쪽측면에 해당하는 일본남쪽은(20~30
o
N, 120~

140oE) 낮게 모의하였다(Figs. 7d, e, f). 이는 CMIP5

모델을 분석한 Kusunoki and Arakawa (2015)의 결과

와 같으며, 일본남쪽 영역에서는 관측에 비해 반 시

계 방향으로 모의하여 저위도의 수분공급이 약했다

(Figs. 7j, k, l). 그 결과 저위도의 수분이 한반도 영역

까지 도달하지 못하여 비습이 한반도 인근영역에서

작았다(Figs. 7g, h, i).

이 외에도 200 hPa 동서 바람으로 표현되는 상층

제트는 동아시아 강수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

Fig. 7. The spatial distribution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models and Reference2 of mean precipitation (Pr, Units: mm day−1),

850 hPa geopotential height (850 GPH, shaded, Units: gpm), 850 hPa moisture flux (850 MFlux, vetor, Units: g kg
−1

 m s
−1

),

specific humidity (850 MFlux, shaded, Units: g kg−1) and 850 hPa wind (850 UV, Units: m s−1) in JJA during 1986~2005.

MME (first panel), BEST (second panel), and WORST (last panel). The hatched region in Pr, 850 MFlux and shading in

850 UV mean 95% confidenc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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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he spatial distribution of the climatological mean Equivalent potential temperature (black solid line, K) and meridional

gradient of equivalent potential temperature (shading, 10
−5

K m
−1

) in May (left panel), JJA (right panel) during 1986~2005. Red

and yellow solid lines denote the 335 K equivalent potential temperature for Reference2 (NCEP/NCAR Reanalysis1, Units: K)

and models respectively. PCC1 denotes a pattern correlation of Equivalent potential temperature and PCC2 denote pattern

correlation of meridional gradient of Equivalent potential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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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는데(Hong, 2004; Zhang et al., 2006; Lee et al.,

2008), 상층제트의 최대값은 3개 모델 모두 약하고

그 위치만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Kusunoki and

Arakawa (2015)는 CMIP5 모델이 CMIP3에 비해 성

능이 향상되었으나 상층 제트는 오히려 CMIP3가 관

측과 유사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즉, CMIP5 모델

에서 상층 제트기류의 역할에 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200 hPa과 850 hPa의 동서 바람의

연직시어의 영역 평균한 결과는 BEST 모델이 가장

관측과 유사하였다(그림 미제시).

3.5 열역학적 분석

강수 밴드의 발달을 좀 더 이해하고자 상당온위의

종관패턴을 분석하였다. 상당온위는 습도와 온도를 동

시에 표현 가능한 열역학변수이므로 동아시아 몬순

전선을 형성하는 기단의 특징을 보여준다(Seo et al.,

2015). 두 기단이 만나는 지점 부근에는 상당온위의

남북경도 (∂θe/∂y) 최솟값으로 열대기단과 한대기단의

경계를 나타내주며 강수 강도를 유추할 수 있다.

850 hPa의 335 K 상당온위선이 한랭 건조한 한대 기

단와 열대기단의 경계를 나타내는데, 이 경계에서 정

체전선이 형성되고 많은 비가 내리게 된다(Seo et al.,

2011). 또한, 대기는 크게 안정, 조건부불안정, 불안정

으로 안정도가 구분되고, 온위와 상당온위의 연직경

도로 판정이 가능하다. 만약, 온위와 상당온위의 연직

변화량 모두 음일 경우 절대 불안정층이며, 온위의 연

직 변화량은 양이고 상당온위의 연직 변화량이 음일

경우 조건부 불안정층이다. 온위와 상당온위의 연직

변화량이 모두 양일 경우에 안정층이라 한다. 상당온

위(θe)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4)

온위는 θ = T(1000/p)Rd/cp이고, T와 p는 고도의 온도

(K)와 기압(hPa)이다. Rd는 건조공기 기체상수로 287

J kg
−1

 K
−1이며 cp는 건조공기의 정압비열로 1004 J

kg−1 K−1이고 Rd/cp는 0.28571이다. q는 혼합비이고 TL

은 치올림 응결고도(lifting condensation level)로 자세

한 것은 Bolton (1980), Kurz (1994)를 따라 계산하였다.

