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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Changes in a marine environment have a broad socioeconomic implication on fisheries and their 

relevant industries so that there has been a growing demand for the medium-range (months to years) predi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Using a medium-range ocean prediction model (Ocean Mid-range prediction 

System, OMIDAS) for the northwest Pacific, this study attempted to assess seasonal difference in the mid-range 

predictability of the sea surface temperature (SST), focusing on the Korea seas characterized as a complex 

marine system. A three-month re-forecast experiment was conducted for each of the four seasons in 2016 

starting from January, forced with Climate Forecast System version 2 (CFSv2) forecast data. The assessment 

using relative root-mean-square-error was taken for the last month SST of each experiment. Compared to the 

CFSv2, the OMIDAS revealed a better prediction skill for the Korea seas SST, particularly in the Yellow sea 

mainly due to a more realistic representation of the topography and current systems. Seasonally, the OMIDAS 

showed better predictability in the warm seasons (spring and summer) than in the cold seasons (fall and winter), 

suggesting seasonal dependency in predictability of the Korea seas. In addition, the mid-range predictability for 

the Korea seas significantly varies depending on regions: the predictability was higher in the East Sea than in 

the Yellow Sea. The improvement in the seasonal predictability for the Korea seas by OMIDAS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a regional ocean modeling system for a medium-range marine pr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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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ability

*Corresponding author. E-mail: cjjang@kiost.ac.kr



54 Jung, H. et al. 

1. 서  론

북서태평양에서는 서안경계류인 쿠로시오 해류와 북쪽

에서 남하하는 오야시오 해류가 일본 연안에서 합류하여 

동쪽으로 이안하고, 두 해류에서 비롯된 여러 지류가 지나

간다. 이러한 해류시스템에 영향을 받는 한국해(본 연구

에서는 한국해는 동해와 황해를 포함한 한반도 주변해역

(Fig. 1)으로 정의함)는 대륙과 접해있어 강물로 인한 수온

과 염분 변화, 영양염 유입(Park et al. 2011; Park and Jang 

2012; Park et al. 2015; 신과 장 2016) 등 다양한 대륙의 

영향을 받는다.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해 수온, 해수면높이, 

용존산소 등 해양 변화가 비교적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

(Belkin 2009; Stocker et al. 2013; Kim et al. 2018). 이에 

더해 한국해는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하여 계절 변화가 크

고, 원격상관을 통해 극과 적도의 변화가 지역적인 변화와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므로 한국해의 해황 진단과 예측은 

다른 해역에 비해 어렵다(Yeh et al. 2010; Kim et al. 2018).

지구온난화는 해양생태계뿐만 아니라 인간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Stocker et al. 2013). 최근 한국해에서 

나타나고 있는 해양열파(marine heatwaves)와 같은 극한

해양현상 등의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의 변화는 연근해 어

업과 양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Kobayashi et 

al. 1997). 극한해양현상은 그 피해 규모가 크고 지구온난

화에 비해 단기적으로 일어나므로 그 피해 저감과 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수개월에서 수년 규모의 중기예측이 필

요하다(Siedleck et al. 2016).

중기예측 연구는 주로 전지구 모형을 이용하고 수 주에

서 10개월 시간 규모로 수행되고 있다(Barnston et al. 2010; 

Saha et al. 2010; Sohn et al. 2013; Saha et al. 2014). 전지

구 모형은 측면경계조건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경계조

건에 따른 오차가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수평 분

해능이 0.5°에서 1°로 한국해와 같은 지역해에서 해류 및 

소용돌이를 모사하기에는 해상도가 낮아 지역해 중기 해

양 변화를 연구하기에는 제한적이다(Shchepetkin and Mc-

Williams 2005).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지구 

모형에서 모사한 결과를 고해상도 지역모형에 역학적으

로 상세화하여 지역해를 상세하게 모의하고 예측하는 지

역기후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정 

등 2018; Siedlecki et al. 2016). 지역기후모형을 이용한 

중기예측의 예로 캘리포니아 해역의 어업 관리를 위한 해

양모형과 생지화학모형을 결합한 계절예측시스템이 있다

(Siedlecki et al. 2016). 이 모형의 초기와 경계자료는 미국

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

stration, NOAA)의 국립환경예측센터(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 NCEP)에서 전지구 중기예측을 

위해 구축한 Climate Forecast System version 2 (CFSv2; 

Saha et al. 2014)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는 캘리포니아 해

역에서 해면수온의 중기 예측 성능은 비교적 낮지만, 계절

풍에 의해 결정되는 연안 용승의 경우 예측 성능이 비교

적 높아 최대 4개월까지 유의미한 예측이 가능함을 제시

하였다.

