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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GloSea 계절 예측시스템은 영국 기상청과 협력하여 연간 1-2회 주기로 시스템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시스템의 개선에 따른 GloSea의 과거기후예측장 자

료가 매년 생산되고 있으며, 계절예보 기술의 지속적인 축적과 향후 독자적 계절 예측시

스템 모델링 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예측시스템 성능에 대한 지속적이며, 일관적인 진단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최신의 검증 기법을 적용, 진단체계를 고도화하

여 GloSea5의 기후 평균장과 기후 변동 모드들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재현되었는지 분석 

및 진단, 평가를 하였다. 

개선된 GloSea5 계절예측시스템이 재현하는 전반적인 기후 평균장의 성능을 검증하

기 위하여 3개월 지연시간일 때의 여름철과 겨울철, 그리고 연 평균 (여름철과 겨울철의 

평균)장을 분석하였다. 관측과 비교하였을 때, GloSea5는 대기 상한에서 에너지가 더 방

출되어 대기 온도의 한랭오차가 심화되며, 해수면 온도의 경우, GloSea4보다 더 현실적

으로 모의하나 바람장 및 해면 기압장은 오히려 더 관측과 유사하게 재현하지 못하였다. 

연직 동서 바람, 온도, 그리고 비습의 연직 분포 기후장의 경우, GloSea 계절예측시스템 

내에서의 구조적 오차는 여전히 존재하며, GloSea5에서 그 오차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

다. GloSea5가 모의하는 해수면 온도에서는 한랭혀 오차가 여전히 존재하나, 그 오차가 

GloSea4에 비해 개선되었다. 또한 해수면 온도의 예측 성능 역시 크게 향상되었으나, 근

본적인 오차는 개선되지 않았다. GloSea 계절예측시스템에서 구름복사 강제력은 한랭하

게 모의되며, GloSea5는 GloSea4와 비교하였을 때, 오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GloSea5에서 국지적으로는 오차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전지구 기온 및 

강수량의 예측성은 GloSea4와 GloSea5가 대동소이한 공간분포를 보였으나, 여름철 몬

순대의 경우, GloSea5가 과대모의하여 강수의 강도가 더 강하게 발생하였다. 하지만 

GloSea5에서 온난 해수역 (Warm pool) 지역의 예측성이 GloSea4에 비해서 증가하였

다. 

NINO 지수의 경우, 전반적으로 GloSea5가 GloSea4보다 높은 예측성을 보였다. 특

히, 지연시간에 따른 예측성 감소가 GloSea5에서 더 작게 나타났다. 또한 NINO4 지역

의 예측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개선을 보였다. 이러한 NINO 지수의 예측성은 다른 계절

예측시스템 (NMME)과 비교해도 높은 예측성을 보였다. 

GloSea5의 겨울철 북극진동의 경우, 기압, 온도 변동 패턴 예측성이 GloSea4에서는 

과소모의 되는 반면, GloSea5에서는 재분석 자료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상층 바

람 및 강수는 두 시스템에서 모두 유사하게 재현되었다. 북극진동 지수의 예측성은 

GloSea5가 GloSea4보다 근소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NMME 모델과 비교하였을 때에는 

GloSea의 성능이 낮은 그룹에 속함을 확인하였다.

여름철 북극진동은 GloSea4와 GloSea5 두 모델에서 패턴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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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겨울철과는 달리 1개월 지연시간에서 시계열에 대한 예측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두 

번째 EOF 모드에서 나타나는 북극 쌍극자 현상은 패턴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

였으며, 마찬가지로 시계열의 예측성도 떨어졌다.

여름철 동아시아 몬순지수 또한 GloSea5에서 높은 예측성을 보였으며, 이에 따른 강

수량 회귀패턴 역시 GloSea4보다 GloSea5에서 관측과 더 유사하게 재현되었다. 이는 

GloSea 시스템의 수평해상도의 증가로 온도 및 강수량의 공간분포가 보다 현실적으로 

모의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겨울철 동아시아 몬순의 경우, 상층 바람장만을 이용한 지수보다 Combined EOF를 

통한 겨울 몬순 지수에서 관측과 모델 모두 지면온도의 변동을 잘 설명하였다. 겨울몬순 

지수의 예측성능이 GloSea4보다 GloSea5가 근소하게 높으나, 두 계절예측시스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NMME 모델과의 비교를 통하여 GloSea

시스템의 예측성이 낮은 원인은 겨울철 북극진동과 겨울몬순의 구분이 뚜렷하게 되지 않

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강수 일변동 강도의 공간분포는 GloSea 시스템에서 대체

로 잘 모의하였으나, 관측과 비교하였을 때에는 더 과대모의 하는 성향을 보였다. 

GloSea5는 계절 내 변동성을 가지는 주요한 현상 중의 하나인 메든-줄리안 진동 

(MJO)에 대해서 약 20일 정도의 0.5 이상의 유의한 예측 기간을 가지며 (GloSea4는 

약 21일), 초기 지연시간일 때 GloSea4보다 관측과의 상관계수도 낮게 나타났다. 이렇

게 GloSea4에 비해 GloSea5의 메든-줄리안 진동의 예측 성능이 낮게 나타난 이유는 

GloSea4 보다 적은 앙상블 개수와 GloSea4에 비해서 GloSea5가 OLR의 강도와 변동성

을 약하게 모의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GloSea5가 모의하는 중위도 원격상관 패턴을 살펴보면, 계절 내 변동을 가지는 

OLR의 강도와 그 변동성이 약하게 나타났으며, 그로 인해 몇몇의 메든-줄리안 진동의 

위상에서 원격상관 패턴 역시 현실적으로 재현되지 못하였다. 또한 GloSea5의 원격상관 

예측 성능은 GloSea4에 비해 낮게 나타났지만, 오히려 오랜 지연시간동안 0.5 이상의 

예측 성능을 보여주었다. 흥미로운 점은 중위도 원격상관의 예측 성능은 대류가 온난 해

수역 (위상 3, 4, 5)에 위치할 때 높게 나타났다. 

대규모 대기장 분석을 통하여 열대 저기압 발생 현상을 설명, 예측하기 위하여 열대 

저기압 발생 잠재 지수 (GPI)를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열대 저기압 발생 잠재 지수의 

활용성을 살펴본 결과, 공간분포 측면에서 전 지구적으로 발생위치와 열대 저기압 발생 

잠재 지수 분포가 유사하였다. 잠재 지수의 경년 변동성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지

만 GloSea5 시스템이 GloSea4 보다 지수 측면에서 변동 예측 성능이 증가하였다. 더 

나아가 ACE와 GPI의 하이브리드 예측 성능이 GloSea4보다 GloSea5가 근소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하이브리드 예측을 통해 4월부터 그 해의 태풍활동에 대한 두 지수를 예측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GloSea5가 모의하는 여름철 위험기상을 살펴보면, GloSea5가 GloSea4 보다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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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강수량의 확률분포가 더 현실적으로 재현되었지만, 한반도 지역의 이상고온 및 폭우 

예측성은 GloSea 시스템에서 예측하기 어려웠다. 또한 해수면 온도, 200hPa에서의 지위

고도와 이상고온 및 강수량 사이의 회귀분석 결과, 대규모의 순환장을 모델에서 관측과 

유사하게 재현하지 못하였다. 

한반도 겨울철 위험 기상 진단을 통한 한파 발생 빈도의 경년변동은 평균 온도의 변

동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GloSea를 통한 한파발생 빈도의 역학적 예측은 불가능하였

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예측을 통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당해 연도에 수행된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 

번째로 GloSea 계절예측시스템의 과거기후예측장 (Hindcast) 데이터 진단체계에 최신의 

기법을 적용함과 동시에 진단체계 고도화를 통하여 계절예측 기법의 향상 및 계절예측정

보 활용기술을 발굴할 수 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시스템 진단체계 표준화를 통하여 후

속 시스템 개선에 따른 품위와 예측성 향상 정도를 일관적, 효과적으로 평가하며, 다양한 

시스템 평가를 통하여 전 지구 모델 및 앙상블 예측기법의 개선점을 파악할 수 있다. 마

지막으로, 이렇게 구축된 관측 자료 및 타 기간 과거기후예측장 자료 (Hindcast 

database)는 장기예보 가이던스 등 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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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개발 배경 

  2010년부터 한국 기상청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과 국립기상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Meteorological Research)는 영국 기상청 (U. K. Met Office)

에서 개발한 HadGEM (Hadley Center Global Environment Model) 전지구 기후모델

을 기반으로 한 GloSea (Global Seasonal Forecasting System) 앙상블 계절예측시스

템을 도입하여, 한영 공동 계절 예측 시스템을 운용 중에 있다. 국립기상연구소 기후연구

과에서는 GloSea의 안정적인 현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간 과거기후에서의 앙상

블 계절예측 자료를 생산하고 이를 진단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을 2012년부터 연차적으

로 수행하였다. GloSea 계절예측 성능 진단체계 개발 사업은 궁극적으로 계절 규모에서 

기후변화 규모 사이의 이음새 없는 예측모델 개발을 위한 “기후변화예측기술 지원 및 

활용 연구”사업의 일환이다.  

  현재 GloSea 시스템은 영국 기상청의 지속적인 모델 개발 계획에 따라 해마다 지속적

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특히 2012-2013년에는 이전 시스템인 GloSea 버전 4 (이하 

GloSea4)에서 GloSea 버전 5 (이하 GloSea5)로 업그레이드 되었다. 전지구 모델의 수

평해상도는 기존 GloSea4의 ~126 km 에서 ~60 km로, 해양 모델의 수평해상도는 

~100 km에서 ~25 km로 크게 증가되었으며, 모델의 물리과정 또한 개선되었다 (자세

한 내용은 제 3 절 참조). 

  시스템의 개선에 따른 GloSea의 과거기후예측장 (Hindcast)이 매년 생산되고 있으며,  

 계절예보 기술의 지속적인 축적과 향후 독자적 계절 예측시스템 모델링 기술 확보를 위

해서는 개선되는 예측시스템 성능에 대한 지속적인 진단과정이 필요하다. 국립기상연구

소는 장기간 앙상블 실험에 의해 산출되는 방대한 기후예측 자료를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진단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울산과학기술대학교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이하 UNIST)와 GloSea 과거기후예측장 (Hindcast)의 진단시스템 

구축사업을 꾸준히 운영해 왔으며, 당해 연도 (2014년) 사업은 기존사업의 연속으로 

GloSea 과거기후예측장의 계절예측성 검증 기법의 고도화와 계산 효율성 개선을 위해 

진행되었다. 특히, 기존의 GloSea4와 새롭게 개선된 GloSea5의 기후 모의 성능을 최신 

관측자료를 사용하여 검증하고, 아울러 동아시아 기후의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후변동 모드의 계절예측 성능을 상호 비교하는데 분석의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분석 

결과를 효율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웹페이지 기반의 진단 표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

였다. 구축된 진단시스템은 장기간 앙상블 실험으로 축적된 방대한 기후예측 자료를 효

율적으로 계산 처리하고, 최신의 과학적 검증을 기법을 통하여 예보성능을 보다 효과적

이며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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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연도에 수행된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안점으로 고려하였다. 

1)  계절예측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계절예측에 중요한 것으로 

알려진 주요 기후변동 모드들에 대한 최신의 검증기법을 적용하고 이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최신 검증 기법 및 자료를 활용하여 북극진

동 (AO), 동아시아 여름철/겨울철 몬순 (EASM/EAWM), 열대 저기압, 메든-줄리

안 진동 (Madden-Julian Oscillation, 이하 MJO) 등 동아시아 및 한반도 계절예

측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전 지구적 기후변동 모드들에 진단 기법을 고도화한다. 

2)  매년 계절예측시스템의 개선이 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의 진단체계를 지속적으

로 보완 및 표준화하고 일관성 있는 평가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공

간해상도 증가와 물리 모수화 기법 개선의 효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당해 연도 사업을 통하여 확보되는 

GloSea5 과거기후예측장 자료를 기존에 개발된 검증시스템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기존 GloSea4와 대비하여 계절예측 성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한다. 

3)  GloSea5는 기존 시스템 대비 공간해상도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산출되는 계

절예측정보가 매우 방대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용량 정보량을 신속하며 효

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진단체계의 자동화 및 계산 효율성 증가가 필요하다. 따

라서 본 사업에서는 이를 위하여 진단체계의 자동화 및 최적화를 목표로 한다. 

4)  2013년도 사업으로 통하여 진단시스템의 사용자 환경이 비약적으로 개선된 것으

로 평가되며, 계절예측시스템은 계절예보를 위한 개발자 및 예보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현재의 웹 인터페이스를 

통한 표출 체계에 대한 추가 개선점을 파악하고, 기존 계절예측 시스템과 개선된 

시스템의 상호비교가 용이하도록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5)  계절예측시스템이 생산하는 계절 평균적인 예측 정보를 넘어, 여름철과 겨울철을 

중심으로 계절별 위험기상 현상들이 재현되는지에 대한 재현 성능을 검증해야 한

다. 공간해상도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0 km 격자규모에서 한반도에서의 극

한기후 및 위험기상을 재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예

측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단계적으로 이를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

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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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목적 및 내용 

   본 학술용역 사업의 주요 목적은 

-  GloSea5 고해상도 Hindcast 계절예측시스템의 표준검증 기법 적용

-  계절 예측시스템의 검증 기법 고도화 및 최신 기법 적용

-  계절예측 진단표출 시스템 개선

과 같다. 

  다음은 당해 연도 연구의 주요 내용이다. 

1. GloSea5 고해상도 Hindcast 계절예측시스템 검증 기법 고도화

  1) 동아시아 및 한반도 지역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주요 기후모드 

(북극진동, 엘니뇨-남방진동, 몬순, 메든-줄리안 진동) 예측성 진단기법 

고도화

  2) 북극진동 장기예측성 검증기법 개선: National MME Hindcasts 상호비교 및 

예측성능 평가

  3) 동아시아 여름철/겨울철 몬순 예측성 검증기법 개선: 예측성능 진단을 위한 

지수 비교 및 검증 기법 개선

  4) 북서태평양 태풍활동 예측성 검증: 태풍누적에너지 (Accumulated Cyclone 

Energy, ACE) 및 발생잠재지수 (Genesis Potential Index, GPI) 계절예측성 

검증 기법 개발

  5) MJO 예측성 검증기법 개선: 겨울철 Hindcast 자료를 중심으로 GloSea5 

예측성 검증 및 GloSea4 비교 개선도 평가, 중위도 원격상관패턴 검증

  6) 주요 기후모드의 예측에 따른 한반도 영역의 계절 및 월별 계절 예측성 

평가기법 개발 및 예측성 진단

2. GloSea5 Hindcast 계절예측 성능 진단 

  1) 전년도 개발된 GloSea4 검증체계에 따라 GloSea5 검증을 위한 진단체계 

개발

  2) 전 지구 및 동아시아 강수모의능력 향상을 위한 습윤물리과정 진단: 강수량 

Taylor diagram 분석: 구름 변수에 대한 계절별 예측기후값 (forecast 

climatology) 생산 및 관측자료 대비 계통적 오차 (systematic bias) 진단 

  3) 동아시아 지역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주요기후모드 (엘니뇨-남방진동, 

북극진동, 계절내변동) 진단 후처리과정 개발

  4) 여름, 겨울철 위험기상 모의 평가: 폭염 및 한파 등 위험기상 현상에 대한 

전구모델의 재현성 검증 및 예측성능 진단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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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계절예측 진단시스템 개선

  1) Hindcast 자료 처리 및 진단시스템 계산 효율성 개선 

  2) GloSea5 Hindcast자료 처리 및 진단 후처리 과정 개발: 주요변수 (강수량, 

지상기온, 상층고도장)에 대한 Hindcast 예측 기후값 (forecast climatology) 

및 편차 예측장 (forecast anomaly) 생산

 3. Hindcast 생산기간 (1996.01-2009.12) 동안 위성관측 및 기후 재분석 자료 

추가 입수 및 계절예측 검증 D/B 개선 

   1) 고해상도 GloSea5 Hindcast 모델 pp 출력자료 처리 최적화 및 효율성 개선

   2) 진단기법 변경 및 추가에 따라 추가 관측자료 입수 및 데이터베이스 변수 

추가

 4. Hindcast 진단시스템 웹기반 사용자 환경 개선 

   1) 계절예측 진단시스템 웹표출 인터페이스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2) 기존 웹기반 시스템의 지속적 모니터링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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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GloSea5 계절예측 시스템

  영국 기상청의 해들리센터에서 개발한 GloSea4 (Global Seasonal Forecasting 

System version 4; Arribas et al., 2011)를 기상청 슈퍼컴퓨터에 이전하여 이 시스템

의 예측성을 시험하였으며, 현재는 GloSea5 버전의 계절예측시스템을 현업에 사용하고 

있다. 두 시스템 모두 Hadley Center Global Environment Model version3 

(HadGEM3) 전구모델 기반의 앙상블 계절예측 시스템이다. GloSea4에서 GloSea5의 

개선은 수평해상도가 ~126km에서 ~60km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물리과정 또한 

개선되어 시스템 교체가 이루어졌다.  

  Hewitt et al. (2010)에서 설명하였듯이 GloSea5 모델의 기반이 되는 HadGEM3은 

대기, 해양, 지표, 해빙 모델이 CERFACS (Valcke, 2006)에서 개발된 커플러 (OASIS)

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결합되어있다. 대기모델은 Met Office의 Unified Model (UM, 

Davies et al, 2005)을 이용하고, 지표면 모델은 Joint UK Land Environment 

Simulator (JULES, Best et al., 2011)이 결합되어 있다. 해양모델은 Nucleus for 

European Modelling of the Ocean (NEMO, Madec, 2008)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해

빙 모델은 Los Alamos sea ice model (CICE, Hunke and Lipscomb, 2010) 모델이 

결합되어 있다. 이전 버전인 GloSea4와의 차이점은 Fig.1.3.1에서 보여준다. 

 

Fig.1.3.1 GloSea4와 GloSea5 버전에 따른 각 모델의 구성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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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Sea5의 대기모델을 구성하는 UM 모델은 semi-implict 시간 적분법과 semi- 

Lagrangian 이류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비정역학 역학코어를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 사

용하는 대기모델은 GA3.0으로 업데이트 되었으며, 수평 격자로 이류를 계산하는 방법은 

Arakawa and Lamb (1953)에서 설명한 Arakawa C-grid staggering방법을 사용하

고, 수직 격자의 계산은 지형에 따라 Charney-Phillips staggering방법을 사용하였다. 

공간해상도는 초기 N96 (1.875°x 1.25°)에서 N216 (0.83°x 0.56°)으로 100km 

이하의 격자에 관해서 모델 적분이 가능해졌으며, 연직으로는 L85 (~85km) 85개의 층

으로 기존 GloSea4와는 동일한 연직 해상도로 모델적분을 수행하였다. 특히 물리 모수

화 과정에 있어서 모델의 초기장의 부정확성을 고려하여 stochastic physics scheme 

(SKEB2: Bowler et al., 2008, Shutts, 2005) 방법을 이용하여 적분한다. 해양, 해빙

의 경우 이전 계절예측 시스템과의 큰 변화는 없으며, 지면모델의 경우는 이전에는 Met 

Office Surface Exchange Scheme (MOSES, Essery et al., 2003)을 사용하였지만, 

GloSea5에서는 아예 다른 모델인 JULES모델을 사용하는 큰 차이점을 보인다.

  Hindcast 실험은 7개월간 적분하며, 세 개의 앙상블 멤버로 매 달 1일, 9일, 17일, 

25일 수행하였다. 즉, 매달 총 12개의 앙상블 멤버로 이루어져있다. Forecast와 

hindcast 실험을 같은 GloSea5 앙상블 예측 시스템의 설정을 이용하여 수행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두 경우 서로 다른 초기장을 사용하였다.

Fig.1.3.2 2010년까지의 U. K. 의 Unified Model의 발달사 및 GloSea4의 현

재 상황 (UKMO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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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1.1 GloSea 계절예측시스템의 초기조건과 모델 구조에 대한 모식도

제 2 장 GloSea5 Hindcast 진단 체계 구축

제 1 절 계절예측 자료 및 검증 자료 데이터베이스

  본 과제에서 분석한 자료는 GloSea4 시스템으로 총 14년 (1996-2009)간 적분된 과

거기후평균장 (hindcast) 자료를 이용하였다. Hindcast 실험의 초기 조건은 Met Office 

자료동화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대기, 해양 및 해빙 자료를 포함하는 ERA-interim 재분

석자료를 이용하여 초기화를 한다. 3개의 hindcast 앙상블 실험은 매월 고정된 날짜 (1, 

8, 17, 25일) 에 대해서 수행하여, 하나의 hindcast당 7개월간 적분한다. 이때 예측 기

후는 1996-2009년 동안의 hindcast 실험의 평균으로 정의된다. 이때 각 고정된 날짜에

는 3개의 SKEB2 앙상블 실험이 수행된다. 그러므로 매주 마다 42개의 앙상블 멤버 (3

개 x 14년)가 생산되며, 매월 마다 총 168개의 앙상블멤버가 예측기후를 산정하는데 사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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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1.2 GloSea Hindcast의 모식도 (MacLachlan et al., 2014)

1. 검증자료

  본 과제에서는 크게 2가지를 중점으로 GloSea4 계절예측시스템을 검증하였다. 첫 번

째는 예측 기후의 시간 평균된 기후장의 전반적인 구조를 봄으로서 모델 예측이 가지는 

계통적 오차를 분석하였다. 두 번째는 예측성을 대표하는 예측 편차장 (forecast 

anomaly)을 관측된 계절 아노말리와 비교, 분석하였다. 여러 종류의 위성자료와 재분석 

자료를 GloSea4 계절예측시스템의 비교 검증을 위해 사용하였다. Table.2.1.1은 검증자

료와 자료 분석 기간 및 자료 빈도 및 참조논문 정보를 간략하게 요약해놓았다. 

  예측 기후를 평가하기 위해서 3개월 지연시간 과거기후예측장 자료를 주로 분석하였

다. 3개월 지연시간 과거기후예측장 자료를 사용한 이유는 관측 초기장의 영향이 지연시

간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그에 따라 모델이 가진 예측장 오류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GloSea4 과거기후예측장의 기후 평균장 검증을 위하여 CMAP의 강수, CERES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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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상한 (TOA)과 지표면에서의 장파와 단파 복사, CloudSat의 구름 물과 빙정, ISCCP

의 운량, OISST의 해수면 온도 (SST), OAflux의 지표면 현열, 비열 그리고 증발량, 

MERRA의 해수면 기압 (SLP), 동서바람, 지상온도, 그리고 ERA-Interim의 온도, 비

습, 동서바람, 남북바람, 지위도고, 지상온도 등을 사용하였다. 또한 계절 예측성 검증을 

위하여 CMAP, GPCP, TRMM의 강수자료, MERRA의 동서바람과 해수면 기압, 

Had-CRU의 지상온도, OISST의 해수면 온도, AVHRR의 OLR 자료 등을 사용하였다. 

대부분의 자료 분석 기간은 1996년부터 2009년까지이며, TRMM, CERES, CloudSat, 

ISCCP 자료는 자료의 사용가능한 기간의 제한으로 인하여,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분석

하였다. 본 과제에서 사용된 모든 데이터들은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MJO 분석에 사용된 

MERRA 850hPa에서의 U와 200hPa에서의 U, AVHRR의 OLR 데이터만을 제외하고, 

모든 데이터들은 1.25°× 1.25°로 재 격자화하여 분석하였다. 

Validation

Data

Period Frequency Reference

CERES 2000.03 - 2009.09 Monthly Wielicki et al. (1996)

Had-CRU 1996 - 2009 Monthly Web site

GPCP 1996.01 – 2009.08 Monthly Adler et al. (2003)

OAflux 1996 - 2009 Monthly Yu et al. (2008)

MERRA 1996 - 2009 Monthly / Daily Rienecker et al. (2011)

ISCCP 1996 - 2006 Averaged Rossow et al. (1991)

CloudSat 2006 - 2009 Averaged Stephens et al. (2008)

CMAP 1996 - 2009 Daily (pentad) Web site

ECMWF 2008 - 2009 Daily Molteni et al. (1996)

OISST 1996 - 2009 Daily Web site

AVHRR 1996 - 2009 Daily Holben (1986)

ERA-interim 1996 - 2009 Daily Dee et al. (2011)

TRMM 1998 - 2009 Hourly Simpson et al. (1996)

Table.2.1.1 GloSea 예측시스템의 검증에 사용된 관측 및 재분석 자료

- CERES : Clouds and the Earth's Radiant Energy System (CERES)

(

http://journals.ametsoc.org/doi/abs/10.1175/1520-0477(1996)077%3C0853%3ACATERE%3E2.0.C

O%3B2)

- Had-CRU : Hadley Center of the UK-based Climatic Research Unit of the University of East 

Anglia

(http://www.cru.uea.ac.uk/cru/data/temperature/)

- GPCP : Global Precipitation Climatology Project

(http://journals.ametsoc.org/doi/abs/10.1175/1525-7541(2003)004%3C1147:TVGPCP%3E2.0.CO;2)

- OAflux : Objectively Analyzed air-sea Fluxes

- MERRA : MODERN ERA-RETROSPECTIVE ANALYSIS FOR RESEARCH AND APPLICATIONS

(http://journals.ametsoc.org/doi/abs/10.1175/jcli-d-11-00015.1)

- ISCCP : International Satellite Cloud Climatology Proje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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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journals.ametsoc.org/doi/abs/10.1175/1520-0477(1991)072%3C0002%3AICDP%3E2.0.CO%3

B2)

- ECMWF : The ECMWF Ensemble Prediction System: Methodology and validation

- OISST :Optimum Interpolation Sea Surface Temperature

(http://www.esrl.noaa.gov/psd/data/gridded/data.noaa.oisst.v2.html)

- CloudSat : CloudSat

(http://www.agu.org/pubs/crossref/2008/2008JD009982.shtml)

- CMAP : CPC Merged Analysis of Precipitation

(http://www.esrl.noaa.gov/psd/data/gridded/data.cmap.html)

- ECMWF : The European Centre for Medium-Range Weather Forecasts

(http://onlinelibrary.wiley.com/doi/10.1002/qj.49712252905/abstract)

- OISST : Optimum Interpolation Sea Surface Temperature

(http://www.esrl.noaa.gov/psd/data/gridded/data.noaa.oisst.v2.html)

- AVHRR : Advanced Very High Resolution Radiometer

(http://www.tandfonline.com/doi/abs/10.1080/01431168608948945)

- ERA-Interim : ECMWF Re-Analysis

(http://onlinelibrary.wiley.com/doi/10.1002/qj.828/full)

- TRMM : The Tropical Rainfall Measuring Mission

(http://www.springerlink.com/index/K38864Q878X215G8.pdf)

본 연구에서는 GloSea5의 기후 평균장 검증 및 기후 변동성의 예측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Table.2.1.2의 변수들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시스템의 개선에 따른 공정한 

비교를 위하여 GloSea4 역시 GloSea5와 같은 변수, 같은 기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GloSea4와 GloSea5의 기후 변동성의 예측성 검증을 위하여 AVHRR의 OLR 일별 자

료, MERRA 연직 동서, 남북 바람장, 해면기압, 지표온도 자료, GPCP의 강수 자료, 

NECP-NCAR의 지위고도 (500hPa GPH) 재분석 자료, NCEP CFSv2의 해면기압, 

200hPa 동서바람, 지표온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또한 서울 AWS 월별 온도 자료, 

IBTrACS 열대저기압 관련 변수, Had-CRU의 지상온도 자료, HadISST의 해수면 온도 

자료, CPC에서 제공하는 Nino 3.4지수 등을 사용하였다. 또한 GloSea hindcast의 기후 

평균장 검증을 위하여 CMAP과 TRMM의 강수 자료, OISST의 해수면 온도 (SST) 자

료, OAflux의 지표면 잠열 자료, MERRA의 해면기압 (SLP), 동서바람, 지상온도 자료, 

그리고 ERA-interim의 온도, 비습, 동서바람, 남북바람, 지위도고, 지상온도 자료 등을 

사용하였다. 대부분의 자료 분석 기간은 1996년부터 2009년까지이며, TRMM 자료의 

경우, 사용가능한 기간의 제한으로 인하여 일부 기간 (2000-2009년)에 대하여만 분석

하였다.  

본 과제에서 사용된 GloSea5의 Hindcast 데이터들은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0.8°x 

0.5°로, GloSea4와의 오차를 분석할 때는 공정한 비교를 위하여 1.25°x 1.25°로, 

MJO를 분석할 때는 Wheeler와 Hendon (2004)의 방법과 같이 2.5°x 2.5°로 재 격

자화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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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관측 입력값의 영향을 피하고 모델의 효과만을 살펴보기 위하여, 계절 평균장의 

경우, 여름철 (JJA), 겨울철 (DJF) 3개월 지연시간에 대하여만 분석하였다.

시간 규모 변수 기간

월 (Monthly)

연직 동서 바람장

1996-2009

연직 남북 바람장
연직 온도장
연직 습도장

연직 지위고도장
1.5m 온도
지표 온도

해수면 기압
강수
현열
잠열

연직 구름장
중층 구름장
하층 구름장

총 하향 지표 단파 복사

2000-2009

하향 지표 단파 복사 (clear-sky)
유입 단파 복사
상향 단파 복사

상향 단파 복사 (clear-sky)
상향 지표 단파 복사 (clear-sky)

총 하향 지표 장파 복사
하향 지표 장파 복사

하향 지표 장파 복사 (clear-sky)
상향 장파 복사

상향 장파 복사 (clear-sky)

일 (Daily)

상향 장파 복사

1996-2009
연직 온도장
연직 습도장

연직 동서 바람장
연직 남북 바람장

6-시간 (Hourly)

강수

1996-2009
지표온도

연직 바람장
연직 바람장 

Table.2.1.2 분석에 사용된 GloSea 예측시스템의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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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진단 시스템 웹페이지 개발 

본 과제에서는 계절 예측시스템의 상위 버전이 이용 가능해짐에 따라 상위 버전 

(GloSea5)과 기존의 계절 예측시스템 (GloSea4)의 상호비교가 가능하며, 계절예보 산

출을 위한 개발자 및 예보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존에 구축된 

GloSea Hindcast 진단 자료 홈페이지를 늘어난 콘텐츠를 바탕으로 사용자 입장에서 더 

직관적으로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GloSea4와 GloSea5의 결과 비교가 용이해졌다.

진단 자료 홈페이지의 기본적인 큰 틀은 작년에 구축한 홈페이지와 유사하다 (기상청, 

2013). 다만 작년의 페이지에서 GloSea5의 분석내용이 일부만 이용 가능했는데 반해, 

올해 추가분석이 완료된 내용이 포함되어 최종적으로, 대부분의 분석내용에 대해 

GloSea4와 GloSea5를 동시에 비교가 가능해졌다. 웹페이지의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climate.unist.ac.kr/glosea/

Fig.2.2.1 그림 9 GloSea Hindcast 진단 자료 표출 홈페이지의 메인화면

Fig.2.2.1은 표출 웹페이지에 들어가면 처음 나타나는 대문 페이지를 나타낸다. 처음 

나타나는 부분은 OLR, GPH, 강수량, 해수면온도, 해면기압 등의 GloSea 기후 평균장의 

주요 변수 몇 가지를 슬라이딩 방식으로 자동 애니메이션을 통해 구성하였다. 우측 하단

의 버튼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 주요 변수들을 넘기면서 확인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상단의 메뉴는 “Introduction”, “Forecast Climate”, “Climate Variability”, 

“Water Cycle”, “Documents”와 같이 다섯 가지 메뉴로 나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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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2.2 GloSea Hindcast 진단 자료 표출 홈페이지 

메뉴의 구성체계

각 메뉴에 대한 세부 메뉴의 구성은 Fig.2.2.2와 같다. “Introduction”페이지에는 

GloSea Hindcast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모델 실험의 방법, 각 버전에 대한 모델 

구성 및 공간해상도를 나타낸다. 

1. Forecast Climate 메뉴

두 번째 메뉴인 “Forecast Climate”에는 Hindcast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기후평균장

에 대한 그림들을 확인할 수 있다. 메뉴는 세 가지 세부메뉴로 이루어져 있으며, 

“Global Map”세부메뉴는 각 변수에 대한 관측 및 GloSea시스템의 지연시간에 따른 

계절별 기후 평균장과 관측에 대한 GloSea Hindcast의 차이를 가시화 할 수 있다. 각 

변수에 대한 선택은 Fig.2.2.3에 나타난 것과 같이 좌측의 스크롤을 통해 가능하며, 상단

의 Observation, GloSea, Difference 탭을 통해 관측과 GloSea, 그리고 둘의 차이를 비

교할 수 있다. 처음 변수를 출력하면 ANN (Annual mean)값이 나타나게 되며 녹색의 

버튼을 통해 DJF (겨울철)와 JJA (여름철)로 계절에 대한 값 또한 확인 가능하다. 

GloSea와 Difference 탭을 선택하면 각 예측장의 지연시간도 선택이 가능하다. 각 그림

은 “마우스 우측 버튼 -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을 통해 직접 다운로드하여 비교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Vertical Cross Section”세부메뉴는 앞에서 확인했던 전 지구 기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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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동서 평균장 (Zonal mean)의 연직 층별 분포를 비교하였다 (예를 들어, 

Fig.3.1.14).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관측, GloSea와 그에 대한 차이 및 계절별 비교가 가

능하다.

“Zonal Mean Plot”의 경우 대기 주요 변수 및 지표변수에 대한 동서 평균장을 관측

과 함께 그래프로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마찬가지로 계절과 지연시간에 대한 구분과 관

측과의 차이에 대해서도 함께 비교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

Fig.2.2.3 Forecast Climate 메뉴의 탭 및 구성내용

2. Climate Variability 메뉴

“Climate Variability”메뉴에서는 ENSO, AO, MJO, Monsoon등의 각 기후변동모드

에 대한 세부메뉴에 따라 변동모드를 나타내는 그림, 지연시간에 따른 예측성능, 주요 변

동을 나타내는 애니메이션 등이 들어가 있다. 각 세부메뉴에 따라 나타나는 그림의 특성

이 기후장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특정한 규칙성이 없이 구분하여 스크롤 및 

버튼을 생성하였다. 주요 변수 및 지표변수에 대한 동서 평균장을 관측과 함께 그래프로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마찬가지로 계절과 지연시간에 대한 구분과 관측과의 차이에 대해

서도 함께 비교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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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2.4 Climate Variability - ENSO 메뉴의 애니메이션 그림

예를 들어 Fig.2.2.4에 나타난 내용과 같이 엘니뇨-남방진동과 관련된 애니메이션의 

경우 모든 해에 대해 월별 해수면 온도의 월평균과 기후값에 대한 편차의 분포를 확인 

할 수 있으며, 하단의 재생 버튼 및 빨리감기 버튼을 통해 자동으로 월별로 변화하는 분

포를 확인하고 원하는 월에 대한 정보도 확인 할 수 있다. Fig.2.2.4에서는 1998년 1월

의 슈퍼 엘니뇨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림의 상단에 NINO3.4 지수를 함께 표기하여 각 

분포에 대한 엘니뇨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



- 16 -

Fig.2.2.5 Climate Variability - MJO 메뉴의 애니메이션 그림

마찬가지로 Fig.2.2.5는 메든-줄리안 진동 세부메뉴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나타내는데, 

이를 통해 엘니뇨와 라니냐에 따른 관측과 GloSea자료에서 나타나는 메든-줄리안 진동

의 위상에 따른 원격상관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Fig.2.2.5에서는 엘니뇨 해의 메든-줄

리안 진동의 위상 3에 대한 원격상관 패턴으로 인도양 부근의 대류 발달에 따른 북태평

양으로의 Rossby 파동 전파를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애니메이션은 “Forecast 

Climate - Global Map - Global Precipitation”과 “Climate Variability – AO”등

에서도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 월에 대한 관측된 패턴의 변동과 Hindcast의 변

동을 이해하는데 이용이 가능하다.

3. 기타 메뉴

“Water Cycle”메뉴는 전 지구의 물 수송과 관련된 강수량, 증발량 등의 전 지구 분

포에 대한 관측, GloSea와 그에 대한 차이를 지연시간과 계절에 따라 비교하였고, 모델

에서 나타나는 구름물에 대한 분포도 함께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Documents”메뉴에서는 한영 공동기후예측시스템 진단체계 구축 과제

를 수행하는 동안의 각 해의 보고서, 논문 및 발표자료 등을 업로드 시켜 표출 웹페이지

의 내용에 대한 결과물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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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기후모델 모의 성능 진단 평가

제 1 절 계절평균장 모의 성능 평가

 본 절에서는 역학적인 특징과 에너지 균형에 대한 기후모델의 기후평균 및 전 지구에 

대하여 공간구조를 검증하였다. 습윤 과정과 관련된 강수와 구름강제력 부분은 2절에서 

설명하였다.

1. 에너지 균형

  대기 상한에서의 상향 장파에너지 (OLR)와 순 단파에너지에 대한 에너지 균형은 결합

된 전 지구 모델 성능을 평가하는 주요한 방법이다. 만약 모델 시스템 내에서 추이가 없

다면, 순 복사에너지는 전 지구적으로 장기간 평균을 하였을 경우 0에 가까워져야 한다. 

하지만 계절 예측 시스템 내에서의 순 복사 에너지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지표와 대

기 그리고 해양의 초기화와 모델 내의 오차와 물리 모수화 등 여러 변수들이 예측장에서  

계통적인 오차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Fig.3.1.1 대기 상한에서의 동서 평균한 에너지 균형. 3개월 예측 지연 시간의 연평균 (ANN) 

기후장 (2000-2009)로부터 얻어진 CERES (검정), GloSea4 (파랑), GloSea5 (빨

강)의 (a) 순 단파 (Net SW) 복사에너지와 (b) 장파 복사에너지 (OLR)와 (c) 순 

태양 복사에너지. 음 (양)의 값은 하향 (상향) 복사를 나타냄. 단위는 W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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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2 대기 상한에서의 전 지구 평균한 에너지 균형. 3개월 예측 지연 시간의 GloSea4 (파

랑), GloSea5 (주황)과 CERES (회색)에 대한 연평균 (ANN) 단파와 장파 복사 에너

지 (좌) 및 순 복사 에너지 (우). 양의 속은 상향 복사를 나타냄. 단위는 W m-2.
 

 

  먼저 Fig.3.1.1은 대기 상한에서의 모델 단파 복사 (SW)와 장파 복사 (LW) 및 순 복사 

에너지를 9년 (2000-2009년)동안 평균하여 같은 기단 내에서 CERES 위성 관측 자료와 비

교한 그림이다. 위도간의 오차가 존재하지만 GloSea4와 GloSea5 시스템들 모두 CERES 

복사 에너지와 유사한 값을 기후값을 가진다. 그리고 전 지구에 대하여 복사 에너지 값

들을 평균 하였을 때 (Fig.3.1.2), 지구계 내로 들어오는 순 단파 복사에너지는 GloSea4와 

GloSea5는 약 3.2 W m-2와 4.6 W m-2 정도로 과소 모의 되었으며, 장파 복사에너지는 약 

1.6 W m-2와 1.0 W m-2로 과대 모의한다. 순 단파 복사에너지의 경우 CERES 위성자료에 

비해서 GloSes 시스템이 알베도가 높게 모의하여 (그림 미포함), 순 단파 복사에너지가 

과소 모의 되었다. CERES 위성 관측 자료의 경우 에너지 균형을 거의 이루지만 GloSea 

시스템은 에너지 불균형을 보인다. 특히 순 복사 에너지의 경우 대기 밖으로 나가는데, 

이는 시간에 따라서 모델 기후계 내에 냉각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GloSea5에

서 대기 밖으로 순 복사 에너지가 더 많이 방출 되는데, GloSea4 대비 대기 내로 들어오

는 단파 복사에너지도 작지만, 대기 밖으로 나가는 장파 복사에너지도 작기 때문이다. 그

리고 이러한 대기 밖으로의 순 복사에너지의 방출은 대류권 온도에서의 전반적인 한랭 

오차와 일치한다 (3.3절 참고).

  지표에서의 에너지 균형은 GloSea 시스템 내에서 산출한 지표 단파 및 복사에너지와 

현열 속과 잠열 속과 관측에서의 값들과 비교하였다. 단파와 복사에너지는 CERES 위성 

관측값을 이용하였고, 현열 속과 잠열 속의 경우 OAflux 자료를 사용하였다. OAflux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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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3 지표에서의 동서 평균한 에너지 균형. 3개월 예측 지연 시간의 연평균 (ANN) 기후장 

(2000-2009)로부터 얻어진 CERES (검정), GloSea4 (파랑) 및 GloSea5 (빨강)의  

(a) 순 단파 (Net SW) 및 (b) 장파 (OLR) 복사에너지와 (c) 순 현열 (SH) 속 및 

(d) 순 잠열 (LH) 속. 음 (양)의 값은 하향 (상향) 복사를 나타냄. 단위는 W m-2.

경우 해양에서만 관측한 값이기 때문에 GloSea 시스템 또한 해양에 대한 값들에 대해서 

비교하였다.

  Fig3.1.3은 9년 (2000-2009년)동안의 지표의 복사에너지와 속에 대한 에너지 균형을 동

서평균한 것이다. 순 단파 복사에너지의 경우 CERES와 유사한 기후값을 보인다. 순 장파 

복사에너지의 패턴은 유사하지만 GloSea 시스템이 과대 모의를 한다. 지표 속의 경우는 

GloSea 시스템이 해양 OAflux와 다소 차이를 가진다. 현열 속의 경우에 GloSea 시스템이 

열대와 중위도 지역에서 과대 모의를 하지만, 극 지역에서는 큰 오차를 보인다. 잠열 속

의 경우 남반구에서는 OAflux와 GloSea 시스템이 유사하지만, 북반구에서는 다소 오차를 

가진다. 그리고 잠열 속 역시 극 지역에서는 관측 대비 큰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GloSea4와 GloSea5 모두 유사한 패턴을 가진다. 관측과 달리 MERRA 재분석 자료와 비교

시에는 지면 에너지 균형에 대해서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그림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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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4 지표에서의 전 지구 평균한 에너지 균형. 3개월 예측 지연 시간의 GloSea4 (파랑)과 

GloSea5 (주황)에 대한 연평균 (ANN) 단파, 장파 복사 에너지와 현열 속과 잠열 속 

(좌) 및 순 복사 에너지 (우). 양의 속은 상향 복사를 나타냄. 단위는 W m-2.
 

  GloSea 시스템 내에서의 정량적인 비교를 지표의 에너지 균형 변수들을 전지구 평균을  

하였다. 복사에너지의 경우 지표에서 받는 에너지는 GloSea4가 GloSea5에 비해서 많이 

받았지만, 지표에서 대기로 방출하는 장파 복사에너지의 경우에는 GloSea5가 GloSea4보

다 많이 방출한다. 그리고 현열 속의 경우에는 GloSea5가 GloSea4에 비해서 적지만, 잠열

의 경우에는 GloSea5가 적게 모의 된다. 이러한 지표에서의 에너지 균형은 GloSea4에서

는 4.52 W m-2, GloSea5에서는 4.59 W m-2 정도 불균형을 이룬다.

  대기 상한과 지표에 대한 GloSea 시스템에서의 전 지구 에너지 균형은 GloSea4의 경우 

약 0.3 W m-2, GloSea5의 경우 약 1.0 W m-2의 에너지 불균형을 가진다. 이는 GloSea5가 

GloSea4에 비해서 시스템 내에 에너지 불균형이 있음을 암시한다. 그리고 MERRA 재분석

자료의 순 지표 에너지 균형의 경우 GloSea 시스템과 비교 시 음의 값을 가진다 (기상청, 

2012).

2. 지표 변수

  GloSea5로 모의한 지표변수의 평균을 관측 및 GloSea4에 비교하여, GloSea5의 모의능

력을 평가하였다. 지표변수에는 해수면온도 (Sea Surface Temperature), 해면기압 (Sea 

Level Pressure)이 있으며, 이를 각각의 관측값을 기반으로 GloSea4와 GloSea5의 모의 결

과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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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5 전 지구 연평균 해수면온도. 관측 OISST (좌, 상), GloSea5와 GloSea4 차이 (우, 

상), 관측과 GloSea4 오차 (좌, 하), 관측과 GloSea5 오차 (우, 하).

  Fig.3.1.5은 연평균 전 지구 해수면온도 및 그 오차를 나타내고 있는데, GloSea 시스템

은 GloSea4와 Glosea5 모두 태평양 적도 지역에서 냉수역 오차 (Cold Tongue; 한랭혀)를 

보였다. 새로이 모의한 GloSea5 또한 한랭혀 문제를 보였으나 GloSea4 시스템보다 그 오

차가 완화됨을 보였으며 대서양의 걸프 해류의 해수면온도 오차 또한 GloSea4 시스템보

다 완화되었다. 또한 전지구적으로 GloSea4보다 해수면온도를 차갑게 모의하는 결과를 

보였다. 비록 인도-태평양 사이의 온난 해수역의 온도는 GloSea4만큼 모의하지 못하였지

만, 연평균 해수면온도의 모의 결과는 GloSea5 시스템이 GloSea4 시스템보다 전체적으로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Fig.3.1.6는 북반구 여름철의 해수면 온도장이다. GloSea 시스템에서 여름철의 해수면온

도의 평균장 또한 연평균 오차와 같이 한랭혀 오차가 나타난다. GloSea5의 모의 결과 태

평양 중앙에서는 이 오차가 완화되지만, 남아메리카 서쪽 해안에서부터 브라질 남쪽까지

는 오히려 냉수역 오차가 강화되어 모의성능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

히 북반구의 수온을 매우 차갑게 모의하며, 동북아시아 및 유럽 주변, 그리고 북해 지역

의 오차가 특히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GloSea5 시스템이 GloSea4보다 온도를 전체

적으로 차갑게 모의하는 만큼 남반구에서도 한랭 오차가 나타났으나, 북반구의 해수면온

도만큼 차갑게 모의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관측과의 오차가 GloSea4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여름철의 해수면온도는 GloSea5 시스템에서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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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6 전 지구 북반구 여름철 평균 해수면온도를 제외하고 Fig.3.1.5와 동일.

Fig.3.1.7 전 지구 북반구 겨울철 평균 해수면온도를 제외하고 Fig.3.1.5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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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3.1.7은 겨울철의 해수면 온도장이다. 겨울철의 경우 관측에서는 적도의 따뜻한 수

온 영역이 남쪽으로 치우치며 GloSea 시스템에서는 연평균 및 여름철에 보였던 한랭혀 

오차가 그대로 겨울철에도 나타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GloSea 시스템 자체에 적도 지

역의 수온을 과소 모의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여름철과는 다르게 

GloSea5에서는 오차 패턴이 반대로 나타나며, 북반구의 수온을 과대 모의하고 여름철 북

반구만큼 과다하지는 않지만 남반구의 수온을 과소 모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한랭혀 

오차는 겨울철에 대하여 GloSea4보다 완화되었으며 여름철과는 반대되는 결과를 보여주

었다. 또한, 여름철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걸프 해류의 수온의 관측과의 오차가 겨울철에 

GloSea5에서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계절 간의 모의 성향의 차이가 

GloSea4와의 가장 특징적인 차이점이며, 뜨거운 지역을 차갑게 모의하고 차가운 지역을 

따뜻하게 모의함으로써 GloSea5 시스템은 북반구 및 남반구 간의 온도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수온을 모의하였다.

  GloSea 시스템의 위도별 해수면온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적도 지역의 해수면온도를 동

서로 평균하여 위도에 따라 분석하였다. Fig.3.1.8은 위의 해수면온도를 동서 방향으로 평

균하여 남위 30도부터 북위 30도까지 표시한 그래프이다. 여름철과 겨울철의 관측을 비교

할 때, 한랭혀 현상이 확연히 드러나는 때는 북반구가 겨울철일 때이다. 여름철의 경우에

는 단순히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갈수록 온도가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한랭혀는 뚜렷

하게  나타나지 않는 형태로 계절성이 나타난다. GloSea 시스템은 이런 한랭혀  오차를 

Fig.3.1.8 관측 및 GloSea의 저위도 지역의 여름 및 겨울철의 동서 평균된 해수면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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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상은 관측에서도 같은 현상이 보이는 겨울철에 더 뚜렷하게 모의한다. 또한 이러한 

뚜렷하게 모의하는데, 한랭혀 현상은 관측에서는 보이지 않는 여름철에도 나타난다. 겨울

철의 경우, GloSea 시스템은 적도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위도에서는 수온을 잘 모의하는 

편이나, 여름철의 경우 북반구 저위도의 수온을 과대 모의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한랭혀 

현상의 경우, 겨울에는 두 시스템 모두 비슷하게 온도를 모의하나 GloSea4의 오차가 약

간 더 크지만, 여름철의 경우 GloSea4와 GloSea5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며, GloSea5의 오

차가 조금 더 큼을 알 수 있다. 이는 Fig.3.1.6에서 나타나는 GloSea 시스템 간의 오차에

서도 보이는데 태평양 중앙에서는 GloSea4보다 온도를 높게 모의하지만 동태평양 해안 

및 대서양에서의 한랭 오차가 나타나기 때문에 GloSea5의 여름철의 모의성능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인다. 

  또한 GloSea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한랭혀 오차를 더 자세히 분석하기 위하여 태평양의 

적도 지역을 구름복사의 차이와 함께 분석하였다. Fig.3.1.9는 연평균 해수면온도 및 구름

복사를 나타낸 그림이다. 순 구름복사 강제력은 관측의 결과 적도 지역에서 대체로 음의 

방향으로 나타나며, 이는 반사도를 증가시켜 그 지점의 온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를 GloSea 시스템과 비교한 결과 한랭혀 오차가 나타나는 두 시스템 모두 관측보다 큰 

음의 복사 강제력을 보였다. 특히 이 패턴은 한랭혀 오차가 나타나는 해수면온도의 패턴

과 유사하게 나타나며, 더 차가운 해수면온도에서 발달하는 하층운에 의해 단파복사의 

반사율이 증대되어 더 해수면온도가 차가워지는 양의 피드백을 받고 있다. 두 시스템 모

두 한랭혀 오차가 나타나는 것과 음의 구름복사가 나타나는 것은 비슷하나, 두 시스템 

사이에서는 GloSea5 시스템이 더 해수면온도를 따뜻하게 모의하며 그에 따라 따뜻한 지

역의 구름복사 역시 GloSea4에 비해 좀 더 음의 구름복사의 오차가 낮아지는 것이 나타

났다. 그러므로 GloSea5 시스템의 경우 해수면온도와 함께 구름 복사 또한 어느 정도 개

선되었으며, GloSea5의 모의성능 또한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GloSea 시스템 

간의 비교에서 구름 복사 패턴과 해수면 온도의 오차가 유사한 특성을 보였다. 