Figure 8의 PCC1과 PCC2는 각각 상당온위와 상당

θ
e
 = θexp q 1 + 0.00081q( ) 3.376

T
L

------------- − 0.00254⎝ ⎠
⎛ ⎞

Fig. 9. Same as Fig. 3 but for difference of precipitation between RCP8.5 (2080~2099) and historical run (1986~2005). Red and

blue solid lines denote the 5 mm day
−1

 of precipitation for RCP8.5 (2080~2099) and historical run (1986~2005)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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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Future changes in onset, withdrawal, peak time, duration and total precipitation amount of the East Asian Summer

Monsoon rainy season of the period of 2080~2099 from RCP8.5 in a), which is normalized by the present-day (1986~2005)

value. b, c) normalized each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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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위의 남북경도의 PCC를 나타낸다. 여름철 상당온

위의 PCC는 0.97 이상으로 모든 모델이 관측과 매우

유사하지만 남북경도의 PCC는 0.58~0.76로 낮았다.

실제로 5월 초에 모델은 관측에 비해 강수 밴드의 위

도가 북쪽으로 모의하고 20~25oN 영역의 강수는 작

게 모의하는 것을 5월의 상당온위 경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5월의 남북 상당온위 경도에서 25oN의 북쪽

은 관측보다 음의 값이 더 컸지만, 25
o
N 남쪽은 음의

경도가 아니었기에(Figs. 8a, c, e, g) 강수대 모의강도

에 차이가 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름철(JJA) 동안

의 모델의 남북 상당온위 경도는 동아시아 전 지역에

서 관측에 비해 작았다(Figs. 8b, d, f, h). 그리고 7월

전선의 위치는 6월보다 북상하여 나타나는데(Seo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335 K 상당온위의 위도가

관측과 3개 모델에서 6월에서 7월로 넘어가면서 북상

하였다. 그러나 MME와 BEST가 관측과 유사한 위치

로 모의한 반면 WORST 모델은 7월에 매우 과도하

게 북상한 것으로 모의하였으며, 남북경도의 최솟값

도 약한 것으로 나타났고(그림 미제시), 강수 밴드에

서도 타 모델에 비해 약하게 모의하였다(Fig. 3f).

3.6 미래 동아시아 강수밴드 북상과 시종일 변화

미래 변화전망을 살펴보고자 RCP8.5의 2080~2099

년과 historical run의 1986~2005년 기간을 비교하였다.

21세기말(P2) 미래 몬순 강수량은 현재(P1)보다 증가

하고 9월 이후에도 강수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모의되

었다(Fig. 9). 즉, 미래의 몬순기간 동안 강수강도는 증

가된다(Bao, 2012). BEST 모델은 현 기후뿐 아니라

미래에서도 MME와 WORST 보다 강수밴드의 모의

능력이 우수하다(Fig. 9).

Figure 10a는 21세기 말 우기의 시종일과 강수량을

위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시작일은 모든 모델에서 현

재(P1)보다 미래 시작일이 앞당겨지고 종료일은 늦추

어지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미래 우기의 지속기간

은 길어지고 강수량 및 최대값도 증가하는 것으로 전

망된다. 19개 전체 모델평균은 동아시아에서 현재(P1)

와 21세기말(P2)의 우기 시작일은 32.7, 31.7 Pentad

이고 종료는 43.6, 45.5 Pentad, 지속기간은 10.9, 13.7

Pentad이었다. 단 강수량의 최고시기는 모델마다 다양

하게 전망된다.

모델 간 시작 시기의 편차는 현재(P1)와 21세기말

(P2)에 각각 7.2, 8 Pentad이고 종료일의 편차는 9.4와

9.7 Pentad, 지속기간은 13.0와 10.5 Pentad의 모델간

편차를 나타낸다. 이렇듯, 우기의 시종일, 지속기간, 우

기 동안의 강수량은 21세기 초와 21세기 말 두 기간

모두 모델 간 편차의 크기 변화는 거의 없지만 각각

의 평균값의 변화는 뚜렷하게 나타났다(Figs. 10b, c).

다만 BEST와 WORST 모델 모두 21세기 말(P2) 시

작은 빨라지고 종료는 남중국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늦추어지고 기간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Fig. 10a).

여름철(JJA) 동안의 강수량은 현재(P1)의 424 mm에

서 21세기 말(P2) 478 mm로, 약 13% 증가가 전망되

고, 이중 우기기간 동안의 강수량은 P1 (P2)는 318

mm (396 m)로 강수량이 증가된다. 21세기 말(P2) 강

수대의 발달은 40~50oN 고위도까지의 몬순범위 확장

과 강수량의 증가에 기인한다. 한편, MME와 WORST

모델은 몬순범위의 미래 전망에서도 여전히 작게 모

의되었다.