본 연구의 저자들은 최근에 한국해 중기 해양 예측을 

위해 북서태평양 중기해양예측모형(Ocean MId-rAnge 

prediction System, OMIDAS)을 구축하였다(정 등 2018). 

이 연구에서는 초기 조건 자료의 해상도가 OMIDAS의 중

기 예측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초기장의 해상도

가 중기예측 성능 향상에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모

형의 경계조건으로 예측(forecast) 자료가 아닌 현업분석

(operational analysis) 자료를 사용하여 실제 예측이 아닌 

시범 예측을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모형의 예측 

성능 평가도 봄철에 국한되었다.

한국해에서는 해양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인자가 계절

에 따라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Cai et al. 2017; Choi et 

al. 2018; Kim et al. 2018) OMIDAS의 예측 성능을 종합

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계절별 예측 성능 평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저자들이 개발한 

OMIDAS 중기 예측모형을 이용하여 2016년에 대해 계절

별 재예측 실험을 수행하였다. 2016년의 경우 한반도에서 

강한 폭염이 발생하였고 한국 주변해를 포함한 북서태평

양에서도 해양열파가 광범위하게 발생하였다(Yeh et al. 

2018). 이 해양열파는 많은 해역에서 양식장 등 수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끼쳤으며 이러한 피해 저감 대책을 위한 

중기 해양 예측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핵

심 기후/생태계 변수인 해면수온에 초점을 두어 중기예측 

Fig. 1. Model domain for the ocean mid-range prediction 

system (OMIDAS) overlaid with topography (km). 

The thick black lines denote each subregion (East 

Sea (ES), the Yellow Sea (YS), Korea Seas (KS)) 

f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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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의 계절적인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지역해 중기 예측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토의하였다. 

2장에서는 연구에 사용한 모형, 초기/경계 자료와 방법

을 제시하였다. 재분석장과 비교한 OMIDAS의 계절별 예

측 성능 평가를 3장에, OMIDAS의 오차와 가능한 원인 

분석을 4장에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요약과 결

론을 제시하였다.

2. 자료와 방법

중기해양예측모형(OMIDAS) 

이 연구에서는 OMIDAS (정 등 2018)를 활용하여 계절

에 따른 예측 성능을 평가하였다. OMIDAS 영역은 한국

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쿠로시오 해역을 포함한 북서

태평양(위도 10–55°N, 경도 105–175°E; Fig. 1)이다. 이와 

같은 모형 영역은 핵심 연구 해역인 한국해와 개방경계가 

멀리 떨어져 있어 개방경계로부터 발생하는 오차를 완화

시키는 장점이 있다. 기반 모형은 지역해를 잘 모사한다고 

알려진 ROMS (Regional Ocean Modeling System)이다. 

모형 수평해상도는 약 1/12°, 연직 층수는 30 시그마층이

며 수심자료는 ETOPO5를 사용하였다. 연직혼합 방안은 

계산 시간이 기존의 난류모형보다 적게 걸리고 한국해에 

적합하다고 알려진 K-프로파일 모수화 방안(Large et al. 

1994)을 적용하였다. 해면염분은 복원경계조건을 이용하

여 30일의 시간규모로 CFSv2 예측 자료로 복원하였다(정 

등 2018). 본 연구에서는 해빙모형을 이용하지 않고 수온

이 -2°C 이하인 경우 열속을 0으로 고정시켜 대기와 열교

환을 차단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해빙 효과를 고려하였다.

정 등(2018)은 CFSv2 현업분석보다 HYCOM (Chas-

signet et al. 2007)을 초기조건으로 사용하였을 때 성능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HYCOM은 중기 

예측을 수행하고 있지 않아 경계조건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전지구 중기 예측모형은 미국 환경예측센터의 CFSv2, 

컬럼비아 대학의 IRI, 기후예측센터의 NMME 등에서 운

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중기 예측모형이 OMIDAS 구동

에 필요한 변수를 제공하지 않는다. 정 등(2018)은 입력

자료로 사용되는 변수를 모두 제공하는 CFSv2 현업분석 

결과를 대기강제력과 해양 초기/경계조건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현업분석 자료는 모형 예측 결과가 아닌 자료 

동화를 수행한 과거 재현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기후모형 

예측에는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FSv2가 2016년을 예측하였던 CFSv2 예측(forecast) 자료

를 초기와 경계조건으로 중기 해양예측을 수행하였다.

