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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된 사례에 대한 종관 및 기후 배경 분석
  – 선정 사례 재현에 필요한 경계조건, 대기 초기조건, 지면(적설/토양수분) 초기조건 확보 
  - 선정된 사례에 대한 경계조건(빙권요소) 및 대기/지면조건을 반영한 극지 예측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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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된 사례에 대해 앙상블 11개를 사용하여 과거재현실험을 수행
  – 재분석자료와 비교/검증을 통해 재현 성능 평가
  - 동아시아 극한 기후 발생 메커니즘 분석을 위해 빙권요소 적용 실험 수행
  - 예측성의 향상 여부를 Skill score 계산을 통해 분석
  – 해빙 경계조건과 적설 또는 토양수분 지면초기화를 반영한 실험 셋을 구성하고 수행
  – 빙권요소의 동아시아 극한 기후 현상에 대한 정량적인 기여도를 평가
  – 극지에서 전파되는 연직 파동소스 분석을 위해 EP-flux 분석 수행
  - 성층권 극소용돌이 붕괴 메커니즘 분석
  - 극지 예측시스템(KPOPS)을 재현하고 민감도 실험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동아시아 

극한 기후현상 발생의 역학적 메커니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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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극지 예측 시스템(KPOPS)을 활용한 북극-중위도 원격상관 역학연구

Ⅱ.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해빙농도 및 적설과 같은 빙권요소를 KPOPS라는 계절예측시스템에 예측 인자로 활
용하여, 빙권요소와 기후 요소들 간의 되먹임 작용을 분석하고 북극-중위도 사이의 원
격상관 메커니즘을 연구하고자 한다.
- 극지 예측시스템(KPOPS)을 활용하여 중위도 극한 한파 사례의 재현실험을 수행한

다.
- 극지 예측시스템(KPOPS)을 활용하여 중위도 폭염 사례의 재현실험을 수행한다. 
- 북극고온 현상 및 해빙/고위도 적설 요소가 극한 기후 사례에 미치는 기여도를 평가

하고 북극-중위도 원격상관 메커니즘을 제시한다.

Ⅲ.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재분석자료를 활용하여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극한 기후 사례 선정한다.
– 극한 한파 및 폭염 사례 중 빙권 요소(해빙/적설)의 영향이 컸던 사례 선정
– 선정된 사례에 대한 종관 및 기후 배경 분석

  선정된 사례에 대한 경계조건(빙권요소) 및 대기/지면조건을 반영한 극지예측 시스템
(KPOPS)을 활용하여 과거재현실험을 수행하고 분석한다.
– 선정 사례 재현에 필요한 해수면 조건, 초기 조건, 해빙 조건, 적설 조건 확보 
– 선정된 사례에 대해 앙상블 11개를 사용하여 과거재현실험을 수행
– 재분석자료와 비교/검증을 통해 재현 성능 평가

  동아시아 극한 기후 발생 메커니즘 분석을 위해 빙권요소 민감도 실험을 수행하고 
예측성의 향상 여부를 Skill score 계산을 통해 분석한다.
– 해빙 경계조건과 적설 또는 토양수분의 지면초기화를 반영한 실험 셋을 구성하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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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 MSSS 또는 ACC 등을 계산하여 모델실험 결과 분석을 통해 빙권요소의 동아시아 

극한 기후 현상에 대한 정량적인 기여도를 평가

  앞에서 수행한 극지 예측시스템(KPOPS)을 재현하고 민감도 실험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동아시아 극한 기후현상 발생의 역학적 메커니즘을 제시한다.
– 극지에서 전파되는 연직 파동소스 분석을 위해 EP-flux 분석 수행, 성층권 극소용돌
이 붕괴 메커니즘 분석

Ⅳ.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경계조건 및 지면초기화 방안을 개선하고 적설 초기화 방안을 적용함으로써 KPOPS
를 활용하여 겨울철 및 여름철 현업 계절예측 수단으로 사용 가능하다.
- 극지(빙권요소)-중위도-성층권의 상호연관성에 관한 기후변화 연구에 본 연구의 
KPOPS를 활용함으로써 계절예측의 예측성 향상을 도모함
- 미래 기후에서 예상되는 북반구 극소용돌이도 변화 및 극한 기후의 발생 빈도 변화 
등 기후변화의 적응/대응 전략 수립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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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  Understanding key process of Arctic-midlatitude teleconnection using 
KPOPS model

II.  Introduction of R&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understand the feedback behavior 
between the cryospheric factors and mid-latitude climate variables and to study the 
tele-connection mechanism between the Arctic and the mid-latitudes. So, we tried 
to improve seasonal-subseasonal climate prediction skill by conducting 
observational analysis and understanding underlying dynamical and physical 
processes.

III.  R&D Results

By using reanalysis data, we choose the extreme weather cases in East Asia.
- To select the cases of extreme cold and heat waves that were affected by the 

cryoshperic factors (sea ice / snow).
- Analyzing the synoptic and climate scale background for the extreme cases.

Hindcast experiments were performed and analyzed using the Polar Climate 
Prediction System(KPOPS), which reflected boundary conditions and atmospheric / 
land surface initial conditions.
- Perform past reproduction experiments using 11 ensemble members
- Evaluation of reproduction performance through comparison / verification with 

reanalysis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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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analyze the mechanism of extreme climate in East Asia, ice field 
sensitivity experiments are performed and skill score calculation is used to analyze 
the improvement of predictability.
-  Setting experiments that reflect sea ice boundary conditions and snow or land 
surface initialization for cold surge and heatwave
– Evaluate the quantitative contribution to the extreme climate phenomena of the 
East Asian region by the cryospheric factor by calculating MSSS or ACC, etc.

  By using KPOPS, we examined how Arctic sea-ice loss, land surface conditions 
and cold winter in extra-polar regions are dynamically connected through the 
polar stratosphere and in turn, how polar vortex perturbations affect troposphere 
weather.
– Analyzing EP flux vector for vertical wave sources propagating from troposphere
- Understanding Arctic-troposhpere(midlatitude)-stratosphere interaction and land 
surface-summer heatwave

IV.  Application Plans of R&D Results

  By using the exact boundary condition and the improved land surface 
initialization(or applying the snow initialization), KPOPS can be used as the 
operational seasonal(or sub-seasonal) forecasting tool in winter and summer.
- Climate change research about the Arctic(ice and snow)-midlatitude-stratosphere 
interaction: we aim to improve the predictability of seasonal forecasting and the 
prediction of extreme weather



- 7 -

목      차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9

  제1절 연구개발의 배경 및 필요성 ······················································································· 9

  제2절 연구개발의 목적 ········································································································ 10
    1. 최종목표 ······················································································································· 10
    2. 연차별 연구목표 ·········································································································· 10
    3. 연구개발 추진체계 ······································································································ 11
    4. 본 과제와의 연계성 ···································································································· 13

제2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 15

  제1절 연구범위 및 연구수행 방법 ···················································································· 15
    1. 극지기후 예측시스템(KPOPS)의 개요 ····································································· 15
    2. Scaling method ··········································································································· 18
    3. KPOPS를 활용한 계절-계절내 예측 사례 ······························································ 20
    4. 연구수행 방법 ·············································································································· 20

