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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측 선행 인자를 사용한 동아시아 몬순 발달의 1개월 및 계절 통계 예측모델 개발 

1. 동아시아 몬순 및 장마 발달에 영향을 주는 선행 인자 분석 및 지표·대기·해양 인자 선정 

- Forward stepwise regression method를 통해 주요 선행 인자 선정 

- Regression, composite 분석 등을 수행하여 통계적 뿐만 아니라 역학적 인과관계 규명 

2. 통계 예측 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가능성 규명 

- 여러 상이한 선행인자로 구성된 선형회귀모형 개발 

- F-test 및 Variance Inflation Factor 검증 등을 통해 모델의 안정성 진단 및 확보 

- 단순평균 방식과 가중치(weighting)를 주는 앙상블 방식을 적용하여 예측 스킬 검증 

- 앙상블 예측을 통해 향상된 스킬 도출 

3. 여름철 장마의 특징 및 메커니즘 상세 분석 

- 장마 분석을 위해 회귀분석, 합성분석, 상관관계 분석 등을 수행 

- 역학적 해석을 위해서 LBM, WRF 등의 모형을 사용하여 장마의 특징 분석 

- 인도몬순과 남중국해의 대류 강제력에 의해 형성된 특이한 장마패턴 제시

· 북진하는 계절내 진동과 관련된 동아시아 여름철 강수밴드의 변동 이해 

1. 서태평양에서 북진하는 계절내 진동의 장기변동성 분석 

- 계절내 성분의 장기 평균된 CISO에 대하여 1990년대 중반 전후 비교 

- 북동아시아 지역의 CISO 특징 변화와 그와 관련된 북진하는 계절내 성분의 위상속도 비교

2. 북진하는 계절내 진동을 이용한 동아시아 강수밴드의 통계적 예측모델 개발 

- 북서태평양에서 북진하는 계절내 성분의 주성분에 대한 선행인자 분석 

- 통계적 예측모형 구성 및 예측 성능 평가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글  장마, 몬순, 회귀모형, 계절예측, 계절내 진동

영  어  Changma, monsoon, regression model, seasonal prediction, 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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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목

여름철 동아시아 몬순/장마 계절예측 기술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개발의 목적

      가. 동아시아 몬순/장마의 시종 지수 개발 및 동아시아 몬순 통계예측모델 개발

       (1) 동아시아 여름철 몬순/장마의 경험적 분석을 통한 통계예측모델 개발

- 유사법, 선형·비선형 정규상관분석 등 최신 통계방법을 활용하여 한반도 

및 동아시아에 적합한 통계모델을 구축

       (2) 동아시아 몬순의 계절내 및 경년 변동성을 연구하여 동아시아 몬순의 지

배 물리 모드 규명

       (3) 동아시아 몬순 및 장마의 시종에 대한 지수 개발

       (4) 북서태평양 몬순과 관련된 동아시아 여름 몬순의 예측성 분석

       (5) 2011년 및 2012년 여름철 장마의 특징 및 메커니즘 상세 분석

      나. 예측 선행 인자를 사용한 동아시아 몬순 발달의 1개월 및 계절 통계 예측

모델 개발

       (1) 동아시아 몬순 및 장마 발달에 영향을 주는 선행 인자 분석 및 지표․대기․
해양 인자 선정

- 선정된 선행인자를 통계예측모델 개발에 활용

       (2) 통계예측 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가능성을 규명

- 다양한 통계 모델을 이용한 앙상블 기법을 적용하여 동아시아 여름철 대

기 순환 통계모델을 검증

       (3) 2013년 여름철 장마의 특징 및 메커니즘 상세 분석

      다. 기상청 장기예보모델의 동아시아 몬순/장마 예측성 향상 방안 연구

       (1) 기상청 장기예보모델의 과거기후재현값 분석과 예측성 평가를 통한 모델 

개선 방안 연구

       (2) 구축된 통계예측모델과의 예측성 비교 분석

       (3) 기후모형을 이용한 동아시아 여름 몬순의 역학-통계 예측시스템의 개발 

및 검증

       (4) 2014년 여름철 장마의 특징 및 메커니즘 상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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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여름철 강수 예측의 사회 경제적 가치

       (1) 동아시아 지역은 높은 인구 밀도로 자연 재해에 의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상당하며, 최근 집중호우, 태풍, 가뭄, 폭염을 비롯한 여러 기상이변의 잦은 

발생으로 인명과 농작물, 수자원, 에너지 관리 등 경제적 피해 증가

       (2)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대륙과 해양의 영향을 동시에 받고, 열대․아열대와 

중위도의 기상․기후변동에 영향을 받는 경압성이 아주 큰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강수 패턴 분석 및 예측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정보가 필요

       (3) 동아시아 몬순 및 장마의 구조와 기후 변화에 따른 구조변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며, 예측 정보의 정확도 향상이 필수적이나 이의 정확한 분

석, 진단 및 예측 기술은 아직 미흡한 실정임

      나. 대안으로서 통계예측모델의 중요성

       (1) 최근 역학 모델의 단점 및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통계적 방법을 이용한 

모델이 활용되고 있어 통계모델 개발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동아시아 

몬순 특히 장마에 적합한 통계예측모델은 충분한 연구가 부족함

       (2) 북서태평양 여름몬순과 북진하는 계절내 진동을 이용하면 현업 여름철 강

수 계절예측시스템의 예측률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어 긍정적인 효

과를 기대할 수 있음

       (3) 우수한 예측성을 가지는 통계예측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한반도 장마에 적

합한 선행인자의 선정 및 통계모델의 검증 실험 필요

      다. 다양한 잠재 예측인자 영향의 중요성

       (1) 동아시아 몬순 시스템 중의 한 요소인 한반도 장마에 직·간접적으로 주요

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인자의 고려가 필요

       (2) 여름철 동아시아 몬순 및 한반도 장마는 많은 선행 연구의 분석 결과처럼 

극 지역, 중위도 지역, 열대 지역의 영향을 다양하게 받고 있음

       (3) 엘니뇨와 NAO 뿐만 아니라 열대 지역 요소(Madden-Julian Oscillation, 북

서태평양 대류활동 등), 중위도 지역 요소(Tibetan forcing, Jet stream shift, 

북서태평양 위치 등), 극 지역 요소(Arctic oscillation, 유라시아 눈덮임 등) 

등 여러 잠재 예측인자의 영향 분석 필요

      마. 동아시아 몬순 주 변동모드 재해석의 필요성

       (1) 과거 여러 논문에서 역학적 순환 변수를 사용하여 동아시아 여름철 몬순

의 경년변동에 관한 주 모드를 분석함

       (2) 기단의 대치에 의한 전선 형성이 한반도 장마 강수의 주요 생성 메커니즘

이므로 열역학적 분석을 통해 동아시아 몬순의 주 변동모드를 새로운 정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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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동아시아 몬순 강수의 경년 변동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열역

학 변수인 상당온위 분석 필요

      바. 장마 시종 관련 선행 기후인자의 중요성

       (1) 장마의 늦은 시작이 상층제트의 남하 및 세기의 강화, 하층 북서태평양의 

약화, 인도몬순의 약화, 엘니뇨와 관련 있는 반면, 장마의 늦은 종료는 ENSO

보다는 상층제트의 남하 및 세기의 강화, 북서태평양과 인도지역의 고기압

성 순환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

       (2) 장마의 이른/늦은 시종에 대한 변동과 관련하여 선행하는 기상/기후 현상

에 대한 분석 필요

      사. 기상청 장기예측 모델 분석 및 평가의 필요성

       (1) 국외의 현업기관 및 연구소의 여러 기후모델의 과거기후재현적분에 대한 

몬순의 예측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상청의 장기예측 모델에 대한 

동아시아몬순 및 장마에 대한 예측 성능에 대한 평가 필요

       (2) 분석을 통하여 계통적(systematic) bias 및 물리모수화 과정의 장단점을 파

악함으로써 기후 모델의 개선점 제시 필요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목표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범위

동아시아몬
순/장마의 
시종 지수 
개발 및 동
아시아 몬
순 통계예
측모델 개
발

- 동아시아 여름철 몬순/장마의 
경험적 분석을 통한 통계예측
모델 개발

- 동아시아 몬순의 계절내 및 
경년 변동성 연구 및 동아시
아 몬순의 지배 물리 모드 규명

- 동아시아 몬순 및 장마의 시
종에 대한 지수 개발

- 2011년, 2012년 여름철 장마 
특징 및 메커니즘 상세 분석

- 유사법, 선형 또는 비선형 정규상관분석, 
회귀분석 등 통계방법을 활용한 모델 개발 

- 상관분석, 오차분석 및 교차 검증법을 통
하여 관측값과의 비교 및 검증 

- 동아시아 몬순의 변동성을 분석하여 지배 
물리 모드를 규명하고 장마 지수 개발 및 
개선에 활용

- 장마의 시종 지수 개발 및 이를 활용한 여
름철 강수 패턴 분석

북서태평양
몬순과 관
련된 동아
시아 여름
몬순의 예
측성 이해

- 북서태평양 몬순과 동아시아 
몬순이 상관성 변화 분석

- 북서태평양 몬순을 이용한 동
아시아 계절예측모델 개발 및 
검증

- 북서태평양 지역과 동아시아 지역의 강수
량 변동성 변화 분석

- 북서태평양 몬순 지수에 대한 동아시아 지
역 강수량 변동성 변화 분석

- 북서태평양 몬순과 동아시아 몬순과의 역
학적 연관성 분석

- 북서태평양 여름 몬순지수 및 선행인자를 
이용한 동아시아 여름철 강수의 통계예측
모델 개발(총괄과제와의 피드백)

- 동아시아 여름철 강수의 예측성 변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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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선행 
인자를 사
용한 동아
시아 몬순 
발달의 1개
월 및 계절 
통계예측모
델 개발

- 동아시아 몬순 및 장마 발달
에 영향을 주는 선행 인자 분
석 및 지표․대기․해양에서 인
자 선정

- 다양한 통계 모델을 이용한 
앙상블 기법을 적용하여 동아
시아 여름철 대기 순환 통계
모델을 검증

- 2013년 여름철 장마 특징 및 
메커니즘 상세 분석

- 동아시아 몬순/장마의 시종 및 발달 예측
에 영향을 주는 지표·대기·해양의 선행인자 
분석과 이를 이용한 통계예측모델 개발

- 선행인자와 동아시아 몬순과의 역학적 연
관성 분석

- 다양한 통계 모델을 이용하여 통계예측시
스템을 구축하고 앙상블 기법을 적용하여 
활용 가능성 검증

- 상관분석, 오차분석 및 교차 검증법을 통
한 모델 검증 

- 2013년 여름철 장마의 특징과 원인 분석

북 진 하 는 
계절내진동
과 관련된 
동 아 시 아 
여름철 강
수 밴 드 의 
변동 이해

- 서태평양에서 북진하는 계절
내 진동의 장기변동성 분석

- 북진하는 계절내 진동을 이용
한 동아시아 강수밴드의 통계
적 예측모델 개발

- 북진하는 계절내 진동의 기후값 분석
- 북진하는 개별적인 계절내 진동의 특성 분
석

- 북진하는 계절내 진동과 동아시아 강수밴
드의 통계적 관련성 분석

- 계절내 진동과 선행인자를 이용한 동아시
아 강수밴드의 통계적 예측시스템 개발

기상청 장
기예보모델
의 동아시
아몬순/장
마 예측성 
향상 방안 
연구

- 기상청 장기예보모델의 과거
기후재현적분의 분석과 예측
성 평가를 통한 모델 개선 방
안을 연구

- 구축된 통계예측모델과의 예
측성 비교 분석

- 2014년 여름철 장마 특징 및 
메커니즘 상세 분석

- 동아시아 몬순/장마를 대상으로 한 모델 
과거기후재현적분의 분석과 예측성 평가를 
통해 모델 개선 방안을 제시

- 2차년도에서 구축된 통계예측모델을 바탕
으로 장기예보모델 결과와의 예측성 비교 
분석

- 2014년 여름철 장마의 특징과 원인 분석

기후모형을 
이용한 동
아시아 여
름 몬순의 
역학-통계 
예측 시스
템의 개발 
및 검증

- 북서태평양 몬순을 이용한 동
아시아 여름철 기후의 역학-
통계적 예측시스템 구축 및 
검증

- 기상청기후모형을 이용한 동
아시아 여름철 강수예측성 평
가 및 비교

- 2014년 여름철 장마 특징 및 
메커니즘 상세 분석

- 기후모형을 이용한 북서태평양 여름몬순의 
예측성 분석

- 기후모형을 이용한 동아시아 여름철 강수
의 역학-통계 예측모형의 개발 및 검증

- 기상청 기후모형을 이용한 북서태평양 여
름몬순의 예측성 평가

- 기상청 기후모형을 이용한 역학-통계 예측
모형의 결과 평가 및 비교

- 상관분석, 오차분석 및 교차 검증법을 통
한 모델 검증

- 2014년 여름철 장마의 특징과 원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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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연구개발결과

  본 연구는 여름철 동아시아 몬순/장마 계절예측 기술 개발을 위한 것으로, 동아

시아 몬순/장마 강수 변동과 관련된 지표․대기․해양 선행인자를 선정하여 이 인자들

과 관련된 물리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이를 활용한 물리-통계 예측 모델을 개발하

였다. 또한 예측성 향상을 위해 매해 여름철 장마 특징 및 메커니즘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다양한 통계 모델을 개발하여 앙상블 예측 모형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기상청 장기예보 모델의 예측성을 평가하였고, 구축된 통계모델과의 예

측성 비교 분석을 통해 기상청 장기예측 시스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 동아시아 몬순의 계절내 및 경년 변동성을 연구하고 지배 물리 모드 규명

 동아시아 몬순 강수의 경년 변동 지배 물리모드를 규명하기 위해 상당온위를 사

용하여 EOF 분석을 수행하였다. 상당온위는 온도와 습도를 동시에 고려하는 열역

학적 변수로써, 여름철 동아시아의 강한 남북경도는 장마 전선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장마 전선의 북진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7

월 평균 자료를 사용하여 변동성을 분석한 결과, 선행하는 3개 모드가 각각 인도

양, 중앙태평양 엘니뇨, 태평양 수십년 주기 변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각각의 역학 메커니즘은 관측자료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났지만, LBM과 CFS 

모델 실험에서도 각각의 해양현상과 관련된 강제력에 대한 대기의 반응이 현실과 

유사하게 나타남으로써, 본 연구의 지배물리 모드 규명이 타당하게 이루어졌음을 

검증하였다.

✔ 동아시아 몬순에 대한 최신 통계방법을 활용한 통계예측모델 개발

 동아시아 몬순 강수 예측을 위해 동아시아 몬순의 경년 변동에 영향을 주는 주요 

3가지 해양 현상과 북대서양 진동과 관련된 해수면 온도를 추가로 고려하여, 총 4

개의 예측 인자를 사용한 다중 선형회귀 예측 방법을 사용한 물리-통계 예측 모델

을 구축하였다. 이는 현재의 역학모델의 1개월 강수 예측 결과보다 월등히 좋은 예

측 성능을 보여준다. 한편, 최신의 통계 방법을 사용한 추가적인 몬순 예측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바람장과 상당온위 등을 사용하여 CA 방법을 동아시아 몬순 영역

에 적용해 보았지만, 성공적인 예측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 동아시아 몬순 및 장마의 시종에 대한 지수 개발

 동아시아 몬순 지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강수와 대규모 역학 

또는 열역학적 특징에 있어서 상호 연관된 특징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을 고

안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많은 선행 연구에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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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했지만, 강수와 대규모 특징이 잘 매치되지 않거나 또는 너무 복잡한 계산과정을 

거쳐야 하는 단점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본 연구개발에서는 상당온위의 

남북 경도를 이용하여 전선의 변동과 관련된 강수의 변동만을 고려하는 방법을 고

안하였다. 또한 장마의 시종날짜를 판단하기 위해 상당온위, 지위고도, 상층 바람을 

사용하여, 기존의 장마 시종 판별 방법보다 정교하고 안정적인 시종일 판단 지수를 

개발하였다.

✔ 동아시아 몬순 및 장마 발달에 영향을 주는 선행 인자 분석 및 지표․대기․해양 

인자 선정

 동아시아 몬순 및 장마 발달에 영향을 주는 선행 인자 분석 및 지표․대기․해양에서 

인자 선정을 위해 경계 강제력인 해수면 온도 자료 3가지를 사용하여 장마기간의 

한반도 강수를 예측하는 물리-통계 모델을 개발하였다. 선정된 인자는 북대서양, 

중앙태평양, 북태평양 봄철 해수면 온도이다. 북대서양 영역에서의 해수면 온도 아

노말리는 순압 로스비 파동의 전파, 그리고 북태평양은 대기하층의 해수면온도 전

선과 이와 관련된 아열대 제트의 강화, 중앙 태평양 영역은 P-J 원격상관 패턴으로 

각각의 물리, 역학 과정을 거쳐 장마기간에는 모두 동일하게 일본 동쪽의 대기 하

층에 고기압성 순환을 만들어 낸다. 이는 한반도 남쪽으로 남동풍 계열의 바람을 

만들면서 한반도로 유입되는 수증기 플럭스를 증가시켜 한반도 장마기간 강수 강

도의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혔다.

✔ 다양한 통계 모델을 개발하고 이에 앙상블 기법을 적용하여 동아시아 여름철 

대기 순환 통계모델 구축 및 활용 가능성 검증

 통계 예측 모델의 예측성 향상을 위하여 한반도 장마에 영향을 주는 예측인자를 

추가로 선정하여 총 3개의 모델은 더 구축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기존에 구축한 모

델과 단순 앙상블 평균을 통해 예측 성능을 더욱 향상시켰다. 새롭게 선정한 인자

인 봄철의 베링해 해수면 온도와 유라시아 지역의 눈덮임은 여름철 오호츠크해 고

기압의 발달을 이끌어 북서태평양 고기압과의 대치를 강하게 이루며 전선을 강화

시켜 한반도에 내리는 강수의 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고, 봄철의 북인도양 해수면온

도와 북서태평양 지역의 상향장파복사는 각각 장마기간동안 한반도 남쪽에 강한 

저기압성 순환을 형성하며 북서태평양 고기압의 서쪽 및 북쪽 확장을 저지하며 전

선의 북상을 막아 한반도 장마 강수 강도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각각 밝혔

다. 

✔ 매해 여름철 장마의 특징 및 메커니즘 상세 분석

 2011년부터 매해 동아시아 몬순 및 여름철 장마 특징과 변동 메커니즘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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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물리-통계 예측 모델의 검증 및 개선을 수행하였다.  

2011년 메커니즘을 통해 북대서양과 열대 서태평양 지역의 강제력이 중요한 인자

로 작용함을 확인하였고, 2013년의 경우는 인도양의 역할이 주요한 인자로써 분석

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존 예측인자 이외에 새로운 예측인자를 활용

하여 통계 모델을 추가로 구축하였다. 2014년 메커니즘 분석에서는 장마 강수에서

부터 분석을 출발하지 않고, 물리-통계 예측 방법을 기반으로 하여 각각의 예측인

자 값들의 변동성을 분석하여 역으로 장마 강수를 성공적으로 추정하였다. 

✔ 기상청 장기예보모델의 예측성 평가를 통한 모델 개선 방안 연구

 기상청 장기예보모델인 GloSea5에서의 예측값을 기반으로 동아시아 몬순기간 동

안의 강수 및 대기 순환장 형태를 분석하였다. 장기예보모델의 2, 3월의 초기장 자

료를 이용하여 2014년 장마기간에 대해 예측한 결과, 한반도 남쪽으로 저기압성 아

노말리 순환이 나타나고 이러한 순환장의 영향으로 북서태평양 고기압의 확장이 

억제되어 한반도 장마기간 강수 강도 감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4월

의 초기장을 사용하여 예측한 결과는 2, 3월에 예측한 대기순환장과 비슷한 형태가 

나타났으나 일본 동쪽에 위치한 고기압성 순환장과 더불어 남동풍 기류를 강화시

켜 한반도로 유입되는 수증기 수송을 증가시키는 형태를 보이며 오히려 강수 강도

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5월의 초기장을 이용해 구한 예측에서는 4월 예측

에서 나타난 순환장과는 다르지만 한반도 남쪽에 남풍 계열의 바람을 강화시켜 한

반도로 유입되는 수증기 수송을 증가시켜 강수 강도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보였다. 

기상청 장기예보모델에서의 예측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더욱 향상

된 해수면온도장의 예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구축된 통계예측모델과 기상청 장기 예보 모델의 예측성 비교 분석

 관측에서 나타난 2014년의 장마의 특징으로 북대서양 및 북서태평양으로부터의 

영향으로 한반도 남쪽에 저기압성 순환이 발달하여 북서태평양 고기압의 확장을 

억제해 한반도에는 평년보다 적은 강수가 나타났다. 앙상블 통계 모델을 구성하는 

4개의 모델 각각을 사용하여 예측한 결과 또한 평년보다 적은 강수를 나타내었다. 

뿐만 아니라 통계모델에서 사용한 인자들 중에서도 북대서양과 북서태평양 영역에

서의 예측인자 값이 가장 크게 나타나 2014년 장마 강수를 잘 예측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기상청 장기 예보 모델에서 얻은 예측과 비교해 보았을 때 본 통계 예

측모델이 더욱 안정하고 월등한 예측 능력을 보여준다. 한편, 기상청 장기예보 모

델을 통해 예측한 해수면 온도를 자료를 사용하여 통계 예측 모델에 사용된 예측

인자들에 대한 값을 구했을 때에는 북서태평양에서의 아노말리가 관측에서와 같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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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는 여름철 동아시아 몬순/장마 계절예측 기술 개발을 위한 것으로, 구체

적인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동아시아 몬순/장마의 실용적 지수 및 활용방안의 국제

학술 대회를 통한 확산은 몬순 분야 연구의 선도적 위치를 확보할 수 있게 함으로

써 국가 위상을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동아시아 몬순/장마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인자의 영향 및 이에 대한 메커니

즘 규명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상학자·기후학자들의 과학적인 이해도 증진과 더불

어, 기상청, 기타 정부 부처 및 언론, 일반 국민 등 다수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기상청의 입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

셋째, 동아시아 몬순/장마가 가지는 변동성 규명을 통한 장마 예측성을 향상은 장

마로 인한 인명,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경감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는 수자원 관리를 포함한 방재·산업·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효과적 의사 결정에 활

용될 수 있다.

넷째, 기상청 장기예보모델의 예측성 향상을 통한 동아시아 여름 몬순의 보다 정확

한 진단 정보와 예측 정보를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입지와 

국익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2 -

S U M M A R Y

   Ⅰ. Subject
∘∙ Development of seasonal prediction models for East Asian summer monsoon/Changma

   

   Ⅱ. Objectives

∘∙ Develop a statistical prediction model for the East Asian summer monsoon.

∘∙ Examine dominant physical modes for the East Asian summer monsoon on 

the interannual/intraseasonal time scale. 

∘∙ Develop an indices for the onset and withdrawal of the East Asian summer 

monsoon/ Changma.

∘∙ Analyze and develop potential precursors of the Changma rainfall in the land 

surface condition, atmospheric features and oceanic variables.

∘∙ Construct an ensemble forecasting model using a diverse statistical models 

for the Korean Changma precipitation, and evaluate the predictability.

∘∙ Analyze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mechanisms of Changma occurred over 

the Korean peninsula since the year 2011. 

∘∙ Evaluate the predictability of dynamical long-term prediction model used in 

KMA, and discuss potential solution for enhancing the predictability.

∘∙ Compare the performance of the constructed ensemble statistical model and 

the KMA dynamical model for the seasonal Changma fore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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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Backgrounds and necessities of the study

∘∙ Variability of the East Asian summer monsoon (EASM) and Korean Changma 

is important for the human life and society because this induces numerous 

natural disasters such as flood, drought, heat wave, and surge. The Korean 

peninsula is located in a very subtle area of midlatitudes where can be affected 

by the variations occurred in the tropics, subtropics, middle latitudes, and 

arctic regions. Therefore, a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interannual variability 

of EASM/Changma is necessary. Furthermore, empirical forecast model is 

needed to obtain an enhanced prediction of the EASM/Changma.

∘∙ As said, the EASM/Changma have a tremendous impact on the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Current understanding of the physical mechanisms is still 

lacking. To construct a skillful statistical forecasting model, proper predictors 

must be developed with sufficient physical reasoning.

∘∙ Previous studies suggest that the factors for influencing the EASM/Changma 

are tropical (Madden-Julian Oscillation, Western North Pacific convection, 

ENSO, and etc.), middle latitudinal (Tibetan heat source, Jet stream, Western 

North Pacific subtropical high, North Atlantic sea surface temperature and 

etc.), and Arctic (Arctic oscillation, North Atlantic oscillation, Eurasian snow 

cover, and etc.) variabilities. These variations should be evaluated in terms of 

potential predictor for the seasonal forecast. The importance of Arctic and 

tropical factors are emphasized from the extraordinary rainfall event over the 

Korean peninsula during early July in 2011 (Seo et al., 2012).

∘∙ Assessment of prediction skill of Changma from a new seasonal forecast 

model used in KMA has not been performed. This will be compared to the 

prediction skill of the statistical prediction model develop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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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Contents and Scope

Aim of R&D Contents Scope

Develop a 
practical index 
for Changma 
onset and 
withdrawal, 
and statistical 
forecasting 
model for 
Changma 
rainfall

ü Investigate physical mechanisms 
and dominant modes related to 
the interannual variability of 
Changma.

ü Build a statistical model using 
most recent statistical methods.

ü Develop an onset and withdrawal 
indices for Changma.

ü Analyze characteristics and 
mechanisms of Changma 
occurred in 2011/2012.

ü Analyze variability of the East 
Asian summer monsoon and 
examine dominant modes to 
develop the Changma index 
and forecasting model.

ü Build a statistical model using 
Constructed Analog and multi 
-variable regression method.

ü Analyze physical mechanisms of 
2011/2012 Changma.

Develop an 
ensemble 
statistical 
model for 
seasonal 
forecasting of 
Changma 
rainfall.

ü Investigate EASM/Changma 
precursors from land surface, 
atmospheric variables and 
oceanic variables.

ü Develop and verify an 
ensemble prediction model 
from various statistical models.

ü Analyze characteristics and 
mechanisms of Changma 
occurred in 2013.

ü Develop predictors (North Atlantic 
Ocean, Indian Ocean, Western 
Pacific, ENSO, and North Pacific, 
and etc.) to build an ensemble 
statistical model for Changma 
rainfall.

ü Analyze a unique or extraordinary 
feature of Changma in 2013.

Develop a 
method to 
improve skill 
of the 
long-term 
forecasting 
model in KMA

ü Compare forecasting skill of 
statistical model and KMA 
dynamical seasonal forecast  
model in KMA.

ü Develop a method to improve 
forecasting skill of the KMA 
seasonal forecast model.

ü Analyze characteristics and 
mechanisms of Changma 
occurred in 2014.

ü Analyze properties in the KMA 
dynamical forecast model and 
suggest a factor for this 
limitations.

ü Compare prediction skill of 
Changma in the statistical models 
and the KMA dynamical model. 

ü Analyze a unique or extraordinary 
feature of Changma i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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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Outcomes of the study

∘∙ Investigate physical mechanisms and dominant modes related to the interannual 

variability of Changma.

 Dominant modes of the EASM are revealed from the variability of large-scale 

air masses discerned by equivalent potential temperature, and they are found to 

be dynamically connected with the anomalous sea surface temperatures (SSTs) 

over the three major oceans of the world and their counterparts of prevailing 

atmospheric oscillations or teleconnection patterns. Precipitation over East Asia 

(EA) during July is enhanced by the tropical central Indian Ocean warming and 

central Pacific El Niño-related SST warming, the northwestern Pacific cooling off 

the coast of NEA, and the North Atlantic Ocean warming. Model experiments 

(LBM, CFS) show reasonable evidence of the related physical mechanisms.