계절별 예측 성능 평가를 위한 3개월 재예측 실험

OMIDAS의 계절별 예측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3개

월 재예측 실험을 계절별로 수행하였다. 재예측 실험이란 

실제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 시점에서 수개

월 후의 알려진 해양을 다시 예측하는 실험으로, 최종 예

측 시기 또한 현재 관점에서는 과거이므로 모형의 예측 

성능을 관측자료와 비교하여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OMIDAS 재예측 실험은 1월, 4월, 7월, 그리고 10월의 

첫 번째 날 CFSv2 예측 자료를 초기조건으로 적분하여 

향후 3개월까지 예측하도록 설계하였다(Fig. 2). 경계조건

은 CFSv2가 예측한 월평균 자료를 이용해 OMISDAS의 

시ᆞ공간 간격에 맞춰 내삽 후 사용하였다. CFSv2 예측 자

료의 수평해상도와 시간 간격은 해양 자료는 0.5°와 한 달, 

대기 자료는 약 1°, 6시간이다. 해양 초기와 측면 경계조

건는 수온, 염분, 해수면 높이, 유속을 사용하였으며, 표층 

경계조건은 2 m 기온과 상대습도, 10 m 바람, 해면기압, 

순 하향 태양복사속(), 하향 장파복사(_)를 사용하

였다. 순 하향 장파복사속()은 해면수온(), 적외선 방

사율() 슈테판-볼츠만 상수(: 5.6698 × 10-8 Wm-2 K-4)

를 이용해 계산하였다(Lee et al. 2010; 식 (1)). 


_


 (1)

총체 공기 역학 방정식(bulk aerodynamic formula; Fai-

rall et al. 1996)을 이용해 현열속(, 식 (2))과 잠열속(Hl, 

식 (3))을 산출하고, 최종적으로 순열속(Hnet, 식 (4))을 OMIDAS

에 적용하였다(Yu et al. 2006, 2007).

 


  (2)


   (3)

Fig. 2. Design of the seasonal re-forecast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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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위 식에서 는 대기 밀도[kg/m3], U는 풍속[m/s], 와 

는 해면온도와 기온[°C], 와 는 해면 비습과 대기 비

습[g/kg]을 의미하며, 는 정압 비열, 는 증발 계수, 

와 는 각각 현열속과 잠열속의 전달 계수이다.

OMIDAS의 예측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전지구 모형

의 예측 결과이자 지역기후모형의 초기/경계 입력자료로 

사용한 CFSv2 결과와 비교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중기 

예측 측면에서 지역기후모형의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두 예측 결과 모두 AVHRR (Ad-

vanced Very High Resolution Radiometer) 기반 격자 자료

인 OISSTv2 (Optimum Interpolation Sea Surface Temper-

ature version 2; Reynolds et al. 2002) 재분석 해면수온과 

비교하여 품위평가를 수행하였다. OISSTv2 재분석의 29

년(1982년–2010년) 장기 월평균 기후값을 OISSTv2 재분

석, CFSv2 예측, OMIDAS 모형 예측에서 제거한 해면수

온 편차를 분석하였다.

OMIDAS 예측 성능을 평가하기 앞서 모형 성능을 진

단하기 위하여 과거 재현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초기와 측

면경계조건은 HYCOM을 표층경계조건은 ERA5를 사용

하였다. 변수는 재예측실험과 동일하며 적분 기간은 2016

년이다.

모형의 예측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2016년에 대해 계절

별로 북서태평양 해면수온 편차의 공간분포(Fig. 4)를 모

형별로 비교·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예측성능을 정량적

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해면수온 편차의 공간 평균과 표준

편차를 제시하였다. 또한 관측과 비교를 위해 OMIDAS와 

CFSv2의 평균 제곱근 오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 Tang et al. 2020), 상대적 평균 제곱근 오차(relative 

RMSE, rRMSE)를 OISSTv2로부터 계산하였다. rRMSE

는 RMSE를 관측 평균으로 나눈 백분율로 상대적인 오차

의 비율을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Chu et al. 2005). 

계절적인 예측성능의 해역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동

해는 편의상 위 경도 범위를 128°E–141°E, 35°N–50°N로, 

황해는 117°E–127°E, 34°N–42°N로 설정하였다.

