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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rface winds over the ocean influence not only the climate change through air-sea
interactions but the coastal erosion through the changes in wave height and direction. Thus,
demands on a reliable projection of future changes in surface winds have been increasing in various fields. For the future projections, climate models have been widely used and, as a priori,
their simulations of surface wind are required to be evaluated. In this study, we evaluate the climatological mean surface winds over the Korean Waters simulated by five regional climate
models participating in Coordinated Regional Climate Downscaling Experiment (CORDEX) for
East Asia (EA), an international regional climate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Compared
with the ERA-interim reanalysis data, the CORDEX-EA models, except for HadGEM3-RA,
produce stronger wind both in summer and winter. The HadGEM3-RA underestimates the wind
speed and inadequately simulate the spatial distribution especially in summer. This summer
wind error appears to be coincident with mean sea-level pressure in the North Pacific. For wind
direction, all of the CORDEX-EA models simulate the well-known seasonal reversal of surface
wind similar to the ERA-interim. Our results suggest that especially in summer, large-scale
atmospheric circulation, downscaled by regional models with spectral nudging, significantly
affect the regional surface wind on its pattern and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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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해양에서 표층 바람은 해양과 대기 사이의 현열속,
잠열속에 영향을 줌으로써 해양과 대기의 열교환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식물플랑크톤(Fitch and
Moore, 2007), 해양 탄소저장(Swart and Fyfe, 2012),
연안 침식(Gormus et al., 2014) 등 다양한 분야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기후변화와 더불어 나타나는
표층 바람 변화에 대한 연구는 해양-대기 상호작용을
통한 해류와 대기 순환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뿐만 아
니라 해양 생태계 및 해양공학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Jang et al., 2018).
표층 바람을 포함한 기후요소의 변화를 파악하고
그 기작을 이해하는데는 기후모형이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널리 사용되어 온 전
구기후모형은 용승 지역, 산맥 등에서 상세한 지역 정
보를 제대로 모사하지 못하여 지역적인 오차가 크게
나타났다(Flato et al., 2014). 지역적으로 상세한 정보
를 얻기 위해서는 모형의 해상도가 충분히 조밀하여
야 하는데, 컴퓨터 계산 능력이 지속해서 향상되어 왔
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에서 수백 년 이상의 장기
적분을 수행하기에는 여전히 계산 부담이 크다. 최신
기후모형으로 대표되는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제5차 평가보고서에 활용된 CMIP5
(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 Phase 5)
CGCMs (Coupled General Climate Models)의 해양성
분모형조차도 수평 해상도가 1o 수준에 머물렀다. 반
면에 지역기후모형은 모형 계산 영역을 특정 지역으
로 제한하므로 측면 경계 조건과 자료를 적절히 선택
해야 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계산
부담이 적다. 따라서 지역기후모형을 이용한 역학적
규모축소 연구가 점점 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
히 한반도 주변해역처럼 복잡한 해안선, 지형, 해양
순환 등을 정확하게 재현하려면 고해상도 지역기후모
형의 사용이 필수적이다(Jang et al., 2017).
지역기후모형을 이용하여 과거 기후변화에 관한 물
리적 원인을 규명하거나 미래 기후변화를 전망하려면,
모형의 모사 능력에 관한 검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그동안 한반도와 근해를 포함하는 지역기후모형의 바
람 모사 능력을 평가한 연구로는 서울대학교 지역기
후모형(SNURCM)을 이용하여 모형의 수평해상도가
한반도 상하층 바람 모사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과(Lee et al., 2008), MM5 지역모형이 한반
도 주변해 해상풍의 공간 분포(Seo and Chang, 2003)
를, RegCM3 지역모형이 동남아시아에 걸친 여름 남
서풍(Im et al., 2006)을 잘 모사한다는 것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 연구는, 모형 적분 및 분석 기간
이 비교적 짧아 수십 년 이상의 기후변화 연구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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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모형 검증 결과로써 활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
으며 대부분의 모형 평가 또한 몬순시스템과 관련하
여 850 hPa 순환장과 육상풍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해상의 경우 해면수온이나 강수량과 관련되어 바람을
부수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Lee et al.,
2008; Nikulin et al., 2012; Kalognomou et al., 2013;
Kim et al., 2014; Huang et al.,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주변 해역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기후모형의 해상 표층 바람 모사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지역기후모형의 모사 능력은
관심 지역과 사용한 모형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특정 모형을 사
용하지 않고 여러 모형이 동일한 표준 실험을 수행한
지역기후모델링 국제협력사업 CORDEX (Coordinated
Regional Climate Downscaling Experiment) 중 한반도
주변해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영역에 대한 CORDEX-EA
(East Asia) 사업에 참여한 지역모형(이하, CORDEXEA 지역모형)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 2절에서 사용한 자료의 기간, 분석
영역 및 방법에 관해 설명하고, 3절에서 기후평균 표
층 바람의 풍속, 풍향, 해면기압에 대한 CORDEX-EA
다중모형평균과 개별모형 결과를 재분석자료와 비교
하여 평가하고, 모형 사이의 오차를 비교분석한 결과
를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지역기후모형의 한반도 주변해 표층 바람 모
사 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서술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CORDEX는 지역규모에서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에 대한 상세 전망을 얻기 위한 사업으로 WCRP
(World Climate Research Program)의 후원으로 운영되
며, 전 세계 대륙을 14개 영역으로 나누어 표준화된
역학적 규모축소 실험을 주관한다. 본 연구에서 표층
바람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지역기후모형 자료는
CORDEX-EA에 참여한 5개 모형의 현재기후 재현실
험(reproduction) 결과이다. CORDEX-EA 현재기후 재
현실험은 ERA (European Centre for Medium-Range
Weather Forecasts reanalysis)-interim 전구재분석자료
(Simmons et al., 2006; Uppala et al., 2008; Dee et al.,
2011)를 초기 및 경계 조건으로 두고 지역기후모형으
로 역학적 규모축소를 수행한 결과이다. ERA-interim
재분석자료는 다른 재분석자료에 비해 한반도 주변해
역을 포함한 동아시아 영역에서 관측바람과 높은 상
관도를 보이고(Heo et al., 2017), 수평해상도(0.75o ×
0.75o)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모형 영역은 동
서로는 북서태평양에서부터 인도 반도에 이르고 남북
으로는 아열대 ITCZ 영역부터 몽골에 이르기까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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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pecifications of the regional climate models participating CORDEX-EA.
Model