  Fig.3.1.10에는 여름철의 해수면온도와 구름복사 강제력을 함께 나타내었다. 여름철의 

경우 관측에서 다른 지역보다 북위 20-30도의 동태평양에서 더 큰 음의 구름복사가 나타

났다. 하지만 GloSea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여름철 한랭혀 오차는 연평균보다 크지 않았

다. 또한 GloSea 시스템 사이의 차이를 살펴보면, 위도 5°N를 기준으로 해수면 온도의 

오차가 대칭적으로 나타났으며, 그에 따라 구름복사의 오차 패턴도 해수면 온도의 오차

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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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9 연평균 태평양 적도 지역의 해수면온도 및 순 구름복사 강제력. 색깔은 해수면온도이

며, 선이 등복사선임. GloSea 시스템과 관측과의 비교 및 관측의 등복사선은 10 W 

m-2 간격이며, GloSea 시스템 간의 비교에서는 5 W m-2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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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10 북반구 여름철 평균 태평양 적도 지역의 해수면온도 및 순 구름복사 강제력을 제외하

고 Fig.3.1.9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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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11 북반구 겨울철 평균 태평양 적도 지역의 해수면온도 및 순 구름복사 강제력을 제외하

고 Fig.3.1.9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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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3.1.11은 겨울철의 복사 강제력과 해수면온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름철과는 달리 

겨울철에는 GloSea 시스템의 관측과의 구름 복사 오차 및 한랭혀 오차가 확실히 드러났

으며, GloSea4 시스템에서 그 패턴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랭혀 오차가 심해짐에 따라 음

의 구름복사 또한 더욱 커지게 되며, 이것이 완화되는 GloSea5 시스템의 경우 그에 따른 

구름복사의 오차 또한 GloSea4 시스템에 비해 감소하는 것을 보였다. GloSea 시스템 간

의 경우 해수면온도가 높아지는 태평양 중앙을 중심으로 음의 구름복사의 크기가 감소하

는 것을 보이며, 그 패턴 또한 해수면온도의 오차와 유사하게 모의하고 있음을 보였다.

  또한 GloSea 시스템의 전기간 계절 예측을 평균하여 NINO3.4 지역에 대하여 해수면온

도의 한랭혀 현상의 모의 시간에 따라 심화되는 경과 및 시스템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

다.

Fig.3.1.12 NINO 3.4 지역의 평균 수온 예보 오차. 예보 시작일은 각 연도

의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검증을 위한 관측으로 

OISST 데이터를 사용함.

  Fig.3.1.12는 GloSea 시스템 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NINO3.4 지역의 5월 앙상블의 평균 

해수면온도를 관측과 비교한 결과, 5월 초기에는 관측보다 높은 수온이 나타났으나 이후

의 모의에서 한랭혀 오차가 발생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오차가 더욱 심화됨을 

알 수 있었다. 모의 시작 후, NINO3.4 지역에서는 5개월 간 온도의 음의 경향이 나타나

며, 초기 3개월간은 두 시스템에서 급격한 한랭오차를 보였다. 하지만 GloSea4 시스템이 

5개월 동안의 예측에서 해수면온도의 감소를 거듭하여 –2.5°C의 최대 오차를 보인 반면, 

GloSea5 시스템은 4개월 동안의 예측에서 온도 감소로 인하여 –1.6°C의 최대 오차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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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하여 해수면온도의 예측성능 모의는 GloSea5 시스템에서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Fig.3.1.13는 여름철 해면기압을 나타낸 그림이다. 여름철의 경우 유라시아 대륙의 해면

기압이 낮으며, 북태평양 고기압과 같은 주요 계절적 고기압 시스템에서 높은 기압이 관

측된다. GloSea4와 Glosea5 역시 큰 차이를 보이는 지역이 있는데, 서태평양의 베트남 지

역에서부터 나타나는 저기압의 강화가 크게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GloSea5에서는 

GloSea4보다 유라시아 대륙의 기압을 더 낮게 모의하며, 이 낮은 기압장이 서태평양의 

연안지역을 통해서 태평양까지 확장되었으며, 후술할 여름철 강수 패턴 또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3장 제 2절 참조). 또한, 알류샨 열도를 경계로 발달하는 북태

평양 고기압이 북쪽으로 편향되는 특징이 GloSea5 시스템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전체적

으로 GloSea4보다 재분석자료와의 오차가 더 크게 나타나며, 남극해 주변 또한 이 현상

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 이외에도 히말라야 및 페루의 안데스 산맥이 있는 지역에서 

기압을 과대 모의하는 현상 또한 나타나는데 이는 GloSea 시스템의 모델의 오차로 보인

다. 해수면의 기압을 비교하였을 때, GloSea5 시스템은 GloSea4에 비하여 지역에 따른 오

차가 잘 나타나는데, 이는 GloSea4 시스템에 비해 대서양과 인도양을 높게 모의하고 알

루샨 열도의 고기압을 제외한 태평양 지역을 전체적으로 낮게 모의함을 보였기 때문이

다.

Fig.3.1.13 전 지구 북반구 여름철 평균 해면기압을 제외하고 Fig.3.1.5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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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14 전 지구 북반구 겨울철 평균 해면기압을 제외하고 Fig.3.1.5와 동일.

 

  Fig.3.1.14는 전 지구의 북반구 겨울철의 해면기압을 보여주고 있다. 겨울철의 결과는 

남극의 고기압 지대 및 북극해 지역을 제외하고 GloSea 시스템 사이의 오차의 패턴이 거

의 일치하였다. GloSea 시스템 사이에는 북대서양의 해면기압이 GloSea5에서 오차가 더 

컸으나, 북태평양에서는 GloSea4의 오차가 컸다. 바다 전체의 경우 전체적으로 1~1.5hPa

정도의 오차만을 보였다. 또한 남태평양 수렴대 지역에 대하여 GloSea5에서 조금 더 낮

은 해면기압이 나타나는데 이는 이후 기술할 습윤 과정에서 GloSea5의 강수가 남태평양 

수렴대 지역에 대하여 더 과대 모의되는 패턴과 비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제 3장 

제 2절 참조). 가장 특징적인 차이점으로는 북태평양의 베링 해협의 패턴인데, GloSea 시

스템 모두 이를 과대 모의하나 GloSea5가 GloSea4보다 오차가 줄어듦을 알 수 있다. 또

한 Fig.3.1.13과 Fig.3.1.14를 모두 비교하였을 때, GloSea5는 GloSea4보다 남극해 지역의 

해면기압을 과대 모의하며, 여름철에는 이러한 모의가 관측과의 오차를 증대시키나 겨울

철에는 오히려 GloSea4보다 오차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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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15 동서 평균된 연평균 온도의 위도-고도 분포. ERA-interim 재분석 자료 (상), 

GloSea5 기후값 (좌, 중), GloSea5와 ERA-interim 차이 (우, 중). GloSea4 기후값 

(좌, 하). GloSea4와 ERA-interim 차이 (우, 하). Glosea 시스템은 3개월 예측 지

연 시간. 단위는 °C.

3. 대기 변수

  대기 변수의 경우 대기 변수의 연직적인 분포를 보기 위해서 동서 평균한 연직-고도 

분포를 분석하였는데, 본 보고서의 GloSea5은 연직층 출력값이 850, 500, 300, 200hPa의 4

층의 연직값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2차원 공간 분석에서는 평면으로 850hPa와 

200hPa 높이에서의 바람장을 각각 동서방향과 남북방향으로 나누어 비교하였으나, 가장 

특징적인 차이가 많이 났던 여름철 U850과 겨울철 U200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연평

균 (ANN)의 값의 경우는 여름철 (JJA)과 겨울철 (DJF)의 값을 평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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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16  동서 평균된 연평균 습도의 위도-고도 분포를 제외하고 Fig.3.3.15와 동일. 단위는 

g kg-1.

  ERA-interim 재분석 자료와 GloSea4, GloSea5 시스템의 동서 평균된 온도의 위도-고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Fig.3.1.15). 기후값의 경우 재분석자료와 GloSea 시스템 모두 유사

한 위도-고도 분포를 보인다. 하층 적도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류권에서는 전반적으로 한

랭오차를 보인다. 이는 여름철과 겨울철 모두에 같은 분포를 보인다 (그림 미포함). 이런 

한랭오차는 대기권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대류의 강도를 강하게 만드는 조건을 만들게 

된다. 북반구에 비해서 남반구에서 한랭오차의 차이가 다소 약하게 나타났으며, GloSea5

에서 더 강한 오차를 가지고 있다. GloSea4와 GloSea5 모두 재분석자료와 비교 시 대류

권을 한랭하게 모의하는 구조적 오차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 GloSea5에서는 이런 대류권 

한랭 오차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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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언급한 대류권 온도의 한랭오차와 더불어서 ERA-interim 재분석 자료 대비, 

GloSea 시스템 모두 대기를 전반적으로 건조하게 모의한다 (Fig.3.1.16). 그리고 북반구에

서는 건조오차를 보이며, 남반구 중위도 지역에서는 습윤 오차를 모의하고, 남극 지역에

서는 건조오차를 가지는 특징이 있다. 북반구의 건조오차는 특히 여름철에 두드러지며 

(기상청, 2012), 열대 지역의 강한 건조오차는 겨울철에 두드러진다 (그림 미포함). GloSea 

시스템에서 열대 지역에서의 강한 건조 오차는 대류권 온도의 한랭 오차와 함께 대기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강한 대류를 만드는 조건을 가지게 된다. 온도에 대한 위도-고도 분

포와 마찬가지로 GloSea 시스템은 구조적인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

Fig.3.1.17 동서 평균된 연평균 동서 바람의 위도-고도 분포를 제외하고 Fig.3.3.15과 동일. 단

위는 m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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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 평균된 연평균 동서바람에서는 ERA-interim 재분석 자료와 GloSea 시스템 모두 

유사한 공간 분포를 보인다 (Fig.3.1.17). 다만 열대지역의 중상층에서는 동서 바람을 강하

게 모의하는데, 이는 서풍대 지역에서 동풍을 다소 강하게 모의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상층 제트는 겨울철 반구에서 강하게 나타나는데, 남반구에서는 GloSea5가 상층제트를 

상대적으로 약하게 모의하며, 북반구 겨울의 상층제트의 경우 GloSea5에서 고위도로 북

진하여 모의한다 (그림 미포함). 온도와 수증기뿐만 아니라 동서 바람의 위도-고도분포를 

통한 제트위치에서도 여전히 구조적인 오차를 보인다.

Fig.3.1.18 전 지구 북반구 여름철 평균 850hPa 고도의 동서방향의 풍향 및 풍속을 제외하고 

Fig.3.1.5와 동일.

  Fig.3.1.18는 여름철 평균 850hPa 고도의 동서방향의 바람을 나타낸 그림이다. 여름철의 

하층 동서방향의 바람의 경우, 가장 주목할 부분은 아시아-오스트레일리아 몬순대의 서

풍의 강화이다. 소말리아 동쪽에서부터 발달하는 하층 제트를 소말리 제트라고 하는데, 

GloSea4 및 GloSea5 시스템은 이 제트를 더욱 더 강하게 모의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외 

적도 부근의 인도양에서부터 인도네시아-중앙태평양으로 이어지는 워커 순환의 강화가 

GloSea 시스템에서 두드러지며, 특히 GloSea4가 이를 강하게 모의한다. GloSea5 시스템에

서는 이러한 특징이 GloSea4에 비해서 완화되나, 동태평양 및 인도양에서는 강화되며, 또

한 베트남지역까지만 뻗어있던 서풍대가 중앙 태평양까지 확장되는 특징적인 오차를 보

인다. 또한 북태평양의 한반도 동쪽의 하층 서풍을 GloSea5는 약하게 모의한다. 이는 

GloSea4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오차이며, 이 때문에 GloSea5의 오차가 GloSea4에 비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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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난다. 하지만 U850을 포함하여 남극 대륙 및 그린란드의 바람은 GloSea5에서 개

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3.1.19는 200hPa의 상층 고도의 동서 방향의 바람을 겨울철에 대해 평균하여 나타

낸 것이다. 이 바람장의 경우 겨울철에 그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는데, 관측에서는 겨울

철의 북반구 아열대 제트가 매우 강하게 나타나지만, 이 중위도의 제트를 GloSea 시스템

에서는 잘 모의하지 못한다. 특히 두 시스템 모두 북태평양에서 이 오차가 크게 나타나

지만, GloSea5에서의 오차가 GloSea4보다 작게 나타났다. 특징적인 사항으로는 GloSea 

시스템에서 이 북반구의 중위도 제트를 고위도 쪽으로 북진하는 형태의 모의한 것이다 

(Fig.3.1.17 참조). 또한 GloSea 시스템 간의 오차의 패턴을 통해, GloSea5가 GloSea4보

다 북유럽 제트를 북쪽으로 편향되게 모의하나, 동아시아 제트를 GloSea4에 비해 더 현

실적으로 모의하였다. 태평양 적도 지역의 경우 동풍의 열대 벨트를 GloSea4에 비해 

GloSea5가 강하게 모의하였다. 대서양의 경우, 적도 지역에서 GloSea4보다 더 서풍을 강

하게 모의하였다. 

Fig.3.1.19 전 지구 북반구 겨울철 평균 200hPa 고도의 동서방향의 풍향 및 풍속을 제외하고 

Fig.3.1.5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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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20 연 평균 및 계절 별 동서 평균된 관측과 GloSea 시스템의 200hPa 에디. 평균 남북순

환 (MMC) (좌), 고정 에디 (우). 운동량 속 (상), 습윤 속 (중), 열 속 (하).

  

  Fig.3.1.20은 상층의 동서 평균된 에디를 나타낸 그림이다. 각 속 (Flux)을 분석한 결과, 

GloSea 시스템은 평균 남북순환 (Mean Meridional Circulation, MMC)의 패턴을 매우 잘 모

의하고 있다. 운동량 속의 경우 여름철 남위 20도 지점 및 적도에서 에디가 과대 모의되

나, 그 이외의 지역 및 계절에 대해서는 해들리 순환에 의한 평균 남북순환을 현실적으

로 모의하고 있음을 보였다. 오차가 크게 나타나는 부분은 고정 에디의 경우로, 열 속의 

경우에는 각 계절의 최대 수송을 보이는 지점에서의 GloSea 시스템의 과대 모의를 제외

한 다른 패턴을 잘 모의하고 있으나, 운동량 속 및 습윤 속의 경우 위도별 오차가 존재

한다. 운동량 속의 경우 GloSea 시스템에서 전반적으로 여름철 적도 부근에서 본래 나타

나는 정점보다 더 남쪽에서 최대 수송이 나타나고 있다. 습윤 속의 경우 GloSea 시스템

에서 겨울철 남반구에서는 과대모의하고, 북반구에서는 과소 모의하는데, GloSea 시스템

에서 보이는 습윤 속의 패턴은 관측 패턴과 반대로 나타난다. 하지만 상층의 경우 습기

가 매우 적은 데다 고정 에디의 경우 해들리 순환 내의 평균이라 본래의 남북 순환과 비

교할 경우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 이에 대한 오차 또한 미미한 편이다. 상층 습윤 

속을 제외한 에디의 전반적인 패턴은 GloSea 시스템에서 잘 모의하고 있다. 그리고 

GloSea4와 GloSea5 간의 차이는 여름철 남반구의 운동량 속을 제외하고 매우 작게 나타

났다. 



- 37 -

Fig.3.1.21 북반구 연평균 500hPa에서의 지위고도 (Geopotential Height). 각각의 그림은 고정 

에디를 평가하기 위하여 동서 평균을 제외한 것을 제외하고 Fig.3.1.5와 동일.

  

  Fig.3.1.21에서는 ECMWF와 GloSea 시스템 사이의 500hPa 고도에서의 고정 에디 패턴

을 비교하였다. 연평균 에디의 패턴은 관측과 GloSea 시스템 모두 비슷하게 나타나며, 모

의 강도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GloSea5 시스템은 GloSea4 시스템에 비하여 에디를 과소 

모의하는 패턴이 감소하였다. 그 이외의 패턴은 대부분이 같으나, 알래스카 상공의 에디

의 강도가 GloSea5에서 크게 나타났다. 이는 지위고도가 높아져 고기압이 강화되는 것과 

동시에 에너지의 교환 또한 활발히 진행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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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22 북반구 여름철 500hPa에서의 지위고도를 제외하고 Fig.3.1.21과 동일.

  

  Fig.3.1.22은 여름철의 고정 에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여름철의 지위고도의 변화는 

겨울철에 비해서 낮은 편이다. GloSea4와 Glosea5 모두 에디의 강도를 과대 모의하는 지

역은 비슷하였다. 그러나 과소 모의하는 지역의 경우 그린란드 지역을 과소 모의하는 것

은 비슷하나, 유라시아 대륙의 과소모의 패턴에서 차이가 났다. 유라시아 대륙만의 지위

고도를 과소 모의하는 GloSea4 시스템과 달리 GloSea5 시스템은 약한 대륙성 에디가 서

태평양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Fig.3.1.13과 비슷한 결과로, 몬순 지역의 저기

압 강화에 의한 대륙성 저기압의 확장이 지위고도의 패턴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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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23 북반구 여름철 500hPa에서의 지위고도를 제외하고 Fig.3.1.21과 동일

  Fig.3.1.23는 북반구 겨울철의 지위고도 및 고정 에디의 패턴을 보여주는데, 관측에서 

여름철보다 에디의 강도가 커지며 한반도 동쪽의 강한 저기압과 유럽 북해의 고기압이 

나타난다. GloSea 시스템 또한 이러한 패턴을 잘 모의하며 다만 그 강도를 달리 모의한

다. 겨울철에 대해서는 GloSea 시스템 간에도 서로의 패턴이 상당히 비슷하게 나타나며, 

GloSea5의 동아시아 지역과 북대서양에서 지위고도 오차 완화가 나타난다. GloSea 시스

템 간의 오차를 보면 대부분의 차이가 GloSea5와 관측과의 오차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GloSea5 시스템이 지위고도 및 에디의 패턴을 이전보다 더 잘 모의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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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습윤과정 관련 변수 비교 검증

1. 강수

  GloSea로 모의하는 강수는 CMAP 관측 데이터를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Fig.3.2.1 CMAP과 GloSea 4 및 5 시스템에 비교하여 모의된 여름철, 겨울철 및 연 평균된 강수

량의 테일러 다이어그램. 1개월 지연시간 (좌), 3개월 지연시간 (우) 자료를 사용.

  Fig.3.2.1은 PCMDI (Program for Climate Model Diagnosis and Intercomparison)의 테일

러 다이어그램으로 모의된 강수의 정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여기에서는 

CMAP 관측과 GloSea4, GloSea5의 1개월 지연시간 데이터와 3개월 지연시간 데이터를 적

용하였다. 관측과 비교하였을 때, 두 지연시간 데이터 모두 0.86~0.93 사이의 매우 높은 

상관성을 보인다. 하지만 3개월 지연시간의 예측이 상관관계가 조금 더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으며, GloSea 시스템 간의 비교를 할 경우 겨울철의 경우 GloSea5가, 여름철의 경우 

GloSea4의 상관성이 더 좋다. 관측과 비교하였을 때의 강수량의 표준편차는 두 지연시간 

예측 모두 관측과 비교하였을 때 두 시스템 모두 과대 모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3.2.2는 여름철, 겨울철 및 연 평균된 강수의 동서 평균된 패턴을 위도에 따라 보이

고 있다. 관측된 강수는 여름철에 북반구 열대수렴대에서 최대값이 나타나며, 겨울철에는 

남반구의 남태평양 수렴대에서 같은 최대값이 나타난다. 두 GloSea 시스템 모두 이러한 

패턴을 잘 모의하고 있으나, 그 강도를 과대 모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철의 

열대수렴대의 과대모의의 경우 다른 전 지구 모델에서도 흔히 나타나지만, GloSea5 시스

템도 이러한 오차를 보였다. GloSea 시스템 모두 강수를 과대 모의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GloSea5 시스템에서 조금 더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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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2 동서 평균된 계절별 평균, 연 평균된 관측과  GloSea4 및 GloSea5 시스템의 강수 비

교. 흑색이 관측, 적색이 GloSea5, 청색이 GloSea4, 연평균 (하), 겨울철 (우, 상),  

여름철 (좌, 상). 단위는 mm day-1.

Fig.3.2.3 관측된 전 지구 연평균 강수량 및 GloSea4와 Glosea5와의 강수 차이를 제외하고 

Fig.3.1.5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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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3.2.3은 전 지구 연평균 강수량의 오차를 나타낸 그림으로 관측에서 연평균 강수는 

적도 지역에 편중되어 나타난다. 특히 인도양과 인도네시아, 미크로네시아 및 태평양 중

앙 전체에 걸치는 열대수렴대 및 남태평양 수렴대 지역에 강수대가 형성된다. GloSea 시

스템 또한 이를 잘 모의하는데, 몇몇 지역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GloSea4 및 GloSea5 시

스템 모두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건조 오차가 나타나고 적도 부근, 남위 30도의 태평양과 

안데스, 히말라야 산맥의 습윤 오차가 나타나며, 이는 GloSea5 시스템에서도 개선되지 않

았다. 특히 히말라야 및 인도 지역에 발생하는 오차는 인도양 쌍극자 모드와 매우 유사

한 패턴의 강수오차가 발생하였다. 북태평양의 강수대의 확장은 몬순과 직접적으로 연관

이 되는 지역이므로 모델의 모의성능이 중요하다. GloSea5 시스템의 특징적인 사항은 

GloSea4보다 남쪽으로 확장되는 남태평양의 강수대와 북태평양의 베트남 동쪽에서 태평

양 중앙까지 확장되는 강수지역이다. 남태평양의 북서-남동으로 기울어지는 남태평양 수

렴대의 강수를 GloSea 시스템 또한 잘 모의하고 있으나, GloSea5에서 조금 더 남동쪽으

로 확장된다. 연평균의 패턴을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으로는 GloSea5의 모의성능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Fig.3.2.4는 여름철 평균 강수량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여름철 평균 강수는 관측의 경

우 북반구 열대수렴대의 띠 모양의 강수대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인도, 베트남 동쪽, 인

도네시아 지역과 멕시코 서쪽 지역에서 강한  강수가  나타난다.  GloSea 시스템의 경우

Fig.3.2.4 관측된 전 지구 북반구 여름철 강수량 및 GloSea4와 Glosea5와의 강수 차이를 제외하

고 Fig.3.2.3과 동일



- 43 -

GloSea5에서 연평균 강수 패턴에서 나타나던 서태평양의 강수대 확장이 더욱 확실하게 

나타난다. 여름철에 발달하는 몬순의 영향을 받아 인도 및 미얀마의 서쪽 해안에서 강한 

강수가 나타나며, 인도와 베트남의 동쪽 해안은 상대적으로 건조하게 모의한다. 이를 인

도양 쌍극자 현상이라고 하는데, GloSea 시스템은 이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절대값의 차

이가 커지며 상대적으로 강수량을 과대 모의하는 경향이 있다. GloSea5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베트남 동쪽의 강수대를 북태평양 중앙까지 확장시키는데, 이는 3절의 지표 변수 

분석에서 Fig.3.1.13과 함께 설명한 같은 지역의 해면기압의 과소 모의와 관계가 있다. 

해면기압이 관측보다 낮아지면서 몬순에 의해 수송되는 수증기들이 구름을 만들기 더 쉽

게 되고, 그에 따라 강수대가 태평양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해수면온도 (Fig.3.1.6)는 관

측이나 GloSea4에 비해 낮지만, 기압의 차이가 강수에 더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Fig.3.2.5 관측된 전 지구 북반구 겨울철 강수량 및 GloSea4와 Glosea5와의 강수 차이를 제외하

고 Fig.3.2.3과 동일

  Fig.3.2.5는 북반구 겨울철의 평균 강수를 나타내었는데, 이 기간의 관측에서는 남태평

양으로 강수대가 확장되는 형태가 나타난다. 겨울철에는 이러한 남태평양 수렴대가 생성

되어 집중적으로 비를 뿌리게 된다. 또한 태평양 적도지역의 강수 또한 증가하는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남쪽과 북쪽에 모두 강수평균장이 나타나는 현상을 이중 적도 수렴

대 (Double ITCZ) 효과라고 하며 GloSea 시스템에서는 이 현상이 관측보다 더 선명하게 

나타난다 (Lin, 2007). GloSea 시스템에서 이 현상이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이유로는 겨울

철의 한랭혀 효과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GloSea4의 경우 Glosea5보다 한랭혀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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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평양까지 확장되는데, 그에 따라 적도 부근의 과대 모의되는 강수대 또한 비슷한 지

점까지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한랭혀가 약하고 그 지역이 덜 확장 되는 

GloSea5 시스템의 경우 이러한 강수대의 확장 또한 덜 일어나게 된다. 또한 GloSea5의 

경우 인도네시아 동쪽의 태평양의 강수 모의를 GloSea4보다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전체적인 겨울철의 강수의 경우에는 GloSea5의 모의성능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Fig.3.2.6 여름철 관측 평균 동아시아 몬순지역의 강수 및 850hPa 높이의 바람장 및 GloSea4와 

GloSea5와의 평균오차를 제외하고 Fig.3.2.3과 동일. 화살표는 850hPa 바람의 풍향 

및 풍속이며 단위는 m s-1. 색 음영은 강수이며 단위는 mm day-1. 

  Fig.3.2.6은 여름철 동아시아-오스트레일리아 몬순지역의 강수량 및 바람장을 나타낸 그

림이다. 동아시아 및 인도네시아 지역의 바람 벡터와 강수를 좀 더 상세히 나타내고 있

는데, 관측에서 소말리 제트를 따라 몬순이 발달하여 인도, 미얀마를 거쳐 인도네시아 및 

한반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모의한 GloSea의 결과는 각각의 

강수에 대하여 강수가 많은 지역을 더 많이, 강수가 없는 지역은 더 적게 모의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또한 GloSea4 시스템에서 과대 모의하던 대륙과 소말리아 지역의 강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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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ea5에서 완화되는 대신 서태평양 연안에서 동쪽으로 확장되는 강수대를 볼 수 있다. 

이 강수대는 이 지역에서 강화되는 서풍과 함께 나타나는데 앞의 Fig.3.1.18에서 설명한 

하층 바람장의 서풍의 확장이 몬순에 매우 크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GloSea5는 GloSea4보다 여름철 몬순의 강수를 더 현실적으로 모의하지 못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Fig.3.2.7 여름철 관측 평균 동아시아 몬순지역의 해면기압 및 850hPa 높이의 바람장 및 

GloSea4와 GloSea5와의 평균오차를 제외하고 Fig.3.2.6과 동일.

  Fig.3.2.7은 Fig.3.2.6와 같은 바람장을 해면기압과 비교한 그림으로, 앞서 설명한 

GloSea5의 강수대의 확장과 비슷한 형태의 저기압의 확장을 볼 수 있다. GloSea5의 오차 

그림에서 서태평양으로 확장된 저기압의 중심을 따라 바람 또한 반시계 방향으로 순환하

는 오차를 보이며, Fig.3.2.6과 비교하였을 때 이는 GloSea5에서 모의하는 몬순이 확장된 

저기압의 중심을 따라 과대 발달하여 강수를 일으켰음을 알 수 있다. 또한 GloSea5는 대

륙의 기압을 보다 더 낮게 모의하는데 이 대륙 저기압이 GloSea4보다 강하게 모의된 하

층제트에 의해 동태평양까지 더 발달하게 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GloSea4 시스템

에서도 이러한 확장이 나타나나, 그 오차가 크지 않아 Fig.3.2.6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강

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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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8 동서 평균된 계절별 평균, 연 평균된 관측과 3개월 GloSea4 및 GloSea5 시스템의 증

발 비교를 제외하고 Fig.3.2.2와 동일.

  

  Fig.3.2.8은 해수면에서의 증발량을 동서 평균하여 나타낸 그림이다. 관측된 증발량의 

경우 남위 20도와 북위 10도 지점에서 최대 증발량이 나타나며, 적도 지점에서는 증발량

이 주위보다 더 작게 나타난다. GloSea 시스템의 경우 중위도 및 고위도 지역의 증발량

은 잘 모의하나, 저위도 지역의 증발량을 과대 모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발량의 경우 

GloSea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과대 모의하나, 패턴의 경우 어느 정도 관측을 따라가는 것

으로 나타났다. 적도 지역의 경우 바로 남반구와 북반구의 저위도 지역보다 증발량이 낮

은데, 이는 적도 지역에 나타나는 약한 수온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한랭혀 

효과로 과소 모의하는 GloSea 시스템의 경우 적도지역에서 오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

났다.

  Fig.3.2.9는 여름철의 증발량을 나타낸 그림이다. 관측에서는 인도양 및 오스트레일리아

에서 강한 증발이 나타나는데, GloSea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이를 과대 모의하며, 증발량

이 높은 지역인 인도양 지역에서 더욱 과대 모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수면 

온도에서 한랭혀 오차가 나타나는 지역의 경우, 증발량 또한 GloSea 시스템이 관측보다 

과소 모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수면 온도가 낮을수록 증발량이 감소하는 것

과 관련되어 있다. GloSea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증발량을 과대 모의하나, 수온을 전체적

으로 낮게 나타내는 GloSea5의 경우, 증발량 또한 GloSea4에 비해 낮게 재현되었다.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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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9 북반구 여름철 평균 관측 및 GloSea 시스템의 증발량 및 그 오차를 제외하고 

Fig.3.2.3과 동일.

철 북태평양의 한랭 오차가 나타났던 지역은 관측과 비슷하게 모의되었다. 하지만 전체

적으로 GloSea5 시스템에서 증발량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Fig.3.2.10은 북반구 겨울철의 증발량을 나타낸 그림으로, 관측에서 동북아시아 및 걸프 

해류가 흐르는 서대서양 지역에서 과다한 증발이 일어남이 관측되었다. 하지만 GloSea 

시스템에서는 이를 과소 모의하며, 특히 걸프 해류 지역의 증발량을 크게 과소 모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ig.3.2.9와는 반대로 북반구의 증발량을 과대 모의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GloSea 시스템 간의 비교 결과, 전체적인 오차는 GloSea5가 GloSea4보다 작아지

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서대서양의 걸프 해류가 흐르는 지역의 증발량 과소 모의를 

GloSea5가 GloSea4에 비해 상당량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랭혀 지역에 나

타나는 증발량이 과소모의되는 지역이 Fig.3.2.9에 나타나는 여름철의 패턴에 피해 매우 

좁으며, 증발량의 오차 또한 더 작게 나타난다. 한랭혀 오차의 경우 겨울철에 더 커지는

데, 증발량의 경우 같은 지역에서 여름철에 그 오차가 더 커지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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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10 북반구 겨울철 평균 관측 및 GloSea 시스템의 증발량 및 그 오차. 이를 제외하고 

Fig.3.2.3과 동일

Fig.3.2.11 동서 평균된 계절별 평균, 연 평균된 관측과 1개월 GloSea4 및 GloSea5 시스템의 

강수와 증발의 차이 비교. 이를 제외하고 Fig.3.2.2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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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3.2.11에서 강수량과 증발량의 동서 평균된 차이 (P-E)를 나타내고 있다. 세 그래프

에서 전체적으로 GloSea 시스템이 P-E의 패턴을 상당히 잘 모의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

다. 여름철의 열대수렴대 지역과 겨울철 남태평양 수렴대의 높은 P-E 또한 GloSea 시스

템이 잘 모의하고 있으며, 그 반대의 건조한 지역도 매우 잘 모의하고 있다. 적도 지역 

및 북반구 고위도 지역에서 오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GloSea 시스템이 패턴과 실제 값을 매우 잘 모의하고 있으며, 두 시스템 간의 오차 또한 

서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Fig.3.2.12는 연 평균 P-E 차이를 나타낸 그림이다. 관측에서는 인도네시아 및 적도 태

평양과 인도양 지역에서 습윤하게 나타나며 저위도 지역에서 건조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GloSea 시스템의 경우, 인도네시아 지역을 더 건조하게 모의하면서 열대 수

렴대 및 남태평양 수렴대를 더 습윤하게 모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ig.3.2.3에서 

나타나는 GloSea 시스템의 강수 과대모의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지

역의 경우에는 증발량의 과대 모의와 강수의 과소 모의가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GloSea5 시스템의 경우, 강수에서 나타났던 패턴과 유사하게 남태평양 수렴대 지역을 

더 습윤하게 모의하였으며, 서태평양의 경우 강수와 증발량의 과대 모의가 복합되어 

GloSea4보다 더 습윤하게 모의되었다.

Fig.3.2.12 연 평균 관측 및 GloSea 시스템의 강수와 증발량 차이 및 시스템의 오차를 제외하고 

Fig.3.2.3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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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13 북반구 여름철 평균 관측 및 GloSea 시스템의 강수와 증발량 차이 및 시스템의 오차

를 제외하고 Fig.3.2.3과 동일.

  Fig.3.2.13은 여름철의 습윤 오차에 대하여 나타내고 있는데, 관측에서는 열대수렴대의 

습윤 지역 확대가 두드러지며, 남반구의 바다는 대체로 건조하게 나타난다. P-E 오차가 

크게 나타나는 지역은 강수를 과대 모의한 베트남 동쪽 지역이다 (Fig.3.2.4). GloSea5는 

이 지역에서 강수의 패턴과 같이 습윤하게 모의하였다. GloSea 시스템은 공통적으로 인

도양, 인도네시아 및 적도 지역을 건조하게 모의하였는데, GloSea5 시스템은 인도양 및 

인도네시아 지역을 GloSea4보다 더 건조하게 모의하며 관측과의 오차가 더 크게 나타났

다. 적도 지역의 경우 GloSea5 시스템이 GloSea4보다 더 관측과 유사하게 모의하나 

GloSea5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GloSea 시스템은 Fig.3.2.9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저위도 지역에서 증발량을 과대 모의하기 때문에 강수가 본래 강하게 모의되

는 지역 이외에는 보통보다 더 건조한 기후로 모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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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14 북반구 겨울철 평균 관측 및 GloSea 시스템의 강수와 증발량 차이 및 시스템의 오차

를 제외하고 Fig.3.2.3과 동일.

  Fig.3.2.14는 북반구 겨울철에 대하여 습윤 오차를 나타낸 그림이다. 겨울철의 경우, 관

측에서 북반구와 남반구의 중위도 지역에서 건조한 기후가 나타나며, 남태평양 수렴대 

및 인도양에서 습윤한 기후가 나타난다. 또한 적도의 열대 수렴대를 따라서 약한 습윤기

후가 나타나는데, 이는 Fig.3.2.10에서 설명한 이중 적도 수렴대의 효과와 관련되어 있다. 

GloSea 시스템의 경우, Fig.3.2.10에서 나타난 강수의 패턴과 매우 유사하게 모의하고 있

으며 남태평양 수렴대의 확장 및 강화 또한 두 시스템에서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뉴질랜드 동쪽 및 중-서 태평양 지역에서는 관측보다 더욱 건조한 기후로 모의된다. 

GloSea 시스템 간의 차이의 경우에는 Fig.3.2.10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전체적으로는 GloSea5의 모의성능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구름 복사 강제력

구름 복사 강제력 (Cloud Radiative Forcing, CRF)은 복사 에너지 수지에 대한 구름의 

영향으로 정의되는데, 이런 구름 복사 강제력은 대기 상한에서의 복사와 구름이 없는 대

기에서의 복사의 차이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 이는 지표에 미치는 구름의 영향을 뜻한

다.

  Fig.3.2.15은 계절별 동서 평균 단파와 장파 복사에너지를 CERES 위성 관측과 GloSea 

시스템을 비교한 것이다. GloSea 시스템의 경우 모두 CERES와 유사한 기후값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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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15 동서 평균한 구름 복사 강제력. 단파(상), 장파(중), 순 구름 복사 강제력. 굵은 검은 

실선은 CERES, 파랑 실선은 GloSea4, 그리고 빨강 실선은 GloSea5. 계절별로 여름

철(JJA), 겨울철(DJF), 그리고 연평균(ANN)을 나타냄. 단위는 W m-2.

 

이는 구름 복사강제력이 관측과 유사하게 모의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GloSea시스템에

서 위도별의 오차를 보이는데 이는 각 반구의 여름철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크게 나타난

다. 여름철의 경우 남반구의 중위도에서 오차가 더 두드러진다.

  구름 복사 강제력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위해서 동서 평균된 단파, 장파와 순 복사

에너지를 전 지구 평균하였다 (Fig.3.2.16). 대기 상한의 에너지 균형의 결과와 동일하게  

GloSea 시스템에서는 단파 구름 복사 강제력은 CERES 위성 관측에 비해서 과대 모의하

며, 장파 구름 복사 강제력은 CERES 과소 모의를 한다. 그리고 순 구름 복사 강제력은 

CERES 대비 GloSea 시스템에서 과냉각 효과를 보인다. 이러한 정량적인 단파, 장파 및 

순 구름 복사 강제력 결과는 CMIP5 모델 평균 결과값과 동일하다 (Calisto et al. 2014). 

이는 GloSea 계절 예측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모델이 CMIP5 모델 결과와 동일한 경향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GloSea4와 GloSea5의 비교 시, GloSea4가 단파 구름 강제 복사력을 

과대 모의하며, CERES 위성 값과의 오차 또한 크다.  하지만 장파 구름 복사 강제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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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16 전지구 평균한 구름 복사 강제력. 각각의 막대는 GloSea4 (파랑), GloSea5(주

황)과 CERES(회색)를 나타냄. 단파 복사에너지 (좌)와 장파 복사에너지 (중), 

그리고 순 복사 에너지 (우). 양의 속은 상향 복사를 나타냄. 단위는 W m-2.

GloSea5가 과소 모의를 하며, CERES와 비교 시 오차 또한 GloSea5에서 더 크게 나타난

다. 순 구름 복사 강제력은 과소 모의된 GloSea5의 장파 복사 강제력에 의해서 GloSea5

가 CERES 관측에 비해서 과냉각 효과를 보이며, GloSea4와 비교 시에도 구름에 의한 과

대 냉각 효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

  Fig.3.2.17는 단파, 장파 및 순 구름 복사 강제력에 대한 CERES 위성 관측값과 

GloSea 시스템간의 오차를 나타낸 위도-경도 공간분포이다. 단파 구름 복사 강제력에 

대한 CERES 대비 오차에서는 GloSea4와 GloSea5 모두 적도 지역의 쌍극자형 오차를 

보이며, 장파 구름 복사 강제력의 오차 또한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이러한 구름 복사 강

제력 분포는 CMIP5 모델들에서도 나타났지만 CMIP5 모델들 간에도 서로 다른 쌍극자

형 오차 분포이며, 이는 장파 구름 복사 에너지에서도 같았다 (Calisto et al. 2014). 이

는 모델간의 특성으로 모델마다 고유의 구조적인 오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GloSea5에서는 중위도와 고위도에서는 오차 분포가 넓어졌지만, 적도 지역에서는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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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17 구름 복사 강제력의 위도-경도 공간분포. 단파 (상), 장파 (중) 및 순 (하) 구름 복사 

강제력의 연 평균 (ANN) (좌) CERES , (중) CERES와 GloSea5의 오차, (하) 

CERES와 GloSea4의 오차. 단위는 W m-2. 

정도가 향상 되었다. 특히 적도 지역에서 나타나던 과대 냉각 구름 복사 강제력에 대한 

부분이 향상 되었다. 하지만 GloSea 시스템 내에서의 모델의 계통적인 오차는 여전히 남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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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계절예측 성능 진단 평가

  본 장에서는 GloSea5 시스템에서 모의되는 계절예측과 관련 있는 기후변동 인자를 재

현하고, 관측 및 위성 자료와 비교 평가한다. 또한 GloSea 시스템의 이전 버전인 

GloSea4 (GloSea4) 시스템과 동일한 조건으로 비교 분석하여, GloSea5 (GloSea5) 계

절예측 시스템의 구조적 오차 개선 내용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시공간적 규모를 기

반으로, 첫 번째로 기후 변동인자 중에서 경년 변동을 대표하는 엘니뇨-남방진동 

(El-Nino southern oscillation, ENSO)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엘니뇨-남방진동은 

적도 부근의 해수면 온도의 변동성을 대표하지만 이는 원격상관에 의해서 중위도 지역의 

계절 예측성능을 좌우하는 인자이기도 하다. 이러한 적도지역 해수면온도 예측성능 분석

을 위하여 NINO3, NINO3.4, NINO4 지수를 이용하여 관측 자료와 함께 비교하였다. 

또한 겨울철 중위도 지역의 기후 변동에 밀접한 상관성이 있는 북극 진동 (Arctic 

Oscillation, AO)과 동아시아 겨울 몬순(East Asian Winter Monsoon, EAWM)의 예측

성을 분석하여, 한반도 겨울철 기온과 강수량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예측성 평가를 실시

하였다. 또한 여름철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특성인 메이유-바이유-장마

(Maiyu-Baiyu-Changma)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아시아 여름몬순(East Asian 

Summer Monsoon)의 예측성을 분석하여, 한반도 지역의 강수량의 경년변동과 여름철몬

순지수간의 상관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계절 내 기후변동 인자의 대표적인 매든-줄리안 

진동(Madden-Julian Oscillation, MJO)을 이용하여, 계절 내 주기 (30-90일)의 적도

지역의 대류현상의 예측성능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중위도 지역의 원격상관을 공간규모 

변동성 예측성능 또한 관측 값과 비교 평가하였다. 또한 하루내의 짧은 시간 규모인 낮

밤의 대류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강수일변동을 관측 자료와 함께 분석하고 비교 평가하

였다. 

  마지막으로 위험기상 예측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북서태평양 태풍의 영향을 직간접적

으로 영향을 받는 동아시아 기후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수면 온도와 바람시어를 이용하

여, 태풍진단지수 중의 하나인 태풍누적에너지 (Accumulated Cyclone Energy, ACE) 

지수 및 파워 소실 지수 (Power Dissipation Index, PDI) 지수의 예측성능을 평가하였

고, 열대저기압 잠재발생지수 (Genesis Potential Index, GPI)의 공간분포를 각 성분에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한반도지역의 여름철과 겨울철의 위험기상에 대한 평가

를 실시하고, GloSea 시스템에서 이런 위험기상을 제대로 예측 할 수 있는지 그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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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전지구 기온 및 강수량 예측 성능

   본 절에서는 기상청의 GloSea5의 기후변동모드들의 예측성을 평가하기 이전에 전반

적인 GloSea5 시스템의 여름철의 지상온도, 850hPa 동서바람, 강수량의 예측성을 분석

하였다. Fig.4.1.1은 ERA-interim 재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GloSea4와 GloSea5의 지

상온도 예측성을 분석하였다. GloSea4, GloSea5 시스템 모두 지상온도의 예측성은 대부

분 해양지역의 예측성이 지상지역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이는 해양과 지면의 열용량의 

차이로 나타나는 특성으로 보인다. 즉, 지표면온도보다 해수면온도의 예측성이 지연시간 

(lead time)에 따른 예측성 감소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1개월 지연시간에서도 북서태

평양지역의 예측성은 두 시스템 모두 통계적 유의성 90%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쿠로시오 해류에 대한 해류 시스템의 구조적 오차가 이를 유도하는 것을 사

료된다. 또한, 대서양의 지상온도 예측성은 2개월 지연시간 이후에는 예측성을 보이지 않

는다. 전체적인 지상온도의 예측성은 GloSea4와 GloSea5 모두 유사한 공간 분포를 보

인다. 하지만 GloSea5에서 서태평양지역의 온난해수역 (warm pool region) 지역의 예

측성이 GloSea4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5개월 지연시간의 공간분

포에서는 GloSea4에서는 온난해수지역의 예측성이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

나, GloSea5에서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Fig.4.1.1 GloSea4와 GloSea5 시스템의 5월 초기화 자료의 지연시간에 따른 지상온도의 예측

성 평가 (회색은 통계적 유의성 90% 이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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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4.1.2는 여름철 몬순과 연관성이 높은 850 hPa 동서방향의 예측성을 평가한 그림

이다. 1개월 지연시간에 따른 동서바람의 예측성은 GloSea4와 GloSea5가 상당히 유사

한 패턴을 보이나, 3개월 지연시간 예측성에서 GloSea5가 서태평양 온난해수 지역의 예

측성이 GloSea4 시스템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예측성을 보인다. 이는 3장에서 언

급한 대로 GloSea5에서 동서바람의 관측과 비교하여 바람이 강하게 모의되면서 여름 몬

순 골을 좀 더 현실적으로 모의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료된다.

Fig.4.1.2 GloSea4와 GloSea5 시스템의 5월 초기화 자료의 지연시간에 따른 850hPa의 동서방

향 바람의 예측성 평가 (회색은 통계적 유의성 90% 이하 지역)

  Fig.4.1.3은 GPCP 강수량 자료를 이용하여, GloSea4와 GloSea5 시스템의 5월 초기

화 자료를 이용하여 지연시간에 따른 강수량 예측성을 분석한 그림이다. 강수 예측성은 

대류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적도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강수량 예측성은 대부분 통계

적 유의성이 90%이하로 나타난다. 특히 대서양 지역의 강수 예측성은 지상온도 예측성

과 마찬가지로 2개월 지연시간 이후에는 예측성에 두 시스템 모두 현저하게 낮아지는 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Wang et al. (2009)의 APCC/CiPAS 앙상블 모델의 강수 자료를 

이용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예측성 평가를 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도 적도지역의 예측성

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이러한 예측성은 계절적 변동성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동태평양 지역의 예측성이 서태평양 온난해수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예측성이 

지속시간에 관계없이 높게 유지된다. GloSea5 시스템에서는 서태평양 온난해수 지역의 

예측성이 GloSea4 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는 지연시간에 따라 GloSea4의 예측성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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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GloSea5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는 적도지역의 지상온도 예측성과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상온도의 예측성이 대류활동성과 큰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

상온도 예측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강수량 예측성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

다. 

  일반적인 상관계수 분석으로는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는 내륙지역의 대략적인 

예측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ROC (Relative Operating Characteristics) 스코어를 이용

하였다. Fig.4.1.4와 4.15는 GloSea5 시스템의 5월 초기장 지상온도 및 강수량 자료를 

이용하여, 6-8월간 평균된 자료와 11월 초기장 자료를 이용한 12-2월간 평균된 자료

를 이용하여 ROC. 스코어를 나타는 그림이다. 모델의 비교자료는 Climatic Research 

Unit (CRU)의 지상온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때 각 격자의 자료를 이용하기에는 모델

과 관측의 수평해상도가 다르기 때문에 전 지구를 위도 20도, 경도 40도 단위로 격자 

평균하여 ROC 평가를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여름철과 겨울철 모두 상분위와 하분위의 

지상온도의 예측성은 GloSea5 시스템에서 잘 모의하고 있다. 반면에 중분위로 나눠지는 

해의 지상온도는 다른 두 분위보다 낮은 예측성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적도지역의 예측

성능보다 북반구 중위도 지역의 예측성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GloSea5 시스템

이 GloSea4 시스템보다 ROC 스코어가 높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유럽과 아프리카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는 GloSea5 시스템의 개선이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에 많은 개선

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Fig.4.1.3 GloSea4와 GloSea5 시스템의 5월 초기화 자료의 지연시간에 따른 강수량의 예측성 

평가 (회색은 통계적 유의성 90% 이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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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1.4 GloSea5 시스템의 5월 (11월) 초기화 자료의 여름철 (겨울철) 평균 지상온도 

ROC 스코어 (표시된 지역은 GloSea4보다 GloSea5에서 ROC 스코어가 높은 지

역)

  Fig.4.1.5는 같은 방법으로 지면 강수량을 평가한 그림이다. 강수량의 경우 전반적으로 

계절과 관계없이 지상온도보다 예측성능이 좋지 않은 평가를 보이고 있다. 한 예로 여름

철의 경우 호주와 시베리아 고위도 지역의 예측성능은 3분위 모두 상대적으로 예측성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여름철 하분위의 경우 동아시아지역의 예측성이 다른 지역

보다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는 것은 동아시아의 가뭄과 같은 이상기후의 예측성능이 

GloSea5에서 낮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강수량의 경우 지상온도와는 다르게 GloSea5에

서 개선된 지역이 뚜렷하지 않다. 특히 북반구 고위도 지역의 예측성은 GloSea4와 

GloSea5 시스템이 유사한 예측성을 보여주고 있다. 겨울철 강수량의 경우 전반적으로 

여름철보다 예측성능이 낮게 나타난다. 특히, 중국, 몽골지역의 예측성능은 삼분위 전체

적으로 낮은 예측성능을 보이고 있으며, 하분위의 경우 0.3의 ROC 스코어를 보이며 낮

은 예측성능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호주의 경우 여름보다 예측성능이 더 높게 나타났는

데, 이는 남반구의 여름철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겨울철보다 높은 예측성능을 보이는 

것을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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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1.5 GloSea5 시스템의 5월 (11월) 초기화 자료의 여름철 (겨울철) 평균 강수량 

ROC 스코어 (표시된 지역은 GloSea4보다 GloSea5에서 ROC 스코어가 높은 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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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주요 기후변동 모의 예측 성능

1. 엘니뇨-남방진동 (El Nino-Southern Oscillation, ENSO)

  GloSea5의 엘리뇨-남방진동의 경년 변동 예측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Optimum 

interpolation Sea Surface temperature (OISST) 월자료를 이용하여, 해수면온도의 예

측성능 평가를 실시하였다. Fig.4.2.1는 GloSea4와 GloSea5의 5월 예측자료를 이용한 

5개월간의 해수면 온도의 예측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1개월 지연시간의 해수면 온도 예

측성능 분포도는 두 시스템 모두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8월 예측성에서부터 

인도양의 해수면 온도를 예측성능이 GloSea5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패턴을 보이고 있

다. 그리고 대서양의 해수면 온도의 예측성 또한 GloSea5에서 상당히 많은 개선을 보이

며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10월 예측장에서 인도차이나, 말레이시아 반도의 

지역의 온난해수 예측과 인도양의 예측이 GloSea4에서는 음의 상관성을 보이고 있으나, 

GloSea5에서는 음의 상관성이 사라진다. 이는 3장에서 언급한대로 대부분의 대기-해양 

결합 모델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오차인 적도지역의 해수면 온도 한랭혀 (Cold tongue)

가 GloSea5에서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Fig.4.2.1 GloSea4와 GloSea5 시스템의 5월 초기화 자료의 지연시간에 따른 해수면 온도

의 예측성 평가 (회색은 통계적 유의성 90% 이하 지역)

  GloSea5의 NINO지역의 해수면 온도 아노말리의 계절내, 경년 변동을 분석하기 위하

여 Fig.4.2.2과 4.2.3에서 NINO3.4지역과 NINO4지역의 해수면 온도 편차장의 시계열

을 평가하였다. 관측자료인 OS-SST 자료는 검은 실선으로 나타내고 각 초기장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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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상블은 파란, 하늘, 오렌지색으로 나타내고, 앙상블 평균은 붉은색으로 나타내었다. 