  제2절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 22
    1. 극지 예측시스템(KPOPS)을 활용한 북극-중위도 원격상관 역학규명 ··············· 22
    2. 선정된 사례에 대해 KPOPS를 활용한 과거재현 실험 수행 ································ 26
    3. KPOPS 과거 재현실험을 통한 예측성 성능 검증 분석 ········································ 28
    4. 동아시아 극한 기후 발생 메커니즘 분석을 위해 빙권요소(해빙농도 및 적설)를 

반영한 실험 수행 ········································································································ 30
    5. 빙권요소의 동아시아 극한 기후현상에 대한 정략적인 기여도 평가 ·················· 33
    6. KPOPS 재현 실험결과와 동아시아 극한 기후현상 ··············································· 35
    7. 극한 기후현상 발생의 역학적 메커니즘 분석 ························································ 38
    8. 빙권요소와 KPOPS를 활용한 계절예측의 과거재현실험 분석 ···························· 40

제3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 45



- 8 -

제4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47

제5장 참고문헌 ························································································································· 48



- 9 -

본   문

극지 예측 시스템(KPOPS)을 활용한 북극-중위도 원격상관 역학연구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1절 연구개발의 배경 및 필요성
  극지역은 지구상 어떤 지역보다 다양한 형태의 기후 되먹임(climate feedback) 메커
니즘이 민감하게 작동하는 지역이다. 특히 금세기 들어 북극은 급격한 온난화가 진행되
어 북극권 기후환경이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Screen and Simmonds, 2010;Bhatt et 
al., 2010). 2012년은 여름철은 2007년 북극 해빙 면적보다 더 크게 감소되어 관측 이
래 최저의 극값 중 하나로 기록되는 등 국내외로 북극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
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와 관련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발생한 2009/2010년 한파와 2012/2013년 한파는 여름철 북극 지역의 
해빙 면적이 기록적으로 작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고, 또한 시베리아의 적설
면적 등 빙권의 변화는 한반도 기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
게 구현하고 예측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반도 겨울철 지표온도 변동 역시 이러한 빙권요소들의 변동과 큰 관련이 있다. 물
론, 한반도에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 한파는 외부 강제력 없이도 겨울철 지표 냉각에 따
른 시베리아 고기압 확장에 따라, 즉 내부 역학에 의해, 발생/소멸 되는 현상이나 극지
에 기인하는 빙권요소 변동, 돌연승온과 관련한 성층권극와도의 경년 변동 등은 대류권 
극진동 발생을 조절하고, 이에 따라 매해 발생하는 개별한파들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
음이 선행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다(Jeongand Ho, 2005; Jeong et al. 2006; Kim et 
al., 2009).

  실제로 북극의 기온은 계속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1990년대 이후부터는 온
난화의 진행 속도가 점차 빨라짐에 따라 북극해 온난해 현상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극
지 기후 예측의 모델링 기술의 발전이 절실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
구하고 빙권요소의 계절예측에 있어서의 중요성은 고위도 지역 물리과정에 대한 관측 
및 역학적 이해 부족으로 인해 간과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특히, 계절예측에 있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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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어야 하는 해빙 계절예측 및 고위도 지면 초기화 분야는 아직까지도 발전이 매우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어 기상선진국에서도 빙권요소에 따른 계절예측성 향상 연구는 많
이 부족한 실정이다(Budikova, 2011).

  이에 본 과제는 해빙농도 및 적설과 같은 빙권요소를 KPOPS라는 계절예측시스템에 
예측 인자로 활용하여 빙권요소와 기후 요소들 간의 되먹임 작용을 분석하고 북극-중
위도 사이의 원격상관 메커니즘을 연구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개발의 목적

  1. 최종목표

    가. 극지 예측시스템(KPOPS)을 활용하여 중위도 극한 한파 사례의 재현실험을 수
행한다.

    나. 극지 예측시스템(KPOPS)을 활용하여 중위도 폭염 사례의 재현실험을 수행한
다. 

    다. 북극고온 현상 및 해빙/고위도 적설 요소가 극한 기후 사례에 미치는 기여도
를 평가하고 북극-중위도 원격상관 메커니즘을 제시한다.

  2. 연차별 연구목표

연차 연구 목표 연구 내용 비 
고

1차년도

극지 예측 
시스템(KPOPS)을 

활용한 
북극-중위도 

원격상관 
역학연구

가. 극지 예측 시스템(KPOPS) 활용 중위도 극한한
파 사례 재현실험 수행
나. 극지 예측 시스템(KPOPS) 활용 중위도 폭염 
사례 재현실험 수행 
다. 북극고온 현상 및 해빙/고위도 적설 요소가 극
한 기후사례에 미치는 기여도 정량 평가 및 메커
니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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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구개발 추진체계

    가. 추진전략 및 체계

      (1) 추진전략

< 연구단계별 추진 전략 >

      (2) 추진체계

연구개발과제 총 참여 연구원

과제명 극지 예측 시스템(KPOPS)을 활용한 
북극-중위도 원격상관 역학연구

위탁연구책임자
김백민 외 7인 총 8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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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POPS 과제 추진체계 개념도 >

극한한파 분석

사례선정 및 기본통계분석

KPOPS 모델 사례 재현실험

폭염 분석

사례선정 및 기본통계분석

KPOPS 모델 사례 재현실험

원인 규명을 위한
해빙/적설 민감도 실험 수행

북극-중위도 이상기후
발생 계절별 모식도 작성

북극발 
한파 발생 메커니즘 

제시 
북극발 폭염 발생 

메커니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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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월별 수행 진행과정

수행 내용 수행월 소요
연구비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차년도>
분위분석(percentile)을 통한 이상기후 사
례선정

30,000
극지예측 시스템(KPOPS)활용 재현실
험 수행 및 분석 40,000
극지예측 시스템(KPOPS)활용 빙권요
소 민감도 실험 수행 및 빙권-중위도 
원격상관 메커니즘 제시

40,000

합 계 110,000

  4. 본 과제와의 연계성

    가. 극지예측 시스템(KPOPS)가 3년간의 성공적인 연구수행을 통해 준현업 예측이 
가능한 상태가 됨에 따라, 과거 발생했던 극한 기후현상 분석에 활용, 메커니
즘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나. 특히, 연구의 최종 해인 2019년에는 극지연구소에서 여름철/겨울철 계절 예측
을 정기적으로 수행, 계절 예측 정보를 자체 생산/배포함에 따라 과거 극한 기
후현상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재현해 내는지에 대한 정량 평가가 중요하다.