Horizontal
resolution

Convection scheme

PBL scheme

Spectral nudging

Reference

MOSES-II
non-local
Holtslag

No

Davies et al. (2005)

Yes (von Storch et al.,
2000)
Yes (von Storch et al.,
2000)
Yes (Miguez-Macho et
al., 2005)
Yes (Kanamaru and
Kanamitsu, 2007)

Giorgi et al. (2012)

HadGEM3-RA

0.44o

RegCM4

50 km

Revised mass flux
scheme
MIT-Emanuel

SNU-MM5

50 km

Kain-Fritch II

YSU

SNU-WRF

50 km

Kain-Fritch II

YSU

YSU-RSM

50 km

Simplified
Arakawa-Schubert

YSU

교적 넓은 영역을 포함하며 50 km의 수평해상도를 가
진다(Giorgi et al., 2009). CORDEX-EA 참여 모형은
HadGEM3-RA (Hadley Centre Global Environmental
Model version 3 Regional Atmosphere) (Davies et al.,
2005), RegCM4 (The Regional Climate Model version
4) (Giorgi et al., 2012), SNU-MM5 (Seoul National
University Meso-scale Model version 5) (Cha and Lee,
2009), SNU-WRF (Seoul National University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Skamarock et al., 2005),
YSU-RSM (Yonsei University Regional Spectral Model)
(Hong et al., 2013)이며(Table 1), HadGEM3-RA를 제
외하고 1000 km 이상의 광역 규모 대기 흐름의 영향
을 고려하여 분광너징(Spectral nudging) 기법을 적용
하였다. 분광너징은 지역모형에서 실험 영역 설정의
영향으로 영역의 경계조건에서 정보가 소실될 수 있
는 장주기성분을 전구모형에서 추출하여 제한된 영역
의 지역모형에 입력해주는 것이다(Lee et al., 2016).
CORDEX-EA 참여 모형 중 RegCM4와 SNU-MM5 모
형은 von Storch et al. (2000)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SNU-WRF 모형은 Newtonian cooling에 기반한 방법
을 적용하였다(Miguez-Macho et al., 2005). YSU-RSM
모형은 SSBC (The Scale-Selective Bias Correction) 방
법을 적용하였는데, 대기 상층에 강한 가중치를, 하층
에 약한 가중치를 두어 종관장은 전구모형을 따르면
서도 지역모형의 자유도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사
용하였다(Lee et al., 2014).
연구 기간은 모든 자료에 공통된 기간인 1989년 1
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19년으로 하였다.
기후평균 풍속과 풍향을 계산하기 위해 일평균 동서
및 남북 바람 성분을 사용하였는데, 우리나라와 주변
해역에서 표층 바람은 계절에 따라 풍향과 풍속이 달
라지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계산을 위해 월평균 자
료를 이용하지 않고 일평균 자료로부터 월평균 값을
계산하였다. 연구 영역은 한반도 주변해역을 중심으

Cha and Lee (2009)
Skamarock et al. (2005)
Hong et al. (2013)

Fig. 1. Analysis domain including Korean Waters with three
sub-regions: the Yellow Sea (YS), the East Sea (ES), and the
East China Sea (ECS).