Fig.4.2.2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GloSea5 시스템에서는 여름철에 NINO지역의 아노말리

가 계절에 따라 발달하는 현상과 겨울철에 계절이 바뀌면서 쇠퇴하는 패턴은 모델에서 

잘 모의된다. 그러나 1997-1998년도의 엘니뇨 기간의 해수면 온도 아노말리는 관측보

다 과도하게 모의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는 GloSea4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GloSea 계절예측 시스템의 구조적인 오차이다. 이는 GloSea 시스템에서 극값으로 강하

게 변동하는 경우, 모델에서 그러한 현상을 과도하게 모의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엘니뇨 기간과 라니냐 기간의 해수면 온도 아노말리는 상대적으로 잘 

모의하고 있다. 또한 계절적으로는 봄철의 초기장을 이용한 실험의 경우 앙상블간의 편

차가 가을 초기장의 실험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NINO4 지수의 경우에도 NINO3.4 지수와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1997-1998년 엘니뇨 기간의 해수면온도 아노말리를 상대적으로 강

하게 모의하고 있으며, 가을 초기장의 실험이 봄철 초기장 실험보다 앙상블 실험의 편차

가 적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NINO4 지역의 봄철 초기장을 기반으로 한 

해수면온도 아노말리의 예측결과는 2000년 이전의 예측성이 2000년 이후의 예측성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Fig.4.2.2 NINO3.4 지역의 관측과 GloSea5 시스템의 해수면 온도 아노말리의 시계열(좌: 5월 

초기장, 우: 9월 초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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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2.3 NINO4 지역의 관측과 GloSea5 시스템의 해수면 온도 아노말리의 시계열 (좌: 5월 초

기장, 우: 9월 초기장)

 

  지속시간에 따른 NINO지수의 예측성을 관측 지속모드와 GloSea4, GloSea5 예측모드 

성능을 비교하기 위하여 봄철을 대표하는 5월 초기화 실험과 가을을 대표하는 9월 초기

화 실험을 비교 평가 하였다. Fig.4.2.4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여름철 기간의 NINO지역

의 관측 지속모드는 초기 지속시간부터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특히 NINO3.4지역

의 지속모드는 두 시스템의 예측 모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보인다. 즉 두 시

스템의 NINO3.4지역의 계절 예측성능은 전체적으로 높으나, GloSea5의 예측성이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는  MacLachlan et al. (2014)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 또한 

봄철 초기장의 NINO4 지역의 예측성의 경우 GloSea4의 예측 모드와 관측의 지속모두 

0.8에서 시작해서 지속시간에 따라 감소하여 4개월의 지속시간 이후로는 0.5 이하로 내

려가는 것을 보인다. 그러나 3개월 지속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관측 지속모드에서는 지속

적으로 감소하나 GloSea4에서는 예측성의 감소를 보이지 않고 유지된다. GloSea5 시스

템 또한 지속시간에 따라 예측성이 감소하지만 GloSea4 보다 감소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예측성능이 개선된 점을 보인다. 반면에 다른 계절예측성능 검증 연구 (Kim et al., 

2009; Jin et al., 2009)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가을철 초기장을 이용한 실험의 경우 관

측 지속 모드와 두 시스템의 예측 모드가 NINO3.4와 NINO4지역의 예측성이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봄철의 해수면온도 아노말리는 다른 계절보다 복잡한 메커니즘

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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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2.4 5월 (상)과 9월 (하) 초기장을 이용한 NINO3.4 지역과 NINO4에 따른 관측 지

속모드 (붉은선)와 GloSea4 (녹색선)와 GloSea5 (검은선) 예측모드의 해수면 

온도 아노말리 예측성 비교

  NINO 지수들의 예측성을 아노말리 상관계수 (Anomaly Correlation Coefficient, 

ACC)와 표준오차 (Root Mean Square Error, RMSE)를 각 12개월 동안 지속시간에 

따라 Fig.4.2.5와 4.2.6로 나타내었다. 두 그림에서 막대 그래프 (bar graph)는 12개월 

평균값을 나타내고, 각 점들은 12개월의 초기장 실험의 개별 값을 나타낸다. GloSea5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ACC의 경향성은 지속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패턴을 보인다. 반면에 

RMSE는 지속시간에 따라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NINO 지수에 관계없

이 초기 1개월 지속시간은 약 0.88~0.92의 ACC값을 GloSea5에서 보이고 있고, 5개월 

뒤의 예측성은 NINO4 지역에서 0.75 이상을 유지한다. 반면의 GloSea4 시스템의 경우 

5개월 뒤의 예측성은 약 0.7로 GloSea5 시스템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시간에 따른 

NINO3.4의 예측성 감소는 상대적으로 적으나, NINO4과 NINO4 지역의 감소는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NINO지역에 따른 다른 감소 패턴은 GloSea4 시스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Jin et al. (2008) 연구에서는 분석한 SNU와 MPI 모델의 NINO3.4 

지역의 예측성은 초기 5개월 이후의 ACC가 0.75 정도로 GloSea5모델에서는 0.85로 상

대적으로 GloSea5모델의 NINO 3.4 지역의 예측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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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2.5 GloSea5 시스템의 12개월 동안 지속시간에 따른 NINO3, 

NINO3.4 NINO4 지역의 해수면 온도 아노말리 상관계수 

(ACC)

 

Fig.4.2.6 GloSea5 시스템의 12개월 동안 지속시간에 따른 NINO3, 

NINO3.4 NINO4 지역의 해수면 온도 아노말리 표준오차 

(RM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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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NO 지수별 지속시간에 따른 RMSE의 증가 경향성은 ACC결과와 반대로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준다 (Fig.4.2.6). 계절에 따른 실험간의 편차는 ACC 결과와 비교하여 상대

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NINO 지수별로 보면 NINO4 지역의 RMSE가 가장 작고, 

NINO3.4와 NINO3 지역이 상대적으로 RMSE가 크게 나타난다. 이는 동태평양으로 해

수면 온도가 치중되는 지수일수록 상대적인 RMSE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뜻한다. 이는 

동태평양지역의 구조적 오차인 한랭혀 (Cold tongue)의 영향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NINO별 RMSE의 오차 패턴은 GloSea4 시스템과 상대적으로 유사하

다. 그러나 GloSea4 시스템의 경우 NINO4와 NINO3.4의 5개월 뒤 지속시간의 RMSE 

값이 유사하게 0.6으로 나타나나, GloSea5 시스템에서는 NINO4 지역의 RMSE가 0.45

로 줄어들었다. 이는 GloSea5 시스템에서 온난해수 (warm pool) 지역의 구조적 오차가 

개선된 결과로 사료된다.

Fig.4.2.7 GloSea 시스템의 12개월 초기장 실험의 5개월 

지속시간동안  NINO 지역에 따른 OISST 관측

과 GloSea4 시스템의 해수면 온도 아노말리 상

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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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Sea4와 GloSea5 시스템의 엘니뇨-남방지수 지수의 계절적 예측성 민감도를 분석

하기 위하여, 1년간 월별 초기장 자료의 5개월 지속시간에 대하여 ACC 분석 결과를 비

교하여 Fig.4.2.7에 나타내었다. 각 NINO 지수별 초기화 월별의 감소 패턴은 GloSea4 

시스템과 GloSea5 시스템 모두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하지만 GloSea4 시스템

에서는 NINO3과 NINO4 지수가 몇 개월의 지연시간 이후에 ACC가 0.6 이하의 값을 

보이는 반면, GloSea5 시스템에서는 지연시간에 관계없이 ACC 값이 전체적으로 0.6 이

상을 값을 보인다. 이 결과는 GloSea5의 해수면온도 예측성능이 지연시간의 흐름에 따

라 상당히 개선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계절적으로 NINO 지수의 예측성능을 비교하면 

겨울철 해수면 온도 아노말리의 발달시기에서는 두 시스템 모두 예측성능이 상대적으로 

좋게 나타난다. 하지만 여름철의 예측성능은 다른 계절의 예측성보다 더 낮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NINO 지수별로 초기화 실험에 따라 급격히 예측성능이 감소

되는 계절이 다르게 나타난다. NINO3에서는 2-3월 초기장 실험의 예측성이 다른 월에 

수행한 앙상블 실험에 비해서 예측성능이 낮게 나타나고, NINO3.4에서는 4-5월초기화 

자료를 이용한 앙상블 실험의 예측성능이 가장 낮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NINO4 지수

의 경우, 그 보다 1-2달 늦은 6-7월의 초기화 자료를 이용한 앙상블 실험의 예측성능

이 3개월 지연시간 이후로 급격히 감소하는 패턴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동태평양 지

역에 가까운 NINO 지수일수록 이른 봄에서부터 서태평양에 가까운 NINO 지수일수록 

여름철의 예측성 장벽 (Predictability barrier)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적도지

역의 대표적인 변동성 지수인 NINO3.4의 경우 대부분의 대기-해양 결합모델의 봄철 

(3-4월) 예측성능이 다른 계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예측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특성을 봄철 예측 장벽 (Spring Predictability Barrier)라고 칭해지며, 이는 대기-해양 

결합모델의 내부적인 변동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구조적 오차이다 (Kim et al., 2009). 

또한 이 NINO3.4 지역의 해수면 온도 아노말리의 여름철 경년 변동의 경우 북서태평양

의 태풍활동성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Emanuel, 2005). 이러한 역학모델의 봄

철 해수면온도 예측성의 구조적인 오차는 여름철 북서태평양의 태풍 예측성에도 많은 영

향을 미치며, 전지구 역학모델에서 태풍예측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반적인 해수면온도 예측성은 GloSea4시스템보다 GloSea5시

스템에서 많은 개선이 나타났다. 이는 GloSea5시스템에서 해양-해빙의 초기화 기법이 

GloSea4에 비하여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NEMOVAR (Mogensen et al., 

2012; Waters et al., 2014)는 다변량 3DVAR FGAT(first guess at appropriate) 시

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기법으로, 일변화를 고려하는 기법이다. 이때, 위성과 관측의 해수

면온도와 해면기압 및 지표층내 온도 및 염분의 프로파일 및 위성의 해빙자료를 자료 동

화하는 기법이다. 또한 위성에서 제공하는 해수면온도의 구조적오차를 개선하는 오차개

선기법 (bias correction scheme)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GloSea4 시스템보다 

엘니뇨 지수에 따른 예측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개선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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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2.8 5월 초기장을 이용한 NINO3.4 지역과 NINO4에 따른 NMME 모델들과 GloSea 시스

템의 예측성 평가

  

  GloSea 시스템의 다른 계절예측시스템들과 비교하여 모델간 평가를 Fig 4.2.8과 

4.2.9에 5월 초기장과 10월 초기장을 이용하여 GloSea 시스템과 NMME 모델의 

NINO3.4와 NINO4 지수 예측성을 분석하였다. NINO3.4 지수의 5월 초기장 예측성능

의 경우 예측성이 1개월 지연시간일 때 약 0.67에서 0.86의 예측성능이 나타난다. 이는 

관측 지속모드 보다 더 높은 예측지수로 대부분의 계절예측시스템의 예측성이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하지만 CM2.1 모델의 경우 예측성능이 타 모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GloSea5 시스템은 다른 모델보다 지연시간에 따라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예측성능을 보이고 있다. NINO4 지수의 경우 관측지속모드와 모델의 예측성이 비

슷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여기에서도 CM2.1 모델의 예측성은 다른 모델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고, 다른 모델들은 0.78~0.85로 유사한 예측성능을 보인다. CFSv2 시스템의 

경우 3개월 지속시간 이후에 예측성능이 다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지만 대부분의 모델

의 경우 감소하거나 유지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10월 초기장 예측성의 경우 

NINO3.4 지수의 예측성능은 모델마다 상당히 비슷한 예측성능으로 시작된다. CFSv2 

시스템의 경우 4개월 지연시간 이후로 NINO3.4 지수의 예측성능이 다른 모델보다 상대

적으로 빠르게 떨어진다. 이는 CanCM3와 CM2.1도 유사한 패턴을 보이지만, GloSea 시

스템과 CanCM4의 경우 늦은 지속시간에서도 높은 예측성능을 보인다. 반면의 NINO4 

지역의 경우 CM2.1과 CFSv2의 경우 초기 1개월 지속시간의 예측성능 또한 0.75, 0.68 

정도의 낮은 상관계수에서 시작한다. 지속시간에 따른 증감 패턴은 대부분의 모델이 동

일하게 나타나나, CFSv2의 경우 2개월 후 예측성이 통계적 유의성을 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는 온난해수 지역의 예측성이 다른 모델들 보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나

타나는 결과로 사료된다. 



- 69 -

Fig.4.2.9 10월 초기장을 이용한 NINO3.4 지역과 NINO4에 따른 NMME 모델들과 GloSea 시

스템의 예측성 평가

  엘니뇨-남방진동 모드에 따른 여름철 기후인자들의 변동 패턴을 평가하기 위하여, 엘

니뇨와 라니냐 기간의 여름철 강수량 및 850hPa 지위고도 1.5m 지상온도의 차이를 

Fig.4.2.10과 4.2.11에 각각 나타내었다. GloSea 계절예측시스템의 실험이 수행된 1996

년부터 2009년까지 엘니뇨해로 정의되는 해는 총 5년으로 1997, 2002, 2004, 2006, 

2009년으로 선택되었고, 라니냐로 정의되는 해는 총 6년으로 1998, 1999, 2000, 

20005, 2007, 2008년으로 분류되었다. 엘니뇨와 라니냐를 정의 하는 기준은 북반구 여

름철 (JJA) 기준으로 평년 해수면 온도 보다 0.5 이상, 이하로 해수면 온도 아노말리가 

나타나는 해로 정의하였다. Fig.4.2.10에서 해양에서의 엘니뇨-라니냐 기간의 강수량 패

턴은 Arribas et al. (2014) 연구와 마찬가지로 GloSea4와 GloSea5 시스템이 상당히 

유사한 공간분포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생략하고, 엘니뇨-남방진동의 원격

상관에 의해서 나타나는 내륙의 강수량 변동성만 주로 평가하였다. GloSea4와 GloSea5 

두 시스템 모두 적도 부근의 강수량 아노말리 패턴은 관측인 GPCP 자료와 유사한 패턴

을 보이고 있다. 엘니뇨 기간 동안 호주, 인도네시아, 동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서 평년

보다 낮은 강수량을 적절히 모의하고 있고, 남아메리카의 아마존 지역의 강수량 아노말

리는 평년보다 많은 것으로 관측과 유사하게 모의하고 있다. 그러나 모델에서는 엘니뇨-

라니냐에 따른 강수량 변화가 관측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시베리아지역의 강수 아노말리는 GloSea4 시스템에서는 강도는 약하지만 대체적

으로 모의하고 있으나, GloSea5에서는 약하게 반대 패턴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강수량 패턴은 관측에서는 양의 아노말리를 보이고 있으나, 모

델에서는 음의 아노말리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엘니뇨-남방진동의 변동에 따른 동아시아 

부근의 원격상관 패턴이 모델의 고유한 구조적 오차로 인해서 제대로 모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500hPa의 지위고도의 경우 남반구의 패턴은 ERA-Interim 재분

석자료와 상대적으로 유사한 강도와 패턴을 모의하나, 북반구 지역의 변동성은 제대로 

모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북태평양에 위치한 음의 지위고도 아노말리를 GloSea4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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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2.10 5월 예측장을 이용한 여름철 내륙지역의 엘니뇨-라니냐 기간의 강수량 및 

500hPa 지위고도 변동성 (위: GPCP 강수량 및 ERA-interim GPH, 좌측: 

GloSea5 시스템, 우측 GloSea4 시스템)

는 거의 모의하지 못하고 있으며, GloSea5에서는 관측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하게 모

의하고 있다.

  엘니뇨-남방진동에 따른 내륙의 지상온도 변동성은 Fig.4.2.11에 나타내었다. 관측에

서 나타난 것처럼 적도 부근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인도네시아) 지역의 지상온도는 양

의 아노말리 패턴을 보이는 것을 모델에서 대체적으로 잘 모의하고 있다. 또한, 유라시아

대륙과 북아메리카 동부 지역의 음의 아노말리는 GloSea4와 GloSea5모두 대체적으로 

잘 모의하고 있으나, 그 강도는 강수패턴과 마찬가지로 관측에 비하면 약하게 모의된다. 

하지만 호주지역의 지상온도는 관측에서는 양의 아노말리를 보이고 있으나, 두 시스템에

서 동일하게 음의 아노말리로 반대로 모의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500hPa의 지위고도와 

지상온도 변동성간의 물리적 관계는 GloSea5가 GloSea4 시스템보다 더 잘 모의하고 있

다. GloSea5에서는 음의 지위고도 아노말리지역은 찬 아노말리 (cold anomaly) 패턴을 

모의하고 양의 지위고도 아노말리지역은 더운 아노말리 (warm anomaly) 패턴을 약하

게나마 모의하고 있으나, GloSea4에서는 이러한 패턴을 제대로 모의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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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2.11 5월 예측장을 이용한 여름철 내륙지역의 엘니뇨-라니냐 기간의 지상온도 및 

500hPa 지위고도 변동성 (위: ERA-interim, 좌측: GloSea5 시스템, 우측 

GloSea4 시스템)

2. 북극 진동

1) 겨울철

북극진동 (Arctic Oscillation)은 북반구 겨울철 대기변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후변

동 모드이고 겨울철의 한파와 폭설 등의 극한기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북극진동의 계절예측을 활용하여 이러한 극한기후를 예측 가능하다. 북극진동의 분석은 

Thompson and Wallace (1998)에서 정의한 북위 20°이상의 해면기압을 이용한 EOF

의 첫 번째 모드를 북극진동 모드로 정의 하였으며, 1996/97-2009/10 기간의 겨울철 

(DJF)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앙상블 평균에 따른 지역적인 변동 폭의 감소로 인하여 

모델의 북극진동이 약해지는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각각의 앙상블을 통해 북극진동의 

패턴과 지수를 먼저 계산한 후 앙상블을 평균하는 기법을 이용하였다. 개별 앙상블에서 

EOF의 Leading mode가 북극진동이 아닌 경우에는 첫 번째 모드와 두 번째 모드 중 재

분석자료의 북극진동 패턴에 더 가까운 모드가 북극진동으로 간주되었다. 북극진동은 앙

상블간의 내부 변동성이 (internal variability) 큰 모드이며,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충

분한 앙상블의 숫자가 요구되기 때문에 (Riddle et al., 2013) 11월 1일, 9일, 17일, 

25일, 12월 1일 총 15개의 앙상블 (GloSea5의 경우 같은 기간의 사용가능한 9개 앙상

블 이용)을 통해 분석하였다. 다중모델과의 비교를 위해 11월-12월 초의 비슷한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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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의 앙상블을 이용하여 North America National Multi-model Ensemble (NMME) 

모델을 사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NMME에 포함된 모델은 CFSv2, 

GEOS-5, CanCM3, CanCM4, GFDL-CM2.1 이며 각 계절예측시스템에 대한 요약된 

설명은 Kang et al. (2014)의 Supporting Information에서 확인 할 수 있다

(http://onlinelibrary.wiley.com/store/10.1002/2014GL060011/asset/supinfo/ts01.do

cx?v=1&s=694600dac26e2be8cd7e59fe28f0c830d1856642). 앞에서 언급된 방법을 

통해 나타낸 재분석자료, GloSea, NMME 계절예측시스템의 북극진동 패턴은 Fig.4.2.12

와 같다.

Fig.4.2.12 북극진동지수를 통해 회귀된 해면기압의 편차 패턴 (단위: hPa). 각 %값은 북극진동 

모드에 따라 설명되는 변동성을 나타내며, 강한 변동지역 (-3과 3 hPa)은 진한 선으

로 나타냄.

MERRA 재분석 자료에서 북극지방과 태평양, 대서양의 기압장이 진동하는 북극진동패

턴을 나타내고 있다. GloSea 및 NMME의 계절예측 시스템 모두 전반적인 변동패턴을 

재분석자료와 유사하게 모의하고 있다. 다만 모델에 따라 각 변동지역의 강도 차이가 존

재하며, 모든 계절예측시스템에서 북대서양의 기압변동을 약하게 모의하고 있다. 

GloSea4에 비해 GloSea5에서 대서양과 Laptev Sea, Kara Sea 부근의 변동성이 더 강

하게 나타나며 현실적인 최근 북극진동의 변동을 모의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지역의 

기압변동은 특히 시베리아 지역의 기후변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며, 동아시아 

겨울철 기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변동성이 현실적으로 모의되어 동아

시아 한파 예측에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다. CFSv2의 경우 다른 모델에 비해 변동이 약

하게  나타는데 Kang et al.,  (2014)에서 토의한 내용에 따르면 이는 몇몇 앙상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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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2.13 MERRA 재분석자료 (검정 실선)와 GloSea (막대) 계절예측시스템을 통해 예

측된 북극진동지수의 시계열. 각 오차막대는 앙상블의 25%, 75% 값을 나타냄.

Leading mode가 북극진동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연시간이 길어짐에 따

라 GloSea 시스템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미포함).

Fig.4.2.13은 MERRA의 EOF 패턴에 MERRA와 GloSea4의 해면기압의 편차장을 투

영시켜 얻은 북극진동 지수의 시계열을 나타낸다. 2009/10년의 강한 음의 북극진동을 

hindcast에서도 어느정도 모의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예측성능은 타 계절예측시스템에 비

해 낮게 나타난다 (Fig.4.2.14). 

Fig.4.2.14 계절예측시스템 간의 북극진동지수의 예측성능 비교. MME는 

NMME모델만을 통해 계산된 다중모델 평균값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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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ea4에 비해 GloSea5가 약간 예측성능이 높게 나타나지만, NMME모델 중 북극진

동 예측성능이 가장 낮은 모델과 비슷한 상관계수 값을 나타낸다. 이러한 차이는 모델의 

예측성능에 따라서도 나타나지만, NMME모델들이 대체로 20개정도의 앙상블을 사용한 

반면, GloSea모델은 앙상블의 개수가 적기 때문이기도 하다 (GloSea4 15개, GloSea5 

9개). Riddle et al. (2013)에 따르면 앙상블 개수가 20개 미만인 경우, 앙상블 개수가 

적을수록 북극진동지수의 예측성능이 낮아진다는 결과가 있다. Scaife et al. (2014)에

서도 GloSea5의 앙상블 개수에 따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Li et al. (2013)

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최근 엘니뇨-남방진동과 북극진동의 원격상관 관계가 강해졌는

데, 이러한 관계를 각 앙상블이 잘 모의하지 못함에 따라 예측성능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다. 계절예측시스템에서의 엘니뇨-남방진동과 북극진동의 관계를 Fig.4.2.14와 Fig 

4.2.15를 비교하여 확인하였다.

관측과 대부분의 NMME 모델에서 90년대 중반 이후 엘니뇨-남방진동과 북극진동의 

상관성이 급격하게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관성 증가의 모델 간 차이는 

북극진동지수의 예측성능과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Fig.4.2.15 관측과 계절예측시스템의 NINO3.4 지수와 AO지수의 상관계수 (Corrl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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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2.16 엘니뇨 (NINO3.4 SST Anomaly> 0.5)해의 지면온도 

(Shaded)와 해면기압 (Contour) 편차장 

Fig.4.2.16는 재분석자료에서 기간에 따른 엘니뇨 해의 대기 변동의 차이를 나타내는

데 최근 기간의 엘니뇨 해의 패턴은 음의 북극진동과 매우 유사하다. 최근 엘니뇨-남방

진동과 북극진동의 상관관계를 약하게 모의하는 CanCM3 모델의 경우 북극진동지수의 

예측성능도 최근기간에 증가하지 않았다. GloSea4와 GloSea5에서는 NMME 모델에 비

해 엘니뇨-남방진동과 북극진동의 상관관계를 약하게 모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격상관

관계의 개선을 통해 북극진동의 예측성능도 어느 정도 개선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Fig.4.2.17 북극진동지수를 통해 회귀된 지면온도의 편차패턴 (단위: K). 통계적 유의성이 

90% 이상인 지역은 점으로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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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2.17에서는 북극진동에 의한 지면 온도의 변동을 나타낸다. 재분석자료에서는 양 

(음)의 북극진동일 때 시베리아 고기압의 약화 (강화)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을 포함한 

유라시아 대륙이 온난 (한랭)한 기후를 나타낸다. 이러한 변동이 대부분의 모델에서 잘 

나타나고 있지만, GloSea4의 경우 유라시아 지역의 온도변동을 약하게 모의한다. 이는 

Fig.4.2.12에서 시베리아 북쪽의 기압변동이 약하게 모의되는 것과 일치한다. GloSea5에

서는 시베리아 지역의 온도변동이 현실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통계

적으로 유의한 온도의 변동이 나타나고 있다.

북극진동의 분석에서는 앙상블 숫자의 한계로 인해 분석에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었지

만 전반적인 북극진동의 변동성이 GloSea4에서 약하게 나타났지만, GloSea5에서 보다 

현실적으로 모의하면서 북극진동 지수의 예측성능 또한 약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하

지만 엘니뇨-남방진동과 북극진동의 상관관계가 타 계절예측시스템에 비해 약하게 모의

되면서 이러한 중간과정의 개선을 통해 북극진동 예측성능의 추가적인 개선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2) 여름철

  일반적으로 여름철의 대기 변동패턴은 겨울철에 비해 그 변동성이 약하나 북극 진동 

(Arctic Oscillation, AO)이 가장 큰 변동성을 지니고 있다. 그 다음으로 큰 변동성을 가

진 패턴은 북극 쌍극자 (Arctic Dipole, AD)인데, Wu et al. (2006)과 Watanabe et 

al. (2006)에서 북위 70°이상의 해면기압을 이용한 경험적 직교함수 (Empirical 

Orthogonal Function, EOF) 분석을 통해 나오는 두 번째 모드 (Mode)를 북극쌍극자라

고 정의 하였다.

Fig.4.2.18 북극쌍극자 패턴과 시계열. 1979-2013 기간의 여름철 해면기압을 이용한 

EOF의 두 번째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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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극쌍극자는 북극을 중심으로 진동하는 북극진동과 달리 동서로 나눠진 쌍극자 형태

로 진동하는 패턴을 가지며, 북극을 관통하는 자오선 바람 (meridional wind)에 영향을 

준다. 북극쌍극자가 만들어내는 바람장은 해빙의 이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른 해

빙의 이동으로 인해 북극해빙면적의 변동성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Wang et al. (2009)에 따르면 여름철 북극쌍극자는 2007년 해빙 최저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해빙 면적 감소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북극쌍극자모드의 예측은 북극 

지역의 해빙 변동성 및 예측에 중요한 인자가 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Wu et al. (2006)과 Watanabe et al. (2006)에서 사용한 분석 방법으로 

1996-2009 기간의 여름철 (JJA) 자료를 분석하였다. 사용가능한 기간이 짧아 많은 표

본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앙상블 자료를 한 번에 경험적직교함수 (EOF)를 이용하여 

패턴을 계산하였고, 각각의 지수는 다시 분류하여 평균하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모드 3에

서 나타나는 설명되는 변량이 모드 2와 비교할만한 수치를 지님에 따라, 상위 3개까지의 

모드를 분석하였다.

 

Fig.4.2.19 EOF로 얻어진 지수들에 회귀된 해면기압 패턴. 

MERRA 관측 (좌), Glosea4 1개월 예측 (중앙), 

Glosea5 1개월 예측 (우). 각각의 첫 번째 모드를 

북극진동이라 정의하고 MERRA와 Glosea4의 두 

번째 모드, Glosea5의 세 번째 모드를 북극쌍극자

라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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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분석에서 북극진동은 북극쌍극자에 비해 설명되는 변량이 많이 크기 때문에 첫 

번째 모드로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북극쌍극자는 세 번째 모드와 설명되는 변량이 

비슷하여 기간에 따라서 세 번째 모드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재분석자료의 

장기간 경험적 직교함수 분석 (1979-2013)을 통해 나타나는 안정적인 두 번째 모드의 

시계열 (Fig.4.2.18)과 상관계수가 높은 패턴을 북극쌍극자 패턴으로 정의하였고, 모델에

서 나타나는 패턴에서는 관측과 조금 더 유사한 패턴을 북극쌍극자 패턴으로 정의 하였

다. 앞에서 언급한 방법을 통해 나타나는 3개의 Leading mode는 Fig.4.2.19와 같다.

  GloSea4와 GloSea5모두 북극 중심으로부터 그린란드로 이어지는 콤마 (,) 모양의 북

극진동 패턴을 유사하게 잘 모의하고 있다. 그러나 북극쌍극자패턴의 경우에 두 모델이 

다른 예측을 보이고 있다. GloSea4의 경우에 동서로 나누어진 안정적인 북극쌍극자 패

턴을 두 번째 모드에서 모의하고 있으며 GloSea5의 경우에 세 번째 모드에서 모의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관측에서는 북극쌍극자패턴이 잘 정형화 되지 않는 불안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 두 모델 모두 불안정한 북극쌍극자 패턴의 세밀한 변동성을 잡아내지 못하

는 것으로 보인다.

 

Fig.4.2.20 EOF 지수에 대한 시계열. 굵은 검은 실선이 관

측값을 나타내고 각각 붉은색 (GloSea4)와 푸른

색 (GloSea5) 막대그래프로 나타냄. 오차막대는 

각각 앙상블의 1사분위수와 3사분위수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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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예측성은 Fig.4.2.20에서처럼 지수들의 시계열에서도 나타나는데, GloSea4 보다 

GloSea5에서 더 큰 불확실성을 보인다. 특히 2009년의 강한 음의 북극진동을 모델에서 

상당히 과소모의 하고 있다. 북극진동의 시계열에서 각 모델의 상관계수는 GloSea4가 

0.05, GloSea4가 -0.01로 모델이 북극진동을 현실적으로 모의하지 못한다. 북극쌍극자 

시계열도 북극진동과 마찬가지로 잘 모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극쌍극자의 경우 

GloSea5에서 모드의 순서가 바뀐 것을 고려한 경우에도 0.07 정도의 낮은 예측성을 보

인다.

  각각의 모드에 의해 유도되는 지면온도와 강수도 관측과는 상당히 다른 패턴을 보여준

다. Fig.4.2.21은 북극진동지수에 회귀된 지면온도를 나타내는데, 여름철 중위도 지역의 

변동성에는 관여하는 인자가 많기 때문에 관측패턴에서도 겨울철과 같은 뚜렷한 패턴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 GloSea4의 경우 북태평양 지역에 음의 태평양십년주기진동 

(Pacific Decadal Oscillation, PDO)과 비슷한 패턴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OISSTv2 자

료로 계산된 태평양십년주기진동 지수와 GloSea4의 북극진동지수는 상관계수가 -0.78

로 GloSea4 모델에서 북극진동은 태평양십년주기진동의 원격상관 패턴으로 나타나는 것

처럼 보인다. GloSea5에서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으나, 여전히 한반도를 포함한 서태

평양지역에 양의 편차가 나타나고 북미 지역 또한 모델에서 잘 모의되지 못한다.

Fig.4.2.21 북극진동지수 (AO)에 회귀된 지표온도. (a)는 MERRA 결과이고 (b), (c)는 각각 

GloSea4와 GloSea5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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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2.22 북극진동지수에 회귀된 강수. (a)는 GPCP 결과이고 (b), (c)는 각각 GloSea4와 

GloSea5 결과.

  Fig.4.2.22에서 북극진동에 회귀된 강수분포 역시 관측에서 뚜렷한 대규모의 패턴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다. GloSea4의 경우에는 북서 태평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강우대가 나타나는 반면에 GloSea5에서는 관측과 마찬가지로 뚜렷한 

패턴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북극 쌍극자에 대한 지면온도 변동 패턴을 살펴보면 GloSea4와 GloSea5 모두 관측과

는 다른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Fig.4.2.23를 보면 GloSea4에서는 만주지역과 북미지역

에서는 어느 정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반면 GloSea5에서는 전체적인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북극쌍극자에 대한 지표온도의 반응을 잘 모의하지 못하고 있다.

Fig.4.2.23 북극쌍극자지수 (AD)에 회귀된 지표온도. (a)는 MERRA 결과이고 (b), (c)는 

각각 GloSea4와 GloSea5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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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2.24 북극쌍극자지수에 회귀된 강수. (a)는 GPCP 결과이고 (b), (c)는 각각 GloSea4와 

GloSea5자료.

  Fig.4.2.24에서의 북극쌍극자에 회귀된 강수 패턴은 두 모델 모두 강도가 약하게 나타

나지만, 북미 동쪽 지역과 북극해, 동아시아 등 어느 정도 비슷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GloSea5 모델에서는 서태평양의 강수가 남쪽으로 치우쳐 나오는 편차를 가지고 

있다.

  GloSea4와 GloSea5 모두 14년간의 비교적 짧은 기간의 과거기후예측장 (Hindcast)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설명되는 분산이 비슷한 두 번째 모드와 세 번째 모

드를 경험적 직교 함수 분석으로 적절히 분리가 잘 되지 않았고, GloSea5의 경우 9개의 

앙상블을 사용한 GloSea4에 비해 적은 5개의 앙상블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두 모델간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북극진동 예측에 있어서 GloSea4에서 나타난 태평양십년진

동-북극진동 커플링 문제가 GloSea5에서는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모델 모두 

시계열에서의 예측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겨울철과는 달리 여름철에서의 북극지역 

대기변동 모드는 1개월의 지연시간으로는 예측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동아시아몬순 

1) 여름철 

본 절에서 여름철 동아시아 몬순을 분석하기 위하여, 1996-2009년간의 동아시아 지

역 강수량과 850hPa 동서방향 바람 기후평균장를 Fig.4.2.25에 나타내었다. 그림 상부

에는 북반구 여름철 (JJA)의 강수량 (색)과 850hPa 동서방향 바람 (검은선)의 기후평

균 구조를 관측 자료와 GloSea5, GloSea4 시스템에 따라 나타내었다. 이때 GloSea5와 

GloSea4 시스템의 해상도에 따른 개선 사항을 보기위하여, 모델의 해상도는 기존의 연

구처럼 1.25 x 1.25 도로 재격자하지 않은 기존의 모델 수평 해상도를 유지하여 분석하

였다. CMAP 강수 관측값에서 나타나는 여름철 동아시아지역의 기후 평균적 특성은 서

인도 지역과 벵갈만, 필리핀 해양지역에서의 상대적으로 강한 강수량을 보이고 있다. 이



- 82 -

러한 강수대는 850hPa 동서방향 바람의 강도와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6월 

말경에 나타나는 장마 강수대 또한 한국 일본 지역에 뚜렷하게 나타난다. GloSea4와 

GloSea5에서도 이러한 장마 강수대를 적절히 모의하고 있다. 또한 하층 동서방향 바람

과 강수량의 관련성도 적절히 모의하고 있다. 그러나 관측자료에서 강한 강수량 패턴을 

나타나는 서인도, 벵갈만, 필리핀 해양지역의 강수량은 모델에서 대체적으로 과대 모의하

는 공간분포를 보인다. 또한 관측자료에서는 보이지 않는 티벳고원에서의 강한 강수패턴 

또한 두 시스템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GloSea5에서는 향상된 수평 해상도로 인하여 

티벳고원의 과대모의되는 강수량의 구조적 오차가 많이 개선되는 것을 보인다. 또한 

GloSea4와 GloSea5 시스템의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필리핀 동해안의 강수량 

패턴이다. 관측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필리핀 동해안의 강수량이 GloSea4 시스템에서

는 과소모의되는 성향을 보이고 있으나, GloSea5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측과 유사한 공간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는 GloSea5에서 오히려 과대하게 모의되는 하층 850hPa 동서방

향의 바람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는 GloSea5에서 과대모의되는 하층바람이 동아시아 몬

순 기압골의 발달을 유도하여, 필리핀 동쪽 해양에 강수량 개선을 가져온 것을 사료된다. 

그러나 GloSea5에서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지역의 강수량이 관측 자료와 GloSea4 시스

템에 비하여 과소모의하는 오차도 나타난다.

중앙과 아래 패널에서는 인도양지역과 남동아시아 지역 (검은색 박스지역)의 위도-시

간 횡단면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관측값에서 나타나는 인도양지역의 시간에 따른 강수발

달 패턴을 보면, 5월에 시작된 인도 몬순은 6월에 북쪽으로 강수량이 이전되는 패턴을 

보인다. 강수량 패턴과 유사하게 동서바람의 강도도 시간에 따라 북쪽에 강하게 나타나

는 패턴을 보인다. 또한 9월 말경에 동서방향 바람의 강도가 북쪽에서부터 약해지면서 

강수량 또한 같이 감소하는 패턴을 보여준다. 반면에 모델에서는 북쪽으로 발달하는 시

기와 패턴은 대체적으로 잘 나타낸다. 그러나 9월말 몬순 쇠퇴기에 적도부근의 동서방향

의 바람은 관측에 비하여 급격하게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고, 이와는 반대로 강수량은 오

히려 강해지는 구조적 오차를 보인다. 이는 GloSea5 시스템에서 좀 더 강하게 나타난다. 

마지막 패널에서는 남중국해 (두번째 검은박스 지역)의 위도-시간의 횡단면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이 지역에서 모델의 동서방향 바람은 관측에 비해서 과대모의되는 경향을 보

인다. 관측에서는 하층 동서바람의 강도가 강하게 모의되는 시점과 맞물려 6월 말부터 9

월초까지 강한 강수량이 형성되는 패턴을 보이고, GloSea5 시스템에서는 동서방향의 바

람의 과대모의는 나타나지만 강수량의 패턴은 대체적으로 잘 모의한다. 하지만 반면에 

GloSea4시스템에서는 동서바람이 강화되는 시점이 GloSea5보다 늦게 일어나며, 강한 

강수량이 나타나는 시점이 하층바람의 발달과 맞물리는 6~9월경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

라 9월말에서 11월 초에 주로 형성되는 구조적 오차를 보인다. 이는 GloSea4 시스템에

서 나타나는 동서바람의 오차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GloSea4에서는 관측과 GloSea5

와는 다르게 남중국해에서의 동서바람의 강도가 11월까지 유지되면서 최대 강수량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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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 시점이 9월말에서 11월에 형성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동아시아지역의 강

수량과 하층바람의 연관성이 밀접하게 이유는, 하층 동서바람이 하층 수분의 수송을 유

도하기 때문에 하층 동서바람의 강도가 강하게 나타나는 시기에 강수량의 강도도 다른 

시기보다 높게 나타난다. 즉 모델에서 하층바람의 오차가 동아시아 지역의 강수량 오차

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동아시아지역 몬순기간의 강수량 오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층 동서바람의 구조적인 오차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름철 한반도지역의 장마 패턴과 관련된 강수변동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Fig.4.2.26과 

같이 분석하였다. Fig.4.2.26는 한국-일본지역 (Fig.4.2.25의 흰색박스지역)의 위도-시

간 횡단면도와 5일평균 (pentad average) 강수량의 시계열을 나타낸 그림이다. 관측자

료에서 나타나는 이 지역의 두가지 큰 특징은 필리핀 지역의 강수량 (저위도)과 한국-

일본 (중위도) 지역의 강수량 발달이다. 필리핀 지역의 강수량의 경우, 6월중순 경부터 

강수가 북위 5도의 저위도에서부터 발달하여, 북위 10도 지역까지 북상하는 패턴을 보이

고, 이렇게 발달된 강수는 8월말 경에 쇠퇴하는 패턴을 보인다. GloSea5에서는 저위도에

서 발달하는 패턴은 관측에 비하면 약하게 모의되나, 6월 중순부터 나타나는 필리핀 지

역의 강한 강수량 패턴은 관측과 유사하게 모의하고 있다. 강수의 쇠퇴는 모델보다 15일 

정도 늦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잘 모의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에 GloSea4에서는 필리핀 지역의 강수량이 관측에 비하면 과소모의되는 것을 보이고 있

고, 발달되는 시점도 관측보다 한 달가량 늦은 7월초에 발달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GloSea4와 GloSea5 시스템의 강수량 예측성의 차이는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하층 동

서바람이 GloSea4 시스템보다 GloSea5에서 더 강하게 모의되는 특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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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2.25 (a) CMIP, (b) GloSea5와 (c )GloSea4 시스템에서 북반구 여름철 평균 강수량(컬

러)과 850hPa 동서방향 바람장 (검은실선 3m/s 이상)과 위도-시간 횡단면도 (c,d,f는 

인도지역, g,h,i는 동아시아지역)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나는 한국-일본지역 (북위 25-40도)의 강수량 패턴은 주로 북상

하는 패턴을 나타낸다. 관측자료에서 5월 말경에 북위 25도 지역에서 부터 6월 중순까

지 유지되는 북상하는 강수량 패턴을 GloSea5와 GloSea4에서 강도는 약하나 패턴은 잘 

모의하고 있다. 시계열 자료에서도 나타나듯이, 한국과 일본에서 6월 초에 갑자기 증가하

는 강수량은 북상하는 장마전선과 큰 연관성이 있고, 모델에서도 이러한 시공간적인 특

성을 잘 모의하고 있다. 하지만 모델에서는 관측보다 더 서서히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특히 GloSea4에서는 GloSea5와 비교하면 이러한 증가 세기가 약하게 나타는 특성을 보

인다. 즉, GloSea4와 GloSea5 시스템 모두 한국-일본에서 나타나는 장마의 특성은 시

공간적으로 패턴은 대체적으로 모의하지만, 강도는 관측에 비하면 약하게 나타나며, 

GloSea5모델과 GloSea4모델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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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2.26 CMIP (좌), GloSea5 (중앙)와 GloSea4 (우) 시스템에서 북반구 여름철 평

균 강수량(컬러)와 850hPa 동서방향 바람장 (검은실선 3m/s 이상)과 한국-

일본(30-40N, 125-140E)지역의 5일 평균 강수량 시계열

  

  앞에서 동아시아 몬순의 기후 평균적인 시공간의 특성을 GloSea 시스템에서 대체적으

로 잘 모의하는 하는 것을 알아보았다. GloSea5 시스템의 동아시아 몬순의 경년변동성

을 알아보기 위하여, Wang and Fan (1999)과 Wang et al. (2001)에서 제시된 북서

태평양여름몬순지수 (Western North Pacific Summer Monsoon index ,WNPSM 

monsoon)를 ERA-interim, GloSea4, GloSea5 시스템으로 각각 분석을 하였다. 

WNPSM 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WNPSMI = U850 (5°-15°N, 100°-130°E) - U850 (20°-30°N, 

110°-140°E)

  이 지수는 필리핀 지역 (C1 지역) 의 OLR 음의 아노말리와 하층 동서방향 바람의 지

역적인 차이 (U1 –U2 지역)을 이용하여 만든 서태평양 여름몬순지수이다. 이 WNPSMI

는 동아시아지역의 하층 반시계방향 순환의 강도와 필리핀지역 (C1 지역)의 대류활동 

변동성간의 높은 상관지수 (R=0.72, Wang and Fan, 1999)로 설명되고, 동아시아지역

의 몬순활동성을 설명해주는 대표적인 지수이다. 동아시아지역의 여름철 몬순 활동과 강

수량간의 상관성을 Fig.4.2.27b에서 간략하게 설명가능하다. 적도지역의 하층 바람의 강

도가 강해지면서, 필리핀 지역의 강한 반시계방향의 순환이 유도되고, 반시계방향의 순환

은 그 지역의 대류활동을 유도하고, 이 순환은 동아시아지역의 강한 시계방향 순환을 유

도한다. 또한 북태평양 지역에서는 다시 반시계방향의 순환을 유도하는 원격상관 패턴을 

보여준다. 즉 이러한 WNPSMI는 여름철 한반도를 포함한 북동아시아 지역의 강수량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Wang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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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2.27 (상) WNPMI 지수의 강한기간과 약한기간의 강수량 아노말리 

패턴과 (하) WNPMI 지수의 모식도 그림 (From Wang et 

al., 2001) 

  

  이러한 WNPSMI 지수를 ERA-Interim 재분석자료와 GloSea4, GloSea5시스템의 5

월 초기장을 이용하여 14년간의 시계열로 나타내었다 (Fig.4.2.28). GloSea4와 

GloSea5 시스템 모두 대체적인 경년변동성은 재분석자료와 유사한 시계열을 보인다. 특

히 1997년 여름철의 강한 WNPSMI 지수와 1998년 여름철의 약한 WNPSMI 지수의 

경년변동성을 모델에서 적절히 모의하고 있다. 그러나 14년간의 상관지수를 분석해본결

과 GloSea4와 GloSea5 시스템 각각 0.247, 0.386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값를 보이고 

있다. 즉 이 결과는 모델에서 WNPSMI의 경년 변동성은 대체적으로 잘 모의하지만 계절

내 변동성 (intraseasonal variation)의 예측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앞서 전반적인 계절예측성 평가에서 제시하였던, 하층 동서 바람의 예측성능

이 월별변화가 큰 것과 일맥상통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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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2.28 GloSea4와 GloSea5 시스템에서의 5월 초기장 실험의 WNPSMI 지수의 14년간 

시계열 자료

  WNPSMI 지수의 여름철 경년변동 예측성능을 보기위하여 Fig.4.2.29에 다음과 같이 

6~8월 (JJA) 평균된 WNPSMI의 시계열을 분석하였다. 전반적인 WNPSMI의 경년변동

성은 GloSea4, GloSea5 두 시스템에서 각각 상관계수 0.52, 0.80으로 잘 모의하고 있

다. 특히 1998년의 가장 낮은 음의 아노말리와 1997년의 양의 아노말리는 두 시스템에

서 잘 모의하고 있다. 반면에 2001년에서 2003년간의 약한 변동성이 나타나는 해에는 

GloSea4 시스템에서는 반대로 모의하고 있으나, GloSea5에서는 관측과 상당히 유사하

게 모의하고 있다. 또한 2008-2009년의 WNPSMI 경년변동은 두 시스템 모두 재분석

자료의 결과를 제대로 모의하지 못한다. Fig.4.2.29의 우측 그림은 지연시간에 따른 

WNPSMI 지수의 월별 예측성의 상관계수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대체적으로 여름철 평균

의 지수예측성능이 가장 뛰어나고, 6월 북반구 초여름의 지수예측성능이 두 모델 다 낮

은 것을 알 수 있다. GloSea4와 GloSea5 시스템 모두 8월 예측성이 다른 월보다 높은 

예측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7월의 경우 GloSea5에서는 약 0.62의 높은 예측성을 보여주

는 반면에 GloSea4 시스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준다.  9월-10

월의 북반구 가을철의 WNPSMI 지수의 예측성 (그림 미포함)은 여름철 동아시아몬순이 

끝난 기간이기 때문에 예측성이 0.3 이하의 상관성을 보이며,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가을철 예측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88 -

Fig.4.2.29 (좌) 북반구 여름철 평균 (JJA)의 WNPSMI 지수의 경년변동. 검은선은 

ERA-Interim 재분석자료, 붉은선과 녹색선은 GloSea5와 GloSea4 시스템. (우) 

GloSea5 (검은박스)와 GloSea4(붉은박스)의 북반구 열름철 WNPSMI 지수의 JJA 

평균과 지연시간에 따른 WNPSMI 지수의 예측성

  WNPSMI와 동아시아지역 강수와의 연관성을 보기위하여, Fig.4.2.30과 같이 

WNPSMI의 시계열 자료에 강수량과 하층 (850hPa) 바람 벡터를 회귀 분석하였다. 재

분석자료에서는 WNPSMI에 따라 아라비안 해에 강수량이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고, 

GloSea5 시스템에서도 관측보다는 약하지만 유사한 공간 패턴을 보인다. 반면의 

GloSea4 시스템에서는 오히려 약한 양의 아노말리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 지역의 

강수예측을 제대로 모의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에 인도양과 남중국해에서는 증

가하는 패턴을 보이는데, 이는 전형적인 동아시아 여름 몬순의 강수패턴과 동일하다. 동

아시아 몬순은 5월에 소말리아 제트가 발달함에 따라 인도 서쪽 측면에서 이미 강수가 

발달하고, 6-7월에 접어들면서 최대 강수대가 베트남과 남중국해로 이동한다. 즉 본 연

구의 분석기간인 6-8월에는 아라비안 해에서는 WNPSMI 지수에 따라 감소하고, 베트

남, 남중국해, 필리핀 동해안으로 동서 방향으로 길게 양의 강수 진동을 보이고 있다. 이

러한 현상은 GloSea4와 GloSea5 시스템에서 대체적으로 잘 모의하나, GloSea4의 강수 

강도는 관측에 비하면 현저하게 약한 강도를 보인다. 반면에 GloSea5 시스템은 

GloSea4보다 강한 아노말리 강도를 보이며, 해당지역의 높은 몬순지수와 강수상관관계

를 보인다. 또한 Wang et al.(2001)에서 제시한 바와 마찬가지로 WNPSMI지수는 적도

지역의 하층 동서바람이 강하게 모의됨에 따라 필리핀지역의 반시계 바람의 순환이 유도

되는 현상이 나타는데, 이러한 현상을 관측결과에서는 뚜렷하게 모의하고 있다. 또한 

GloSea5 시스템에서도 이러한 하층 반시계 바람 순환을 대체적으로 잘 모의하고 있고, 

GloSea4또한 GloSea5보다는 약하지만 공간적 순환분포는 적절하게 모의하고 있다. 그

러나 필리핀 하층 반시계방향의 순환이 동아시아지역의 시계방향 순환을 유도하고, 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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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지역의 다른 반시계방향 순환이 나타나는 저-고-저 (low-high-low) 원격상관 

패턴이 관측에서는 이전 연구와 마찬가지로 잘 나타나지만, GloSea 시스템에서는 잘 나

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GloSea4에서는 한국-일본지역의 장마 강수대 패턴으로 음의 강

수아노말리를 보이는 등 공간 분포의 패턴을 잘못 모의하고 있다. GloSea5 시스템에서

는 관측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및 일본 지역의 음의 강수 패턴은 모의하고 있지만, 관측

의 강도보다는 약하고, 지역적인 강수 패턴을 보이고 있다. 

 앞에 분석한 WNPSMI 지수와 한반도 강수량과 평균 온도와의 연관성을 보기 위하여, 

여름철 평균(JJA)의 한반도 유인관측소 강수량과 지상온도와 WNPSMI 지수간의 상관관

계를 Table.4.2.1로 나타내었다. 이 결과 WNPSMI 지수와 한반도 강수량 및 지상온도의 

상관지수는 전부다 0.36이상을 보이지 않으며,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는다. 이는 앞

서 강수량과 WNPSMI지수와 회귀한 결과에서 한반도지역과 지수간의 상관성은 음의 관

계를 보이는 결과와는 상이한 결과이다. 이는 한반도와 같이 국지적인 지역의 강수량과 

지상온도의 변동은 큰 규모의 순환에 따른 영향보다는 인근해역의 해수면 온도나, 국지

적인 순환이 미치는 영향이 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4.2.30 WNPSMI 지수의 여름철 시계열 자료에 회귀된 동아시아 지역의 강수 와 850hPa의 

바람 벡터의 아노말리 공간분포. 붉은 선은 회귀된 강수의 영선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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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Prcip. Korea Temp.

ERA-Interim 0.217 0.362

GloSea5 0.012 0.237

GloSea4 0.080 -0.09

Table.4.2.1 한반도 강수량과 지상온도와 WNPSMI 지수간의 상관관

계

2) 겨울철

동아시아 겨울몬순은 한·중·일을 포함한 동아시아지역에 한파와 폭설과 높은 상관관

계를 가지며, 북반구 전체의 강한 변동모드인 북극진동과는 다르게 동아시아 지역을 중

심으로 강한 변동을 보인다. 그러므로 동아시아의 겨울철 기후는 북극진동 지수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지만, 북극진동이 북반구 전체의 넓은 변동과 관련이 있는 만큼 동아시

아의 겨울철 기후를 대표하기는 힘들다. 선행연구에서는 동아시아의 겨울철 기후와 관련

된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아 이를 대표하는 겨울몬순지수 (East Asian Winter 

Monsoon Index, EAWMI)를 정의하였다. 기간에 따라 동아시아 겨울철 기후의 변동을 

야기하는 기작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지수를 정의하는 방법에 따라 민감하게 작용

한다. 기존 분석에서 사용했던 Li and Yang (2010)에서 정의된 지수와 추가로 200hPa 

상층의 바람장과 하층의 온도변동의 Combined EOF (CEOF)를 통해 상·하층 모두의 

변동을 나타내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새롭게 정의된 지수는 바람장에 대한 PC와 온도장

에 대한 PC의 평균으로 정의된다. Li and Yang의 지수는 200hPa의 상층 바람만을 이

용하여 정의되며 방법은 다음과 같다.