    다. 극지예측 시스템(KPOPS)의 특징은 현업기관 모델과 달리 극지 빙권 요소들을 
플러그 인(plug-in) 방식으로 결합하여 극지 빙권 요소가 극한 기후현상 발생
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기여도 평가가 용이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메
커니즘 연구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라. 이러한 극지예측 시스템(KPOPS)의 장점을 활용, 과거 발생한 극단적 기후현상
들의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연구는 본 과제 기상/기후 모델 개발/예측 업무와 
조화롭게 연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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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특히, 극지-중위도 원격상관 메커니즘 연구를 통해 빙권요소 모델링 개선에 필
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정교한 극지예측 시스템(KPOPS)개발이 가
능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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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1절 연구 범위 및 연구수행 방법

  1. 극지기후 예측시스템(KPOPS)의 개요

    가. 기후 모델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극지기후 예측시스템(이하 KPOPS)은 NCAR 
CESM1.2(Community Earth System Model)의 대기모델(Community Atmosphere 
Model, CAM)을 기반(AMIP-type)으로 구성되었다. 지면모델인 CLM(Community 
Land Model)은 CAM4에서 산출된 대기 상태로부터 지면 에너지와 운동량, 복사속을 
계산하고 대기와 상호 연동되어 작동하며, 해수면온도(SST)와  해빙농도(ICE)를 경계조
건으로 처방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CAM4-CLM4 또는 
CAM4-CLM4.5로 구분하여 모델을 수행하였다. 144x96의 수평해상도와 26층의 연직
해상도의 유한체적 역학코어(FV1.9x2.5 dynamic core)를 적용하여 실험하였고, 극지역
의 구름 과다 모의를 억제하기 위해 Vavrus의 “cldfrc_freeze_dry = ON” option을 적
용(default)하였다(Vavrus and Waliser, 2008). CLM4.5의 경우 “CLM 
Biogeochemistry mode = OFF” option을 적용하였다.

  KPOPS의 모든 실험은 예측일로부터 120일까지 적분을 수행하였다. 모델의 
Anomaly를 계산하기 위해 과거재현실험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에 대하여 매
년 각 예측일마다 실험을 수행한다. 아래 그림 1는 KPOPS를 활용한 예측 실험의 개괄
적인 흐름을 설명하는 모식도이다.

    나. 입력자료

  대기초기화는 6시간 간격(00, 06, 12, 18UTC)의 ECMWF 분석장을 사용하였으며, 
자료의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은 최신의 ERA-51) 재분석자료를 활용하여 대체한다. 
ERA-5와 ECMWF analysis를 비교하여 두 자료의 연속성을 점검하였으며, 그 결과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Not shown). 그리고 
1) https://cds.climate.copernicus.eu/#!/search?text=ERA5&type=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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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urface pressure) 자료가 없는 경우, 대기 연직구조와 모델의 지형자료
(Topography)를 활용하여 새로이 산출하였다.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필요에 따라 
JRA-552)를 활용하여 대기초기화를 수행하고 실험하였다.

그림 1. KPOPS를 활용한 예측 실험의 모식도.

  지면초기화는 KPOPS 장기 모델 수행으로 spin-up이 완료된 평균적인 지면초기장을 
사용하는 방법과 재분석 자료로부터 대기 강제력을 생산하고 이를 적용한 지면모델
(CLM4.5 offline run) 결과를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 산출하였다. 

  그리고 CLM4.5 offline run을 위해서는 다음의 대기강제력 변수가 필요하며, 준 실
시간 제공하는 JRA55 또는 ERA5 등의 재분석자료에서 7가지 지면 변수를 추출하고 
사용하였다. 강제력 산출에 필요한 지면 변수는 SSRD(Surface shortwave radiation 
downward), STRD(Surface thermal radiation downward), Wind10m(U-velocity at 
surface 10m and V-velocity at surfcae 10m), SAT(Surface air temperature), 
MTPR(Mean total precipitation rate), SP(Surface pressure), and Q2m(Specific 
humidity near surface 2m) or D2m(Dewpoint temperature near surface 2m)이다 
(표 1). 다만 비습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슬점온도를 활용하여 새로이 산출한다.

2) ftp://ds.data.jma.go.jp/JRA-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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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기강제력에 필요한 지면 변수와 그 단위.
변수 SSRD STRD Wind SAT MTPR SP Q2m
단위 W/m2 W/m2 m/s K mm/s Pa kg/kg

  대기강제력을 입력으로 하는 CLM4.5 offline run을 수행하면 매월 1일의 지면초기
장을 산출할 수 있다. 여기서 CLM4.5 offline run과 CAM4-CLM4.5 AMIP-type run
의 Mean bias와 Variance의 차이는 고려하지 않고 가공없이 직접 KPOPS 지면초기장
으로 사용하였다. 추후 정규화 혹은 CDF(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을 활용한 
스케일링 작업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필요가 있다.

  KPOPS는 겨울철 예측성 향상을 위해 늦가을 적설을 활용한 지면초기화 방안도 적용
할 수 있다. 관측 또는 재분석자료의 적설량(눈깊이) 자료를 사용하여 지면 조건을 보
정하는 방법으로 좀더 정확한 지면조건을 생산할 수 있다. 그리고 눈깊이 초기화 과정
은 예측일전 1개월 동안 수행하여 적설에 의한 정보가 지면에 적절하게 흡수될 수 있
도록 고안하였다. 예측일 전에 지면초기화를 위해 수행되는 이 과정을 지면모델 숙련과
정(Training run)이라 한다. KPOPS에서 지면모델 숙련과정은 가장 초보적인 자료동화
의 한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과거 2009/2010년 겨울철 사례를 선정하여 
지면초기장에 눈깊이 초기화를 적용한 결과를 소개하였다. 눈깊이를 초기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겨울철 계절예측성이 향상된다. 참고로 앞서 언급한 지면초기화 방안과 
눈깊이 초기화 방안은 중복하여 KPOPS 예측 실험에 적용할 수 없다.

  경계자료인 전구 해수면온도(SST)와 해빙농도(ICE, Sea ice concentration)를 처방하
기 위해서 본 연구는 CFS forecast data(SST and ICE)3)와 NOAA 
OISSTv2(Optimum interpolation sea surface temperature)4) SST 그리고 SSMI 위성5)
에서 측정하여 산출한 일평균 ICE를 사용하였다. 예측모델에 입력될 경계자료의 예측
성 향상을 위해 관측의 기후값에 예측의 Perturbation(Anomaly)은 더하여 활용하는 방
안(그림 2)을 채택하였다. 이것은 경계조건의 예측과 관측의 Mean bias를 최대한 줄일 
3) 

https://www.ncdc.noaa.gov/data-access/model-data/model-datasets/climate-forecast-syste
m-version2-cfsv2

4) ftp://ftp.cdc.noaa.gov/Datasets/noaa.oisst.v2
5) https://nsidc.org/data/nsidc-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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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림 2. 관측과 CFS 예측을 혼합하여 경계조건을 산출하는 방법.

    다. 앙상블(Ensemble)

  KPOPS은 11개의 앙상블을 생산하여 예측 및 과거재현실험(Hindcast)을 수행한다. 
앙상블 생산은 대기초기장의 시간지연방안(Time-lagged method)를 적용하였고, 예측 
수행일을 기준 6시간 간격으로 11개의 대기초기장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6번째 앙상블
이 예측 수행 당일의 대기초기장과 일치한다. 예로 2020년 2월 1일 00UTC 예측을 수
행하기 위해서는 2020년 1월 30일 18UTC부터 2020년 2월 2일 06UTC까지 6시간 간
격 11개의 초기장이 사용된다.

  2. Scaling method

  기존의 Standard normal deviate scaling 적용에 있어 첫번째 가정은 관측과 모델의 
토양수분 PDF(Probability Density Function)가 정규분포(Normal distribution)를 따른
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토양수분의 PDF는 서로 다르다. 그림 3은 동아시아 여름
철 임의의 두 지점에서의 토양수분(Top soil moisture)에 대한 PDF와 CDF를 나타낸 
그림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두 지점 모두 실제 토양수분의 PDF는 Normal 
Distribution와는 다른 Positive skewness(오른쪽 꼬리가 긴 경우)가 뚜렷한 분포(그림 3
의 점선 PDF)를 갖는다.