3.7 미래 동아시아 종관분석

21세기 말(P2) 우기 시종일과 강수대 전망에 있어

MME, BEST, WORST 모델의 전망이 유사하였다(Figs.

9, 10a). 시종일의 전망은 유사하나 미래 여름몬순의

대기순환은 모델 간 차이가 나타난다(Fig. 11). MME,

BEST, WORST는 공통적으로 21세기 말(P2) 동아시

아의 강수 증가를 전망한다. 그런데, WORST, BEST

모델의 강수 증가 지역은 차이가 있다. BEST 모델의

강수량 증가는 한반도에 나타나지만 WORST 모델은

일본 쪽에 치우쳐 모의한다(Figs. 11a, b, c).

동아시아 미래 강수량 증가의 원인을 Seo et al.

(2013b)는 지표 온도 증가로 인한 수증기 플러스의 수

렴 강화와 증발의 증가로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21세기 말(P2) 지면기온은 3~4oC 상승되며(Figs. 11d,

e, f), 모든 모델에서 기온 증가가 전망되어 수증기 증

발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미제시). 또한,

북태평양 고기압 서쪽 측면에 해당하는 120~140
o
E,

20~30oN의 영역은 미래에 850 hPa 지위고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Figs. 11g, h, i). 그 결과 중국내륙으

로 가로지르는 남서기류가 나타나고(Figs. 11m, n, o)

이 기류를 따라 비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Figs. 11j, k, l). 다만, WORST 모델은 BEST 모델에

비해 육지해양간 온도차이가 크고 남서기류가 강하여

21세기 말 강수량은 한반도 동쪽과 일본에 최대 증가

가 전망된다.

P2 (2080~2099)의 여름철(JJA) 동안의 기온, 강수,

바람 변화전망을 영역 평균하여 모델 간의 편차를 분

석한 결과 P1 (1986~2005)에 비해 P2 (2080~2099)에

모델간 편차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미제시).

WORST와 BEST는 남중국(30oN 이남)에서 강수량 감

소를 전망하는데, Seo et al. (2013b)은 남중국해 지역

의 수증기 수렴과 이류의 감소를 원인으로 지목한바

있으나 추가적 분석이 필요하다.

3.8 미래 동아시아 대기안정도

우기 시작일과 종료일의 미래와 현재(P1) 차이를 알

아보기 위해 6~8월의 상당온위와 상당온위의 남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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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Same as in Fig. 7, but for difference of RCP8.5 (2080~2099) and historical run (1986~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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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분석하였다. 21세기 말(P2) 6월에는 상당온위 남

북경도 최저값은 현재(P1)와 유사한 위치에 분포하고

상당온위 335 K선은 BEST, MME, WORST 순서로

현재(P1)보다 더 북쪽에 놓인 반면 7월과 8월에는 335

K선이 50oN 이북까지 도달하고 남북경도의 최저치 위

치는 유사하나 값은 약간 감소하였다(그림 미제시).

21세기 말(P2) 남북 상당온위의 값이 현재(P1)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강수 증가의 원인을 살펴 보

고자 21세기 말(P2)과 현재(P1)의 여름철(JJA)의 온위

와 상당온위 연직분포 차이를 Fig. 12에 나타내었다.

대기가 불안정할 경우에 구름이 층운형보다 적운형에

가깝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상당온위가 구름 발달 유

무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이다(Kim and Min, 2013).

21세기 말(P2) 온위는 하층에서 2~5 K 증가한 반면

상층에는 6~14 K 증가하여 대기가 건조한 공기에 대

해 안정하게 나타났다. 반대로 상당온위는 하층에서

10~24 K까지 크게 증가한 반면 상층에는 8~16 K로 하

층에 비해 증가량이 작다. 따라서 대기가 습윤한 공

기에 대해 불안정한 대기 조건을 나타냈다. 즉, 21세

기 말(P2)에는 현재(P1)에 비해 습윤하고 구름발달에

더 유리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강수량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4. 토 의

본 연구는 19개 CMIP5 모델을 이용하여 동아시아

지역 여름 우기의 시작, 종료, 강도의 모의 성능을 살

펴보고 미래변화를 전망하였다. 분석을 통해 얻는 결

과는 다음과 같다.