∘∙ Build a statistical model using most recent statistical methods.

 To predict the interannual variations of EASM rainfall, four predictors are 

considered which are found to be dynamically connected with the anomalous 

sea surface temperatures (SSTs) and prevailing atmospheric oscillations. Using 

these factors and data from the preceding spring seasons, we build a 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 for seasonal forecasting. The cross-validated correlation 

skill far exceeds the skill level of contemporary climate models. 

∘∙ Develop an onset and withdrawal indices for Changma.

  In spite of several decades of researches on the EASM, questions still remain 

on many aspects of the EASM that include its proper definition and relevant 

large-scale dynamical and thermodynamical features. Therefore, we clarifies the 

definition of EASM index using the meridional gradient of equivalent potential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related to the position of the front. Then, the 

onset and withdrawal of Changma are calculated by the criteria with the 

equivalent potential temperature and the geopotential height and the 

upper-level wind. It turned out this index is more stable than in any other 

indices.

∘∙ Investigate EASM/Changma precursors from land surface, atmospheric variables 

and oceanic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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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tatistical forecast model for Changma precipitation is proposed, which was 

constructed with three physically based predictors. A forward-stepwise regression 

was used to select the predictors that included sea surface temperature (SST) 

anomalies over the North Pacific, the North Atlantic, and the tropical Pacific 

Ocean. The dynamical processes associated with the predictors were examined 

prior to their use in the prediction scheme. All predictors tended to induce an 

anticyclonic anomaly to the east or southeast of Japan, which was responsible 

for transporting a large amount of moisture to the southern Korean Peninsula. 

The predictor in the North Pacific formed an SST front to the east of Japan 

during the summertime, which maintained a lower-tropospheric baroclinicity. The 

North Atlantic SST anomaly induced downstream wave propagation in the 

upper troposphere, developing anticyclonic activity east of Japan. Forcing from 

the tropical Pacific SST anomaly triggered a cyclonic anomaly over the South 

China Sea, which was maintained by atmosphere-ocean interactions and induced 

an anticyclonic anomaly via northward Rossby wave propagation (P-J teleconnection). 

∘∙ Develop and verify an ensemble prediction model from various statistical models.

 Statistical forecast models for the prediction of the summertime Changma 

precipitation have been developed in this research. As effective predictors for the 

Changma precipitation, the springtime sea surface temperature (SST) anomalies 

over the North Atlantic (NA1), the North Pacific (NPC) and the tropical Pacific 

Ocean (CNINO) has been suggested in the previous study. To further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statistical prediction scheme, we select other potential 

predictors and construct 3 additional statistical models. The selected predictors 

are the Northern Indian Ocean (NIO) and the Bering Sea (BS) SST anomalies and 

the spring Eurasian snow cover anomaly (EUSC) and the Western north pacific 

outgoing longwave radiation anomalies (WNP). Then, using the total four statistical 

prediction models, a simple ensemble-mean prediction is performed. The resulting 

correlation skill score (0.92) which is about 19% increase in the skill compared 

to the prediction model by Lee and Seo (2013). The EUSC and BS predictors are 

related to a strengthening of the Okhotsk high, leading to an enhancement of 

the Changma front. The NIO and WNP predictors induce the cyclonic anomalies 

to the southwes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southeasterly flows toward the 

peninsula, giving rise to an increase in the Changma precip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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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alyze characteristics and mechanisms of Changma.

  We are focussed on trying to improve performance of physical-statistical 

forecast model through the understanding of the interannual variation of the 

EASM/Changma. In 2011, the SST anomalies from the North Atlantic and Tropical 

Western Pacific Ocean influenced the EASM. In 2013, the Indian Ocean forcing 

has been an important factor in EASM rainfall. Using this observational analysis, we 

selected other potential predictors and developed an ensemble statistical forecast 

model through the EASM analysis during the 2011-2013. Changma rainfall in 2014 

was successfully estimated using the ensemble statistical forecast model.

∘∙ Develop a method to improve forecasting skill of the KMA seasonal forecast 

model.

 We evaluate the performance of Changma prediction using the seasonal prediction 

model of KMA (GloSea5). The predictions initiated on February and March showed 

that the cyclonic anomalies are induced to the south of the Korean Peninsula 

and leading to an weakening of the WNPSH, which gives rise to an decrease in 

the Changma precipitation. The predictions from April and May exhibited that an 

anticyclonic anomaly are induced to the east of Japan. This pressure field was 

responsible for transporting a large amount of moisture to the southern Korean 

Peninsula. To improve the operational seasonal forecast skill of the KMA, it is 

required to enhance the forecast skill of sea surface temperature filed.

∘∙ Compare forecasting skill of statistical model and KMA dynamical seasonal 

forecast model in KMA.

 The North Atlantic and Western north pacific SSTAs induced the cyclonic 

anomalies to the south of the Korean peninsula and leading to an weakening 

of the WNPSH during the 2014 Changma season. This pressure distribution 

gave rise to an decrease in the Changma precipitation. The prediction of four 

statistical forecast models which are the component of an ensemble forecast 

model also had the same results (i.e., below-normal precipitation). In 

comparison with the skill level of the KMA seasonal forecast model, the 

prediction skill of the ensemble forecast model is extremely high. The predicted 

western north pacific SSTAs in the KMA seasonal forecast model were not as 

strong as the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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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 연구개발의 목적

 가. 동아시아 몬순/장마의 시종 지수 개발 및 동아시아 여름몬순의 예측성 변화의 이해

  (1) 동아시아 몬순의 계절내 및 경년 변동성을 연구하여 동아시아 몬순의 지배 물리 모드 규명

  (2) 동아시아 몬순 및 장마의 시종에 대한 지수 개발

  (3) 여름철 장마의 특징 및 메커니즘 상세 분석

 나. 예측 선행 인자를 사용한 동아시아 몬순 발달의 1개월 및 계절 통계예측모델 개발

  (1) 동아시아 여름철 몬순/장마의 경험적 분석을 통한 통계예측모델 개발

    - 유사법(Analog), 선형 또는 비선형 정규상관분석(Linear or Nonlinear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등 최신 통계방법을 활용하여 한반도 및 동아시아에 적합한 통계모델 구축

  (2) 동아시아 몬순 및 장마 발달에 영향을 주는 선행 인자 분석 및 지표․대기․해양 인자 선정

    - 선정된 선행인자를 통계예측모델 개발에 활용

 다. 기상청 장기예보모델의 동아시아 몬순/장마 예측성 향상 방안 연구

  (1) 기상청 장기예보모델의 과거기후재현값 분석과 예측성 평가를 통한 모델 개선 방안 연구

  (2) 구축된 통계예측모델과의 예측성 비교 분석

  (3) 기후모형을 이용한 동아시아 여름 몬순의 역학-통계 예측시스템의 개발 및 검증

 라. 동아시아 여름 몬순 역학-통계예측시스템의 개발

  (1) 북서태평양 몬순과 관련된 동아시아 여름몬순의 예측성 분석

  (2) 통계예측 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가능성을 규명

    - 다양한 통계 모델을 이용한 앙상블 기법을 적용하여 동아시아 여름철 대기 순환 통계모

델 검증

2. 연구개발의 필요성

  최근 집중호우, 태풍, 가뭄, 폭염을 비롯한 여러 기상이변의 잦은 발생으로 인명과 농작물 관

리, 수자원 관리, 에너지 소비 등 전체 산업의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혼란이 가중됨에 따라 한

반도의 여름철 강수특성의 변화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와 함께 최대의 이슈가 되고 

있다.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대륙과 해양의 영향을 동시에 받고, 열대․아열대와 중위도의 기상․
기후변동에 영향을 받는 경압성이 아주 큰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강수 패턴 분석 및 예측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정보가 필요하다.

  동아시아 몬순 및 장마가 한반도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효과를 고려할 때 동아시아 몬순 및 

장마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필요하며, 예측 정보의 정확도 향상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의 

정확한 분석, 진단 및 예측 기술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역학 모델의 단점 및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통계적 방법을 이용한 모델이 활용되고 있어 통계모델 개발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동아시아 몬순 특히 장마에 적합한 통계예측모델은 충분한 연구가 되어있지 않

다. 이에 대해 유사법(Analog analysis), 선형 또는 비선형 정규상관분석(Linear or Nonlinear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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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ical Correlation Analysis)와 같은 최신 통계 방법을 활용한 예측모델 개발은 위와 같은 문

제점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수한 예측성을 보이는 통계예측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한반도 장마에 적합한 선행인자의 

선정 및 통계모델의 검증 실험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Wu et al. (2009)는 엘니뇨 발달 단계 지

수와 봄철 Northern Atlantic oscillation(NAO) 지수를 다중 회귀 분석을 통해 동아시아 몬순에 

대한 통계예측모델을 개발하였다. 하지만 Wu et al. (2009)의 통계예측모델은 동아시아 몬순 전

체를 대상으로 예측을 하기 때문에 한반도 장마 예측성능은 이에 비해 낮게 나온다. 따라서 동

아시아 몬순 시스템 중의 한 요소인 한반도 장마에 직․간접적으로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다양

한 인자의 고려가 필요하다.

  여름철 동아시아 몬순 및 한반도 장마는 많은 선행 연구에서 분석 한 것처럼 극 지역, 중위

도 지역, 열대 지역의 영향을 다양하게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Cha

ng et al., 2000a, 2000b, Nitta, 1987, Wang et al., 2001, Yamaura and Tomita 2011, Yim et al., 

2010) 따라서 장마에 적합한 통계예측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연구에서 제기된 엘

니뇨와 NAO 뿐만 아니라 열대 지역 요소(Madden-Julian Oscillation, 북서태평양 대류활동 등), 

중위도 지역 요소(Tibetan forcing, Jet stream shift, 북서태평양 고기압 위치 등), 극 지역 요소

(Arctic oscillation, 유라시아 눈덮임 등) 등 여러 다른 잠재 예측인자들의 영향을 분석할 필요

가 있다. 특히 극과 열대 지역의 인자의 중요성은 2011년 7월 9일 한반도 남부에 있었던 강한 

집중호우의 경우를 분석함으로써 알 수 있다. 2011년 7월 6, 7일 경 NAO와 북서태평양 대류활

동에 의한 로스비파가 동아시아 몬순 지역을 향해 전파하였다. 이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쪽으

로 확장하는 대신 북쪽으로 확장하여 순환장의 변화를 가져와 한반도 남부 지역으로 많은 수

증기가 유입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량의 수증기 유입은 한반도 남부 지역에 집중호우를 발생

시켰다. 이와 같이 장마는 다양한 기후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며 변동한다. 따라서 엘니뇨와 NAO 

이외의 잠재 인자를 고려하여 통계예측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과거 여러 논문에서 동아시아 여름철 몬순의 경년변동에 관한 주 모드를 분석하였다. Wakab

ayashi and Kawamura (2004)는 여름철 유선함수를 이용하여 850, 500, 200 hPa에서 EOF 분석

을 통하여 동아시아 몬순 강수에 영향을 주는 네 개의 서로 다른 원격상관 패턴을 추출하였다. 

반면 Wang et al (2008)에서는 여름철 850, 200 hPa 바람과 지표기압을 사용한 combined EOF 

분석을 통해 첫 번째 모드가 엘니뇨 쇠퇴 시기와 높은 상관성을 가지며, 두 번째 모드는 엘니

뇨 발달 시기와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Wang et al. (2009)에서는 강수자료

를 사용하여 이른 여름(MJ)과 늦은 여름(JA)을 구분하고, EOF 분석을 통해 이른 여름의 경우 

첫 번째 모드가 아시아 대륙의 가열과 관련된 모드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모드가 각각 엘니뇨

의 쇠퇴, 라니냐 발달 여름과 관련된 모드임을 밝혔다. 반면 늦은 여름의 경우는 첫 번째 모드

가 엘니뇨 쇠퇴 여름과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두 번째 모드가 CP-type 엘니뇨, 세 번째 

모드가 라니냐 발달기와 높은 연관성을 보임을 밝혔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특징을 보면 Wakabayashi and Kawamura (2004)와 Wang et al. (2008) 

논문은 공통적으로 역학적 순환 변수를 사용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첫 번째 연구는 대기의 

원격상관 패턴을 주 변동모드로 도출하였고, 두 번째 연구는 ENSO와의 상관성으로 동아시아 

몬순의 경년 변동을 설명하고 있다. 반면 Wang et al. (2009)에서는 ENSO 뿐만 아니라 대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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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 CP-type ENSO와의 상관성도 밝히면서 시기별로 좀 더 다양한 현상이 동아시아 몬순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보였다. 하지만 기단의 대치에 의한 전선 형성이 한반도 장마 강수의 

주요 생성 메커니즘이므로 열역학적 분석을 통해 동아시아 몬순의 주 변동모드를 새롭게 다룰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몬순 강수의 경년 변동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열역

학 변수인 상당온위를 이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전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국가정책지원 강화사업’을 통한 연구 개발 결과에서 보여진 것

처럼 한국의 기상청을 제외한 국외의 현업기관 및 연구소의 여러 기후모델의 과거기후재현적

분에 대한 몬순의 예측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상청의 장기예측 모델에 대한 동아시아

몬순 및 장마에 대한 예측 스킬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분석

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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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개발의 범위

목표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범위

동아시아몬
순/장마의 
시종 지수 
개발 및 동
아시아 몬
순 통계예
측모델 개
발

- 동아시아 여름철 몬순/장마의 
경험적 분석을 통한 통계예측
모델 개발

- 동아시아 몬순의 계절내 및 
경년 변동성 연구 및 동아시
아 몬순의 지배 물리 모드 규명

- 동아시아 몬순 및 장마의 시
종에 대한 지수 개발

- 2011년, 2012년 여름철 장마 
특징 및 메커니즘 상세 분석

- 유사법, 선형 또는 비선형 정규상관분석, 
회귀분석 등 통계방법을 활용한 모델 개발 

- 상관분석, 오차분석 및 교차 검증법을 통
하여 관측값과의 비교 및 검증 

- 동아시아 몬순의 변동성을 분석하여 지배 
물리 모드를 규명하고 장마 지수 개발 및 
개선에 활용

- 장마의 시종 지수 개발 및 이를 활용한 여
름철 강수 패턴 분석

북서태평양
몬순과 관
련된 동아
시아 여름
몬순의 예
측성 이해

- 북서태평양 몬순과 동아시아 
몬순이 상관성 변화 분석

- 북서태평양 몬순을 이용한 동
아시아 계절예측모델 개발 및 
검증

- 북서태평양 지역과 동아시아 지역의 강수
량 변동성 변화 분석

- 북서태평양 몬순 지수에 대한 동아시아 지
역 강수량 변동성 변화 분석

- 북서태평양 몬순과 동아시아 몬순과의 역
학적 연관성 분석

- 북서태평양 여름 몬순지수 및 선행인자를 
이용한 동아시아 여름철 강수의 통계예측
모델 개발(총괄과제와의 피드백)

- 동아시아 여름철 강수의 예측성 변화 분석

예측 선행 
인자를 사
용한 동아
시아 몬순 
발달의 1개
월 및 계절 
통계예측모
델 개발

- 동아시아 몬순 및 장마 발달
에 영향을 주는 선행 인자 분
석 및 지표․대기․해양에서 인
자 선정

- 다양한 통계 모델을 이용한 
앙상블 기법을 적용하여 동아
시아 여름철 대기 순환 통계
모델을 검증

- 2013년 여름철 장마 특징 및 
메커니즘 상세 분석

- 동아시아 몬순/장마의 시종 및 발달 예측
에 영향을 주는 지표·대기·해양의 선행인자 
분석과 이를 이용한 통계예측모델 개발

- 선행인자와 동아시아 몬순과의 역학적 연
관성 분석

- 다양한 통계 모델을 이용하여 통계예측시
스템을 구축하고 앙상블 기법을 적용하여 
활용 가능성 검증

- 상관분석, 오차분석 및 교차 검증법을 통
한 모델 검증 

- 2013년 여름철 장마의 특징과 원인 분석

북 진 하 는 
계절내진동
과 관련된 
동 아 시 아 
여름철 강
수 밴 드 의 
변동 이해

- 서태평양에서 북진하는 계절
내진동의 장기변동성 분석

- 북진하는 계절내 진동을 이용
한 동아시아 강수밴드의 통계
적 예측모델 개발

- 북진하는 계절내 진동의 기후값 분석
- 북진하는 개별적인 계절내 진동의 특성 분
석

- 북진하는 계절내 진동과 동아시아 강수밴
드의 통계적 관련성 분석

- 계절내 진동과 선행인자를 이용한 동아시
아 강수밴드의 통계적 예측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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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장
기예보모델
의 동아시
아몬순/장
마 예측성 
향상 방안 
연구

- 기상청 장기예보모델의 과거
기후재현적분의 분석과 예측
성 평가를 통한 모델 개선 방
안을 연구

- 구축된 통계예측모델과의 예
측성 비교 분석

- 2014년 여름철 장마 특징 및 
메커니즘 상세 분석

- 동아시아 몬순/장마를 대상으로 한 모델 
과거기후재현적분의 분석과 예측성 평가를 
통해 모델 개선 방안을 제시

- 2차년도에서 구축된 통계예측모델을 바탕
으로 장기예보모델 결과와의 예측성 비교 
분석

- 2014년 여름철 장마의 특징과 원인 분석

기후모형을 
이용한 동
아시아 여
름 몬순의 
역학-통계 
예측 시스
템의 개발 
및 검증

- 북서태평양 몬순을 이용한 동
아시아 여름철 기후의 역학-
통계적 예측시스템 구축 및 
검증

- 기상청기후모형을 이용한 동
아시아 여름철 강수예측성 평
가 및 비교

- 2014년 여름철 장마 특징 및 
메커니즘 상세 분석

- 기후모형을 이용한 북서태평양 여름몬순의 
예측성 분석

- 기후모형을 이용한 동아시아 여름철 강수
의 역학-통계 예측모형의 개발 및 검증

- 기상청 기후모형을 이용한 북서태평양 여
름몬순의 예측성 평가

- 기상청 기후모형을 이용한 역학-통계 예측
모형의 결과 평가 및 비교

- 상관분석, 오차분석 및 교차 검증법을 통
한 모델 검증

- 2014년 여름철 장마의 특징과 원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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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의 기술개발 현황

1 . 국외 기술개발 수준

  개념정립 단계 ◯ 기업화 단계 기술 안정화 단계

2. 국내 기술개발 수준

 동아시아 몬순 지수에 대한 연구에 비해 한반도 장마 지수를 제시한 연구는 많지 않다(하경자 

등 2005, 서경환 등 2011 등). 이는 선진국의 여러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30% 수준에 불과하

다. 또한 동아시아 몬순 예측에 관한 통계모델개발 수준은 국내의 공주대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예측 기술 원천이 되는 물리·역학 메커니즘과 연관된 통계예측모델은 

현재 개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비해 선진국(미국 등)은 동아시아 몬순 예측모델을 

물리적 과정을 고려하여 구축하고 있다. 현재 기술격차는 선진국 대비 20% 수준으로 탄탄한 

통계예측모델의 개발과 적용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통계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장마 발

달에 선행하는 인자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과거예측자료로 평가된 한반

도 장마의 예측성능에 대한 연구가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 현재 미국 Hawaii 대학교는 전 

세계 기후모델의 과거예측자료를 수집하여 평가·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기상청 기후모델의 장

마에 대한 예측성 평가가 이루어져야하는 실정이다.

3.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가. 부산대학교

    (1) 연구개발 내용

- 과거 32년(1979-2010년)의 장마 특성을 분석한 장마백서의 발간, 장마 경년변동성 인자 

분석 등 기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Yun et al. (2010)은 AGCM을 이용하여 적도지역 SST 

증가에 따른 동아시아 몬순의 변화를 실험하였다. 그 결과 인도양과 동태평양의 SST가 

높아짐에 따라 EU-like 패턴과 Pacific-Japan 패턴의 강화로 동아시아 몬순이 변화할 수 

있음을 보였다.

    (2) 연구개발성과 활용현황

- 새로운 장마 백서의 발행으로 기상청 및 각 연구 기관에서 장마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

공과 기상 및 기후 위험 관리를 통한 사회·경제적 손실에 대한 대책 마련에 활용되고 

있으며, 전문가용 장마 홈페이지의 구축을 통해 장마 관련 지수 및 예측정보를 실시간으

로 제공하고 있다. 원격상관에 의한 다양한 인자의 영향을 받는 동아시아 몬순에 대해 

인도양과 동태평양의 역할을 밝히고 그 메커니즘을 보여 열대지역이 동아시아 몬순에 미

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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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서울대학교

    (1) 연구개발 내용

- Kwon et al. (2005, 2007)은 여름 몬순 순환이 동아시아 몬순 강수량과의 관계를 보였으

며, 93/94년도를 기점으로 중위도 상층 제트의 약화로 인해 북태평양 몬순과 동아시아 몬

순간의 음의 상관계가 강화되었음을 밝혔다. Yim et al. (2010)은 봄 시기에 유라시아 눈

덮임에 따른 우리나라 여름철 강수의 변화 경향을 분석하였다. 유라시아 서쪽 눈덮임이 

평년보다 많고 동쪽 눈덮임이 평년보다 적을 경우 우리나라 여름철 강수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가진다. 또한 새로운 여름몬순지수를 개발하였다.

    (2) 연구개발성과 활용현황

- 여름철 순환장이 동아시아 몬순에 대해 가지는 중요성을 보였으며, 중위도 상층 제트의 

decadal change에 의한 몬순 강수의 변화를 밝혀 순환장과 동아시아 몬순 강수량과의 관

계를 설명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유라시아 지역 눈덮임에 따른 한반도 강수량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유라시아 지역의 적설양이 동아시아 몬순 강수량의 선행인자로 활

용 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 연구개발 내용

- Kug et al. (2010)과 Yeh et al. (2009)은 동태평양 엘니뇨와 중태평양 엘니뇨를 구분하였

다. 동태평양 엘니뇨가 발달하는 시기에 6~7월 강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중태평

양 엘니뇨의 경우는 한반도 강수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2) 연구개발성과 활용현황

- 엘니뇨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최근의 발생 경향을 밝혀 동태평양 엘니뇨와 중태평양 엘

니뇨가 여름철 동아시아 몬순 및 한반도 강수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본 자료가 되고 

있다.

  라. The University of Hawaii (USA)

    (1) 연구개발 내용

- Ding and Wang (2005)은 여름철 북반구 전체 원격 상관 패턴을 분석하여 인도 몬순 지

역에서 활발한 대류활동에 의해 티베트 고원 서쪽에 강한 상층 고기압성 순환을 만들며, 

이에 따라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 상층에 강한 고기압성 흐름이 유도된다는 것

을 보였다. Wang et al. (2001)은 북서태평양-동아시아 몬순 원격상관(또는 Pacific-Japan 

원격상관(Nitta, 1987))을 밝히며 북태평양 몬순과 장마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몬순은 서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짐을 보였다.

    (2) 연구개발성과 활용현황

- 인도 몬순 지역의 대류 활동이 원격상관에 의해 한반도의 순환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며, 기후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장마의 특징 분석에 활용되고 

있다. 북서태평양의 강한 대류 활동에 의한 로스비파 전파가 동아시아 몬순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북서태평양 몬순과 동아시아 몬순이 가지는 관계를 고려하여 선

행인자 선별 시 활용되고 있다.



- 27 -

  마. The Kumamoto University (Japan)

    (1) 연구개발 내용

- Yamaura and Tomita (2011)은 6월 동아시아 몬순의 강수지역을 세 구역으로 나누어 각 

구역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인자를 밝혔다. 서쪽, 중앙, 동쪽구역이 각각 2년 주기 Tropospheric 

Biennial Oscillation (TBO), 4년 주기 El Nino/Southern Oscillation (ENSO), 6년 주기 North 

Atlantic Oscillation (NAO)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였다.

    (2) 연구개발성과 활용현황

- 동아시아 몬순의 변동성을 세 구역으로 나누어 세분화하여 분석하고, 변동성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세 인자를 선별함으로써 여름철 동아시아 몬순의 역학적 메커니즘 분석 및 

변동성 분석에 활용되고 있다.

  바. Naval Postgraduate School (USA)

    (1) 연구개발 내용

- Chang et al. (2000a, 2000b)은 북태평양고기압 및 남중국해 지역의 해수면온도가 동아

시아 몬순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북태평양고기압의 세기가 강할 경우 정

체전선의 남쪽 이동을 저지하고, 가장자리의 기압 경도를 크게 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

다. 또한 남중국해 지역 해수면온도를 높여 강수밴드로 유입되는 수증기 증발량이 증가

하였음을 보였다.

    (2) 연구개발성과 활용현황

- 북태평양 고기압과 남중국해 지역 해수면온도가 동아시아 몬순에 미치는 영향과 메커니

즘을 밝힘으로써, 장마 전선의 발달 및 강도와 관련된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 28 -

제 3 장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및 결과

제1절 동아시아몬순/장마의시종지수개발및동아시아몬순통계예측모델개발

1. 동아시아 몬순의 계절내·경년 변동성 연구 및 지배 물리 모드의 규명

한반도와 일본, 중국 북동부 지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몬순은 강한 경년 및 계절내 변동성을

가지고 변화하며 오랫동안 강수를 내리며 인간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한반도 지역은 장마, 중

국은 메이유, 일본은 바이우라는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각 지역 마다 강수 시기가 조

금씩 다르고, 변동 메커니즘도 차이가 있다. 본 연구개발의 목적은 동아시아 몬순과 한반도 장

마의 변동성과 이와 관련된 메커니즘을 분석하여 주요 지배 물리 모드를 규명하고, 이를 토대

로 통계적 예측 모델을 구축하는데 있다.

Fig. 1. Climatological monthly mean precipitation (thick line, mm day-1) and

its standard deviation (dashed line, mm day-1) averaged in the Northern

East Asia domain (31.25°–41.25°N, 116.25°–141.25°E).

동아시아 몬순 강수는 정체전선에 의해 오랫동안 지속되는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동아시아 몬순 전선이 천천히 북상함에 따라 강수가 내리는 지역도 달라지고, 변동 메커니

즘도 월별로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동아시아 몬순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하는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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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6월에서 8월까지 평균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따르게 되면 주요한 변동성을 파악하기 힘들

기 때문에 각 월별로 따로 강수 분석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동아시아 몬순 강수 변동 메커니

즘을 파악하기 위해 7월 강수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한반도를 포함하는 북동아시

아 지역에서 7월에 강수가 가장 많이 내리고, 경년 변동성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Fig. 1). 7월

의 동아시아 지역에 위치하는 주요한 기단은 기후학적으로 열대 몬순기단, 대륙성 온대기단,

해양성 온대기단, 해양성 한대 기단으로 총 4개가 존재한다. 또한 이러한 기단들의 대치에 의

해 동서방향의 정체 전선이 형성되어 동아시아 지역에 오랫동안 지속되는 강수를 만들게 된다

(Fig. 2).

Fig. 2. Climatological mean (a) 850-hPa equivalent potential temperature (color, K)

and its meridional gradient (dashed line, Km−1×105), and (b) precipitation (color, mm

day−1) and standard deviation (thick line, mm day−1) during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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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의 역학모델들은 여전히 동아시아 몬순 강수를 제대로 모의하지 못하고 있다

(Fig. 3). 현업용으로 사용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다고 알려진 세 개의 대기-해양 접합

모델들(ABOM, GFDL, NCEP CFS2)을 사용하여, 1-month lead 예측을 17년 동안 수행한 결

과, 관측 강수와 상관관계 0.04에서 0.28의 현저히 낮은 스킬을 보였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통계예측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동아시아 몬순 변동 선행인자를 찾기 위한 기반 연

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Fig. 3. Precipitation anomaly (mm day-1) during July over Northern East Asia (31.25°

–41.25°N, 116.25°–141.25°E), forecasted from the following three atmosphere–ocean

coupled models initialized in the month of May: (a) ABOM, (b) GFDL, and (c) NCEP

CFS2.