  CDF matching 기법(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Reichle and Koster (2004))
은 누적확률분포를 활용함으로써 standard normal deviate scaling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어떠한 가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standard normal deviate scaling을 적용하는 과정
에서 발생하는 long-term에 대한 anomaly와 standard deviation 계산 과정의 번거로움
이 생략된다. 표준편차가 작은 샘플의 정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수치적 오류
(Variance가 작은 경우 분모가 0에 가까워지는 오류)에서도 쉽게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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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ation cost을 줄이고도 CDF matching 기법을 통해 Bias가 감안된 토양수분 초기
조건을 생산할 수 있다.

그림 3. (a) 동아시아 임의의 두 지점(Black and Blue line)에서 구한 토양수분의 PDF와 
CDF 예시. 점선과 실선은 각각 서로 다른 두 모델이 생산한 토양수분의 분포이다(단, 
PDF의 경우 편의상 실제 확률값의 5배를 곱하여 그렸음).
예를 들어, 적색 화살표의 예시와 같이 CDF matching을 적용하면, Scaling 전의 토양수
분 18.5는 새로운 토양수분 26에 대응한다.

그림 4. CDF matching 기법 모식도(Reichle and Koster, 2004). 여기서 첨자 m과 x’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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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첨자 s와 x는 관측을 의미한다. 여기서 Raw data(x’)와 scaled data(x)는 일대일 
대응이다.

  3. KPOPS를 활용한 계절-계절내 예측 사례

  본 과제에서는 극지 예측 시스템(KPOPS)를 활용하여 실제 계절-계절내 예측을 수행
하였다. 이를 통해 북극-중위도 원격상관의 역학과 관련하여 KPOPS가 실제 예측 활
용에 유용한 도구임을 보여줄 수 있다. 2019/2020년 겨울철 예측을 중심으로 11월 1
일 초기화 예측 사례와 2월 1일 초기화 예측 사례의 결과를 다음 절인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에서 소개하였다. 11월 1일 초기화 사례와 2월 1일 초기화 사례는 서로 
다른 지면초기화 방안을 적용하였으며, 경계조건 처방 방법도 다르다. 그리고 사용한 
지면모델 버전과 초기화에 사용한 재분석자료도 다르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 절에서 첨
언하였다.

  4. 연구수행 방법

성과목표 세부목표 연구수행방법
(이론적․실험적 접근방법) 구체적인 내용

 극지 예측 
시스템(KPOP
S)을 활용한 
북극-중위도 

원격상관 
역학규명

극한 
이상기후 
사례선정

- 재분석자료를 활용한 분
위(percentile)분석 및 통
계적 유의성 분석

- AO index 등의 기후 지
표 활용

- 통계적 유의성 분석 및 백
분위 분석을 통한 사례 선
정

- 기후 지표의 수집 및 활용

극지예측 
시스템(KPO

PS)활용 
재현실험 
수행 및 

분석

- 선정된 재현 사례의 기초 
자료 수집 및 자료 가공

- 재현 실험을 위한 대기/지
면 초기장 및 경계조건 생
산

- 극지 기후예측시스템의 
운용 및 재현 실험의 재
분석자료와 비교

- 대기장을 활용한 앙상블 구
축

- 준실시간 KPOPS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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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예측 
시스템(KPO

PS)활용 
빙권요소 

민감도 실험 
수행 및 

빙권-중위도 
원격상관 
메커니즘 

제시

- 재현실험에 적용될 빙권
요소 수집

- 해빙농도/적설의 자료 수집 
및 초기조건 경계조건 삽입
을 위한 자료 가공

- 대기장을 활용한 앙상블 구
축

- 관측-모델의 bias 제거를 
위해 CDF-scaling 기법 
도입

- 빙권요소 민감도 실험
- 민감도 실험 결과 분석을 

위한 각종 skill score 분
석

- 빙권요소 각 조건별 
KPOPS 재현 실험
- MSSS, ACC 등의 skill 

score 적용

- 빙권-중위도 원격상관 메
커니즘 제시

- EP-flux 계산 수행
- 극지-중위도 원격상관 역학 
메커니즘 제시를 설명하는 모
식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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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1. 극지 예측시스템(KPOPS)을 활용한 북극-중위도 원격상관 역학규명

    가. 극한 한파 및 폭염 사례 중 빙권 요소(해빙/적설)의 영향이 컸던 사례 선정

  본 연구의 세부목표에 따라 최근 극한 한파와 폭설 및 폭염 사례를 선정하고 빙권 
요소와의 연관성을 KPOPS를 활용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극한 한파의 경우 첫 번째로 
2012/2013년 겨울철을 사례로 선정하였고, 두 번째로 2009/2010년 겨울철은 적설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눈깊이 초기화를 적용하여 분석 사례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폭
염(열파) 사례는 2018년 여름철 사례를 선정하였으며, 고위도 토양수분과 폭염의 연관
성을 찾아보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한다.

    나. 선정된 사례에 대한 종관 및 기후 배경장 분석

  앞서 언급한 극한 한파를 대표하는 2009/2010년과 2012/2013년 사례에 대하여 
JRA55 재분석자료를 사용하여 겨울철(DJF) 평균 지상기온의 아노말리(1981년부터 
2010년 기후값)을 분석하였다(그림 5-6). 두 한파 사례에서 동아시아를 포함하는 유라
시아의 Extreme cold anomaly가 뚜렷하다. 2009/2010년 사례는 유라시아 전역의 강한 
음의 기온 아노말리가, 북미는 양의 기온 아노말리가 특징이다. 2012/2013년 사례는 
유라시아의 음의 기온 아노말리 발생에서 유사하지만 그 크기와 북미 기온 아노말리 
패턴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두 사례 모두 바렌츠-카라(Barentz-Kara)해에서 강한 양의 
기온 아노말리가 관측되었으나 척치(Chukchi)해에서는 기온 아노말리의 부호가 반대이
다. - 이것이 두 사례의 북미 패턴 차이를 가져오는 하나의 원인으로 보인다.

그림 5. 2009/2010년 겨울철 사례의 북반구 SAT anomaly(DJF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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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2012/2013년 겨울철 북반구 SAT anomaly(DJF mean).

  북극 해빙감소-극한 한파 사례로 선정한 2012/2013년 겨울철의 기온 아노말리 패턴
(그림 6)과 연관된 11-12월(ND)의 해빙, 지표 열속, Z500(Geopotential height at 
500hPa)을 그림 5에 추가하였다. 우선 바렌츠-카라해의 해빙 감소가 뚜렷하다. 그리고 
해빙 감소 영역에서 열속(Turbulent heat flux6))의 대기 유입이 강하다. 척치해의 해빙
은 평년보다 증가하여 열속은 대기에서 지표로 방출된다. 유라시아와 북미(캐나다, 알래
스카)에서 음이 기온 아노말리가, 동시에 바렌츠-카라해의 양의 기온 아노말리가 관측
되었다. 전형적인 WACE 패턴과 연관된 우랄 저지고기압 발달과 시베리아 고기압의 
발달을 양-음의 쌍의 Z500 아노말리 패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 폭염 사례

  폭염 사례로 선정한 2018년에 대하여 ERA-Interim 재분석자료를 활용하여 지상기온
(그림 8)과 500-925hPa 층후값(그림 9)을 분석하였다. 2018년 여름철은 한반도를 포함
하는 유라시아 전반에서 강한 양의 아노말리를 보여준다. 특히 6월에는 유라시아 고위
도에서 평년 기온보다 5도를 초과하는 지역이 나타났으며, 한반도 부근의 동아시아에서
도 기온의 증가가 뚜렷하다. 북미 역시 중위도를 중심으로 내륙에서 유의한 기온 상승
이 관측되었다. 같은 지역에서 대기 중-하층 층후의 아노말리는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
표 가열이 대기 중-하층의 기온 상승과 연관되어 있음을 역설한다.