1) 과거 기후 모의 기간에 대해 동아시아 여름 몬

Fig. 12. Simulated JJA potential temperature and equivalent potential temperature over the East Asia average from 2080~2099:

(a) potential temperature under historical run; (b) equivalent potential temperature under historical run. c, d) difference between

RCP8.5 and historical run (Units: K). Analysis region is over 110~140oE and 20~50oN BEST and WORST models is marked

by bold fonts.



Atmosphere, Vol. 27, No. 2. (2017)

권상훈 · 부경온 · 심성보 · 변영화 149

순시기 강수대의 북상패턴모의 능력이 아직도 모델이

관측보다 못하고 강수량도 적다. 강수대 시작위도는

관측보다 모델이 북쪽에서 위치하여 모델이 25~30oN

에서 시작을 관측보다 빨리 모의한다. 종료는 모든 지

역에서 관측보다 모델이 빠르다. 모델의 지속기간은

40
o
N 이남에서 짧고 이북에서 길다. 우기 동안의 강

수량은 지속기간에 비례하여 나타나지만 이는 시종일

에 비해 모델 간 편차가 커 불확실성이 크다(Figs. 3,

4, 5, 6).

2) 위도대별 시종일, 지속기간, 강수량에 있어(Fig.

6) MME, BEST, WORST 모델은 우수한 성능을 일부

지역, 요소에 국한되어 성능개선의 여지를 보인다.

Skill Score에 기반한 BEST 모델은 강수대 북상 모의

가 MME, WORST 보다 CMAP, GPCP, APHRODITE

에 가장 유사하고 동아시아 몬순 수평영역도 BEST

모델이 CMAP 결과와 가장 유사하다(Figs. 4, 5). 강

수량은(Figs. 3, 7) 과소모의하나 BEST와 WORST 모

델은 서로 다른 하층 순환장에 의해 과소모의 됨을

알 수 있다. 여름철 강수대 발달과 연관된 상당온위

(Fig. 8) 분포를 재분석 자료와 가장 유사하게 모의하

는 건 BEST 모델이다.

3) RCP8.5에 따르면 21세기 말에 동아시아 몬순강

수량은 1986~2005년 기간에 비해 증가가 전망된다.

강수대 북상 이동을 가장 잘 모의한 BEST 모델은

MME, WORST 보다 미래 전망에서도 북상이동을 잘

모의한다(Fig. 9). 21세기 말(P2) 우기의 시작은 앞당

겨지고 종료일은 늦추어져 지속기간은 길어지고 강수

량 증가가 전망된다(Fig. 10a).

모델 간 편차는 21세기 말(P2) 강수량, peak time의

일부에 대해서 국한되어 증가한다(Figs. 10b, c). 기온,

강수, 기압, 바람의 경우는 21세기 말(P2) 전망에서 모

델 간 편차는 증가하나(그림 미제시) 시종일 전망에

서는 모델 간 편차 폭이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어 미

래 전망에 있어 불확실성 증가가 기온, 강수처럼 뚜

렷하지는 않다. BEST, WORST 모델의 21세기 말(P2)

시종일, 지속기간의 전망(Fig. 10a)은 유사하지만

WORST 모델이 21세기 말(P2)에 육지해양간 온도차

이, 하층 남서기류, 수분수송, 연직 상당온위를 더욱

강하게 전망하고 강수량 증가분포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Figs. 11, 12).

본 연구에서 21세기 말(P2) 우기의 시작이 앞당겨

지고 종료시점이 늦추어진다는 전망은 기존 연구결과

와 일치하였다(Lee and Wang, 2014). 강수대의 북상

이나 모델 간 편차를 볼 때 모델들이 미래 동아시아

우기의 빠른 시작과 강수량의 증가를 전망함에 있어

현재(P1) 기후를 모의하는데 한계가 있음(Lee et al.,

2010, 2011a, b; Sperber et al., 2013)을 살펴볼 수 있

다. 현재(P1) 기후모의에 있어 성능차이가 있는 BEST

모델과 WORST 모델은 시종일의 미래 전망에서는 결

과가 유사하다. 그러나 미래 전망이 유사할지라도 이

와 연관된 수분속, 상당온위 구조의 종관패턴에서는

BEST 모델과 WORST 모델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미래 동아시아 강수량 증가의 원인으로는 WNPSH

의 서쪽 측면의 강화와 지면기온 상승에 의한 수증기

증발 증가의 영향이 가장 잘 알려져 있으나, 본 연구

에서는 이들의 영향뿐 아니라 미래에는 습윤 대기에

대해 불안정해지는 것도 강수 발달에 유리한 환경으

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향후 모

델의 성능진단과 전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더 다

양한 측면에서의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

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관측/재분석 자료를 사용하

여 관측 자료 간의 차이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하였

는데 본 분석에서는 관측 자료 간의 차이는 모델과

관측 간의 차이보다는 작았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

서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감사의 글

이 연구는 국립기상과학원 주요사업 “기상업무지원

기술개발연구(NIMS-2016-3100)”의 일환으로 수행되

었습니다.