동아시아 몬순 강수의 경년 변동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선의 움직임과 관련된 기단의 변

동 메커니즘을 파악해야 한다. 온도와 습도를 동시에 고려하는 기상 변수인 상당온위는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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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의 기단의 분포를 나타내므로 (Fig. 2), 이를 이용하면 전선의 변동성을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당온위는 지역 규모 현상에 많은 영향을 받는 강수 자료를 직접 분석하는 것 보다

몬순 변동 메커니즘 분석에 용이하다.

상당온위의 변동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EOF (경험적 직교 함수) 분석을 사용하여 위도에 따

른 효과를 배제하고, 고위도와 저위도의 기단의 대치를 동등한 입장에서 분석하기 위해 모든

수평 격자에서 각 격자에서의 평균을 제거하여 표준편차를 나누어 정규화 하였다. EOF 분석을

수행한 결과, 선행하는 3개의 모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범위에서 하위 모드들과 구분되었고,

각각의 모드는 순서대로 17.8, 16.0, 11.3%의 변동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4).

Fig. 4. Eigenvalues for the leading five modes and the related error bars at a 95%

confidenc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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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하는 3개의 모드는 각각 강한 경년 변동성을 가지며 변동하며, 동아시아 몬순 강수에

영향을 준다 (Fig. 5). 첫 번째 모드는 북태평양 지역의 온난다습한 열대 기단과 오호츠크해

지역의 한랭 습윤한 두 기단 사이의 대치에 의해 생성되는 전선에 의해 몬순 강수가 영향을

받는 특징을 보여준다. 두 번째 모드는 북동아시아 전체에 한랭한 기단이 위치하며, 다른

고유모드들과 다르게 시계열에서 장기 변동성을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다. 세 번째 모드에서는

기단의 변동 중심이 동아시아 서쪽에 위치하며, 남쪽의 온난습윤한 몬순기압골과 북쪽의 한랭

건조한 두 기단의 대치에 의해 동아시아 몬순 강수가 영향을 받게 된다.

Fig. 5. (a) First, (b) second, and (c) third EOF spatial patterns of equivalent

potential temperature (left panels; color) and corresponding PC time series (right

panel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C time series and precipitation is denoted by

contours in the left panels. The first contour is 0.2 and the interval is 0.1. The

fractional variance explained by each mode is shown in parentheses in the left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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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지역의 특징적인 기단의 분포와 변동성을 보여주는 3개의 고유 모드는 각각 해양

현상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Fig. 6). 각각의 시계열과 해수면온도와의 상관관계 지도를 통해

분석한 결과 첫 번째 모드는 발달하는 중앙태평양 엘니뇨, 두 번째 모드는 태평양 수십년

변동의 공간장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세 번째 모드는 인도양의 해수면 온도 가열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Fig. 6. Maps of correlation between SST anomalies and (a) PC1, (b) PC2,

and (c) PC3 from the preceding winter to following winter (contour denotes

the 90% confidence level; the Student t-test was used). The green boxes in

the third row denote the areas of major SST anomalies used to construct

the empirical model.

Table 1.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three PCs and the three oceanic

indices (NINO4, PDO and IO SST anomalies). Values exceeding the 99%

confidence level are in bold. The Student t-test was used.

Indices PC1 PC2 PC3

NINO4

(5°S–5°N, 160°E–210°E)
0.60 0.39 0.23

PDO 0.21 0.62 0.22

IO

(15°S–15°N, 50°–100°E)
0.08 −0.19 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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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현상을 대표하는 지수와 PC 시계열간의 동시상관을 계산한 결과, Table 1과 같이 PC1은

NINO4와 0.60의 상관성을, PC2는 PDO 지수와 0.62, PC3은 인도양 해수면 온도와 0.64의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각각의 상관관계 값은 99% 신뢰수준을 만족하는

값으로, 각각의 모드가 해양 현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해양 현상은 대기-해양 상호작용을 통해 강제력으로 작용하여 대기의 대류현상을 야기하고,

이로 인한 대기의 로스비 파동을 통해 동아시아 몬순 강수를 변화시킨다.

Fig. 7. Composite difference maps (strong-positive minus strong-negative

cases) of precipitation (mm day−1, color) and 850-hPa wind (m s−1) associated

with PC1. Strong positive (negative) cases are selected when the magnitude

of PC1 is greater (less) than 1.0. Contours and black vector winds denote

significant anomalies at the 90% level.

발달하는 엘니뇨해의 여름철에 열대 해양성 대륙 동쪽의 대류활동이 강화되고, 이는 열대

무역풍의 약화에 의한 반응이다 (Fig. 7). 이러한 열대지역의 대류활동에 의한 강수현상은

잠열방출에 의해 대기 중층을 가열하게 되고, 이는 대기의 로스비 파동의 소스역할을 하게

된다. 서태평양 지역에서 시작하는 대류권 하층의 북진하는 로스비 파동은 Pacific-Japan

패턴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동아시아 몬순 강수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PDO와 관련된 대기의 특징은 동아시아 북부 지역에 넓게 차가운 공기가 barotropic하게

위치하는 것이다 (Fig. 8). 이러한 대기온도의 음의 아노말리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대치하여

동아시아 지역에 강한 온도 남북경도를 형성하며, 온도풍 균형에 의해 제트류를 강화시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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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렇게 강화된 상층 제트는 경압 불안정과 관련된 상층 발산류를 야기하고, 이는 여름철

강수를 강화시키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Fig. 8. Composite difference maps (strong-positive minus strong-negative cases)

for 500-hPa geopotential height (gpm, green contour), 500-hPa air temperature

(K, color), and 200-hPa wind (m s−1, black vector at the 90% confidence level)

associated with PC2. Contours and black vector winds denote the significant

anomalies at the 90% level.

인도양 basin wide warming과 관련하여 인도지역에 강수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열대지역의

Kelvin wave를 야기한다. 또한 이와 관련된 열대 서태평양의 동풍 아노말리는 북서태평양

고기압을 강화하여 동아시아 강수를 증가시킨다(Fig. 9).

Fig. 9. Composite difference maps (strong-positive minus strong-negative

cases) for precipitation (mm day−1, color) and 500-hPa wind (m s−1,

vector) associated with PC3. Contours and black vector winds denote

significant anomalies at the 90%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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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기의 반응들을 역학모델에서 재현함으로써 인과관계를 확실시 할 수 있다. Fig. 7,

8, 9의 관측 자료에서 분석된 대기의 특징은 LBM과 CFS 모델의 대기, 해양의 강제력으로부터

모두 재현되었다 (Fig. 10).

Fig. 10. Model experiments for the physical process of each mode. Contours

show (a) and (c) 850-hPa, and (b) 500-hPa geopotential heights. The

3-dimensional diabatic heating in (a) and (b) LBM, and the SST in (c)

CFS model are used as the prescribed forcing (in shading). The CFS model

is integrated from January to July and the average field for twelve

ensemble members is plotted in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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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아시아 몬순에 대한 최신 통계방법을 활용한 통계예측모델 개발

가. 다중 선형 회귀 기법을 사용한 동아시아 몬순 예측 모델 개발

동아시아 몬순 강수의 변동과 관련하여, 상당온위를 사용하여 전선을 정의하고, 전선의 변동 메커니즘

분석을 통해 동아시아 몬순에 영향을 주는 주요 해양 인자들을 결정하였다 (Fig. 11). 여름철 인도양, 열대

중앙 태평양, 동아시아 지역의 해수면 온도뿐 아니라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하는 북대서양 해수면 온도를

사용하여 통계예측 모델을 구축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각 해양 현상의 계절변동성을 고려한 도메인 수정을

통해 봄철 예측 인자로부터 동아시아 몬순 강수를 예측하는 물리-통계모델을 구축 할 수 있다 (Fig. 12).

Fig 11. Domain for the prediction of the July precipitation over NEA using (a) May

to July predictors, and (b) spring predictors. A is the Indian Ocean SST anomaly, B

is SST anomaly near NEA, C is CP ENSO-related SST anomaly, and D is the

North Atlantic SST anomaly related to NAO. Values in parentheses denote month.

물리-통계모형은 물리적인 분석에 기초한 인자들을 사용하여 통계 모델을 구축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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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하게 통계적인 방법으로 구축한 모델에 비해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예측 모델의 예측

결과는 여름철 인자를 사용하여 여름철 강수를 바로 예측한 경우에 상관관계 0.91의 예측

성능을 보이고, 봄철의 인자를 사용하여 예측한 결과는 상관관계 0.84의 예측 성능을 보인다.

Fig. 12. Observed precipitation anomalies (red bars) over the NEA region

and predicted precipitation anomalies (green bars) using predictors from (a)

spring and summer, and (b) preceding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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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onstructed Analogue 기법을 사용한 동아시아 몬순 예측 모델 개발

하층의 동서방향과 남북방향의 바람장과 상당온위를 이용하여 여름철 동아시아 몬순의 공간

적인 패턴을 이해하고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위 3가지 변수의 역학적인 모드와 열역학적인

모드의 변동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결합 경험적 직교함수(EOF) 분석을 실시하였다(Fig. 13).

이 방법은 역학적인 모드와 열역학적 모드사이의 공간적인 관계를 잡아내는데 매우 유용한 방

법으로 알려져 있다. 첫 번째 모드는 전체 변동성의 18.5%정도를 설명하며, 일본 남쪽의 아열

대고기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남서풍을 통해 따뜻하고 습윤한 공기를 유입한다. 또한 따뜻

한 기단이 우리나라와 일본에 걸쳐 있으며 북태평양에 찬 기단이 존재하여 전선을 약화시키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모드는 18%정도를 설명하며 첫 번째 모드에 비해 좀 더 남쪽

에 아열대고기압이 위치하고, 이와 관련된 바람장은 남서풍 또는 서풍 계열이며 우리나라에 지

배적인 영향을 미친다. 상당온위에 의한 온도장은 tripolar 패턴을 보이며 우리나라 남쪽에 따

뜻한 기단이 위치하고 있다.

Fig. 13. the spatial patterns of the first and second combined EOF using

zonal, meridional wind and equivalent potential temperature in 850 hPa.

여름철 동아시아 몬순의 공간적인 패턴을 이용하여 통계예측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여기

서 사용될 예측 기법은 constructed analogue(CA)으로, 동아시아 몬순의 공간적 패턴을 예측해

보고자 하였다(van del Dool 2007). 이미 선행 연구에서 전구적인 해수면과 미국의 토양수분을

예측하는데 이 방법을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예측한 바 있다(van del Dool 1994, van den Dool

and Barnston 1995, van den Dool et al. 2003).

현재와 유사한 기록을 가지는 과거의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예측하는 방법은 많이 존

재한다. 그 중에 Natural Analogue(NA)는 현재의 상태와 가장 유사한 과거의 기록을 이용하여

과거에 발생했던 패턴의 진행이 현재에도 비슷하게 일어 날것이라는 것이라고 가정하여 예측

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NA는 자유도가 높은 과정에서 발생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현재의 패턴과 가장 가까운 유사한 패턴을 구축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van 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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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l (1994)는 constructed analogue(CA) 기법을 개발하여 월별이나 계절적인 변동성 예측을

실시하였다. 이 방법은 과거의 자료와 선형적인 결합을 통해 그에 따른 가중치를 이용한 방법

이다. 이에 대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자. 여기서 는 공간을 는 년도, 은 월별에

대한 함수이다.  을 초기장이라고 한다면, 선형적인 constructed analogue는 다음 식

과 같이 유도된다.

   
  





여기서 상관계수 는  과  의 차이의 최소값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는

covariance matrix에 따라 조정된다. 위에 제시된 식은 단지 진단에만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계수, 를 고정값으로 놓으면서 예측에 대한 constructed analogue를 구축할 수 있다.

    
  



  

위의 식을 이용하여 lead-time()에 대한 예측을 수행할 수가 있다. 상관계수, 를 구하는 식

은 다음과 같다.

 


  
  





도출된 가 너무 크거나 조그마한 변화에 예측 값이 크게 변한다면 가 아무런 의미가 없

을 수가 있다. 이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 를 EOF분석을 통해 하위 모드들을 제거하

고 상위 모드만을 다시 재구축하여 를 다시 구하는 것이다.

하층 바람장과 상당온위를 이용한 결합 EOF의 결과 총 64개의 모드가 추출되었는데, 그 중에

서 90%를 설명하는 상위 32개의 모드를 재구축하였다(Fig. 14). 전체적인 패턴은 유지하면서

지역규모 변동성을 배제시킴으로써 예측성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자료를 바탕으

로 하여 CA방법을 이용한 결과 를 산출하여 예측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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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Total field (top) and reconstructed map (bottom) using leading 32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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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Correlation map between monthly observation and CA prediction for

the 850-hPa zonal wind (u85). A diagnosis is shown at the top and one lead

forecast is shown at the bottom.

CA방법을 이용하여 월별 자료의 공간적인 패턴을 예측하고 여러가지 변수들의 예측 성능을

평가 하고자 하였다. 하층(850 hPa)의 동서 바람장(Fig. 15), 남북 바람장(Fig. 16)와 상당온위

(Fig. 17)의 correlation map을 이용하여 예측 성능을 평가한 결과, CA방법을 이용하여 진단을

한 3개의 변수 모두 0.9 이상의 높은 상관계수 값이 나타나 CA방법을 이용한 진단이 현재의

패턴과 아주 유사하게 구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달 후의 예측을 실시한 결과 상관

계수가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동서 바람장(Fig. 15 bottom)의 경우 동아시아 전체적으로 0.1

정도의 낮은 상관계수 값을 보이며, 이는 남북 바람(Fig. 16 bottom)장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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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상당온위(Fig. 17 bottom)의 경우, 일본남쪽 바다에 0.4 이상의 유의한 상관계수 값

이 나타난다. 하지만 한반도 주변으로 0.1 정도의 낮은 상관계수 값을 보이며, 전체적으로 예측

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Fig. 16. Correlation map between monthly observation and CA prediction for

the 850-hPa meridional wind (v85). A diagnosis is shown at the top and one

lead forecast result is shown in the bottom p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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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Correlation map between monthly observation and CA prediction for

the equivelant potential temperature (ept). A diagnosis is shown at the top

and one lead forecast is shown in the panner of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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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Correlation map between monthly observation and CA prediction

averaging the three variable‘s results (850-hPa horizontal wind and equivalent

potential temperature). A diagonsts is at the top and one lead forecast is

shown in the bottom.

동아시아 여름철 몬순 공간 패턴의 종합적인 예측 성능을 살펴보기 위해, 3개의 변수

(850-hPa 수평바람과 상당온위)의 상관계수를 평균하여 하나의 장으로 표현해 보았다(Fig.

18).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이 0.9 이상의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어 CA방법에 의해 진

단된 동아시아 몬순의 공간적인 패턴이 제대로 구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개월 후를

예측 했을 때,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상관계수 값이 0.3 이하로 떨어져 예측이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각 변수들의 공간패턴을 평균하여 1∼2개월 예측을 수행해 보았다(Fig. 19). 이 결과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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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방법을 이용한 진단 값(lead=0)과 관측과의 상관계수는 동시적으로 0.9 이상을 보이며, CA

방법을 이용한 구축이 잘 이루어 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1개월 예측을 하는 순간부터

예측 성능이 매우 낮아졌으며, persistence와 CA방법의 예측이 거의 같은 예측 성능을 보여주

고 있다. 이를 통해 CA방법을 이용한 동아시아 몬순 지역의 여름철 공간 패턴의 월별 예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Fig. 19. The skill of monthly variable forecasts as a function of lead. Line is

constructed analogue and thick line is persistence.

각 년도마다 공간 패턴을 평균하여 계산한 상관계수를 계산하여 어느 해가 CA방법을 이용한

1개월 예측과 관측값과 잘 맞는지 매해마다 확인해 보았다(Fig. 20). 각 해마다 상관계수 값은

큰 변동성을 보이며, 잘 맞지 않는 해가 다수인 반면, 0.5 정도의 어느 정도 잘 맞는 경우도 존

재한다. 특히, 어느 정도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1990년의 예측값을 살펴보면, persistence가 높

아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변동성이 없는 해이기 때문에 예측 성능이 다른 해에 비해 높게

나온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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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The skill of one-month lead forecasts of variables for year-by-year

for 1979-2009.

또한 5일 평균된 자료를 활용하여 조금 더 짧은 시간 규모에서는 예측 성능이 어떻게 나타나

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았다. CA 방법을 이용하여 850hPa의 수평 바람장과 상당온위를 사

용한 여름철 동아시아 패턴의 예측 성능을 평가해 보았다. 우선 CA방법을 통해 동시적인 유사

성을 진단하고 각 변수들을 평균한 값과 관측값 간의 상관도를 그려 보았다(Fig. 21). 동시적으

로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이 0.9 이상의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어 좀 더 짧은 time

scale에서도 CA방법에 의한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pentad

예측 이후로 상관계수 값이 0.3 이하로 떨어져 동아시아 바람장과 상당온위의 공간적인 패턴

예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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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Same as Fig. 18 but penta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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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tad 평균한 분석에서, 3개의 변수들을 평균하여 persistence와 CA방법을 예측 시간에 대한

성능을 확인해 보았다 (Fig. 22). CA방법을 이용한 진단(lead=0)과 관측과의 상관계수는 0.9이

상으로 CA방법을 이용한 pentad자료의 진단이 관측값과 일치함 보여준다. 하지만, CA방법을

이용한 예측 스킬은 1-pentad lag부터 급격히 떨어지고, persistence와 유사한 상관계수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CA방법을 이용한 여름기간의 pentad 예측 또한 불가능 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Fig. 22. The skill of pentad variable forecasts as a function of lead. Line is

constructed analogue and thick line is persistence.

CA방법을 이용하여 각각의 여름 평균된 변수들의 경년 예측을 수행해 보았다(Fig. 23). CA방

법을 이용한 진단과 관측과의 상관계수는 0.9 이상으로 CA방법을 이용한 관측에 대한 진단이

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년 예측을 해 보았을 때, 상관계수가 0에 가깝거나

persistence와 비슷한 예측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CA방법을 이용한 동아시아 여름

철 몬순과 관련된 바람장과 상당온위의 경년 예측은 불가능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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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The skill of yearly variable forecasts as a function of lead. Line is

constructed analogue and thick line is persistence.

현재 발생하여 진행 중인 특정 기후 패턴이나 현상이 과거의 어느 순간의 특징과 비슷하며

그 진행 방향 또한 비슷하다면, 과거에 발생했던 기후 패턴을 바탕으로 현재의 기후 패턴을 예

측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사용한 여름철 하층 바람장과 상당온위 자료의 예측은 5

일 평균자료, 월별자료, 경년자료 모두에서 관측 값과 예측 값의 상관계수가 매우 낮게 나타났

다. 따라서 다른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한 모델의 예측이나 역학적인 모델을 활용하는 것이 동

아시아 여름철 몬순 예측에 있어서 더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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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아시아 몬순 및 장마 시종 지수 개발

동아시아 몬순 지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강수와 대규모 역학 또는

열역학적 특징, 이와 연관된 상호 관계의 특징을 한꺼번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

선행연구에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기 위해 상, 하층 바람장과 해수면 기압, 강수를 모두

사용하여 combined EOF를 수행하여 지수를 만드는 노력을 했지만(Wang et al. 2008),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하고 실용적인 지수가 필요한 실정이다.

동아시아 몬순 강수는 북태평양기단을 포함하는 열대 기단과, 오호츠크해 기단을 포함하는

한대 기단의 대치에 의해 생기는 정체 전선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동아시아 몬순 및 장마

시종 지수 개발을 위해 상당온위의 남북 경도를 사용할 수 있다. 동아시아 몬순 지수를

정의하기 위해, 강수를 직접 사용하게 되면, 전선에 의한 강수뿐 아니라 지역적인 불안정도

상승에 따른 국지성 강수를 포함하기 때문에, 정확한 몬순 강수에 대한 지수를 정의하기

어렵다. 상당온위의 남북경도의 동아시아 영역 평균[31.25°–41.25°N, 116.25°–141.25°E]과

동아시아 몬순 강수와의 상관관계는 -0.72로 높은 상관성을 가진다. 상당온위의 남북경도

지수는 전선의 강도를 의미하는 지수로써, 동아시아 전체 강수량 중에서 지역 규모의 강수를

제외한 오직 대규모 전선과 관련된 강수의 변동성만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당온위의 남북 경도 최소값이 나타나는 위도를 이용하면, 장마의 발달 및 시종

분석을 할 수 있다 (Fig. 24).

Fig. 24. Meridional gradient of equivalent potential temperature (dashed, K m-1

× 105 line) and the equivalent potential temperature (color, K) for the

longitudinally averaged area of 120°∼140°E in 850 hPa. Two red horizontal

lines are meridional boundaries of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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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역학적 변수인 상당온위 뿐 아니라 동아시아 몬순 전선과 관련된 역학 변수인 바람장과

지위고도를 추가로 고려하여 (Table 2) 장마의 시종 날짜를 대규모 관점에서 새롭게 정의할

수 있다 (Fig. 25). 새로운 지수는 기상청에서 정의한 시작일과 상관계수 0.7, 종료일과 0.6

이상의 값을 보이지만, 여전히 5일 이상의 제곱근 오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서경환

등 (2011)에서 이미 보인바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임계치 및 변수를 수정 또는 추가함으로써

기존의 장마 시종 지수보다 더 안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도록 개선하였다.

Fig. 25. Onset (top) and withdrawal (bottom) dates of Changma determined from

KMA (black line), the present study (red) and the previous study (dotted) for the

period from 1979 to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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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riteria for determining onset and withdrawal dates used in the present

study.

Changma factor Onset Withdrawal

925 ~ 700-hPa averaged
meridional gradient of
equivalent potential
temperature

Negative peak averaged over
125° ~ 130°E be located north
of 32.5°N for 3 days

Negative peak averaged
over 125° ~ 130°E be
located north of 42.5°N for
2 days

850-hPa equivalent
potential temperature

334 K averaged over 122.5° ~
135°E be located north of
32.5°N for 3 days

337 K averaged over
122.5° ~ 135°E be located
north of 32.5°N for 2 days

500-hPa geopotential
height

5850 gpm averaged over
122.5° ~ 135°E be located
north of 32.5°N for 3 days

200-hPa zonal wind Positive peak averaged
over 125° ~ 130°E be
located north of 42.5°N for
2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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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1년 및 2012년 여름철 장마의 특징 및 메커니즘 상세 분석

2011년 여름철 동아시아 몬순 강수는 평년과 다른 특징을 가진다. 한반도 남부지역과 일본 남

서쪽 지역에 7월동안 평년보다 많은 강수가 내렸고, 남중국 지역은 상대적으로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었다. 특히 7월 8일과 9일 이틀 동안 한반도에 약 135 mm의 강수가 내렸고, 이는 기후

평균한 7월의 한반도 강수량의 약 50%를 차지하는 강수량이다. 이러한 특이한 강수 현상은 사

회·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발생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Fig. 26. Averaged fields in the period July 6-10, 2011 for (a) GPCP

(Global Precipitation Climatology Project) precipitation anomaly (mm day−1),

and (b) geopotential height anomaly at 850-hPa (contour, gpm). The

shading is the climatological mean (1979-2010) 850-hPa geopotential

height. In early July of 2011, the NPSH intensified to the north (east of

central Japan). A large amount of precipitation occurred in southwestern

Japan and Korea, while southern China experienced dry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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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초, NPSH(북태평양 아열대고기압)는 이례적으로 서쪽 방향이 아닌 북쪽 방향으로

확장하여, NPSH의 지위고도 아노말리가 일본 중부의 동쪽에 위치하였다 (35°-45°N,

140°-160°E) (Fig. 26b). Fig. 26b에서 음영으로 표현한 NPSH는 기후학적으로 30°N 근처에 중

심이 위치한다. 일반적으로 NPSH가 강해지고 서쪽으로 확장하면, 동아시아 지역은 남서 또는

남남서쪽으로부터 수증기가 유입되어 많은 비가 내린다. 그러나 2011년에 나타난 NPSH의 비

정상적인 북쪽 팽창은 주로 남풍 계열의 바람을 유도하여 남쪽으로부터 유입되는 수증기에 의

해 일본 남서부와 한국의 많은 강수를 유도하였다. 특히 6월 6일부터 10일에는 일본 남부와 한

국은 많은 양의 비가 내렸고, 일본중부의 동쪽에 위치하는 비정상적인 고기압 아노말리를 주요

한 원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고기압이 생성되는 메커니즘은 대류권 상층과 하층의 지위고도 아노말리를 사용하여

2011년 6월 1일부터 15일까지 고기압 아노말리 지역(140°-155°E, 35°-45°N)에 대해 분석하였

다. 해당 지역 및 기간에 대하여 평균한 시계열 지수를 만들었고, 이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시계열은 300 hPa과 850 hPa에서 각각 계산하였고, 이를 300-hPa와 850-hPa 지

위고도 아노말리에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북서태평양 고기압 변화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회귀분석은 동시적인 시간에서 수행하지 않고, 지수보다 1∼2일 정도 앞당겨서 지연 회귀 분석

을 수행하였다 (Fig. 27). 상층 (Fig. 27a)에서는 북대서양의 동쪽과 서부유럽으로부터 wave

train을 형성하는 원격 상관 패턴이 나타난다. 로스비파동의 에너지는 유리시안대륙과 동아시

아를 가로지르는 대류권 상층의 제트류를 따라 형성되는 waveguide를 의해 동쪽으로 확산하

게 되므로 (Branstator 2002, Enomoto et al. 2003, Yang et al. 2002), 파동을 생성하는 강제력

은 SNAO(Summertime North Atlantic Oscillation)와 연관될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현재

까지 겨울철 NAO는 강한 Asian Jet waveguide를 통해 동아시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여름철 NAO와 관련된 원격상관 패턴은 겨울에 비해서 진폭이 작고 약하기 때

문에 주목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 SNAO는 북대서양과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wave train의

초기 강제력으로 재조명 받기 시작했고 (Wu et al. 2009; 2011), 이러한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북대서양 지역의 수십년 주기의 변화와 관련된다. 북대서양 지역의 장주기 변동에 의해 SNAO

의 중심이 과거보다 동쪽으로 이동하였고, 이로 인해 생성된 wave-train이 동아시아 지역의 지

위고도를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메커니즘 분석은 단편적인 연구가 대부분이

기 때문에 향후 SNAO의 변동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대류권 하층(Fig. 27b)에서는 SNAO가 순압구조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동서 방향의

teleconnection pattern이 상층에 비해서 잘 나타나지 않고, 동아시아 남쪽의 아열대 지역(필리

핀해)으로부터 북극 방향으로 전파되는 남-북 또는 남서-북동 방향의 wave train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원격상관은 WNP(Western North Pacific)지역의 대류활동과 관련된 비단열 가열

에 의해 생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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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Geopotential height anomalies at (a)300 hPa (contour intervals of 30 gpm)

and (b) 850 hPa (contour intervals of 10 gpm) regressed against the time series

indices constructed from their respective geopotential height anomalies averaged

over [140°-155°E, 35°-45°N] in the period July 1-15, 2011. The regressed fields

are averaged for lag days -2 and -1. Shading indicates statically significant

region at the 90% confidence level based on Student`s t-test.