3. 결  과

해면수온 과거재현 성능평가

OMIDAS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과거재현실험에

서 재현된 해면수온을 OISSTv2와 비교하였다(Fig. 3). 

OMIDAS는 모든 계절에서 쿠로시오 이안역과 확장역에

서 오차가 크게 나타났다. 그 원인은 OMIDAS가 쿠로시

오와 오야시오가 만나 생성되는 극전선의 위치가 관측과 

다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3월과 12월에 오호츠크

해를 포함한 모형 북쪽에서 나타나는 음의 오차는 OMIDAS 

재현실험에 해빙효과가 고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

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해의 해면수온 평균 제곱근 오

차는 6월, 7월, 8월에 1.7°C였으며, 그 외 계절 평균은 약 

1.2°C로, 모형의 해면수온 과거 재현 성능은 해면수온 측

면에서 여름에 오차가 높지만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름철이 다른 계절에 비해 큰 평균 제곱근 오

차를 보이는 것은 동해 북부 해역과 중국 동부 연안을 따

라 나타나는 높은 해면수온 차이에 기인한다. 한국해 해역

별 평균 제곱근 오차는 황해 1.42℃, 동해 1.37°C로 유의

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계절과 상관없이 쿠로시오 해

류와 파생된 지류가 지나가는 해역에서 양의 해면수온 오

차가 주로 관찰된다. 쿠로시오와 동해에서 나타나는 양의 

해면수온 오차는 OMIDAS가 쿠로시오-오야시오, 동한난

류-북한한류 해류가 합류하여 생성되는 극전선을 관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북쪽에서 모사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

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황해의 경우에도 황해난류가 유입

되는 해역의 해면수온이 모든 계절에서 관측에 비해 해면

수온을 따뜻하게 모의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OMIDAS가 쿠로시오 기원의 난류를 관측에 비해 상대적

으로 강하게 모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해에서 쿠로

시오 기원 해류 세기 및 극전선 위치 오차는 자료동화를 

수행하지 않는 대부분의 해양 모형에서 빈번하게 관찰된

다(Choi et al. 2002; Sakamoto et al. 2005). 계절적인 측면

에서 동해는 봄과 가을에 비해 가을과 겨울에 해면수온 

오차가 크게 나타나며, 이는 동해 극전선의 위치에 따른 

오차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3개월 재예측 실험

3개월 재예측 실험 결과를 분석하여 OMIDAS의 계절

별 예측성능을 평가하였다. Fig. 4는 OMIDAS, CFSv2가 

재예측한 해면수온과 OISSTv2의 기후값의 차이로 계산된 

해면수온 편차이다. 2016년의 해면수온은 한국해를 포함

한 북서태평양 전체 해역에서 평년에 비해 높았으며, 특히 

쿠로시오 해류가 이안하는 일본 동부에서 가장 큰 해면수

온 편차가 관측되었다. 관측된 해면수온 편차의 공간 분포

는 OMIDAS와 CFSv2에서 예측한 결과와 유사하게 모의

하지만 CFSv2와 OMIDAS는 해면수온 편차를 전반적으

로 과대 모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OMIDAS가 CFSv2

에 비해 동해와 쿠로시오 해역 등 서안경계류가 강한 해역

에서 해면수온의 수평 분포를 비교적 상세하게 모사하였

다. 특히, 황해에서 나타나는 양의 해면수온 편차의 경우, 

OMIDAS가 CFSv2에 비해 계절에 따라 1°C에서 3°C가량 

개선되었다. 예측한 해면수온이 관측에 비하여 현저히 큰 

해면수온 오차를 보이는 해역은 겨울과 가을의 경우 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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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onthly-mean SSTs ((a) OISSTv2, (b) OMIDAS) and (c) their biases in March, June, September, and December 2016

Fig. 4. SST anomalies with respect to1982–2010 in March, June, September, and December 2016: (a) OISSTv2, (b) CFSv2 

(c) OMI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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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봄과 여름의 경우 오야시오 해역과 오호츠크해였다. 

쿠로시오 이안역에서는 모든 계절에서 오차가 크게 나타

났다. 자세한 원인 분석은 아래 4장에서 다루었다. 