  폭염 사례의 유발 원인으로 본 연구는 토양수분의 변동을 지목하고 동일 기간에 대
하여 지표부근 토양수분(~10cm, Top soil moisture)을 살펴보았다(그림 10). 다시 말해 
토양수분 등의 지면조건 변화를 2018년 여름철 폭염 발생의 원인으로 추정하였다. 본 
폭염 사례 연구에서는 표층에서 지중까지 유의미한 토양수분 자료를 산출하기 위해 6
6) Turbulent heat flux = Latent heat flux + Sensible heat flux: the positive means the 

downward(from atmosphere to surface) f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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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간격으로 JRA55를 대기강제력으로 사용(강수량은 월평균 CMAP으로 보정)하여 
Land surface model(CLM4)을 Offline run으로 수행하고 토양수분을 산출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모델을 통한 토양수분 산출 기간은 1979년부터 2019년까지이다.

그림 7. ERA-Interim 재분석자료로 분석한 2012/2013년 사례의 11-12월 (a) 해빙농
도, (b) turbulent heat flux(대기에서 지표 방향이 양의 값), (c) 지상기온, (d) 500hPa 
지위고도를 나타낸다. 모두 1981-2010년 기후값에 대한 anomaly이다.

  모델에서 산출한 2018년 여름철 평균 지표 토양수분양은 유라시아에서 평년보다 오
히려 증가하였다. 북미의 경우 열파 발생지역과 지표 토양수분의 감소 영역이 일치하여 
분포하고 있어, 여름철 동안 발생한 폭염의 원인으로 평년보다 감소한 토양수분을 지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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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폭염 사례로 선정된 2018년 (a) 여름철(JJA) 및 (b) 6월의 북반구 지상 기온 
아노말리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ERA-Interim의 1981-2010년 기후값으로부터 아노말
리를 계산하였다.

그림 9. 폭염 사례로 선정된 2018년 (a) 여름철(JJA) 및 (b) 6월의 북반구  층후(δ
Z500-925hPa) 아노말리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ERA-Interim의 1981-2010년 기후값
으로부터 아노말리를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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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6월의 지표 토양수분의 감소는 여름철 평균보다 동아시아에서 상대적으로 강
하게 나타났으며, 이를 반영하듯 동아시아 6월의 건조한 지표는 강한 태양복사에 쉽게 
가열되어(증발에 의한 지표냉각 효과가 감소), 다시 대기 중-하층을 가열하고 
500-925hPa 층후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유라시아의 경우 이후 여름철 강
수량이 증가하면서 건조한 지면은 회복하였고, 따라서 토양수분이 여름 평균은 양의 편
차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그림 10. 폭염 사례로 선정된 2018년 (a) 여름철(JJA) 및 (b) 6월 북반구 지표 부근 토
양수분(~10cm) 아노말리. CLM4 offline run을 통해서 생산된 토양수분을 CDF 
scaling하여 사용하였다. 지표 건조 조건인 음의 값을 적색계열로 표시하였다.

  2. 선정된 사례에 대해 KPOPS를 활용한 과거재현 실험 수행

  극한 기후 선정 사례의 재현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대기 및 지표(적설)의 초
기조건과 경계조건(해수면온도 및 해빙농도)를 확보하였다. 확보한 초기 및 경계조건은 
앞서 KPOPS 설명에서 언급한 바와 일치한다. - JRA55 재분석자료, NCEP CFS. 특히 
적설-한파 사례의 연결고리 분석을 위한 지면조건으로 JRA55 적설량(눈깊이) 자료를 
활용(그림 11)하였으며, 사례 재현 시작 전 한달 간 지면모델의 적설 초기화 기법과 대
기모델 초기자료에 의한 관측값 입력을 통해 숙련과정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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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사례의 경우, 지면조건을 확보를 위해 지면모델인 CLM4을 Offline run으로 
1979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수행하고 10층의 토양수분 값을 생산하였다. 여기서 
사용한 대기강제력으로 JRA55 지표변수와 CMAP 강수량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렇게 
확보한 지면조건을 모델 수행 시작일로 입력하면 선정한 폭염 사례를 재현할 수 있다.

그림 11. 재분석자료인 JRA55와 모델 수치모의 결과인 AMIP(CAM4-CLM4)-type 
run 및 CLM4 offline run에 대하여 적설량의 기후값(좌측 열)과 변동성(우측 열) 각각
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극지 기후예측 시스템을 활용한 과거 재현실험을 수행하면 KPOPS의 기후값을 구성
하고 예측성을 판단하는 Skill score를 계산하며, 선정된 사례(2012/2013년 한파 사례, 
2018년 폭염 사례, 2009/2010년 폭설 및 한파 사례)의 재현 실험을 분석할 수 있다. 
과거 재현실험에서는 11개의 앙상블을 구성하였다. 대기 초기조건에 대하여 
time-lagged method를 이용하여 예측 시작일 기준 11개의 앙상블을 구성하고 120일간 
적분하여 재현 실험 수행하였다(2009년 사례는 15개의 앙상블을 사용하여 재현).

  눈깊이 초기화는 왜 필요한가? 이 해답을 얻기 위해 먼저 관측에 해당하는 재분석자
료(JRA55)와 각 모델의 수치모의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그림 11). 기후값 차이(Mean 
bias)는 유라시아 고위도에서 모델은 과대 모의하고 있으나 나머지 대부분의 영역에서 
적설량은 과소 모의하고 있다. 변동성은 모델이 관측보다 작다. 요약하면, 모델은 관측
보다 평균적으로 적게 모의하면서 연간 변동성도 작다. 그리고그린란드에서는 모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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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의 오차가 기후값, 변동성 모두 크다. 다만 AMIP-type run보다 대기강제력을 사
용한 지면모델의 Offline run에서 오차는 감소한다(Offline run을 활용한 지면조건 초기
화의 장점). 모델은 관측의 적설을 평균과 변동성 모두에서 정확한 모의를 하지 못한
다. 따라서 정확한 적설량의 지면 초기장 반영은 예측성 향상에 매우 효과적일 수 있
다.

  3. KPOPS 과거 재현실험을 통한 예측성 성능 검증 분석

    가. 한파 사례

  재분석자료(ERA-Interim)와 비교/검증을 통해 KPOPS의 과거 재현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2012/2013년 한파 사례의 재현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사례는 북극 온난화(해빙 
감소) 효과가 적용된 한파 사례 실험을 대표한다. 2013년 11-12월의 해빙감소를 경계
조건에 반영하였다(그림 12a). 바렌츠-카라해의 해빙감소역에서 대기로 양의 열속 아노
말리가 유입되어, 지상 기온이 증가하였다. 그림 7의 재분석자료와 비교하여 기온의 증
가가 다소 부족하지만 Z500 아노말리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듯, 유라시아에서 우랄 고
기압 형성 및 시베리아 고기압의 형성이 잘 모의되었다(그림 12d). 하지만 관측에서 발
견되는 척치해와 그린란드 부근의 아노말리 고기압 모의에는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강
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극지 기후예측시스템을 활용하여 해빙감소에 따른 시베리아 고
기압의 강화와 유라시아 한파 발생를 적절히 모의할 수 있다.