앞선 분석을 통해 NPSH의 북쪽 확장을 야기하는 큰 요소 두 가지는 SNAO와 WNP diabatic

forcing으로 정의할 수 있다. SNAO 지수는 sea-level pressure(SLP)의 [5°-0°W, 55°-65°N] 과

[10°-15°E, 80°-85°N] 도메인 평균의 차이로 정의된다(Yamaura and Tomita 2011). 또한 WNP

diabatic forcing 지수는 WNP 지역[120°-130°E, 10°-20°N]의 OLR 아노말리 평균으로 정의할

수 있다(Hsu and Lin 2007). 이러한 두 지수의 2011년 7월 시계열은 Fig. 28과 같다. Fig. 28에

표현된 것과 같이, SNAO와 OLR지수는 submonthly 변동성을 가진다. 두 지수 모두 2011년 6

월 8∼9일에 최소값을 가지는데 이 기간은 한반도 남부지방에 폭우현상이 일어난 기간을 포함

한다. 그러므로 NPSH의 anomalous 북쪽 확장을 유도하는 중요한 요소는 언급된 두 가지 현

상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두 가지 요소는 각각 개별적 peculiar northward intensification

of the NPSH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SNAO지수를 기준으로 합성 분

석을 수행하면, 동아시아 지역 고기압순환의 중심은 2011년도 보다 서쪽(135°E, 40°N)에 위치

한다. 마찬가지로 OLR지수만 사용하여 합성 분석을 수행하면, 원격상관 고기압성 순환의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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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쪽(122.5°E, 40°N)에 나타난다. 따라서 각각의 개별 효과는 일본중부 동쪽의 비정상적인

하층고기압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는다.

Fig. 28. SNAO index (thick line) and OLR index over the WNP (dotted

line) in the period July 1-15, 2011. The SNAO index is the sea-level

pressure difference between the two regions at [5°-0°W, 55°-65°N] and

[10°-15°E, 80°-85°N]. The OLR index is averaged over [120°-130°E,

10°-20°N]. Both indices are normalized by their respective standard

deviations.

Fig. 29는 SNAO와 WNP OLR 지수를 동시에 고려한(표준편차 -1.0 기준) 850-hPa 지위고

도, 바람장, 강수량 아노말리의 합성 분석 결과(1979-2010년)이다. 두 지수가 동시에 강한 값을

가지는 경우는 32년의 여름철(7월) 기간 중 12일뿐이며 이는 EASM이 peak phase인 기간 동

안에 NPSH의 북쪽으로의 확장이 매우 드문 현상임을 보여준다. Fig. 29의 합성분석장의 고기

압은 2011년 7월의 경우와 유사하게 한반도 동쪽에 고기압성 순환의 중심이 위치하고, 한반도

남부와 일본 남서쪽 지역을 포함하는 영역에 많은 강수를 보인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wave-train의 전파를 확인하기 위해 stream function과 WAF(wave

activity flux)를 사용하여 합성분석을 수행하였다(Fig. 30). WAF 벡터들은 웨이브의 group

velocity와 평행하며, 이것은 정지로스비파가 전파되는 방향과 세기를 나타낸다. Fig. 30를 보

면, WAF벡터는 북대서양 동쪽에서부터 유라시안 대륙의 제트를 따라서 동쪽으로 향한다. 또

한 WNP 지역에서부터 북동쪽으로 향하는 WAF도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웨이브

의 전파들은 2011년의 7월의 경우와 유사하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upstream 방향인 고위도에

서부터 전파되는 시그널과 아열대지역의 영향이 결합하여 일본중부 동쪽의 고기압 아노말리를

발달시킨다.



- 58 -

Fig. 29. Composite fields of (a) 850-hPa geopotential height anomaly (gpm)

and wind vector (ms-1) in July for the climatological period from 1979 to 2010,

and (b) precipitation anomaly (mm day-1) in July for the period from 1997 to

2008. Only days with SNAO and OLR indices with standard deviations below

-1.0 are selected. In Figure 29a, only wind vectors with magnitudes greater

than 5ms-1 are shown. The shading in Figure 4a indicates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gion at the 90% confidence level based on Student’s t-test.

Fig. 30. Same as Figure 29a, but for the 500-hPa geopotential height

anomaly (contour, intervals of 10 gpm) and the wave activity flux (WAF)

(Vector, units of m2s-2). Only WAR vectors with amplitudes greater than

10m2s-2 are plo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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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예측 선행 인자를 사용한 장마 강수 계절 통계예측모델 개발

1. 동아시아 몬순 및 장마 발달에 영향을 주는 선행 인자 분석 및 지표․대기․해양에서 인자 선정

Fig. 31은 6월 15일부터 7월 29일까지의 강수 평균장을 나타낸 그림이다. 이 시기에 나타나는
전선성 강수 형태인 장마(Changma)는 우리나라의 여름철 주요 강수 시기로 중국의 메이유
(Meiyu), 일본의 바이우 (Baiu)와 함께 동아시아 몬순(East Asian monsoon) 시스템으로 분류
된다. 여름철 한반도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지역은 일반적으로 남쪽의 온난습윤한 열대성 기단과
북쪽의 한랭습윤한 한대성 기단이 만나서 형성되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고 이 전선이 걸쳐
있는 지역에는 강한 남서풍에 따른 습윤한 공기의 유입량이 증가하고 장기간 동안 많은 양의
비가 내린다(KMA, 2011).
우리나라의 경우 연 총 강수량 중 약 50∼60%에 해당하는 강수가 여름철 동안 내리며, 특히
장마기간에 내리는 강수는 연 강수량 대비 약 26∼32%를 차지한다. 여름철 몬순 기간에
중국과 일본 또한 강수가 집중되지만 그 시기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중국의
메이유는 열대 몬순 기단과 온대 대륙성 기단에 의해 발달하고, 일본의 바이우는 해양성 온대
기단인 북태평양 기단과 한대 기단인 오호츠크해 기단에 의해 발달하는 형태를 보인다. 그러나
장마는 앞서 언급된 네 가지 기단과 간헐적으로 남쪽까지 세력을 확장하여 남쪽의 열대기단과
경계면을 형성하기도 하는 극 진동과 관련된 한대 기단을 포함하여 총 5개의 기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같은 동아시아몬순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시 공간적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서경환 등. 2011).
여름철 한반도 장마기간 강수 강도의 예측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장마 강수의 경년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물리 현상에 초점을 두고 이와 연관되어 있는 경계 강제력(boundary forcing)인

봄철 해수면 온도를 사용하여 장마 강수의 물리 통계 예측 방법을 제공한다.

예측인자 선정과 통계 예측 모델 구축을 위해 전방 단계별 회귀방법 (Forward stepwise
regression method)을 사용하였다. 첫째로, 장마 강수지수와 높은 상관계수를 가지는 해수면
또는 눈 덮임 지역을 선정하여 영역평균하며, 이 때 사용하는 기간은 봄철 기간(3∼5월)내로
한정하였다. 두번째로, 선정된 인자에 대해 교차검정(Cross validation)을 적용하여 구한 예측
값과 관측 값을 비교하여 높은 상관계수를 가지는 인자를 선정하였다. 세번째로, 선정된 인자
들 간의 상관계수가 10% 유의수준 임계치보다 큰 값을 가지고 결정된 예측인자들과 검증단계
에 있는 인자와의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가 2보다 작은 값을 가지는지 확인하
여 예측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모델 중 물리적인 해석이 합당한
예측인자를 고정시킨 뒤 앞의 과정을 반복하였다.
여기서 The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다중 회귀 방정식에서 어떻게 예측변수가 다른

예측변수와 관계가 있는지를 수량화하며(Rogerson 2001; Lee et al. 2008a), 다른 예측변수에

의해 설명되지 않은 예측변수에서 상호간의 변화량으로 계산된다.

여기서 R²은 남아있는 예측인자와 선택된 예측인자 회귀에 의해 얻어진 결정계수이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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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는 설명된 인자와 총 인자와의 비율이기 때문에, 작은 VIF는 남아있는 예측인자들이 선택

된 예측인자의 작은 부분을 설명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VIF는 선택된 예측인자와 다

른 예측인자 사이의 선형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경험적인 모델을 구축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을 방지하게 위하여 작은 VIF를 가지는 예측인자를 선정한다.

예측 모델을 구성하는 예측인자의 개수는 과대적합(over-fitting)으로 인한 예측 오류를 방지

하기 위하여 3개로 제한한다. 1994년부터 2011년까지의 예측 값을 구했고 교차검증을 시행하는

기간단위는 4년으로 이는 총 예측기간의 20∼30% 범위에 속하는 기간에 해당하며 예측 모델

을 구축하는 과정에서의 과대적합을 방지할 수 있다(Blockeel and Struyf 2002). 그리고 Kwon

et al. (2005)에서 1994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영역의 여름철 강수 패턴

이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의 예측은 1994년 이후로 한다. 한

편, 경계 강제력(boundary forcing) 중 하나인 해수면온도는 느리게 변화하며 대기 순환장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여름철 장마 예측을 위한 예측인자 선정에 봄철

의 자료를 사용하였다(Webster et al. 1998; Lau et al. 2000). 구축된 통계 예측 모델의 예측성

능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관계수와 평균제곱근오차 (Root Mean Squared Error, RMSE),

분할표(Contingency table)를 이용하였다.

Fig. 31. Climatological mean precipitation data from the GPCP (mm day-1) for the rainy

changma season in the Korean Peninsula (15 June–29 July) during 1994–2011.

Fig. 32는 장마지수와 봄철의 해수면 온도 아노말리 자료와의 회귀계수 분포를 나타낸 그림이

다. WNP(Western North Pacific) 영역에서 봄철 기간 동안 약한 양의 해수면온도 아노말리가

발달한 반면에 중앙태평양(Tropical central Pacific) 영역의 해수면온도는 제시된 기간에 대해

음의 아노말리가 나타난다. 특히 이른 봄철(Fig. 32a)에는 WNP(10°-20°N, 120°E-180°) 주위에

약한 양의 아노말리가 나타나고 일본의 동쪽(30°-40°N, 140°-160°E)에는 음의 아노말리를 가진

다. 하지만 음의 아노말리는 늦은 봄철동안(Fig. 32c) 약해진다. 또한 북태평양(10°-40°N, 160°

E-160°W)영역에 양의 아노말리가 나타나고 그 중심은 점점 북쪽으로 이동한다. 북대서양 영역

에서는 해수면 온도 아노말리의 쌍극자 패턴이 나타난다.

장마지수와 봄철의 해수면온도와의 관계를 평가하기 위해 잠재예측인자가 결정되었다(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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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able 3에 제시된 잠재 예측인자들 중 각 인자들 간의 독립성이 유지되고 좋은 예측성을

보이며 물리적 해석이 용이한 NPC(North Pacific change)와 NA1(North Atlantic 1), CNINO

(Central Pacific Nino) 총 세 개의 인자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예측인자들을 통해 구축한 통계 예측모델의 식은 다음과 같다.

위의 식은 선정된 예측인자들로 통계 예측 모델을 구축한 결과이다. 은 장마강수강도 지수

이고, 괄호안의 영문은 예측인자명이며 각 예측인자 앞에 붙은 계수는 각 인자의 계수이다. NA1,

NPC, CNINO의 인자로 구성되며 장마 지수와 양의 상관을 가지는 NA1와 NPC는 각 인자 앞

에 양의 계수가 나타나지만 음의 상관을 가지는 CNINO는 음의 계수가 나타난다.

         ⋯ 



- 62 -

Fig. 32. SSTAs (K) regressed against the changma index (contour intervals of 0.12

5 K) for (a) 2 March–31 March, (b) 1–30 April, and (c) 1–30 May (all for 1994

–2011). Shading indicates statistically significant regions at the 90% confidence lev

el based on a Student’s 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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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List of potential predictor candidates considered in the forward-stepwise

regression selection. All predictors except for the last one have nine different tem

poral segments according to a moving-average window varying from 4 to 12 pen

tads. The northern Pacific change was computed by the difference between 21-24

- and 17-20-pentad averaged. In the third column, the selected predictors are mar

ked with an open circle and selected pentad numbers are shown.

Potential predictors Areas
Selected predictor

(pentad)

Nino-3 5°S-5°N, 150°-90°W

Nino-3.4 5°S-5°N, 170°-120°W

Nino-4 5°S-5°N, 160°E-150°W

Central Pacific Nino 15°S-10°N, 160°-140°W ○ (19–22)

Western North Pacific 1 5°-25°N, 110°-140°E

Western North Pacific 2 0°-15°N, 120°-160°E

Tropical Western Pacific 10°S-15°N, 130°-160°E

Northern Indian Ocean 0°-25°N, 50°-110°E

North Atlantic 1 (55°-60°N, 40°-15°W)
-(30°-45°N, 80°-40°W) ○ (20-23)

North Atlantic 2 (50°-65°N, 45°-10°W)
-(30°-45°N, 80°-40°W)

Korean Peninsula 20°-45°N, 120°-160°E

Northern Pacific 20°-35°N, 160°-210°E

Northern Pacific change 20°-35°N, 160°-210°E ○ (17-20) and (21-24)

Fig. 33에서 구축한 통계 모델을 통하여 장마기간 강수를 예측한 결과와 관측 값을 나타내었

다. 여기서 파란색 막대는 관측 값인 장마지수를 나타내고 빨간색 막대는 예측 값이다. 예측

값과 관측 값의 상관관계는 0.85, 평균제곱근오차가 0.54이며 GMSS는 0.82로 나타났다.

여기서 The Gerrity score (GMSS)는 모델이 가지는 예측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스코어링

매트릭스로부터 계산되었다(Livezey 2003; Wilks 2006; WMO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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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rity skill score는 p()는 결합분포이고,  와 는 점수행렬이다. 첨자 의 i는 예보

범주이고, 의 j는 관측 범주이다. 상수  는 contingency table의 i행 j열의 숫자이다. 게다가

D(j)는 probability의 비율이고, r은 임시변수의 총합이다. 결합분포[식 (A3)]은 관측이 발생할

때 발생하는 예보의 확률을 대표하는 조건부 확률이다. 식 (A5)는 -(j-i) 항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점수행렬 [식 (A4),(A5),(A6)]은 매우 무거운 사선의 것[called hits; 식 (A6)]과 사선이 아

닌 낮거나 음의 계수[called false alarms, misses, and correct rejections, respectively,

depending on the matrix position 식 (A5)]를 위치시킨다. GMSS의 최대값은 1이다.

Fig. 33의 점선은 1994년부터 2012년까지의 연 강수강도를 정규화된 크기를 기준으로 1/3씩

나누는 선으로 정규분포에서 ±0.43값에 해당한다. 이 값을 기준으로 관측 값과 예측 값을 각각

+0.43의 위 영역에 위치하면 강함, 중간에 위치하면 보통, -0.43의 아래에 위치하면 약한 해로

분류하여 Table 4에 제시하였다. 구축한 통계 모델에서는 총 예측 19년 가운데 84.2%를 맞추

었다. 모델의 예측성능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기후학적인 예보를 참고하여 교차타당성형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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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skill score를 평가했다. 분석결과 음의 상관관계(-0.29), 평균제곱근 오차는 1.61의 값을

가지며 음의 GMSS(-0.22)으로 계산된다. 이 결과는 구축한 통계 모델이 모의한 값이 유용하

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선 선택된 예측인자들은 장마지수와 높은 상관계수를 가진다(0.55 for

NPC, 0.60 for NA1, and -0.57 for CNINO). 예측인자들의 분산팽창계수는 1.21보다 작으며 예

측인자간의 상관계수는 0.251보다 작다. 예측인자들을 정규화 시키면 회귀계수는 어떤 변수가

강수예측에 큰 기여를 하는지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 그 결과, NPC가 가장 높은 회귀계수

를 가지며 NA1이 두 번째로 높으며 CNINO는 음의 계수를 가지지만 크기의 차이는 작다.

Fig. 33. Comparison of normalized precipitation predictions (blue bars) with observation

s (red bars). All years are cross validated (see the text for details). The dotted lines a

t 10.43 and 20.43 represent the threshold values for the tercile prediction. The correlati

on between predictions and observations was 0.85, the RMSE was 0.54, and the Gerrit

y score (GMSS) was 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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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 contingency table for the validation of statistical precipitation prediction. The

abscissa represents predictions and the ordinate represents observations. The

above-normal, near-normal, and below-normal cases were determined by normalized

values of 60.43. The percentage at the bottom left is the ratio of the number of

diagonally located years (i.e., correct tercile predictions) to the total number of years.

Prediction

Above Normal Below

Observation

 Above
1996, 1997, 2003,

2006, 2009, 2011
2001

Normal 2008
1998, 1999, 2000,

2004, 2005

Below 2005
1994, 1995, 2002,

2007, 2010, 2012

Percent = 84.2%

통계 예측 모델을 구성하는 예측인자 중 NPC인자는 4월의 해수면온도에서 3월의 해수면 온

도의 차이로 구하며 발달 경향성을 나타낸다. 이는 Fig. 32에서 북태평양에 이름 봄철부터 존

재하는 양의 해수면온도 아노말리가 점점 북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초봄에 10°N에서 관측된

최고점이(Fig. 32a) 늦봄에 35°N로 이동한다(Fig 32c). 이러한 경향성을 고려하여 NPC인자를

시간에 따른 발달 경향으로 인자를 선정하였다.

각각의 예측인자들은 봄 기간 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기와 해양의 물리 역학

적인 과정을 통하여 여름철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안정되고 Robust한 통계 예측 모델을

제공하고 강수와 대기순환장 및 바람장의 회귀계수 분포를 통해 각각의 예측인자들의 역학과

정을 분석하였다.

1) NPC

먼저 NPC는 북태평양의 해수면 온도의 아노말리와 관련이 있다. Fig. 34a는 장마기간 동안의

강수 아노말리와 21-24 pentad 평균한 NP지역의 해수면온도 아노말리의 회귀계수 분포이다.

유의한 양의 값이 한반도에 걸쳐 나타나며, 남중국해(SCS, 120°E)와 북서태평양(160°E) 영역에

서도 양의 회귀계수 분포와 더불어 대기 하층에서의 저기압성 바람 아노말리(vector)와 함께

나타난다. Fig. 34b와 34c는 봄과 장마기간에 대해 회귀계수 분포를 각각 나타낸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해수면 온도의 변동은 한반도에 걸쳐 나타나는 양의 강수 아노말리(Fig. 34a)때문이

다. 봄(Fig. 34b)에는 남해를 제외한 동반구 대부분의 북태평양 양의 해수면온도 아노말리가

나타난다. 또한 음의 해수면 온도 아노말리는 태평양 열대의 동부에 넓게 나타난다. 특히 양의

아노말리는 가지는 영역(10°-45°N in Fig. 34b)은 장마 기간에 이르러 점차 북태평양 북부(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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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N in Fig. 34c)까지 확장한다. 여기에서 양의 해수면 온도 아노말리가 지속되는 영역은 쿠

로시오의 근처에 위치하며 위도 45°N을 따라서 지표근처에서 경압성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

는 SST front를 형성한다. 이러한 지표 근처에서의 경압성은 결국 ‘Oceanic baroclinic adjustm

ent’를 통해 형성된 front를 강화시킨다.

Oceanc baroclinic adjustment를 이해하기 위해 스톰트랙과 관련된 역학 과정의 이해가 필요

하다. 경압성을 보이는 곳에 위치한 SST front 영역과 SPJ(Subpolar Jet)는 서로 밀접한 관련

이 있다. SPJ는 가용위치 에너지가 에디의 평균류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에디에 의해 만들어진 제트이다. 에디 열 플럭스는 순간적으로 에디의 경압 성장을 강화시키며

스톰트랙의 깊은 구조를 형성한다. 열 플럭스와 와도플럭스는 스톰트랙에서 다른 역할을 한다.

극으로 향하는 열플럭스는 대류권하층에서 지균풍의 동쪽으로 향하는 바람을 가속화시키고 대

류권상층의 서쪽으로 부는 바람을 강화시킨다. 이것은 스톰트랙를 따라서 동쪽으로 향하는 흐

름의 연직시어를 감소시킨다. 마찬가지로 와도수송은 스톰트랙에 있는 대류권의 동쪽으로 부는

바람을 가속화시킨다. 열 플럭스는 경압구조를 선호하는 반면 와도플럭스는 순압구조를 선호한

다. 두 개의 플럭스가 다른 역할을 하며 와도플럭스는 대류권상층에서 지배적이다. 그러므로

두 플럭스를 결합한 효과는 중위도 모든 연직층에서 동쪽으로 향하는 흐름을 가속화시킨다. 스

톰트랙에서의 강렬한 에디활동은 서쪽에서 오는 모멘텀을 아열대에서 북쪽으로 수송하고 SPJ

를 강화한다. 에디활동은 또한 서쪽에서 오는 모멘텀을 아래쪽으로 수송하고 하층의 서쪽에서

오는 제트를 유도한다. 결국 극 쪽으로 향하는 열 플럭스의 의한 하층의 경압성장은 SPJ와 중

위도 하층의 서쪽에서 오는 제트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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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The regressed (a) GPCP anomalies (contour intervals of 0.4mm day-1) from

15 June to 29 July, (b) SSTAs (contour intervals of 0.13 K) from 11 April to 25 M

ay, and (c) SSTAs from 15 June to 29 July against the springtime NP time series

(1994-2011). Shading indicates statistically significant regions at the 90% confidence

level. The regressed 850-hPa winds (vectors, ms-1) that were significant at the 9

0% confidence level are also plotted. The magnitude of the vectors is shown.



- 69 -

대양의 경압성 조절은 해수면 온도 전선 영역이 효과적으로 경압성으로 복원되는 과정을 나

타낸다. Sampe et al. (2010)의 연구에서는 규격화된 모델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해수면 온도

전선 위로 cross-frontal differential한 현열의 공급은 강한 지표 근처의 경압을 유지하는데 필

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표 부근에서 발생하는 편서풍은 해수면온도 전선대의 유지에 기

여하는 대양의 혼합층을 깊게 만든다. 이 양의 피드백은 경압성의 에디에 의해 고위도에 있는

대양으로부터 열을 운송하며 이러한 양의 피드백 과정이 지구 시스템 안에서 열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Fig. 35는 봄철의 NP와 늦은 봄철부터 장마기간까지의 해면기압 및 대기하층 바람 아노말리

의 회귀계수 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Fig. 35a에서 북서태평양과 남중국해를 포함하여 북태평

양까지 강한 저기압성 아노말리가 나타난다. 이 저기압성 아노말리는 NP와 열대 해수면 온도

아노말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요소인 ENSO에 의해 형성된다(Wang et al. 2000).

초여름에(Fig. 35b) 북태평양 북쪽으로 나타나는 고기압성 아노말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여기서 발생하는 고기압성 아노말리는 해수면 온도 전선이 대기에 지속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결과로 보인다. Fig. 35c는 지표에서 나타나는 편서풍이 해수면

온도 전선의 위치와 일치함을 보이며 이는 고기압 순환의 북쪽경계와 함께 나타난다. 이 편서

풍들은 200-hPa 지오포텐셜 고도 아노말리에서도 나타난다(50˚-55˚N; not shown). 이는 Sampe

et al.(2010)에서 보인 해수면온도 전선지대에서 나타나는 형태와 비슷하며 하층의 편서풍은 지

표근처의 해수면온도 전선지대 위의 경압성에 의해 강화된다. 또한 편서풍은 대류권 상하층 내

에서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해수면온도 전선 위의 지속적인 편서풍은 SPJ를 강화하거나

북태평양위의 고기압성 아노말리를 유도하며, NPSH의 북쪽으로의 팽창을 야기한다. 이것은 850

hPa 지오포텐셜 고도 아노말리 합성장에서도 나타난다. 비록 경압성의 에디는 장마보다 더 작

은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해수면 전선대는 봄과 여름동안에 계속 유지된다. 그러므로 전선대

가 강화되는 역학적인 과정을 통하여 전선대 위의 대기 순환장을 바꾸고 이것이 장마의 강수

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과적으로 Fig. 35c에서 나타나듯 여름철 일본 동쪽에 나타나는

고기압성 순환으로 인해 대류권 하층과 강화된 수증기 순환을 만들고 한반도 남쪽으로 따뜻하

고 습한 공기를 수송하는 형태를 보이게 됨에 따라 한반도 장마강수 강도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NPC인자의 값이 양의 아노말리 값을 가질 때 북태평양 부근에 해수면 전선대를 형

성하고 이러한 패턴이 지표와 대기 상층의 편서풍을 강화시키며 에디 활동을 증가시킨다. 이러

한 변동은 해양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여름철까지 전선대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조건

을 만들며 장마기간에 나타나는 대기 순환장을 변화시킨다. 특히 이러한 영향으로 일본 동쪽의

대기하층에 발생하는 고기압성 순환으로 인하여 한반도 남쪽으로 남동풍 기류를 형성하게 되

고 이로 인해 한반도 유입되는 수증기 플럭스 유입을 증가시켜 한반도 장마기간 강수 강도 증

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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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The regressed MSLP anomalies (contour intervals of 15hpa) against the sp

ringtime NP time Series for (a) 11 April-25 May, (b) 26 May-9 July, and (c) 15 J

une-29 July (all for 1994-2011). Shading indicates statistically significant regions at

the 90% confidence level. The regressed 1000-hPa winds (vectors. ms⁻¹) that were
significant at the 90% confidence level are also plotted. The magnitude of the vecto

rs is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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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The regressed (a) GPCP anomalies (contour intervals of 0.3mm day⁻¹) fro
m 15 June to 29 July, (b) SSTAs(contour intervals of 0.13K) form 6 April to 20 M

ay, and (c) SSTAs from 15 June to 29 July against the springtime NA1 time serie

s (all for 1994-2011). Shading indicates statistically significant regions at the 90% c

onfidence level. The regressed 850-hPa winds(vectors, ms⁻¹) that were significant a
t the 90% confidence level are also plotted. The magnitude of the vector is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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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A1

대서양 해수면온도 아노말리가 나타나며 발생하는 대기 순환장에 의해 장마강수가 영향을 받

을 수 있다(Fig. 36a). NA1은 봄에 대서양에서 발생하는 삼극자 패턴과 유사하며 이러한 형태

는 여름철 장마기간까지 유지되며 나타난다. 이러한 과정은 이전의 연구인 Wu el al.(2009)에

서도 잘 나타난다. 여기서 우리는 삼극자보다 두 개의 북쪽 쌍극자 패턴이 열대의 나머지 영역

을 더 포함한 것보다 장마지수와의 상관성 측면에서 더 선형적인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쌍

극자 패턴인 NA1을 예측인자로서 사용한다. 해당 영역에서 발생하는 해수면 온도 아노말리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 하층과 상층에 순압 로스비 파동이 생성되고 전파되어 통하여 유라시아

대륙을 지나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파열 같은 원격상관패턴은 이전의

연구에서 (Ding and Wang 2005; Sung et al. 2006; Yamaura and Tomita 2011) 연구된 패턴

이다. 비록 아시안 제트 웨이브 가이드의 연구를 통해 살펴보면 동아시아 여름몬순에 영향을

주는 것은 겨울철의 NAO라고 잘 알려져 있지만(Branstator 2002; Yang et al, 2002), 최근에

여름의 NAO도 북대서양에서 동아시아로 가는 웨이브 트레인의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혔다

(Wu et al. 2009; Yamaura and Tomita 2011). Sun et al (2008)은 상층 아시아 제트를 통해

동아시아에 큰 영향을 미치는 NAO의 중심이 1970년 후반 이후 동쪽으로 점차 바뀌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동아시아를 넘어 여름철의 온도 아노말리를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름철

NAO의 영향은 또한 동아시아 여름몬순의 아노말리 순환장을 바꾸고, 2일내에 한반도와 일본

지역을 아울러 많은 강수를 일으킬 수 있다(Seo et al, 2012).

Fig. 37는 장마기간 동안 300과 850hPa 지오포텐셜 필드에서의 합성장의 차이를 나타낸 그림

이다. 여기서 강한 경우는 여름기간동안 NA1 값들 중에서 0.75보다 큰 년도를 기준으로 하였

고, 약한 경우는 인자 값이 -0.75보다 작을 때의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Fig. 37a에서 고기압성

아노말리는 일본의 동쪽과 남동쪽으로 나타나며 상층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순압성 구조를

가진다(Fig. 37b). 또한 유라시아에서 일본 쪽으로 남하하는 순압성 로스비 파열의 경로는 북

대서양 위 0˚, 50˚N의 양의 아노말리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해당 영역으로부터 전파되는 파열

중 하나는 북쪽 유라시아 대륙 60˚N 근처를 지나가고, 다른 하나의 경로는 30˚N-40˚N 근처의

중위도 지역으로 전파한다. 이전의 전파는 Yamaura and Tomita(2011)과 Wu et al. (2009)에서

분석한 내용과 일치하는 형태이다.