  Li and Yang EAWMI 

= {[U200(30°-35°N, 90°-160°E)-U200(50°-60°N, 70°-170°E)] 

+[U200(30°-35°N, 90°-160°E)-U200(5°S-10°N, 90°-160°E)]}/2

Li and Yang의 겨울몬순 지수에 사용된 지역은 Fig.4.2.31에서 체크무늬로 표시되어 

있으며, CEOF를 위한 지역은 빨간 박스로 표시되어 있다 (30-45°N, 110-15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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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2.31 200hPa 동서 바람의 기후 평균장과 겨울몬순지수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 지역 (체크무늬-Li and Yang지수, 빨간박스-CEOF지수)

겨울몬순도 북극진동과 마찬가지로 모델의 내부변동성이 큰 기후모드로, 북극진동에서

와 마찬가지로 11월 1, 9 17, 25일과 12월 1일 총 15개 앙상블을 이용하여 DJF의 평

균된 예측결과를 사용하였다.

Fig.4.2.32 NCEP 재분석자료를 통해 계산된 CEOF 기반 겨울몬순지수 (검정 실선), Li and 

Yang 지수 (검정 파선)와 서울의 겨울철 AWS 온도 편차의 시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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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2.32는 재분석자료를 통해 계산된 각각의 겨울몬순지수와 관측된 서울지역의 겨

울철 온도를 나타낸다. 두 겨울몬순지수의 시계열은 매우 유사하며 (R=0.9), 서울지역의 

온도와는 반대의 위상을 나타낸다. Li and Yang 지수와 서울온도의 상관성도 크지만 

(R=-0.76) CEOF를 사용한 지수는 하층온도에 대한 변동을 더 고려하기 때문에 상관

성이 더 크게 나타난다 (R=-0.89). 

Fig.4.2.33은 겨울몬순지수에 대한 시계열을 나타내는데, GloSea 계절예측시스템을 통

한 이러한 두 지수의 예측성능은 GloSea4와 GloSea5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성능

을 보이지 않는다. 반면 NMME 모델중 CFSv2와 GEOS-5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성

능을 보이는데, 이는 다른 모델과 상반된 결과이다 (Fig.4.2.34).

Fig.4.2.33 NCEP DOE2 재분석자료 (검정 실선)와 GloSea (막대) 계절예측시스템을 통

해 예측된 Li and Yang 지수의 시계열. 각 오차막대는 앙상블의 25%, 75% 

값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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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2.34 각 계절예측시스템의 Li and Yang 지수의 예측성능비교

Fig.4.2.34에서 나타난 예측성능과 관련하여, 예측성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델 (파

란 박스)과 유의하지 않은 모델 (빨간 박스)로 나눠서 모델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Fig.4.2.35를 살펴보면 파란박스에 해당되는 모델과 관측은 한반도의 온도와 동태평양의 

해수면온도가 서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엘니뇨-남방진동과 겨울몬순이 상관

관계가 뚜렷함을 나타낸다. 반면 빨간 박스에 해당되는 모델은 한반도의 기온과 적도지

방 해수면 온도와의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엘니뇨-남방진동과 북극진동의 상관관계

에 따라 북극진동의 예측성능이 차이가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엘니뇨-남방진동의 겨울

몬순 원격상관의 재현성에 따라 예측성능 또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Fig.4.2.35 관측과 각 모델의 남한지역 온도에 회귀된 500hPa 지

위고도 (Contour)와 해수면온도 (Sha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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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모델간의 겨울몬순의 예측성능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의 지면 온도 예측성능도 

차이가 나게 된다. Fig.4.2.36에 나타난 동아시아 지역의 지면온도 예측성능을 비교해보

면, GloSea4는 한반도 지역의 예측성능이 거의 없지만 GloSea5에서는 약간 예측성능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북극진동과 겨울몬순의 예측성능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남

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겨울몬순의 예측성능이 좋았던 CFSv2와 GEOS-5의 경

우에도 한반도 주변 온도의 예측성능이 높게 나타난다. CanCM4와 CM2.1의 경우에는 

겨울몬순 지수의 예측성능은 낮지만, 한반도 주변의 예측성능은 높게 나타난다. 이는 겨

울몬순지수 보다는 북극진동지수의 예측성능이 높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에 대한 

증거로 위의 두 모델의 경우 시베리아지역에서부터 지면온도의 높은 예측성능이 나타남

을 확인 할 수 있다.

Fig.4.2.36 각 모델의 동아시아 지역 지면온도 예측성능. 모델 

이름 옆 괄호안의 숫자는 사용된 앙상블의 수를 나

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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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겨울철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역의 기온과 가장 연관성이 큰 북극진동과 겨

울몬순의 예측이 실제 한반도 지역의 온도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

다. 엘니뇨-남방진동과의 상관성 등 이러한 서로 다른 계절예측시스템에서의 예측성능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모델을 개선하여 겨울철 동아시아지역에 대

한 예측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4. 강수 일변동

  본 단락에서는 GloSea5와 GloSea4시스템에서 모의되는 강수일변동을 관측과 비교 분

석하였다. TRMM 자료는 1998년 기간부터 2009년까지 전 기간에 걸쳐 3시간 단위의 

강수량 자료가 사용가능하였으나, GloSea4 시스템의 경우 여름철 기후 평균된 월별 3시

간 자료만 제공되었다. 또한 GloSea5 시스템에서는 7월, 8월 초기화 자료를 이용한 6시

간 단위의 강수량 자료만 제공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강수량의 일변동 분석은 하

지 못하였다. 하지만, 관측, GloSea4, GloSea5 시스템 모두 북반구 여름철인 7월, 8월 

6시간 단위의 강수량 자료는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춰서 09LST부터 

21LST 까지 내리는 강수를 낮강수로 정의하고, 21LST부터 09LST 까지 내리는 강수

를 밤강수로 정의하여, 밤낮의 두 위상을 이용하여, 대략적으로나마 GloSea5시스템의 강

수 일변동을 분석 평가하였다. 

  Fig.4.2.37는 TRMM 관측자료와 GloSea4, GloSea5시스템에서 나타나는 낮강수와 밤

강수의 공간패턴을 나타낸 그림이다. TRMM관측 자료가 남위 45도에서 북위 45까지 자

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제한적인 공간분포를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관측에서 모의되는 강수 패턴은 열대수렴대 (InterTropical Convergence Zone, ITCZ)

가 낮과 밤의 일변동에 관계없이 강한 강수량이 모의되는 것을 알 수 있고, GloSea4, 

GloSea5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공간분포를 잘 모의하고 있다. 그러나 GloSea5 시스템에

서 서태평양지역의 강수를 더 과대하게 모의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850hPa 

동서방향 바람이 GloSea5에서 관측에 비하여 좀 더 과대 모의되기 때문에, 여름철 몬순 

기압골이 좀 더 동쪽으로 위치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관측과 모델 모두 중아아프

리카와 아마존 지역의 강수량이 더 넓게 분포되고 강하게 분포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멕시코 지역의 낮강수와 밤강수의 공간분포는 모델에서는 낮강수가 강하게 모의

되는 특성을 뚜렷하게 보여주나, 관측에서는 이러한 패턴이 약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낮-밤시간의 강수량 패턴의 변화를 더욱 정량적으로 보기 위하여, 낮강수와 밤

강수의 차이를 강수일변동 강도로 Fig.4.2.38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양의 아노말리를 보

이는 지역은 낮강수가 밤강수보다 지배적인 지역이고, 음의 아노말리를 보이는 지역은 

밤강수가 낮강수보다 지배적인 야간형 강수 지역이다. 관측과 모델 모두 해양에서는 야

간형 강수가 대부분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내륙에서는 주간형 강수가 지배적으로 나타나

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특히 관측과 모델 모두 인도, 베트남, 멕시코 지역과 인근 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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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의 주간, 야간형 강수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은 대부분 낮밤의 내륙과 해양의 

비열차이로 나타나는 해륙풍이 강수를 유도한다. 그러나 관측에서는 다른 해양과는 다르

게 벵갈만에서 주간형강수가 주로 나타나는 반면에 모델에서는 이러한 패턴을 제대로 모

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모델에서는 관측에 비하면 강수일변동 강도가 내륙과 해양으

로 대부분 뚜렷하게 구별되는 특성이 보이나, 관측에서는 지역적인 차이를 보인다. 그리

고 모델에서 강수일변동의 강도가 더 과대하게 모의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는 모델에서 

모의하는 강수일변동이 대부분 육지와 해양의 비열 차이로 유도되는 간단한 물리과정의 

결과로 나타나지만 관측에서는 좀 더 복잡한 강수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한

다. 또한 수평해상도가 증가한 GloSea5에서는 과대하게 모의되는 강수일변동이 

GloSea4에 비하면 조금 약하게 모의되면서 보다 관측과 유사한 강수 일변동 강도를 보

인다.

Fig.4.2.37 TRMM (상) 관측자료와 GloSea5 (중), GloSea4 (하)에서 모의되는 북반구 여름

철 (7, 8월)의 낮시간 강수량과 밤시간 강수량의 공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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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2.38 TRMM (상) 관측자료와 GloSea5 (중), GloSea4 (하)에서 모의되는 북

반구 여름철 (7, 8월)의 낮시간 강수량과, 밤시간 강수량의 공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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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계절 내 변동 예측 성능

  본 장의 주요 목적은 GloSea5의 과거기후예측장 (Hindcast) 자료를 사용하여 계절예

측시스템이 재현하는 계절 내 변동성을 가지는 메든-줄리안 진동과 메든-줄리안 진동에 

의해 야기되는 원격상관 패턴의 재현성 및 예측성능에 대하여 최신의 검증기법을 적용하

여 평가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메든-줄리안 진동에 의해 발생하는 북반구 중

위도에서의 원격상관 패턴의 재현성과 예측성능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1. 메든-줄리안 진동

  메든-줄리안 진동 (Madden-Julian Oscillation, MJO)은 적도지역 (15°S – 15°N)

의 인도양 부근에서 대류 현상 (Convection)이 발생하여 10~90일 시간주기를 가지고 

동진하는 현상이다 (Madden and Julian, 1971; Zhang, 2005; Lau and Waliser, 

2011; Fu et al., 2013; and many others). 현재 대부분의 대기 모델들이 계절 내 변

동성을 가지는 메든-줄리안 진동을 현실적으로 재현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따라

서 메든-줄리안 진동을 모델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재현해 내는가에 따라 모델의 성능을 

평가 받기 때문에, 메든-줄리안 진동의 예측성능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과 필요성을 바탕으로 GloSea5의 메든-줄리

안 진동 예측성능을 살펴보았으며, 이전 시스템인 GloSea4와 비교함으로써 계절예측시

스템의 개선에 따라 메든-줄리안 진동의 예측성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GloSea5의 메든-줄리안 진동 예측성능 검증 방법은 기상청 (2013; 2012)의 방법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초기 강도의 민감성 분석을 위하여 기준이 되는 초기 강도는 

1.0으로 정하였으며, 계절에 따른 예측성능 분석을 위해 겨울철은 11월부터 4월, 여름철

은 5월부터 10월까지로 정의하였다. 

  Fig.4.3.1은 초기 강도와 지연시간 (Lead time)에 따른 GloSea5와 관측 사이의 상관

계수 (Correlation)와 이차제곱근오차 (RMSE), 그리고 GloSea5와 관측에서 나타나는 

메든-줄리안 진동의 강도를 보여준다. 초기 강도에 관계없이 모든 메든-줄리안 진동 현

상에 대하여 관측과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지연시간 1일일 때의 값은 약 0.87로 나타

나며, 초기 강도가 1.0보다 클 때 (이하 강한 메든-줄리안 진동)와 작을 때 (이하 약한 

메든-줄리안 진동)는 각각 약 0.9와 0.69로 나타난다. 지연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관계

수는 점차 감소하며, 이차제곱근오차는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상관계수가 0.5 이

상인 유효한 예측 기술을 보여주는 예측 기간은 약 20일이다. 강한 메든-줄리안 진동일 

때, 약 19일까지 모든 RMM (Real-time Multivariate MJO, RMM) 지수를 사용한 경

우와 약한 메든-줄리안 진동의 경우일 때보다 더 높은 상관계수를 보여주며, 이차제곱근

오차는 지연시간 내내 더 높게 나타난다.   또한 GloSea5는 메든-줄리안 진동의 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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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3.1 초기 강도 (Amplitude, Amp.)에 따른 GloSea5와 관측 사이의 상관계수 

(Correlation)와 이차제곱근오차 (RMSE) (위)와 GloSea5와 관측에서 나타

나는 강도 (아래) 비교. 검정색 실선은 모든 초기 강도를 사용하였으며, 파란

색 점선은 초기 강도가 1.0보다 큰 경우, 초록색 실선은 초기 강도가 1.0보다 

작은 경우를 나타냄. 

관측에 비하여 매우 강하게 모의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관측의 강도와 비슷하게 재

현해낸다. 

  Fig.4.3.2는 계절별 예측 지연시간에 따른 상관계수와 이차제곱근오차, 그리고 

GloSea5와 관측의 메든-줄리안 진동의 강도를 보여준다. 11월부터 4월까지로 정의된 

겨울철 메든-줄리안 진동은 약 18일까지 5월부터 10월까지로 정의된 여름철 메든-줄

리안 진동보다 상관계수 값이 높게 나타나지만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약 18일 이후에는 오히려 겨울철 메든-줄리안 진동과 관측 사이의 상관계수 값이 여름

철 상관계수 값보다 작게 나타나 겨울철 타당한 예측 기간은 약 20일, 여름철 예측 기간

은 21일 정도이다. 대부분의 수치모델들이 여름철의 메든-줄리안 진동을 현실적으로 모

의하지 못한다는 선행연구와 달리 GloSea5는 여름철과 겨울철 모두 유사하게 메든-줄

리안 진동을 모의한다. 관측에서는 겨울철 메든-줄리안 진동의 강도가 여름철에 비하여 

강하게 나타나나, GloSea5에서 여름철과 겨울철에 관계없이 유사하게 모의하며, 메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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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3.2 계절에 따른 GloSea5와 관측 사이의 상관계수와 이차제곱근오차 (위)와 

GloSea5와 관측에서 나타나는 강도 (아래) 비교. 검정색 실선은 모든 계절에 대

한 결과이며, 파란색 점선은 여름철, 초록색 실선은 겨울철에 대한 결과를 의미

함.

줄리안 진동의 강도를 관측에 비해 매우 강하게 모의한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

소하는 경향을 보여 관측의 강도와 유사해짐을 확인하였다. 

  메든-줄리안 진동에 대한 변수별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Fig.4.3.3), cEOF 

(combined Empirical Orthogonal Function)에 사용된 변수, 상향장파복사 (Outgoing 

Longwave Radiation, OLR)와 200hPa과 850hPa에서의 동서 바람장 (U200, U850)

을 나누어서 상관계수를 살펴보았다. 왼쪽 열은 초기 강도별, 오른쪽 열은 계절별 상관계

수를 나타낸다. 변수별 상관계수 역시 앞의 Fig.4.3.1과 Fig.4.3.2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강한 메든-줄리안 진동일 때와 겨울철일 때 변수별 상관계수가 더 높게 나타난다. 또한 

모든 경우에서 OLR의 상관계수는 U200과 U850의 상관계수보다 더 낮게 나타나며, 이

는 GloSea5에서 모의되는 OLR이 메든-줄리안 진동 예측성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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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4.3.4는 초기 강도와 계절별 지연시간과 메든-줄리안 진동 위상에 따른 상관계수

를 보여준다. 모든 메든-줄리안 진동 경우에서 약 20일까지 0.5 이상의 상관계수를 보

여주며, 강한 메든-줄리안 진동일 때와 겨울철일 때 초기 지연시간 동안에 높은 상관계

수를 보여준다. 예외적으로 초기 강도가 1.0보다 작은 경우의 상관계수는 초기 지연시간

일 때의 상관계수는 낮지만 강한 메든-줄리안 진동일 때보다 타당한 예측 기술을 더 오

랫동안 나타내며, 선행연구와 달리 여름철일 때도 겨울철과 유사한 예측성능 보여준다. 

하지만 많은 선행연구들에서도 언급된 많은 수치모델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Maritime 

continent 부근 (위상 4)에서 모델의 예측성능이 떨어지는 Maritime continent 예측성 

장벽이 GloSea5에서도 역시 나타났으며, 특히 강한 메든-줄리안 진동일 때와 겨울철일 

때 그 예측성 장벽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Fig.4.3.3 강도 (왼쪽)와 계절 (오른쪽)에 따른 GloSea5의 변수별 (OLR, U850, U200) 

상관계수. 강도별 상관계수에서 (a)는 모든 초기 강도를 사용하였을 때, (b)는 

초기 강도가 1.0보다 클 때, (c)는 초기 강도가 1.0보다 작을 때를 의미하며, 

계절별 상관계수에서는 (a)는 모든 계절을 사용하였을 때, (b)는 여름철일 때, 

(c)는 겨울철일 때를 의미함. 파란색은 OLR, 빨간색은 850hPa의 동서 바람장, 

그리고 초록색은 200hPa의 동서 바람장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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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Sea5의 변수들 (OLR, U850, U200)의 위상별 메든-줄리안 진동의 예측성능에 

대한 기여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변수별로 나누어서 겨울철 지연시간과 메든-줄리안 진

동에 따른 상관계수를 비교하였다 (Fig.4.3.5). 모든 변수들이 위상 4에서 낮은 예측성을 

보이며, 특히 OLR의 상관계수가 상층, 하층의 동서 바람장의 상관계수보다 매우 낮게 나

타난다. 이는 앞의 Fig.4.3.3의 결과와 일치하며, OLR이 GloSea5의 메든-줄리안 진동

의 위상별 예측 성능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4.3.4 강도 (왼쪽)와 계절 (오른쪽)에 따른 GloSea5의 위상과 지연시간에 따른 상관계

수. 각 패널에 대한 설명은 Fig.4.1.3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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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3.5 겨울철 동안의 변수별 (OLR, U850, 

U200) 위상과 지연시간에 따른 상

관계수 비교.

  계절예측시스템의 개선에 따른 메든-줄리안 진동의 예측성능 검증을 위하여 GloSea4

와 GloSea5의 메든-줄리안 진동 예측성능을 동시에 비교하였다 (Fig.4.3.6). 계절예측

시스템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GloSea5의 상관계수는 GloSea4보다 낮게 나타났으

며, 타당한 예측성능을 보이는 기간 역시 GloSea4는 약 21일인 반면, GloSea5는 약 20

일로 짧은 예측 기간을 보여주었다. GloSea5의 이차제곱근오차 역시 GloSea4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GloSea5가 GloSea4에 비해 메든-줄리안 진동을 더 현실

적으로 모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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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3.6 GloSea5와 GloSea4의 메든-줄리안 진동의 상관계수 (위)와 이

차제곱근오차 (아래) 비교. 검정색 실선은 GloSea5를, 파란색 실

선은 GloSea4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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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3.7 메든-줄리안 진동의 위상이 4일 때의 GloSea5 (좌), GloSea4 (가운데), 관측 (오른

쪽)에서 나타나는 OLR 패턴 비교. OLR의 단위는 W m⁻². 

  GloSea5의 Maritime continent 예측성 장벽을 살펴보기 위하여 메든-줄리안 진동의 

위상 4에서 시작하는 OLR의 패턴을 GloSea4 그리고 관측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Fig.4.3.7). 관측과 GloSea4와 비교하였을 때, GloSea5의 초기 OLR 강도는 매우 약하

며, 동진하는 패턴 역시 매우 약하게 나타난다. 이 예측성 장벽이 지연시간에 따라 어떻

게 진행되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10°S - 10°N에 대하여 평균된 OLR과 

850hPa 동서바람을 비교하였다 (Fig.4.3.8). 관측의 경우, OLR과 하층 동서바람 

(U850)이 아프리카, Maritime continent, 서태평양에서 지연시간에 따라 약 20일에서 

25일까지 전파되는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GloSea4는 OLR이 약 5-10일, 하층 동

서바람이 약 10-15일 정도까지만 전파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GloSea5의 경

우, 하층 바람장의 강도와 전파되는 특징은 관측과 비교하였을 때 약하게 나타나지만, 

GloSea4는 유사하게 모의된다. OLR의 경우, 그 강도가 관측과 GloSea4에 비해 매우 

약하게 모의되며, 전파되는 기간 역시 짧게 나타난다. 이는 앞의 변수별 상관계수에 대한 

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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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3.8 10°S – 10°N 평균된 GloSea5 (위), GloSea4 (중간), 관측 (아래)의 겨울철 

OLR과 850hPa 동서바람의 비교. Shading은 OLR, Contour는 U850을 의미함. 

OLR의 단위는 W m⁻², 바람의 단위는 m s⁻².

2. 중위도 원격상관 분석

  메든-줄리안 진동은 적도지역의 날씨 현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원격

상관 (Teleconnection)에 의하여 북반구 중위도 지역의 기후와 날씨 현상, 그리고 날씨 

예측성에 영향을 미친다 (Maloney and Hartmann, 2000; Ho et al., 2006; Jeong et 

al., 2008; Moon et al., 2011). 또한 엘니뇨와 라니냐 해, 즉 엘니뇨-남방진동 (El 

Nino-Southern Oscillation, ENSO)의 모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해수면 온도 분포

의 영향을 받아 메든-줄리안 진동의 특성 및 메든-줄리안 진동에 의해 야기되는 원격상

관 패턴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적도지역에서 발생하는 메든-줄리안 진동의 위상 

(Phase)과 엘니뇨-남방진동의 모드에 따라서 중위도에서의 기압패턴이 다르게 나타나

며, 더 나아가 중위도의 날씨 예측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모델이 재현하는 메든-

줄리안 진동에 의해 야기되는 원격상관의 재현성 및 예측성능 검증은 중위도 날씨 예측

을 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난 2013년의 연구 (기상청, 2013)

에 이어서 진행되었으며, 작년 연구와 달리, 계절 내 변동 (Intraseasonal variability, 

ISV)을 가지는 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30-70일 주기의 Lanczos 필터를 사용한 것을 제

외하고는 분석 방법 및 데이터 처리 방법 역시 기상청 (2013) 연구와 동일하며, 모델에 

들어가는 초기 관측 값의 영향을 피하기 위하여 약 2주 후의 모델 결과를 사용하여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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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계절예측시스템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계절예측시스템의 향상에 따른 메든-줄리

안 진동에 의해 야기되는 북반구 중위도에서의 원격상관 패턴을 살펴보기 위하여 

GloSea4와 GloSea5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Fig.4.3.9는 엘니뇨 해와 라니냐 해의 겨울철 평균 OLR과 상층 (200hPa)에서의 유선

함수 패턴을 보여준다. 관측의 패턴을 살펴보면, 엘니뇨 해에는 적도지역의 중앙 태평양

에서 대류현상이 발생하며, 상층의 유선함수의 경우, 적도를 기준으로 북반구와 남반구의 

패턴이 대칭적으로 나타난다. 엘니뇨 해의 북반구의 태평양 지역에는 고기압성 순환이, 

동아시아 지역과 북태평양 지역에는 저기압성 순환이 위치한다. 라니냐 해에는 OLR과 

상층의 유선함수 패턴이 정반대로 나타난다. Maritime continent 지역에서 대류가 강하

게 발생하며, 적도 지역의 중앙태평양 지역에서는 침강이 발생한다. GloSea4와 GloSea5

의 결과는 모델 실험 시작 2주 후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OLR의 강도가 약하게 모의되

지만 관측에서 나타나는 패턴들을 현실적으로 재현해내고 있다. 

Fig.4.3.9 1996-2009년 (13년) 겨울철 동안의 엘니뇨 해 (왼쪽)와 라니냐 해 (오른쪽) 

동안의 관측 (위)과 GloSea4 (가운데), GloSea5 (아래)의 OLR (contour)과 

200hPa에서의 유선함수 (streamfunction, shading) 패턴 비교. OLR의 단위는 

W m⁻², 유선함수의 단위는 10⁻⁶ m s⁻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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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3.10 겨울철 기후 평균된 OLR의 계절 내 변동성 (ISV, 왼쪽)과 엘니뇨 해와 라니냐 

해의 계절 내 변동성의 차이 (오른쪽). 단위는 W m⁻². 

  Fig.4.3.10은 관측과 계절예측시스템에서 나타나는 겨울철 기후 평균된 OLR의 계절 

내 변동성을 보여준다. 관측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살펴보면, 인도양, Maritime 

continent, 그리고 서태평양의 온난 해수역에서 강한 변동성이 나타난다. GloSea4와 

GloSea5 모두 관측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나, 변동성을 매우 약하게 모의한다. 특히, 

GloSea5는 GloSea4에 비해 변동성을 매우 약하게 나타내는데, 이는 4.3.1절의 결과와 

일치한다. 관측에서의 엘니뇨 해와 라니냐 해의 계절 내 변동성의 차이를 보면 엘니뇨 

해에는 적도 지역의 중앙태평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북아메리카의 서해안과 

중위도 지역의 아시아 지역에서 역시 약하게 변동성이 나타난다. 라니냐 해에는 경도 

60°- 130°E, 위도 0°- 20°N 지역과 중위도의 중앙 태평양 지역에서 변동성이 두

드러지게 발생한다. GloSea4와 GloSea5의 전반적인 변동성의 패턴은 유사하게 재현되

나 인도양과 Maritime continent 지역에서의 변동성은 그 강도가 매우 약하게 나타나며, 

관측과는 달리 북반구 중위도의 지역적 변동성이 현실적으로 모의되지 않는다. 이와 같

이 엘니뇨 해와 라니냐 해의 계절 내 변동성의 차이로 인하여 중위도 지역의 원격상관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며, Fig.4.3.10의 결과와 같이 모델이 엘니뇨 해와 라니냐 해

의 변동성을 관측과 유사하게 모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원격상관 패턴 역시 관측과 다

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Fig.4.3.11과 Fig.4.3.12는 엘니뇨와 라니냐 해에 따른 메든-줄리안 진동의 위상 3과 

7에서의 중위도 원격상관 패턴을 보여준다. 위상 3에서의 원격상관 패턴을 살펴보면, 인

도양에서 발생한 대류의 영향으로 상층 순환 편차장이 발생하게 된다. 관측의 결과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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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 대류현상이 인도양 지역에서 강하게 발생하며, 그로인해 서태평양에서 저기압성 

순환장이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중위도 지역의 북태평양에 고기압성, 북태평양에 저

기압성 순환, 북아메리카 동부에 고기압성 순환을 따라 원격상관이 발생한다. 이 때, 북

아메리카 서부지역은 남쪽의 고기압성 순환장과 북쪽의 저기압성 순환장의 영향으로 북

아메리카 서부지역에 한랭 습윤한 공기의 영향을 받아 미국 서북부에 대류가 위치한다. 

라니냐 해에는 북반구의 원격상관이 서쪽으로 치우쳐서 원격상관 패턴이 발생하며, 태평

양에서 아열대 지역에 위치한 저기압성 순환과 중위도 지역에 위치한 고기압성 순환의 

영향으로 한반도와 일본 남부에 대류가 발생하게 된다. GloSea4와 GloSea5의 경우, 관

측과 달리 인도양에서 발생하는 대류의 강도가 매우 약하게 나타나며, 원격상관의 패턴

은 재현되지만 그 강도 역시 매우 약하게 모의된다. 또한 라니냐 해의 원격상관 패턴이 

북아메리카 지역까지 전파되지 못하고 북태평양 지역에서 멈추게 된다. 엘니뇨 해의 

GloSea5에서 나타나는 원격상관 패턴은 관측과 GloSea4와 달리 서태평양에 위치한 저

기압성 순환이 나타나지 않아 원격상관의 패턴이 중위도 태평양 지역부터 시작하게 된

다. 중위도 지역에서의 대류 현상과 하층 바람장 역시 현실적으로 모의되지 못하였다.

  인도양에서 발생한 열대 대류가 중앙 태평양으로 이동한 메든-줄리안 진동 위상 7일 

때, 엘니뇨 해에는 적도지역에 위치한 저기압성 순환장에서부터 시작하여 북아메리카 쪽

으로 원격상관 패턴이 전파된다. 라니냐 해에는 적도지역에 위치한 강한 고기압성 순환장

에서부터 시작한 원격상관이 엘니뇨 해보다 서쪽으로 치우쳐 북아메리카 쪽으로 전파된

다. 라니냐 해의 경우, GloSea4와 GloSea5는 위상 3과 같이 원격상관 패턴이 북아메리

카 쪽으로 전파되지 못하는 결과를 보인다. 하지만 엘니뇨 해의 경우, GloSea4는 관측의 

원격상관 패턴을 유사하게 재현하는 반면, GloSea5는 이러한 패턴을 전혀 모의하지 못한

다. 두 예측시스템 모두, 중위도 지역에서 나타나는 대류현상의 패턴의 강도는 매우 약하

지만 유사하게는 재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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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3.11 관측 (위), GloSea4 (가운데), GloSea5 (아래)에서 나타나는 1996-2009

년 겨울철 엘니뇨 해(왼쪽)/라니냐 해(오른쪽)와 연관된 메든-줄리안 위상 3

일 때의 원격상관 패턴 비교. Shading은 OLR, contour는 200hPa 유선함수, 

vector는 850hPa 바람장을 의미함. C는 저기압성 순환을, A는 고기압성 순

환을 나타냄. OLR의 단위는 W m�², 유선함수의 단위는 10⁻⁶ m s⁻¹, 바

람장의 단위는 m s⁻¹. 

Fig.4.3.12 메든-줄리안 진동 위상 7을 제외하고는 Fig.4.3.11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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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GloSea4와 GloSea5에서 모의되는 중위도 원격상관 패턴의 

예측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지연시간에 따른 예측성능

을 살펴보았다. 먼저, Fig.4.3.13은 엘니뇨 해와 라니냐 해일 때의 예측 성능을 평균한 

메든-줄리안 진동의 위상별 예측 성능을 보여준다. 메든-줄리안의 위상별로 예측 성능

이 상이하게 나타났지만, GloSea5의 위상 7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GloSea4와 GloSea5 

모두 약 2주 (9-16일)까지 0.5 이상의 예측 성능을 보여준다. 특히, 열대 대류가 온난 

해수역 지역 (위상 3, 4, 5)에 위치하고 있을 때, 예측성능이 다른 위상일 때 보다 높게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4.3.14은 예측 성능이 높게 나타난 위상 3, 4, 5일 때의 상관계수를 평균한 엘니

뇨 해와 라니냐 해별 예측 성능을 나타낸다. 먼저, 두 계절예측시스템 모두 약 지연시간 

22일 (약 3주)까지 0.5 이상의 예측성능을 보여주며, 엘니뇨 해 일 때보다 라니냐 해 일 

때 더 높은 예측 성능을 보여준다. GloSea5의 경우, 시스템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시간 20일까지는 예측 성능이 GloSea4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지만, 지연시간 약 20

일 이후에 GloSea4와 달리 예측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고 천천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4.3.13 GloSea4 (위)와 GloSea5 (아래)의 엘니뇨 해와 

라니냐 해 평균된 메든-줄리안 진동의 위상별, 지

연시간별 중위도 원격상관의 예측 성능 비교. 파란

색은 계절예측시스템의 지연시간 1-8일, 빨간색

은 9-16일, 초록색은 17-24일의 결과를 의미함. 

평균된 지역은 0°-360°E, 15°-80°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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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3.14 메든-줄리안 진동 위상 3-5까지 평균된 GloSea4 (실선)와 GloSea5 

(점선)의 엘니뇨 해 (빨간색)와 라니냐 해 (파란색)의 중위도 원격상관

의 예측 성능 비교. 평균된 지역은 0°-360°E, 15°-80°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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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위험기상예측성능

1. 열대 저기압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라 극한 기후현상들이 발생하여 이런 현상 중 하나인 열대 저기

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본 연구도 이런 연구 동향에 따라 계절예측 시

스템의 열대 저기압 활동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GloSea 시스템의 실제 

열대 저기압 탐지 성능 한계 때문에 열대 저기압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사용한 

시스템의 예측성 확인을 수행하였다. 

  대규모 대기 장이 열대 저기압 발생에 대한 영향을 이해하기 위하여, 열대 저기압 발

생 잠재 지수 (Genesis Potential Index)를 Emanuel and Nolan (2004) 논문에서 소

개되었다. 위 지수는 Gray (1979)논문을 착안하여 경험적으로 열대 저기압 발생에 영향

력 인수들을 발견하여 이 지수를 구성한다. 이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재분석 자료를 기

반으로 한 Camargo et al. (2007)에서 GPI 지수가 경년적으로 일어나는 남방진동에 따

른 지역별, 변수별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뤄졌으며, Camargo et al. (2007) 수치모델에

서 모의하는 GPI지수 모의 성능에 관한 연구가 이뤄졌다.

  본 연구에서는 Met Office에서 개발한 GloSea 계절예측 시스템이 모의하는 대규모 대

기 장을 통한 열대 저기압의 잠재적 발생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GPI 지수 모의 성

능에 관한 연구를 진행 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는 6월 초기 장을 사용하여 적분한 

모든 조건의 자료와 그 앙상블 값들을 평균한 대기 장을 사용하였다. 사용한 대기 장은 

열대 저기압 발생 주요 기간인 7~10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식 4.4.1)

  위 식은 Emanuel and Nolan (2004)에서 소개한 열대 저기압 발생 지수 (Genesis 

Potential Index)이며, 열대 저기압 발생에 필요한 성분인 850hPa 절대와도 (η), 

700hPa 중하층 습기 (Η), 잠재 강도 (Vpot), 그리고 상하층 (200hPa-850hPa) 바람시

어 (Vshear)를 크기 조정한 값들의 곱으로 이루어져있다. 잠재강도 (Vpot)는 여러 층들에

서 얻은 값들의 합으로 다음 식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다.

         (식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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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식 (식 4.4.2)을 구성하는 변수 설명은 다음과 같다. Ck 는 엔탈피 교환계수 

(exchange coefficient for enthalpy), CD 는 공기저항계수 (drag coefficient), Ts는 

해양지표온도 (sea surface temperature), T0는 유출온도 (mean outflow 

temperature)이며, 이 변수들은 잠재적 대류발생 에너지 (Convective Available 

Potential Energy, CAPE)의 차이와 함께 잠재 강도를 구성한다. 

Fig.4.4.1 잠재적 대류발생 에너지 차이 (CAPE* - CAPEb) 모식도

  Fig.4.4.1은 잠재적 대류발생 에너지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보여준다. 이전 식에서 언급

한 잠재적 대류발생 에너지 차이 (CAPE* - CAPEb)는 해양표면에서 구한 잠재적 대류

발생 에너지에서 층 변화에 따라 다르게 구해지는 잠재적 대류발생 에너지의 차들의 합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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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4.2 32년간 (1979~2010)의 전 지구 관측 열대 저기압 공

간분포와 재분석 자료에서 모의하는 열대 저기압 발생 

잠재 지수

  Fig.4.4.2는 32년 (1979~2010)간 전 지구에서 발생한 열대 저기압 관측 분포를 보여

주며, 아래는 재분석 자료로부터 구한 열대 저기압 발생 잠재 지수의 공간분포를 본 것이

다. 지역적으로 지수의 분포가 관측 열대 저기압 분포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예

를 들어, 중태평양 지역에 실제 태풍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지수에서 보여주는 공간 분포

는 중태평양에서 열대 저기압 발생 가능하다고 나타낸다. 지수가 이러한 지역적인 열대 

저기압 발생 측면에 관한 문제점은 보이지만, 전반적인 공간분포는 실제 발생하는 열대 

저기압의 공간 분포와 유사하다.

  Fig.4.4.3은 열대 저기압 발생 잠재 지수와 실제 발생한 열대 저기압 개수의 지역별 경

년변동성을 나타낸다. 열대 저기압 주요 발생 지역인 북서태평양 지역과 북대서양 지역의 

실제 발생 태풍 개수와 발생 잠재 지수의 경년 변동성을 보았다. 복서태평양은 0.12로 

두 변수간의 낮은 상관관계성을 보이지만, 북대서양의 경우는 0.73의 상관계수를 보여 

변수간의 높은 관계성을 보인다. 다른 지역에 관해서도 관측된 열대 저기압의 개수와 발

생 잠재 지수간의 상관계수를 보면 북대서양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큰 상관성을 보여주

지 못한다. 이는 재분석 자료를 통해 구한 열대 저기압의 개수와도 크게 상관성을 보여주

지 못하기 때문이다. 열대 저기압 위한 재분석자료의 특별한 후처리 작업이 이루어지면 

좀 더 개선된 상관관계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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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4.3 관측 열대 저기압의 연간 변동성과 각 발생지역에서 모의하는 열대 저기

압 발생 잠재 지수 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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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4.4 재분석 자료의 열대 저기압 발생 잠재 지수와 GloSea 시스템에서 모의하는 

지수

  Fig.4.4.4는 재분석 자료와 GloSea 계절예측 시스템에서 나타내는 14년간 

(1996~2009)의 7~10월의 열대 저기압 발생 잠재 지수 분포를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공간 분포를 재분석 자료와 GloSea4, GloSea5 두 시스템에서 모두 유사하게 모의한다. 

하지만, 남반구 지역의 경우 재분석 자료는 남인도양과 남태평양에 강한 열대 저기압 발

생 잠재 지수 값을 보이지만, 두 계절예측 시스템은 약한 값을 모의하여 실제 여름철 남

반구에서 열대 저기압이 거의 발생 하지 않는 현상과 일치한다. 북서태평양 지역에서는 

GloSea 시스템 간에 차이를 보인다. GloSea5 열대 저기압 발생 잠재 지수가 GloSea4와 

비교하였을 때 몬순 기압골 발생하는 지역에서 강하게 모의하는데, 이는 GloSea5가 

GloSea4보다 여름철에 몬순 기압골을 강하게 모의하는 영향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 열대 저기압 발생 잠재지수를 구성하는 각각의 항 들을 분리 분석하여 좀 더 명확

한 원인 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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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4.5 열대 저기압 발생 잠재 지수를 구성하는 항 비교

  열대 저기압 발생 잠재 지수를 각 항별로 분리하여 살펴보면 (Fig.4.4.5) 첫 번째 항은 

절대와도, 두 번째 항은 중하층 습도, 세 번째 항은 잠재 강도, 마지막 항은 상하층 바람 

차이로 나눌 수 있다. 단, 마지막 항은 상하층 바람 차이의 역수가 지수 계산에 사용되어 

다음 분석은 상하층 바람 차이의 역수 값을 기준으로 하여 설명할 것이다. 우선 첫 번째 

항을 보면 재분석 자료와 계절예측 시스템이 유사하게 모의되지만 북서태평양 지역에서 

GloSea5에서 강한 절대와도를 모의하고 있다. 이는 여름철 이 지역에서 몬순 기압골이 

강하게 모의하는 평균장 분석결과와 일치한다. 두 번째 항은 계절예측 시스템이 재분석 

자료보다 열대지역에서 많은 중하층의 습도를 모의하고 있다. 세 번째 항은 태풍 발생지

역 전반적으로 재분석 자료가 강한 발생 잠재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 항은 계절예

측 시스템 사이의 차이점은 크지 않지만, 재분석 자료와의 차이점은 두드러진다. 특히, 

남반구 지역과 북대서양 지역에 큰 값을 가지고 있어, 재분석 자료가 남반구에 강하게 잠

재 지수 값을 모의하는 현상과 북대서양에서 재분석 자료가 강하게 모의하는 결과와 일

치한다. 열대 저기압 발생 잠재 지수를 구성하는 항을 나눠서 분석을 해보았을 때, 지수

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장 큰 값을 갖는 첫 번째 항이었다. 그러므로 GloSea5에서 

강한 몬순 기압골이 모의되는 것과 잠재 지수가 강하게 모의되는 부분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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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4.6 열대 저기압 발생 지역에 따른 열대 저기압 발생 잠재 

지수의 연간 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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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4.4.6 지역별 열대 저기압 발생 잠재 지수의 경년 변동성과 재분석 자료에서 모의

하는 지수와의 상관계수를 보여준다. 열대 저기압 발생 지역마다 재분석 자료 값과 계절

예측 시스템 간의 서로 다른 상관관계성을 보인다. 동태평양지역과 남태평양의 지역의 경

우각각 0.9, 0.7정도의 높은 예측성능을 보인다. GloSea4에서 GloSea5로 시스템이 개선

되면서 동태평양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예측성이 증가하였고, 특히 북대서양지역

과 남태평양 지역은 두드러지게 예측성능이 증가하였다.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지역은 

모두 남반구에 속하는 지역이다. 이는 재분석 자료에서 발생잠재 지수가 실제 발생하는 

열대 저기압의 분포와는 다르게 여름철 남반구에 강하게 모의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Fig.4.4.7은 남방 진동에 따른 관측 열대 저기압 발생 변동성과 재분석자료와 계절예측

시스템의 열대 저기압 발생 잠재 지수의 변동성 분포를 보여주기 위해 엘니뇨 기간에서 

라니냐 기간의 차로 나타내었다. 열대 저기압 발생의 변동성이 북서태평양과 북대서양-

Fig.4.4.7 남방 진동에 따른 열대 저기압 발생 잠재 지수 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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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태평양에서 모두 쌍극자 형태의 지수 분포를 보여준다. 즉, 남방 진동에 따른 열대지역

에서의 열대 저기압의 활동성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열대 저기압 관

측과 유사하게 재분석 자료로부터 확인한 열대 저기압 발생 잠재 지수의 공간 분포도 북

서태평양과 북대서양-동태평양에서 모두 쌍극자 형태의 지수 분포를 보여준다. 북대서양

-동태평양에서의 쌍극자 형태의 지수 분포는 엘니뇨 기간에는 동태평양에서 열대 저기압 

활동이 활발하고, 라니냐 기간에는 북대서양에서 활동이 활발하다. 북대서양-동태평양에

서의 쌍극자 형태를 두 계절예측 시스템에서 모두 확인 할 수 있고, GloSea5시스템에서 

북서태평양에서의 쌍극자 형태가 GloSea4보다 개선이 되었지만, 여전히 계절 예측 시스

템에서 약하게 모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계절예측시스템에서 열대저기압과 같이 작은 규모의 강한 기상현상을 역학

적으로 모의하기에는 한계가 따르기 때문에 열대저기압의 활동과 관련된 지수를 역학적 

방법과 통계적 방법을 결합한 hybrid 예측을 이용해 예측성능을 검증하였다. 태풍의 활

동정도를 나타내는 태풍누적에너지 (Accumulated tropical Cyclone kinetic Energy, 

ACE; e.g. Bell et al. 2000)와 GPI에 대해 Kim and Webster (2010)의 방법을 이용

하여 예측하였다 (Fig.4.4.8). GloSea hindcast를 이용한 열대저기압의 예측성능을 진단

하기 위하여 Kim et al. (2013)에서 사용한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ACE와 GPI를 예

측하였으며, 각 월의 1일을 중심으로 한 9개의 앙상블을 사용하여 월별 초기조건에 따라 

예측성능을 확인하였다. 각 지연시간에 따른 예측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4월 (IC04), 5월 

(IC05), 6월 (IC06)의 초기조건 앙상블을 이용하여 7-10월 (JASO)의 평균된 열대저

기압 변동을 분석하였다.

Fig.4.4.8 열대저기압 관련 지수에 대한 Hybrid 예측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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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4.9는 열대저기압의 발생횟수와 각 지수의 시계열을 나타낸다. 실제 태풍의 발생

횟수와 관련된 지수들이 어느정 도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열대저기압의 발생 횟수와 

지수의 R값은 두 지수 모두 0.36). 각각의 지수는 열대저기압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

인들도 반영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발생횟수와의 상관관계는 그리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

다.

Fig.4.4.9 북서태평양 지역의 7-10월간 태풍의 발생 횟수 (검정), ACE (적색), 

GPI (청색)의 시계열. 모든 값은 표준편차를 통해 정규화되었음.

하이브리드 예측에 앞서 각각의 지수와 대기변수와의 동시 상관관계를 비교하였다. 해

수면온도와 바람시어 (U200과 U850의 차의 절대값) 두 변수의 상관관계를 Fig.4.4.10

과 Fig.4.4.11에서 나타내고 있다. 재분석자료의 결과를 보면 두 지수 모두 엘니뇨-남방

진동과 관련된 패턴을 나타내고 있는데, ACE의 경우 광범위한 지역에서 상관관계가 나

타나는 반면 GPI의 경우 동태평양과 북태평양에서는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GloSea에서도 관측된 열대저기압 관련 지수와의 상관관계가 유사하게 모의하고 있으며, 

상관성이 큰 지역의 위치가 재분석자료와 비교하여 약간 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

다. GloSea4와 GloSea5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모델간의 차이를 고려

하여 열대저기압 관련 지수를 통계적으로 예측하기 위한 지역과 변수를 두 곳씩 선정하

였다. 각 지수 예측을 위하여 사용된 변수와 위치는 다음과 같다.

ACE: 

GloSea4 – Wind Shear (30-35N, 130-150E), Wind Shear (10S-10N, 

160-210E)

GloSea5 – Wind Shear (12S-5N, 190-200E), Wind Shear (10S-10N, 

140-16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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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I:

GloSea4 – Wind Shear (5S-10N, 110-125E), SST (9S-4S, 155-175E)

GloSea5 – Wind Shear (10-25N, 120-135E), SST (10S-5S, 170-190E)

Fig.4.4.10 관측된 북서태평양의 ACE지수와 ERA-Interim, GloSea4, GloSea5의 해수

면온도 (좌)와 바람시어 (우)의 상관계수 (JASO) 

위에서 정의된 모델의 예측변수를 이용하여 다중회귀를 통해 관측된 ACE와 GPI를 예

측하였다. 통계적 예측은 Leave-one-out Cross-validation 방법을 적용하어 각 년도

의 지수를 예측 할 때마다 대상 년도를 제외한 나머지 년도의 예측변수를 통한 다중회귀

로 ACE를 예측하였다. 즉, 매년 ACE를 구할 때마다 서로 다른 회귀계수가 사용되어 과

적합 (overfitting) 문제를 완화하였다.



- 124 -

Fig.4.4.11 관측된 북서태평양의 GPI지수와 ERA-Interim, GloSea4, 

GloSea5의 해수면온도 (좌)와 바람시어 (우)의 상관계수 

(JASO) 

Fig.4.4.12 ACE와 GPI에 대한 Hybrid 예측모델의 각 초기조건 앙상블에 따른 예측성능 

(Correlation). ACE의 경우 Kim et al. (2013)에서 계산한 ECMWF System4 

(1981-2009)가 같이 비교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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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brid예측을 통한 1996년-2009년간의 열대저기압 활동 관련지수의 예측성능을 

Fig.4.4.12에서 비교하였다. 두 지수 모두 5월의 초기조건에서도 약 0.8정도의 예측성능

을 보였으며, 특히 GPI의 경우는 4월의 초기조건을 이용한 예측에서도 GloSea5는 0.8

이상의 예측성능을 보였다. 

다년간의 Hybrid예측의 확률예보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해 Relative Operating 

Characteristic (ROC)를 통한 1996년-2009년간의 열대저기압 활동 관련지수의 확률

예보성능을 Fig.4.4.13에서 비교하였다. 다수의 앙상블 개수를 필요로 하는 ROC분석을 

위해 6월1일 – 7월 1일간의 모든 앙상블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두 지수에 대한  ROC 

Fig.4.4.13 ACE와 GPI에 대한 Hybrid 예측모델의 6월 1일 - 7월 1일간 앙상블에 대한 

ROC Curve. 빨간 선은 상위 3분위 수에 대한 검증 결과를 나타내고, 파란 선은 

하위 3분위 수에 대한 검증결과를 나타냄. 각 그림에 나타난 숫자는 상/하위 3분

위 수에 대한 ROC Score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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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re가 모두 0.5를 상회하여 확률예보성능이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상위 3분위수에 

비해 하위 3분위수의 확률예보성능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GloSea 모델의 역학적인 방법에 통계적인 방법을 결합하여 약 2~3개월 전부터 열대

저기압의 활동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를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었고, 이러한 정보를 

통해 열대저기압의 활동에 대한 계절예측에 유용하게 활용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2. 여름철 위험 기상

  GloSea 시스템의 여름철 폭염, 폭우와 같은 여름철 위험기상 예측 가능성을 알아보았

다. 모델의 위험기상의 예측성능은 기존에 관측기반으로 정의되는 폭염, 폭우의 절대량의 

기준으로는 판단하기 힘들다. 이는 모델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오차가 있기 때문에 구

조적 오차를 고려한 모델만의 기준을 선정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 1996-2009년간 여

름철의 일평균 온도 및 강수량의 확률밀도분포도를 Fig.4.4.14에 나타내었다. 관측값의 

경우 여름철 일평균 온도 분포가 15℃ ~ 29 ℃ 사이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GloSea4 시스템의 경우 약 14℃ ~ 22℃에 분포하며, 관측보다 평균값에 많은 분포를 

보이며, 좁은 종형(bell type)의 온도 분포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GloSea4에서 평균 

온도가 약 18℃로 유지되지만, GloSea5 시스템에서는 약 23℃정도로 GloSea4 시스템

보다 상당히 높은 온도까지 모의하고 있다. GloSea4에서 수평해상도가 높아짐에 따라 

극값의 개선 많이 이루어 졌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위험기상으로 기준으로 하는 각 일

평균 분포의 90% 극한값을 관측, GloSea5, GloSea4 시스템에서 각각 26.5℃, 25.5℃, 

20.5℃로 나타내어진다. 즉 GloSea5에서 관측과 유사한 극한값을 보이는 반면에 

GloSea4에서는 약 6℃나 낮은 극한 값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수평해상도의 

개선이 극한값 모의를 좀 더 관측과 유사하게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강수량의 분포의 

경우에도 온도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GloSea4와 GloSea5의 차이가 온도분포

만큼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는다. 그러나 강수량 분포가 수평해상도가 증가한 GloSea5에

서 약한 강수량이 GloSea4보다 증가하여, 보다 관측과 유사한 강수량 분포를 보이고 있

다. 또한 그에 따라 90% 극한값이 관측에서는 17.5 mm/d 로 구분되나, GloSea4와 

GloSea5는 각각 12.0 mm/d와 12.5 mm/d로 GloSea5에서 약간 향상된 결과를 보인다. 