로 115.5~142.5oE, 24~52oN으로 지정하였다.
풍향을 분석하는 데 널리 이용되는 방법으로는 바
람벡터와 바람장미를 들 수 있다. 바람벡터는 연구 영
역에서 풍향 분포가 어떠한 지를 한눈에 알 수 있다
는 장점이 있지만, 평균 벡터가 나타내는 방향이 실
제 풍향을 나타낸다고 보장할 수 없다. 풍향이 비슷
한 관심 영역을 선정하여 나타낸 바람장미가 실제 풍
향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후평균 풍향에 대한 지역기후모형의 모사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일평균 자료를 평균하여 계산한 월평
균 남북/동서 바람성분으로 나타낸 바람벡터와 더불
어 일평균 남북/동서 바람성분으로 구한 바람장미를
이용해 여름과 겨울 표층 풍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다
음과 같이 지형적, 물리역학적 특성이 서로 다른 세
개의 해역으로 나누어 해역 평균 풍향에 대한 모사
성능을 평가하였다(Fig. 1): (1) 동해(128~142.5oE, 34~
52oN), (2) 황해(115.5~128oE, 34~52oN), (3) 동중국해
Atmosphere, Vol. 29, No. 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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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limatological mean surface wind speed during summer (JJA) averaged for 1989 to 2007 obtained from (a) ERAinterim reanalysis, (b) CORDEX-EA multi-model ensemble mean (MME) of 5 models, and (c) the MME bias against the
ERA-interim reanalysis with shade in percentage (%) and contour for the absolute value. Units with contours are m s−1.

(115.5~130.5oE, 24~34oN).
표층 바람 분포와 더불어 CORDEX-EA 지역모형이
모사한 표층 바람 오차의 원인을 알아보고자 계절에
따른 해면기압 분포도 평가하였으며, 연구 영역은 한
반도 주변해 표층 바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압 분
포를 고려하여 북태평양을 포함하는 100~200oE, 10~
60oN으로 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층 바람에 대한 모사 성능 평가를
위해 5개 모형의 평균과 모형 각각에 대한 평가를 구
분함으로써, 지역기후모형이 평균적으로 보이는 오차
와 개별 모형이 보이는 오차 분포가 서로 다른 모형
사이에 얼마나 일치하는지 혹은 얼마나 다른지를 분
석하고자 한다. 서로 다른 격자를 지닌 자료를 비교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모든 자료를 편의상 이중선
형 보간법(bi-linear interpolation method)을 이용하여
0.5o × 0.5o로 내삽하였고, 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에서 제공하는 해저지
형자료인 ETOPO5 (Earth topography five minute grid)
를 이용하여 공통 해안선을 적용하였다. ERA-interim
재분석자료는 본 연구에 사용되는 0.5o 간격의 자료
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ERA-interim의 수평해상도
는 약 80 km (T255) 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0.75o
자료를 사용하여 재격자를 수행하여도 결과상의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Berrisford et al., 2011).

3. 결 과
3.1 기후평균 풍속
3.1.1 수평 분포
여름에 ERA-interim 재분석자료는 황해와 동해에서
한국기상학회 대기 제29권 2호 (2019)