북측 유라시아 제트 (60˚N)과 함께 NAO에 의한 대류권 상층에서 로스비 파동이 전파하는 가

운데 편서풍의 감속으로 인하여 전파 방향이 바이칼 호수 부근에서 남동쪽으로 바뀐다(Yamau

ra and Tomita 2011). 이러한 패턴은 CGT와 유사한 형태이다(Ding and Wang 2005). CGT는

북태평양과 북아메리카 영역 위에서 수평적 Wavenumber-5 구조를 가진다. 아노말리성 고기

압 중심은 유라시아, 중앙아시아의 서쪽, 동아시아, 북태평양, 북아메리카에 위치한다. Fig. 37a

에서 CGT와 관계가 있다고 여겨지는 3개의 아노말리성 고기압 중심이 관측되었다. 따라서 해

수면온도로부터 영향을 받아 여름기간동안 유지되는 NAO는 아한대와 중위도 아열대지역에서

의 제트 웨이브가이드를 통해 동아시아 쪽으로 전파하는 대류권 상층의 로스비웨이브를 강하

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파동의 전파는 아노말리 고기압성 순환을 일본의 남동쪽으로 형성하고

이러한 순환이 한반도 남쪽 대류권 아래쪽으로 습한 공기를 운송할 수 있다.

따라서 NA1인자가 양의 값을 가질 때 해당 영역에서 발생하는 대기 상하층의 대기 순환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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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 지역을 지나 동아시아 영역까지 순압 로스비 파동의 형태로 전파된다. 특히 일본 동

쪽의 대기 상하층에 순압구조를 가지며 발생하는 고기압성 순환으로 인하여 한반도 남쪽에 남

동풍을 계열의 바람장을 형성하여 한반도로 유입되는 수증기 수송을 증가시켜 장마기간 강수

강도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

Fig. 37. Composite difference (strong2 weak cases) fields for the (a) 300-hPa geopo

tential height anomaly (contour intervals of 10m) and the (b) 850-hPa geopotential

height anomaly (contour intervals of 5m) against summertime (15 June–29 July)N

A1time series (during 1994–2011). Shading indicates statistically significant regions

at the 90% confidence level. Composite criteria are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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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NINO

열대 해수면온도와 동아시아몬순 사이의 관계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Chang et al.

2000; Wang et al. 2000; Lee et al. 2008b). 식 (1)에서 장마지수와 음의 상관을 가지는

CNINO의 인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자의 값에 (-) 부호를 곱하여 분석을 하였다. Fig. 38은

CNINO와 강수 아노말리의 회귀계수 분포이다. Fig. 39, 40은 각각 CNINO와 해수면 온도 아

노말리, 대기 하층 지위고도장과 바람장의 회귀계수 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세 그림 모두 늦

은 봄(4월 1일 - 5월 15일), 초여름 (5월 11일 - 6월 24일), 장마기간(6월 15일 - 7월 29일)에

대해 회귀계수를 구하였다. 먼저 늦은 봄에는 남중국해에서 일본의 동쪽까지 나타나는 저기압

성 순환이 해당 지역에 양의 강수 아노말리를 만들고 한반도 근처에 동풍 아노말리를 형성한

다(Fig. 38a, 40a). 늦은 봄과 초여름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저기압성 아노말리 순환

은 점차 줄어들지만(Fig. 40b), 장마기간 까지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여전히 존재한다(Fig. 40c).

이와 더불어 장마기간 동안에는 고기압성 아노말리 순환이 일본의 동쪽으로 나타나고, 이것은

한반도 남쪽에서 발생하는 남동풍 아노말리를 통해 한반도에 양의 강수 아노말리를 유도한다

(Fig. 38c and 40c).

봄철의 CNINO에 의해 발생하는 물리 역학적인 과정은 한반도 여름철 장마 강수 강도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대기-해양 상호작용과 로컬 해들리 순환은 CNINO와 관련된 역학적

과정 이해에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봄철 동안에 음의 해수면온도 아노말리가 열대 태평양

과 인도양에서 나타나고 양의 해수면온도 아노말리는 아열대 중앙태평양 위에서 나타난다(Fig.

39a). 그러나 이러한 패턴은 여름철 장마기간까지 지속되지 않는다. 장마기간 동안, 열대 태평

양 위의 음이 해수면온도 아노말리는 약해지고, 서쪽으로 약간 연장되는 형태로 나타나며 인도

양에서 나타나는 음의 해수면 온도 아노말리는 늦은 봄과 여름기간 동안의 약해진다(Figs. 39b

and 39c). 그리고 북태평양 위의 양의 해수면 온도 아노말리는 중위도 40˚N 지역에 남아있었고

이러한 형태는 Fig. 34c에서 나타나는 형태와 유사하지만 그 위치가 다르다(i.e., the peak was

at 170˚E in Fig. 34c and at 150˚E and 160˚W in Fig. 39c). 음의 해수면온도 아노말리는 초여

름에서 장마기간 까지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발달한다(Figs. 39b, 39c).

봄철에 열대지방 대기하층에서 발생하는 강한 편동풍은 워커 순환에서 서쪽 가장자리의 강수

강도의 강화에 영향을 주고 동쪽 필리핀해에 양의 강수 아노말리를 형성한다(Fig. 38a). 대기

중층의 가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필리핀 해에서의 양의 강수 아노말리는 Matsuno-Gill

type response로 인해 서태평양에서의 (hereafter WNPC is used for the cyclonic Rossby

anomalies) 저기압성 로스비 아노말리를 형성한다(Gill 1980; Wang et al. 2000). Wang et

al.(2000)은 서태평양에서의 고기압성 아노말리가 동아시아의 연안 영해의 따뜻한 해수면 온도

와 무역풍에 의한 서태평양 위의 차가운 해수면 온도를 유도한다고 주장했다. 이 두가지 해수

면 온도 아노말리는 (the warm SSTA over the East Asian seas and the cold SSTA in the

western North Pacific) 해양-대기의 양의 피드백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중앙 열대 태평양의

해수면온도 만큼 중요하다. WNPC와 해수면 온도 사이의 양의 패드백의 메커니즘은 초여름

WNPC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Wang et al. 2000). 게다가 WNPC의 변화는 로컬 해들

리 순환에 의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Fig. 38b에서 나타나는 무역풍은 에크만 수송을 만들어

적도를 따라 차가운 해수면온도 아노말리가 나타난다. 차가운 해수면온도 아노말리는 해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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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을 약하게 만들고, WNP지역에서의 북태평양 아열대 고기압의 서쪽 확장을 약하게 만들

게 된다(Chang et al. 2000). WNPC는 또한 Ekman-induced upwelling으로 남중국해에서의 차

가운 해수면온도 형성에 영향을 준다(Chang et al. 2000). 즉, 대기 해양 상호작용과 로컬 해들

리 순환을 포함하는 두 가지 과정은 여름철 장마기간까지 WNPC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유지되는 WNPC는 PJ-like teleconnection을 통해 일본의 동쪽(Fig. 40.c)으로 고기압성

아노말리를 형성한다.

따라서 봄철 CNINO는 WNPC를 형성하고 이러한 패턴이 지속됨에 따라 파동에너지를 북동

쪽으로 전파하며 일본의 동쪽에 고기압성 순환을 형성하여 한반도 남쪽으로 남동풍 기류를 발

생시키며 한반도로 유입되는 수증기 플럭스를 증가시켜 강수 강도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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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 The regressed GPCP anomalies (contour intervals of 0.4mm day⁻¹) against
the reversed springtime CNINO time series for (a) 1 April - 15 May, (b) 11 May

- 24 June, and (c) 15 June - 29 July (all for 1994-2011). Shading indicates statistic

ally significant regions at the 90% confidence level, the regressed 850-hPa winds

(vectors, ms⁻¹) that were significant at the 90% confidence level are also plotted. T
he magnitude of the vectors is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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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 The regressed SSTAs (contour intervals of 0.13K) against the reversed spr

ingtime CNINO time series for (a) 1 April - 15 May, (b) 11 May - 24 June, and (c)

15 June - 29 July (all for 1994-2011), Shading indicates statistically significant regi

ons at the 90% confidence level, The regressed 850-hPa winds (vectors, ms⁻¹) that
were significant at the 90% confidence level are also plotted. The magnitude of the

vectors is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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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0. The regressed 850-hPa geopotential height anomalies (contour intervals of

1m) against the reversed springtime CNINO time series for (a) 1 April - 15 May,

(b) 11 May - 24 June, and (c) 15 June - 29 July (all for 1994-2011), Shading indic

ates statistically significant regions at the 90% confidence level, The regressed 850

-hPa winds (vectors, ms⁻¹) that were significant at the 90% confidence level are al
so plotted. The magnitude of the vectors is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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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은 각 예측인자들이 장마기간 강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 순환장을 만드는 과정

을 간략하게 나타낸 모식도이다.

Fig. 41. A schematic diagram illustrating the dynamic processes associated with the

three predictors (i.e., SST anomalies over the central North Pacific, the North Atlan

tic, and the tropical central/eastern Pacific). In the bottom panel, the red (blue) sha

ding denotes the positive (negative) SST anomalies. The anticyclonic circulation an

omaly to the east or southeast of Japan (which is the most crucial component for

modulating interannual changma precipitation variability) is plotted with dark blue s

hading.

1) NPC : 봄철의 NP지역 해수면 온도아노말리는 양의 해양-대기 상호작용으로 북태평양에서

자오면 해수면 온도 전선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양의 피드백은 지표 근처의 경압

과 storm tracks을 강화한다. 또한 태풍의 경로의 안에서는 해수면 온도 전선을 강화한다. 이

러한 과정들은 북태평양 아열대 고기압의 북서쪽으로의 팽창을 유지하고 유도하는 역할을 하

게 된다.

2) NA1 : NAO에 의해 발생하는 것과 유사하게 순압 로스비 파동 전파를 통해 동아시아 여름

몬순기간의 순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로스비 파동은 제트류를 따라 동아시아로 전파된다.

이러한 파동의 전파에서 만들어지는 아노말리 중 동쪽의 큰 고기압성 아노말리는 일본 동남쪽

에 위치해 있으며, 이러한 패턴은 한반도에 남쪽으로부터 수증기 수송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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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장을 형성하게 된다.

3) CNINO : CNINO는 열대 중앙 태평양 위의 강한 음의 해수면 아노말리에 의해 그 특성이

만들어지며 Maritime continent 쪽으로 부는 열대 편동풍 아노말리에 의해 필리핀해의 강수를

증가시킨다. 증가된 강수로 인하여 대기가 가열되고 이것이 강제력으로 작용하여

Matsuno-Gill-type 반응의 형태로 북서태평양 지역에서의 저기압성 아노말리 순환을 유도한

다. 이러한 순환장이 여름철까지 지속되면서 P-J 패턴의 형태로 일본 동쪽에 고기압성 아노말

리 순환장을 생성하게 된다.

선정된 각 예측인자의 강도가 강하게 나타날 때 장마기간 동안 일본 동쪽의 대기 하층에 고

기압성 지위고도 아노말리가 형성되어 우리나라 남쪽에 남풍 또는 남동풍 기류를 만들고 한반

도로 유입되는 수증기 수송을 증가시켜 장마기간의 강수 강도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

혔다. 1994년부터 2012년까지 총 19년을 예측하였고 관측 값과의 상관계수는 0.85로 기존 역학

및 수치 모델의 앙상블 결과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 또한 동아시아 몬순 시스템 내에서도

영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시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장마 강수강도에만 초점을

맞추어 분석했으며, 여름철 장마기간 강수강도를 봄철에 관측된 해수면온도 자료로 예측하여

예보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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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양한 통계 모델을 이용한 앙상블 기법을 적용하여 동아시아 여름철 대기 순환 통계모델 구축 및 활용

가능성 검증

동아시아 여름몬순 및 장마에 대한 예측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앞서 구축한 통계 예측모델을 기반으로

동아시아 여름몬순에 영향을 주는 예측인자들을 추가로 선정하였다. 특히, 기존에 예측인자를 선정하기 위하

여 사용했던 해수면 온도 자료 이외의 경계 강제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기와 지표의 예측인자로서 상향장

파복사와 눈덮임 자료를 사용하였다. 예측인자를 선정하는 과정은 Lee and Seo (2013)에서 제시한 교차검정

과 전방 단계별 회귀방법을 사용하여 선정된 인자 중 물리적 해석이 용이한 인자를 채택했다.

통계 모델을 3개 더 구축하고 각 통계 모델의 앙상블 평균한 값을 관측 값과 비교하여 예측성능을 평가하였

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통계 예측 모델에 사용된 예측인자들에 대한 정보를 Table 5에 제시하

였다. 예측인자들 중 NA1 (North Atlantic), NPC (North Pacific), CNINO (Central tropical

pacific)는 Lee and Seo(2013) 에서 구축한 예측 모델에서 선정된 영역이며 북인도양

(Northern Indian Ocean; NIO) 해수면온도, 베링해 (Bering Sea; BS) 해수면온도, 유라시아 눈

덮임(Eurasian Snow cover; EUSC), 북서태평양 상향장파복사 (Western North Pacific;

WNP(OLR)) 인자를 새롭게 선정하였다.

Fig. 42는 선택된 영역을 나타내며, 검은색 박스는 기존의 예측인자이고 파란색 박스는 새롭

게 선정된 영역이다. NA1와 EUSC는 각각 NA(a) – NA(b), EUSC(a) – EUSC(b) 로 (a) 영

역과 (b) 영역의 차이를 인자로 정의했다. 또한 WNP(OLR)은 상향장파복사 자료를 사용하여

선정한 예측인자이다. 본 예측 모델 구축에 사용된 인자들과 예측모델들을 아래의 식으로 나타

내었다.

위의 식들은 선정된 예측인자들로 통계 예측 모델을 구축한 결과이다. 은 장마강수강도 지

수이고 괄호안의 영문은 예측인자명이며, 각 예측인자 앞에 붙은 계수는 각 인자의 계수이다.

(1)의 식은 Lee and Seo (2013)에서 구축한 예측 모델이며 첫 번째 회귀모형에 해당하고, (2),

(3), (4) 식은 각각 두, 세, 네 번째 회귀모형으로 새롭게 구축한 예측 모델이다. 식 (1)은 NA1,

NPC, CNINO의 인자로 구성되며, 장마 지수와 양의 상관을 가지는 NA1와 NPC는 각 인자 앞

에 양의 계수가 나타나지만 음의 상관을 가지는 CNINO는 음의 계수가 나타난다. 그리고 식

(2)는 NA1, NIO, BS의 인자로 구성되며 BS는 장마 지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나 NIO는 음

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식 (3)는 NA1, NPC, WNP(OLR)로 구성되며 WNP(OLR)은 장마 지수

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마지막 식 (4)은 NA1, NIO, EUSC로 구성되며 EUSC는 장마 지

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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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List of potential predictors selected in the forward-stepwise regression

procedure.

Selected predictors Areas Period

North Atlantic 1 (40°–15°W, 55°–60°N)
–(80°–40°W, 30°–45°N) 4/6–4/25

Northern Pacific change 160°–210°E, 20°–35°N (4/11–4/30)
–(3/22–4/10)

Central Pacific NINO 160°–140°W, 15°S–10°N 4/1–4/20

Northern Indian ocean 67°–85°E, 11°–22°N 4/16–4/30

Bering Sea 175°E–165°W, 55°–65°N 3/12–3/31

Eurasian Snow Cover (20°–50°E, 50°–60°N)
–(100°–130°E, 50°–60°N) 3/1–5/31

Western North Pacific 110°E–140°E, 0°–20°N 5/11-5/30

Fig. 42. The areas for the selected predictors.

Fig. 43은 예측 기간 동안의 각 통계 모델의 장마 강수 강도의 예측 값과 관측 값을 나타낸

다. 관측 값인 장마 강수강도 지수는 검은색 실선 값이며 1st, 2nd ,3rd, 4th 회귀 모델l의 예측 값

은 각각 파란색 점선, 빨간색 점선, 주황색, 금색 점선으로 표현하였다. Lee and Seo(2013)에서

구축한 (1)모델의 예측 값과 관측 값의 상관계수는 0.81, 평균제곱근오차는 0.60이며, 본 연구에

서 새롭게 구축한 모델인 (2)의 예측 값과 관측 값의 상관계수는 0.83, 평균제곱근오차는 0.56

이고, (3)의 상관계수는 0.85, 평균제곱근오차는 0.54이며, (4)의 상관계수는 0.80, 평균제곱근오

차는 0.62으로 나타나 기존연구에서 제시된 통계 모델과 거의 비슷한 예측 성능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장마 강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예측인자들을 고려하고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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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모델보다 예측 성능을 높이기 위해 각 모델을 앙상블 평균하였다.

Fig. 43. Observed precipitation anomalies (black solid line) and predicted precipitation

anomalies (1st regression model : blue dashed line, 2nd regression model : red dashed

dot line, 3rd regression model : orange dashed dot line, 4th regression model : yellow

dashed line). The dotted lines represent 0.43 and -0.43, respectively.

Fig. 44에서 단순 앙상블 평균을 통하여 장마기간 강수를 예측한 결과와 관측 값을 나타내었

다. 여기서 파란색 막대는 관측 값인 장마지수를 나타내고 빨간색 막대는 앙상블 평균된 예측

값이다. 앙상블 평균하여 구한 예측 값과 관측 값의 상관관계는 0.92, 평균제곱근오차가 0.44로

Lee and Seo(2013)에서 제시한 모델의 예측성능보다 상관관계는 약 19%, 평균제곱근오차는 약

16.6%정도 향상되었다. Fig. 44의 점선은 1994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 강수강도를 정규화된 크

기를 기준으로 1/3씩 나누는 선으로 정규분포에서 ±0.43값에 해당한다. 이 값을 기준으로 관측

값과 예측 값을 각각 +0.43의 위 영역에 위치하면 강함, 중간에 위치하면 보통, -0.43의 아래에

위치하면 약한 해로 분류하여 Table 6에 제시하였다. Lee and Seo(2013)의 통계 모델에서는

총 예측 21년 가운데 76.2%를 맞추었고 앙상블 평균한 결과는 85.7%를 맞추어 기존에 비하여

9.5% 향상되었다. 특히 앙상블 평균한 예측 값은 기존 통계 모델에서 낮은 예측도를 보였던

2013, 2014년도 값을 잘 예측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개의 예측 모델에 상대적인 가중치

를 동등하게 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구한 가중(Weighted) 앙상블 방법을 통해 구했을 때도 비

슷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새롭게 선정된 예측인자들이 한반도 장마 강수에 주는 영향

을 분석하였다. Fig. 45는 기상청 60개 기상관측소 강수자료와 BS, EUSC, NIO, WNP(OLR)

인자의 상관관계분포와 GPCP 강수자료를 장마기간에 대하여 BS, EUSC, NIO, WNP(OLR) 인

자의 회귀 계수 분포를 구한 결과이다. Figs. 45a, 45b, 45c, 45d의 실선은 상관관계 값이고

Figs. 45e, 45f, 45g, 45h의 실선은 회귀계수 값이며 음영으로 된 곳은 상관계수가 10% 유의수

준 임계치보다 큰 값을 가지는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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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 Observed precipitation anomalies (red bars) and ensemble mean precipitation

anomalies (blue bars). The dotted lines represent 0.43 and -0.43, respectively.

Table 6. A contingency table for validation of the simple ensemble prediction.

Prediction

Above Normal Below

Observation

 Above
1996, 1997, 2003,

2006,  2011
2001

Normal 2009
1998, 1999, 2000,

2004, 2008, 2013

Below 2007

1994, 1995, 2002,

2005, 2010, 2012,

2014

Percent = 86%

우리나라에서 BS, EUSC인자와 장마 지수간의 상관이 각각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진다(Figs.
45a, 45b). 이는 BS, EUSC인자가 양의 값을 가질 때 한반도 여름철 장마기간 강수의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하고 이는 GPCP 강수자료와의 회귀계수 분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Figs. 45e, 45f에서는 한반도뿐 아니라 북동중국 부근 서쪽에 유의한 양의 상관을
보이고 그 동쪽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을 보인다. NIO, WNP(OLR) 인자는 장마강수 강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므로 인자 값에 (-) 부호를 곱해 상관계수와 회귀계수의 분포를 나타냈다
(Figs. 45c, 45d, 45g, 45h). Fig. 4c에서 우리나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중부지방 이북으로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한반도 남쪽과 북쪽이 상반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Fig. 45g의 GPCP 강수자료와의 회귀계수 분포에서도 나타난다.
그리고 한반도의 남쪽 동중국해 부근에 음의 강수 아노말리가 나타나고 필리핀해 남동쪽으로
양의 강수 아노말리가 유의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은 Lau et al. (2000)에서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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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몬순 시스템에서 강수의 패턴이 삼극자(tripole) 형태로 나타나는 것과 닮아있다. Fig.
45d에서 우리나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NIO와 인자의 결과와 더불어 Fig. 45h에서도 한반도의 남쪽 동중국해 부근에 음의 강수
아노말리와 필리핀해 남동쪽으로 양의 강수 아노말리가 유의하게 나타나는 강수의 삼극자
형태가 나타났다.
이렇게 선정된 인자들이 어떠한 대기 순환과정을 통해 한반도 장마와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Fig. 46는 NCEP/DOE 재분석자료의 850 hPa 지위고도장과 BS, EUSC, NIO,
WNP(OLR) 인자의 회귀계수 분포를 구한 결과이다. 실선은 회귀계수의 값이며 음영으로 된
곳은 상관계수가 10% 유의수준 임계치보다 큰 값을 가지는 영역이다.

Fig. 45. Correlation maps of (a) the BS (contour, CI: 0.1), (b) the EUSC, (c) the rev

ersed NIO (d) the WNP for the KMA 60 stations anomalies during 15 June-31 July

for 1994-2011. The GPCP anomalies (contour, CI: 0.3 mm day-1) regressed against

(e) the BS, (f) the EUSC, (g) the reversed NIO and (h) the reversed WNP for 15 J

une-29 July for 1994-2011. The 90% confidence area is shaded with red color (a pos

itive correlation) and with blue color (a negative correlation).

BS인자와 850 hPa 지위고도장의 회귀계수에서 북동중국에 저기압성 아노말리가 나타나고 그

동쪽 오호츠크해 부근에 고기압성 아노말리가 나타난다(Fig. 46a). 이러한 기압 패턴은 Fig. 45

e에서의 GPCP 회귀계수 분포에서 나타난 강수 아노말리의 특징과 관계가 있다. 다시 말해 저

기압성 아노말리가 존재하는 북동중국의 서쪽 지역은 양의 강수 아노말리가 생기며, 고기압성

아노말리가 존재하는 북동중국의 동쪽 지역은 음의 강수 아노말리가 생긴다. 여기서 오호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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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부근에 나타나는 고기압성 순환이 이른 여름철부터 발달하는 오호츠크해 고기압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BS 인자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강한 강도로 발

달하는 오호츠크해 고기압이 남쪽으로부터 확장하는 북서태평양과의 대치를 이루며 장마전선

이 더 강하게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다. 비록 대기 하층 지위고도장 분석의 경우

오호츠크해 부근의 고기압성 순환이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주로 봄과 이른 여름철에 발

달하는 오호츠크해 고기압의 특성상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장마기간 중 앞의 기간에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베링해 지역의 해수면 온도는 간헐적으로 여름철 장마기간에 영향을

미쳐 대기 순환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Zhao et al. (2004)에서는 베링해와 오호츠크해 부근의

봄철 해빙자료를 이용하여 이 영역에서의 변동성이 여름철 동아시아몬순에 영향을 주는 순환

패턴을 만들어 낸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EUSC인자와 850 hPa 지위고도장의 회귀계수 분포 또한 북동중국에 저기압성 아노말리가 보

이며 그 동쪽 오호츠크해 부근에 고기압성 아노말리가 보인다(Fig. 46b). BS인자의 결과와 비

교했을 때 저기압성 아노말리의 경우 조금 더 북쪽에 위치하고 고기압성 아노말리는 더 동쪽

에 위치하며, 특히 오호츠크해 부근에 나타나는 순환이 유의하게 나타난다. 이는 BS인자와 더

불어 장마기간에 발달하는 오호츠크해 고기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Yim et al. (2

010)에서는 봄철 유라시아 영역의 눈덮임 자료로 경험적 직교함수를 사용하여 나온 두번째 모

드가 동서 쌍극자 패턴을 나타내며 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때 여름철 한반도 강수량 증

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눈덮임 자료로 경험적 직교함수를

통해 얻은 값을 예측인자로 한 모델보다 봄철에 눈 덮임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영역인 유

라시아 동서영역을 예측인자로 선정하여 만든 모델의 예측성능이 더 좋으며, 장마 지수와의 상

관관계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눈덮임 예측인자가 더 높다.

NIO인자는 장마강수 지수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므로 인자 값에 (-) 부호를 곱해 회귀계수

의 분포를 나타냈다. Fig. 46c에서 장마기간 대기 하층에 중국 내륙과 남중국해, 동중국해, 북

서태평양 일부 영역까지 저기압성 순환이 유의하게 나타난다. 이 저기압성 순환이 한반도 남쪽

에 남동풍계열의 바람을 만들어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수증기 수송을 증가시켜 장마기간 강수

강도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적으로 장마기간에는 북서태평양 고기압

확장과 함께 남서풍에 의해 강수 강도가 증가하지만, 저기압성 순환의 영향으로 남동풍 계열의

바람에 의한 습윤 이류에 의해 장마 강수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여러 순

환장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한반도 장마 강수가 영향을 받고 있다.

WNP(OLR)인자도 장마강수 지수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므로 인자 값에 (-) 부호를 곱하여 회귀

계수의 분포를 나타냈다. Fig. 46d의 경우에는 NIO인자의 결과 보다는 유의한 영역과 회귀계수의

값이 작게 나타지만 장마기간 대기 하층에 중국 내륙과 남중국해, 동중국해, 북서태평양에 걸쳐 저

기압성 순환이 유의하게 나타난다. 이는 NIO인자와 더불어 장마기간에 한반도 남쪽에 발생하는 저

기압성 순환이 남동풍 계열의 바람을 만들어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수증기 수송을 증가시켜 장마기

간 강수 강도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87 -

Fig. 46. The 850-hPa GPH anomalies (contour, CI: 1 m) regressed against (a) the BS

(contour, CI: 0.1), (b) the EUSC, (c) the reversed NIO and (d) the reversed WNP dur

ing 15 June - 29 July for 1994-2011. The 90% confidence area is shaded with red col

or (a positive correlation) and with blue color (a negative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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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3년 여름철 장마의 특징 및 메커니즘 상세 분석

2013년도 여름철에 중국 북동부 지역, 한반도, 일본 북부 지역의 기온이 평년에 비해 매우 높

았고, 강수는 7월 동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발생되었다. 더불어 중부지방 북쪽지역에는 1.5 표

준편차 이상의 강한 강수가 내렸고, 남부지방에는 0.5 표준편차 이하의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

었다 (Fig. 47). 이러한 평년과 다른 동아시아 여름철 몬순의 특징은 2013년 7월 평균값을 나타

낸 Fig. 47의 500-hPa 지위고도 등치선에서 북서태평양 고기압의 이른 북진과 캄차카 반도 상

공의 고기압 그리고 서쪽의 기압골에 의해 발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47. Geopotential height (contour) and temperature anomaly (shading) in

500-hPa (upper panel) and normalized precipitation (lower panel) in July, 2013.