종합적으로 GloSea5 시스템의 일평균 온도와 강수량 분포를 분석해본 결과 해상도가 높

아짐에 따라 온도 및 강수량 분포도가 GloSea4 시스템에 비하여 좀 더 관측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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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4.14 14년간 북반구 여름철 일평균 지상온도 (좌)와 강수량 (우)의 확률밀도분포도

   앞서 결정한 대로 모델의 구조적인 오차를 고려한 이상극한값을 각 기후인자의 분포

도의 90% 이상으로 선정하여, 북반구 여름철 한반도 평균된 지역의 평균기후값과 극한

값을 구하여 시계열로 나타내었다 (Fig.4.4.15). 관측에서는 1999년과 2003년에 평년보

다 온도가 낮고, 이상고온이 가장 적게 발생하였다. 그러나 GloSea4와 GloSea5에서는 

2004녀의 온도와 이상고온이 가장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모의하며, 이러한 한반도 지역

의 여름철 평균온도를 제대로 모의하지 못하였다. 일평균 강수량의 경우에도 관측에서 

2005년 평균 강수량이 가장 높았던 반면에 GloSea5에서는 2006년, GloSea4에선 

2003년이 가장 높게 모의하면서 한반도의 여름철 강수량 및 온도를 제대로 모의하지 못

하고 있다. 그러나 관측과 모델 모두 여름철 기후인자의 평균값이 증가할 때, 극값 또한 

증가하는 특성을 보인다. 관측의 경우, 평균온도와 이상고온의 상관계수는 약 0.7정도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GloSea5와 GloSea4 시스템 또한 각각 0.8과 0.6으로 평균온도

와 이상고온의 변동성의 관련성이 높은 게 나타났다. 강수량의 경우에는 온도보다는 낮

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관측에서 평균 강수량과 이상폭우일수의 

상관계수는 약 0.47을 보이고, GloSea5, GloSea4시스템에서는 약 0.9와 0.8로 관측보

다 높은 관련성을 보인다. 즉, 관측과 모델 모두 평균온도의 변동성에 따라 한반도의 이

상기후의 변동성이 대부분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델에서는 평균 기후인자의 변동

성이 극한값의 변동성을 관측보다 더 많이 설명하고 있다. 이는 관측에서 이상기후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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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것은 모델보다 더욱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인하여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Fig.4.4.16은 한반도 지역 평균된 평균온도와 이상고온 일수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관측과 모델로 비교한 그림이다. 한반도 평균온도와 이상고온 모두 GloSea4, GloSea5 

시스템에서 제대로 모의하지 못하고 있다. 평균온도의 경우 관측과 GloSea4와 GloSea5

간의 상관계수는 각 각 0.18, -01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고, 제대로 예측하지 못

하고 있었다. 또한 이상고온의 경우에도 관측과 GloSea4와 GloSea5간의 상관계수는 각

각 0.082, -0.38로 유의하지 않게 모의하고 있다. 강수량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결과

를 모의하며, GloSea 시스템의 경우 한반도 여름철 온도 및 강수량과 이에 따른 이상 극

값을 모의하지 못하고 있다.

Fig.4.4.15 14년간 한반도 지역의 여름철 일평균온도 (검은선)와 이상고온 (붉은선) 시계열 

(좌)과 일강수량 (검은선)과 이상폭우 (붉은선)의 시계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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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4.16 유인기상관측자료와 GloSea 시스템에서 

모의한 한반도 지역의 여름철 일평균온도

의 시계열 (위) 및 이상고온의 시계열 (아

래)

  Fig.4.4.17은 관측값을 이용하여 한반도 평균온도와 이상고온날수에 200hPa의 지위고

도장과 해수면 온도를 회귀한 그림이다. 한반도 평균온도와 이상고온의 경년변동성은 앞

서 설명한 대로 0.7 이상의 상관계수를 가지며 유사한 시계열을 가지기 때문에 회귀된 

200hPa의 지위고도와 해수면온도의 공간분포는 상당히 유사하다. 즉 한반도 주변 해역

의 해수면온도가 높게 나타나며, 남중국해지역의 저기압 패턴과 한반도 북부의 고기압패

턴, 시베리아 지역의 저기압 패턴 (Low-High-Low)이 샌드위치 모양으로 원격상관 패

턴을 유지하는 것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패턴 속에 한반도 북쪽의 고기압의 영향

으로 한반도지역의 고온과 평균온도가 유지되는 패턴을 보인다. 평균 강수량에 회귀된 

200hPa 지위고도의 티벳 고원에 저기압 패턴과 남중국해의 고기압, 한반도지역의 저기

압, 일본 동해의 고기압패턴이 자리 잡으며, 일본근해의 해수면온도가 높아지는 공간분포

를 보인다. 이러한 패턴으로 동쪽에 따뜻한 해수면온도로 인한 수분공급이 원활하게 되

고 한반도에 위치한 저기압 패턴이 한반도 강수량이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 그러나 이상

폭우일수에 회귀된 배경장의 경우 이와는 평균 강수량의 변동성과는 조금 다른 공간분포

를 보인다. 그러나 기압장들이 대부분 동쪽으로 이동한 패턴을 유지하고, 한반도에 위치

했던 저기압이 한반도 북부로 이동한 패턴을 보이는 반면의 일본동해의 해수면 온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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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높은 온도 회귀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한반도 남동쪽에 위치한 양의 해수면

온도 아노말리가 한반도의 평균 강수와 이상폭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

며, 온도보다는 강수량의 극한값과 평균값의 주변장 메커니즘은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한반도 여름철 이상 고온에 연관 있는 대규모 배경장을 GloSea4와 GloSea5 모델이 예

측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Fig.4.4.18로 각자 모델이 모의한 배경장 결과와 모델에서 

모의한 한반도 이상 고온 일수와 회귀 분석하였다. 그 결과 관측에서 나타나는 남북으로 

뻗은 저-고-저기압 공간간 분포를 GloSea4, GloSea5 시스템 모두 제대로 모의하지 못

하였다. 그러나 한반도 북부지역에 고기압의 중심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모델과 

관측 모두 동일하게 모의하였다. 반면에 해수면온도의 경우 관측에서는 한반도 인근해역

에 해수면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분포되어 있는 반면에 GloSea 시스템에서는 보다 더 

넓은 지역으로 광역규모의 양의 해수면 아노말리 패턴이 유지되고 있다. 이는 북태평양 

지역의 해수면온도 예측성능이 적도지역의 예측성능보다 낮은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Fig.4.4.17 한반도 평균온도와 이상고온날수에 회귀된 200hPa 지위고도와 해수면 온도(좌)

의 공간분포와 한반도 평균강수량과 이상폭우날수에 회귀된 200hPa 지위고도과 

해수면온도(우)의 공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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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4.18 관측과 GloSea5, GloSea4 시스템에서 모의된 한반도 이상고온날수에 회귀된 

200hPa 지위고도와 해수면온도의 공간분포

  Fig.4.1.19은 위의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한반도 여름 이상폭우일수에 200hPa 지위고

도장과 해수면 온도장을 회귀 분석한 그림이다. 관측에서는 앞서 설명한바와 마찬가지로 

한반도 북쪽에 위치한 저기압과 일본근해의 양의 해수면온도 아노말리의 공간분포를 보

이는 반면에, 모델에서는 이러한 패턴을 보이고 있지 않다. 오히려 한반도 북동쪽에 관측

과는 반대로 저기압패턴이 GloSea4와 GloSea5 시스템에서 모의되고 이 저기압 패턴이 

한반도 이상 폭우를 유도하는 주요한 패턴으로 설명된다. 또한 해수면온도 아노말리에서

도 관측에서는 필리핀 해안에서 일본해안까지 넓은 분포로 양의 아노말리를 보이는 반면

에 GloSea4에서는 한반도 인근의 해수면온도는 큰 변동이 없고, GloSea5에서는 오히려 

음의 아노말리 패턴을 보인다. 

  결론적으로 GloSea5, GloSea4 시스템 모두 한반도지역의 여름철 평균기후 변동성을 

제대로 모의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한반도 지역의 평균기후와 이상기후는 상당히 유사

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상기후의 변동성 또한 예측성능이 낮다. 그리고 모델 

내부에서 모의된 이상기후와 주변기압장 및 해수면 온도장으로 이상기후 발생 메커니즘

을 분석해본 결과 관측의 남북의 저-고-저기압장 패턴 및 동서방향의 기압골 발달 패턴

과는 다른 메커니즘으로 한반도 지역의 이상기후가 모의되는 특성을 보인다. 이는 모델

에서 한반도 지역의 이상기후를 제대로 모의하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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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4.19 관측과 GloSea5, GloSea4 시스템에서 모의된 한반도 이상폭우날수에 회귀된 

200hPa 지위고도와 해수면온도의 공간분포

3. 겨울철 위험 기상

겨울몬순을 비교하면서 GloSea Hindcast를 통한 기후예측을 통해 겨울철의 평균온도

의 예측성을 진단하였다. 보다 실용적인 정보의 생산을 위해 한반도 지역의 한파예측성

능을 함께 진단하였다. 매년 한파 발생횟수는 겨울철 (DJF)동안 하위 10%의 온도가 발

생하는 횟수로 정의되었으며, 남한지역의 AWS 자료를 관측 자료로 사용하여 GloSea의 

예측결과와 비교하였다. 

Fig.4.4.20 AWS 관측자료의 남한지역 평균온도 편차와 한파 발생횟수의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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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4.22 관측 및 모델 각각의 한파 발생횟수에 회귀된 200hPa 동서 바람과 하층온도 (위), 

500hPa 지위고도와 해수면온도 (아래).

Fig.4.4.20을 보면 실제로 한파의 발생횟수와 겨울철 평균온도의 변동은 매우 유사한 

경년변동을 보였으며 (R=-0.79), 겨울몬순 지수와도 어느 정도의 상관성을 보였다 (Li 

and Yang 지수 R=0.5, CEOF 지수 R=0.76). 이는 겨울철의 평균온도가 낮은 해에 한

파의 발생 횟수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평균온도만을 통해 실제 큰 영향을 주는 

한파를 모두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한파 발생횟수의 역학적인 예측결과는 Fig.4.4.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예측성

능이 좋지 않게 나타났다 (예측성능: GloSea4 R=0.19, GloSea5 R=-0.08). 이는 동아

시아지역의 겨울철 평균온도의 편차를 잘 모의하지 못한 결과와 일치하며, GloSea 모델 

내의 한파 발생빈도와 계절 평균온도의 상관성도 관측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GloSea4 

R=-0.92, GloSea5 R=-0.71). 

Fig.4.4.21 한파 발생횟수의 관측과 GloSea4, GloSea5의 시계열. GloSea5의 경우 

2003-2005년이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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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4.22를 보면 한파 발생횟수에 회귀된 패턴에서 겨울몬순에 대한 회귀패턴과 유

사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고, 관측에서는 겨울몬순과 한파 발생횟수의 관련성이 큰 

것과 일치한다. 모델에서도 겨울몬순지수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회귀패턴이 북극진동과 

유사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동일한 영향이 한파 발생횟수의 예측성능에도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보인다.  

 

Fig.4.4.23 겨울철 일평균 온도의 각 온도별 확률분포

Fig.4.4.23을 보면 관측된 최저온도의 분포를 GloSea4에서는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지

만, GloSea5에서는 최저온도를 현실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GloSea4와 GloSea5 모두 한

파 발생횟수의 예측성능은 낮은 반면 극한값의 분포가 GloSea5에서만 현실적으로 나타

나는 이유는 고해상도 자료를 통해 좁은 지역의 온도분포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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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4.24 관측된 한파 (좌)와 폭염 (우)의 발생횟수와 관측 및 GloSea4, 

GloSea5 해수면온도의 상관계수 분포

앞선 분석을 통해 한반도의 극한기후 발생횟수의 역학적 예측성능은 매우 낮음을 확인

하였으며, 이러한 예측성능을 보완하기 위해 hybrid 예측을 적용하였다. 관측된 위험기상 

발생횟수와 상관성이 높은 두 지역의 해수면온도 (Fig.4.4.24)를 이용하여 

Leave-one-out Cross-validation을 적용한 다중회귀를 이용하였으며, 예측인자를 제

외하면 자세한 예측방법은 열대저기압 관련 지수의 hybrid예측에서 사용한 방법과 같다. 

Fig.4.4.25 겨울철 (좌)과 여름철 (우) 위험기상 발생횟수의 

hybrid 예측성능. x축의 값은 앙상블 초기조건의 월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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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4.25는 겨울철과 여름철 위험기상 발생횟수의 hybrid 예측성능을 나타낸다. 겨울

철의 경우 10월 초기조건까지, 여름철은 3월 초기조건 이상까지 어느 정도의 예측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hybrid 예측을 통해 겨울철의 경우 약 2개월 전, 여름철의 경우 

3개월 전부터 당해의 한파 및 폭염의 발생빈도를 약간이나마 예측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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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요약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개선된 GloSea5 계절예측시스템이 재현하는 전반적인 기후 평균장의 성능을 검증하

기 위하여 3개월 지연시간일 때의 여름철과 겨울철, 그리고 연 평균 (여름철과 겨울철

의 평균)장을 분석하였다. 관측과 비교하였을 때, GloSea5는 대기 상한에서 에너지가 

더 방출되어 대기 온도의 한랭오차가 심화되며, 해수면 온도의 경우, GloSea4보다 더 

현실적으로 모의하나 바람장 및 해면 기압장은 오히려 더 관측과 유사하게 재현하지 

못하였다. 연직 동서 바람, 온도, 그리고 비습의 연직 분포 기후장의 경우, GloSea 계

절예측시스템 내에서의 구조적 오차는 여전히 존재하며, GloSea5에서 그 오차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GloSea5가 모의하는 해수면 온도에서는 한랭혀 오차가 여전히 존재

하나, 그 오차가 GloSea4에 비해 개선되었다. 또한 해수면 온도의 예측 성능 역시 크

게 향상되었으나, 근본적인 오차는 개선되지 않았다. GloSea 계절예측시스템에서 구름

복사 강제력은 한랭하게 모의되며, GloSea5는 GloSea4와 비교하였을 때, 오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GloSea5에서 국지적으로는 오차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전지구 기온 및 강수량의 예측성은 GloSea4와 GloSea5가 대동소이한 공간분

포를 보였으나, 여름철 몬순대의 경우, GloSea5가 과대모의하여 강수의 강도가 더 강

하게 발생하였다. 하지만 GloSea5에서 온난 해수역 (Warm pool) 지역의 예측성이 

GloSea4에 비해서 증가하였다. 

  NINO 지수의 경우, 전반적으로 GloSea5가 GloSea4보다 높은 예측성을 보였다. 특

히, 지연시간에 따른 예측성 감소가 GloSea5에서 더 작게 나타났다. 또한 NINO4 지

역의 예측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개선을 보였다. 이러한 NINO 지수의 예측성은 다른 

계절예측시스템 (NMME)과 비교해도 높은 예측성을 보였다.

  GloSea5의 겨울철 북극진동의 경우, 기압, 온도 변동 패턴 예측성이 GloSea4에서는 

과소모의 되는 반면, GloSea5에서는 재분석 자료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상층 

바람 및 강수는 두 시스템에서 모두 유사하게 재현되었다. 북극진동 지수의 예측성은 

GloSea5가 GloSea4보다 근소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NMME 모델과 비교하였을 때에

는 GloSea의 성능이 낮은 그룹에 속함을 확인하였다. 

  여름철 북극진동은 GloSea4와 GloSea5 두 모델에서 패턴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

으나 겨울철과는 달리 1개월 지연시간에서 시계열에 대한 예측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두 번째 EOF 모드에서 나타나는 북극 쌍극자 현상은 패턴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차이

를 보였으며, 마찬가지로 시계열의 예측성도 떨어졌다.

  여름철 동아시아 몬순지수 또한 GloSea5에서 높은 예측성을 보였으며, 이에 따른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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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회귀패턴 역시 GloSea4보다 GloSea5에서 관측과 더 유사하게 재현되었다. 이는 

GloSea 시스템의 수평해상도의 증가로 온도 및 강수량의 공간분포가 보다 현실적으로 

모의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겨울철 동아시아 몬순의 경우, 상층 바람장만을 이용한 지수보다 Combined EOF를 

통한 겨울 몬순 지수에서 관측과 모델 모두 지면온도의 변동을 잘 설명하였다. 겨울몬

순 지수의 예측성능이 GloSea4보다 GloSea5가 근소하게 높으나, 두 계절예측시스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NMME 모델과의 비교를 통하여 

GloSea시스템의 예측성이 낮은 원인은 겨울철 북극진동과 겨울몬순의 구분이 뚜렷하

게 되지 않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강수 일변동 강도의 공간분포는 GloSea 시스템에서 대체로 잘 모의하였으나, 관측과 

비교하였을 때에는 더 과대모의 하는 성향을 보였다. 

  GloSea5는 계절 내 변동성을 가지는 주요한 현상 중의 하나인 메든-줄리안 진동 

(MJO)에 대해서 약 20일 정도의 0.5 이상의 유의한 예측 기간을 가지며 (GloSea4는 

약 21일), 초기 지연시간일 때 GloSea4보다 관측과의 상관계수도 낮게 나타났다. 이

렇게 GloSea4에 비해 GloSea5의 메든-줄리안 진동의 예측 성능이 낮게 나타난 이유

는 GloSea4 보다 적은 앙상블 개수와 GloSea4에 비해서 GloSea5가 OLR의 강도와 

변동성을 약하게 모의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GloSea5가 모의하는 중위도 원격상관 패턴을 살펴보면, 계절 내 변동을 가지는 

OLR의 강도와 그 변동성이 약하게 나타났으며, 그로 인해 몇몇의 메든-줄리안 진동의 

위상에서 원격상관 패턴 역시 현실적으로 재현되지 못하였다. 또한 GloSea5의 원격상

관 예측 성능은 GloSea4에 비해 낮게 나타났지만, 오히려 오랜 지연시간동안 0.5 이

상의 예측 성능을 보여주었다. 흥미로운 점은 중위도 원격상관의 예측 성능은 대류가 

온난 해수역 (위상 3, 4, 5)에 위치할 때 높게 나타났다. 

  대규모 대기장 분석을 통하여 열대 저기압 발생 현상을 설명, 예측하기 위하여 열대 

저기압 발생 잠재 지수 (GPI)를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열대 저기압 발생 잠재 지수의 

활용성을 살펴본 결과, 공간분포 측면에서 전 지구적으로 발생위치와 열대 저기압 발생 

잠재 지수 분포가 유사하였다. 잠재 지수의 경년 변동성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

지만 GloSea5 시스템이 GloSea4 보다 지수 측면에서 변동 예측 성능이 증가하였다. 

더 나아가 ACE와 GPI의 하이브리드 예측 성능이 GloSea4보다 GloSea5가 근소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하이브리드 예측을 통해 4월부터 그 해의 태풍활동에 대한 두 지수

를 예측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GloSea5가 모의하는 여름철 위험기상을 살펴보면, GloSea5가 GloSea4 보다 온도 

및 강수량의 확률분포가 더 현실적으로 재현되었지만, 한반도 지역의 이상고온 및 폭우 

예측성은 GloSea 시스템에서 예측하기 어려웠다. 또한 해수면 온도, 200hPa에서의 지

위고도와 이상고온 및 강수량 사이의 회귀분석 결과, 대규모의 순환장을 모델에서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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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유사하게 재현하지 못하였다. 

  한반도 겨울철 위험 기상 진단을 통한 한파 발생 빈도의 경년변동은 평균 온도의 변

동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GloSea를 통한 한파발생 빈도의 역학적 예측은 불가능하였

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예측을 통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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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대 효과

   당해 연도에 수행된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 번째로 

GloSea 계절예측시스템의 과거기후예측장 (Hindcast) 데이터 진단체계에 최신의 기법

을 적용함과 동시에 진단체계 고도화를 통하여 계절예측 기법의 향상 및 계절예측정보 

활용기술을 발굴할 수 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시스템 진단체계 표준화를 통하여 후속 

시스템 개선에 따른 품위와 예측성 향상 정도를 일관적, 효과적으로 평가하며, 다양한 

시스템 평가를 통하여 전 지구 모델 및 앙상블 예측기법의 개선점을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축된 관측 자료 및 타 기간 과거기후예측장 자료 (Hindcast 

database)는 장기예보 가이던스 등 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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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본 과제에서는 국립기상연구소에서 영국 기상청으로부터 도입한 전지구 대기-해양-

해빙 결합모델을 기반으로 한 계절예측 시스템 (GloSea5)을 이용한 장기 계절 예측 실

험으로 해양, 하천모듈 기반 산출자료 진단 체계 기반 구축을 하였다. GloSea5의 해양, 

하천 모듈 기반 산출자료 진단 체계 기반 구축을 위해 현재 구축되어 있는 대기 변수(강

수량, 지상기온, 상승고도장, 해수면 온도)에 더해 장기 계절 예측의 예측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인자 중 해양인자(해수면온도, 염분도, 수온약층, 동서-남북 해류)와 하천 

모듈 기반 산출 자료에 대한 진단 체계의 기반을 구축 하였다. 사용된 예측성 진단 방법

으로는 Mean Bias, Correlation, Mean Squared Error (MSE), Empirical Orthogonal 

Function (EOF)를 통해 기후 변동성 지배 패턴을 계산하였으며, Glosea5 의 하천 모듈

인 TRIP 모형에서 제공하는 물 수지 관련 자료를 한국 수자력 원구원에서 제공하는 관

측 물 수지 자료 와 비교하여 진단 체계를 구축 하였다. 

해양 모듈 기반 산출 자료 진단 체계 기반 구축으로 주요 해양 변수의 바이아스장 검

증과 예측성을 검증하였으며 적도 태평양, 북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해양 기후 모드들에 

대해서도 예측성을 검증하였다. 평균장은 5,11월 각 예측 시작 달로 2-4달은 평균 모형 

예측장과 관측 평균장의 일반적인 패턴은 매우 비슷함을 알 수 있었으며, 5-7달 평균장

에 대해서도 2-4달 평균장과 그 패턴은 유사하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바이아스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은 적도 태평양에서 가장 큰 예측성이 보였으나 적

도 인도양과 대서양의 경우 해양 내부의 예측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이는 예측 

능력이 낮다기 보다는 인도양과 대서양이 해양 변동성의 생기는 메커니즘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해양 내부의 변동성이 관측과 달리 모형에서 반대로 모의되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 

경험적 직교 함수와 해양 기후 모드의 시계열 추출 및 이의 예측성 및 관련 패턴을 분석

한 결과 Glosea5 예측의 경우, 관측에서 나타나는 패턴이 잘 모의되고 있으며, 이는 상

관 관계를 통한 예측성에서 뿐만 아니라 해양 기후 변동성 지배 패턴 역시 Glosea5에서 

매우 현실적으로 예측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인도양의 기후 변동성은 모형 

예측과는 관측이 매우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평균장 바이아스와 깊은 관련성

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인도양 지역의 변동성에서 큰 오차를 가져오게 하여 인도양 지

역의 기후 변동성 예측 성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소가 됨을 확인하였다. 

하천 모듈 산출 자료의 예측성과 평균장을 비교하기 위하여, 한반도 주요 하천의 하천 

유출량의 평균장과 예측성을 검증하였다. 모형 예측의 경우, 평균 하천 유출량은 한국 수

자력 원구원에서 제공하는 관측 자료에 비해 50% 정도 적은 것을 확인하였고, 상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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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통해 파악한 예측성은 예측 1달 이후의 경우에는 예상보다 높은 0.6 에 이르는 상

관 관계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하천 유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대규

모 변수장인 강수장이 한반도 지역에서 예측 1달까지는 0.7 정도의 예측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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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사업의 필요성

현재 국립기상연구소에서는 영국 기상청으로부터 도입한 전지구 대기-해양-해

빙 결합모델을 기반으로 한 계절예측 시스템 (GloSea5)을 이용한 장기 계절 예측 

실험을 수행 중에 있다. 이는 장기간 모형 예측 실험을 통해 GloSea5 계절 예측 

시스템의 안정성을 점검하고 장기 예측성을 평가, 수정, 보완하는 등 성공적인 현업 

적용 미 운영을 위한 필수 단계이다. 장기 예측성의 평가를 위하여 대부분의 대기 

주요 변수 (강수량, 지상기온, 상승고도장, 해수면 온도) 에 대한 예측 시스템 진단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상태이다. 

본 과제에서는 현재 구축 되어 있는 대기 주요 변수에 더해 장기 계절 예측의 예측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인자 중 하나인 주요 해양 인자들에 대한 진단 시스

템을 구축하고, 이를 평가하는 진단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해양 변수 진단 

체계 구축에 더해 하천 모듈 기반 산출 자료에 대한 진단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고

자 함. 이를 위하여 GloSea5 예측 시스템의 하천 물 수지 정보와 관련된 관측 데

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이용한 모형 진단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기

반으로 본 과제에서는 해양 모듈 및 하천 모듈 기반 산출 자료에 대한 진단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안점으로 고려한다.

  

○ 해양 산출 자료 진단 체계 기반 구축. 해수면 온도, 염분도, 수온 약층 등 주

요 해양변수 검증 기법 개발. 이를 위해 GloSea5 해양 모듈인 출력 자료 후

처리 기법을 개발하고, 예측 자료 검증을 위한 관측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 해

수면 온도를 비롯한 염분도, 수온 약층 변동성 및 엘니뇨 지수, 인도양 지수, 

대서양 지수, 북태평양 지수등 해양 변동성의 장기 계절 예측성 검증 기법 개

발. 

○ 수문 관련 진단 요소 진단 체계 기반 구축 및 하천 모듈 개선. 수문 관련 진

단 요소 추가를 위해 주요 하천 모듈 변수 검증 기법을 포함한 전 지구 육지 

물수지 검증 기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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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사업 목적

   ￭ GloSea5 의 해양 산출 자료 진단 체계 기반 구축

   ￭ GloSea5 의 하천모듈 기반 산출 자료 진단 체계 구축

제 3 장 사업 개요

 

제 1 절.  자료의 수집과 D/B 구축 

   1. GloSea5 의 해양 산출 자료 진단 체계 기반 구축

  

       표 1. 본 과제에서 사용된 해양 변수, 자료, 시·공간 해상도

변수 자료 이름 시간해상도 공간해상도

해수면온도 ERSSTv3b 월평균 1°⨯1°

염분도 GODAS 월평균 1°⨯0.5°

수온약층 GODAS 월평균 1°⨯0.5°

동서, 남북 해류 GODAS 월평균 1°⨯0.5°

     - 사용자 요구에 따라 관측자료 추가 가능.

     - 관측자료는 자료의 신뢰도가 높은 1979년 이후만 고려. 

     - 원시자료를 저장하되 자료 분석시 자료를 1°⨯1° 해상도로 보간. 

   

    1) GloSea5 해양 산출 자료 수집

     - 기상연구소를 통해 입수.

     - 해수면 온도, 3차원 해양 온도, 염분도, 동서, 남북 방향 해류 데이터 확보. 

    2) 계절 예측성 진단 

     - 방법론 구축: Mean Bias, Correlation, Mean Squared Error (MSE), 

Empirical Orthogonal Function (EOF)를 기반으로 한 기후 변동성 지배 

패턴을 계산. 

     - 예측성의 공간적 분포 분석: 해수면 온도와 수온 약층, 수면 밑 해수 온도 

(subsurface temperature) 에 대해 예측성의 공간적 분포 및 예측 시점 증

가에 따른 예측성 공간 분포의 변화 파악. 월 평균 데이터 와 계절 평균 데

이터를 기반으로 예측성 평가. 

     - 최대 리드타임 계산: 각 격자점에서 각 변수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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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성을 보이는 최대 리드타임(Lead time)의 공간적 분포를 파악. 

     - 주요 해수면 모드 시계열 분석. 분석대상 기후모드는 아래와 같음. 월 평균 

및 계절 평균의 시계열 분석. 사용자 요구에 따라 기후모드 추가 가능.

표 2. 기후모드들의 정의

     

기후모드 자료 정의

엘니뇨 지수 ERSSTv3b - Nino-3, Nino-4, Nino-3.4

북태평양 ERSSTv3b

- North Pacific Index 

- PDO Index

- Pacific Warmpool Index

대서양 변동 ERSSTv3b

- Tropical North Atlantic Index

- Tropical South Atlantic Index 

- Atlantic Nino Index

- North Atlantic Index

- Atlantic Meridional Mode Index

- Atlantic Tripole SST Index

- Atlantic multidecadal Oscillation 

인도양 변동 ERSSTv3b
- Indian Ocean Dipole Index

- Indian Ocean Basin-wide Warming

 2. GloSea5 의 하천모듈 기반 산출 자료 진단 체계 구축

   

     - 모형 하천 모듈 자료의 검증하기 위해 한국 수자원 연구원 (WAMIS) 와 

GDRC (Global Development Research Center)에서 제공하는 하천 물 수

지 관측 자료를 확보. 

    1) 하천 모듈 진단 체계 구축

     - 하천 물수지와 관련된 진단 체계 구축을 위해 모형의 물 수지 관련 변수들

을 관측과 동일한 포맷으로 예측 시점별로 후처리하여 GloSea5 하천 모듈 

산출 자료 D/B 구축.

     - 한반도내 주요 하천의 모형 예측 하천 물 수지 관련 변수들을 관측값과 비

교하여 예측성과 평균장 모의 능력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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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사업 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해양 산출 자료 진단 체계 구축

1-1. 해양 변수 계절 예측성 진단

1) 해양 변수 바이아스 장 검증

예측 해수면 온도장의 바이아스 장을 검증하기 위하여 hindcast 수행 기간 동안

의 평균장이 예측 시점별로 계산하고, 이를 같은 기간 관측 평균장과 비교하였다. 

그림 1.1.1.1 는 5월 예측 시작 시점에서의 해수면 온도의 예측 평균장과 같은 기

간 관측 평균장을 보여준다. 예측 2-4달 (JJA) 평균 모형 예측장과 관측 평균장의 

일반적인 패턴은 매우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서태평양, 동인도양의 온수대 

(warmpool) 과 동태평양의 한수대 (cold tongue) 이 현실적으로 모의되고 있으며 

중위도의 해수면 온도도 잘 모의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서 대서양의 

온수대는 관측보다 다소 약하게 모의하고 있으며, 동태평양의 한수대는 다소 과대 

모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40N 이상의 지역에서의 해수면 온도도 관측

보다 낮게 모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측 5-7달 (SON) 평균장에 대해서도 예

측 2-4달 (JJA) 평균장과 그 패턴은 유사하나 대부분의 지역에서의 바이아스의 

크기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가장 강한 바이아스는 북태평양에서 –3도 정도

의 크기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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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7.1.1.1 5월 예측 시작인 해수면 온도의 예측 평균장, 관측 평균장, 바이아

스장

  

그림 1.1.1.2 는 11월 시작 예측의 경우 관측과 모형 생산 평균장간의 바이아스

를 계산한 결과이다. 적도의 경우 5월 시작 예측장과 비슷하게 동태평양에 음의 바

이아스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음의 바이아스는 적도 대서양에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북태평양 지역의 음의 바이아스는 나타나지 않

으며, 오히려 약한 양의 바이아스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2-4달 예측 평균장

에 비하여 5-7달 예측 평균장의 바이아스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그 패턴은 거의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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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2 11월 예측 시작인 해수면 온도의 예측 평균장, 관측 평균장, 바이아

스장

그림 1.1.1.3. 는 5월 예측 시작의 경우 적도 지역 (5S-5N) 평균 온도장과 바

이아스장을 계산한 결과이다. 관측의 경우, 20C isotherm line 은 서태평양에서는 

150-200m 사이에 위치하며, 서태평양보다 동태평양이 깊고, 인도양에서는 동인도

양이 서 인도양에 비해서 깊으며, 대서양에서는 서 대서양이 동 대서양보다 깊은 

모습을 보여준다. 모형 평균장에서 이러한 패턴이 태평양과 대서양에서는 잘 모의

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서태평양의 경우 모형의 isotherm line 이 관측의 그

것에 비하여 깊은 경향을 보이며, 동태평양에서는 다소 얕은 경향을 보인다. 이는 

바이아스 장에도 투영되어, 서태평양에서는 양의 바이아스가 동태평양에서는 음의 

온도 바이아스가 나타난다. 대서양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음의 바이아스를 보인다. 

인도양에서는 반대로 모의되는 경향을 보인다. 2-4달 평균 예측장을 보더라도 동

인도양의 20C isotherm line 은 서인도양의 그것보다 얕은 상태이며, 5-7달 평균

장에서 이의 차이는 더욱 심해진다. 이러한 차이는 후에 논의될 인도양 지역의 변

동성에서 큰 오차를 가져오게 된다. 바이아스 장의 경우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여 

동인도양에는 강한 음의 바이아스가, 서인도양에는 강한 양의 바이아스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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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4 는 11월 예측 시작의 경우 적도 지역 (5S-5N) 평균 온도장과 바

이아스장을 계산한 그림이다. 5월 예측 시작 평균장과 바이아스의 형태가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5월 예측 시작의 경우 나타

났던 서 인도양이 양의 바이아스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인데, 이는 관측에서 나타나

는 20C isotherm line 의 모의가 11월 예측 시작의 경우에는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이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림 1.1.1.3 5월 예측 시작인 적도 지역 (5S-5N) 평균 온도장과 바이아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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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4 11월 예측 시작인 적도 지역 (5S-5N) 평균 온도장과 바이아스장

그림 1.1.1.5 는 염도장의 평균장을 분석한 결과이다. 5월 예측 시작의 경우, 일

반적인 평균 염도장의 패턴은 모형에서 잘 예측되고 있다. 해수면 염도장은 강수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데, 고기압대 에서의 높은 염도와 적도대에서의 상대적으로 낮

은 염도가 이러한 관련성을 보여준다. 또한, 대서양의 평균 염도장은 다른 대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데, 이는 지중해로부터 오는 높은 염도의 물이 대서양에 퍼지기 

때문인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며, 동시에 다른 대양에 비해 평균 강수장이 적기 때

문이기도 하다. 여름철 평균장의 관측과 모형 간의 차이는 태평양에서는 크지 않은 

편이다. 반면 중 인도양에서는 음의 염도 바이아스가 존재하며, 대서양에서도 음의 

염도 바이아스가 존재한다. 이는 모형의 해수면 염도가 관측에 비해 작은 것을 의

미하며, 이는 모형의 강수장이 관측의 그것에 비해 많을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 

한 편, 적도 maritime continent 지역에서는 양의 염도 바이아스가 존재하는데, 이

는 역시 강수장의 바이아스와 관련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즉, maritime 

continent 지역에서의 강수는 모형이 관측보다 적으며, 이것이 높은 염도 바이아스

를 갖게 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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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5 5월 예측 시작인 염도장의 관측 평균장, 예측 평균장, 바이아스장

그림 1.1.1.6 은 5월 예측 시작의 경우, 적도 지역 (5S-5N) 평균 염도 바이아

스장을 보여준다. 해수면 염도 평균장에서 보인 것과 일치하게 대서양에서 가장 높

은 염도 값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태평양에서는 중태평양에서 가장 높은 값

을 갖으며, 동인도양보다는 서 인도양에서 높은 염도 평균값을 보인다. 이와 같은 

패턴이 모형 예측에서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모의되고 있다. 하지만 동인도양에서

는 음의 염도 바이아스가 모의되며, 가을철에는 동태평양에서도 음의 염도 바이아

스가 모의되고 있다. 적도 지역 평균 온도 평균장과 가장 큰 차이점은, 온도 평균장

의 바이아스는 thermocline을 따라 존재하는 데 반하여, 염도 평균장의 바이아스는 

대부분 해수면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온도 평균장의 바이아스

는 역학적인 원인에 의해 생성되는 thermocline 의 위치와 깊은 관련이 있는 반면, 

염도 평균장의 바이아스는 대기로부터의 fresh water flux, 즉, 강수량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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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6 적도 지역(5S-5N) 평균 염도 바이아스장

그림 1.1.1.7 은 5월 예측 시작의 경우 sea surface height anomaly (ssha) 

의 평균장 비교 결과이다. 관측의 경우, 서태평양의 ssha 가 동태평양 보다 높으며, 

인도양의 경우에는 동 인도양이 높은 모습을 보여준다. 대서양은 ssh anomaly 가 

거의 0 에 가깝다. 이러한 특징이 모형에서 잘 모의되고 있기 때문에 적도의 경우 

ssha 의 바이아스는 여름철과 가을철 모두 크지 않은 편이다. 다만 5N 정도와 남

반구 South Pacific Convergence Zone (SPCZ)를 따라서 양의 바이아스가 보이

는데, 이는 뒤에서 언급할 동-서 해류장의 바이아스와 깊은 연관이 있다. 또한, 북

태평양의 경우 양의 바이아스가 모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1.8 은 

11월 예측 시작의 경우의 ssha 평균장 비교 그림이다. 5월 시작 예측장과 큰 차이

는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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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7 5월 예측 시작인 sea surface height anomaly(ssha) 평균장

그림 1.1.1.8 11월 예측 시작인 sea surface height anomaly(ssha) 평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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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9 는 5월 예측 시작 해수면 동-서 평균 해류장의 비교 결과이다. 관

측의 경우, 태평양 5-10N 사이에 westward current 인 North Equatorial 

Current (NEC), 10-5S South Equatorial Current (SEC) 가 존재하며, 0-5N 

사이에는 eastward current 인 North Equatorial Counter Current (NECC) 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해류는 전 계절에 걸쳐 나타나는 태평양에서의 특징이며, 이 

지역의 thermocline depth 와 ssha 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대표적인 지균류이다. 

모형 예측의 경우, 태평양에서의 세 종류의 해류들이 잘 모의되고 있지만, NECC 

와 NEC 는 다소 약하게 모의하는 반면에, SEC 는 다소 강하게 모의되고 있는 것

이 확인된다. NECC 와 NEC 가 약하게 모의되는 것은 5N 정도에서 나타나는 양

의 ssha 가 만들어내는 시계방향의 지균류가 NEC 와 NECC 모두를 약화 시키기 

때문이며, SEC 의 강화는 SPCZ 지역을 따라 존재하는 양의 ssha 바이아스와 깊

은 관련이 있다. 인도양의 경우 eastward current 가 적도에서 우세한 모습이 관

측에서 나타나는데, 모형에서도 이를 어느 정도 모의하나 관측에 비해서는 그 강도

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서양에서의 동-서 방향 해류의 모의 능력은 다른 

대양에 비해 우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1.1.1.10 은 11월 시작 동-서 평균 

해류장의 비교 결과이다. 전체적인 특징은 5월 시작 예측과 매우 유사하다.



- 13 -

그림 1.1.1.9 5월 예측 시작인 해수면 동-서 평균 해류장

그림 1.1.1.10 11월 예측 시작인 해수면 동-서 평균 해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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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11 은 적도 잠류를 살펴보기 위해서 5월 예측 시작 적도 지역 

(5S-5N) 평균한 동-서 해류장의 평균장 그림이다. 관측에서는 eastward 

current 가 우세하며, 그 강도는 중태평양 100m 정도에서 가장 우세하다. 이는 

Equatorial Undercurrent 라고 불리운다. 이는 엘니뇨 모의에 있어서 서태평양의 

온수를 동태평양으로 가져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이의 모의는 엘니뇨 

강도와 주기의 모의에 필수적이다. 모형 예측에서는 이 잠류가 어느 정도 모의되지

만 관측에 비하여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1.1.1.11 5월 예측 시작인 적도지역(5S-5N)평균한 동-서 해류장의 평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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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12 는 11월 예측 시작 적도 지역 동-서 평균 해류장의 그림이다. 5

월, 6월에 비해 11월, 12월의 관측에서 적도 잠류의 강도가 약해지는 것이 뚜렷하

다. 모형 예측에서는 적도 잠류 자체가 거의 사라지는 모습을 보이며, 따라서 적도 

잠류가 나타나야 할 지역의 동-서 해류장의 바이아스도 강한 모습을 보인다. 

그림 1.1.1.12 11월 예측 시작인 적도지역(5S-5N)평균한 동-서 해류장의 평균장

그림 1.1.1.13 은 5월 예측 시작 남-북 평균 해류장의 분석 결과이다. 관측의 

경우, 태평양과 대서양에서 poleward current 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인도

양에서는 southward current 가 나타나고 있다. 모형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잘 나

타나고 있으며, 바이아스 장은 특정 지역에서 큰 모습 없이 랜덤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림 1.1.1.14는 11월 예측 시작 남-북 평균 해류장의 분석 결과이다. 북반구

의 poleward current 는 더욱 뚜렷해지며, 태평양, 대서양 뿐만 아니라 인도양에도 

북반구의 northward current, 남반구의 southward current 가 나타나고 있다. 이

러한 모습이 모형 예측에서도 어느정도 잘 모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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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13 5월 예측 시작인 남-북 평균 해류장

그림 1.1.1.14 11월 예측 시작인 남-북 평균 해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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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losea5 해양 예측성 검증

그림 1.1.2.1 은 5월 예측 시작의 경우, 해수면 온도 예측장의 예측성을 관측장

과의 상관 관계를 통해 나타낸 그림이다. 2-4개월 평균, 5-7개월 평균 예측장 모

두 적도 태평양에서 가장 큰 예측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4개월 평균

장의 경우, 적도 태평양에서 0.8 이상의 높은 예측성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는 5-7개월 평균장 에서까지 유지되고 있다. 반면에, 북태평양의 예측성은 다소 떨

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5-7개월 예측의 경우에는 북태평양 지역의 예측성

은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도양의 경우, JJA 시기에는 대부분의 지역에

서 0.7 이상의 예측성을 갖고 있지만, SON 시기에는 maritime continent 근처와 

east African coast 근처에서만 높은 예측성을 갖고 있으며, 중인도양의 경우 예측

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서양의 경우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서양의 경우, 적도 보다는 sub-tropics에서 상대적

으로 큰 예측성을 갖고 있으며, 이는 후에 언급될 Atlantic Nino 와 North 

Tropical Atlantic 간의 예측성 차이와도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1.1.2.1 5월 예측 시작인 해수면 온도 예측장과 관측장과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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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면 온도에 더하여, 해양 내부의 예측성을 평가하기 위해 그림 1.1.2.2 는 5

월 예측 시작의 경우 해수면 온도부터 300m 해수 온도까지 평균한 T300 값의 예

측성을 상관관계를 통해 검증한 그림이다. 대부분의 엘니뇨는 겨울철에 가장 크게 

발달하기 때문에 여름철은 겨울철에 해수면 온도에 나타날 엘니뇨 관련 시그널을 

아직 해양 내부에 간직하고 있는 상태이다. 즉, 여름철은 해양 내부에 엘니뇨 관련 

시그널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는 계절이므로, 해양 내부의 예측성도 적도 태평양의 

경우 높은 경향을 보인다. Glosea5 예측장의 경우, JJA 시기의 예측 성능은 적도 

동태평양에서 0.8 이상이며, 이는 SON 시기까지 유지가 된다. 서태평양의 경우, 

JJA  시기보다 오히려 SON 시기의 예측성이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1.1.2.2 5월 예측 시작인 해수면~300m 까지 평균한 T300 예측성 상

관관계

적도 태평양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예측성을 갖는 반면에, 적도 인도양과 대서

양의 경우 해양 내부의 예측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이는 모형 예측 능력이 낮

다기 보다는 인도양과 대서양의 해양 변동성의 생기는 메커니즘과 관련이 되어 있

다고 볼 수 있다. 인도양과 대서양의 경우, 해양 변동성은 역학적인 원인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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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역학적인 원인에 의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그의 한 예로, 대서양의 변동성 

중 일부는 엘니뇨 시그널과 관련된 surface heat flux 의 변화로 생긴다. 인도양의 

경우도 엘니뇨 발생 1-2달 후 인도양의 surface heat flux 의 증가로 인한 해양 

변동이 유도되는 메커니즘이 보고된 상태이다. (Klein et al. 1999). 이렇게 heat 

flux 로 인한 변동성 발생의 경우, 해양 내부에서의 변동성의 크기는 크지 않으며, 

대부분의 변동성의 표면에 집중되게 된다. 이는 해양 내부의 예측 인자가 해수면의 

예측 가능 인자보다 적음을 의미하며, 이는 태평양의 T300 보다, 대서양과 인도양

의 T300 이 예측성이 낮은 경향을 설명해 준다. 또 다른 요인으로, 태평양에 비해 

인도양, 대서양, 북태평양 모두 isotherm line 이 얕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는 해양의 열용량을 낮게 하고, 변동성이 유지되는 시간 스케일을 작게하여 예측성

이 낮아질 수 밖에 없는 경향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동인

도양, 남서인도양 일부와 북대서양 일부에서 0.4 내지 0.5 정도의 상관관계 값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적도 지역 온도 예측장을 그린 그림 1.1.2.3 에서도 확인할 수 있

다. JJA 시기의 경우, 적도 태평양의 예측성은 300-400m 까지 미치는 반면, 적도 

대서양과 인도양은 100m 정도에서 그치는 경향을 보이며, 이 경향은 SON 시기에

도 마찬가지의 경향을 보인다. 인도양과 대서양의 예측성을 비교해 보면, 인도양의 

예측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그 지역의 평균 isotherm 

depth 의 오차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1.2.3 5월 예측 시작인 적도 지역(5S-5N)평균 온도 예측장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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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예측에 더해, 겨울철 예측의 예측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림 1.1.2.4 는 

11월 예측 시작의 경우의 해수면 온도 예측장을 계산한 그림이다. 2-4개월 평균 

(DJF) 예측장의 경우, 대부분의 해역에서 0.7 이상의 높은 상관 관계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월 시작 예측과 비교하여 인도양과 북태평양 지역의 예측성은 일

반적으로 높은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5-7개월 평균 예측장의 경우에도 5월 시작 

예측장 보다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높은 예측성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예

로, 인도양의 경우, 5월 예측 시작의 경우 중인도양의 예측성은 거의 0 에 가까웠

지만, 11월 예측 시작의 경우 0.5 정도의 예측성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sub-tropical 대서양 지역의 예측성도 5월 예측 시작의 경우보다는 높은 경향

성을 가지고 있다. 이의 원인은 다음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겨울철에 대서양

과 인도양의 변동성은 엘니뇨에 의한 대기 원격으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바가 있

다. 타 대양에 비해 적도 태평양의 예측성이 높으므로, 적도 태평양이 대서양 및 인

도양의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기작이 형성되어 있는 겨울철에는 다른 시기보다 

예측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예측성이 5-7개월 평균장에도 높은 지역을 살

펴보면, 인도양의 경우 인도양 전체에 퍼져 있으며, 대서양의 경우 0-20N 사이에 

분포하고 있는데, 이는 엘니뇨 시그널이 인도양 과 대서양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과 

일치한다. 반면에, 적도 대서양은 엘니뇨와의 관련성이 약하다고 알려져 있는 지역

이고, 이와 관련되어 5-7개월 평균 예측장의 경우 적도 대서양의 예측성은 상대적

으로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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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4 11월 예측 시작인 해수면 온도 예측장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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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5 는 11월 예측 시작의 경우 상층 300m 온도 평균장의 예측성을 

나타낸다. 2-4개월 평균장 (DJF) 의 경우, 예측 성능은 적도 동, 서 태평양과 인

도양, 대서양일부, 북태평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7개월 

평균장의 경우 (MAM) 에는 예측성은 전반적으로 떨어지며 서 인도양과 동 태평

양, 북태평양 일부 지역에서만 예측성이 보장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적도 태평양의 

예측성은 5월 시작 예측 보다 낮은 이유는, 겨울철과 봄철은 여름철에 비해서 해양 

내부에 엘니뇨 관련 시그널이 약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특히, 봄철은 엘니뇨 관련 

시그널이 서태평양 일부에서만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엘니뇨 관련 시그널이 

중태평양까지 뻗은 여름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예측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

다. 인도양과 대서양의 예측성이 낮아지는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이 시

기의 해양 변동성이 열역학적인 원인에 의해 해수면에서 주로 나타나며, 역학적인 

메커니즘에 의한 해양 변동성이 약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북태평양의 예측성이 여

름철에 비해 다소 높은 이유는 대기를 통한 엘니뇨 원격 상관이 만들어내는 

Ekman transport 에 의한 해류의 이동에 의한 온도 변화가 Glosea5에서 어느 정

도 잘 모의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림 1.1.2.5 11월 예측 시작인 상층 300m 온도 평균장의 예측성 상관관

계



- 23 -

그림 1.1.2.6 은 겨울철 적도 지역 평균된 온도 예측장의 예측 성능을 검증한 

결과이다. 0-100m 사이에서의 예측성은 전 대양에서 5-7개월 평균장에서 까지 

0.7 이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름철 예측과 비슷하게 태평양의 예측성

은 300m 까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 반면에 인도양과 대서양의 예측성은 

100m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1.1.2.6 적도 지역 온도 예측장 상관관계

그림 1.1.2.7 은 5월 예측 시작의 경우 ssha 의 Nino3 지역 평균의 예측성을 

검증하기 위해 관측과 모형간의 시계열을 비교한 그림이다. Nino3 지역의 ssha 의 

예측성은 Nino3 지역의 해수면 온도의 높은 예측성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97/98 년의 상승하는 패턴과 98/99년에 하강하는 경향, 그리고 09/10 년에 상승

하는 경향등 1996-2010년 사이에 발생했던 강한 엘니뇨와 관련된 시그널들이 대

부분 잘 모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1월 예측 시작의 경우 (그림 

1.1.2.8) 에도 모형 예측은 관측의 시그널을 잘 따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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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7 5월 예측 시작인 ssha의 Nino3 지역 평균한 관측, 모형 시계열

그림 1.1.2.8 11월 예측 시작인 ssha의 Nino3 지역 평균한 관측, 모형 시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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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ha 와는 다르게 동-서 해류장의 경우 모형과 관측간의 시계열의 차이가 뚜렷

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2.9 는 Nino4 지역 평균 동-서 해류

장을 관측과 모형 예측 결과로 비교한 그림이다. ssha 가 상당히 높은 예측성을 보

인 것에 반하여, 해류장의 모의 능력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2000, 2001 년도 예측 같은 경우 관측에서 나타나는 증가, 혹은 감소 경향을 

거꾸로 모의하는 경향이 있다. 그림 1.1.2.10 은 11월 예측의 경우에도 시계열의 

예측성은 확연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mass field 인 온도나 염도

의 예측보다, velocity field 인 해류를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

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velocity field 는 지균류 방정식에 따르면 

mass field 의 gradient 와 관련되어 있고, 따라서 mass 자체 (1st moment) 를 

모의하는 것보다 mass 의 gradient (2nd moment) 를 모의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경향이 있으므로 해류장의 예측이 더 어려울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른 요인으로, 현

재 관측에서 온도나 염도의 관측보다 동-서 해류장의 관측이 더 어렵고 현존하는 

데이터들 간의 차이도 해류장의 경우 온도나 염도의 경우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

러한 불확실성이 예측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림 1.1.2.9 5월 시작인 Nino4 지역 평균 동-서 해류장 관측, 모형 시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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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10 11월 시작인 Nino4 지역 평균 동-서 해류장 관측, 모형 시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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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해양 기후 모드 예측성 진단 및 분석

1) 경험적 직교 함수 (EOF) 를 통한 해양 기후 변동성 지배 패턴 분석

그림 1.2.가.1 은 6월부터 11월까지 매달 관측과 예측 결과의 해수면 온도의 적

도 태평양에서의 경험적 직교 함수 (Empirical Orthogonal Function, EOF) 계산

을 통해 해양 기후 변동성 지배 패턴을 분석한 결과이다. 관측의 경우 가장 우세한 

패턴은 전통적인 패턴의 엘니뇨와 관련이 있는 패턴이며, 경험적 직교 함수 결과 

분석을 통해서 엘니뇨의 발달 과정이 잘 나타나고 있다. 관측 결과는 여름철에서 

겨울철로 진행해 가면서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경향과 

동시에 가장 시그널이 크게 나타나는 지역이 조금씩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경향

이 나타나고 있다. Glosea5 예측의 경우, 관측에서 나타나는 패턴이 잘 모의되고 

있으며, 이는 상관 관계를 통한 예측성에서 뿐만 아니라 해양 기후 변동성 지배 패

턴 역시 Glosea5에서 매우 현실적으로 예측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다만, 엘니뇨의 

크기가 관측에 비하여 다소 빠르게 서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

그림 1.2.1.1 6~11월 매달 관측과 예측 결과 EOF 패턴 first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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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2 는 계절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경험적 직교 함수를 JJA, 

SON 평균된 관측 및 예측장에 수행한 결과이다. JJA 시기의 경우, 관측에 비해 모

형의 엘니뇨 시그널이 좀 더 서쪽으로 이동해 온 것이 보인다. SON 시기의 경우, 

관측에 비해 서쪽으로 엘니뇨 시그널이 이동한 것이 더욱 뚜렷해 지며, 페루 근방

의 coast 지역에서는 관측에서 보다 예측 엘니뇨 관련 시그널이 작은 모습을 볼 수 

있다. 서태평양에서 나타나는 음의 해수면 온도 변동은 예측의 경우, 관측에 비해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2.1.2 계절 평균된 (JJA, SON) EOF first mode 관측 및 예측장

그림 1.2.가.3 는 적도 태평양에서 두 번째로 우세한 패턴을 보여준다. 관측의 

경우, 두 번째 우세 패턴은 중태평양에 양의 시그널이, far-eastern Pacific 에서

는 음의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중태평양 

엘니뇨와 연관이 되어 있다. 여름철에서 겨울철로 진행해 가면서, 양의 시그널은 점

차 서쪽으로 조금씩 이동해 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경향을 비롯하여 전체적

인 패턴이 예측 결과에서도 잘 모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모형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이 엘니뇨 관련 시그널은 너무 서쪽으로 모의하

고 있다는 점인데, 이러한 문제점이 Glosea5 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으

며, 이 특징이 Glosea5 예측 성능이 적도 태평양에서 상당히 높게 나오는 것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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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림 1.2.1.3 6~11월 매달 관측과 예측 결과 EOF second mode 패턴 

그림 1.2.1.4 는 계절 평균된 결과로 경험적 직교 함수를 수행했을 때의 두 번

째 우세 패턴을 보여준다.  두 번째 EOF 모드는 최근 많이 발생하는 중태평양 엘

니뇨와 관련되어 있는 모드이다 (Ashok et al. 2007). JJA 시기에 비해 SON 시

기에서 해수면 온도의 양의 시그널 서쪽으로 이동해 가는 패턴이 관측과 모형 예측 

모두에서 잘 나타나고 있으며, 강도 역시 모형 예측에서 성공적으로 모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동태평양 엘니뇨와 중태평양 엘니뇨 모두 모형 예측에서 성

공적으로 모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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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4 계절 평균된 (JJA, SON) EOF second mode 관측 및 예측장

적도 태평양의 기후 변동성이 성공적으로 Glosea5에서 모의되고 있는데 반하여, 

인도양의 기후 변동성은 모형 예측과 관측이 매우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그

림 1.2.1.5 는 인도양에서의 경험적 직교 함수 결과로 가장 우세한 패턴을 보여주

고 있다. 관측의 경우, 6,7월에는 서인도양에서 양의 아노말리 패턴이 나타나는 경

향이 나타나고, 8월 이후에는 Indian Ocean Dipole (IOD) 과 관련된 동-서 간의 

dipole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Saji et al. 1999). 이러한 경향성이 모

형 예측에서는 상당히 다르게 모의가 되고 있다. 특히 7월의 경우에는 관측에서의 

변동성은 서 인도양에 강한 것에 비하여, 모형에서의 변동성은 동 인도양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관측에서 IOD 가 나타나는 9월-11월 사이의 패턴은 

동인도양과 서 인도양에 두루 걸쳐 나타나는 반면에, 모형 예측의 패턴은 동인도양

에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요약하면, 관측에서는 인도양 전반에 걸쳐서 변동

성이 나타나지만, 모형 예측에서는 동 인도양의 예측성은 크게 억제되어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평균장 바이아스와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데, 

모형의 경우 동 인도양의 mixed layer 가 관측에 비해 상당히 얕은 상태이기 때문

에 이는 모형 예측에서 동 인도양의 변동성이 과대 모의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반면에, 서 인도양은 모형의 평균 바이아스 장의 mixed layer 가 더 깊은 상태이

므로, 변동성이 관측에 비해 억제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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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5 6~11월 매달 인도양 EOF first mode 패턴 

계절 평균된 결과를 통해 인도양의 우세 패턴을 확인한 그림 1.2.1.6 에서도 모

형 예측의 서 인도양에서의 변동성은 매우 억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동 인도

양의 변동성 패턴도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모형의 경우, 동 인도양의 우세 패턴이 

적도 태평양과 매우 유사한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동 인도양의 시그널이 적도

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적도 태평양의 우세 패턴, 즉 엘니뇨 관련 

패턴과 매우 유사한 모습이다. 반면에, 관측의 경우 남반구에서 가장 강한 시그널을 

보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인도양 지역의 온도 바이아스장이 인도양 지

역의 변동성 모의에 심각한 오차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예측성의 저하에 직접적

인 원인이 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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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6 계절 평균된 (JJA, SON) 인도양 EOF first mode 관측 및 예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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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해양 기후 모드 시계열 분석

이번 장에서는 주요 해양 기후 모드의 시계열과, 그의 예측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기후 모드를 추출하고 그의 관련 패턴을 비교함과 동시에 예측성을 평가하였다. 