Fig. 5는 해역별로 모형의 예측 성능을 평균과 변동성 

측면에서 평가하기 위해서 황해, 동해, 그리고 이 해역을 

포함한 한국해에서 계절에 따른 해역별 해면수온 편차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였다. 한국해 전체 평균은 

계절에 상관없이 OMIDAS가 CFSv2가 예측한 평균을 보

다 관측에 가깝게 예측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히 황해

에서 OMIDAS의 해면수온 예측 성능이 CFSv2에 비해 현

저히 향상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해역별 모형 예측 성

능은 계절에 상관없이 동해가 황해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 분석은 해역별 평균을 계산할 때 음과 양의 편

차가 상쇄되어 정확한 오차를 평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

다.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OMIDAS와 CFSv2를 관측자

료와 RMSE, rRMSE를 계산하여 예측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Table 1). 

CFSv2는 계절별로 rRMSE가 여름은 1.2배(첫 번째 달 

4.4%에서 세 번째 달 5.1%) 증가하였고, 가을의 경우 6배

(3.7%에서 21.2%) 증가하여 초기장으로부터 적분 시간이 

지날수록 예측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반면, OMIDAS는 전지구 모형의 저해상도 결

과를 OMIDAS의 고해상도 격자에 맞게 초기 조건으로 입

력하여 생기는 역학적 불안정성 때문에 적분 초기의 오차

가 CFSv2에 비해 높게 나타나지만 적분 2개월 후 부터는 

적어도 표층에서는 안정화되어 모형 오차가 줄어들고 3개

월 후에는 CFSv2와 마찬가지로 예측오차가 다시 커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3개월 후 CFSv2 중기 예측에 따른 rRMSE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각각 11.0%, 5.1%, 21.2%, 26.3%이다. 

OMIDAS의 경우에는 10.3%, 6.0%, 12.8%, 19.3%로 여름

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예측 성능이 우수한 것을 확인

Fig. 5. Mean (circle) and standard deviation (line) of the SSTA for the East Sea (ES), the Yellow Sea (YS), and the 

Korea seas (KS) averaged over each of the four months (March, June, September, and December) in 2016. The 

black, blue, red color represents OISSTv2, CFSv2 and OMIDA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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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전지구 모형의 예측 성능이 현저히 

낮은 가을과 겨울의 경우, 한국 주변해의 해양의 중기 변

동성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OMIDAS가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4. OMIDAS의 중기 예측 오차 원인과 개선방안

재분석 자료와 재예측 결과 모두 2016년 해면수온은 북

서태평양 해역에서 계절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평년에 

비해 높았다. OMIDAS와 CFSv2에서도 이러한 전체적인 

특징이 잘 모사되었지만, 해면수온 편차가 재분석자료에 

비하여 크게 나타났다. OMIDAS의 예측 오차의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모형의 입력장으로 사용한 CFSv2 해면수

온의 기후값을 관측과 비교하였다(Fig. 6). CFSv2 해면수

온 오차는 쿠로시오 이안역과 오호츠크 해역에서 크게 나

타났다.

쿠로시오 이안역에서 나타난 양의 해면수온 오차의 원

인을 파악하기 위해 CFSv2와 OMIDAS의 해류를 위성자

료로 산출된 Archiving, Validation and Interpretation of 

Satellite Oceanographic (AVISO) 해류와 비교하였다(Fig. 

7). CFSv2와 OMIDAS 모두 AVISO에 비해 상대적으로 

쿠로시오 해류를 강하게, 오야시오 해류는 약하게 모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CFSv2의 경우, 동해 해

수의 주 유출 통로인 쓰가루 해협이 막혀 있어 오야시오 

해류와 함께 극전선을 형성하여 쿠로시오 해류의 북상을 

제약하는 해류가 존재하지 않아 쿠로시오 해류가 일본 동

부에서 실제 분기되는 해역보다 더 북쪽에서 분기하는 것

으로 사료된다. OMIDAS의 경우, 쓰가루 해협이 실제와 

동일하게 고려되었지만 쿠로시오 해류가 관측에 비하여 

3°가량 북쪽에서 이안하게 되어 쿠로시오-오야시오 합류 

해역에서 해면수온을 과대모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동부 해면수온 오차는 재예측실험이 과거재현실험에 비해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은 재예측실험의 

초기와 측면경계조건으로 사용한 CFSv2의 오차에서 기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쿠로시오 해류 강도는 

CFSv2에 비하여 OMIDAS에서 약하게 모의되어 해당 해

역의 해면수온 오차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한편, CFSv2의 오호츠크 해역에서 발생한 음의 해면수