이러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1979년부터 2012년까지 과거 자료를 사용하여 인도와 남중국해

지역의 대류현상에 의한 비단열 가열항 (Q1)이 1.0 표준편차 이상의 강한 경우일 때 합성분석

을 수행하였다(Fig. 48). 두 가지 이상의 wave-train이 같은 지역으로 전파되는 경우 교란작용

을 통해 wave의 전파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Seo et al. (2012)을 바탕으로 두 개의 강제력

을 동시에 고려하였고, 각각의 강제력에 의해 생성된 wave-train이 전파되는 속도를 고려하기

위해서 인도지역의 경우 15일 이후, 남중국해의 강제력의 경우 2일 이후에 각각 동아시아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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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준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stationary wave를 가정하여 15일간의 평균을 하나의 case로 선

정하였다. 그 결과 총 34년 동안 6월에서 7월까지 자료에서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총 53개의

case에 대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Fig. 48의 500-hPa 지위고도 패턴을 보면,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반도 쪽으로 발달한 북서태평양 고기압, 캄차카 반도 주변의 고기압, 그리고 서쪽에 바이칼

호수를 중심으로 발달한 기압골까지 2013년 패턴과 유사한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색으로 나타낸 기온에서도 강도가 약하긴 하지만 한반도의 고온 현상을 잘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아래에 나타낸 강수 그림에서는 한반도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구분되지는

않지만 강수의 중심이 북한에 나타나며 한반도 남쪽에 건조지역이 잘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

었다.

Fig. 48. Composite maps (15 days mean) of geopotential height (contour) and air

temperature (shading) in 500–hPa (upper panel) and precipitation (lower panel)

with respect to the indian rainfall (15 days lag) and south China sea convection (2

days lag) related diabatic heating (above 1 standard deviation in both ind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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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지역의 강제력에 의한 북쪽방향의 로스비 파동은 이미 P-J 패턴 등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인도 지역의 강제력에 의해 생성되는 중위도 파동은 아직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다. 인

도 지역의 강수에 의한 대기의 반응은 열대지역의 Gill (1980) 타입 반응을 통해 북서태평양

지역에 고기압을 강화시킬 수도 있지만 (Wang et al. 2013), Wang et al. (2005)에 따르면, 카

스피해 서쪽의 남풍계열의 바람에 의해 중위도로 vorticity가 이류되어 wave-train을 형성 할

수 있다 (Fig. 49). 이는 또한 와도 방정식으로부터 이해될 수 있다 (Lin 2009).










  (1)

위 식에서 S는 vorticity source, 는 선형 damping 항을 의미하며, 남북 바람에 의한 절대와

도 이류으로 인한 열대지역의 forcing에 의해 중위도 로스비파가 생성되게 된다. 일반적인 로

스비파 이론은 동서 평균된 배경장을 고려함으로써 남북바람은 무시되지만, 지역적으로 강한

남북류가 존재하는 경우에 영향을 무시할 수 없게 된다.

Fig. 49. Climatological mean zonal (upper panel) and meridional (below panel) wind

(200 hPa) in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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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 경압 모델(LBM)을 사용하여 인도 지역의 강제력이 중위도 wave-train을 만드는 과정을

실험한 결과, Fig. 49의 카스피해 서쪽의 남풍 지역을 통해서 북쪽으로 로스비파가 전파 되는

것으로 모의되었다(Fig. 50).

Fig. 50. Model experiments for the verification of Indian region forcing. Contour

shows the 500-hPa geopotential height and shading denotes prescribed atmospheric

diabatic heating (LBM).

2012년 강수 메커니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동아시아 또는 한반도 장마 강수량을 변동시키는

주요 인자로 인도와 남중국해 또는 북서태평양 지역의 변동성을 주의해서 모니터링 해야 한다.



- 92 -

제3절 기상청 장기예보모델의 동아시아 몬순/장마 예측성 향상 방안 연구

1. 기상청 장기예보모델의 과거기후재현적분의 분석과 예측성 평가를 통한 모델 개선 방안 연구

기상청 장기예보모델인 GloSea5에서 각 월별 초기장 자료를 사용하여 얻은 예측값을 통하여

한반도 장마에 대한 예측성 평가를 시행하였다. Fig. 51은 GloSea5에서 2014년 2월부터 5월까

지 각 월별로 2014년 장마기간 (6/15–7/31)에 대하여 대기 순환장 및 강수 아노말리 패턴을

예측한 결과를 나타낸 그림이다. 실선 및 점선은 대기 하층 지위고도장 아노말리 값을 나타내

며 강수 아노말리는 음영으로 대기하층 수분속은 벡터로 나타내었다. Fig. 51a, b에서는 한반도

남부지방과 그 남쪽으로 저기압성 아노말리 순환이 나타난다. 이러한 패턴은 여름철에 한반도

및 중국으로 확장하는 북서태평양 고기압의 확장을 저지하며 장마전선의 북상을 막아 한반도

에 내리는 강수량을 감소시킨다. 이는 장마기간에 강수 강도를 약화시키는 일반적인 패턴이며

실제 2014년 장마 강수기간에 나타난 대기 순환장 및 강수의 형태와 비슷하다.

Fig. 51c는 Fig. 51a, 51b와 유사하게 저기압성 순환이 한반도 남쪽과 동중국해를 중심에 위치

하며 북서태평양 고기압의 확장을 저지하고 전선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 동쪽에

위치한 고기압성 순환과 더불어 남풍기류의 한반도 남쪽에 남풍계열의 바람을 형성하며 우리

나라로 유입되는 수증기 수송을 증가시켜 장마기간 강수강도 증가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는

저기압성 순환 및 일본 동쪽에 위치하는 고기압성 아노말리 순환장의 영향으로 남동풍 계열의

바람에 의한 습윤 이류에 의해 장마 강수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51d에서는 앞서 예측한 결과와는 다른 순환장의 형태가 나타난다. 한반도 남쪽으로 남중

국해와 북서태평양 부근에 고기압성 순환이 나타나고 그 북쪽으로는 저기압성 순환이 나타난

다. 이러한 기압 배치는 우리나라 남쪽에 남풍계열의 바람을 형성하고 한반도로 유입되는 수증

기 수송을 증가시킴에 따라 한반도에는 양의 강수 아노말리가 나타나게 된다.

2014년의 장마기간에는 한반도 남쪽으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부근에 저기압성 순환이 강하

게 나타났고, 이로 인해 북서태평양 고기압의 확장이 억제되어 장마 전선의 북상을 막아 한반

도 강수는 평년보다 적은 강수량을 보였다. 기상청 장기예보모델에서의 2월, 3월 초기장 자료

를 사용하여 예측한 경우에는 순환장 및 강수 패턴이 관측값과 유사하지만 4월, 5월의 예측은

실제 관측값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형태를 보인다. 하지만 2, 3월의 자료를 사용한 예측의 경우

에도 실제 값과는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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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 Anomalies fields of 850-hPa geopotential height (contour, intervals of 1 gpm) ,

850-hPa moisture flux(vector, units of m/s) and precipitation(color, mm/day) from the

KMA dynamical model (the initial condition of (a) february, (b) march, (c) april and

(d) may, respectively).

기상청 장기예보모델과 관측값의 분석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한반도 주위의 저기압 및 고기압

순환장의 형태가 비슷하더라도 그 정확한 위치와 강도에 따라 한반도 장마 강수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따라서 여름철 장마기간 한반도 주위에 나타나는 순환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들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 특히, 앞서 한반도 장마강수 강도를 예측하는 통계 모델에서

는 여름철 대기순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봄철의 해수면 온도나 눈덮임과 같은 경계 강제력들

이 여름철 동아시아 몬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대기 순환장

의 형성할 수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기상청 장기예보모델에서도 봄철의 경계 강제력 값들이

실제 관측값과 얼마나 유사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개선한다면 동아시아 여름몬순 예측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Fig. 52는 기상청 장기예보 모델에서 2014년 각 월별로 예측한 당해 장마기간(6/15 – 7/31)

의 전구 지표면 온도 아노말리를 나타낸 그림이다. 음영으로 표기된 영역은 지표면 온도 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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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리를 나타낸 것이다. 2월부터 5월까지의 초기장을 사용하여 예측한 결과 북대서양 지역에서

는 북쪽부터 음과 양의 아노말리 지표온도 형태가 나타난다. 또한 중태평양에는 약한 양의 아

노말리가 나타나며 동태평양에서는 양의 아노말리가 점차 강하게 나타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북서태평양 및 북인도양 영역의 해수면 온도 아노말리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난다. 실제 장

마기간 동안 나타난 관측값에 비해 많은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이러한 해수면 온도의 예측

성을 향상 시킨다면 동아시아에 나타나는 강수 및 순환장에 대한 예측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수면 온도에 대한 예측성능을 개선한다면 동아시아 몬순에 대한 예측

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Fig. 52. Skin temperature anomalies maps from the KMA dynamical model(the initial c

ondition of (a) february, (b) march, (c) april and (d) may,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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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축된 통계예측모델과의 예측성 비교 분석

기상청 장기예보모델에서 예측한 장마기간의 한반도 강수강도와 앞서 개발한 한반도 장마 강

수강도 예측을 위한 앙상블 통계모델과의 예측성을 2014년도 장마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Table 7에 한반도 기상관측소와 앙상블 통계모델, 기상청 장기예보 모델의 2014년 장마기간

예측값을 나타내었다. 먼저 장마기간 동안의 실제 관측 강수량의 아노말리는 –4.58mm/day로

평년보다 적게 왔으며 앙상블 통계 예측 모델 또한 –2.8mm/day로 평년보다 적은 강수량을

예측하였다. 기상청 장기예보모델의 경우에는 2, 3월의 초기장 자료를 사용하여 예측한 아노말

리는 각각 –0.13mm/day, -0.04mm/day 평년을 밑도는 강수 강도를 보였으나 4, 5월 초기장

자료를 사용하여 예측한 아노말리는 각각 0.60mm/day, 0.27mm/day로 양의 강수 아노말리를

보였다. 각 값은 아노말리 값으로서 절대적인 비교가 용이치 않기 때문에 실제로 구축한 통계

예측모델과 기상청 모델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예측성능 차이를 보이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앙상블 통계 예측 모델을 구성하는 4개의 모델은 모두 장마기간 동안의 강수를 음의 강수 아

노말리로 예측하여 기상청 장기예보모델이 4, 5월 초기장 자료를 사용하여 예측한 결과가 나타

내는 양의 강수 아노말리에 비해 예측 능력 또는 안정성 측면에서 조금 더 우수한 것으로 판

단된다. 또한 구축된 통계 예측 모델 값들의 안정성 검증을 위하여 각 예측 모델의 인자에 해

당하는 기간을 5일씩 동시에 앞당겨 인자 값을 구하여 예측한 결과에서도 선형적으로 감소하

는 형태가 나타나 모델이 가질 수 있는 불안정성이 적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7. Precipitation anomalies from the observation, ensemble statistical model

and KMA dynamical model (4-different initial state).

Observation Ensemble statistical model KMA forecast model

-4.58 mm/day -2.8 mm/day

201402 -0.13 mm/day

201403 -0.04 mm/day

201404 0.60 mm/day

201405 0.27 mm/day

Fig. 53은 기상청 장기예보모델의 2014년 매월 초기장으로 예측한 한반도 장마기간 강수 아노

말리의 평균값과 최대 최소값을 나타낸 그림이다. 2, 3월 초기장으로 예측한 결과는 음의 평균

아노말리 값을 나타내지만 최대값은 양의 아노말리로 예측하였다. 4월 초기장으로 예측한 결과

는 양의 평균 아노말리 값을 나타내고 최대값, 최소값 모두 그 범위가 평균값과 비슷한 값을

나타낸다. 5월 초기장으로 예측한 결과는 양의 평균 강수 아노말리가 나타나고 최대값은 양의

아노말리 값으로 예측하였으나 최소값은 음의 아노말리로 예측하여 2월에서 5월까지의 예측

중 예측의 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그리고 Table 8은 앙상블 통계 예측 모델을 구성하는 예측 인자들 중 해수면 온도자료를 이

용한 인자 영역 및 기간을 기상청 장기예보 모델의 지표온도 자료를 사용하여 동일하게 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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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노말리 값이다. 해수면 온도의 인자는 3, 4월의 자료만 사용했기 때문에 2월과 3월의 초기장

을 사용한 값만 나타내었다. 비록 정규화한 값이 아니라 통계 모델의 인자 값과 절대적인 비교

는 용이치 않지만 모든 인자의 값에서 나타나는 값들은 실제 2014년 각 기간 및 영역에서 나

타난 값들과 비슷한 값을 보인다. 특히 북대서양 지역과 베링해 지역의 아노말리가 크게 나타

나는데 올해에는 다른 인자에 비해 북대서양 영역의 해수면 온도 아노말리가 음으로 크게 나

타났고 따라서 해당 영역에서의 강제력으로 인하여 장마 강수 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었을 것

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3월 초기장 자료를 사용하여 구한 결과 값과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Fig. 53. The range of Changma rainfall anomaly. The KMA dynamical model is integr

ated from February, March, April and May (each month have 4-ensemble members).

Table 8. Springtime skin temperature anomalies of selected predictors from the KMA

dynamical model(2-different initial state).

Selected predictors 201402 201403

North Atlantic 1 -0.96 -0.86

Northern Pacific change 0.05 -

Central Pacific NINO 0.23 0.29

Northern Indian ocean 0.02 -

Bering Sea 0.77 -

Table 9은 앙상블 통계 예측 모델을 구성하는 예측 인자들 중 해수면 온도자료를 이용한 인

자 영역 및 기간을 기상청 장기예보 모델의 지표온도 자료를 사용하여 동일하게 여름철 장마

기간 동안의 인자 아노말리 값을 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각 월별 초기장 자료를 사용하여 예

측한 값은 모두 비슷하게 나타난다. 특히 북대서양 영역에서의 값이 모든 월별 예측에서 크게

나타나며 베링해의 아노말리의 경우에는 5월로 갈수록 그 값의 크기가 크게 나타난다. 다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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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의 값은 상대적으로 이 두 영역에 비해 작게 나타난다. 통계 예측모델을 기준으로 봤을

때 베링해와 북대서양의 해수면 온도 아노말리는 장마지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따라서

기상청 장기예측 모델의 경우에는 북대서양 및 베링해 각각 음의 강수 아노말리와 양의 강수

아노말리에 영향을 줄 것이다. 하지만 정규화 된 값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각 인자의 값이

얼마나 장마 강수 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Table 9. Summertime skin temperature anomalies of selected predictors from the KMA

dynamical model (4-different initial state).

Selected predictors 201402 201403 201404 201405

North Atlantic 1 -0.93 -0.83 -0.93 -0.71

Northern Pacific change 0.11 0.21 0.06 0.19

Central Pacific NINO 0.32 0.36 0.34 0.33

Northern Indian ocean 0.49 0.49 0.66 0.72

Bering Sea 0.35 0.42 0.58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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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4년 여름철 장마의 특징 및 메커니즘 상세 분석

2014년 여름철 장마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2014년 여름철 장마기간에 나타난 대기하층

순환장과 바람장 및 강수 아노말리를 Fig. 54에 나타내었다. 실선 및 점선은 대기 하층 지위고

도장 아노말리 값을 나타내고 음영은 강수 아노말리를 나타내며 벡터는 수분속 아노말리 값을

나타낸다. 장마기간 동안 한반도에 음의 강수 아노말리가 나타나는데 이는 남중국해와 동중국

해, 북서태평양 일부 영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저기압성 순환으로 인한 북서태평양 고기압의 약

화로 인한 결과로 분석된다. 여기서 발생한 저기압성 순환으로 인해 파동 패턴이 북동쪽으로

전파하여 일본남쪽에 고기압성 아노말리 북태평양 부근에 저기압성 순환을 각각 만든다. 또한

북대서양 영역에서 발생하는 파동 패턴이 유라시아 지역을 지나 동아시아 영역까지 전파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Fig. 54. Anomalies fiends of (a) 850-hPa GPH (contour, CI: 1 m) and (b) precipitation

(color, mm/day), (c) 850-hPa wind(vector, m/s) during 15 June-31 July for 2014.

장마기간 동안 대기 순환장 및 한반도 강수에 영향을 준 요소에 대한 분석을 위해 앙상블 통

계 예측 모델을 구축하는데 사용한 예측 인자 지역들에 해당하는 상태를 Fig. 55에 나타내었

다. 해수면 온도 아노말리 값을 음영으로 나타내었다. Fig. 55a는 5월의 해수면온도 아노말리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앙상블 통계 예측 모델에서 제시했던 인자 영역들 중 NA1과 WNP

(OLR)인자에 해당하는 영역의 강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난다. 실제 예

측인자들의 정규화된 값은 Table. 10에 나타나 있다. NA1은 –1.21, NPC는 0.74, CNINO는

0.61, NIO는 0.87, BS는 –0.15, WNP(OLR)은 1.74, EUSC는 0.99로 NA1과 WNP(OLR)인자의

강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형태는 여름철 장마기간까지 계속 지속이 되는데 특히

WNP(OLR)영역에서의 해수면 온도가 지속적으로 강한 양의 아노말리 형태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5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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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5. Observed SST anomalies during (a) may and (b) 15 June-31 July fo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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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Normalized predictor values during spring.

Selected predictors Spring

North Atlantic 1 -1.21

Northern Pacific change 0.74

Central Pacific NINO 0.61

Northern Indian ocean 0.87

Bering Sea -0.15

Eurasian Snow Cover 0.99

Western North Pacific 1.78

관측값과 2014년 해수면 온도 아노말리 분포에서 나타난 것처럼 북서태평양지역에서 발생하

는 저기압성 아노말리 순환장과 북대서양에서 유라시아 지역을 지나 동아시아 영역까지 전파

되는 순환장에 형성되는 것에 북서태평양 지역의 대기상향장파복사와 대서양 지역에서의 해수

면 온도 아노말리가 2014년 장마기간 강수 강도에 영향을 가장 많이 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북서태평양 영역과 북대서양 지역에서의 강제력으로 인해 발생한 순환장으로 인해 한

반도 장마 강수강도가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Fig. 56은 6월부터 7월까지의

상하층 Wave activity flux를 나타낸 그림으로 실선과 점선은 각각 상하층에서의 지위고도 아

노말리를 나타내고 벡터는 Wave activity flux를 나타낸다. Fig. 56a에서의 대기 상층 Wave

activity flux에서 북대서양영역에서부터 유라시아 지역을 지나 동아시아 영역까지 전파되는 순

압 로스비 파동이 나타난다. 한반도와 일본을 포함한 대기 상층에 저기압성 순환이 생성되고

이것이 순압구조를 만든다. 그러므로 대기 하층에서도 저기압성 순환이 생성되어 북서태평양

고기압의 확장을 막아 장마기간 강수 강도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Fig. 56b에서 나타난

대기하층 Wave activity flux에서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북서태평양 일부 영역을 포함해 나타

나는 저기압성 순환을 형성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저기압성 순환이 장마기간에 발달하는 북서

태평양고기압의 확장을 직접적으로 막았고, 이로 인해 전선이 북상하지 못하여 한반도 장마강

수 강도는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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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6. Composite fields of the (a) 300-hPa, (b) 850-hPa geopotential height anomaly

(contour, intervals of 10 gpm) and the wave activity flux (WAF) (vector, units of m2

s2). Only WAF vectors with amplitudes greater than 10 m2 s2 are plo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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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북서태평양 아열대고기압 지수를 이용한 북동아시아 여름철

강수의 진단

1. 동아시아 여름철 강수 예측성의 한계와 잠재 예측성

아시아 여름몬순(summer monoon)은 인도 여름몬순, 동아시아 여름몬순, 그리고 북서태평양

여름몬순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Wang and LinHo, 2002). 우리나라는 연중 강수량의 70% 이

상이 여름철에 집중되는 동아시아 여름몬순 지역이다. 매해 반복되는 재해에 대한 방제를 위해

서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북동아시아 지역의 여름철 강수량 변동성의 이해는 과학적·경제적으

로 중요하다.

동아시아 여름몬순은 경년 변동성(interannual variability)뿐만 아니라 십년 변동성(decadal

variability) 또는 수십년 변동성(inter-decadal variability)을 가지고 있다(e.g., Wu and Wang,

2002). 동아시아 여름몬순의 경년변동성은 자체의 내적 역학뿐만 아니라 티벳고원(the Tibetan

plateau)의 열적 강제력, 서태평양의 대류활동, 엘니뇨, 인도몬순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e.g., Huang, 1985; Nitta, 1987; Wang et al., 2000). 특히 북서태평양 지역의 대류활동은 동아

시아 여름몬순에 크게 영향을 준다(Lee et al., 2005). 통계모형과 대기대순환모형(Atmospheric

General Circulation Model)을 이용하여 북동아시아 여름철 강수를 예측하려는 많은 노력이 있

었다(e.g., Kang et al., 1992; Yun et al., 2005). 그러나 그 예측률은 적도 부근의 지역에 비해

아직 현저히 떨어진다(Wang, 2006).

경계조건 해수면온도에 따른 현재 수준의 대기대순환모형을 이용하여 북동아시아 지역의 여

름철 강수를 직접 예측하는 것은 어려우나 상대적으로 예측률이 좋은 북서태평양 여름몬순(the

western North Pacific summer monsoon)의 원격상관을 이용하면, 북동아시아 지역 여름철 강

수의 예측성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다. Kwon et al.(2005)는 북동아시아 지역 여름철 강수와

북서태평양 몬순 강도의 음의 상관성이 1990년대 중반 이후 크게 증가하였음을 보였다. 본 연

구에서는 북서태평양 아열대고기압(the western North Pacific subtropical high)과 북동아시아

지역 여름철 강수의 상관성을 보고자 한다. 또한, 북서태평양 아열대고기압이 정확히 예측되었

다고 가정하였을 때,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북동아시아 지역 여름철 강수의 잠재예측성

(potential predictability)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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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동아시아 여름철 강수와 북서태평양 아열대 고기압의 관계

동아시아 지역 여름철 하층 바람장에 대한 경년변동성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1979년부터

2009년까지 850 hPa 여름철 동서바람편차에 대하여 군집분석(the cluster analysis)을 수행하였

다. 군집분석은 자료를 소수의 군집으로 묶는 방법으로 종관패턴이나 예측 앙상블의 분류에 활용

될 수 있다(Kalkstein et al., 1987). 사용된 군집분석 방법은 계층적 군집분석(the hierarchical

clustering analysis)이며, 패턴과의 유사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패턴 상관계수(the patter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군집분석 결과, 전체 31개의 패턴 중 18개가 하나의 군집(CLUST1)

으로 묶을 수 있으며, 10개가 또 다른 군집(CLUST2)으로 묶을 수 있었다. 각 군집에 대한 850

hPa 수평바람 및 지위고도(geopotential height)의 합성도가 Fig. 57에 도시되었다.

Fig. 57 Composite JJA (June, July, and August) - mean geopotential height anomalies

(shaded), and horizontal wind anomalies (vectors) at 850 hPa for (a) the most dominant

cluster and (b) the second cluster. Units are geopotential meter and m s−1, respectively.

The each cluster was obtained by that the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was performed

for JJA-mean zonal wind anomalies during 1979∼2009.



- 104 -

그림에서 보이듯이 전체 31개의 패턴 중 28개 즉 약 85%가 북서태평양 아열대 고기압과 관

련된 패턴이다. Fig. 57a는 북서태평양 아열대 고기압의 음의 위상 즉, 북서태평양 여름몬순의

양의 위상을 나타내고, Fig. 57b는 Fig. 57a의 반대 위상을 나타낸다.

북서태평양 여름몬순과 북동아시아 지역 여름철 강수를 지수화하기 위하여 WNPMI (western

North Pacific monsoon index; Wang et al., 2001)와 EASRA (East Asia summer rainfall

anomaly; Lee et al., 2005)가 각각 이용되었다. 한편, 여름철 850 hPa 지위고도편차의 분산은

북서태평양 일부 지역(115°E∼150°E, 15°N∼25°N)에서 크게 나타나는데, 그 지역을 평균한 지

위고도편차가 북서태평양 아열대 고기압지수로 이용되었다. 편의를 위해서 이 지수를 이후

WNPSH (western North Pacific subtropical high)라고 한다. 이 세 지수가 Fig. 58a에 비교되

었다.

Fig. 58 (a) Normalized EASRA (East Asian summer rainfall anomaly), WNPSH

(western North Pacific subtropical high), and WNPMI (western North Pacific monsoon

index) are represented by bars, closed circles, and open circles, respectively. (b) Sliding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EASRA and WNPSH in a closed circles (EASRA and

WNPMI is an open circles) with a window of 11 years. Horizontal solid line is denoted

by 95% confidence level.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것과 같이 WNPMI는 EASRA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상관계수

는 -0.47)을 가지고 있고(Lee et al., 2005), WNPSH와 EASRA의 상관계수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0.60이다. 한편, WNPMI와 EASRA의 상관관계는 1990년대 중반을 전후로 강화되는데

(Kwon et al., 2005), WNPSH와 EASRA의 상관관계는 1990년대 초반을 제외한 분석자료의 기



- 105 -

간에 대하여 보다 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Fig. 58b). 두 지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북서태평

양 아열대 고기압의 수평구조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Fig. 59은 여름철 평균 850 hPa 지위고도

편차의 EOF (empirical orthogonal function) 첫 번째 모드의 PC (principal components)와 여

름철 평균 850 hPa 동서바람 편차의 상관도를 보인다. 사각형들은 Wang et al.(2001)에서 정의

한 동서바람 영역을 의미하는데, 1994년에서 2011년까지 기간에서는 그 사각형의 영역과 상관

계수 패턴이 잘 일치하나 1979년부터 1993년까지는 사각형 영역과 상관계수 패턴이 잘 일치하

지 않는다. 즉 WNPSH의 수평구조가 기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WNPMI와 WNPSH의 시

계열은 약간의 차이를 가질 수 있다.

Fig. 59 Maps of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JJA mean zonal wind anomalies

and the most dominant principal components of EOF (Empirical Orthogonal Function) of

JJA-mean geopotential height anomaly during (a) 1979∼1993 and (b) 1994∼2011. Boxed

areas indicate regions for definition of WNP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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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서태평양 아열대 고기압 지수를 이용한 동아시아 여름철 강수 지수의 잠재예측성

WNPSH를 이용하여 EASRA를 추정하는데 다음과 같은 간단한 선형회귀모형이 이용되었다.

여기서 는 예측변수벡터, X는 예측인자행렬, 그리고 a는 선형회귀계수벡터이다. 한편, 북동

아시아 지역 여름철 강수는 시공간적으로 노이즈가 많기 때문에 선형회귀모형에 다음과 같은

강제조건이 추가되었다.

여기서 ε은 관측벡터(y)과 예측변수벡터의 차이이고, γ는 상수, 그리고 는 소수의 EOF모드

의 재조합(reconstruction)된 관측벡터이다. 이와 같은 강제조건이 추가되면 선형회귀모형의 추

정 정확도는 더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다(Weare, 1987). 위 방정식을 풀면, 선형회귀계수벡터 a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WNPSH를 예측인자로, EASRA를 예측변수로 두어 위 모형을 이용하여 EASRA를 예측하였

다(Fig.60a). 추가적 강제조건을 위하여 EASRA 지역의 강수량을 EOF하고 5개 모드만 재조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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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0 Normalized EASRA (open circles) and estimated EASRA (closed circles) using

(a) WNPMI, and (b) WNPSH by the additionally constrained linear regression model.