약 4~5 m s−1 안팎의 풍속을 보이고 동중국해와 쿠로
시오 해역에서는 5.5 m s−1 이상의 비교적 강한 풍속
분포를 보인다(Fig. 2a). CORDEX-EA 다중모형평균
은 이와 마찬가지로 황해와 동해보다 동중국해와 쿠
로시오 해역에서 더 강한 풍속 분포를 보이는데, 황
해와 동해에서는 약 5~6 m s−1, 동중국해와 쿠로시오
해역에서는 약 6.5 m s−1 이상(Fig. 2b)으로 ERA-interim
에 비해 약 1 m s−1(약 15%) 강하게 모사하였다(Fig.
2c). 여름 풍속이 특히 쿠로시오 해역에서 강하게 나
타나는 것은 이 해역에서 해면수온이 상대적으로 높
아 경계층 내 연직 혼합이 강해졌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Nonaka and Xie, 2003).
CORDEX-EA 다중모형평균에서 드러난 여름 풍속
의 과대 모사 경향은 HadGEM3-RA를 제외한 4개 모
형에서 공통으로 나타난다. 다른 모형과 달리 분광너
징을 적용하지 않은 HadGEM3-RA는 동해 북부 연안,
일본 연근해 일부 해역과, 쿠로시오 해역에서 여름 표
층 풍속을 ERA-interim보다 약 10%(약 0.5 m s−1) 안
팎으로 작게 모사하였다(Fig. 3b). 반면 RegCM4, SNUMM5, SNU-WRF는 전반적으로 한반도 주변해 표층
바람을 약 15%(약 0.7 m s−1) 이상 강하게 모사하였
고(Figs. 3c, d, e) YSU-RSM은 특히 황해와 동해상에
서 표층 풍속을 35%(약 1.5 m s−1) 이상 강하게 모사
하였다(Fig. 3f). 개별 모형의 모사 정도는 차이가 있
지만 공통적으로 모든 모형이 한반도 연안을 포함한
동해, 황해에서 동중국해, 쿠로시오 해역보다 비교적
높은 풍속 차이를 보이며, 이는 % 차이뿐 아니라 절
댓값 차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겨울에 ERA-interim 재분석자료는 동해 북부와 쿠
로시오 확장역, 대만해협에서 8 m s−1 이상의 강한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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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Biases in climatological mean surface wind speed during summer (JJA) averaged for 1989 to 2007 obtained from (a)
CORDEX-EA multi-model ensemble mean (MME) of 5 models, and (b-f) each of the ensemble members. The biases were
obtained against the ERA-interim reanalysis and presented with shade in percentage (%) and with contour for the absolute
value. Units with contours are m s−1.

Fig. 4. Climatological mean surface wind speed during winter (DJF) averaged for 1989 to 2007 obtained from (a) ERA-interim
reanalysis, (b) CORDEX-EA multi-model ensemble mean (MME) of 5 models, and (c) the MME bias against the ERA-interim
reanalysis with shade in percentage (%) and contour for the absolute value. Units with contours are m s−1.

속을 보이고 그 외 해역에서는 약 5.5~6.5 m s−1의 상
대적으로 약한 풍속을 보인다(Fig. 4a). CORDEX-EA
다중모형평균은 이와 비슷한 분포로 좀 더 넓은 해역
에서 약 8.5 m s−1 이상의 강한 풍속을, 그 외 해역에
서는 약 7~7.5 m s−1의 상대적으로 약한 풍속을 보인

다(Fig. 4b). 여름과 마찬가지로, CORDEX-EA 다중모
형평균은 겨울에도 ERA-interim 보다 약 0.5~1 m s−1
(약 8%) 이상 강한 풍속을 보이는데 이러한 과대 모
사 경향은 HadGEM3-RA를 제외한 4개 모형에서 공
통으로 나타난다. HadGEM3-RA는 대부분의 해역에
Atmosphere, Vol. 29, No. 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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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Biases in climatological mean surface wind speed during winter (DJF) averaged for 1989 to 2007 obtained from (a)
CORDEX-EA multi-model ensemble mean (MME) of 5 models, and (b-f) each of the ensemble members. The biases were
obtained against the ERA-interim reanalysis and presented with shade in percentage (%) and with contour for the absolute
value. Units with contours are m s−1.
Table 2. Spatial correlation coefficients of the regional climate models against ERA-interim reanalysis data for the climatological
mean surface wind speed in summer (JJA) and winter (DJF). All of the spatial correlation coefficient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95% confidence level.

Summer (JJA)
Winter (DJF)