REFERENCES

Bolton, D., 1980: The computation of equivalent potential

temperature. Mon. Wea. Rev., 108, 1046-1053.

Boo, K.-O., G. Martin, A. Sellar, C. Senior, and Y.-H.

Byun, 2011: Evaluating the East Asian monsoon sim-

ulation in climate models. J. Geophys. Res., 116,

D01109, doi:10.1029/2010JD014737.

Bao, Q., 2012: Projected changes in Asian summer mon-

soon in RCP scenarios of CMIP5. Atmos. Ocean. Sci.

Lett., 5, 43-48, doi:10.1080/16742834.2012.11446959.

Ding, Y., and J. C. L. Chan, 2005: The East Asian summer

monsoon: An overview. Meteor. Atmos. Phys., 89,

117-142, doi:10.1007/s00703-005-0125-z.

Hong, S. Y., 2004: Comparison of heavy rainfall mecha-

nisms in Korea and the central US. J. Meteor. Soc.

Japan, 82, 1469-1479, doi:10.2151/jmsj.2004.1469.

Kim, J.-Y., and K.-H. Min, 2013: Analysis of snowfall

development mechanism over the Korean Peninsula

due to polar low. J. Korean Earth Sci. Soc., 34, 645-

661, doi:10.5467/JKESS.2013.34.7.645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Kitoh, A., 2004: Effects of mountain uplift on East Asian

summer climate investigated by a coupled atmosphere-



150 CMIP5 모델에 나타난 동아시아 여름몬순의 모의 성능평가와 미래변화

한국기상학회 대기 제27권 2호 (2017)

ocean GCM. J. Climate, 17, 783-802, doi:10.1175/

1520-0442(2004)017<0783:EOMUOE>2.0.CO;2.

Kripalani, R. H., J.-H. Oh, and H. S. Chaudhari, 2007:

Response of the East Asian summer monsoon to dou-

bled atmospheric CO2: Coupled climate model simu-

lations and projections under IPCC AR4. Theor. Appl.

Climatol., 87, 1-28, doi:10.1007/s00704-006-0238-4.

Kurz, M., 1994: The role of diagnostic tools in modern

weather forecasting. Meteor. Appl., 1, 45-67.

Kusunoki, S., and O. Arakawa, 2012: Change in the pre-

cipitation intensity of the East Asian summer mon-

soon projected by CMIP3 models. Climate Dyn., 38,

2055-2072, doi:10.1007/s00382-011-1234-7.

______, and ______, 2015: Are CMIP5 models better than

CMIP3 models in simulating precipitation over East

Asia? J. Climate, 28, 5601-5621, doi:10.1175/JCLI-

D-14-00585.1.

Lee, D.-K., J.-C. Ha, and J. Kim, 2008: Application of the

Sawyer-Eliassen equa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synoptic-scale dynamics of a heavy rainfall case over

East Asia. Asia-Pac. J. Atmos. Sci., 44, 49-68.

Lee, J.-Y., and Coauthors, 2010: How are seasonal predic-

tion skills related to models’ performance on mean

state and annual cycle? Climate Dyn., 35, 267-283,

doi:10.1007/s00382-010-0857-4.

______, B. Wang, Q. Ding, K.-J. Ha, J.-B. Ahn, A. Kumar,

B. Stern, and O. Alves, 2011a: How predictable is the

Northern Hemisphere summer upper-tropospheric cir-

culation? Climate Dyn., 37, 1189-1203, doi:10.1007/

s00382-010-0909-9.

______, and B. Wang, 2014: Future change of global mon-

soon in the CMIP5. Climate Dyn., 42, 101-119,

doi:10.1007/s00382-012-1564-0.

______, B. Wang, K.-H. Seo, K.-J. Ha, A. Kitoh, and J.

Liu, 2015: Effect of mountain uplift on global mon-

soon precipitation. Asia-Pac. J. Atmos. Sci., 51, 275-

290, doi:10.1007/s13143-015-0077-2.

Lee, S.-S., J.-Y. Lee, K.-J. Ha, B. Wang, and J. K. E.