5개 모드 변동성의 합은 전체변동성의 약 68.6%이다. 모형의 검증은 교차검증법(cross-validation

method)이 이용되었다. WNPSH를 이용한 모형의 상관계수 성능은 약 0.60이지만, WNPMI를

이용한 모형의 상관계수 성능은 약 0.46이다(Fig. 60b). 즉 북동아시아 여름철 강수를 예측하는

데, WNPSH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비교적 높은 잠재예측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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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서태평양 아열대 고기압 지수를 이용한 북동아시아 여름철 강수의 진단

현재 수준의 대기대순환모형을 이용한 중위도 지역 강수 예측률은 물리모수화과정 등의 이유

로 충분히 높지 않기 때문에, 북동아시아 여름철 강수를 예측하는데 통계적인 방법이 상보적으

로 이용될 수 있다. 특히, 대기대순환모형에서 예측된 북서태평양 아열대 고기압의 변동성을

이용하면, 북동아시아 여름철 강수를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 북서태평양 아열대 고기압의

기작(mechanism)은 인도양-북서태평양 결합 모드와 라니냐 강제 모드(La Nina-forced mode)

로 설명할 수 있어, 그 변동성을 진단하거나 예측하기 용이하며, 특히 대기대순환모형은 물론

대기-해양 결합 대순환모형에서도 그 변동성이 잘 모의된다(Lee et al., 2008). 북서태평양 아열

대고기압 지수 즉, WNPSH를 이용한 EASRA의 잠재예측성은 상관계수 성능이 약 0.60이지만,

그 잠재예측성은 대기/해양의 장기변동성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기대순환모

형에서 예측된 WNPSH와 EASRA의 관계는 고려되지 않았다. 향후 예측모형의 WNPSH와

EASRA의 관계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으며, EASRA를 직접 예측한 것과 예측된 WNPSH를

이용한 예측의 예측률을 비교하여야 한다.

한편 북서태평양 아열대고기압 변동성뿐만 아니라, 북동아시아 여름철 강수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많다. 특히, 북인도양 해수면온도변동성이나 EU패턴(Eurasian pattern)은 대기의

파동을 통해 북동아시아의 여름철 강수량 변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Lee et al., 2005;

Kripalani and Ashwini, 2001). 북인도양 해수면온도와 EU패턴을 알 수 있다면 북동아시아 여

름철 강수량을 더욱 정확히 추정할 수 있다. 계절시간 규모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북동아시

아지역 여름철 강수량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하여 동아시아 여름몬순변동성의 지배역학을 이해

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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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절 NCEP 계절예측시스템(CFS)과 정준상관분석(CCA)을 이용한

북동아시아 여름철 강수의 공간 패턴 예측

1. 여름철 강수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중요성

아시아 지역은 연중 강수량이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는 몬순(monsoon)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

난다. 아시아 지역에서 여름철에 강수량이 집중된 여름 몬순(summer monsoon)은 지역적 특성

에 따라 인도 여름몬순, 동아시아 여름몬순, 그리고 북서태평양 여름몬순으로 나뉘며, 우리나라

지역은 동아시아 여름몬순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Wang and LinHo, 2002). 동아시아 여름몬순

은 경년변동성뿐만 아니라 장기변동성도 가지며(e.g., Kwon et al., 2005), 변화하는 몬순 시스

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북동아시아 지역의 여름철 강수량의

변동성 이해 및 이의 정확한 장기예측(long-range forecast) 시스템의 구축은 과학적으로도 중

요하지만,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하다.

Fig. 61 Components of Asian summer monsoon region shown by seasonal mean

difference between summer and winter precipitation using CMAP dataset.

통계모형과 대기대순환모형(Atmospheric General Circulation Model)을 이용하여 북동아시아

여름철 강수를 예측하려는 많은 노력이 있어 왔다(e.g., Kang et al., 1992; Yun et al., 2005;

Lim et al., 2012), 특히, Hwang et al. (2001)과 Lim et al. (2012)은 각각 정준상관분석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이후 CCA)과 변형된 CCA 방법을 계절예측에 적용하여 예측

률을 살펴보았는데, CCA 방법은 계절예측에 적용할 때, 선택되는 예측인자(predictor)의 지역

및 변수에 따라 정해진 예측변수(predictand)의 예측률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현재 수준에서 경계조건에 따른 대기대순환모형을 이용한 북동아시아 지역의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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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강수의 예측률은 적도 부근의 지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Yun et al., 2005; Wang, 2006).

Fig. 62 Simulation skill of precipitation of dynamic model outputs from four major

operational organizations (NCEP/NCAR, APCC, KMA, WCRP) using point-to-point correlation.

그러나 상대적으로 예측률이 좋은 북서태평양 여름몬순(the western North Pacific summer

monsoon)의 원격상관을 이용하면, 북동아시아 지역 여름철 강수의 예측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Kwon, 2013). 이는 아시아 여름몬순의 경년변동성(interannual variability)은 서태평양의

대류활동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Nitta, 1987; Wang et al., 2000; Lee et al., 2005).

본 연구에서는 계절예측 시간 규모에서 기후모형에 의해서 예측된 값과 CCA를 이용하여 북동

아시아 지역 여름철 강수의 예측모형을 구성하고 그 모형의 예측성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 111 -

2. NCEP CFS를 이용한 북서태평양 고기압의 예측

2011년부터 NCEP에서 계절예측을 위하여 모형 및 자료동화 시스템이 모두 개선된 NCEP 계

절예측시스템의 두 번째 버전이 미국에서 현업적으로 활용되고 있다(Saha et al., 2013). NCEP

CFS는 엘니뇨 예측을 비롯한 장기예측 뿐만 아니라 MJO(Madden-Julian Oscillation)와 같은

계절내 진동(intra-seasonal oscillation) 규모의 예측 정보도 생산한다. 또한, NCEP CFS에서 6

월, 7월, 그리고 8월의 여름철 기후를 예측하기 위하여 5월 1일의 초기조건이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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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3 (a) Normalized JJA(June, July, and August)-mean precipitation anomalies

averaged over 115°E∼150°E, 30°N∼50°N and from CMAP(black solid line), NCEP CFS

(green dashed line), and 14-model ensemble mean AMIP-type simulations of CMIP5

(purple dashed line). (b) Normalized western North Pacific subtropical High index

(WNPSH) from NCEP/NCAR reanalysis (black solid line), NCEP CFS (green dashed

line), 14-model ensemble mean AMIP-type simulations of CMIP5 (purple dashed line).

Thin lines indicate individual model results of AMIP-type simulations.

우선, NCEP CFS를 이용한 여름철 동아시아 강수량을 예측한 결과가 Fig. 63a에 도시되었다.

여름철 북동아시아 지역의 강수량을 지수화하기 위하여 북동아시아 지역(115°E∼150°E, 30°N

∼50°N)을 평균한 여름철 강수량(East Asian Summer Rainfall Anomaly; EASRA)이 이용되었

는데(Lee et al., 2005), 그림에서 보이듯이 NCEP CFS에서 예측된 북동아시아 지역 강수량과

재분석자료의 강수량과의 선형상관계수는 0.26으로 비교적 예측성능이 매우 낮다. 또한, 관측

해수면온도를 이용한 CMIP5의 14개 AMIP 형태 모의 결과를 평균한 북동아시아 지역 강수량

예측도 상관계수 0.19로 예측성능이 낮다. 즉, 모형을 이용한 여름철 북동아시아 지역의 강수량

을 직접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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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4 Map of correlation between WNPSH (GPH at 850 hPa averaged over 100°∼

160°E, 5°∼30°N) and precipitation using NCEP/NCAR reanalysis over 1979∼2013.

여름철 북동아시아 지역의 강수량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하여 북서태평양 지역의 고기

압 변동성이 이용될 수 있다. 북서태평양 고기압 지수는 여름철 평균 850 hPa 지위고도편차에

대하여 북서태평양 일부지역(115°E∼150°E, 15°N∼25°N)을 평균한 값으로 정의되는데(Wang

et al., 2012), 편의상 이 지수를 이후 WNPSH(Western North Pacific Subtropical High)라고

하자. 그러면, WNPSH와 EASRA의 상관계수는 0.60이다. 특히, 이러한 상관성은 1990년대 중

반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Kwon et al., 2005). 그러므로 WNPSH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으

면, 여름철 북동아시아 지역의 강수량도 상대적으로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Figure 63b

는 NCEP CFS에서 예측된 WNPSH를 보인다. NCEP CFS에서 예측된 WNPSH와 재분석자료

에서의 WNSPH는 상관계수 0.66으로, 북동아시아 지역 강수량과는 달리 북서태평양 고기압

변동성은 비교적 정확히 예측될 수 있다. 또한, 14개 모형의 앙상블 평균한 AMIP 결과에서도

북서태평양 고기압 변동성은 잘 모의된다.



- 114 -

3. CCA를 이용한 북동아시아 강수량의 예측

북서태평양 고기압 변동성과 여름철 북동아시아 지역 강수량이 높은 상관성을 가지므로 이를

이용하여 통계적 모형을 구성할 수 있다. 북서태평양 고기압의 중심은 시간에 따라 고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북서태평양 고기압 변동성을 예측인자로 활용하기 위하여 CCA 모형이 활용되

었으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Fig. 65 Normalized singular vectors of JJA-mean (a) precipitation from CMAP and (b)

850 hPa zonal winds predicted by NCEP CFS from for the period 1982∼2008. NCEP

CFS is initiated from 1 May of every year. Positive areas are shaded.

여름철 북동아시아 지역 강수량 편차( )와 북서태평양 지역의 동서바람편차()는 특이값

분해(Singular Value Decomposition; SVD)에 의해 다음과 같이 분해될 수 있다.

,

여기서  과 은 정규화된 특이벡터(singular vector)이고 와 는 그에 상당하는 시

계열이다. 또한  ,  , ,  은 각각 북동아시아 지역 공간, 북서태평양 지역, 시간, 그리고 SVD

모드에 대한 인덱스이다. 북서태평양 고기압 변동성을 위하여 지위고도 대신 동서바람을 이용

한 이유는 그 지역에서 바람은 계절적으로 지균적(geostrophic)이며, 지위고도 보다 동서바람에

의한 주성분 모드가 더 뚜렷하기 때문이다. Figure 65는 SVD에 의한 첫 번째 결합모드 패턴

을 보인다. 첫 번째 결합 모드의 정규화된 평균 제곱 공분산의 비율은 약 72.1%이다. 동서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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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모드는 북서태평양 고기압의 변동성을 나타내며, 강수량에 대한 모드는 우리나라를 비

롯한 여름철 동아시아 강수의 경년 변동성을 나타낸다. 이를 이용하면, 특정한 해 에 대하여

예측된 여름철 북동아시아 지역 강수량 편차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여기서 
는 NCEP CFS에 의해서 예측된 여름철 북서태평양 지역의 850 hPa 동서바람 편

차이다. 한편, SVD 모드의 재조합은 5개 모드만 사용되었으며, 모형의 검증을 위하여 매해마

다 강수량을 개별적으로 예측하였다.

Fig. 66 (a) WNPSH predicted by NCEP CFS (blue line) and time series corresponding

to the leading SVD mode of 850 hPa zonal winds (purple line). (b) EASRA from CMAP

(blue line) and EASRA predicted by the CCA model (purple line).

NCEP CFS에서 예측된 WNPSH와 북동아시아 지역 강수량과의 첫 번째 결합모드에 해당하

는 동서바람의 시계열은 비교적 잘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Fig. 66a). 이 두 시계열의 상관계

수는 0.76이다. 또한, 구성된 CCA 모형을 이용하여 북동아시아 지역 강수량을 예측한 결과, 예

측된 EASRA와 관측의 EASRA의 상관계수가 약 0.50로 비교적 높은 예측성능을 가지며(Fig.

66b), NCEP CFS를 이용하여 직접 여름철 북동아시아 지역 강수량 편차를 예측한 예측성능과

는 큰 차이를 보인다(Fig. 63a). Fig. 67는 CMAP 강수량과 모형에 의해 예측된 강수량의 점간

상관도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영역이 상관계수 성

능 0.4 이상이며, 특히 동해와 일본 일부 지역은 0.6 이상의 높은 상관계수 성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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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7 Maps of the point-by-point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summer (JJA) precipitation

anomalies from CMAP and the CCA model for the period 1982∼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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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CEP 계절예측시스템과 정준상관분석을 이용한 북동아시아 여름철 강수의 예측

현재 수준의 대기대순환모형을 이용한 중위도 지역 강수 예측은 해수면온도 등 경계조건과

초기조건이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그 예측률은 매우 낮은 반면에 북서태평양을 비롯한 저위도

지역 역학적 변수의 예측률은 비교적 높다. 특히, 북서태평양 아열대 고기압의 기작(mechanism)

은 인도양-북서태평양 결합모드와 라니냐 강제 모드(La Nina-forced mode)로 설명할 수 있어

(Wang et al., 2012), 그 변동성을 진단하거나 예측하기 용이하며, 특히 대기대순환모형은 물론

대기-해양 결합 대순환모형에서도 그 변동성이 잘 모의된다(Lee et al., 2008). 본 연구에서는

북서태평양 고기압을 예측하기 위하여 NCEP CFS가 이용되었다. 또한, 여름철 북서태평양 고

기압 변동성과 북동아시아 강수량은 높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어(Kwon, 2013), CCA 모형을 이

용하여 북동아시아 지역 평균한 여름철 강수량 편차의 예측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

NCEP CFS와 CCA 모형을 이용한 EASRA의 예측 상관계수 성능은 0.50이다.

본 연구에서는 예측을 위하여 NCEP CFS만 이용하였으나, 다른 기관의 모형을 같이 사용하

면 예측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북서태평양 아열대고

기압 변동성뿐만 아니라, 북인도양 해수면온도변동성이나 EU패턴(Eurasian pattern)은 대기의

파동을 통해 북동아시아의 여름철 강수량 변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Lee et al., 2005;

Kripalani and Ashwini, 2001), 계절시간 규모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북동아시아 지역 여름

철 강수량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하여 동아시아 여름몬순변동성의 지배역학을 이해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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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절 KMA GloSea5와 원격상관을 이용한 북동아시아 여름철 강수

량 예측과 지연 앙상블 기법

1. 동아시아 몬순의 복잡성과 역학모형의 한계

동아시아 몬순은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 간의 거대한 열적 차이로 인한 독특한 지형적 강제

력에 의해 나타나는데, 이는 아시아 지역 기후 시스템의 특징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Wang et

al., 2008). 또한 열대 지역에서부터 중위도 지역에 이르는 복잡한 시공간적 구조를 가진다. 동

아시아 여름 몬순의 예측은 엄청난 사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가장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

하고, 최근 발표된 모형 성능 평가 보고서는 성능이 우수한 역학 모형들의 몬순 강수 예측 성

능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Wang et al., 2012).

Fig. 68 Maps of the point-by-point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summer (JJA)

precipitation anomalies from 4 different dynamic model outputs (NCEP CFS, APCC

Multi-Model Ensemble, GloSea5, and CMIP5) and CMAP.

역학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예측 성능을 개

선하는 방안이 많은 선행 연구들을 통해 제시되어 왔다(Barnett and Preisendorfer, 1987;

Bretherton et al., 1992; Landman and Mason, 1999). Barnett and Preisendorfer (1987)는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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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predictand)의 분산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예측인자(predictor)의 최적 선형 조합을 찾는

정준상관분석(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CCA)을 제안하였다. 정준상관분석은 예측인자가

특정한 분포를 가질 때 이와 관련된 예측인자의 기후 편차 분포를 산출하며, 예측인자와 예측

변수는 다차원 벡터 정보를 가진다.

Kwon and Lee (2014)에서는 북서태평양 지역과 동아시아 지역 간의 원격 상관관계(Lau et

al., 2000)를 바탕으로 정준상관분석 모형을 구성하고, 역학 모형으로부터 예보된 북서태평양

지역의 바람장을 투입하여 산출되는 동아시아 강수 패턴의 예측 성능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Kwon and Lee (2014)에서 구성된 역학-통계 모형에 선행 연구들을 통해 알려진 잠재 예

측인자를 추가하여 예측 성능을 평가하고, 서로 다른 초기 조건을 가지는 예측장을 조합하여

앙상블 크기를 증가시키는 지연 앙상블 기법(Lagged Ensemble Technique, LET)을 통해 예측

성능을 개선하고자 한다.

Fig. 69 Conceptual diagram of dynamic-statistical (hybrid) seasonal forecast model using

various dynamic model outputs from operational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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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적인 예측인자에 의한 예측 성능 개선

북서태평양 몬순뿐만 아니라 인도 몬순 또한 전지구 원격 상관(Circumglobal Teleconnection,

CGT) 패턴에 의해 동아시아 몬순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ing and

Wang, 2005). 인도 몬순 지역에서 평년보다 활발한 대류 활동이 있을 경우 티벳 고원 서쪽에

강한 상층 고기압성 흐름이 만들어진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 상층에 강한 고기압성 흐름

이 유도되고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감소한다.

Fig. 70 The first two singular vectors for anomalies of (a), (b) precipitation rates and

(c), (d) zonal wind at 850hPa for 14 summer seasons (1996∼2009).

Kwon and Lee (2014)와 동일한 방법으로 서로 다른 지역의 변수 간의 결합 모드를 조합하여

정준상관분석 모형을 구성하되, 예측인자의 영역을 인도양까지 확장하여 인도 몬순의 영향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예측인자는 북서태평양과 인도양 지역(40°∼160°E, 5°∼30°N)의 동서방향

바람 편차를 사용하고, 예측변수는 동아시아 지역(115°∼150°E, 30°∼50°N) 강수 편차를 사용하

였다. 예측변수( )와 예측인자()는 특이 값 분해(Singular Value Decomposition, SVD)에

의해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와 은 정규화된 특이 벡터(singular vector)이고 와 는 특이 값(singular value)의

시계열이다.  , 는 북서태평양 지역과 동아시아 지역의 격자 공간, 는 시간, 은 특이 값 분

해 모드의 인덱스를 나타낸다. Fig. 70은 특이 값 분해 결과 가장 높은 공분산을 가지는 두개

의 결합 모드를 보여준다. 첫 번째 결합 모드의 공분산의 비율은 89.08%이고 동서방향 바람

모드의 시계열과 북서태평양 몬순지수(Wang et al., 2001)와의 상관계수는 0.74로, 이는 북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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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몬순의 변동성을 나타낸다. 두 번째 결합 모드의 공분산의 비율은 4.94%이고 동서방향

바람 모드의 시계열과 인도 몬순지수(Wang et al., 2001)와의 상관계수는 0.50으로, 이는 인도

몬순의 변동성을 나타낸다. 강수 모드는 동아시아 강수의 경년 변동성을 나타낸다. 결합 모드

들을 조합하면 특정 해의 여름철 동아시아 지역 강수량 편차를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는 GloSea5로부터 예측된 특정 해의 북서태평양 지역 850hPa 동서방향 바람 편차이고,

 
는 역학-통계 모형으로부터 계산되는 같은 해의 동아시아 지역 강수량 편차이다. 역학-통

계 모형에서 결합 모드는 5개까지 조합하였으며, 예측 성능 검증을 위해 1996년부터 2009년까

지 개별 해의 강수 편차를 예측하였다.

Fig. 71 Schematic diagram of method to isolate linear combinations of variables within

two fields for establishing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CCA) model using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SVD).

역학-통계 모형을 이용하여 동아시아 지역 강수 편차를 예측한 결과 공간 패턴의 예측 성능

이 대부분의 영역에서 향상되었으며, 동아시아 지역(115°∼150°E, 30°∼50°N)을 공간 평균한 강

수 지수 또한 CMAP 자료와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분석 기간 동안 역학-통계 모형이

예측한 동아시아 지역 강수 지수와 CMAP 강수 지수 간의 상관계수는 약 0.8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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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 Point-by-point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summer (JJA) precipitation anomalies

from 4 different sets of reanalysis or station data (CMAP, ERA, CRU, and station) and

the CCA model outputs for the period 1982∼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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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연 앙상블 기법을 활용한 예측 성능 개선

현재 현업에서의 계절예측은 기관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데, 유럽 중기예보센터

(European Centre for Medium-Range Weather Forecasts, ECMWF)나 호주 기상청

(Australian Bureau of Meteorology, BoM)과 같이 매월 특정일에 많은 수의 앙상블이 초기화

되는 버스트(burst) 모드와 미국 국립환경예측센터(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 NCEP)와 같이 일 단위로 적은 수의 앙상블이 적분되는 연속(continuous) 모드로

구분할 수 있다. 연속 모드는 대기와 해양의 초기 상태를 보다 잘 반영하고 다음 달 기후 변동

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드의 빠른 변화를 잘 캡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앙상블 멤버

수가 적기 때문에 서로 다른 초기 조건의 예보들을 다수 활용하는 지연 앙상블 기법을 필요로

한다(Chen et al., 2013).

지연 앙상블 기법은 계절 평균의 예측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선행 시간(lead time)이

긴 예측자료를 활용하면 앙상블 사이즈를 증가시키고 예측 성능과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예측인자로 사용하는 GloSea5 예측장의 경우 연속 모드에 해당하는데, 지연 앙상

블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계절 평균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적절히 제거할 수 있다.

Fig. 74 (a), (b), (c)는 서로 다른 초기 조건의 역학 모형 예측장에 따른 역학-통계 모형의 예

측 성능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예측 성능은 역학-통계 모형이 예측한 강수 편차와 CMAP 강

수 편차의 지점 간 상관계수를 등치선으로 표현하였다. 국지적으로 선행 시간 증가에 따라 예

측 성능이 향상되는 지역과 저하되는 지역이 공존하지만, 지연 앙상블 기법을 사용하면 거의

모든 영역에서 개별 초기 조건의 역학-통계 모형보다 예측 성능이 개선된다(Fig. 74d). 역학-

통계 모형으로 예측된 공간 평균된 강수 지수와 CMAP 강수 지수 간의 상관계수 또한 0.89로

개별 초기 조건의 역학-통계 모형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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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3 Dynamic and hybrid (dynamic-statistical) model forecast skills of Northeast

Asian summer precipitation averaged over 115°∼150°N, 30°∼50°N with different initia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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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4 (a)∼(c) Maps of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the summer precipitation from

hybrid (dynamic-statistical) model forecasts with different initial conditions and CMAP

precipitation for 1996∼2009. (d) Forecast skill of Northeast Asian summer precipitation

using lagged ensemble technique (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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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된 역학-통계 모형은 항상성(stationarity)을 만족하는 통계적 성질을 가정하

지만, 실질적인 예측성을 파악하기 위해 교차검증(cross validation)이 요구된다. GloSea5

hindcast 자료의 가용 기간이 14년으로 짧기 때문에 적은 수의 표본을 대상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충분히 검증하기 위해 Leave-one-out 교차검증(Michaelson, 1987)을 수행하였다. Leave-one-out

교차검증은 특정 해의 예측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특정 해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해의 자료

로 통계 모형을 적합하고 그 예측성을 평가한다.

Fig. 75 Schematic diagram of restructured CCA models via leave-one-out cross

validation technique for statistical significant test.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적합된 서로 다른 14개 해의 예측 모형을 통해 예측성 평가를 반복 수행

하며, 이를 통해 훈련기간(training period)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가 투입되었을 때의 예측 모형

성능을 추정할 수 있다. 교차검증을 통한 두 지수의 상관계수는 0.70이다. 지연 앙상블이 많은

이점을 가지지만 변수, 지리적 위치, 앙상블 시간 규모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며, 선행

시간이 긴 예측장을 지연 앙상블에 포함하게 되면 예측 성능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주

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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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학-통계 모형을 이용한 동아시아 여름철 강수 예측 성능과 지연 앙상블 기법을 이용한 성능 개선

단일 역학 모형의 동아시아 몬순 모의 성능은 적도나 아열대 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

며, 초기 조건이 정확한 AMIP (Atmospheric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유형 실험에서도

동아시아 몬순의 예측 성능은 크게 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예측변수인 동아시아 몬순과 원격

상관관계를 가지는 인도양과 북서태평양 지역을 예측인자로 정준상관분석 모형을 구성하고, 고

해상도 계절예측 시스템인 GloSea5의 예측장을 투입하여 동아시아 여름철 강수 편차의 예측

성능을 진단하였다. 기존 Kwon and Lee (2014)에서 북서태평양 지역 바람 장만을 예측인자로

사용한 것에서 확장하여 인도양이 포함된 영역을 예측인자로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예측 성

능을 개선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1개월의 선행 시간을 가지는 역학 모형 예측장만을 사용

한 것과 달리 1∼3개월 이전의 초기 조건으로 생산된 역학 모형 예측장을 이용하여 적합된 역

학-통계 모형의 예측 성능을 분석하고, 이를 모두 활용하는 지연 앙상블 기법을 사용하여 예측

대상 지역 전반에 걸쳐 예측 성능을 향상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GloSea5 hindcast 자료가 가용한 14년만을 대상으로 역학-통계 모형을 적합하

였기 때문에 보다 장기간의 자료를 사용하였을 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으

로 생각된다. 적도 및 아열대 지역만이 아닌 중위도 파열(wave train)과 관련된 잠재 예측인자

를 추가하거나 다른 현업 기관의 역학 모형 예측장을 이용하는 모델 간 앙상블 기법 등을 통

해 안정성과 신뢰성을 모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Fig. 76 Schematic diagram of potential factors that affect seasonal forecast skill of

hybrid (dynamic-statistic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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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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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현업화 인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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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연 도 세부연구개발 목표 평가착안점에 입각한 달성 내용 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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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몬순에 대한 최신 통계방
법을 활용한 통계예측모델 개발

동아시아 몬순을 대상으로 한 통계
예측모델 개발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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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몬순의 계절내 및 경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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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및 2012년 여름철 장마의 특
징 및 메커니즘 상세 분석

2011년 및 2012년 장마 특징 및 원
인을 분석함

100%

북서태평양 지역과 동아시아 지역의 
강수량 변동성 변화의 이해

북서태평양 지역과 동아시아 지역의 
강수량 변동성과 그 관계를 분석함

100%

북서태평양 몬순을 이용한 동아시아 
계절예측모델 개발

북서태평양 몬순과의 원격상관을 이
용한 동아시아 계절예측모델 개발을 
완료함

100%

2013

동아시아 몬순 및 장마 발달에 영향
을 주는 선행 인자 분석 및 지표․대
기․해양에서 인자 선정

동아시아 몬순 및 장마 발달과 관련
된 선행인자 분석 및 선정 여부

100%

다양한 통계 모델을 이용한 앙상블 
기법을 적용하여 동아시아 여름철 
대기 순환 통계모델 구축 및 활용 
가능성 검증

여러 가지 통계모델의 앙상블을 통
해 한반도 장마 예측 성능을 평가하
고 현업 활용 가능성을 검증함

100%

2013년 여름철 장마의 특징 및 메커
니즘 상세 분석

2013년 여름철 장마의 특징 및 원인
을 분석함

100%

서태평양에서 북진하는 계절내 진동
의 장기변동성의 이해

서태평양에서 북진하는 계절내 진동
의 10년 주기 변동성을 분석함

100%

북진하는 계절내 진동을 이용한 동
아시아 강수밴드의 통계적 예측모델 
개발

북진하는 계절내 진동을 이용한 동
아시아 강수밴드의 통계적 예측모델
을 개발함

100%

2014

기상청 장기예보모델의 과거기후재
현적분의 분석과 예측성 평가를 통
한 모델 개선 방안을 연구

기상청 장기예보모델 자료의 분석과 
개선 방안을 제시함

100%

구축된 통계예측모델과의 예측성 비
교 분석

기상청 장기예보모델 예측값과 구축
된 통계예측모델 예측값을 비교함

100%

2014년 여름철 장마의 특징 및 메커
니즘 상세 분석

2014년 여름철 장마의 특징 및 원인 
분석함

100%

북서태평양 몬순을 이용한 동아시아 
여름철 기후의 통계적 예측시스템 
구축 및 검증

북서태평양 몬순과 정준상관분석을 
이용한 동아시아 여름철 기후의 통
계적 예측시스템 구축

100%

기상청기후모형을 이용한 동아시아 
여름철 강수예측성 평가

기상청 기후모형을 이용한 동아시아 
여름철 강수예측성 비교 검증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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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동아시아 몬순/장마의 시종 지수 개
발 및 동아시아 몬순 통계예측모델 
개발

장마 시종에 관한 지수를 개발하고 
동아시아 몬순에 대한 통계예측모델 
개발을 수행함

100%

예측 선행 인자를 사용한 동아시아 
몬순 발달의 1개월 및 계절 통계예
측모델 개발

동아시아 몬순/장마 발달에 관한 선
행인자를 선정하고 통계예측모델을 
구축함

100%

기상청 장기예보모델의 동아시아 몬
순/장마 예측성 향상 방안 연구

기상청 장기예보모델의 개선 방안 
제안 여부

100%

북서태평양 몬순을 이용한 동아시아 
여름철 기후의 역학-통계적 예측시
스템 구축 및 검증

북서태평양 몬순과의 원격상관을 이
용한 동아시아 여름철 기후의 역학-
통계적 예측시스템 개발

100%

북진하는 계절내 진동을 이용한 동
아시아 여름철 강수밴드의 예측시스
템 개발

북진하는 계절내 진동을 이용한 동
아시아 여름강수의 통계적 예측시스
템 개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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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분야의 기술발전에의 기여도

관련분야 기술발전에의 기여도

동아시아 몬순 강수의 장
기 예측을 위한 통계 모
델의 개발

한반도를 포함하는 북동아시아 지역의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
하는 7월의 동아시아 몬순 변동에 영향을 주는 선행인자인 인도
양, 북대서양, 열대 중앙 태평양, 중위도 북태평양 지역의 해수
면 온도를 사용하여 물리-통계 예측 모델 구축을 통해 동아시아 
몬순 강수 예측 정확도 향상

동아시아 몬순 및 장마 
시종 지수의 개발

동아시아 지역을 평균한 상당온위의 남북 경도 지수로 강수 지
수를 대체함으로써, 지역규모 강수에 의해 생기는 강수 변동을 
배제하고, 대규모 관점의 전선성 강수의 변동성을 파악 할 수 있
는 방법을 제시
상당온위를 포함한 대규모 기상 변수를 사용하여 장마 시종일을 
판단함으로써, 장마 시종 및 기간에 대한 객관적 보조 지표를 제시

장마 강수 변동 메커니즘 
규명

2011년부터 매해 장마 강수 변동 메커니즘을 규명함으로써 장마 
강수 변동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를 결정하고, 이를 통해 장마 
강수 변동에 대한 이해 증진

한반도 장마 강수 장기 
예측 앙상블 통계모델 개
발

과거 자료로부터 한반도 장마기간 강수량 변동의 역학 메커니즘 
분석을 수행하여, 다수의 선행인자 개발을 수행하고, 이를 사용
한 앙상블 통계 예측모델을 개발함으로써, 한반도 장마 강수 예
측 정확도 향상 

기상청 장기예보모델의 
예측성 평가 및 성능 검
증

기상청 장기예보모델인 UM모델의 적분 결과와 앙상블 통계예측 
모델의 강수 예측 결과 및 선행인자 지수들의 개별 비교를 통한 
예측성 평가 및 개선 방향 제시 

북서태평양 몬순을 이용
한 동아시아 여름철 기후
의 역학-통계적 예측시스
템 구축 및 검증

북서태평양 몬순과 동아시아 여름철 기후 간의 원격상관을 이용
한 정준상관모형을 구축하였으며 역학모형의 북서태평양 지역 
예측장을 투입하여 동아시아 지역 여름철 강수의 공간패턴을 예
측장을 생산하여 계절전망 시 정량적인 예측 결과 제공 가능

기상청 기후모형을 이용
한 동아시아 여름철 강수
예측성 평가

기상청 기후모형 자료를 역학-통계 모형에 투입하여 실제 2014
년 동아시아 여름철 강수결과를 재분석 자료 및 관측소 자료를 
이용하여 평가하고 현업기관에서 적용 가능함을 증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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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1. 활용방안

  가. 동아시아 몬순/장마의 시종 지수를 통해 장마 연구를 위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

  나. 선행 인자가 동아시아 몬순/장마에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대한 메커니즘 규명에 활용 할 

수 있다.