HadGEM3-RA

RegCM4

SNU-MM5

SNU-WRF

YSU-RSM

MME

0.89
0.94

0.93
0.81

0.95
0.91

0.95
0.86

0.89
0.73

0.96
0.92

서 ERA-interim 보다 겨울 풍속을 다소 약하게 모사
하였고(Fig. 5b), YSU-RSM 모형은 35%(약 2 m s−1)
이상 더 강한 풍속을 보이는데 특히 30oN 이하 저위
도 해역과 동쪽 연안에서 강한 풍속 오차가 더 뚜렷
하게 나타난다(Fig. 5f). 풍속 절댓값 차이도 % 차이
와 마찬가지로 저위도 해역과 동쪽 연안에서 강한 풍
속 오차를 보였다.
CORDEX-EA 다중모형평균은 평균적으로 ERAinterim 재분석자료보다 여름에는 약 15%, 겨울에는
8% 이상 강한 표층 풍속을 보이지만 풍속의 공간 분
포는 여름과 겨울 모두 상관계수가 0.9 이상으로 높
은 상관도를 보인다(Table 2). 개별 모형으로는 재분
석자료보다 풍속을 약하게 나타낸 것도 있지만 공간
분포는 모든 모형이 여름에는 상관계수 0.89 이상,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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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에는 0.73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상관도를 보인다
(Table 2). 특히, 절대 풍속은 여름보다 겨울에 더 강
하지만, 모형의 풍속 과대 모사 경향은 겨울보다 여
름에 더 뚜렷하고 공간 상관도 여름에 더 높다는 점
은 특기할 만하다.
3.1.2 테일러도형
CORDEX-EA 다중모형평균 및 개별모형이 모사한
동해, 황해, 동중국해 기후평균 풍속을 모형 평가에
널리 사용되는 테일러도형 분석을 이용하여 평가하였
다(Fig. 6). 여름에 CORDEX-EA 지역모형은 ERAinterim 재분석자료와 상관계수 0.7 이상의 공간상관
도, 0.3~1.7배 수준의 연변동 표준편차, 0.8 m s−1 이
하의 평균 제곱근오차를 보였는데, 개별모형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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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aylor diagram with spatial correlation for the climatological mean surface wind speed for 1989 to 2007 during (A)
winter (DJF) and (B) summer (JJA) obtained from CORDEX-EA regional climate models against ERA-interim reanalysis data.
The thick black circle on the abscissa indicate the ERA-interim reanalysis and the other symbols indicate the individual model
results normalized by the ERA-interim's spatial-pattern standard deviation for each of the regions.

다중모형평균이 모든 해역에서 높은 공간상관도, 낮
은 평균 제곱근오차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풍속
공간분포 모사성능을 보였다(Fig. 6A). 개별 모형은
풍속 수평분포 결과와 유사하게 분광너징을 적용하지
않은 HadGEM3-RA 모형과 하층에 분광너징 효과를
약하게 준 YSU-RSM 모형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간
분포 모사능력을 보여, 여름 풍속 오차는 분광너징 적
용에 민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겨울에도 여름과 유사하게 CORDEX-EA 지역모형
이 전반적으로 상관계수 0.6 이상의 공간상관도, 0.3~2
배 수준의 연변동 표준편차, 1 m s−1 이하의 평균 제
곱근오차를 보였다(Fig. 6B). 반면, 여름과 달리, YSURSM 모형은 낮은 모사성능을 보였지만 HadGEM3-

RA 모형은 모든 해역에서 0.9 이상의 공간상관도, 0.5
m s−1 이하의 평균 제곱근 오차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모사성능을 보였다.
3.2 풍향의 시공간 분포
3.2.1 계절평균 바람벡터
여름철 6~8월 평균으로 ERA-interim 재분석자료에
나타난 표층 바람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의 영
향을 받아 동중국해에서는 남동풍이 불고 그보다 북
쪽인 일본 동쪽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분다. 동중국해
남동풍은 한반도를 만나 황해상 남동풍과 동해상 남
풍으로 갈라지고, 동해상 남풍은 북향하며 연해주에서
해안선을 따라 남서풍으로 바뀐다(Fig. 7a). CORDEXAtmosphere, Vol. 29, No. 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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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limatological mean surface wind vector during summer (JJA) averaged for 1989 to 2007 obtained from (a) ERAinterim reanalysis (red arrows), CORDEX-EA multi-model ensemble mean (MME) of 5 models (black arrows), and (b-f) each
of the ensemble members. The wind vectors were calculated using monthly mean zonal and meridional winds. Units are m s−1.