Schemm, 2011b: Deficiencies and possibilities for

long-lead coupled climate prediction of the western

North Pacific-East Asian summer monsoon. Climate

Dyn., 36, 1173-1188, doi:10.1007/s00382-010-0832-0.

Lu, R., Y. Li, and B. Dong, 2007: East Asian precipitation

increase under the global warming. J. Korean Meteor.

Soc., 43, 267-272.

Min, S.-K., S. Legutke, A. Hense, U. Cubasch, W.-T.

Kwon, J.-H. Oh, and U. Schlese, 2006: East Asian

climate change in the 21st century as simulated by

the coupled climate model ECHO-G under IPCC

SRES scenarios. J. Meteor. Soc. Japan, 84, 1-26,

doi:10.2151/jmsj.84.1.

Ninomiya, K., and H. Muraki, 1986: Large-scale circula-

tions over East Asia during Baiu period of 1979. J.

Meteor. Soc. Japan, 64, 409-429.

Seo, K.-H., J.-H. Son, and J.-Y. Lee, 2011: A new look at

Changma. Atmosphere, 21, 109-121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______, and J. Ok, 2013a: Assessing future changes in the

East Asian summer monsoon using CMIP3 models:

Results from the best model ensemble. J. Climate, 26,

1807-1817, doi:10.1175/JCLI-D-12-00109.1.

______, J. Ok, J.-H. Son, and D.-H. Cha, 2013b: Assess-

ing future changes in the East Asian summer mon-

soon using CMIP5 Coupled Models. J. Climate, 26,

7662-7675, doi:10.1175/JCLI-D-12-00694.1.

______, J.-H. Son, J.-Y. Lee, and H.-S. Park, 2015: North-

ern east asian monsoon precipitation revealed by air-

mass variability and its prediction. J. Climate, 28,

6221-6223, doi:10.1175/JCLI-D-14-00526.1.

Seo, Y.-W., H. Kim, K.-S. Yun, J.-Y. Lee, K.-J. Ha, and

J.-Y. Moon, 2014: Future change of extreme tempera-

ture climate indices over East Asia with uncertainties

estimation in the CMIP5. Asia-Pac. J. Atmos. Sci.,

50, 609-624, doi:10.1007/s13143-014-0050-5.

Sperber, K. R., H. Annamalai, I.-S. Kang, A. Kitoh, A.

Moise, A. Turner, B. Wang, and T. Zhou, 2013: The

Asian summer monsoon: An intercomparison of CMIP5

vs. CMIP3 simulations of the late 20th century. Cli-

mate Dyn., 41, 2711-2744, doi:10.1007/s00382-012-

1607-6.

Taylor, K. E., 2001: Summarizing multiple aspects of

model performance in a single diagram. J. Geophys.

Res., 106, 7183-7192.

Wang, B., and LinHo, 2002: Rainy season of the Asian-

Pacific summer monsoon. J. Climate, 15, 386-398.

Zhang, Y., X. Kuang, W. Guo, and T. Zhou, 2006: Sea-

sonal evolution of the upper-tropospheric westerly jet

core over East Asia. Geophys. Res. Lett., 33, L11708,

doi:10.1029/2006GL026 377.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6c00e60073006e0069006e0067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6006f006e002000640065006e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44007200750063006b006500200061007500660020004400650073006b0074006f0070002d0044007200750063006b00650072006e00200075006e0064002000500072006f006f0066002d00470065007200e400740065006e002000650072007a0065007500670065006e0020006d00f60063006800740065006e002e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4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6f006e007300650067007500690072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5006e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20006500730063007200690074006f00720069006f00200079002000680065007200720061006d00690065006e00740061007300200064006500200063006f00720072006500630063006900f3006e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e90070007200650075007600650073002000650074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730020006400650020006800610075007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73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1006e0074006500730020006400650020006200750072006500610075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ITA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7a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40069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730075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6e0074006900200065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740069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JPN <FEFF9ad854c18cea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c730b930af30c830c330d730d730ea30f330bf3067306e53705237307e305f306f30d730eb30fc30d57528306b9069305730663044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6006f0072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800f80079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0007000e500200062006f007200640073006b00720069007600650072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5006d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0006500200064006900730070006f00730069007400690076006f0073002000640065002000700072006f00760061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0006c0061006100640075006b006100730074006100200074007900f6007000f60079007400e4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6a00610020007600650064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760061007200740065006e002e0020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600f60072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7000e5002000760061006e006c00690067006100200073006b0072006900760061007200650020006f006300680020006600f6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