기후 모드 추출은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각 기후 관련 시그널이 강한 지역의 

지역 평균을 통해 추출하는 방법과 경험적 직교 함수를 통해 그의 시계열로 추출하

는 방법이 있다. 모형 예측의 기후 모두 추출을 위해 지역 평균으로 추출하는 기후 

모드의 경우, 관측과 같은 정의를 써서 추출하였고, 경험적 직교 함수를 통해 추출

하는 경우, 관측 경험적 직교 함수 결과의 패턴을 모형 예측 패턴에 pattern 

regression을 함으로서 추출하였다. 

그림 1.2.2.1 은 Nino3 지수 (해수면 온도 150-90W, 5S-5N 평균) 관련 패

턴과 시계열, 예측성을 계산한 그림이다. 관측의 경우, 경험적 직교 함수의 첫 번째 

패턴과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모형 예측 결과 역시, 경험적 직교 함수의 첫 번째 

패턴과 유사한 패턴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모형과 관측 간의 차이도 앞 절에서 언

급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관측 시계열에서 나타나는 1997/98년 엘니뇨가 모형

에서 나타나며 그 밖의 2009/10 엘니뇨 등도 모의되고 있다. 다만, 97/98 엘니뇨

의 경우 관측 보다 모형 예측이 과대 모의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다른 상대적으

로 작은 사이즈의 엘니뇨들의 경우 그 크기가 상대적으로 잘 모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시계열 간의 예측성은 예측 시작 후 6개월까지 0.9 정도 되는 

높은 예측성을 보여준다. 

그림 1.2.2.2 는 Nino3.4 (해수면 온도 170-120W, 5S-5N 평균) 지수 관련 

패턴과 시계열, 예측성을 계산한 그림이다. Nino3 과 Nino3.4 인덱스 간의 강한 

관련성 때문에 패턴 및 시계열, 예측성까지 Nino3 과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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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1 Nino3 지수 관련 패턴, 시계열, 시계열 예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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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2 Nino3.4 지수 관련 패턴, 시계열, 시계열 예측성



- 36 -

그림 1.2.2.3 은 Nino4 지수 (해수면 온도 160E-150W, 5S-5N 평균) 관련 

패턴과 시계열, 예측성을 계산한 그림이다. Nino4 지수의 경우, 중태평양 엘니뇨를 

대표하는 지수이며, 그의 특징은 Nino3 과 비슷하지만 다른 면이 존재한다 (Kug 

et al. 2009). 예를 들어, 해수면 온도의 시그널의 중태평양에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시계열의 경우, 관측은 Nino3 과의 독립성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과 일치하게 

Nino3 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97/98 엘니뇨의 경우, 관측에서

는 Nino3 지수보다 크기가 확연히 작은 것이 보인다. 또한 09/10 엘니뇨의 경우에

도 Nino3 보다는 Nino4 의 지수의 크기가 확연히 큰 것이 눈에 띈다. 모형 예측에

서도 이와 같은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시계열 모의 능력이 성공

적임을 알 수 있다. 이와 일치하는 결과로, 시계열의 예측성 또한 예측 시작 6개월 

이후까지 0.9에 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1.2.2.3 Nino4 지수 관련 패턴, 시계열, 시계열 예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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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4 는 North Pacific index (해수면 온도 160E-140W, 30-65N 평

균) 관련장들을 계산한 그림이다 (Trenberth and Hurrel. 1994). 관측의 경우, 

여름철에는 북동태평양에 양의 시그널이 감지되고, 가을철의 경우에는 북중태평양

에 양의 시그널이 감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형도 이와 관련된 패턴을 어느 

정도는 모의하지만, 여름철에서 가을철로 넘어가면서 북동태평양에서 북중태평양 

으로의 양의 시그널의 이동을 잡아내지는 못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North 

Pacific index 와 적도 태평양간의 관련성이 모형에서 과대 모의 되고 있다는 점이

다. 이는 북태평양의 변동성이 관측에서는 북태평양 자체의 역학 메커니즘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면, 모형에서는 적도 태평양에 종속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는 변동성의 원인이 관측과 모형 예측간에 서로 다름을 의미하고, 이는 예측성을 

저해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관측과 모형 예측간의 인덱스의 상관성이 예측 시

작 2달 후 만에 0.4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이를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2.2.4 North Pacific index 관련 패턴, 시계열, 시계열 예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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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5 는 Pacific Decadal Oscillation (PDO, Zhang et al. 1997) 관련

장들을 그린 그림이다. PDO 관련 시계열은 북태평양 지역 (100E-90W, 

20-70N) 에 해수면 온도에 경험적 직교 함수를 계산하여 얻기 때문에, 앞 서 언

급한대로 모형의 예측장은 관측 1st 모드에 패턴 투영되는 정도를 모형 예측 시계

열로 추출하였다. 관측의 PDO 관련 패턴은 북중 태평양에 음의 시그널, 북동태평

양에 양의 시그널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시계열 예측의 예측

성은 예측 시작 6개월 이후까지 상관 관계 0.8 에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

지만, 시계열을 직접 비교하여 보았을 때, 예측성이 높은 이유는 관측의 PDO 인덱

스 자체가 10년 정도의 긴 주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며, 10년 주기 안에서의 경년 

변동성의 모의는 모형 예측이 그리 성공적으로 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림 1.2.2.5 North Pacific index 관련 패턴, 시계열, 시계열 예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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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6 은 Pacific Warmpool index (해수면 온도가 28도 이상 되는 지

역의 해수면 온도 아노말리장 평균) 관련장의 결과이다 (Wang, and Enfield, 

2001). 관측은 여름철의 경우 maritime continent 근방의 warmpool 지역의 온도

의 상승/하강과 관련이 있는 동시에, warmpool 의 중태평양으로의 확장과 관련된 

중태평양 온도 상승과도 관련이 있다. 모형 예측의 경우 이러한 패턴이 어느 정도 

모의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인도양의 변동성과의 관련성이 과대 모의되는 문

제점을 안고 있다. 즉, 동 인도양의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인한 warmpool 의 확장 

및 warmpool 해수면 온도 상승이 모형 예측에서는 warmpool index  와 관련이 

있지만, 관측은 그보다는 약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동인도양의 변동성이 모

형에서 과대 모의되고 있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동 인도양에서 보

이는 warmpool index 와 관련된 패턴이 인도양의 첫 번째 EOF 결과와 매우 비슷

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가을철의 경우, warmpool 의 확장과 가장 뚜렷하게 연관

된 패턴은 적도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엘니뇨이며, 따라서 관측과 모형 예측 모두 

warmpool index 와 관련된 패턴으로 엘니뇨 관련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시계열 

경우에도 어느 정도 엘니뇨 인덱스들과 어느 정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예측성도 예측 시작 6개월까지도 상관 관계 0.8 이상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1.2.2.6 Pacific Warmpool index 관련 패턴, 시계열, 시계열 예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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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7 은 Tropical South Atlantic (30-10W, 20-0S 지역 해수면 온

도 평균) 관련장을 나타낸 그림이다 (Nobre and srukla, 1996). 기대 되는대로, 

south Alantic 지역에는 양의 시그널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형의 경

우, 여름철에는 그 크기를 과대 모의하는 경향이 있으며, 가을철의 경우에는 위치가 

관측의 시그널에 비해 북쪽에 모의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같은 지역적 차이 외

에, 적도 태평양 간의 상관성 모의 능력을 살펴보면, 먼저 여름철의 상관성은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모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관측의 경우, 여름철에 양의 TSA 아

노말 리가 존재할 때 라니냐 시그널과 연관되는 경향이 보이고, 이를 모형에서 모

의하는 반면에, 가을철에는 관측에서는 양의 TSA 시그널과 엘니뇨 시그널이 관련

이 있는데 반하여 모형에서는 이를 반대로 모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엘니뇨-TSA 지

역의 원격 상관의 메커니즘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태평양-대서양 간

의 원격 상관과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적도 태평양과 대서양 간의 양의 상관 관계

는 엘니뇨에 의한 원격 상관으로 대서양에 변동성이 생길 때 발생할 수 있고, 또 

다른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대서양의 변동이 태평양의 변동을 유도할 때는 양의 

대서양 아노말리와 음의 적도 태평양 아노말 리가 연관이 될 수 있다. 즉, 태평양-

대서양 간의 원격 상관이 어느 대양에 의해 유도되느냐에 따라 둘은 양의 상관성을 

가질 수도 있고 음의 상관성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가을철에 

TSA 관련장과 관련된 적도 태평양의 시그널이 반대로 모의되는 것은, 관측의 경우

에는 태평양이 대서양의 변동을 유도하는데 반하여, 모형에서는 반대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TSA 예측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으며, 

예측 시점 2달이 지나게 되면 0.4 정도로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1.2.2.8 은 North Tropical Atlantic (NTA) index (해수면 온도의 

80W-20E, 0-15N 지역 평균) 관련장 분석 결과이다. NTA index 의 경우 관측

에서는 봄철에 가장 강한 변동성을 갖지만, 그 변동성이 여름철과 가을철까지 어느 

정도 유지되는 패턴을 나타내는데 (Ham et al. 2013a), 이러한 경향성이 관측 관

련장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름철 모형 예측장에서는 관측에서 나타

나는 일반적인 NTA 관련장의 특징을 잡아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가을철의 

경우 관측의 변동성에 비하여 모형 예측장의 변동성은 매우 작은 경향을 보인다. 

시계열 간의 상관 관계는 예측 시작 6개월까지 0.8 이상으로 매우 높은 예측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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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7 Tropical South Atlantic 관련 패턴, 시계열, 시계열 예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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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8 North Tropical Atlantic (NTA) index 관련 패턴, 시계열, 시계열 예측

성

그림 1.2.2.9 는 Atlantic Nino 지수 (해수면 온도의 20-0W, 3S-3N 지역 평

균) 관련장 분석 결과이다. 관측의 경우 여름철에 가장 강한 변동성을 갖는데, 태평

양 엘니뇨와 비슷한 패턴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Keenlyside and Latif, 2007; 

Ding et al. 2012). 또한, NTA index 와는 지역적으로 겹침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영향과 변동성을 갖는 것이 밝혀져 있다 (Ham et al. 2013b). 이러한 특징이 

여름철 관측장에서는 잘 나타나고 있으며, 이 패턴은 가을철까지 유지되고 있다. 모

형 예측장에서 여름철의 Atlantic Nino 관련장 모의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가을철은 관측에 비해 그 강도가 매우 약하게 모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Atlanic Nino 인덱스의 예측성은 예측 2달 후가 되면 상관 관계가 0.4 정도로 

예측성이 높은 편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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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9 Atlantic Nino 지수 관련 패턴, 시계열, 시계열 예측성

그림 1.2.2.10 은 Atlantic meridional mode (AMM, 해수면 온도 [80W-0W, 

5-28N] - [80-0W, 30-0S] 영역 평균간의 차이) 관련장을 나타낸 것이다. 

AMM 모드는 적도 대서양 지역에서 대기-해양이 접합되어 나타나는 모드중 가장 

강력한 모드라고 알려져 있다 (Chaing and Viamont, 2004). 이 모드의 가장 큰 

특징은 적도 북반구 대서양과 남반구 대서양 간의 반대되는 패턴과 적도를 가로지

르는 남풍 계열의 바람이다. 관측에서는 여름철에 AMM 모드 변동성이 크며 가을

철에는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이 모형 예측에서 

잘 모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가을철의 AMM 모드 관련 변동성

이 모형 예측에서는 다소 과소모의 되는 경향이 있다. 이 모드는 엘니뇨와 관련이 

있다고 언급한 연구도 있으나, 이와 관련되어 뚜렷한 결론은 아직 나지 않은 상황

이다. 상관 관계를 통한 예측성은 예측 시작 2,3 달에 0.4 정도로 다시 떨어지는 

경향을 나타내나, 그 이후로 다시 예측성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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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10 Atlantic meridional mode 관련 패턴, 시계열, 시계열 예측성

그림 1.2.2.11 는 Atlantic multidecadal Oscillation index (해수면 온도의 북

반구 대서양 지역 평균) 와 관련장 분석 결과이다 (Enfield et al. 2001). 본 연구

에서 사용한 산출 방법은 AMO index를 산출하는 몇 가지 방법 중 가장 널리 이용

되고 가장 긴 기간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산출 방법이다. 북반구 대서양 전체 

지역을 평균하는 것이나 Tripolar SST 패턴 (Deser and Timlin, 1997) 과 비슷

하게 중위도 대서양의  패턴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겨울철로 갈수록 이러

한 특징을 뚜렷해 지는데, 가을철 AMO index 는 이러한 특징을 어느 정도 보여주

고 있다. 여름철의 경우, 관측에서는 북반구 대서양 전반적으로 양의 시그널을 보이

며, 관련 시계열은 10년 이상의 장주기의 변동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예로, 1996년부터 2000년까지는 음의 phase 에 있었다면, 2000년대 이후에는 전

반적으로 양의 phase 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모형 예측에서 관련 패턴장은 어

느 정도 잘 모의가 되고 있으나, 자세한 패턴을 살펴보면 서로 다른 패턴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관측에서는 Gulf Stream에서 North Atlantic Current 까지 이어지는 

긴 해류의 흐름을 따라서 해류가 만드는 양의 온도 이류가 AMO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AMO 패턴장의 관측과 모형 예측 간의 차이가 Gu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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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am 이나 North Atlantic Current 과 관련된 해류의 바이아스로부터 오는 것

은 아닌지 추후에 후속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Ham et al. 2014). AMO index 

의 장주기 변동성 덕분에 AMO 관련 시계열의 예측성은 6개월까지도 상관 관계 

0.9 이상으로 매우 높게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2.11 Atlantic multidecadal Oscillation index 관련 패턴, 시계열, 시계

열 예측성

그림 1.2.2.12 은 Indian Ocean Dipole (IOD) index 관련장 분석 결과이다 

(Saji et al. 1998; Allan et al. 2001). 앞 서 인도양에서의 3차원 해양 온도 평

균장의 바이아스에 대하여 수차례 언급한 바 있는데, 해양 온도 평균장의 바이아스

가 IOD 모드에 있어서도 일관된 모형 오차를 가져옴을 확인하였다. 관측의 경우, 

IOD index 패턴은 동인도양에서 음의 시그널을, 서인도양에서 양의 시그널을 보이

는 것이 특징이다. IOD 는 SON 시기에만 우세 모드로 잡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SON 시기에 대해서만 논의하면, 관측의 IOD 패턴은 서 인도양에 대부분의 지역에 

양이 시그널을 보이고, 동 인도양에서 음의 시그널을 나타낸다. 특히, 동 인도양에



- 46 -

서의 시그널은 적도 보다는 남동 인도양에서 가장 큼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모

형 예측에서는 서 인도양의 변동성은 매우 작은 지역에만 국한되며 그 크기는 일반

적으로 작은 경향이 있으며, 동 인도양의 음의 시그널의 경우 적도에 가장 큰 값을 

갖고, 상대적으로 서쪽으로 많이 뻗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특징은 앞서 언급한 

해양 온도 바이아스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모형 예측에서 동인도양의 

thermocline 이 얕은 바이아스를 보이고, 이는 동 인도양의 변동성을 강화 시킴과 

동시에 태평양 엘니뇨와 매우 비슷한 시그널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패턴의 

오차와는 다르게 인덱스 자체의 예측성은 예측 시작 6개월 이후까지 상관 관계 0.9 

정도로 다른 해양 기후 인덱스들에 비해 높은 편임을 확인하였다.

그림 1.2.2.12 Indian Ocean Dipole (IOD) 관련 패턴, 시계열, 시계열 예측성

그림 1.2.2.13 는 Indian Ocean Basin-wide Warming (IOBW) index 관련장 

분석 결과이다 (Kug and Kang, 2006). 관측의 경우 서 인도양의 thermocline 이 

동인도양의 그것보다 얕기 때문에 IOBW 와 관련된 변동성은 서 인도양이 우세하

다. 여름철에는 서 인도양과 동인도양이 같은 양의 시그널을 나타내지만, 가을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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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서인도양의 우세한 양의 시그널과 관련되어 적도 easterly wind 가 나타나게 

되고, 이는 남동 인도양에 음의 시그널을 유발하게 된다. 모형 예측에서는 이러한 

관측의 특징과 매우 다른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름철의 경우 서 인도양보다 

동 인도양의 변동성이 큼을 알 수 있고, 이 패턴은 적도 태평양에서 나타나는 엘니

뇨와 매우 유사한 패턴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패턴은 크게 변화 없이 

가을철까지 유지가 되는데, 그 결과 관측에서 나타나는 동 인도양의 음의 시그널이 

오히려 모형에서는 반대로 모의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IOBW 관련 시계열의 예측성

은 예측 4개월 후에는 0.4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데, 앞 서 언급한대로 IOBW 관련 

시계열 자체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지라도 그의 패턴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를 보정하기 위한 작업이 필수적이다.

  

그림 1.2.2.13 Indian Ocean Basin-wide Warming (IOBW) index 관련 패턴, 

시계열, 시계열 예측성

그림 1.2.2.14 는 조사된 적도 태평양, 북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내의 주요 기

후 모드들의 Glosea5 모형 예측의 특징과 예측 가능 기간을 정리한 그림이다. 예

측 가능 기간은 여름철 예측 시작의 경우 상관 관계가 0.5 시상되는 달로 정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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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도 태평양 내의 Nino 지수들의 예측성은 예측 6 개월 후 까지 예측성이 보장

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패턴도 관측과 유사한 것을 확인하였다. 북태평양 기후 모드

들의 경우, 북중 태평양의 변동성이 과소 모의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적도 태평양 

과의 관련성이 과대 모의되는 경향이 있었다. 난수대(Warm Pool) 의 경우, 예측성

이 6개월 이상 되는 것으로 확인 되었고, 인도양의 경우 수온 약층의 바이아스와 

관련되어 동인도양의 변동성의 과대 모의 되고, 동인도양의 변동성이 적도에 가장 

크게 모의되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대서양의 경우는 모드들마다 특징이 다른 모

습을 보였지만, 적도 대서양 모드 (Atlantic Nino) 같은 경우, 예측성이 예측 시작 

1달 후 에는 보장되지 않았으며, AMM 모드나 TSA 모드의 경우 1-2개월 예측성

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체적으로 적도와 대서양 남반구의 변동성을 3개월 이

상은 예측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 내릴 수 있었다. 반면에, NTA 모드나 AMO 모드 

등 북반구 대서양의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긴 기가까지 예측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

였다.

그림 1.2.2.14.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주요 기후 모드들의 Glosea5 모형 예측

성과 예측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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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산출 자료 진단 체계 구축 요약

-  Hindcast 수행 기간 동안 예측 해수면 온도장의 바이아스 장을 검증한 결과, 

서태평양, 동인도양의 온수대와 동태평양의 한수대가 현실적으로 모의되고 있으며 

중위도의 해수면 온도도 잘 모의도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서 대서양의 

온수대는 관측보다 다소 약하게 모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적도지역 (5S-5N) 평균 온도장과 바이아스장을 계산한 결과, 태평양과 대서양

에서는 잘모의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인도양에서는 반대로 모의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이는 인도양 지경의 변동성에서 큰 오차를 가져온다.

- 염도장의 평균장을 분석한 결과, 일반적인 평균 염도장의 패턴은 모형에서 잘 예

측되고 있었다. 그러나, 중인도양과 대서양에서 음의 바이아스가 보였으며, 이는 강

수장의 바이아스와 관련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 seasurface height anomaly(ssha)의 평균장 비교 결과, 관측에서의 특징들이 

모형에서 잘 모의되고 있다. 하지만 5N 정도와 남반구 South Pacific 

Convergence Zone(SPCZ)를 따라서 양의 바이아스가 보임을 알 수 있었다.

- 해수면 동-서 평균 해류장의 비교 결과, 대서양에서의 동-서 방향 해류의 모의 

능력은 다른 대야에 비해 우수한 모습을 알 수 있었다.

- 적도 잠류를 살펴보기 위해 적도 지역(5S-5N) 평균한 동-서 해류장의 평균장 

결과, 모형 예측에서는 어느 정도 모의되지만 관측에 비하여 약한 모습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 해수면 온도 예측장의 예측성을 검증한 결과, 2-4개월 평균, 5-7개월 평균 예

측장 모두 적도 태평양에서 가장 큰 예측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해수면 온도부터 300m 해수 온도까지 평균한 T300 값의 예측성 검증 결과, 적

도 태평양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예측성을 갖는 반면에, 적도 인도양과 대서야으

이 경우 해양 내부의 예측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 적도 지역 온도 예측장을 검증한 결과, 인도양과 대서양의 예측성이 다소 떨어지

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그 지역의 평균 isotherm depth의 오차로부터 기인

되어 진다고 생각된다.

- 경험적 직교함수를 통해 해양 기수 변동성 지배 패턴을 분석한 결과, 적도 태평

양의 기후 변동성이 Glosea5에서 매우 현실적으로 예측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으

나, 인도양의 기후 변동성는 모형 예측과 관측이 매우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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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평균장 바이아스와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 주요 해양 기후 모드의 시계열과, 그의 예측성을 분석한 결과, 주요 해양 기후 

모드들에서 대부분이 모형과 관측관의 패턴이 잘 모의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시계열간의 상관관계도 매우 높은 예측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북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에서는 모형과 관측이 서로 다르게 모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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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하천 모듈 기반 산출 자료 진단 체계 구축

2-1. 서론 및 모형

해양으로 유입되는 fresh water 인 하천의 유출량은 해양 순환을 변화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특히, 하천 유출량은 coast 근처의 해양의 염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밀도, 혼합층의 깊이, 결국에는 해수면 온도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전 지구적인 순환에 있어서 하천 유출량등 하천 

모듈이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연구가 많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본 보고

서에서는 기본적인 수문 변수를 분석하고 그 성능을 검증하고자 한다. 

현재 Glosea5 기후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천 유출 모형은 TRIP (Total 

River Integrating Pathways) 모형이다. TRIP 모형은 모델에서 처방된 강 유역의 

총 유출량을 계산하기 위해 강 흐름 방향과 연속성을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간단

한 이류식에 적용함으로써 사용되어진다. 


    여기서, 는 강유

역에서 표현되는 저수용량이고, 은 격자에서 형성된 유출량(runoff)과 이웃 격

자로부터 유입된 유출량의 합을 나타내며, 은 격자에서 나가는 유출량(단, 한 

격자당 한 방향으로 유출)을 나타내며, 식 (2)와 같이 표현된다.    또한, 

는 식 (3)과 같이 유하속도(m/s)인 와 강의 실제 길이를 좀 더 현실성 있게 표

현하기 위해 굽이쳐 흐르는 비율에 의해 계산된 격자사이의 거리 와의 비율로 계

산된다.   


 TRIP 방안의 자세한 사항은 http://hydro.iis.u-tokyo.ac.jp/

~taikan/TRIPDATA/ TRIPDATA/html에서 제공하고 있다. 

그림 2.1.1 은 TRIP에서 제공하는 Total Runoff Integrating Pathways 와 

Major River Basins on TRIP dataset 관련 정보들과 관련된 그림들이다. 먼저 

Runoff Pathways 는 각 그리드에서 어떤 방향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는지를 나타

내는 지표이다. 관련 데이터를 다운하여 값을 읽었을 때, 값이 1일때는 북쪽, 2일때

는 북동쪽, 3일때는 동쪽, 4일때는 남동쪽, 5인 경우 남쪽, 6인 경우 남서쪽, 7인 

경우 서쪽, 8인 경우 북서쪽, 9인 경우 물은 그 자리에 머물게 된다. 9 인 경우 물

은 그 자리에서 지하로 스며들거나, 혹은 최종적으로 물이 해양으로 빠져나가는 그

리드이다. 이 정보를 활용하여 river direction 을 벡터로 표현하였다. 그림에서 확

인할 수 있듯이 한반도 근처만 보더라도 복잡한 유역의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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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내에서는 한강과 낙동강, 영산강과 관련된 흐름들이 보이며 한강, 낙동강, 

영산강 주변에서 river basin 이 넓어지는 것 또한 반영하고 있다. 그림 2.1.2 는 

Total Runoff Integrating Pathways 와 Major River Basins on TRIP dataset 

변수들이 정리되어 있는 TRIP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그림이다. 각 유역의 하천 

방향과 강의 구분이 잘 정리되어 있다. 

그림 2.1.1 Total Runoff Integrating Pathways(화살표), 

Major River Basins on TRIP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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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TRIP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Total Runoff Integrating 

Pathways와 Major River Basins on TRIP dataset 변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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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후값 및 예측성 검증

한반도 근처의 유량 예측량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토해양부 관측 

자료 (WAMIS)에서 제공하는 최근까지의 유량별 하천 유출량의 정보를 이용하여 

한강의 하천 유출량을 검증하였다. 그림 2.2.1 은 한강의 유출량을 비교하기 위하

여 WAMIS 자료 중 팔당대교 지역에서의 1996년부터 2009년까지의 하천 유출량 

자료와 모형 예측의 경도 125.5°E, 위도 36.5°N 지역에서의 유출량의 평균장을 

비교한 것이다. 또한, 유출량은 강수량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지역의 평균 강수량을 같이 표시하였다. 먼저 WAMIS 관측 자료의 경우, 하천 유

량은 여름철에 1800 m3/s 정도로 가장 큰 값을 보이고, 겨울철에 가장 작은 값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강수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서울 지역 강수량의 

경우, 하천 유출량과 마찬가지로 7,8월에 가장 큰 값을 갖는다. 5월 예측 자료로 

분석한 모형 예측의 경우, 한강 지역의 하천 유출량은 관측보다는 적게 모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5월 평균장의 경우, 관측은 400 m3/s 정도의 값을 갖는 것에 반

하여, 모형 예측 값은 150 m3/s 의 값을 갖는다. 6월 예측장의 경우에도 관측에 

비해 절반 정도의 값을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5월에서 6월로

의 상승 경향은 모형에서 모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2.2.1. WAMIS와 모형의 1996~2009년까지의 하천 유출량과 서울지역의 평

균 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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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유역 하천 유출량 예측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한강 유랑의 시계열을 5월 

예측 시작 모형 예측과 관측에 대하여 비교하였다. 5월 예측의 경우, 1996년부터 

99년까지의 경향성이 관측과 모형에서 매우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나 2000년대 들

어서 예측된 한강 유량은 그 크기가 매우 작아지는 반면에 관측에서는 2001년의 

가뭄 관련 시그널, 2003년 홍수 관련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평균장에 보다 유출량이 많을 것인지 적을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며, 둘 간의 상관성은 0.57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반면

에 6월 평균의 경우, 둘 간의 시계열은 매우 달라지는 경향을 보이며, 따라서 둘간

의 상관성도 –0.14 로 예측성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2.2 관측과 모형에서의 (a)5월과 (b) 6월 한강 유량 시계열

그렇다면 하천 유출량의 예측을 처음 한 달에 대하여 가능하게 하는 인자는 무

엇일까? 아마도 하천 유출량과 관련된 대규모 변수의 예측성이 하천 유출량의 예측

을 가능하게 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대규모 변수 중 하천 유출량 예측성

과 가장 깊게 관련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강수장과의 관련성을 검증하여 보았다. 

특히, 한반도 하천 유출량과 관련되어 있는 한반도 지역의 강수장과 하천 유출량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그림 2.2.3 은 관측 한반도 지역 평균 강수량과 하천 

유출량, 서울 지역 평균 강수량과 하천 유출량 간의 지연 상관 관계를 각 달에 대

해서 나타낸 것이다. 본 보고서의 경우, 서울 평균 강수량은 한강과 관련된 하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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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량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가정하였다. 서울의 경우, 강수와 하천 유출량 간의 상

관성은 달 별로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겨울철의 경우 둘 간의 상

관성은 거의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름철의 경우에는 상관성이 최

대 0.6 까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강수량이 많은 여름철에는 강수장이 

하천 유출량 변동성의 주요한 원인임을 보여줌과 동시에, 강수량이 많지 않은 경우

에는 다른 요인에 의해 하천 유출량의 변동성이 유발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는 하루 정도의 지연 상관을 갖고 있는데, 이는 강수량이 증가한 뒤에 바로 하천 

유출량의 변동성이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정도의 지연을 두고 하천 유출량이 

증가함을 보여준다. 

그림 2.2.3 각 달의 (a) 관측 한반도 지역 평균 강수량과 하천 유출량, (b) 서울 

지역 평균 강수량과 하천 유출량 간의 지연 상관관계

그림 2.2.4 는 모형에서 나타나는 강수량과 하천 유출량간의 상관 관계를 검증

한 결과이다. 동아시아 대부분의 지역에서 두 변수간의 상관 관계는 0.5 이상의 값

을 갖는다. 즉, 관측에서 나타나는 강수량과 하천 유출량간의 관련성이 모형 예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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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어느 정도 모의가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하천 유출량의 성공적인 

예측을 위하여 대규모 대기, 혹은 해양 변수장의 예측 또한 중요함을 알려준다. 다

만 관측의 경우, 5월보다 6월에서 더 강한 관련성을 보이는데 반하여, 모형 예측의 

경우 5월보다 6월이 더 약한 예측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2.4 (a) 5월, (b) 6월에서의 모형의 강수량과 하천 유출량 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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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모듈 기반 산출 자료 진단 체계 구축 요약

- Glosea5 의 하천 모듈인 TRIP 의 한반도 하천 관련 정보는 한강, 영산강, 낙동

강 등의 한반도 내 주요 하천을 고려하여 생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한반도 내 주요 하천인 한강 관련 물 수지 정보의 경우, 모형 예측 평균 하천 유

출량은 한국 수자력 원구원 (WAMIS) 관측에 비하여 50% 정도로 과소 모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평균 하천 유출량은 평균 강수량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 1996년-2009년의 Hindcast 결과를 통해 한강 내의 하천 유출량의 예측성을 

검증한 결과, 5월 예측 시작의 경우 5월 평균장은 0.57 정도의 상관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는 1996년부터 1999년까지의 물수지 변화를 모형 예측

이 관측과 매우 유사하게 맞추고 있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2000년대 들어서

는 모형 예측 하천 유출량은 관측에 비해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과소 모의됨을 확인 

하였다.

- 5월 예측 시작의 경우, 하천 유출량의 6월 평균장의 예측성은 –0.14 로 물 수지 

관련 예측성은 예측 1달 이후에는 유지되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 하천 유출량의 예측성은 강수장의 예측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 

- 관측과 모형 예측 모두에서 하천 유출량은 북반구 여름철의 경우 상관 관계 0.5 

이상의 관련성을 갖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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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사업수행결과의 활용계획

- 해양 주요 기후 모드의 예측성을 파악함으로서 기상청 계절 예측 현업의 

  예측성 검증에 기여

- 주요 기후 모드와 평균장의 관련 역학을 파악함으로서 기상청 계절 예측 

  시스템의 향상에 기여

- 계절 예측 시스템 진단 지수 개발에 활용

- 물 수지 관련 진단 지수 개발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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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기술 노트 (Technical Note)

1. 초기 해양 데이터 처리

1) gdat/fw.gs : nc 파일을 바이너리로 전환하는 프로그램

----------------------------------------------

var=votemper

iyr=1996

while ( iyr <= 2009 )

imo=11

date=09

while ( date <= 09 )

iens=0

while ( iens <= 2 )

'reinit'

if( date <= 9 )

 adate = '0'date

else

 adate = date

endif

'xdfopen ../raw/'iyr''imo''date'/'var'.00'iens'.ctl'

'set gxout fwrite'

'set fwrite 'var'.'iyr''imo''date'.00'iens'.gdat'

'set x 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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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y 1 1021'

it=1

while ( it <= 12 )

ilev=20

while ( ilev >= 1 )

'set t 1'

'set z 'ilev

'set t 'it

if ( it <= 7 )

'd 'var

else

'd const('var',-9.99e+08)'

endif

ilev=ilev-1

endwhile

it=it+1

endwhile

'disable fwrite'

iens=iens+1

endwhile

date=date+8

endwhile

iyr=iyr+1

endwhile

----------------------------------------------

2) gdat/run.csh : ctl 생성하는 프로그램

3) gdat_em/fw.gs : 앙상블 평균하는 프로그램. 기간에 따라 앙상블 개수가 일정

치 않음을 고려해서 평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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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votemper

mo=11

date=1

while ( date <= 9 )

'reinit'

if( date <= 9 )

 adate = '0'date

else

 adate = date

endif

'set gxout fwrite'

'set fwrite 'var'.'mo''adate'.gdat'

iyr=1996

while ( iyr <= 2009 )

'open ../gdat/'var'.'iyr''mo''adate'.000.ctl'

'open ../gdat/'var'.'iyr''mo''adate'.001.ctl'

'open ../gdat/'var'.'iyr''mo''adate'.002.ctl'

'set time jan'iyr' dec'iyr

'q dim'

res=result

trec=sublin(res,5)

st=subwrd(trec,11)

ed=subwrd(trec,13)

say st

say 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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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x 1 1442'

'set y 1 1021'

it=st

while ( it <= ed )

l=1

while ( l <= 20 )

'set z 'l

'set t 'it

'define vvv = const('var'.1,0,-u)+const('var'.2,0,-u)+const('var'.3,0,-u)'

'define nnn = 

const(const('var'.1,1),0,-u)+const(const('var'.2,1),0,-u)+const(const('var'.3

,1),0,-u)'

'd vvv/nnn'

l=l+1

endwhile

it=it+1

endwhile

'close 3'

'close 2'

'close 1'

iyr=iyr+1

endwhile

'disable fwrite'

date=date+8

endwhi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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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dat_em_intp/pick.f90, intp_with.f90 : 1도 X 1도 로 bilinear interpolation 

하는 프로그램

----------------------------------------------

 integer,parameter :: nx=1442,ny=1021,nz=20,nt=168

 integer,parameter :: ix=360,iy=180,dxto=1,dyto=1

 integer :: plev,nundef

 real    :: dmiss

 real,dimension(nx,ny) :: var

 real,dimension(ix,iy) :: intpvar

 real,dimension(nx,ny) :: xfrom

 real,dimension(nx,ny) :: yfrom

 real,dimension(ix,iy) :: xto

 real,dimension(ix,iy) :: yto

 character*10 :: pvar

 character*8 :: xintp,yintp,avar

 character*2 :: adate

 logical :: ochk

 character*4 :: aens,ayr

 data dmiss/-9.99e+08/

 do i=1,ix;xto(i,:) = 0. + (float(i-1))*dxto;enddo

 do j=1,iy;yto(:,j) = -89.5 + (float(j-1))*dyto;enddo

 open(21,file='grid/lon.T.gdat',form='unformatted',&

 status='unknown',recl=nx*ny*4,access='direct')

 open(22,file='grid/lat.T.gdat',form='unformatted',&

 status='unknown',recl=nx*ny*4,access='direct')

 read(21,rec=1) xfrom

 read(22,rec=1) yfrom

! -270 to 90 --> 0 to 360

 do i=1,nx; do j=1,ny; if(xfrom(i,j).lt.0) 

xfrom(i,j)=xfrom(i,j)+360;enddo;end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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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hk=.true.

Do ivar=1,2

 if(ivar.eq.1) avar='vosaline'

 if(ivar.eq.2) avar='votemper'

 Do idate=1,25,8

  write(adate,'(i2.2)') idate

  print *,adate

 open(11,file='../gdat_em/'//avar//'.04'//adate//'.gdat',form='unformatted',&

 status='unknown',recl=nx*ny,access='direct')

 open(99,file=avar//'.04'//adate//'.gdat',form='unformatted',&

 status='unknown',recl=ix*iy,access='direct')

 do k=1,nt

 do l=1,nz

    print *,'k,l=',k,l

 read(11,rec=nz*(k-1)+l) var

 call intp(var,xfrom,yfrom,nx,ny,intpvar,xto,yto,ix,iy,dmiss,ochk)

 write(99,rec=nz*(k-1)+l) intpvar

 enddo;enddo

 Enddo

Enddo

stop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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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 변수 예측성 진단 변수 계산

1) 바이아스장

onm/sst500.exec : 적도지역 (5S-5N) 평균 온도장과 바이아스장 검증 및 표출 

그로그램

onm/sali.exec : 염도장의 평균장과 바이아스장 검증 및 표출 프로그램

onm/sali500.exec : 적도지역 (5S-5N) 평균 염도 바이아스장 검증 및 표출프로

그램

이중 해수면 온도장과 바이아스장 검증 및 표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reinit

enable print sst.gx

open pack5.ctl

open /data1/GloSea5_Hindcast/ocn/onm/obs/temp.ctl

set x 1 360

set y 1 180

set z 1

set t 1 166

define a = ave(temp,t+0,t+2)

set t 1 12

define c = ave(a,t+0,t=168,12)

modify c seasonal

set dfile 2

set x 1 360

set y 1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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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z 1 20

set t 1 168

define d = ave(temp-273.15,t+0,t+2)

set t 1 12

define dd = ave(d,t+0,t=168,12)

modify dd seasonal

----------------------------------------------

2) 상관 관계

onm/sstcor.gs : 해수면 온도의 예측과 관측의 상관관계 검증 및 표출 프로그램

onm/cor0_300.exec : T300의 예측과 관측의 상관관계 검증 및 표출 프로그램

onm/sstcor_500.exec : 적도지역 (5S-5N) 평균 예측과 관측의 상관관계 검증 

및 표풀 프로그램

이중 해수면 온도의 예측과 관측의 상관관계 검증 및 표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

다.

----------------------------------------------

'reinit'

'enable print cor.gx'

*'open pack5.ctl'

'open pack11.ctl'

'open /data1/GloSea5_Hindcast/ocn/onm/obs/temp.ctl'

'set x 1 360'

'set y 1 180'

'set z 1 20'

'set t 1 166'

'define a = ave(temp,t+0,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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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t 1 12'

'define aa = ave(a,t+0,t=168,12)'

'modify aa seasonal'

'set dfile 2'

'set x 1 360'

'set y 1 180'

'set z 1 20'

'set t 1 168'

'define b = ave(temp-273.15,t+0,t+2)'

'set t 1 12'

'define bb = ave(b,t+0,t=168,12)'

'modify bb seasonal'

'set t 1 12'

'define xy = ave((a-aa)*(b-bb),t+0,t=168,12)'

'define xx = ave(pow(a-aa,2),t+0,t=168,12)'

'define yy = ave(pow(b-bb,2),t+0,t=168,12)'

'define cor = xy/sqrt(xx*yy)'

----------------------------------------------

3) EOF

pack5/eof.f90 eigen2.f : 경험적 직교 함수(EOF)를 구하는 프로그램

pack5/input.nml : namelist 포트란 내 기본정보를 namelist변환으로 편하게 EOF

프로그램 구동 가능한 프로그램 

4)기후 모드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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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x/amm.exec : Atlantic meridional mode 예측성 검증 및 표출 프로그램

idx/amo.exec : Atlantic Multi-decadal OScillation 예측성 검증 및 표출  프로

그램

idx/atlnino.exec : Atlantic Nino 예측성 검증 및 표출 프로그램

idx/iobw.exec : Indian Ocean Basin-wide warming 예측성 검증 및 표출 프로

그램

idx/iod.exec : Indian Ocean Dipole 예측성 검증 및 표출 프로그램

idx/n3.exec : Nino3 예측성 검증 및 표출 프로그램

idx/n34.exec : Nino3.4 예측성 검증 및 표출 프로그램

idx/n4.exec : Nino4 예측성 검증 및 표출 프로그램

idx/np.exec : North Pacific index  예측성 검증 및 표출 프로그램

idx/nta.exec : North Tropical Atlantic 예측성 검증 및 표출 프로그램

idx/tsa.exec : Tropical South Atlantic  예측성 검증 및 표출 프로그램

idx/warmpool.exec : Warmpool index 예측성 검증 및 표출 프로그램

idx_eof/eof.f90 eigen2.f pdo.exec : PDO 예측성 검증 및 표출 프로그램

이 중  Atlantic Nino  index 예측성 검증 및 표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reinit

open data/pack5.ctl

open /data1/OBS/ERSST.v3b/sst.1979_201405.ctl

set string 1 l 4

set strsiz 0.14

draw string 1.0 8.15 (a) JJA OBS

draw string 5.8 8.15 (b) JJA Glosea5

draw string 1.0 5.15 (c) SON OBS

draw string 5.8 5.15 (d) SON Glosea5

draw string 1.0 2.15 (b) Time-Series

draw string 7.6 2.15 (b) Cor[OBS,Glose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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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string 1 c 4

set strsiz 0.10

draw string 9.05 0.15 Forecast lead month

set lon 280 400

set dfile 2

set time jan1996 dec2009

set z 1

define obs = sst

set time jan1996 dec1996

define obsmean = ave(obs,t+0,time=dec2009,12)

modify obsmean seasonal

set time jan1996 dec2009

define oano = obs - obsmean

define oidx = aave(oano,lon=340,lon=360,lat=-3,lat=3)

define movoano = tloop(ave(oano,t-1,t+1))

define movoidx = tloop(ave(oidx,t-1,t+1))

set time jan1996 dec1996

define oxy = ave(movoano*movoidx,t+0,time=dec2009,12)

define oxx = ave(movoidx*movoidx,t+0,time=dec2009,12)

define oreg = oxy/sqrt(oxx)

modify oreg seasonal

set dfile 1

set time jan1996 dec2009

set z 1

define mod = temp

set t 1 12

define modmean = ave(mod,t+0,time=dec2009,12)

modify modmean seas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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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time jan1996 dec2009

define mano = mod - modmean

define midx = aave(mano,lon=340,lon=360,lat=-3,lat=3)

define movmano = tloop(ave(mano,t-1,t+1))

define movmidx = tloop(ave(midx,t-1,t+1))

----------------------------------------------

3. 하천 모듈 예측성 진단 프로그램 및 진단 변수 계산

1) 유량 평균

data/runoff_glosea.gs : 모형의 월별 유량 평균 계산 프로그램

data/runoff_monthly.gs : 관측의 월별 유량 평균 계산 프로그램

이 중  모형의 월별 유량 평균 계산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reinit'

'open /data1/GloSea5_Hindcast/runoff/raw.runoff.week.0501.ctl'

'set x 1 432'

'set y 1 325'

'set gxout fwrite'

'set fwrite runoff_monthly.glosea.gdat'

iyr=1996

eyr=2009

while ( iyr <= eyr )

  imo=1

  while ( imo <= 12 )

    'set time 01jan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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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ine sum'imo' = const(em,0)'

    'define num'imo' = 0'

    'set time jan'iyr

    if(imo<=4)

      'd const(em,-9.99e+08)'

    else

      if(imo>=7)

        'd const(em,-9.99e+08)'

      else

        if(imo=5)

          'define sum'imo' = sum'imo' + sum(em,z=1,z=4)'

          'define num'imo' = num'imo' + sum(const(em,1),z=1,z=4)'

          'define ave'imo' = sum'imo'/num'imo

  'd ave'imo'*(110000*110000*0.833*0.833)/(1000*cos(3.141592/180*lat))'

        else

          'define sum'imo' = sum'imo' + sum(em,z=5,z=7)'

          'define num'imo' = num'imo' + sum(const(em,1),z=5,z=7)'

          'define ave'imo' = sum'imo'/num'imo

  'd ave'imo'*(110000*110000*0.833*0.833)/(1000*cos(3.141592/180*lat))'

        endif

      endif

    endif

    imo=imo+1

  endwhile

  iyr=iyr+1

endwhile

'disable fwri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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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측성 검증

fig/times_runoff.data.gs : 월별 유량의 예측성 검증 프로그램

----------------------------------------------

'reinit'

'open ../data/runoff.ctl'

'open ../data/runoff.glosea.ctl'

'set gxout fwrite'

'set fwrite data/year.gdat'

'set dfile 2'

'set lon 0 360'

'set lat -90 90'

'set t 1 12'

'define mean = ave(runoff.2,t+0,t=168,12)'

'modify mean seasonal'

'set t 1 168'

'define mo = aave(runoff.2-mean,lon=125.5,lon=125.7,lat=36.5,lat=36.7)'

'set dfile 1'

'set x 1 360'

'set y 1 180'

'set z 1'

'set t 1 12'

'define meano = ave(runoff.1,t+0,t=168,12)'

'modify meano seasonal'

'set x 1'

'set y 1'

'set t 1 168'

'define ob = runoff.1-meano'

i=5

while ( i <= 168 )

  'set 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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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t x 1'

  'set y 1'

  'd ob'

  'set t 'i+1

  'set x 1'

  'set y 1'

  'd ob'

  'set t 'i

  'set x 1'

  'set y 1'

  'd mo'

  'set t 'i+1

  'set x 1'

  'set y 1'

  'd mo'

  i=i+12

endwhile

'disable fwrite’

----------------------------------------------

3) 상관 관계

data/cor.korea.gs : 한반도의 유량의 지연 상관 관계 계산 프로그램

----------------------------------------------

'reinit'

'open ano.runoff_daily.ctl'

'open /data1/OBS/Korea_insitu/gdat/ano.korea_prcp_daily.ctl'

'open ano.seoul_prcp_daily.ctl'

'set gxout fwrite'

'set fwrite prcprunoff.cor.gdat'

dmiss=-9.99e+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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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dfile 2'

'set x 1'

'set y 1'

'set time 01jan1996 31dec2013'

'set z 1'

'define spr = prcp.3'

'define kpr = prcp.2'

imo=1

while ( imo <= 12 )

  i=-7

  n=1

  while(i<=7)

    'set dfile 1'

    'set x 1'

    'set y 1'

    'set time 01jan1996 31dec2013'

    'set z 1'

    'define runoff=tloop(ave(runoff.1,t+'i',t+'i'))'

    'set time 01jan2004'

    'set x 1'

    'define sxy'n' = const(runoff,0)'

    'define sxx'n' = const(runoff,0)'

    'define syy'n' = const(runoff,0)'

    'define kxy'n' = const(runoff,0)'

    'define kxx'n' = const(runoff,0)'

    'define kyy'n' = const(runoff,0)'

    iyr=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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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yr=2013

    while ( iyr <= eyr )

      if(imo=1);amo='Jan';ndy=31;endif

      if(imo=2);amo='Feb';ndy=28;endif

      if(imo=3);amo='Mar';ndy=31;endif

      if(imo=4);amo='Apr';ndy=30;endif

      if(imo=5);amo='May';ndy=31;endif

      if(imo=6);amo='Jun';ndy=30;endif

      if(imo=7);amo='Jul';ndy=31;endif

      if(imo=8);amo='Aug';ndy=31;endif

      if(imo=9);amo='Sep';ndy=30;endif

      if(imo=10);amo='Oct';ndy=31;endif

      if(imo=11);amo='Nov';ndy=30;endif

      if(imo=12);amo='Dec';ndy=31;endif

      if(iyr=1996 & imo=2);ndy = 29;endif

      if(iyr=2000 & imo=2);ndy = 29;endif

      if(iyr=2004 & imo=2);ndy = 29;endif

      if(iyr=2008 & imo=2);ndy = 29;endif

      if(iyr=2012 & imo=2);ndy = 29;endif

      'set dfile 2'

      'set time 01'amo''iyr

      'define sxy'n' = sxy'n' + 

const(ave(runoff*spr,time=01'amo''iyr',time='ndy''amo''iyr'),0,-u)'

      'define sxx'n' = sxx'n' + 

const(ave(runoff*runoff,time=01'amo''iyr',time='ndy''amo''iyr'),0,-u)'

      'define syy'n' = syy'n' + 

const(ave(spr*spr,time=01'amo''iyr',time='ndy''amo''iyr'),0,-u)'

      'define kxy'n' = kxy'n' + 

const(ave(runoff*kpr,time=01'amo''iyr',time='ndy''amo''iyr'),0,-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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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ine kxx'n' = kxx'n' + 

const(ave(runoff*runoff,time=01'amo''iyr',time='ndy''amo''iyr'),0,-u)'

      'define kyy'n' = kyy'n' + 

const(ave(kpr*kpr,time=01'amo''iyr',time='ndy''amo''iyr'),0,-u)'

      iyr=iyr+1

    endwhile

    i=i+1

    n=n+1

  endwhile

 n=1

  while(n<=15)

    'set t 1'

    'set z 'n

    'd sxy'n'/sqrt(sxx'n'*syy'n')'

    n=n+1

  endwhile

  n=1

  while(n<=15)

    'set t 1'

    'set z 'n

    'd kxy'n'/sqrt(kxx'n'*kyy'n')'

    n=n+1

  endwhile

  imo=imo+1

endwhile

'disable fwrite'

----------------------------------------------

fig/glosea.cor.exec : 모형의 강수량과 하천 유출량 간의 상관 관계 계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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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init

open ../data/runoff.glosea.ctl

open /data1/GloSea5_Hindcast/atm/gdat/gdat_em_intp/prcp.0425.ctl

open /data1/GloSea5_Hindcast/atm/gdat/gdat_em_intp/prcp.0501.ctl

open /data1/GloSea5_Hindcast/atm/gdat/gdat_em_intp/prcp.0509.ctl

set dfile 1

set lon 0 359

set lat -89.5 89.5

set z 1

set t 1 168

define rerunoff = regrid2(runoff.1,1,1,ba_p1,0,-89.5)

set t 1 12

define mean1 = ave(rerunoff,t+0,t=168,12)

modify mean1 seasonal

set dfile 2

set x 1 360

set y 1 180

set z 1

set t 1 168

define pr = (prcp.2+prcp.3+prcp.4)*84600/3

set t 1 12

define mean = ave(pr,t+0,t=168,12)

modify mean seasonal

set t 1

define xy5 = ave((rerunoff-mean1)*(pr-mean),t=5,t=168,12)

define xx5 = ave((rerunoff-mean1)*(rerunoff-mean1),t=5,t=168,12)

define yy5 = ave((pr-mean)*(pr-mean),t=5,t=168,12)

define cor5 = xy5/sqrt(xx5*yy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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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t 1

define xy6 = ave((rerunoff-mean1)*(pr-mean),t=6,t=168,12)

define xx6 = ave((rerunoff-mean1)*(rerunoff-mean1),t=6,t=168,12)

define yy6 = ave((pr-mean)*(pr-mean),t=6,t=168,12)

define cor6 = xy6/sqrt(xx6*yy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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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세부과제 

“다년 예측성 진단을 위한 GloSea5 

과거기후모의 자료 분석”

연구기관

한국기상학회 / 서울대학교

기 상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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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본 과제에서는 계절-다년 이상의 시간규모에 대한 기후예측시스템의 개발을 위

해 영국기상청의 10년 예측시스템 (DePreSys)과 CMIP5 near-term projection

의 5년 예측자료를 입수해 2013년에 개발된 예측성 평가 기법을 개선하고, 최근 

구축된 GloSea5를 기반으로 한 6개월 과거기후 모의자료에 이를 적용하여 다양한 기

후 지수들의 예보 가능성을 보다 정확히 정량화하였다. 