Fig. 8. Climatological mean surface wind vector during winter (DJF) averaged for 1989 to 2007 obtained from (a) ERA-interim
reanalysis (red arrows), CORDEX-EA multi-model ensemble mean (MME) of 5 models (black arrows), and (b-f) each of the
ensemble members. The wind vectors were calculated using monthly mean zonal and meridional winds. Units are m s−1.
한국기상학회 대기 제29권 2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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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Wind rose in (A) the East Sea, (B) the Yellow Sea, and (C) the East China Sea calculated with daily mean winds from
1989 to 2007 during summer (JJA): (a) ERA-interim reanalysis, (b) CORDEX-EA multi-model ensemble mean (MME) of 5
models, and (c-g) each of the ensemble members. The unit of wind speed shaded in color is m s−1.
Atmosphere, Vol. 29, No. 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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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 지역모형은 대체로 이와 비슷한 풍향 분포를 보
이지만 동중국해와 동해에서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인
다(Fig. 7). 동중국해에서는 120~130oE 해역에서
HadGEM3-RA와 YSU-RSM이 남동풍보다는 남풍을
주로 모사하였으며 130~140oE 해역에서는 SNU-MM5
와 SNU-WRF가 주로 동풍을 모사하였다. 동해에서
다른 모형들은 남풍이나 남서풍을 주로 나타냈지만,
SNU-MM5는 남동풍을 주로 나타냈다.
겨울철 12~2월 평균으로 ERA-interim 재분석자료
에 나타난 표층 바람은 동아시아 겨울몬순의 영향으
로 대륙으로부터 불어오는 북서풍이 주를 이루고
120~130oE 해역에서 30oN 이남에서는 동쪽으로 갈
수록 북서풍에서 북풍, 북동풍의 시계방향 흐름을 따
른다(Fig. 8a). CORDEX-EA 지역모형이 동중국해와
동해에서 여름 풍향을 제대로 모사하지 못하는 것과
달리 겨울에는 한반도 주변해상에서 부는 북서풍과
북풍을 비교적 잘 모사하였다(Fig. 8). 특히 동해
130oE 부근 해상에서 북서풍이 북풍에 가깝게 변하
는 데 SNU-WRF, YSU-RSM은 이러한 상세 구조를
잘 나타낸다.
3.2.2 해역별 바람장미
Figures 9, 10에 보인 바람장미는 한반도 주변해를
동해, 황해, 동중국해로 나누고 각각의 해역에서 일평
균 표층 풍향을 12방위 체계로 나타낸 것이다. 12방
위 체계는 북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북, 북동, 동북, 동,
동남, 남동, 남, 남서, 서남, 서, 서북, 북서로 표현된
다. 바람장미로 살펴본 한반도 주변해 여름철 표층 풍
향은 남동풍과 남서풍을 포함하여 계절 평균과 마찬
가지로 남풍계열이 주를 이루긴 하지만 5 m s−1 이하
약풍이 사방으로 불어온다. 동해에서 재분석자료는 대
체로 사방에서 바람이 부는 가운데 남동풍과 남서풍
을 포함하여 남풍 계열이 우세하고 남서, 서남풍보다
는 남동, 동남풍이 비교적 우세한 편이지만(Fig. 9Aa),
CORDEX-EA 지역모형은 모형평균이나 개별 모형 모
두 비교적 뚜렷하게 주풍향이 남서풍으로 나타난다
(Figs. 9Ab-f). 황해에서는 재분석자료와 모형 평균 모
두 주풍향이 남풍으로 나타나고(Figs. 9Ba, b), 개별
모형으로는 HadGEM3-RA를 제외하고 남서풍이 남풍
과 비슷한 수준으로 또는 더 자주 나타난다(Figs. 9Bdg). 동중국해에서는 주풍향이 재분석자료의 경우 남풍
과 남서풍으로, 모형자료의 경우는 남서풍으로 나타
난다(Fig. 9C).
겨울철 풍향은, 사방에서 비교적 고르게 바람이 부
는 가운데 주풍향이 계절 평균과 마찬가지로 북풍 계
열로 뚜렷하지만, 동해와 황해에서는 북서, 서북풍이,
동중국해에서는 북서풍에서 북동풍이 주로 분다(Fig.
10). 동해에서 재분석자료와 모형 평균은 북서, 서북
한국기상학회 대기 제29권 2호 (2019)