    나. 폭염 사례

  2018년 폭염 사례의 재현 실험 수행하기 위해서 고위도 지면조건을 처방하여 극지 
기후예측시스템에 적용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기강제력을 반영한 지면모델
을 활용(CLM offline run)하여 관측이 어려운 토양수분을 생산한 후 이를 KPOPS에 
사용하였다. 생산된 토양수분은 1979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이 중 2018년 사례에 맞
는 토양수분을 처방한 실험과 생산된 토양수분의 기후값을 처방한 실험을 수행하여 그 
차이로부터 토양수분이 열파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다. 토양수분을 처방
한 폭염 사례 실험을 수행하기에 앞서 Hauser et al. (2017)이 사용한 방법을 인용하여 
KPOPS의 코드 일부를 수정하여 컴파일하였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토양수분의 감소 
지역에서 지면 가열에 따른 폭염 발생의 메카니즘을 재현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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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2012/2013년 겨울철 사례 재현 실험 결과 : (a) 해빙농도, (b) Turbulent 
heat flux, (a) 지상기온, 500hPa 지위고도. 과거 재현 실험(hindcast)의 1999-2018년
의 기후값에 대한 아노말리로 표기하였다. 그림 7재분석자료와 비교하여 분석할 수 있
다.

  그림 13는 Offline run으로 생산된 토양수분을 선정된 2018년 폭염 사례에 적용하고 
기후값으로 처방한 실험과의 차이를 나타낸다. 토양수분을 통한 실제 지면조건을 초기
화한 실험과는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 관측과 같은 아노말리 패턴을 모의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실제 토양수분이 감소한 영역에서 대기 온도는 증가하였고, 지면 가열
에 따른 대기 중-하층의 가열 양상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다. 다만 토양수분의 감소에 
따른 폭염 지속성을 모의하는데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Not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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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2018년 폭염 사례 실험 결과: (위) 지상기온과 (아래) 500-925hPa 층후의 
반응 결과를 나타냄. 토양수분의 기후값을 처방한 결과와의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재
분석자료의 패턴(그림 9)과 직접 비교가 불가능하다.

  4. 동아시아 극한 기후 발생 메커니즘 분석을 위해 빙권요소(해빙농도 
및 적설)를 반영한 실험 수행

  해빙감소 및 적설 초기화의 방안을 적용하여 해빙/적설 요소가 기후예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09년 사례를 대상으로 적설 요소를 지면에 초기화하고 
KPOPS를 활용하여 재현 실험을 수행하였다. 예측 시작일 시작 한달 전부터 숙련과정
을 통해 매일 대기를 초기화하고 동시에 지면조건에 적설량을 활용한 눈깊이 초기화를 
수행하였다. 경계조건은 예측 시작일 전은 NOAA OISST를 사용하고 예측일 이후부터
는 NCEP CFS를 사용하였다(TRNSNO). 대조군으로 지면에 적설을 초기화하지 않은 
실험을 선택하였다(CTRL). 두 케이스에 대한 과거재현 실험을 실시하고 그 둘의 차이
를 분석하여, 적설 초기화 방안이 계절 예측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그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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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2009년 극한 한파 사례의 재현실험인 적설 초기화 적용 사례에 나타난 
2009/2010년 겨울철(DJF) 지상기온의 아노말리를 나타냈다: (a) JRA55 재분석자료, 
(c) 해빙요소만 적용하고 적설을 반영하지 않은 실험, 그리고 (d) 해빙/적설 요소를 모
두 적용한 한파 재현 실험. 각각 95% 유의성을 만족하는 영역을 검은색 점으로 표기하
였다.

  그림 14a는 2009/2010년 겨울철 지상 기온의 아노말리를 JRA55로 계산한 결과이
다. 시베리아를 중심으로 유라시아 전역에서 강한 한파가 발생하였다. 북미의 북부는 
평년보다 따뜻하고 남부는 차갑다. 적설 초기화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그림 14b) 유라
시아의 Cold core 아노말리는 발견되지 않는다. 유라시는 평년보다 따뜻하게 모의하였
고, 북미는 동부와 서부로 나뉘어 Cold/Warm 패턴으로 모의하였다. 하지만 숙련과정
을 통한 적설초기화를 적용한 실험(그림 14c)은 관측과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났다. 시
베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유라시아의 Cold core를 잘 모의하고 있으며, 북미의 북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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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에서 나타나는 Warm/Cold 패턴도 잘 모의하고 있다. 아노말리의 패턴은 통계적으
로 유의하며, 그 강도는 관측보다 상대적으로 작다.

그림 15. 2009년 극한 한파 사례의 재현실험인 적설 초기화 적용 사례에 나타난 
2009/2010년 겨울철(DJF) 500hPa 지위고도(Z500) 아노말리를 나타냈다: (a) JRA55 
재분석자료, (c) 해빙요소만 적용하고 적설을 반영하지 않은 실험, 그리고 (d) 해빙/적
설 요소를 모두 적용한 한파 재현 실험. 각각 95% 유의성을 만족하는 영역을 검은색 
점으로 표기하였다.

  JRA55 재분석자료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2009/2010년 한파는 대기 중층(500hPa)
에서 우랄지역의 아노말리 고기압과 유라시아 시베리아의 아노말리 저기압, 그리고 북
미 그린란드 주변의 아노말리 고기압 형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숙련과정을 통한 적설 
초기화를 적용한 실험의 경우(그림 15d), 유라시아의 한파와 직접 연관된 시베리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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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압의 발달 및 우랄 블로킹의 형성을 무리없이 재현하였다. 그리고 북미 그린란드 주
변의 발달된 고기압 아노말리도 모의하는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적절한 적설을 지면 초
기조건에 적용하지 못한 경우, 아무리 정확한 해빙 감소를 반영한 경계조건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지위고도 패턴에서 극지 기후예측시스템의 예측성을 향상하는데 한계를 보이
는 결과를 나타냈다(그림 15c).

  해수면온도 및 해빙농도 등의 경계조건의 정확한 입력과 더불어 적설을 활용한 적절
한 지면초기화는 대기보다 메모리가 큰 지면의 역할을 극대화시켜 계절예측성 향상에 
효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KPOPS에 적설 초기화를 적용함으로써 2009/2010년 겨울철 
최대의 음의 극진동 사례 현상을 재현할 수 있었다.