   예측성 평가 기법의 개선을 위해 전장 초기화 Bias correction을 적용하여 모델 

내에 존재하는 Drift를 제거 한 후에 예측성을 진단하였다. Bias Correction을 적

용한 CMIP5 5개 모형과 MME의 분석 결과, 지표대기온도의 예측성은 계절과 지

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북반구 고위도 대륙인근의 지표대기온도의 예측

성은 겨울철에 낮게 나왔다. 이에 따라 관측과의 오차를 나타내는 모델 에러 또한 

겨울철 북반구 고위도 지역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계절/지역적 특성은 

앙상블 멤버 간 스프레드 분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CMIP5 MME의 ENSO 예측성은 기존 선행연구들의 계절 예측 시스템과 비교했

을 때 유사하거나 다소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ENSO에 의한 지연 상관효

과나 원격 상관효과는 관측에 비해 과다모의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상된 

ENSO 모의 능력과 과다 모의되는 ENSO의 원격상관 영향성은 두 동아시아 여름 

몬순지수 (WNPM, WY index)의 예측성에도 영향을 미쳐 두 지수의 예측이 약 수

개월에서 1년 전까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진단되었다. 

  CMIP5 자료를 이용해 검증된 Bias correction 방안을 HadGEM3-DePreSys에 

적용하여 같은 분석을 수행하였다. DePreSys의 연평균 전지구 지표대기온도의 온

난화 경향성은 CMIP5 모형에 비해 다소 강하게 모의되었으며, 계절별 지표대기온

도 예측성은 전반적으로 CMIP5 MME에 비해 낮다. CMIP5 MME 결과와 유사하

게 겨울철 유럽, 유라시아 대륙의 예측성은 여름철에 비해 낮았으며, ACC로 평가

된 ENSO index의 예측성 또한 CMIP5 MME 결과와 유사하게 두 번째 해 늦봄 

(19-21 lead months)까지 존재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두 동아시아 여름 몬순 지

수 (WNPM, WY index)의 예측성은 첫 번째 해 늦봄 (4-6월 평균)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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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로 CMIP5 자료를 이용해 검증된 Bias correction 방안과 예측성 진단 

기법을 GloSea5 6개월 자료에 적용 한 결과, NINO3.4 index의 예측은 6개월 전

부터 가능한 것으로 진단되었으며, 모든 계절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이 

가능했다. IOD의 경우 늦여름, 가을철에 장기 (5-6개월) 예측성이 높은 것으로 진

단되었다. 중위도 이상 극 지역의 계절변동을 나타내는 AO index는 2월과 8월을 

제외하면 몇 달에 걸친 예측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AO의 시간 규모가 

매우 짧으며 AO index를 통한 계절 예측은 불가능함을 암시한다. 동아시아 여름 

몬순 지수인 WNPM index는 4-6개월 기간 동안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예측

성을 보였으나 EAMI의 경우 예측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동아시아 겨

울 몬순 지수인 Siberian High index와 EAWM index는 예측성이 거의 없는 것으

로 진단되었다. 

  종합적으로 GloSea5는 계절변동이 적은 지수는 6개월 전부터 예측이 가능하나 

계절변동이 심하고 메모리가 짧은 지수들은 예측기간과 그 값 또한 낮게 나타난다. 

또한 자료 분석 시 1-3개의 앙상블 개수가 서로 상이하나, 1개의 앙상블로 분석해

도 결과가 비슷하므로 앙상블 개수는 예측성 향상에 크게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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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사업의 필요성

  국립기상연구소 주요사업인 “기후변화예측기술 지원 및 활용 연구”에서는 계절 

규모에서 기후변화 규모 사이의 기후예측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영국기상청으로부

터 계절예측시스템 (GloSea4)을 도입·구축하고 현업부서에 이전하였으며, 2014년 

하반기부터의 한영 공동계절예측시스템 현업운영을 위해 모델 물리과정과 수평분해

능을 개선한 고해상도 기후모델인 GloSea5로의 업그레이드를 수행하는 등 선진장

기예보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단기 예보를 너머 이음새 없는 예측시스템 구축을 위해 계절~다년 이상의 시간규

모에 대한 기후예측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10년 규모 예측성의 진단을 위

해 2013년에 영국기상청의 10년 예측시스템 (DePreSys)과 CMIP5 near-term 

projection의 5년 예측자료를 입수, 기초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연장해 예측성 평

가 기법을 개선하고, 최근 구축된 GloSea5를 기반으로 한 6개월 과거기후 모의자료에 

적용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단기 기후 예측성의 시공간 구조를 파악하고 다양한 기후 지

수들의 예보 가능성을 보다 정확히 정량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4년에는 개선된 방법론을 활용하여 예측성 분석을 수행할 예정으로 GloSea5의 

1~6개월간의 계절예보 정확도를 통계적 방법으로 정량화하고, 이를 토대로 GloSea5

의 예보 한계를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이용하여 동아시아의 통합 장기 예보 가

능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안점으로 고려한다.:  

○ DePreSys 및 CMIP5 자료(5년 예측)를 활용한 예측성 평가 기법 개선: 기 

개발된 방법론에 모형의 구조적 오차를 고려하는 알고리즘을 추가. 기후 지수

중 인도양 쌍극자 모드, 북태평양 고기압 지수, 동아시아 몬순 지수 등을 추가

하며 보다 복합적으로 예측성 평가. 계절 평균자료 사용. 

○ GloSea5의 6개월 과거기후 모의자료를 사용한 예측성 분석: 새로운 모형자료

를 처리하고 6개월 예측성을 진단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론 구축 및 평가. 월

별 자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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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o
Model Institution ATM Resolution

No.EN

S

Initializatio

n
1 HadCM3a MOHC, UK 96 x 72 x L17 10 Anomaly
2 HadCM3f MOHC, UK 96 x 72 x L17 10 Full-field
3 CanCM4 CCCma, Canada 128 x 64 x L22 10 Full-field

4 MIROC5 AORI, Japan
256 x 128 x

L17
6 Anomaly

5 MPI-ESM-LR MPI-M, Germany 192 x 96 x L25 3 Anomaly

제 2 장 사업 목적

   ￭ DePreSys 및 CMIP5 모형 자료를 활용한 예측성 평가 기법 개선

∙ 기 구축된 다년 예측성 진단 코드의 개선

∙ 개선된 코드에 의한 DePreSys 및 CMIP5 자료의 예측성 진단

   ￭ GloSea5의 6개월 과거기후 모의자료를 사용한 예측성 분석

∙ GloSea5의 6개월 Hindcast 자료 처리

∙ 6개월 예측성 진단을 위한 통계적 방법론 구축 및 평가

제 3 장 사업 개요

제 1 절. 예측성 평가기법 개선

  2013년 기 개발된 예측성 평가 기법의 개선을 위해 본 과제에서 사용된 자료는 

<표 1>과 같다. 5개의 CMIP5 decadal hindcast (Meehl et al. 2014) 모형 자료

는 CMIP5 data archive (pcmdi9.llnl.gov/esgf-web-fe/)로부터 내려 받았다. 모

형과의 비교를 위한 재분석 및 관측 자료로는 ERA-Interim (바람, 해면기압, 지표

대기온도 등)과 ERSSTv3b (해수면온도)를 사용하였다. 

표 1. 예측성 평가기법 개선을 위한 사용된 CMIP5 모형의 해상도, 앙상블 수, 초

기화 방안

  사용된 변수는 지표대기온도 (TAS), 해수면온도 (SST)와 여름철 몬순 지수 계

산을 위한 850-hPa 동-서 바람성분 (U850), 200-hPa 동-서 바람성분 

(U200)이다. 모든 자료는 위경도 2.5도로 선형 내삽 되었다. 2013년에는 1980년

부터 2-3년 간격으로 초기화된 실험들(총 14개)을 사용하였으나, 2014년 본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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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예측성 평가의 샘플과 신뢰도 증가를 위해 1980년부터 2009년 까지 매년 

초기화된 실험들(총 30개)을 사용하였다. 

  또한 2014년에 새롭게 추가된 HadCM3f 자료는 전장 초기화 (full-field 

initialization) 방안을 사용한 모형의 결과로써, 이를 2013년에 분석되었던 

HadCM3a (아노말리 초기화 (anomaly initialization)방안 사용)의 결과와 비교하

여 초기화 방안에 따른 예측성의 차이를 평가 할 수 있다. 

  예측성 평가를 위한 진단 기법(metric)로는 2013년 기 개발된 Anomaly 

Correlation Coefficient (ACC)와 Mean Squared Skill Score (MSSS)를 사용하

였다. 진단 변수를 계산하기 전 모형내의 drift를 제거하기 위해 US CLIVAR 

Decadal predictability Working Group에서 제안한 bias correction을 수행하여, 

2013년의 평가 기법을 개선하였다. 또한 지표대기온도의 예측성에서 나타나는 모

델간의 오차 (error)와 앙상블 멤버의 스프레드 (spread)에 대한 분석을 추가적으

로 수행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개선된 예측성 평가기법을 이용하여 본 과제에서는 주로 계절/

지역에 따른 전구 지표대기온도의 예측성의 차이를 평가하였으며, 계절/지역별 예측

성의 lead time의 한계와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제 2 절. DePreSys 예측성 평가 

  CMIP5 자료를 이용하여 개선된 예측성 평가 방안과 분석 내용을 2013년 과제

에서 사용된 HadGEM3-DePreSys 모형 자료에 적용하였다. DePreSys는  1980, 

82, 83, 85, 88, 90, 93, 95, 97, 98, 2000, 03, 05년에 초기화(총 13개) 되었

으며, 4개의 앙상블 멤버를 사용하였다. DePreSys는 아노말리 초기화와 전구 공분

산 (global covariance) 동화 방법이 적용되었다. CMIP5에서 수행된 분석과 마찬

가지로 계절예측을 위해 3개월 이동 평균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제 3 절. GloSea5 예측성 평가 

  본 과제에서는 GloSea5의 6개월 과거 기후 모의자료를 사용하여 예측성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자료의 구성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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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GloSea5 모형의 해상도, 앙상블 수, 초기화 방안

Model Institution ATM Resolution
No.EN

S

Initializatio

n

GloSea5 Met Office, UK 0.83°⨯0.56°,L85 1-3 Anomaly

  GloSea5는 1996년부터 2009년까지 총 14년 동안 시스템에 입력되는 초기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매달 01일, 09일, 25일에 초기장을 구성한다. 각 초기화 날짜

별로 6개월간 적분된 월 평균 자료를 사용하였다. 또한 원시 자료를 저장하되 분석

시 자료를 위경도 2.5도로 선형 내삽 한 후 사용하였다. 모델의 예측성 평가를 위

해 제1절의 CMIP5 분석에 사용한 재분석 및 관측자료 (ERA-Interim, 

ERSSTv3b)를 사용하였다. 

  

  매달 총3일에 걸쳐 초기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월별로 자료를 분석할 경우 앙상블

을 평균한 후 사용해야 한다. 각 초기장마다 모델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1-3개의 

앙상블 멤버가 존재하기 때문에 월 평균시 3-9개의 앙상블로 구성된다. <표3>은 

2월에 예측이 시작되는 2월 앙상블 평균 자료를 만드는데 사용한 방법이다. Lead 

time 0은 해당 월의 초기장을 이용해 그 월 평균 값을 예측한 것이고, Lead 

time(0-5)은 예측 시점과 초기화 시점의 시간상 차이(월 단위)를 의미한다.  

표 3. 2월에 예측이 시작되는 자료 가공시 사용된 앙상블 평균 방법

Lead time

Date
0 1 2 3 4 5

NO.EN

S

01/25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1-3

02/01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1-3

02/09 3월 4월 5월 6월 7월 1-3

02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3-9

 2013년 구축된 진단체계를 적용하여 지표대기온도(TAS), 지표온도(TS)와 여름

철 몬순 지수 계산을 위해 850-hPa 동-서 바람성분(U850), 850-hPa 남-북 바

람성분(V850)을 사용하였고, 겨울철 몬순 지수 계산을 위해 200-hPa 동-서 바

람성분(U200), 해면기압(SLP)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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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된 예측성 평가 기법을 통해 기존 자료가 가지는 구조적 오차를 제거한 후 

분석하였고, 주로 동아시아에 영향을 주는 주요 기후 모드 시계열을 분석하였다. 

2013년 진단 변수에 비해 지표대기온도의 전지구 평균(GMSAT), 동아시아 평균

(EASAT), 인도양 쌍극자 지수(IOD), 동아시아 몬순지수(MS)를 추가하여 분석하

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4>와 같다. 여기서 각 기후지수는 월별 앙상블 평균 값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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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모드 자료 정의
GMSAT

(Global 
mean)

ERA-Interi
m [60°S-70°N, 0°-360°E] TAS 

EASAT ERA-Interi
m [104.5°-140.5°E, 20°-47N°] TAS

Nino3.4 ERSSTv3b [5S°-5°N, 170°-120°W] TS

IOD ERSSTv3b
[10S°-10°N, 50°-70°E] 

- [10S°-0°N, 90°-110°E] TS

AO ERA-Interi
m [65°N-35°N] anomaly of zonal mean SLP

Summer MS1 ERA-Interi
m

[5°-15°N, 100°-130°E] U850 

- [20°-30°N, 110°-140°E] U850

WNPM

Summer MS2 ERA-Interi
m

(U850²+V850²)

[32.5°-37.5°N, 127.5°-147.5°E]

EAMI

Winter MS1 ERA-Interi
m

[40°-70°N, 80°-120°E] SLP 

Siberian High

Winter MS2 ERA-Interi
m

[ 110°-170°E, 27.5°-37.5°N ] 

- [ 80°-140°E, 50°-60°N ] U200

EAWMI

표 4. 분석한 기후지수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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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사업 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예측성 평가기법 개선

1-1) 개선 방법

  본 과제에서는 모형 오차 수정(Bias correction)을 통해 2013년에 개발된 예측

성 평가기법의 개선이 이루어 졌다. Bias correction은 모형 내에 존재하는 

climate drift(외부 강제력 (external forcing) 없이도 climate model들의 장기 적

분에서 경향성 (trend)이 나타나는 현상, Sen Gupta et al. 2012)를 제거하기 위

해 관측 값을 이용한 보정을 각 lead time에 대해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1.1> Bias correction에 관한 도식도. 관측 (검정색), 초기화 없는 

hindcast (회색),  초기화 있는 hindcast (색 있는 실선), Bias correction된 

hindcast (색 있는 점선). 우측하단의 그림은 “Model drift”와 관련된 도식이다. 

(출처: Meehl et al. 2014, Fig. 1) 

 모형의 초기화 방안에 따라 Full-field bias correction과 Anomaly bias 

correction으로 나눌 수 있다 (CLIVAR 2011). Y는 raw hindcast, X는 

observation이라 했을 때 각 climatology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lead time이 고려되지 않은 climatology: Y< >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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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d time이 고려된 climatology : 1 1

1 1,   
n n

j j
j j

Y Y X X
n nt t t t

= =

= =å å

두 초기화 방안에 따른 model drift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 Full-field initialization에서의 model drift: d Y Xt t t= -   

     · Anomaly initialization에서의 model drift: D Y X=< > - < >

이 때의 bias corrected hindcast(
ˆ
jY t )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 For Full-field initialization: 
ˆ ( )j j jY Y d X Y Yt t t t t t= - = + -

     · For Anomaly initialization: 
ˆ ( )j j jY Y D X Y Yt t t= - =< > + - < >

<그림 1.1.2> 본 연구에서 사용된 5개의 모형 중 HadCM3a (아노말리 초기화 방

안 사용)과 CanCM4 (전장 초기화 방안 사용)의 연평균 전지구[60˚S-70˚N] 

평균 지표대기 온도의 bias correction 전/후의 예측 값. 회색 점선은 bias 

correction 전의 hindcast 값이며, 색 실선은 bias correction 후의 값이다. 검정색 

실선은 비교를 위해 사용된 재분석자료 (ERA-Interi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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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형의 초기화 방안에 따라 서로 다른 bias correction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선

행연구에 따르면 아노말리 초기화 방안 (Anomaly initialization)을 사용하더라도, 

모형내의 drift가 발생하기 때문에 (Meehl and Teng 2014), 본 과제에서는 선행

연구들의 오차제거 방법을 따라 (각 모형의 초기화 방안에 상관없이) 모든 모형에 

대해 Full-field bias correction 방안을 적용하였다. 

  

  <그림 1.1.2>는 Full-field bias correction을 CMIP5 5개 모형의 전지구 평균

(0-360°E, 60°S-70°N) 된 연평균 지표대기온도 (global-mean surface air 

temperature; GMT)에 적용하기 전/후의 결과이다. 전장 초기화 (Full-field 

initialization)을 사용한 모형들 (HadCM3f, CanCM4)은 초기화된 각 해의 평균이 

모형 자체의 평균값에서 시작하여 drift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

한 모형-관측간의 평균 차이와 모형의 drift가 Bias correction을 통해 효과적으로 

제거되었다. 아노말리 초기화 (Anomaly initialization)를 사용한 모형들 

(HadCM3a, MIROC5, MPI-ESM-LR)에서는 각 초기화 해의 GMT 값이 관측의 

평균과 유사하게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 모형마다 초기화에 사용된 재

분석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본 과제에서 비교를 위해 사용된 ERA-Interim 자료 

값과는 차이가 발생 할 수 있다.) 전장 초기화 모형과 마찬가지로 아노말리 초기화 

모형에서도 적분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예측 값의 drift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러한 drift는 Bias correction을 통해 효과적으로 제거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재분석 자료와 관측 자료를 통해 Bias correction된 모형의 예측 값들을 2013년 

기 개발된 예측성 평가 인자(ACC, MSSS) 계산을 위해 사용되었다. 또한 모형의 

값이 관측 값으로부터 분산된 정도 (Model error)와 각 모형의 앙상블 멤버들이 

앙상블 평균으로부터 분산된 정도 (Ensemble spread)를 추가적으로 진단하였다. 

각 평가 인자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ACC (Anomaly Correlation Coefficient)

1

2 2

1 1

1 [ ][ ]
( )

1 1[ ] [ ]

n

j j
j

n n

j j
j j

H H O O
n

ACC
H H O O

n n

t t t

t t t

t =

= =

- -
=

- -

å

å 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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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 가까울수록 모형의 예측성이 우수함을 뜻한다. 

2) MSSS (Mean Squared Skill Score)

2 2( ) ( ) ( ( ) ( ( ) / ( ) ))H OMSSS ACC ACC s st t t t t= - -

( 

2 2

1

1( ) ( )
n

H j
j

s H H
n

ttt
=

= -å
, 

2 2

1

1( ) ( ) ( )
n

O jO
j

s MSE O O
n

ttt t
=

= = -å
 )

:1에 가까울수록 모형의 예측성이 우수함을 뜻한다. ACC와 조건부오차

(Conditional bias)의 값이 고려된 예측성 진단변수이다. 

3) Model Error
.

2

1

1Model error ( ) ( ) [( ) ( )]
n

H j j
j

MSE H H O O
n

t tt tt t
=

= = - - -å

:0에 가까울수록 모형의 예측성이 우수함을 뜻한다.

4) Ensemble Spread 

2

1 1

1 1Ensemble spread ( ) ( )
n m

i
j j

j i
H H

n m t tt
= =

= -å å

:0에 가까울수록 앙상블 평균에 대한 각 앙상블 멤버의 분산이 작음을 뜻한다.

 

여기서 각 기호는 다음과 같은 값을 의미한다. jH t 는 각 hindcast의 ensemble 

mean을 의미하며, j는 초기화된 해 (n=30), τ는 lead time 이다. 
i
jH t 는 각 모형

의 individual hindcast이며, i는 ensemble member, m은 각 모형의 ensemble 

member 전체 개수이다. O는 관측으로부터 구한 값이다.  

1-2) 지표 대기 온도 (TAS)의 예측성

  전지구 평균 (0-360°E, 60°S-70°N)된 지표대기온도 (GMT)의 연평균, 계

절별 예측성을 <그림 1.2.1>에 표현하였다. 그림의 실선은 5개 모형의 

Multi-Model Ensemble (MME) 평균된 값을 이용한 예측성이며, 각 cross는 각 

모형의 Ensemble mean을 이용하여 진단된 예측성이다. 실선 위의 각 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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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les, open circles은 MME의 예측성이  99%, 95% 유의수준에서 신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MME의 결과가 대체로 개별 모형의 결과보다 높은 예측성을 보

이고 있으나, MME의 효율성은 개별 모형의 결과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선행 연구

(reference)에서 제안한 바와 마찬가지로 MME의 결과가 항상 우수한 것은 아니

다. 

<그림 1.2.1> (a) ACC와 (b) MSSS으로 평가된 연평균, 계절별 전지구 [60˚

S-70˚N] 평균 지표대기온도 (GMT)의 예측성. (c, d) 선형추세경향성이 제거된 

GMT의 예측성. 실선은 MME의 결과이고, 크로스(x)는 5개 모형 각각의 결과이다. 

Closed, open circles는 각각 MME GMT의 예측성이 99%, 95% 수준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연평균 GMT의 예측성 (gray lines)에 비해 계절별 GMT의 예측성 (color 

lines)의 분포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 연구들 (Smith et al. 

2007; Kim et al. 2012)이 연평균 전지구 평균온도의 예측성만을 고려한 것에 비

해, 계절별 평균된 값을 이용해야만 보다 정확한 예측성의 진단이 이루어진다는 것

을 의미한다. ACC의 결과, 겨울철 (DJF; December-January-February)을 제외

한 다른 계절에서 99%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예측성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조건부 오차를 고려한 MSSS의 결과에서는 여름철과 가을철의 예측성이 2년 

(95% 신뢰수준)에서 나타나는 등 ACC의 예측성 결과보다 짧게 나타난다.

  GMT의 이러한 다년 예측성은 주로 지구온난화, 장주기 자연변동성에 의한 선형

추세경향 (linear trend)에 의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Kim et al. 2012; Kim 



- 12 -

et al. 2014). Linear trend가 GMT의 예측성에 미치는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재

분석자료와 모형의 hindcast에 존재하는 linear trend의 값을 각각 제거 한 뒤에 

예측성을 진단하였다 <그림  1.2.1c와 1.2.1d>. Linear trend를 제거한 GMT의 

예측성 한계는 ACC, MSSS 모두에서 짧아졌으며, lead time이 증가할수록 예측성

에 미치는 linear trend의 영향은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linear trend의 영

향을 뒤에서 다시 논의하겠다. 

<그림 1.2.2> (a) 봄 (MAM), (b) 여름 (JJA), (c) 가을 (SON), (d) 겨울철 

(DJF) 평균된 MME 지표대기온도(TAS)의 ACC 결과. 왼쪽 열부터 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측 해의 결과 값이다. 

 지역별/계절별/lead time에 따른 지표대기온도의 예측성을 ACC 진단변수를 이용

하여 <그림 1.2.2>에 표시하였다. 각 검정색, 회색 실선은 평가된 MME TAS의 



- 13 -

ACC 값이 각 99%,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지역을 의미한다. Lead time 증가

에 따라 MME TAS의 예측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예측성 감소의 정도

는 지역별/계절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 해의 봄철 예측성(3-5 lead 

months)은 주로 해양과 적도지역에서 높게 나타난다. 한편 Southern Ocean, 호주

대륙, 유라시아 대륙인근의 MME TAS의 예측성은 lead time이 짧음에도 불구하

고 예측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적도태평양 인근의 MME 

TAS의 예측성은 두 번째 해 봄철 (16-18 lead months)까지 존재하는 데에 비

해, 아열대 태평양 (subtropical Pacific)의 예측성은 이보다 짧은 7-9 lead 

months까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여름철 (JJA; June-July-August) MME TAS의 예측성이 겨

울철 (DJF)의 예측성 보다 오래 지속됨을 알 수 있다 (<그림 1.2.2>의 2번째, 4번

째 행을 비교). 예를 들어, 유럽, 동아시아, 인도양 지역의 MME TAS의 예측성은 

세 번째 해의 여름철까지 높게 유지되는 것에 비해, 유라시아대륙, 남반구대륙, 

Southern Ocean, subtropical ocean 등에서의 예측성은 첫 번째 겨울철에도 존재

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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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3> MME TAS의 ACC 예측 값이 가장 (a) 높게 나오는 계절과 (b) 낮

게 나오는 계절을 봄(MAM, 노란색), 여름(JJA, 빨간색), 가을(SON, 녹색), 겨울

(DJF, 파란색)을 색으로 표시한 그림. Hatching 된 지역은 각 계절의 ACC 값이 

통계적으로 9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지역을 의미한다. 

 

 <그림 1.2.3>은 첫 번째 해 MME TAS의 예측성의 지역별/계절별 의존성을 정리

한 그림이다. 각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평가된 ACC의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계절이 각 봄 (MAM; March-April-May), 여름 (JJA), 

가을 (SON; September-October-November), 겨울철 (DJF) 임을 의미하며, 

hatching 되지 않은 영역만 각 선택된 계절에서의 ACC 값이 9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역임을 의미한다. ACC의 값이 지역별 의존성 없이 lead time

에 대해 선형적으로 감소한다면, 모든 지역이 봄철 (MAM; 노란색)이 가장 높은 

예측성이 나올 것이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해양과 적도 인근지역의 MME TAS의 

예측성을 봄철에 가장 높게 나타나며, 이는 2년까지 지속된다. 그러나 유라시아대

륙, 북미대륙의 예측성은 여름철 (JJA) 또는 가을철 (SON)에 ACC의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이 지역 TAS의 예측성이 해양이나 

적도인근지역에 비해 1) 초기조건 (initialized boundary condition)의 영향을 적

게 받거나, 2) 초기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 지역 예측성의 특징에 

대해서는 <그림 1.2.5-1.2.7>에서 다시 논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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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4> <그림 1.2.2>와 같은 변수를 MSSS로 평가한 예측성 

  <그림 1.2.4>는 <그림 1.2.2>와 같지만, ACC 대신에 MSSS로 MME TAS의 예

측성을 평가한 그림이다. 조건부 오차 (conditional bias)까지 고려된 진단 변수이

기 때문에, ACC 보다는 전체적으로 예측성이 낮게 평가된다. 그러나 여름철 일부 

지역 (유럽, 동아시아, 그린랜드 인근)에서는 ACC 결과와 마찬가지로 세 번째 해

까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ME TAS의 ACC와 MSSS의 차이를 결정하는 조건부 오차의 공간분포를 <그

림 1.2.5>의 왼쪽 열에 표시하였다. 조건부 오차는 관측과 hindcast의 분산 비율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두 시계열 사이에‘mean bias’가 존재하지 않아

도 생길 수 있는 값이다 (Goddard et al. 2013). MME TAS의 조건부 오차는 전

반적으로 계절의 영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열대서태평양 지역에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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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부 오차가 음의 값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모형 hindcast의 

분산이 관측보다 크게 모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연평균 된 TAS의 결과와 

비슷한 공간 분포이다(Fig. 2 in Goddard et al. 2013). 

<그림 1.2.5> (a) 첫 번째 해 MME TAS 예측성의 조건부오차 (conditional 

bias) (b) 5개 모델의 TAS Model error 평균 (c) 5개 모델의 TAS Ensemble 

spread의 평균

  <그림 1.2.5>는 첫 번째 예측해의 Model error와 Ensemble spread의 계절별 

분포를 나타낸다. 각 모형에서 값을 구한 다음, 5개 모형의 평균을 표시하였다. 

Model error (모형의 예측 값이 관측 값에 대해 분산된 정도)는 대체로 북반구 고

위도 대륙지역에서 크게 나타나고, 이 특징은 특히 겨울철 (DJF)에 뚜렷하게 나타



- 17 -

난다. 이는 <그림1.2.2>에서 확인했던 겨울철 낮은 ACC 값과 일관된 결과이다. 모

형의 Ensemble spread (각 ensemble member가 ensemble mean으로부터 분산

된 정도) 또한 Model error와 유사한 지역별/계절별 분포를 보인다. 이러한 특징은 

5개 모형의 평균뿐만 아니라, 각 모형의 결과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 

존재하는 기후모형들의 지표대기온도 예측 능력이 북반구 고위도 대륙에서 전반적

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2.6> (왼쪽) 선형추세경향성이 제거된 TAS를 이용하여 구한 관측 자료의 

계절별 표준편차[단위: K] (가운데) 선형추세경향성이 제거된 TAS를 이용하여 구

한 첫 번째 해 계절별 표준편차의 5개 모델 평균 [단위: K] (오른쪽) 모델 결과와 

관측의 차이 [단위: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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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7> <그림 1.2.6>과 같으나 TAS의 선형추세경향성 [단위: K/decade] 

  북반구 고위도 대륙의 겨울철 지표대기온도의 예측성이 낮게 나타나는 원인을 보

다 구체적으로 알기위해, ACC 진단 값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인 – 경

년변동성 (inter-annual variability)의 크기와 선형추세경향성 (linear trend)의 

관측, 예측 값의 계절별/지역별 분포를 <그림 1.2.6>와 <그림 1.2.7>에 표시하였

다. 경년변동성의 크기는 선형추세경향성이 제거된 (de-trended) TAS 값의 표준

편차를 각 모형에서 구한 뒤 5개 모형 평균을 하였다. 관측된 TAS의 경년변동성은 

열대 동태평양 지역과 북반구 고위도에서 크게 나타났다 (그림 1.2.6, 왼쪽). 특히 

겨울철에 큰 값을 보였는데, 이는 겨울철의 대표적인 기후변동성인 엘니뇨-남반진

동 (ENSO)과 북극진동 (Arctic Oscillation)에 의한 변동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에서 사용된 CMIP5 모형은 대체로 ENSO에 의한 변동성은 크게 모의하는 반면, 

Arctic Oscillation에 의한 변동성을 작게 모의하는 특징을 보였고, 이는 5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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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그림 1.2.7>은 각 모형에서 예측된 TAS의 선형추세경향 (linear trend)을 5개 

모형 평균한 값과 관측 값을 나타낸 그림이다. 대체로 전 지역에서 온난화되는 경

향성이 관측되고 있다 (왼쪽 열). 온난화 경향성은 북반구 고위도 지역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북극지역의 기후 되먹임작용(feedback)에 의한 Polar 

amplification 현상). 그러나 겨울철 유라시아 대륙의 지표대기온도는 분석된 기간

(1981-2010년)동안 다른 계절/지역과 다르게 차가워지는 경향성을 보인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언급된 “Warm Arctic-Cold Continent”현상이다 (Overland et 

al. 2011). 그러나 CMIP5 모형들은 이 특징을 모의하지 못했다. 5개 모형 모두에

서 공통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지표대기온도가 온난화 되는 것으로 모의하였다. 

북미대륙의 온난화 대륙의 온난화 경향성은 모의하였으나, 그 크기는 관측에 비해 

작게 모의되었다. 

  북반구 고위도 대륙지역에서 관측에 비해 작게 모의되는 겨울철 TAS의 경년변

동성과 잘못 모의된 선형추세경향성은 이 지역 겨울철 ACC가 다른 계절과 지역에 

비해 낮게 진단되는 것 (그림 1.2.2 참고)의 원인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 지역의 

예측성이 낮은 원인으로는 1) 해양에 비해 부족한 육지 관측 수, 2) 육지 및 식생 

초기화 방안에 대한 이해부족, 3) 북극 해빙의 증-감에 따른 대기반응의 비현실적 

모의 등이 있다(Screen et al., 2013; Kim et al. 2014; Jun et al. 2014). 보다 

정확한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1-3) ENSO (El Nino-Southern Oscillation)의 예측성

  지표대기온도의 예측성이 특정 지역에서 수개월-1년 이상에서 나오는 원인 중 

하나는 CMIP5 모형에서 ENSO의 예측성 향상으로부터 일부 기인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예: <그림 1.2.2에서 열대태평양 TAS의 예측성이 인근 지역보다 오랫동안 

높게 지속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ENSO의 예측성을 NINO3.4 index를 이용하

여 진단하였다. <그림 1.3.1>은 관측(검정색 실선)과 MME hindcast(빨간색 실

선), individual hindcast(노란색 X표)에서 나타나는 겨울철 3개월 평균 (JFM; 

January-February-March) NINO3.4 index의 시계열을 표시하고 있다. 첫 번째 

해의 NINO3.4 index는 lead time이 짧기 때문에 (2-4 lead months) 높은 예측

성을 보이고 있다 (MME의 ACC=0.96). 그러나 lead time이 증가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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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NO3.4 index의 크기는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98년, 2010년 El 

Nino evnet는 두 번째 예측해 (14-15 lead months)까지 잘 모의되지만 1983년 

event는 첫 번째 예측 해에서만 모의된다. 

<그림 1.3.1> 관측 (검정색 실선)과 CMIP5 MME (빨간색 실선)에서 나타난 

NINO3.4 index의 겨울철 (1-3월 평균) 시계열. 노란색 마크는 각 5개 모형의 결

과이며, 위에서부터 (a) 첫 번째, (b) 두 번째, (c) 세 번째 해의 예측 결과이다.  

  앞서 언급한 열대태평양 지역 TAS의 높은 예측성은 ENSO 모의 능력에 의한 직

접적인 효과라 볼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림 1.3.2>에 3개월 이동 평균

된 NINO3.4 index의 예측성을 ACC와 MSSS로 진단하였다. 전반적으로 모든 모

형과 MME 결과에서 봄철 ENSO index의 예측성이 낮게 나타나는 “spring 

predictability barrier”현상이 나타났다. MME NINO3.4 index의 경우 두 번째 

해의 10-12월 평균 (23-25 lead months)까지 95% 수준에서 유의한 ACC가 있

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일부 모형 (HadCM3a, MIROC5)의 경우 세 번째 해의 

2-4월 평균 (27-29 lead months)까지 높은 ACC를 보였다. MSSS의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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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E의 14-16 lead months까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성을 보였다. 

<그림 1.3.2> 3개월 이동 평균된 NINO3.4 index의 (a) ACC와 (b) MSSS 예측 

지수. 검정색 실선은 MME 결과이며, 색 실선은 각 모형의 결과이다. “Jan0001”

은 첫 번째 예측해의 1-3월 평균 NINO3.4 index를 사용했음을 뜻한다. Closed 

circles과 open circles는 예측 지수가 통계적으로 각 99%, 95% 수준에서 유의함

을 의미한다.  

  ENSO 예측 능력의 향상은 직접적으로 열대태평양 TAS 예측성 향상에 기인할 

뿐만 아니라, 원격 상관관계를 갖는 다른 지역의 TAS 예측성도 향상 시킨다. <그

림 1.3.3>은 겨울철 NINO3.4 index와 계절 평균된 전구 TAS의 지연 상관관계

(lag-correlation)를 나타낸 그림이다. 관측에 의하면 (그림 1.3.3 왼쪽 열) 겨울

철 warm ENSO event의 발생은 2개월 뒤 봄철까지 열대지역 전체의 TAS를 상

승시키고, subtropical Pacific의 서안 지역의 TAS는 하강시킨다. 이러한 효과는 

여름철에 많이 감소되고 가을철에는 거의 남지 않는다. CMIP5 MME hindcast는 

이러한 원격 상관관계를 과다 모의하고 있다. 첫 번째 해 (그림 1.3.3 가운데 열)

의 결과를 보면 대체로 subtropical Pacific 지역의 음의 상관 또한 잘 모의하고 있

는 등 봄철 원격 상관 패턴의 모의 능력은 우수하지만, 상관 계수의 값이 관측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겨울철 ENSO event의 효과도 더 오랫동안 가을철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ENSO의 과다 모의되는 원격 상관관계는 <그림 1.2.2>에서 

subtropical Pacific 서안 근처, 열대 대륙의 TAS의 예측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오

랫동안 높게 지속되고 있는 현상의 원인으로 생각된다. 과다 모의는 두 번째 해에

서 더 강하게 나타나지만 관측과의 관측 유사성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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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3> 겨울철 (1-3월 평균) NINO3.4 index와 계절 평균된 TAS와의 

lag-correlation map. TAS는 각 (a) MAM (3-5월), (b) JJA (6-8월), (c) 

SON (9-11월), (d) DJF (12-2월) 평균 값을 이용하였다. 왼쪽 열부터 관측, 첫 

번 째해 MME 예측, 두 번 째해 MME 예측 결과이다. 

  이러한 ENSO의 예측성은 기존 연구들과 비교했을 때 다소 향상된 결과이다. 

ECMWF의 계절예보 시스템3은 NINO3.4 index를 13개월 lead time에서 ACC 

0.6으로 예측했다 (Stockdale et al. 2011). 또한 Scale Interaction Experiment 

Frontier (SINTEX-F) 결합 모델은 24개월 lead time에서 ACC 0.5를 예측했다

(Luo et al. 2008). 본 연구에서 사용된 CMIP5 decadal hindcast MME 

NINO3.4 index는 유사한 lead time 12-14개월, 23-25개월에서 각각 ACC 0.6, 

0.3으로 예측성이 진단되었다. 적어도 1년의 lead time에서는 CMIP5 decadal 

hindcast의 ENSO 예측성이 기존의 계절예측 시스템만큼 우수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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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tropics의 계절 예측성은 많은 부분 ENSO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Lee et 

al. 2011a,b; Jeong et al. 2012) 향상된 ENSO 예측성은 extra-tropics의 계절 

예측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이와 관련된 동아시아 여름 몬순의 예측성

을 뒤에서 논의하겠다.  

1-4) 동아시아 여름 몬순 지수의 예측성

  2013년 과제에서는 DePreSys와 CMIP5 decadal hindcast 모형을 이용하여 동

아시아 여름/겨울 몬순과 관련된 기후지수들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여

름 몬순 지수인 WNPM index와 WY index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예

측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2014년 본 과제에서는 WNPM과 WY 

지수에 대해서만 추가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1.4.1> 3개월 이동 평균된 (a) WNPM index, (b) WY index, (c) 

NINO3.4 index의 예측지수 (왼쪽: ACC, 오른쪽: MSSS). JFM (1-3월), FMA 

(2-4월), MAM (3-5월), AMJ (4-6월), MJJ  (5-7월), JJA (6-8월) 계절 평

균된 값이며, shaded bar, marked bar는 예측 지수가 통계적으로 각 99%, 95%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 24 -

  <그림 1.4.1>은 3개월 이동 평균된 WNPM index와 WY index의 봄철(MAM) 

부터 여름철(JJA)까지의 예측성을 ACC와 MSSS으로 보이고 있다. 추가적으로 

NINO3.4 index의 겨울철 (JFM)-봄철 (AMJ) 예측성을 같이 비교하였다. 첫 번

째 해의 WNPM index는 초여름 (MJJ)까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ACC와 MSSS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세 번째 해는 늦봄 

(AMJ)까지 예측성이 존재한다. WY index는 첫 번째 해는 여름 (JJA)까지, 두 번

째 해는 초여름 (MJJ)까지 예측성이 존재한다. 여름철 동아시아 몬순과 관련된 순

환장은 전 겨울철 ENSO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WNPM

과 WY index의 두 번째 해까지의 높은 예측성은 CMIP5 decadal hindcast에서의 

향상된 전 겨울철 ENSO 예측성(그림 1.4.1c)으로부터 기인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

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그림 1.4.2>에서는 늦봄 (AMJ) WNPM index와 WY 

index의 예측성을 ENSO 발생 해와 발생하지 않은 해 (normal years)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ENSO 발생 해는 NINO3.4 index의 표준편차의 0.5를 이용하여 정의

하였다. 두 여름몬순 지수의 예측성은 ENSO 발생 해 (빨간색)가 높고, ENSO가 

발생하지 않은 해 (빨간색)에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겨울철 NINO3.4 

index의 예측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ACC와 MSSS에서 유사하

게 나타났으며, GMT의 결과와 유사하게 동아시아 여름몬순 지수 예측성에서도 

MME의 결과가 각 모형의 결과보다 우수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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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2> 첫 번째 – 세 번째 예측 해의 AMJ (4-6월) 평균된 (a) WNPM 

index와 (b) WY index의 예측 지수 (왼쪽: ACC, 오른쪽: MSSS). 5개 모형의 최

대 (Max), 최소 (Min), 중간값 (Mean)과 MME 결과 값이 표시되어 있다. 검정색

은 모든 해에 대해, 빨간색와 파란색은 각 ENSO 발생 해와 ENSO가 발생하지 않

은 평년에 대해서만 예측 지수를 구한 것이다. (c) 같은 결과를 1-3월 평균 

NINO3.4 index에 대해 표시한 결과이다. 

  앞의 결과에서 두 동아시아 여름몬순 지수의 예측성은 공통적으로 두 번째 해 늦

봄 (AMJ, 17-19 lead months)까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진

단되었다. 늦봄시기의 동아시아 몬순지수와 늦봄, 여름철 순환장 구조의 상관성을 

보기위해 <그림 1.4.3, 1.4.4>에 두 몬순지수와 강수 (shading), 850hPa 동서바람 

바람성분 (contour)간의 회귀상관계수를 표시하였다. 먼저 봄철 WNPM index와 

관련된 강수는 첫 번째 해의 예측 (가운데 열)에서 관측 (왼쪽 열)과 비교했을 때, 

늦봄 (AMJ)시기의 열대 서태평양에서 음의 패턴이 강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여름철 (JJA)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WNPM index와 관련된 

북서태평양 고기압과 관련이 있는 늦봄 850hPa 동서바람 성분은 남중국해 인근에

서는 관측과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Maritime Continent 근처에서는 약하게 모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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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늦봄 WNPM index와 관련된 여름철 순환장은 CMIP5 MME hindcast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두 번째 예측해의 결과로부터 늦봄 WNPM index를 

이용하여 예측된 늦봄, 여름철 북서태평양 순환장과 강수는 관측에 비해 그 강도가 

매우 약하게 모의되었다. WY index와 관련된 순환장 예측 결과 (그림 1.4.3) 또한 

WNPM index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동아시아 여름 몬순지수의 예측성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기 위해 늦봄(AMJ) 시

기의 WNPM, WY index와 직전 겨울철(JFM) 해수면온도와의 상관계수는 <그림 

1.4.5>에 나타냈다. 관측에서는 두 몬순지수 모두 La Nino-like 해수면 온도분포

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4.5 왼쪽 열). 비슷한 패턴이 CMIP5 

MME 첫 번째 해 결과에서도 나타났다(가운데 열). 그러나 상관계수의 크기가 과

다 모의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두 번째 해의 예측 결과에서도 나타

났다 (오른쪽 열). 이는 관측에 비해 CMIP5 decadal hindcast에서 ENSO가 동아

시아 여름 몬순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게 모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1.4.3> (왼쪽) 관측에서 나타나는 봄철 (AMJ, 4-6월 평균) WNPM index

와 (a) 봄철 (AMJ, 4-6월 평균), (b) 여름철 (JJA, 6-8월) 평균 강수 

(shading)와 850hPa 동-서 방향 바람성분 (contour) 간의 회귀분석 

(regression) 결과. (가운데, 오른쪽)  각 첫 번째와 두 번째 해의 예측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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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4> <그림 1.4.3>과 같지만, WY index에 대한 결과이다. 

 

<그림 1.4.5> (왼쪽) 관측에서 나타나는 봄철 (AMJ, 4-6월 평균) 동아시아 몬순 

지수 (a: WNPM, b: WY index)와 겨울철 (JFM, 1-3월 평균) 해수면 온도의 시

간 상관계수 (temporal anomaly correlation coefficient). (가운데, 오른쪽) 각 

첫 번째와 두 번째 해의 예측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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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측에서 보이는 결과는 늦봄 동아시아 몬순 지수의 예측성 향상은 지연 상관관

계로 인한 동아시아 지역의 강수와 순환장의 구조를 예측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약 수개월-1년 lead time으로 늦봄시기의 동아시아 여름 몬순 지수를 예측

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CMIP5 decadal hindcast에

서 두 동아시아 몬순 지수의 예측이 약 수개월에서 1년 전까지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진단되는 것의 원인은 1) ENSO 예측성의 향상과 2) 과다 모의되는 ENSO-동

아시아 몬순의 관계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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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측성 평가기법 개선 요약 *

･ 본 연구에서는 2013년 과제에서 개발된 예측성 평가 기법 (Anomaly 

Correlation Coefficient, Mean Squared Skill Score)을 Bias correction을 통해 개

선하였다. Bias correction은 초기화 방안에 따라 두 가지 (아노말리 초기화, 전장 

초기화 방안)로 적용될 수 있으나, 아노말리 초기화 방안을 사용해도 모델 drift

가 완벽히 제거되진 않기 때문에 전장 초기화에 따른 Bias correction을 적용하

였다. 

･ Bias correction을 적용한 CMIP5 5개 모형과 MME의 분석 결과, 지표대기온도

의 예측성은 계절과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북반구 고위도 대륙인근

의 지표대기온도의 예측성은 겨울철에 낮게 나왔으며, 이는 관측에 비해 약하게 

모의되는 경년 변동성과 잘못 모의된 온난화 경향성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 ACC와 MSSS의 차이를 결정하는 조건부 오차는 열대 서태평양에서 계절에 상

관없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관측과의 오차를 나타내는 모델 에러는 겨울철 

북반구 고위도 지역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앙상블 멤버 간 스프레드 또한 겨

울철 북반구 고위도 대륙 지역에서 크게 나타났다. 

･ CMIP5 MME의 ENSO 예측성은 기존 선행연구들의 계절 예측 시스템과 비교

했을 때 유사하거나 다소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ENSO에 의한 지연 상

관효과나 원격 상관효과는 관측에 비해 과다모의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두 동아시아 여름몬순 지수 (WNPM, WY index)의 예측성은 공통적으로 두 번

째 해 늦봄 (AMJ, 17-19 lead months)까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이 가능한 것

으로 진단되었다. CMIP5에서 두 동아시아 몬순 지수의 예측이 약 수개월에서 1

년 전까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진단되는 것의 원인은 1) ENSO 예측성의 향상

과 2) 과다 모의되는 ENSO-동아시아 몬순의 관계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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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DePreSys 계절 예측성 평가 

  앞서 CMIP5 자료를 이용하여 개발된 Bias correction 방안과 분석을 2013년 

과제에서 사용되었던 HadGEM3-DePreSys 자료에 적용하였다. 단, CMIP5 자료

는 1980년부터 매해 초기화된 자료(총 30개의 샘플)를 이용한 반면, DePreSys는 

각 앙상블 멤버의 수가 4개인 1980, 82, 83, 85, 88, 90, 93, 95, 97, 98, 2000, 

03, 05년에 초기화된 자료(총 13개의 샘플)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따라

서 CMIP5 결과 분석과는 예측성 진단변수 계산에 사용된 샘플 수가 다름을 밝혀

둔다.  