풍이 50% 이상을 차지하지만(Figs. 10Aa, b), 개별 모
형은 북서풍이 줄고 대신 서풍이 늘어나는 분포를 보
인다(Figs. 10Ac-g). 황해에서 재분석자료와 모형 평
균의 주풍향은 동해와 마찬가지로 북서, 서북풍이지
만 좀 더 북서풍쪽으로 치우쳐 있으며 북풍도 10%
이상을 차지한다(Figs. 10Ba, b), 개별 모형으로는 YSURSM이 이와 비슷하고 다른 모형은 북서풍의 빈도가
줄고, 서북풍의 빈도가 증가한 모습을 보인다(Figs.
10Bc-g). 동중국해에서는 재분석자료와 모형 평균이,
북서풍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다른 해역에서와 달리,
북풍과 북동풍이 50% 이상을 차지하며 북서풍을 포
함하면 북풍 계열 바람이 80% 이상을 차지한다(Figs.
10Ca, b). 개별 모형에서도 북풍을 중심으로 북서풍과
북동풍을 포함하는 북풍 계열 바람이 대부분을 차지
하지만 대체로 재분석자료에 비해 북서풍과 북동풍뿐
아니라 서북풍과 동북풍까지 모든 북풍계열이 고른
분포를 보이며 특히 RegCM4의 경우는 서북풍에서 북
동풍까지 고른 분포가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난다
(Figs. 10Cc-g).
이와 같은 바람장미 결과는 앞선 바람벡터와 큰 차
이를 보였다. 예를 들면 여름철 SNU-MM5의 경우 바
람벡터로는 동해상에서 남동풍이 주를 이루고 연해주
해안을 따라 남서풍이 불지만(Fig. 7d), 바람장미에서
는 남동풍보다 남서풍이 우세하게 나타난다(Fig. 9Ad).
황해에서 여름 평균 바람벡터는 남동풍으로 나타나
남풍이 주를 이루는 바람장미 결과와 차이를 보인다
(Fig. 7). 동중국해에서 바람벡터는 모두 남동풍으로
나타나지만 바람장미는 대체로 남서풍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는 표층 바람을 계절 평균하는 과정에서
바람벡터에서는 강한 풍속이 나타난 풍향이 주풍향으
로 나타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3.3 해면기압 분포
해면기압 분포는 표층 바람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CORDEX-EA 지역모형이 모사한 표층
바람 오차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면기압 모
사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름 해면기압은
RegCM4, SNU-MM5, SNU-WRF 모형이 ERA-interim
과 유사하게 북태평양 고기압을 200oE, 35oN 부근을
중심으로 원형에 가깝게 모사하는 반면(Figs. 11a, c,
d, e), HadGEM3-RA, YSU-RSM 모형은 30oN에서 저
위도로, 50oN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북태
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확장하여 남북방향으로 평
행한 기압분포를 보인다(Figs. 11b, f). 이 두 모형은
여름철 동중국해의 120~130oE 해역에서 계절평균 바
람벡터를 남동풍이 아닌 남풍으로 모사하는 오차를
보였는데(Figs. 7b, f), 이는 다른 모형에 비해 30oN에
서 저위도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확장한 북태평양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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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Wind rose in (A) the East Sea, (B) the Yellow Sea, and (C) the East China Sea calculated with daily mean winds from
1989 to 2007 during winter (DJF): (a) ERA-interim reanalysis, (b) CORDEX-EA multi-model ensemble mean (MME) of 5
models, and (c-g) each of the ensemble members. The unit of wind speed shaded in color is m s−1.
Atmosphere, Vol. 29, No. 2. (2019)

126

CORDEX-EA 지역기후모형이 모사한 한반도 주변해 기후평균 표층 바람 평가

Fig. 11. Climatological mean sea-level pressure during summer (JJA) averaged from 1989 to 2007 obtained from (a) CORDEX
multi-model ensemble mean (MME) of 5 models and (b-f) each of the ensemble members. The unit of sea-level pressure
shaded in color is hPa.

Fig. 12. Climatological mean sea-level pressure during winter (DJF) averaged from 1989 to 2007 obtained from (a) CORDEX
multi-model ensemble mean (MME) of 5 models and (b-f) each of the ensemble members. The unit of sea-level pressure
shaded in color is hPa.