  다. 동아시아 몬순/장마가 가지는 변동성 규명을 통한 장마 예측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라. 기상청 장기예보모델 자료 분석 결과를 통한 장기예보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마. 동아시아 지역 여름철 기후의 역학/통계적 계절예측시스템이 개발되어 현업에서 활용될 

수 있다.

  바. 이론적 연구결과는 기후변화 적응 정책 수립과 자연재해 저감방안 도출에 기여할 수 있다.

2. 기대성과

  가. 동아시아 몬순/장마 시종 지수를 통한 장마의 과학적인 시종일 판별이 가능하다.

  나. 통계예측시스템의 구축으로 기상청의 여름철 장기 예보를 지원하여 보다 향상된 예보를 

생산하는데 기여 할 수 있다.

  다. 기상청 장기예보모델의 동아시아 몬순/장마에 대한 예측성 개선이 가능하다.

  라. 북서태평양 몬순과 동아시아 여름몬순과의 역학적 이해가 증대된다.

  마. 북진하는 계절내진동과 동아시아 여름몬순과의 관련성 이해는 여름철 동아시아 기후의 

역학적 모형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바. 국내 장기예보의 기술적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제고시킬 수 있다.

  사. 장기예보 예측성의 개선으로 인한 장기적인 수자원 대책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아. 방재․산업․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효과적 의사 결정에 활용 될 수 있다.

  자. 동아시아 여름철 강수의 예측시스템의 개발은 기상정보산업 발전을 이끌 수 있다.

  차.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카. 동아시아 여름몬순 예측-방제시스템의 개발은 국민건강증진 및 의료산업발달에 기여할 

수 있다.

  타. 여름철 강수의 계절예측의 높은 정확도는 여러 산업의 막대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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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관련기술정보

1. 국제회의 참가 실적 

  ∘∙ American Geophysical Union (AGU) Fall Meeting

    - San Francisco, USA, 3 ~ 7 December, 2012

  ∘∙ European Geoscience Union (EGU) General Assembly

    - Vienna, Austria, 7 ~ 12 April, 2013

  ∘∙ American Geophysical Union (AGU) Fall Meeting

    - San Francisco, USA, 9 ~ 13 December, 2013

  ∘∙ European Geoscience Union (EGU) General Assembly

    - Vienna, Austria, 27 April ~ 2 May, 2014

  ∘∙ American Geophysical Union (AGU) Fall Meeting

    - San Francisco, USA, 15 ~ 19 Decemb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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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관련 과학기술정보

  가. The decadal-scale variation of the South Asian summer monsoon onset and its connection 

with the PDO

    (1) 저자

      - Watanabe, T, Tokai University, Hiratsuka, Japan

      - Yamazaki, K, National Institute for Polar Research, Tachikawa, Japan

    (2) 영문요약

 The summer Asian monsoon shows the abrupt increase of precipitation on the onset 

phase. It is an interesting and important problem when the summer monsoon onset 

occurs because natural resources, such as water and renewable energy agricultural 

product, are influenced by the variation of the summer Asian monsoon. Some 

researchers suggested the advance of the Asian summer monsoon onset in recent 

decades. We investigated the variation of the Asian monsoon onset using the 

long-term onset data over Kerala, a state in the southwest region of India, for 

1948-2011. We discuss three main questions: 1) how is the variation of the monsoon 

onset date in the long-term period, 2) how the variation of the onset date is related 

to variations of atmospheric circulation and SST, and 3) what is the mechanism of 

such variation. Our main method is composite analysis using monthly-mean data. 

Though the onset date over Kerala shows the trend toward the early onset in recent 

three decades, such a trend is not observed in the whole period. It is noteworthy that 

the onset over Kerala shows the interannual variation on a multi-decadal scale. As 

regards the early onset years of Kerala, the summer monsoon onset is early over the 

following regions: the region from the southern Arabian Sea to southwestern India, 

the region from the southern Bay of Bengal to the Indochina Peninsula and the 

western North Pacific Ocean. On the other hand, the onset is late over southern 

China, Taiwan and the northern Philippine Sea. In early onset years of Kerala, the 

sea surface temperature over the northern Pacific Ocean is very similar to the 

negative PDO. The stationary wave train related with the negative PDO reaches into 

the Central Asia region, generates warm anomaly there and hence intensifies the 

land-sea thermal contrast there, which promotes the summer monsoon onset over 

South and Southeast Asia. Though the correlation between the onset over Kerala and 

the PDO is weak before 1976, it becomes high after 1976. The change in the 

correlation seems to be related to the change of the wave train path. The wave 

train which propagates from the northern Pacific Ocean to the western Russia can 

propagate southwards and southeastwards more easily in the period of 1976-2002 than 

the period of 1958-1975.

    (3) 주요내용

      - 케랄라 지역의 몬순 시작이 빠른 해에 아라비안 해, 벵갈만, 인도차이나 반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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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태평양 지역의 몬순이 빠르게 시작하고, 남중국, 타이완, 북 필리핀 해의 몬순은 느

리게 시작하는 것을 통해 남아시아 몬순 시작날짜의 변동 메커니즘은 대규모 관점에서 

분석될 수 있음을 보였다.

      - 남아시아 몬순의 시작일의 변동성에서 경년 변동을 포함하는 장기적인 변동 성분이 

주요한 변동 성분임을 밝혔고, 이는 PDO의 위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밝혔다. 

      - PDO의 음의 위상일 때 케랄라 지역의 몬순이 빨라짐을 보였고, 이는 PDO의 위상에 

따라 변화하는 대륙과 해양 사이의 온도차이가 기인하는 제트류의 변화로 의한 stationary 

wave train의 경로가 달라지기 때문임을 보였다.

  나. Recent intensification of the western Pacific subtropical high associated with East Asian 

summer monsoon

    (1) 저자

      - Matsumura, S, Hokkaido University, Sapporo, Japan 

    (2) 요약

 The summer western Pacific subtropical high (WPSH) has intensified during the past 

three decades. However, the underlying mechanism is not yet well understood. Here, 

we show that Baiu-rainband activity, which is part of the East Asian summer 

monso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recent intensification in the WPSH along the Baiu 

rainband. In contrast with the WPSH, the summer Okhotsk high, which is located to 

the north of the Baiu rainband, has weakened during the past three decades. The 

north-south contrasting changes between the two highs reflect a response to 

northward-moved and enhanced Baiu heating, which intensifies the upper-tropospheric 

ridge, resulting in the baroclinic intensification of the WPSH. Regional climate model 

experiments also support the observational analysis. The results here suggest that the 

mechanism intensifying the summer North Pacific subtropical high clearly differs 

between the western and eastern Pacific.

    (3) 주요내용

      - 최근 30년간 북태평양 고기압은 강화되고 오호츠크해 고기압은 약화되는 특징을 가짐

으로써 바이우 전선이 과거보다 북상하였음을 보였다.

      - 바이우 전선의 북상에 의한 대기 중층의 비단열 가열은 상층 기압능을 강화시키게 되

고, 이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경압성을 증가시킴으로써 다시 북태평양고기압의 강화를 

야기하는 양의 되먹임 작용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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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Decadal Changes of Meiyu Rainfall Around 1991 and Its Relationship with Two Types of ENSO

    (1) 저자

      - Zhu, J, Hohai University, Nanjing, China 

    (2) 요약

 Meiyu rainfall over Yangtze-Huaihe River valley (YHRV) is revealed to have a 

decadal change around 1991 with a seesaw-like distribution. This decadal change is 

closely associated with negative phase of preceding winter El Niño-Southern 
Oscillation (ENSO) Modoki (EM) in the pre-1991 epoch and positive phase of 

conventional ENSO (CE) in the post-1991 epoch. In the pre-1991 epoch, due to 

enhanced precipitation, solar radiation decreases, resulting in SST cooling over western 

North Pacific in Meiyu period. An anomalous anticyclone associated with the SST 

cooling suppresses precipitation over northern part of YHRV. Meanwhile, an 

anomalous cyclone accompanied with the anticyclone locates over East China Sea and 

brings more precipitation to the southern part of YHRV. In the post-1991 epoch, the 

persistent simultaneous warming in eastern equatorial Pacific and Indian Ocean leads 

to abundant moisture brought to southern China.

    (3) 주요내용

      - 1991년을 기점으로, 중국의 메이유 강수의 장주기 변동이 일어났고, 이는 겨울철 엘니

뇨(1991년 이후)와 엘니뇨 모도키(1991년 이전)의 발생 이후 시그널이 감소하는 과정에 

있는 여름철에 동아시아 몬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임을 보였다.

      - 1991년 이전 기간은 엘니뇨 모도키와 관련해서 이전 겨울의 열대 서태평양의 강화된 

강수에 의해 태양 에너지 유입이 감소되어 해수면 온도를 낮춤으로써 여름철 고기압을 

강화시켜 메이유 강수를 감소되었다.

      - 1991년 이후 기간은 겨울철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의 양의 아노말리와 더불어, 인도

양의 해수면 온도 양의 아노말리가 여름철까지 지속됨으로 인해 중국 내륙으로 유입되

는 수증기 수송량이 증가함에 따라 메이유 강수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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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Impact of East Asian Summer Monsoon on the Interannual Variation of South Asian 

High

    (1) 저자

      - Zhang, P, Institute of Atmospheric Physics, Beijing, China 

    (2) 요약

 Occupying the upper troposphere over the Eurasia during boreal summer, the South 

Asian High (SAH) is thought to be a critical regulator of East Asian Summer Monsoon 

(EASM), a system of particular important for regional climate and regional water cycle 

over the East Asia. In this study, the mechanisms responsible for the interannual 

variation of SAH intensity are investigated. When the SAH is strong, the 200 hPa 

geopotential height in the high center increases and the high system expands. 

Significant anomalies of the geopotential height were found over the Middle East, and 

to the east of the Tibetan Plateau (TP). The upper tropospheric temperature 

increases, while the precipitation increases over the Yangtze River Valley but 

decreases over the Middle East. The diagnosis of atmospheric dynamics and the 

numerical experiments consistently shown that the interannual variation of the SAH 

intensity is strongly influenced by summer precipitation over the Yangtze River Valley 

associated with EASM.The mechanisms are three-fold. First, the excessive EASM 

precipitation excites a local anticyclone in the upper troposphere according to 

Sverdrup Vorticity Balance, which leads to the eastward extension of the eastern edge 

of the SAH. In addition, condensational heating related to EASM warms the upper 

troposphere (200-400 hPa), reinforcing the geopotential height anomalies over East TP 

and East China. Furthermore, the monsoonal heating excites a westward propagating 

Rossby wave train, increasing geopotential height over the Middle East and inhibits 

the local precipitation. In conclusion, our study results in a new mechanistic paradigm 

in which the EASM is driving the SAH variation rather than passive response as 

traditionally thought.

    (3) 주요내용

      - 동아시아 몬순 강수의 변동이 남아시아 고기압(SAH)을 강화시킬 수 있음을 증명하였

다. 이는 남아시아 고기압에 의해 동아시아 몬순 강수가 수동적 또는 일방적으로 영향

을 받는다는 기존의 선행 연구들과 상반되는 관점으로 남아시아 고기압이 동아시아 몬

순 강수의 선행인자가 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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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Coupling of Indian and East Asian Monsoon Precipitation in July-August

    (1) 저자 

      - Day, J A,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Berkeley, CA, United States 

    (2) 요약

 Recent work suggests that summer rainfall in the Indian and East Asian monsoons 

results from different mechanisms. The onset of intense convection in India is 

mediated by Hadley Cell transitions, whereas frontal rainfall in China (most notably 

during Meiyu season in June) arises from forced meridional convergence and zonal 

heat transport in the wake of the Tibetan Plateau. However, the leading mode of 

July-August interannual rainfall variability for All-Asia (defined as the region within 

68E-140E and 5N-45N) demonstrate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upling between 

monthly anomalies in India and China. In particular, positive anomalies along the 

Himalayan Foothills are associated with positive anomalies along the Yangtze River, 

and also with negative anomalies over central India and northern and southern China. 

The entire pattern reverses in dry years over the Himalayan Foothills. This coupling 

is not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ENSO, the leading mode of global interannual 

variability. We propose that a channel of moisture transport links the Bay of Bengal 

to the Yangtze River valley across the high terrain of the Yunnan Plateau, on the 

southeast edge of the Tibetan Plateau. This channel only activates in July, when the 

maximum of moist static energy (MSE) shifts to land, and weakens in September with 

the cooling of Bay of Bengal SST. Our mechanism is substantiated by analysis of 

output from the LMDZ5 model, which includes a high-resolution nested grid nudged to 

reanalysis, improving the simulation of the Indian Monsoon and performance near high 

topography. Potential changes in moisture transport across the Yunnan Plateau under 

21st century warming conditions may lead to modified interannual variability of Asian 

rainfall.

    (3) 주요내용

      - 인도양(벵갈만) 지역의 강수와 동아시아 몬순 강수가 연결되기 위해서는 인도양의 높

은 MSE가 내륙 쪽으로 이동 또는 확장하는 현상이 중요한 시그널임을 보였고, 이는 티

벳 고원 남동쪽의 윈구이 고원 수로의 수문학적 상태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밝혔다.

      - 위 지역의 수로는 기후학적으로 7월에 가장 활발하며 따라서 동아시아 몬순과 인도양

의 관계는 7월과 8월이 가장 높음을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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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The thermocline feedback in the western-central equatorial Pacific: A key player for 

ENSO in a warming climate?

    (1) 저자

      - Dewitte, Boris, LEGOS/IRD, Toulouse, France 

      - Yeh, Sang-Wook, University of Hanyang, Ansan, Korea,

      - Thual, Sulian, Courant Institute of Mathematics, New York University, USA

    (2) 요약

 Vertical stratification changes at low frequency over the last decades are the largest 

in western-central Pacific and have the potential to modify the balance between 

ENSO feedback processes. Using Reanalysis products, we show evidence of an 

increase in thermocline feedback in the western-central equatorial Pacific over the 

last 50 years, and in particular after the climate shift of 1976. The thermocline 

feedback becomes more effective due to the increased stratification in the vicinity of 

the mean thermocline, which is shown to be concomitent with long-term change of 

the recharge-discharge process. The increased stratification leads to an increase of 

vertical advection variability twice as large as its increase resulting from the 

increased in ENSO amplitude (positive asymmetry) in the eastern Pacific that connects 

to the thermocline in the western-central Pacific through the basin-scale 'tilt' mode. 

Although the zonal advective feedback is dominant over the western-central 

equatorial Pacific, the more effective thermocline feedback allows for counteracting 

its warming (cooling) effect during warm (cold) event, leading to the reduced 

covariability between SST and thermocline depth anomalies in the NINO4 

(160°E-150°W; 5°S-5°N) region after the 1976 climate shift. This counter-intu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rmocline feedback strength as derived from the linear 

relationship between SST and thermocline fluctuations and stratification changes is 

also investigated in a long-term coupled general circulation model (CGCM) simulation. 

A recharge-discharge conceptual coupled model is used to show that the change in 

thermocline feedback associated to increased vertical stratification in the 

central-western Pacific as simulated by the CGCMs in which the green-house gazes 

concentration is increased (CMIP5) can lead to an ENSO regime accounting for 

Central Pacific El Niño events.
    (3) 주요내용

      - 서태평양과 중태평양에서 단주기 연직 성층화의 변화가 ENSO 피드백 과정 간 균형 

상태의 변조를 가져올 수 있다.

      - 재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지난 50년 간 서태평양과 중태평양에서 수온약층 피드백 증

가의 증거를 보였다.

      - 성층화 강화로 연직 이류 변동성 또한 증가하는데, 이는 동태평양에서 ENSO 강도 증

가에 의한 증가분보다 약 2배 가량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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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에서 동서방향 이류 피드백이 우세하지만 1976년 체제 전환 이후 

Nino4 지역에서 보다 활발한 수온약층 피드백은 El Nino 이벤트 온난 효과를 상쇄시킨다.

  사. Interdecadal Relationship between the Mean State and El Nino Types

    (1) 저자

      - Pei-Hsuan Chung, Department of History and Geography, Taipei Municipal University 

of Education, Taipei, Taiwan

      - Tim Li, IPRC/SOEST,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Honolulu, Hawaii

    (2) 요약

 Based on the analysis of observational data from 1980 to 2010, It was found that 

easterly trades and sea surface temperature (SST) gradients across the equatorial 

Pacific undergo a regime change in 1998/99, with enhanced trades and a significant 

cooling (warming) over tropical eastern (western) Pacific in the later period. 

Accompanying this mean state change is more frequent occurrence of central Pacific 

(CP) El Nino during 1999–2010. The diagnosis of air–sea feedback strength showed 
that atmospheric precipitation and wind responses to CP El Nino are greater than 

those to the eastern Pacific (EP) El Nino for given a unit SST anomaly (SSTA) 

forcing. The oceanic response to the same wind forcing, however, is greater in the 

EP El Nino than in the CP El Nino. The role of the mean SST zonal gradient in El 

Nino selection was investigated through idealized numerical experiments. With the 

increase of the background zonal SST gradient, the anomalous wind and convection 

response to specified EP or CP SSTA shift to the west. Such a difference results in a 

bifurcation of maximum SSTA tendency, as shown from a simple ocean model. The 

numerical results support the notion that a shift to the La Nina–like interdecadal 
mean state is responsible for more frequent occurrence of CP-type El Nino.

    (3) 주요내용

      - 1980년부터 2010년 간 관측 자료 분석을 통해 1998/99년 적도 태평양 상에서 무역풍과 

해수면 온도 경도의 체제 전환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후 기간에서 무역풍의 

강화와 동태평양 냉각이 나타난다.

      - 평균 상태의 변화는 1999-2010년 동안 중태평양 El Nino의 잦은 발생을 동반하며, 대

기-해양 피드백 강도의 진단 결과 주어진 단위 해수면 온도 편차의 강제력에 대하여 중

태평양 El Nino에 대한 강수와 바람의 반응은 동태평양 El Nino에 대한 강수와 바람의 

반응보다 크게 나타난다.

      - 반면, 중태평양 동일한 바람 강제력에 대한 해양의 반응은 중태평양에서보다 동태평양

에서 크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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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Super El Niños in a Warming World

    (1) 저자

      - Mojib Latif, Helmholtz Centre for Ocean Research Kiel, Maritime Meteorology, Ocean 

Circulation and Climate Dynamics, Kiel, Germany

      - Vladimir Semenov, A.M. Obukhov Institute of Atmospheric Physics RAS, Moscow, Russia

      - Park Wonsun, Lomonosov Moscow State University, Moscow, Russia

    (2) 요약

 El Niño is a disruption of the ocean-atmosphere system in the Tropical Pacific 

having important consequences for weather and climate around the globe. The 

phenomenon originates in the Equatorial Pacific, and it is the strongest interannual 

climate signal with global teleconnections. El Niño events are typified by strong 

warming of the order of a few degrees of the eastern and central Equatorial Pacific 

Ocean with cooling over portions of the subtropics and mid-latitudes and the tropical 

western Pacific. These SST anomalies drive anomalous diabatic heating in the upper 

atmosphere thereby perturbing the global atmospheric circulation and generating 

global teleconnections. Although El Niños considerably vary in strength, typical eastern 
Equatorial Pacific sea surface temperature anomalies generally do not exceed 3C. 

Here we present an ensemble of greenhouse gas integrations (1% increase in CO2 

per year) of the Kiel Climate Model, in which some events exceed SST anomalies of 

6C. Such Super El Niños result in more than twice stronger signal in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teleconnection patterns that would have dramatic consequences for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e most of simulated Super El Niños happen in the last 
third of the 21st century and represent a prolonged event that sustain maximal SST 

anomalies for more than half a year. The change in the zonal wind stress in the 

Equatorial Pacific Sector is the primary reason for the occurrence of Super El Niños 
in the greenhouse climate. The simulated U-wind climatology in the warmer climate is 

characterized by a second minimum that favors longer and more powerful El Niños. 
The results of our model simulations suggest a higher probability of Super El Nino 

events in a warmer climate.

    (3) 주요내용

      - El Nino는 열대 태평양에서 대기-해양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하며 이는 전 지구 기상

과 기후에 있어 중요성을 가진다.

      - El Nino 동안 해수면 온도 편차는 상층 대기에 비단열 가열을 유도하여 전구 대기 대

순환과 원격 상관에 섭동을 야기한다.

      -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 편차는 일반적으로 3도를 초과하지 않으나, 온실 기체를 매년 

1%씩 증가시킨 기후 모형에서 일부 El Nino는 해수면 온도 편차가 6도를 초과하는 

super El Nino가 나타난다.

      - 온난화 단계에서 super El Nino 발생의 주요 원인은 동서방향 바람 강도의 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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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A NAO-ENSO-based seasonal prediction model for East Asian summer monsoon

    (1) 저자

      - Jianping Li, Institute of Atmospheric Physics, Chinese Academy of Sciences, LASG, 

Beijing, China

      - Bin Wang, Department of Meteorology and IPRC,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Honolulu, Hawaii, USA

      - Fei-Fei Jin, Department of Meteorology and IPRC,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Honolulu, Hawaii, USA

    (2) 요약

 The observational analysis show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ceding winter 

El Niño–Southern Oscillation (ENSO) and the following East Asian summer monsoon 

(EASM) in the past 60 years is strengthened. Both the observational and numerical 

evidences demonstrate that spring North Atlantic Oscillation (NAO) may exert 

significant influences on the enhancement of the EASM–ENSO relationship. Anomalous 

spring NAO may cause a tripole SSTA pattern in North Atlantic which can persist into 

ensuring summer from spring. In summer, the tripole SSTA impacts EASM through 

two pathways. One is the tripole SSTA pattern excites the Atlantic-Eurasian (AEA) 

teleconnection which is a distinct Rossby wave train prevailing over the Atlantic and 

northern Eurasia. As a result, the blocking highs over the Ural Mountain and the 

Okhotsk Sea can be modulated. Another is it can force a simple Gill-Matsuno-type 

quadrupole response over western Pacific, consequently, the linkage between the 

western Pacific subtropical high (WPSH) and ENSO is enhanced. The co-effects of the 

two teleconnection patterns help to strengthen (or weaken) the subtropical 

Meiyu-Baiu-Changma front, the primary rain-bearing system of the EASM. As such, 

spring NAO is tied to the strengthened connection between ENSO and the EASM. 

Then we may establish a NAO-ENSO-based seasonal prediction model for EASM. The 

hindcast experiments show a good performances of this prediction model for EASM. 

The NAO-ENSO-based model is employed to make seasonal prediction for EASM 

strength and summer rainfall over middle reach of Yangtze river in 2012, and the 

results show a good performance of the approach, implying the model could be a 

useful tool for seasonal prediction of EASM.

    (3) 주요내용

      - 지난 60년 간의 관측자료 분석 결과는 앞서 나타나는 ENSO와 뒤따르는 동아시아 여

름철 몬순 간 상관관계의 강화를 보여준다.

      - 관측과 모형 모두 봄철 NAO가 동아시아 여름철 몬순과 ENSO 간 상관관계의 강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 북대서양에서의 이례적인 봄철 NAO는 북대서양 해수면 온도 편차의 3극 패턴을 유도

하고, 이는 봄부터 여름철까지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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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철 3극 해수면 온도의 편차는 동아시아 여름철 몬순에 2가지 과정으로 영향을 미

치는데, 하나는 3극 해수면 온도 편차가 로스비 파동열인 대서양-유라시아 원격 상관을 

촉발시켜 우랄 산맥과 오호츠크 해에 저지 고기압이 변조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

태평양에 Gill-Matsuno 유형의 4극 반응을 강제함으로써 서태평양 아열대 고기압과 

ENSO가 강화되는 것이다.

      - 두가지 원격상관 패턴의 영향으로 주요 강수 형성 시스템인 동아시아 여름철 몬순이 

강화된다.

      - 봄철 NAO는 ENSO와 동아시아 여름철 몬순 간 상관관계를 강화시키므로, 이를 토대

로 동아시아 여름철 몬순 계절 예측 모델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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