  5. 빙권요소의 동아시아 극한 기후현상에 대한 정량적인 기여도 평가

  극지 기후예측시스템(KPOPS)을 활용한 극한 기후현상에 대하여 빙권요소의 기여도
를 분석하기 위해 KPOPS의 과거 재현실험(hindcast)을 수행하였다. 실험 기간은 1999
년부터 2019년까지 20년 동안 11월 1일 예측일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실제 운영은 매
월 1일 예측일에 대하여 과거 재현실험이 가능하며, 이번 분석은 11월 1일 사례에 대
하여 해빙농도와 적설의 기여도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20년의 과거 재현실험을 바탕으로 JRA55 재분석자료와 비교하여 극한 기후현상의 
정량적 기여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극지 기후예측시스템을 활용한 빙권요소의 정
량적 기여도를 과거 재현실험의 Skill score로 나타내었다. 이번 분석에서 사용한 Skill 
score는 겨울철 예측성 검증을 위해 겨울철(DJF)의 RMSSS(Root mean square skill 
score)와 시/공간 변동성에 대한 ACC(Anomaly correlation coefficient)이다.

그림 16. 적설초기화 적용 여부에 따른 과거 재현실험의 RMSSS 증감을 나타낸 그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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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양의 값으로 증가할수록 예측성이 좋아진다는 의미다.

  RMSSS의 증가를 통해 적설 초기화(숙련과정 포함)에 따른 KPOPS의 겨울철 계절예
측성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16). 특히 유라시아 내의 시베리아와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예측성 향상이 두드러진다. 북미는 그 효과가 뚜렷하지 못하다. 따라서 적설
량을 지면조건에 적절하게 넣어줌으로써 유라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KPOPS의 Mean 
bias를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숙련과정을 통해 적설을 지면조건에 입력한 실험에서 그렇지 않은 실험보다 상대적
으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 살펴볼 때, 유라시아의 경우 예측성 증가
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과 달리 북미의 경우 예측성의 증가는 거의 변동이 없거나 그 
증가가 미미하다. 즉, 겨울철 평균 지상기온의 연간 변동성은 KPOPS에 적설량을 반영
함에 따라 유라시아에서 정확도가 증가하였다(그림 17).

그림 17. 적설초기화 적용 여부에 따른 과거 재현실험의 ACC를 나타낸 그림이다. 양
의 값으로 1에 가까울수록 좋다.

  빙권요소(적설, 해빙농도)를 반영한 재현실험 결과 KPOPS는 북미보다 유라시아에서 
예측성 향상이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이다. 따라서 한반도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겨울철 지상 기온 예측에 있어 빙권요소(해빙/적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변
수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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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적설초기화를 적용한 KPOPS 재현실험의 매년 북반구 Pattern correlation 
coefficient 그래프를 나타낸다. 점선의 그래프보다 증가하면 성능이 개선된 것이다.

  그림 18은 KPOPS를 활용한 과거 재현실험 결과의 공간 상관관계(Pattern 
correlation coefficient)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적설 초기화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점
선으로 나타내고, 적용한 경우는 실선으로 나타내었다. 몇몇 소수의 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설 초기화의 경우에서 ACC는 증가하며,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해도 
존재한다. 따라서 지면의 적설 초기화 과정은 KPOPS 겨울철 계절 예측성 향상에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함을 알 수 있다.

  6. KPOPS 재현 실험결과와 동아시아 극한 기후현상

  극지에서 전파되는 파동 소스 분석을 위해 2009/2010년과 2012/2013년 겨울철 한
파 각 사례에 대하여 PCH(Polar cap height)와 EP-flux(Elliassen-Palm flux)를 계산하
고 이를 분석하였다. 극지에서 전파되는 연직 파동소스(EP-flux)를 분석하면, 성층권 
극소용돌이 붕괴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림 19와 그림 20은 2012/2013년 겨울철 사례에 대하여 재분석자료(ERA-Interim)
와 과거재현실험에서 얻은 PCH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11월 하반기에서 12월 초순까지 
대류권에서 성층권으로 양의 지위고도 아노말리가 발생하여 12월 말 이듬해 1월 초에
는 성층권에서 발생한 강한 양의 지위고도 아노말리가 대류권으로 점차 확대되는 양상
이다. 이는 성층권의 SSW(Sudden stratospheric warming) 형성 및 극소용돌이도 붕괴
를 의미하며 이로 인해 대류권에서는 한파가 지속될 수 있어 극한 기후현상의 발생을 
유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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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2012년 사례의 polar cap height와 EP-flux y-comp를 분석한 그림 (ERAi 
재분석자료 사용)

  재현실험에서는 11월의 지위고도 변동성은 모의하지 못하였으나 1월에 발생한 성층
권의 아노말리를 모의하는데는 성공하였다. 다만 그 크기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났
고 지속되는 기간도 짧았다(그림 20). 그리고 열속([v*T*], EP flux의 y성분을 
50-70°N 평균한 값과 유사)은 성층권에서 발생하는 강한 양의 지위고도 아노말리
(PCH)와 연관지어 나타나며 대류권의 열속의 증가가 나타난 이후 연속적으로 형성되
는 것으로 보인다.

  빙권요소를 적용한 2009년과 2012년 사례 재현실험을 통해 EP flux의 y성분을 분석
하고 대류권-성층권의 연관성을 파악하였다. 그림 21은 2009/2010년 겨울철 사례의 
재분석자료와 재현 실험 결과에 대한 EP flux y성분의 시계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1월 
성층권의 소용돌이도의 붕괴가 발생하기 전인 11월 말에 대류권에서 강한 EP flux 아
노말리가 발현하였으며, 모델을 통한 재현실험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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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2012/2013년 사례를 분석한 그림 19와 동일하다. 다만 재분석자료가 아닌 
KPOPS로 재현한 실험 결과이다.

  즉, 빙권요소인 해빙농도와 적설을 적절히 반영하였을 때 KPOPS 실험을 통해 빙권-
대류권-성층권의 상호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른 겨울 해빙감소 및 대륙의 
적설 증가는 대류권에서 성층권으로 에너지를 전파하여 성층권 소용돌이를 방해하는 기
작이 발생하며, 강도는 약하지만 재현실험을 통해 유의미하게 모의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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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위) JRA55 재분석자료와 (아래) KPOPS 재현실험으로 분석한 2009/2010년 
한파 사례에서 나타난 100hPa EP-flux y성분의 시계열을 나타낸 그림.

  7. 극한 기후현상 발생의 역학적 메커니즘 분석

  극지 기후시스템(KPOPS)을 활용한 실험을 통해 해빙감소에 의한 열속 유입과 적설
의 변화에 의한 지면의 변화 또는 대류권의 변동성이 에너지 플럭스의 형태로 대기 상
층으로 전달되고, 이것이 성층권에서 소동돌이 붕괴 메커니즘 기작을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24). 그리고 이것은 다시 하향 전파되어 대류권에서 극한 기후현상으로 재
현되어 나타난다(Kim et al. 2014).

그림 22. NCEP/NCAR 재분석자료에서 구한 Eliassen-Palm flux(화살표로 표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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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 flux의 divergence(등치선으로 표기). https://www.esrl.noaa.gov/psd/data/epflux에
서 얻을 수 있다. 2009년 11월 16일부터 30일까지 14일 평균값이다. 에너지 플럭스의 
상층 전파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3. 그림 22와 같다. 다만 차이점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 14일 
평균값을 그렸다는 점이다.