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생기는 시계방향 순환이 여
름철 동중국해의 120~130oE 해역에서 남풍이기 때문
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겨울 해면기압은 YSU-RSM을 제외한 모형들이 크
기 차이는 존재하지만 대체로 황해에서 1025 hPa 이
상의 고기압을 보이며, 북태평양에서 30oN 부근에
갈수록 기압이 증가하는 분포를 ERA-interim 재분석
자료와 유사하게 모사한다. 반면 YSU-RSM은 100~
140oE 에서 해면기압을 ERA-interim과 유사하게 모
사하지만 180oE, 40oN에서 고기압을 보이고, 알루
샨 저기압을 약하게 모사하는 등 전반적인 겨울 해
면기압의 크기와 분포를 제대로 모사하지 못한다(Fig.
12).
한국기상학회 대기 제29권 2호 (2019)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CORDEX-EA 지역모형의 다중모형
평균과 개별 모형이 모사한 한반도 근해 표층 바람을
ERA-interim 전구재분석자료와 비교·평가하였고, 겨울
과 여름에 대해 기후평균 풍속뿐만 아니라 풍향에 대
해서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CORDEX-EA 다중모형평균은 계절에 상관없이 한
반도 주변해 표층 풍속을 재분석자료보다 약 10~20%
또는 0.5~1 m s−1 정도 크게 모사하였다. 하지만 크기
차이가 있을 뿐, 두 계절 모두 상관계수 0.9 이상의
유의한 공간 상관성을 보여 풍속의 공간 분포는 재분
석자료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다중모형평균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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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각각의 모형으로도 CORDEX-EA 지역모형도
여름철 쿠로시오 해역의 강풍 및 겨울철 동해 외해의
강풍과 같은 표층바람 분포를 비교적 잘 모사했으며,
모든 모형의 공간상관계수도 재분석자료와 0.7 이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분광너징을 유일하게 적용
하지 않은 HadGEM3-RA 모형이 재분석자료보다 동
해와 동중국해 일부 해역에서 풍속을 약 10% 안팎으
로 작게 모사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크기뿐만 아니라
여름 풍속 공간 분포도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다. 분
광너징의 가중치를 하층에만 약하게 준 YSU-RSM 모
형은 동해와 황해의 풍속을 30% 이상 크게 모사할
뿐 아니라 여름 풍속 공간 분포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전층에 분광너징을 적용한 SNU-WRF, SNUMM5, RegCM4 모형은 비록 풍속을 15% 정도 크게
모사하지만 테일러도형을 이용한 모형 평가 결과, 0.8
이상의 높은 공간상관계수, 0.5 m s−1 이하의 평균 제
곱근오차를 보였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지역모형에 분
광너징을 적용했을 때, 모사성능이 개선됨을 보였고
(Kang et al., 2005; Miguez-Macho et al., 2005; Cha
and Lee, 2009; Lee et al., 2016), 표층풍속 오차가 두
드러지게 나타난 HadGEM3-RA와 YSU-RSM 모형은
분광너징을 적용하지 않거나, 하층부에 약하게 적용
하였다. 따라서 두 모형에 나타난 표층풍속 오차는 분
광너징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분광너징 이외에도 개별모형의 물리역학과정, 모형수
행영역, 모수화 방안이 풍속 분포 모사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원인 파악을 위한 추가적
인 분석이 필요하다.
풍향의 경우, CORDEX-EA 지역모형은 한반도 주
변 해상에서 다중모형평균뿐 아니라 개별 모형 모두
겨울철 북서풍을 잘 모사했다. 그러나 여름에는 다중
모형평균이 동중국해 남동풍과 동해 서풍을 제대로
모사하지 못했다. 다중모형평균에 나타난 이러한 여
름 풍향 오차는 HadGEM3-RA와 YSU-RSM의 오차
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두 모형은 분광너징을 적용
하지 않거나 하층에만 약하게 적용한 모형으로, 지역
모형에 적용된 대규모 순환 흐름 정보가 풍속뿐 아니
라 풍향의 모사 정확도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한
지역모형에 분광너징을 적용했을 때 여름철 기압, 강
수량, 풍속이 개선되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Cha and
Lee, 2009; Lee et al., 2016).
표층바람 오차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해면기압
분포를 살펴 보았다. 다른 모형과 달리 HadGEM3-RA,
YSU-RSM 모형은 ERA-interim에 비해 여름철 북태
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30oN에서 저위도로 갈수록
확장하여, 남북방향으로 평행한 형태를 보였다. 이 두
모형은 여름철 동중국해 남동풍을 남풍으로 모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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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를 보였는데, 이는 다른 모형에 비해 남북으로 평
행한 형태를 보이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
라 형성된 시계방향 순환이 한반도 주변해 풍향에 영
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HadGEM3-RA 모형은 모형
영역이 다른 모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측
면경계 강제력이 달라짐에 따라 모형 내부의 표층바
람 모사가 다른 모형과 다르게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다.
결과적으로 CORDEX-EA 지역모형은 계절에 상관
없이 표층 풍속을 과대모사하지만 모사한 풍속의 공
간분포는 비교적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지역
모형의 풍속 과대모사는 상대적으로 해상도가 높아서
특정 지역에 나타나는 강풍이 재분석자료보다 오히려
현실에 가깝게 모사되었기 때문만은 아니며 CORDEXEA 지역모형의 계통오차로 보여진다. 특히, CORDEXEA 지역모형의 경우 ERA-interim 재분석자료에 비해
해상도가 높긴 하지만 월등히 높은 편은 아니라는 점
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풍속의 과대모사에 대한 개
선이 이루어진다면 지역기후모형을 활용한 표층 풍속
의 현재기후 변동성 이해 및 미래변화 전망의 정확성
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CORDEX-EA 지역모형은 동일한 초기 및 경계 조
건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모형에 따라 전
체 분석기간의 평균 풍향뿐 아니라 시간에 따른 풍향
변화 또한 계절에 상관없이 차이를 보였다. 특히 모
형 사이에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 여름철 동중국해
풍향은 분광너징 유무에 따른 북태평양 고기압의 모
사능력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지역
모형을 이용한 표층바람 모사에서 대규모 순환 모사
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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