온 오차는 CFSv2가 해빙모형을 접합하지 않아 해빙이 발

생하는 해역에서 수온이 어는 점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발

생한다. 하지만 OMIDAS는 해빙에 따른 열교환 효과가 간

접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겨울철 해빙 발생 해역에서 

CFSv2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면수온 오차가 작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따뜻한 계절인 봄과 여름에 나타나는 오야

시오 해역의 해면수온 오차는 CFSv2의 대기모형 기온의 

큰 예측 오차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기온의 예측 오차는 

북서태평양이 봄과 여름에 장마, 태풍, 여름철 상층 제트

류의 변화 등의 영향으로 대기 불확실성이 타 계절에 비

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기온, 강수 예측 정확도가 상대

적으로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김과 서 2014). 이 오차는 

Fig. 6. SST difference (CFSv2 - OISSTv2) averaged over 

29 years (1982–2010)

Table 1. Summary of statistics for the predictability of the CFSv2 and OMIDAS prediction system. Number is root mean 

square difference, parentheses is relative root mean square difference between SST anomaly fields from 

OMIDAS/CFSv2 and OISSTv2 in March, June, September and December 2016 in Korea seas

Prediction

Initial
1months later 2months later 3months later

1 Jan.

(Winter) 

   CFSv2: 1.69 (16.9%)

 OMIDAS: 1.20 (12.0%)

  2.49 (28.72%)

  1.62 (18.68%)

  2.39 (26.34%)

  1.75 (19.28%)

1 Apr.

(Spring)

  CFSv2: 0.95 (8.7%)

  OMIDAS: 1.57 (14.49%)

 1.66 (11.6%)

1.39 (9.6%)

 2.02 (11.0%)

 1.89 (10.3%)

1 Jul.

(Summer)

  CFSv2: 0.98 (4.4%)

   OMIDAS: 2.31 (10.4%)

1.69 (6.6%)

0.86 (3.4%)

1.19 (5.1%)

1.39 (6.0%)

1 Oct.

(Fall)

  CFSv2: 0.74 (3.7%)

OMIDAS: 1.46 (7.3%)

 1.88 (12.1%)

1.46 (9.4%)

 2.67 (21.2%)

 1.61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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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IDAS의 대기강제력으로 CFSv2 예측 자료를 사용하

기 때문에 그 크기가 유사하게 나타난다(Fig. 8).

동해의 경우 극전선이 상대적으로 고위도에 형성되는 

오차가 CFSv2와 OMIDAS 모두에서 유사하게 나타나지

만 예측 성능이 타 해역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다. 황해의 

경우 OMIDAS의 해면수온 오차가 CFSv2에 비하여 약 

1°C에서 3°C가량 크게 개선되어 OMIDAS의 예측 성능이 

월등히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황해에 나타난 해면수

온 오차는 황해로 유입되는 따뜻한 해류를 관측에 비해 크

게 모사하는(Fig. 7) 동시에 황해의 조석을 고려하지 않는 

영향이 더해진 결과로 보인다. CFSv2는 관측에 비하여 황

해 서쪽으로 유입되는 해류 세기를 약 4배 정도 크게 모사

한 반면 OMIDAS는 보다 관측에 가깝게 모의하고 있어, 

황해의 현실적인 해류 모사가 해면수온 예측 성능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시사한다. 강하게 모사된 황해난류에 

따른 해면수온 예측 성능은 봄과 여름 보다는 가을과 겨울

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OMIDAS가 CFSv2에 

비해 동일 계절에 해양 변수 예측 성능이 개선되었다.

OMIDAS와 CFSv2 모두 조석을 모수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석에 의한 난류 혼합과 이에 따른 해수 상하층

간의 열교환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강한 해수 성층으로 

나타나며 결과적으로 두 모형 모두에서 예측한 높은 해면

수온 오차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OMIDAS에 조석 모수화를 적용하면 적어도 황동중국해

에서 해양의 예측 성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석과 이에 의한 해수 혼합을 고려할 경우 해수 물성 구

조를 보다 현실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OMIDAS의 예측 성능은 초기와 측면경계자료가 전지구 

모형으로부터 생성되기 때문에 전지구 모형의 영향을 강

하게 받는다. 지역해의 중기 예측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는 전지구 모형의 예측 오차를 보정할 필요가 있다. 비