그림 24. 북반구 빙권요소와 관련된 극한 기후현상 발생의 역학적 메커니즘 모식도
(Kim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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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빙권요소와 KPOPS를 활용한 계절예측의 과거재현실험 분석

  2020년 2월 1일 예측시작일에 대하여 KPOPS를 이용하여 실제 계절예측에 활용한 
과거 재현실험 결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예측 시작일에 대하여 11개
의 앙상블을 시간지연 방법으로 구성하고, CAM4-CLM4.5 FV1.9x2.5 L26으로 구축
된 KPOPS를 사용하여 120일 적분하였다. 이때 사용한 경계조건은 관측(OISST 해수면
온도와 SSMIS 해빙농도)과 CFS forecat를 활용하여 Mean bias를 제거하였다. 대기 초
기조건은 ECMWF를 사용하고, 지면 초기조건은 Offline run으로 CLM4.5에서 생산된 
지면 모델 결과를 이용한다. 과거재현실험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의 결과를 이
용하였다.

  그림 25와 그림 26은 경계조건의 예측 성능을 분석한 것이다. 과거재현실험으로부터 
예측 성능을 분석하는 특성상 2020년 2월 사례가 아닌 관측값이 존재하는 2019년 2월 
1일 예측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림 25의 첫 번째 행은 관측의 해빙농도를 나타내며, 두 
번째 행은 예측 실험의 경계조건에 입력된 해빙농도를, 세 번째 행은 그 둘의 차이를, 
그리고 마지막 행은 관측과 모델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베링해에서 해빙농도의 차이
가 다소 발생하긴 하지만 CFS를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보다 Mean bias가 줄어들어 관
측과 흡사한 해빙농도를 구성할 수 있었다. 또한 해빙농도의 경계에서 실제 관측과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26은 KPOPS에 입력되는 해수면온도 성능을 나타낸 
그림이다. 북극 및 북반구 전역은 물로 적도를 포함하는 전구에서 유의미한 차이 없이 
해수면온도를 예측함을 알 수 있다.

  이번 재현실험에서 사용한 MSSS(Mean square skill score)와 ACC(Anomaly 
correlation coefficient)의 분석 결과 지상기온의 성능은 예측 시작 이후 첫 달에는 예
측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물론 2월 1일의 예측일 기준으로 분석하여 봄철 
예측에 한정됨).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측 성능이 감소하지만 예측 이후 90일까지 유
라시아에서는 시베리아와 동아시아를 잇는 지역에서, 북미는 서부에서, 그리고 북극 주
변에서 지상 기온의 예측성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하게 나타났다. 특히 북미와 
북태평양 및 북대서양에서는 유럽보다 상대적으로 계절내 예측 성능이 ACC 분석에서 
우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온의 계절-계절내 예측 성능은 첫 한달 내에서는 우수하
고, 그 이후는 Mean bias 측면에서 오차가 존재하지만 Anomaly 입장에서는 예측성이 
나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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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2019년 2월 1일 계절예측에 사용되는 경계조건 중 북반구의해빙농도 예측 성
능 분석. 첫 번째 열은 관측 두 번째 열은 예측값, 세 번째 열은 예측과 관측의 차이, 
그리고 네 번째 열은 관측과 예측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여기서 관측은 SSMIS 위성
자료에서 얻은 해빙농도를 말한다. 남반구에 대한 결과는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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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그림 25와 동일하다. 다만 해빙농도가 아닌 해수면온도에 대한 분석이며, 여
기서 관측은 NOAA의 OISST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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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2월 1일 예측사례의 과거 재현실험에서 산출한 KPOPS의 지상기온 
MSSS(Mean square skill score). 위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2월부터 5월까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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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2월 1일 예측사례의 과거 재현실험에서 산출한 KPOPS의 지상기온 
ACC(Anomaly correlation coefficient). 위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2월부터 5월까지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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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성과목표 세부목표 달성 주요내용
달성도

(%)

극지 예측 

시스템

(KPOPS)을 

활용한 

북극-중위도 

원격상관 

역학규명

1-1

재분석자료를 

활용한  

동아시아 

극한기후현상 

사례선정

- 극한 한파 및 폭염 사례 중 빙권 

요소(해빙/적설)의 영향이 컸던 사

례 선정

– 선정된 사례에 대한 종관 및 기후 

배경 분석

100

100

1-2

극지예측 

시스템(KPOPS

)활용 재현실험 

수행

- 선정 사례 재현에 필요한 해수면 

조건, 초기 조건, 해빙 조건, 적설 

조건 확보 

– 선정된 사례에 대해 앙상블을 사

용하여 재현 실험 수행

– 재분석 자료와 비교/검증을 통해 

재현 성능 평가

100

100

100

1-3

극지예측 

시스템(KPOPS

)활용 빙권요소 

민감도 실험 

수행

- 해빙/적설 경계조건을 기후값으로 

각각 처방한 경계조건을 준비, 해

빙 유무, 적설 초기화 유무 조합

으로 구성된 4개의 경계조건 확

보, 민감도 실험 수행

– 모델 실험 결과 분석을 통해 빙권

요소의 동아시아 극한 기후 현상

에 대한 정량적인 기여도 평가

100

100

1-4

극지기인 

동아시아 

극한기후현상 

발생메커니즘 

제시

– 극지에서 전파되는 파동 소스 분

석을 위해 수평 파동속 (wave

activity analysis) 분석 수행

– 극지에서 전파되는 연직 파동소스 

분석을 위해 EP-flux 분석 수행,

성층권 극소용돌이 붕괴 메커니즘 

분석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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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지가 유도하는 반응의 성격이 

강제력에 대한 반응인지 내부변

동성의 증폭인지 파악하기 위한 

분석 수행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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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는 극지 기후예측시스템(KPOPS)를 활용하여 극한 기후변화 사례를 연구하고 
재현하여, 그 원인과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극 
및 고위도 빙권요소와 중위도(동아시아) 겨울철 및 여름철의 계절 예측에 초점을 맞추
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종목표인 빙권과 중위도 및 성층권의 상호연관 기작을 이해하
는 것은 KPOPS를 통한 겨울철과 여름철 계절-계절내 예측성 향상에 있어 매우 중요
하다.

  경계조건 및 지면초기화 방안을 개선하고 적설 초기화 방안을 적용함으로써 KPOPS
를 활용하여 겨울철 및 여름철 현업 계절예측 수단으로 사용 가능하다. 극진동의 변화
는 극지기후 뿐만 아니라 한반도 및 동아시아(중위도) 기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극진동의 변화 기작에 영향을 주는 빙권요소 파악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극지
(빙권요소)-중위도-성층권의 상호연관성에 관한 기후변화 연구에 본 연구의 KPOPS를 
활용함으로써, 계절예측의 예측성 향상은 물론, 미래 기후에서 예상되는 북반구 극소용
돌이도 변화 및 극한 기후의 발생 빈도 변화 등 기후변화의 적응/대응 전략 수립에 활
용할 수 있다.

  KPOPS는 계절예측성 향상을 위해 CAM4에서 CAM5로, CLM4에서 CLM4.5로 예
측 시스템을 향상시킴으로써 다양한 물리과정 모의와 피드백 과정을 포함할 수 있다. 
같은 이유에서 앞으로 고해상도 기후모델, 그리고 CAM6 및 CLM5로의 업그레이드된 
예측시스템을 구축/활용하는데 바탕이 될 것이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의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측모델의 예측성 제고에 

필수적인 북극-중위도 원격상관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중위도 이상기후발생에 있어 

극지의 역할 정립에 따라 극지 연구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극지

예측시스템의 활용을 통한 결과 도출을 통해 KPOPS의 학계 활용성 증대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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