2-1) 지표 대기 온도의 예측성

  <그림 2.1.1>은 연평균된 전지구 지표대기 온도에 대해 Bias correction을 수행

하기 전/후의 결과이다. DePreSys는 아노말리 초기화 방안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Bias correction 전 (회색)의 결과 값은 아노말리 초기화방안을 사용한 HadCM3a 

(그림 1.1.2)의 결과와 유사하며, Bias correction 후 모형의 drift가 제거됨을 확

인하였다. CMIP5의 두 모형 (HadCM3a와 CanCM4)에 비해 온난화의 강도가 다

소 강하게 모의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1.2>와 <그림 1.5.1>을 비교). 

  

<그림 2.1.1> DePreSys 자료로 구해진 연평균 전지구 [60˚S-70˚N] 평균 지

표대기 온도의 Bias correction 전/후의 예측 값. 회색 선은 Bias correction 전의 

hindcast 값이며, 색 실선은 bias correction 후의 값이다. 검정색 실선은 비교를 

위해 사용된 재분석자료 (ERA-Interi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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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2>는 Bias correction 후의 DePreSys 자료를 이용하여 계절별 지표

대기온도의 예측성을 ACC로 평가한 그림이다. Lead time이 비교적 짧은 4-6개월

인 봄철 (MAM)에도 열대지역, 일부 북태평양 지역, 그린랜드 인근을 제외하고는 

예측성이 없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이는 CMIP5 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예측성이 

존재하는 지역이 감소 한 결과이다. 열대중태평양 지역의 예측성은 CMIP5 MME의 

경우 16-18개월 (두 번째 해 봄)까지 존재하는 반면, DePreSys의 예측성은 이보

다 수개월 더 지속됨을 알 수 있다. 또한 CMIP5 결과와 유사하게 유럽지역의 예측

성은 겨울철에는 존재하지 않다가 여름철에 다시 높아졌다 (13-15개월 결과와 

19-21개월 결과 비교). 그러나 CMIP5 MME 여름철에는 존재하던 유라시아 대륙 

서쪽과 동아시아 지역의 예측성은 DePreSys에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북

대서양 그린랜드 인근의 예측성이 3번째 해 겨울철까지 지속되는 CMIP5 결과와 

유사한 특징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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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그림 1.2.2>와 같은 분석을 DePreSys에 수행한 결과. (a) 봄 

(MAM), (b) 여름 (JJA), (c) 가을 (SON), (d) 겨울철 (DJF) 평균된 MME 지

표대기온도(TAS)의 ACC 결과. 왼쪽 열부터 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측 

해의 결과 값이다. 

<그림 2.1.3> <그림 2.1.2>와 같은 변수를 MSSS로 평가한 예측성 

 <그림 2.1.3>은 계절별 지표대기온도의 예측성을 MSSS로 평가한 그림이다. 

CMIP5 결과와 유사하게 ACC 결과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성이 존재하

는 지역이 매우 좁게 나타난다. DePreSys에서는 열대동태평양 지역과 인도양 일부

지역에서만 첫 번째 해 봄철까지 예측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NSO의 

예측과 관련된 열대동태평양의 예측성은 CMIP5에서는 첫 번째 해 겨울철까지 존

재한 반면, DePreSys에서는 첫 번째 해 봄철에만 존재하는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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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NSO의 예측성

  열대동태평양 지표대기온도 예측성과 유사하게 NINO3.4에 대한 평가에서도 

CMIP5 MME에 비해 DePreSys이 낮은 예측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2.1.4>는 DePreSys NINO3.4 index에 대한 ACC와 MSSS 평가를 보이고 있다. 

DePreSys에서도 봄철에 ENSO index의 예측성이 낮아지는 “spring 

predictability barrier”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99%의 신뢰수준에서 NINO3.4 

index의 예측성은 두 번째 해 5-7월 평균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CMIP5의 

결과와 동일하다. 그러나 MSSS로 평가된 예측성에서는 첫 번째 해 1-3월 평균에

서만 예측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2.1.4> DePreSys에서 3개월 이동 평균된 NINO3.4 index의 (a) ACC와 

(b) MSSS 예측지수. 검정색 실선은 MME 결과이며, 색 실선은 각 모형의 결과이

다. “Jan0001”은 첫 번째 예측해의 1-3월 평균 NINO3.4 index를 사용했음을 

뜻한다. Closed circles과 open circles는 예측 지수가 통계적으로 각 99%, 95%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2-3) 동아시아 여름 몬순 지수의 예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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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5>는 두 동아시아 여름 몬순 지수 (WNPM, WY index)의 봄~여름철 

예측성과 직전 겨울~봄철의 NINO3.4 index의 예측성을 나타내고 있다. 앞의 그림

에서 살펴본 결과와 같이 NINO3.4 index에 대한 결과는 CMIP5 MME와 유사하

게 나타났다. 첫 번째 해의 늦봄 (AMJ, 4-6월 평균, 5-7 lead months) 예측성

은 두 몬순 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이는 앞서 CMIP5 분석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늦봄 지수와 지연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여름철 순환장 예측에 이용될 수 있

을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동아시아 몬순 지수와 관련된 예측성은 전반적으로 

CMIP5 MME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보이며, 예측가능 lead time이 CMIP5 결과

에 비해 일관적이지 않다. 이는 동아시아 여름 몬순 지수 자체의 경년변동성과 

ENSO 위상에 따른 예측성의 변화를 적은 수의 샘플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

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림 2.1.5> DePreSys에서 3개월 이동 평균된 (a) WNPM index, (b) WY 

index, (c) NINO3.4 index의 예측지수 (왼쪽: ACC, 오른쪽: MSSS). JFM (1-3

월), FMA (2-4월), MAM (3-5월), AMJ (4-6월), MJJ  (5-7월), JJA (6-8

월) 계절 평균된 값이며, shaded bar, marked bar는 예측 지수가 통계적으로 각 

99%, 95%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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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PreSys 예측성 평가 요약 *

･ CMIP5 자료를 이용해 검증된 Bias correction 방안을 HadGEM3-DePreSys에 

적용하였고, 효과적으로 모델 drift가 제거됨을 확인하였다. 

･ DePreSys의 연평균 전지구 지표대기온도의 온난화 경향성은 CMIP5 모형에 비

해 다소 강하게 모의되었다. 

･ DePreSys의 계절별 지표대기온도 예측성은 전반적으로 CMIP5 MME에 비해 

낮다. CMIP5 MME 결과와 유사하게 겨울철 유럽, 유라시아 대륙의 예측성은 여

름철에 비해 낮으며, 북대서양 그린랜드 인근의 높은 예측성을 3년까지 길게 유

지된다.

･ ACC로 평가된 ENSO index의 예측성은 CMIP5 MME 결과와 유사하게 두 번째 

해 늦봄 (19-21 lead months)까지 존재하나, 모델 drift가 제거된 MSSS 결과는 

첫 번째 계절 (2-4 lead months)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 DePreSys에서 두 동아시아 여름 몬순 지수 (WNPM, WY index)의 예측성은 첫 

번째 해 늦봄 (4-6월 평균)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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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GloSea5 계절 예측성 평가 

3-1) 지표 대기 온도(SAT)의 예측성

  전지구 평균 분석 (GMSAT)은 [0-360˚E, 60˚S-70˚N]까지 지표대기온도

(SAT)를 사용하였다.  <그림 3.1.1>에서는 앞서 개선된 예측성 평가기법으로 언급

된 bias correction이 GloSea5에 적용되었을 때, 모형내의 drift를 얼마나 효과적

으로 제거하는지를 확인 할 수 있다. 기존 자료에서 Bias correction을 처리 한 자

료와 관측 값과의 차이는 처리 전 자료와의 차이에 비해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관측 값을 사용한 보정이 CMIP5 모델에 적용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GloSea5 모델 내에 존재하는 climate drift 또한 제거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 계산된 예측성 검증 방법인 ACC와 MSSS의 계산은 모두 기존 자료에 

bias correction을 해준 후 사용하였고, 이는 GloSea5 모델이 가지는 climate 

drift가 예측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1.1> GMSAT 지수에서 lead time에 따른 Bias correction의 drift제거 

효과를 알 수 있는 그림. Bias correction한 자료와 재분석 자료의 차이 (빨간색), 

기존 자료와 재분석 자료의 차이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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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모델 결과 1996년 1월의 값이 평년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오

는 것을 보여주는 전지구 공간분포를 Lead time별로 나타낸 그림. 왼쪽은 1996년 

1월의 TAS이며 가운데는 1997-2009년 1월 평균 TAS이다. 오른쪽은 두 공간분

포의 차이를 나타낸다.  

 <그림 3.1.1>의 lead time 0 (a)에서 1996년 1월은 다른 시계열 값에 비해 비정상적

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그림 3.1.2>에서 1996년 SAT와 

1997-2009년 평균 SAT를 비교해보았다. 전지구 분포에서 두 시기의 차이를 살펴보

면 1996년 1월의 북반구 대륙 (특히 유라시아, 북미)지역에서 평년에 비해 매우 큰 값

을 가짐을 알 수 있다. Lead time 1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지며 Lead time이 증가할수

록 동아시아 지역에 국한되어 그 차이가 나타난다. 앙상블 비교 결과 이 시기의 특정 

초기장 및 앙상블에서는 큰 편차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평년에 비해 큰 SAT는 

모델 시뮬레이션 단계에서 초기화 값이 잘못 들어가 노이즈 값이 포함된 자료로 판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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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TAS를 분석할 때 1996년 1월의 예측자료는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전지구 평균[0˚-360˚E, 60˚S-70˚N]된 지표대기온도(GMSAT)와 동아시아 평

균[104.5˚-140.5˚E, 20˚-47˚N]된 지표대기온도(EASAT)의 월별 상관성을 <그

림 3.1.3>에 표현하였다. 모델 자료와 관측 자료의 높은 상관성은 GloSea5의 예측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우수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월에 해당하는 closed circle

과 open circle은 상관성이 99%, 95% 유의수준에서 신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통계

적 유의수준은 bootstrap을 기반으로 한 re-sampling방법을 사용하였다 (Goddard et 

al. 2013). GMSAT는 CMIP5에 포함된 모델의 Decadal Hindcast에서 나타나듯 (Kim 

et al. 2012) GloSea5에서도 높은 예측성을 나타낸다. 월별로 살펴보면 가을철 예측성

이 높고 겨울철 예측성이 낮으며 이러한 결과는 앞서 분석한 CMIP5 결과와 일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름에 시작된 예측성이 겨울철에 시작된 예측성보다 오래 지

속됨을 알 수 있다. 조건부 오차(conditional bias)를 고려한 MSSS의 경우 조건부 오

차가 클수록 ACC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ACC보다 예측성이 낮게 평가된다. GMSAT 

index는 ACC가 높게 나타났던 가을철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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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GMSAT와 EASAT 지수의 월별 예측성 진단. 위는 ACC를 아래는 

MSSS를 1월(빨간색)부터 12월(보라색)까지 예측한 값이다. closed circle과 open 

circle은 상관성이 99%, 95% 유의수준에서 신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동아시아 지역을 살펴본 EASAT index의 ACC는 일부 계절만 약 2개월 정도 예측

이 가능할 뿐 대부분 lead time 0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lead time이 없다. 

ACC보다 낮은 예측성을 갖는 MSSS에서는 앞서 말한 특징을 더 두드러지게 보여준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면 동아시아는 큰 계절변동성을 가지기 때문에 SAT 또한 큰 계

절변동성을 가지고 시간에 따른 편차가 크다. 이러한 특성으로 기후인자를 예측하는 다

양한 기후 모델에서 동아시아는 예측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이는 선행연

구에서도 살펴 볼 수 있다. GloSea5 또한 EASAT index의 큰 계절변동성을 잘 모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든 계절에서 lead time 0일 때만 통계적으로 유의

한 예측성에 있기 때문에 계절적인 특징은 가지고 있지 않다.   

  ACC의 계절에 따른 lead time별 공간분포를 <그림 3.1.4>에 나타내었다. 회색선은 

9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역의 경계를 의미한다. 우선 Lead time이 증

가할수록 ACC값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유라시아, 북미-남

미, 호주 등의 대륙지역에서 그 값이 크게 감소하는 반면 해양 지역, 특히 저위도 해양 

지역의 예측성은 lead time이 증가하여도 높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CMIP5 모형에서도 

유라시아 대륙과 캐나다 북쪽 대륙의 변동성을 잘 모의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모델에서 

빙권과 고위도 지역의 메커니즘이 대기 변수와 잘 결합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e.g., Outten et al. 2013). 또한 관측의 제한으로 모델에 들어가는 지면온도와 해빙의 

초기값은 해양의 초기값보다 덜 안정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도 있다.

  계절적으로 살펴보면 겨울철 (DJF)은 다른 계절에 비해 전반적으로 넓은 지역에서 

높은 값을 가지는데 적도태평양 주변 지역을 중점으로 보면 가을철 (SON)에 가장 높

은 값을 가진다. 앞서 언급했던 <그림 3.1.3a>에서 GMSAT index의 가을철 예측성이 

다른 계절에 비해 높게 나오는 반면 공간분포를 나타낸 그림에서는 겨울철에 넓은 지역

에서 예측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지역 평균을 할 때 적도지역의 격자 

값이 고위도지역의 값보다 더 큰 비중으로 고려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도지역의 예측

성은 GMSAT의 예측성에 영향을 준다.     

  동아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의 공간분포를 살펴보면 lead time 0을 제외하고는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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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유의한 지역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그 달의 초기장이 모델에 들어가

서 나온 그 달의 예측값 이외에는 예측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남미 대륙은 겨울철, 봄철 

(MAM)에 예측성을 가진다. ACC가 대륙에서는 대체적으로 낮은 반면 해양에서는 높

다. 적도태평양은 전체적인 계절에서, 인도양은 겨울철, 봄철 (MAM)에 lead time5 까

지 예측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북태평양은 겨울철에 가장 높은 예측성을 나타낸다. 대

서양의 예측성은 lead time 2부터 일부 남대서양을 제외하고는 예측성이 눈에 띄게 감

소하는데 이는 APCC/CliPAS 모델을 다룬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관성이 있다 (Wang 

et al. 2009). GMSAT index의 예측성이 가을철에 높게 나타난 것은 이 계절에서 적

도 태평양의 예측성 또한 높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지구 SAT의 예측성

은  대체로 대륙이 아닌 저위도 해양지역에서 높고 서태평양 보다는 동태평양에서 높게 

나타난다. 즉, GMSAT index의 예측성이 높은 것은 전 지구적인 분포에서 그 값이 높

은 것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적인 예측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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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4> 봄 (MAM), 여름 (JJA), 가을 (SON), 겨울철 (DJF) 평균된 지표

대기온도의 ACC 결과를  lead time에 따라 살펴본 그림. 회색선은 95% 유의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역의 경계를 의미한다. 

 

3-2) 해수면 온도(SST)의 예측성

  해수면 온도의 예측성은 경년 변동을 대표하는 기후변동인자인 엘니뇨-남방진동

(El-Nino Southern Oscillation, ENSO)과 인도양 쌍극자(Indian Ocean Dipole, 

IOD)의 예측성을 살펴보았다. ENSO의 예측성은 Nino3.4 index를 이용하여 진단

하였다. 1월부터 12월 중에서 평상시 패턴과 반대 패턴을 보이는 El Nino와 

positive IOD의 예측성에 중점을 두기 위해 기준을 따라 6개월을 선택하였고, 선택

하지 않은 월은 회색으로 shading처리 하였다. 선택된 달은 각 월별로 표준편차를 

구한 뒤 상위 6개의 큰 값을 가지는 6개월에 해당한다. 이 기준으로 Nino3.4는 

9-2월, IOD는 6-11월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ENSO는 적도 부근의 해양과 대기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일어나는 기후 경년 변

동성으로 직접적으로는 적도태평양의 기압, 바람, 강수장의 영향을 주어 열대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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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류운동을 변동시킨다 (Horel and Wallance. 1981). 엘니뇨 영향은 적도에 국한

되지 않고 발생 기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을 높이며 워커 순환, 몬순의 강도, 태

풍의 주요 발생시점의 변화, 열대지역의 가뭄 등 열대 및 아열대 지역의 기후시스

템을 변화를 일으킨다. 또한 원격상관을 통해 지리적으로 거리가 있는 중위도 지역

(동아시아 및 한반도 등)의 계절 패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

반도의 온도와 강수 아노말리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선행되었다 (강인식. 

1998; 차은정 등. 1999). 이러한 ENSO의 1-2년 예측은 농업, 수문학적, 에너지 

측면에서 지역적 산업과 연관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Sarachick and Cane, 

2010). 따라서 ENSO의 예측성은 중위도 지역의 계절예측성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GloSea5 분석에서도 Nino3.4 index의 높은 예측성은 GMTAS index의 예

측성을 높이는데 일부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2.1>과 <그림 3.1.3>을 비

교하면 ENSO와 GMSAT index모두 가을철에 예측성이 큰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2.1> Nino3.4와 IOD 지수의 월별 ACC. 1월(빨간색)부터 12월(보라색)

까지 진단하였다.

  Nino3.4 index의 ACC는 <그림 3.2.1a>에서 Lead time이 커질수록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계절적으로는 가을철과 겨울철에 예측성이 높게 나타

난다. 예측성이 낮은 봄철은 초기 날짜에 따른 spread 또한 크게 나타난다. ACC의 

값은 봄철에 가장 작아졌다가 가을철에 다시 상승하게 되는데, 이는 잘 알려진 

‘ENSO spring predictability barrier’현상이다. 이는 중-동태평양 지역의 해수

면온도(SST)가 계절적으로 변동함에 따라 봄철에 그 변동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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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의 성장률이 커져 발생한다. 또한 ENSO의 성장률이 봄철에 가장 크기 때문에 

그 자체의 변동성으로 인해 오차가 성장하는 원인이 있다 (Moore and Kleeman. 

2006). ENSO가 가장 성숙한 겨울철에도 ACC는 높은데 이는 앞서 연구한 

CMIP5 모델에서도 확인 할 수 있었다. 

  Nino3.4 index의 ACC는 초기장에 상관없이 0.7이상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가지며 특히 가을철, 겨울철에 높게 나타났다. <그림 3.2.2>는 Lead time에 따른 

GloSea5와 각 시기에 해당하는 재분석자료의 시계열이다. 역사상 가장 큰 엘니뇨

였던 1997/98의 경우 대체로 모든 lead time에서 잘 나타났다. 또한 Lead time이 

증가할수록 1997/98 엘니뇨를 과대 모의 하는 경향이 있다. 바로 다음해에 발생한 

1998/99과 1999/00의 라니냐도 모든 lead time에서 나타난다. 이는 2013년 본 

과제에서 분석하였던 CMIP5 (HadCM3, CanCM4, GFDL-CM2p1, MIROC5, 

MPI-ESM-LR)과 HadGEM3-DePreSys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았던 결과이다. 

분석한 자료의 기간적인 제한으로 인해 다른 시기의 큰 엘니뇨와 라니냐의 예측성

을 살펴볼 수 없는 한계가 있으나, 다른 모델에서 모의하지 못한 97/98 엘니뇨를 

잘 모의한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그림 3.2.2> lead time에 따른 Nino3.4 지수의 anomaly값. 관측 자료(검정색), 

GloSea5(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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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 초반 이후로 진행된 Development of a European multi-model 

ensemble system for seasonal to inter-annual prediction (DEMETER, 

Palmer etl al. 2004)과 Climate Prediction and its Application to Society 

(CliPAS, Wang et al. 2009, Lee et al. 2010) 및 ENSEMBLE-based 

predictions of climate changes and their impacts (ENSEMBLES, 

Weisheimer et al. 2009)등 다양한 국제 프로그램들은 서로 협력하여 6-9개월의 

lead time을 가지는 다년 계절변동 기후 변수를 예측하고 평가해왔다. 이런 프로그

램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대부분의 기후 예측 모델들이 ENSO에 대해 6-9개월을 

넘어서는 유의한 예측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냈다 (Jin et al. 2008; Wang et al. 

2009; Luo et al. 2014). 또한 JAMSTEC SINTEX-F 모델은 ENSO를 최대 2

년이 넘는 lead time까지 예측이 가능하다는 선행연구가 있다 (Luo et al. 2008). 

최근 진행되는 연구들은 최신 기후 모델에서 GMTAS와 ENSO의 다년 계절 예측

성을 정성적으로 맞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량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ENSO가 광범위한 열대태평양의 해양-대기 결합시스템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IOD는 주로 인도양 지역을 중점으로 한 지역적 해양-대기 결합시스템으로 설명한

다 (Behera et al. 1999;  Iizuka et al. 2000). 이 현상은 인도양의 동부는 SST

가 낮아지고 서부는 높아지는 현상으로 열대 서인도양과 남인도양의 SST편차로 정

의된다. 주로 여름철에 발생하여 10월에 가장 성장하고 그 이후에 2-3개월에 걸쳐 

쇠퇴하는 짧은 life time을 가지고 있다. 양의 IOD와 비슷한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ENSO는 여름철에 발생해서 겨울철에 최대로 성장하고 계속 강하게 3-6개월 

지속된다.   

  IOD는 ENSO처럼 전 지구 기후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의 

IOD가 발생하면 인도양에 인접한 동아프리카 지역의 집중호우와 인도네시아 지역

의 가뭄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Saji et al. 1999). 또한 원격상관을 통해 지

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유럽, 북동 아시아, 북미-남미, 동아시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지역에 양의 IOD가 발생하면 SAT가 높고 강우가 감소해 여름에 무더위

를 발생시킨다. 동아시아의 몬순 변동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선행연구에서 확

인 할 수 있다 (Guan and Yamagata, 2003; Kripalani et al. 2005). 

  <그림 3.2.1b>에서는 IOD index의 ACC를 통한 예측성을 볼 수 있다. IOD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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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기 시작하는 5-6월의 경우 편차가 크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예

측성이 없거나 다소 떨어진다. 하지만 최대로 성장하여 그 변동성이 안정한 10월 

전후의 가을철은 lead time에 상관없이 예측성이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Nino3.4 index의 엘니뇨 발생 시기에 예측성이 떨어지고, 최대로 성장한 시기에 

예측성이 높게 나타나는 ACC 분석 결과와 비슷하다. 다만 IOD의 경우 그 예측성

이 전체적으로 Nino3.4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3-3) 몬순 지수의 예측성

  북극진동(Artic Oscillation, AO)은 북반구 겨울철 대기대순환에서 두드러지는 

변동으로 중위도 및 고위도 기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Kerr 1999; 

Thompson and Wallace, 2000; Wettstein and Mearns, 2002). 특히 한파, 폭

설, 강풍과 같은 기상인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iggins, 2002). 

AO는 동아시아 몬순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Wu and Wang, 2002) 본 과제에서 

겨울 몬순 지수로 사용한 시베리아 고기압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Gong et al. 

2001). 따라서 AO의 예측성 향상은 동아시아 겨울 몬순 지수의 예측성에 일부 영

향을 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3.3.1a>는 AO index의 ACC를 진단한 결과이다. 다른 계절에 비해 겨울철

에 다소 예측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계절에서는 Lead time 0을 제외하

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예측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예측성을 나

타내는데 계절적으로 두드러지는 특성을 보이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겨울

철의 대표적인 기후변동 지수로 알려진 ENSO와 AO index에 대한 예측성을 평가

했었다. 5개의 CMIP5 모형에서 ENSO에 의한 변동성은 크게 나타난 반면 AO에 

의한 변동성은 작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으며 이는 GloSea5의 결과와 일관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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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AO와 몬순 지수의 월별 ACC. 1월(빨간색)부터 12월(보라색)까지 

진단하였다.

  동아시아 몬순은 중위도 지역뿐만이 아니라 적도, 아열대 지역과 강한 상호작용

을 하고 있으며 계절 내 규모에서 시간적, 공간적 변동성이 매우 크다. 동아시아 몬

순의 예측은 지역적 기후 변동성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단 몇 개

월 전에 예측하는 것만으로도 아시아와 태평양 주변 지역은 사회-경제학적으로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는 면에서 그 예측성이 중요하다 (Gadgil et al. 2005; Shukla 

2007; Wang et al. 2014). 그러나 이러한 지역순환의 계절 예측성은 몇 개월 정

도로 매우 짧다. 해양-대기 결합모델의 계절예측 시스템에서도 여름몬순의 예측은 

lead time이 5개월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Li et al. 2012; Lee et al. 2011) 이는 

ENSO의 예측성에 비해 매우 짧은 기간이다.

  다양한 최신 기후 모델에서 ENSO의 예측성은 최소 6개월에서 2년까지 통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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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의한 값을 가진다 (Chen et al. 2004; Jin et al. 2008; Luo et al. 2008; 

Choi et al. 2014). Choi et al.(2014)에서는 최근 CMIP5 decadal hindcast의 

분석을 통해 ENSO가 16-18개월 (2년 후의 겨울을 예측가능)의 기간 후에도 예

측이 가능함을 밝혀냈다. 이 분석은 11월 초기장으로 초기화된 결합모형 자료만 사

용하였으므로 다른 시기의 초기장이 반영되어 나온 모형 자료에서도 검증되어야 한

다. 늦봄에서 이른 여름의 몬순순환은 전 년도의 겨울 ENSO에 의해 조절될 수 있

다 (Wang et al. 2008). 따라서 이러한 ENSO 예측성의 증가는 여름 몬순 또한 1

년 이상의 예측성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계절 예측 시스템에서 몬순 강수량의 예측성이 좋지 않은 것은 선행연구에서 찾

아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큰 규모를 가지는 아시아 여름 몬순의 순환장은 다소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Li et al. 2012; Lee et al. 2011). 동아시아 

지역은 북서태평양 고기압의 발달, 하층 수증기의 수송, 상층 제트기류의 영향 등 

다양한 기후인자에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지수만으로는 동아시아 몬순

의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동아시아 몬순의 강도를 정량화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선행되었다. 동아시아 몬순 지수는 몬순의 전체적인 순환장에서 

어느 지역의 어떤 특성에 주목했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게 정의된다 (e.g., Ha 

et al. 2005; Lau et al. 2000; Li and Zeng 2002). 간단히 몇 개의 여름 몬순 

지수를 예를 들면 Western North Pacific Monsoon (WNPM, Wang et al. 

2001) index는 북서태평양 아열대 고기압과 관련한 하층의 순환을 정량화 하였고, 

Webster-Yang (WY, Webster and Yang, 1992) index는 인도 몬순의 영향을 

받은 연직순환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되었다.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본 과제에서도 큰 규모의 순환장을 지수화한 두 개의 여름 

몬순 지수를 살펴보았다. 동아시아 여름 몬순의 예측성을 평가하기 위해 WNPM 

index (여름 몬순1)와 EAMI (여름 몬순2, Ha et al. 2005)를 사용하였다. 

WNPM index와 EAMI는 여러 연구에서 많이 쓰이는 지수로 두 개 모두 동-서 바

람으로 정의되며 동아시아 몬순 순환을 나타낸다.  

  <그림 3.3.1b>에서 WNPM index는 몬순 최대기인 여름철에 높은 ACC 값을 가

지는데 10월에 급격하게 예측성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앞서 CMIP5

의 분석결과와도 정성적으로 비슷한 결과이다. <그림 3.3.1c>에 나타난 EAMI는 

lead time 0을 제외하고 예측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절적인 특성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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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WNPM index가 ESMI보다 예측성이 높은 이유는 지수에서 나타나는 

계절변동성이 작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CMIP5 decadal 

hindcast에서 WNPM index와 WY index의 강한 경년 변동성은 1년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g., Li et al. 2011; Lee et al. 2012). WNPM 

index는 CFSv2 모델에서 6개월의 예측성을 가진다. 마찬가지로 GloSea5의 이른 

여름에 시작된 예측에서는 약 6개월의 예측성을 가진다. 

  

  여름철 동아시아 몬순과 관련된 순환장들은 전년도 겨울철 ENSO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MIP5에서도 ENSO가 동아시아 여름 몬순에 미치는 영

향이 관측에 비해 강하게 모의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GloSea5

는 6개월 적분 값이 최대 lead time이기 때문에 자료의 한계로 동아시아 몬순과 

ENSO의 지연상관관계를 확인 할 수 없었다. 이처럼 몇 개월의 기간을 두고 발생

하는 원격 상관관계의 예측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적분 자료가 추가되

어야 한다. 

  앞서 DePreSys와 CMIP5 모형에서는 여름 몬순 지수의 예측성을 평가하기 위해 

WNPM index와 WY index를 분석하였다. 왜냐하면 2013년 과제에서 이 두 지수

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예측성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GloSea5 모형

에서도 WY index를 분석하였으나 ACC와 MSSS를 이용한 진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였다.  

  동아시아 겨울 몬순은 시베리아 고기압 및 알루샨 저기압과 관계가 있으며 이들

의 강화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한파 등 악기상 현상과 관련이 있다 (Jhun 

and Lee, 2004). 또한 동아시아 겨울 몬순은 지리적으로 거리가 있는 북서태평양

과 동태평양에 영향을 준다. 동아시아 겨울몬순 순환의 변동성을 예측하기 위해 수

많은 연구들이 선행되어왔다 (Chang and Lau, 1982; Chang et al. 1979; Zhang 

et al. 1997). 여름 몬순과 마찬가지로 겨울 몬순 또한 몬순 순환장의 어떤 특성에 

초점을 맞췄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간단히 몇 개의 겨울 몬순 지수

를 설명하면 Jhun and Lee index는 중위도 바람 시어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되었

고, Li and Yang index는 중위도 바람 시어에 추가적으로 적도지방의 정보를 포함

하여 정의된다.  

 

  동아시아 겨울 몬순의 예측성을 평가하기 위해 Siberian High index (겨울 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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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와 EAWM index (겨울 몬순2, Jhun and Lee, 2004)를 사용하였다. Jhun and 

lee (2004)에서는 300hPa의 U-wind 값을 제안하였지만, 본 과제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200hPa의 U-wind를 사용하였다. <그림 3.3.1d>와 <그림 3.3.1e>는 각 

index의 예측성을 ACC를 이용하여 진단한 그림이다. 겨울철에 주목하여 살펴보면 

Siberian High index에서 lead time 0은 일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성을 가지나 

lead time이 증가할수록 거의 예측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AWM index도 비

슷한 결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동아시아 겨울몬순에 대한 계절 예측성은 lead time 

0의 일부분을 제외하고 없다고 본다.

 

  동아시아 몬순과 관련된 변수인 하층의 평균 순환장과 해면 온도 및 강수의 지역

적 특징을 계절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림 3.3.2>는 하층 대기 순환을 대표할 수 

있는 850hPa의 동-서 방향 바람성분(U850)의 ACC 결과이다. SAT의 경우<그림 

3.1.4> lead time이 증가할수록 열대서태평양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예측성을 보임

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기에 해당하는 이 지역 하층대기 순환의 예측성은 우수한 

것으로 보인다. 인도양 부근의 하층순환도 가을·겨울철에는 lead time3까지 모의

한다. 북태평양 지역은 겨울철에만 예측성이 나타나며 대서양 지역은 예측성이 거

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3.3>은 해수면기압의 예측성을 진단한 그림이다. 

하층 바람장과 비슷하게 기압계 역시 열대서태평양 지역에서 예측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태평양까지도 그 예측성이 높게 유지되고 이는 겨울철에 가장 두드

러지게 나타난다. 대서양 지역은 lead time 0일 때 예측성이 높은 것으로 모의되나 

lead time이 증가할수록 눈에 띄게 예측성이 줄어든다. <그림 3.3.4>는 계절에 따

른 강수량의 예측성을 진단한 그림이다. 강수는 겨울철 lead time 0에서 열대서태

평양보다 열대 동태평양 지역에서 다소 우수한 예측성을 보인다. 인도양 지역의 예

측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계절 또한 봄철에 비해 비교적 낮은 예측

성을 가지지만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 강수량의 예측은 매우 짧은 lead time에도 

ACC가 낮다. 따라서 계절 예측에 있어서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층

의 평균 순환장과 해면 온도 및 강수는 공통적인 특징을 지니는데 SAT와 마찬가

지로 대륙 지역의 예측성은 거의 모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몬순과 관련된 지수들

의 지역적 특성은 2013년에 진행된 본 과제의 CMIP5 모형 결과와 정성적으로 비

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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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봄 (MAM), 여름 (JJA), 가을 (SON), 겨울철 (DJF) 평균된 

850hPa 동-서 방향 바람 성분의 ACC 결과를  lead time에 따라 살펴본 그림. 회

색 선은 9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역의 경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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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3> 봄 (MAM), 여름 (JJA), 가을 (SON), 겨울철 (DJF) 평균된 해수

면기압의 ACC 결과를  lead time에 따라 살펴본 그림. 회색 선은 95% 유의수준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역의 경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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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4> 봄 (MAM), 여름 (JJA), 가을 (SON), 겨울철 (DJF) 평균된 강수

량의 ACC 결과를  lead time에 따라 살펴본 그림. 회색 선은 95% 유의수준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지역의 경계를 의미한다. 



- 54 -

3-4) 계절 예측성 평가

  

  본 과제에서 살펴본 모든 index의 ACC는 <그림 3.4.1>에서 볼 수 있다. 앞서 

기술하였듯이 GMSAT index는 초기 시점의 lead time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다. 대체적으로 높은 ACC를 가지며 가을철에 높고 겨울에 다소 낮게 모의되는 경

향이 있다. ACC가 높은 이유는 1) 전지구 평균이기 때문에 GMSAT index 자체

의 변동성이 작아 보다 예측하기 쉽고 2) 지역평균시 위도별 반영비율을 고려하면 

적도 해양 지역의 높은 예측성이 크게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해양 지역의 높은 예

측성은 SAT의 예측성에 대한 전지구 공간분포도 <그림 3.1.4>를 보면 알 수 있

다. 특히 동태평양 지역의 예측성이 높은데 이는 열대지역의 계절 변동을 나타내는 

Nino3.4 index로도 확인할 수 있다. ENSO는 거리적으로 가까운 인근지역 뿐 아니

라 원격 상관을 통해 중위도지역의 기후·기상 인자에도 영향을 준다. 따라서 

Nino3.4 index의 예측성을 증가시키면 EASAT와 동아시아 몬순 index의 예측성

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3.4.1>에서 월별 ACC를 나타내었고 <그림 3.4.2a>는 똑같은 결과 값을 

다른 관점에서 살펴본 것인데, 각 지수별로 계절 예측이 몇 개월 전부터 가능한지 

진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 달이 기각되어도 그전의 두 달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가지면 예측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GMSAT와 Nino3.4 index는 6개

월 전부터 예측이 가능하다. IOD index는 늦여름, 가을철의 예측이 5-6개월 전부

터 가능하다. AO index의 경우 겨울철과 봄철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이 가

능한 것으로 보인다. 여름철 아시아 몬순 지수 중 WNPM index는 4-6개월 전부

터 예측이 가능하나 EAMI와 겨울철 아시아 몬순 지수는 예측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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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 모든 지수의 월별 ACC. 1월(빨간색)부터 12월(보라색)까지 진단하

였다.

 

 

  <그림 3.4.2b>는 MSSS에 대해 몇 개월 전부터 예측이 가능한지 진단한 결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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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석 방법에 기술된 MSSS의 진단식을 참고하면 이 진단 변수는 ACC을 고려

한 관측과 예측의 분산 비율에 대한 함수이다. 이는 기존에 ACC가 관측과 모형간

의 분산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즉, ‘조건부 

오차’가 클수록 ACC의 값을 감소시킴으로 ACC가 갖는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진단 변수이다. Nino3.4 index의 경우 ACC가 높았고 지수 자체가 가지는 계절변

동이 적어 MSSS도 높게 평가되지만, 다른 기후 지수들은 그 값이 매우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본 과제에서 분석한 대부분의 기후 지수에 포함된 선형추세

가 관측에서 나타나는 선형추세와 다른 분산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3.4.2> 각 지수별로 계절 예측이 몇 개월 전부터 가능한지를 진단. 위는 

ACC를 아래는 MSSS이며 예측이 불가능할 경우(X표시된 하얀색 박스)부터 5개월 

전부터 예측이 가능할 경우(붉은색 박스)까지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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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GloSea5의 경우 GMSAT와 Nino3.4 index같

이 계절변동이 적은 지수는 6개월 전부터 예측이 가능하다. 하지만 비교적 계절변

동이 심하고 메모리가 짧은 나머지 지수들의 예측성은 낮게 나타난다. 이는 향후 

지역규모의 계절 예측을 효과적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GMT와 Nino3.4 index와 

같이 유의한 예측성이 존재하는 기후변동지수를 이용한 원격상관 연구를 진행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예측성 평가시 ACC가 가지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MSSS

로 진단해야 하며 MSSS로 진단한 결과, 그 예측성이 좋을 경우 선형추세의 분산 

또한 예측 가능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3-5) 앙상블 민감도 평가

  GloSea5는 총 14년 (1996-2009)간 매월마다 총 3일의 초기장이 존재한다. 본 

과제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각 초기장마다 1-3개의 앙상블을 가지고 분석하였

으며 앙상블 별로 6개월 적분된 값을 가지고 있다. 초기장에 따라 앙상블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로 인해 모델을 분석해 예측을 하는데 있어서 그 예측성을 과소  

평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앞서 진행한 CMIP5 분석에서도 각 모형이 실제 기후 

지수의 변화와 다른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개별 모형을 분석한 결과보다 

이를 평균하여 구한 MME의 결과가 대체로 높은 예측성을 보인다. 하지만 MME의 

효율성 자체는 개별 모형의 결과에 의존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Yoo and Kang, 

2005)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것처럼 MME가 항상 개별 모형의 결과보다 우수한 것

은 아니 다(e.g., Palmer et al. 2004; Wang et al. 2009). 본 과제의 앙상블 민

감도 실험은 GloSea5 모형이 앙상블의 개수에 민감한가를 살펴보기 위해 수행되었

다.

  앙상블에 대한 민감도 실험을 수행하기에 앞서 본 실험에서 앙상블 평균에 사용

된 총 앙상블 개수에 대해 다시 언급하고자 한다. 매월 총 3일의 초기장이 존재하

므로 월평균 자료를 얻기 위해 01, 09, 25일 초기장에서 적분된 값을 평균하였고, 

이에 따라 월평균 자료는 총 3-9개의 앙상블의 평균(MME)으로 계산될 수 있다. 

이와 비교하기 위해서 각 일별 초기장에서 1개의 앙상블을 랜덤으로 채택하여 총 

3개의 앙상블로 이루어진 월평균 자료(앙상블1)를 구하였다. 이러한 채택방법으로 

일별 날짜에 따른 초기장의 개별적 특징에서 나타나는 오차를 제거할 수 있다. 

  GloSea5 자료에 적용한 분석 방법을 앙상블1에도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



- 58 -

림 3.5.1>에서 볼 수 있다. ACC를 <그림 3.4.1>과 비교하면 계절적 변동성이 큰 

EASAT나 AO index의 경우, 앙상블1은 MME에 비해 비교적 낮은 예측성을 보인

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한 예측성을 보이며 몬순 지수의 일부 계절에서는 오히

려 약간 높은 예측성을 보인다. 

<그림 3.5.1> 앙상블1 실험에서 모든 지수의 월별 ACC. 1월(빨간색)부터 12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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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색)까지 진단하였다.

  <그림 3.5.2>와 <그림 3.4.2>를 비교해 보면 앙상블 개수가 줄어들 경우 여름 

몬순1에서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다른 지수에서는 크게 줄어들지 않거

나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예측 가능한 시점이 늘어난 지수 (겨울 몬순1)

도 있었다. 이를 통해 GloSea5의 예측성은 앙상블 개수에 민감하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예측성이 좋지 못한 지수들의 경우에도 9개의 앙상블을 모두 갖춘 

후 본 과제의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면 현재 모의된 예측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

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앙상블 개수를 확보하

는 것보다 예측성이 높은 지수를 이용해 다른 지수의 예측성을 향상시키거나 해상

도를 높이는 등 모형 개선에 더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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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 앙상블 1실험에서 각 지수별로 계절 예측이 몇 개월 전부터 가능한

지를 진단. 위는 ACC를 아래는 MSSS이며 예측이 불가능할 경우(X표시된 하얀색 

박스)부터 5개월 전부터 예측이 가능할 경우(붉은색 박스)까지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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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Sea5 계절 예측성 평가 요약 *

･ 본 과제에서는 월별로 각기 다른 개수(3-9개)의 앙상블 평균으로 구성된 자료

를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 열대 지역의 계절변동을 나타내는 Nino3.4 index는 모든 계절에서 높은 예측

성을 보여 6개월 전부터 예측이 가능하다. 특히 가을겨울철에 높았고 봄철에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Spring predictability barrier’현상을 잘 모의하고 있

다. 

･ IOD의 경우 늦여름, 가을철에 장기(5-6개월) 예측성이 높은 것으로 진단되었

다. 

･ 중위도 이상 극 지역의 계절변동을 나타내는 AO index는 2월과 8월을 제외하

면 몇 달에 걸친 예측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AO의 시간 규모가 매우 

짧으며 AO index를 통한 계절 예측은 불가능함을 암시한다. 

  

･ 동아시아 여름 몬순 지수인 WNPM index는 4-6개월 기간동안 통계적으로 유

의한 수준의 예측성을 보였으나 EAMI의 경우 예측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진단

되었다. 

･ 동아시아 겨울 몬순 지수인 Siberian High index와 EAWM index는 예측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 종합적으로 계절변동이 적은 지수는 6개월 전부터 예측이 가능하나 계절변동

이 심하고 메모리가 짧은 지수들은 예측기간과 그 값 또한 낮게 나타난다. 

･ 자료 분석시 1-3개의 앙상블 개수가 서로 상이하나, 1개의 앙상블로 분석해도 

결과가 비슷하므로 앙상블 개수는 예측성 향상에 크게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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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사업수행결과의 활용계획

   ￭ 기존에 개발된 예측성 평가 기법을 개선하고 이를 현 시스템에 적용함으로써 

계절 예보 이상의 시간규모에서 보다 정확한 예측성 진단이 가능해짐.

   ￭ 향후 기상청 GloSea5 장기 적분자료 (1년 이상 적분, 다양한 계절에 초기화) 

검증 및 개선에 유용하게 활용.

   ￭ 주요 기후모드와 연관된 동아시아 대기-해양 변동성 파악함으로써 계절 규모 

이상에서 deterministic prediction의 예측성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증진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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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기술 노트 (Technical Note) - GloSea5 계절 예측성 평가

1. 초기 Data 처리

1) pp file -> nc file -> gdat file 로 변환하기. 

$ ./pp2gdat.csh

: convsh, xconv를 이용하여 pp file을 nc file로 변환 후, gdat file로 변환
한다.

이를 통해 위/경도 2.5도(144*73)으로 선형 내삽한다. 실행하기에 앞서 
line #4-55 부분을 알맞은 경로로 바꾸어준다. 결과적으로 nc file과 gdat 
file이 해당 폴더에 생성된다. 

lrwxrwxrwx 1 jchoi  jchoi         11 Jun 16 11:03 convsh -> 
xconvR81.91
lrwxrwxrwx 1 jchoi  jchoi          9 Jun 16 11:03 xconv -> 
xconv.dat

Convsh은 xconvR81.91 파일에, xconv는 xconv.dat에 링크되어 있어야 한
다. 

Xconv/convsh의 파일에 대한 정보와 원본파일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다.

(http://badc.nerc.ac.uk/help/software/xconv/#convsh)

사용된 변수 번호와 이름은 다음과 같다. 

변수 

번호

변수 

이름

변수 번호 변수 

이름

3226 tas 30201.200 u200

5216 Pr 30201.850 u850

16222 Psl 30202.200 v200

24 ts 30202.850 v850

2) ctl file 만들기

grads를 실행하고, 다음의 gs파일을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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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make_ctl.gs

: 생성된 nc file에서 상세정보를 불러와 각 directory 아래의 gdat file에 
맞는 GrADS ctl을 만들어준다. 

Line #3-4 에서 해당 경로를 지정해준다.

3) 사용할 파일만 ./gdat/ 의 하위 디렉토리에 정리하기 

ga-> gdat.use.gs

: 방법 1-2)에서 변환된 모든 gdat file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파일만 월별 
디렉토리에 정리한다. 사용하고자 하는 gdat file이 위치한 디렉토리는 
info_gdat.use.txt 에서 불러온다. 

사용한 자료 선별 방법은 영국 기상청의 Glosea5 분석 방법을 기반으로 한
다. 월별 17일 초기장을 제외한 1, 9, 25일 초기장을 하나의 앙상블 세트로 
본다. 예를 들어 2월 예측시작 장 분석시 1월 9일, 1월 25일, 2월 1일 초기
장을 사용한다.

 

4) Ensemble 평균 구한 후, lead time에 따라서 자료의 구조를 재정렬하기

ga-> gdat_yr.gs 

ga-> gdat_lt.gs

ga-> gdat_lt.obs.gs

gdat_yr.gs : 각 연도별로 정리된 원본 자료의 구조를 유지하며 ensemble 
평균한 자료를 만들어준다. line #67-70에서 변수 단위를 재분석자료의 변
수 단위에 맞게 조정해준다. 

gdat_lt.gs : 각 연도별로 ensemble 평균된 자료(./data/gdat_yr/ 에 위치)
들을 각 lead time별로 재정렬하여 새로운 구조를 가진 자료를 생성한다. 

gdat_lt.obs.gs : 일정 기간의 재분석자료(월 자료)를 각 lead time별로 재
정렬하여 새로운 구조를 가진 자료를 생성한다.

 

2. Bias 조정

ga-> gdat_lt.rmdf.gs

: 동일한 기간에 대해 각 lead time별로 정렬된 Glosea5와 재분석 자료를 불러
와 Glosea5 Model이 가진 bias를 조정해준다. 평균을 조절하는 ‘full field 
initialization’ 방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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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측성 진단 변수 계산 및 통계적 유의성 검사

1) Module 활성화 

$ pgf90 –c metrics.f90 

metrics.f90 : ACC, MSSS를 계산해주는 Module을 포함하고 있다. 통계적 
유의성을 검사할 때도 이를 이용한다. 위와 같이 실행하면 ‘metrics.o’와 
‘metrics.mod’가 생성된다. 

MODULE metrics

IMPLICIT NONE

CONTAINS

SUBROUTINE CALMETRICS(nexp,h,o,mse,acc,msss,conbi)

IMPLICIT NONE

integer :: nexp

real, dimension(nexp) :: xin, xano, h, o, ha, oa

integer :: n

real    :: mean, temp, mse, acc, msss, conbi

!! calculate h, o anomaly

xin(:) = h(:)

CALL anomaly(xin,xano,mean,nexp)

ha(:) = xano(:)

xin(:) = o(:)

CALL anomaly(xin,xano,mean,nexp)

oa(:) = xano(:)

!! calculate MSE

do n = 1, nexp

   xin(n) = ( ha(n) - oa(n) )**2

enddo

CALL anomaly(xin,xano,mean,nexp)

mse = mean

!! calculate ACC

do n = 1, nexp

   xin(n) = ha(n)*oa(n)

enddo

CALL anomaly(xin,xano,mean,nexp)

temp = mean

xin(:) = ha(:)**2

CALL anomaly(xin,xano,mean,nexp)

temp = temp / sqrt(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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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n(:) = oa(:)**2

CALL anomaly(xin,xano,mean,nexp)

temp = temp / sqrt(mean)

acc  = temp

!! calculate MSSS

xin(:) = ha(:)**2

CALL anomaly(xin,xano,mean,nexp)

temp = sqrt(mean)

xin(:) = oa(:)**2

CALL anomaly(xin,xano,mean,nexp)

temp = temp/sqrt(mean)

msss  = acc**2 - ( acc - temp )**2

conbi = ( acc - temp )

 RETURN

END SUBROUTINE

SUBROUTINE anomaly(x,xa,mean,nt)

IMPLICIT NONE

integer :: n, nt

real    :: x(nt), xa(nt), mean

mean = 0.0

do n = 1, nt

   mean = mean  x(n)/real(nt)

enddo

xa(:) = x(:) - mean

RETURN

END SUBROUTINE

SUBROUTINE ORDERING(nt,input,output)

IMPLICIT NONE

integer :: nt, i, j

real    :: input(nt), output(nt), temp, maxv, minv

maxv = maxval(input(:))

minv = minval(input(:))

DO i = 1, nt-1

DO j = i, nt

  if(input(j) .lt. input(i)) then

     temp = input(j)

     input(j) = input(i)

     input(i) = temp

  endif

ENDDO

ENDDO

output(:)=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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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URN

END SUBROUTINE

SUBROUTINE pvalue(nt,input,ratio)

IMPLICIT NONE

integer :: nt, i, j

real    :: input(nt), ratio

ratio=0.0

DO i = 1, nt

  if(input(i) .lt. 0.0) then

     ratio = ratio  1.0

  endif

ENDDO

ratio=1.0-ratio/real(nt)

RETURN

END SUBROUTINE

END MODULE metrics

2) 포트란 파일 활성화

$ pgf90 cal_skill.f90 metrics.o

cal_skill.f90 : 활성화 된 Module을 포함한 포트란 파일이다. 

3) 기후모드 index에 적용하기

grads를 실행하고, 다음의 gs파일을 실행한다. 

ga-> cal_skill.gs

: 지정한 index에 대하여 예측성 진단 변수를 계산하고 통계적 유의성 검사
가 진행된다. 이 과정은 3-2)에서 활성화된 ‘cal_skill.f90’와 연동된다. 
line #5에서 원하는 index로 변경할 수 있다.

4) 계절별 자료 만들기 

grads를 실행하고, 다음의 gs파일을 실행한다. 

ga-> make.season.gs

: 지정한 경로에 대해서 계절별로 자료를 편집해준다. 

4. 가시화 과정

계산된 예측성 진단변수들은 ‘./skill/*/ 아래에 skill_*.gdat 형태로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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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ll_*.ctl : 14년간 *월 자료의 예측성 진단 변수들을 읽는 ctl 파일

1) 각 index의 예측성 진단변수 보기

ga-> draw_skill.index.gs

: 선택한 index에 대한 진단변수를 가시화하여 볼 수 있다. Line #5에서 
index를 변경할 수 있고, line #21에서 진단변수를 변경할 수 있다. 그림에
서 채워진 원은 95%, 빈 원은 90% 신뢰도를 만족한다.

2) 각 변수의 진단변수를 공간패턴으로 보기

 ga-> draw_skill.map.gs

: 선택한 index에 대한 진단변수를 계절에 대해 가시화하여 볼 수 있다. 
Line #6에서 변수를 변경할 수 있으며 회색선은 95% 신뢰도를 만족한다.

 

3) 모든 index의 예측 가능 기간 보기 

 ga-> draw_tskill.gs

: 기준을 정한 후 Glosea5_Index.95%.ACC.txt의 형식에 맞추어 원하는 숫
자를 기입한 후 수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