교적 간단하면서도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 편차 기법

(delta method)을 들 수 있다. 이 기법은 광역모형의 편차

를 관측 및 재분석 자료의 기후장에 더하는 것으로 전지구 

모형 평균장의 오차를 줄여주는 장점이 있다(Kimura and 

Kitoh 2007). 이 기법을 OMIDAS에 적용할 때, 서안경계

류가 과도하게 북상하여 발생하는 동해와 일본 동부의 해

면수온 오차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조석 

모수화와 편차 기법을 적용한 OMIDAS의 중기 예측 성능 

개선 여부는 후속 연구를 통해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5. 결  론

이 논문에서는 재예측 실험을 수행하고 북서태평양, 특

히 한국해를 중심으로 중기 예측성능의 계절 차이를 평가

하였다. 중기예측은 본 연구진이 개발한 중기해양예측모

형(OMIDAS)를 이용하였다. 재예측 실험은 강한 해양열

파가 발생하였던 2016년에 대해 수행하였으며, 각 계절에 

해당하는 1월, 4월, 7월 그리고 10월을 초기조건으로 3개

월 후를 재예측하고, 대기와 해양의 기후 상태를 결정짓는 

핵심변수인 해면수온의 예측성능을 평가하였다. 예측성

능 평가에는 위성자료기반 재분석자료인 OISSTv2를 사용

Fig. 7. Mean current (vector) and its speed (color) averaged over four months (March, June, September, and December) 

in 2016: (a) AVISO, (b) CFSv2 forecast and (c) OMIDAS reforecast

Fig. 8. Difference in the 2 m temperature between CFSv2 

forecast simulation and ERA5 in 2016: (a) March, 

(b) June, (c) September, and (d)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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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초기와 경계자료로 사용한 전지구중기예측시

스템인 CFSv2 예측결과와 비교하였다.

핵심 연구해역인 한국해의 계절 예측성능은 봄과 여름

이 가을과 겨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가을과 겨울에 예

측성능이 낮은 이유는 OMIDAS와 CFSv2가 관측에 비해 

황해로 유입되는 해류의 영향이 차가운 계절에 더 두드러

지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CFSv2에서 AVISO에 

비해 4배 이상 강하게 황해로 유입되는 해류가 OMIDAS

에서는 보다 현실적으로 모사되어 황해로 과도하게 유입

되는 열수송이 개선되었다. 그 결과 황해 해면수온 평균제

곱근오차가 5.18°C (CFSv2)에서 2.44°C (OMIDAS)로 예

측성능이 2배 이상 향상되었다. 이러한 오차의 개선은 지

역해 기반 중기예측모형이 수평 해상도가 상대적으로 높

아 복잡한 지형이 좀 더 현실적으로 구현되고 지형의 영

향을 받는 해류가 보다 현실적으로 모의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해역별로는 앞서 언급한 문제로 인해 황해에 보

다 동해에서 예측성능이 높게 나타났다.

북서태평양에서는 봄과 여름에 오야시오 해역에서 해면

수온 예측오차가 가을과 겨울에 비해 컸으며, 그 원인은 

따뜻한 계절인 봄과 여름에 태풍, 몬순 등의 영향으로 대

기 불안정이 커지며, 이러한 현상을 대기모형에서 제대로 

모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온 예측오차가 커진데서 기인

한 것으로 사료된다. 일본 동쪽의 쿠로시오-오야시오 전선

역의 해면수온 오차는 모든 계절에 다른 해역에 비해 2배 

이상 크며, 특히 가을과 겨울에 커서 다른 해역에 비해 5배 

정도이다. 이러한 오차의 원인은 중기해양예측모형에서 

일본 동부 연안을 따라 북상하는 쿠로시오 해류를 강하게 

모사하고 남하하는 오야시오 해류를 약하게 모사함으로써 

쿠로시오 극전선이 관측에 비해 상대적으로 북쪽에 위치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오차는 초기와 경계조건으로 사용

한 CFSv2 예보장 오차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Fig. 7).

본 연구에서는 지역해 중기해양예측모형(OMIDAS)은 

전지구 중기예측모형(CFSv2)에 비해 지형을 더 현실적으

로 모의함으로써, 해면수온뿐만 아니라 다른 해수물성과 

해류 등의 예측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예측성 향상은 황동중국해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

으며, 특히, 가을과 겨울에 뚜렷하였다. 그러나 중기예측

성능은 전반적으로 낮아 중기예측모형 성능개선과 더불

어 통계예측기법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등의 개선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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