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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국기상학회 대기역학 및 수치모델링 분과 봄학술대회 프로그램
5월 2일(월)
일시

장소

경주 소노벨 콘도 그랜드볼룸Ⅰ

9:30~10:00

등록
개회식

10:00~10:10

개회사: 하경자(한국기상학회장)
단체사진 촬영

10:10~10:40

초청강연: 손석우 교수 (서울대학교)
Synoptic Weather Patterns of Warm-Season Heavy Rainfall Events in South Korea

10:40~12:10

세션1 (구두) / 좌장: 장은철 (공주대학교)

12:10~13:30

중식

13:30~15:30

세션2 (짧은구두) / 좌장: 김주완 (공주대학교)

15:30~15:50

휴식

15:50~18:00

세션3 (구두) / 좌장: 최용한 (극지연구소)
5월 3일(화)

일시

장소

경주 소노벨 콘도 그랜드볼룸Ⅰ

9:00~10:30

세션4 (구두) / 좌장: 임윤진 (수치모델링센터)

10:30~10:50

휴식

10:50~12:20

세션5 (구두) / 좌장: 최석진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12:20~12:40

폐회식 (우수논문상 시상 및 경품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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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 발표
대기역학 및 수치모델링 (세션1) : 5월 2일(월) 10:40~12:10
좌장: 장은철 (공주대학교)
시간
10:40~10:58

10:58~11:16

11:16~11:34

11:34~11:52

제목

저자

한국형모델의 2021년 겨울철 강수 예측 임윤진, 최원, 구본양,
최현주, 권영철, 고정석

특성 분석 및 시사점
Schmidt 변환 가변해상도

최석진

육면체구 격자를 이용한 KIM 시험모델
적응시간 간격 알고리즘 적용에

전구 고해상도 KIM의 모의 특성 분석

박자린, 최석진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의 연장중기 예측
11:52~12:10

여남구, 장은철, 송하준,

시스템을 위한 결합 모델 플럭스

구명서, 이은정, 박준성

교환 방법 적용에 따른 예측 성능 분석

발표자 소속

임윤진

수치모델링센터

최석진

남현, 최석진

따른 KIM 성능 검증

발표자

남현

박자린

여남구

차세대수치예보
모델개발사업단
차세대수치예보
모델개발사업단
차세대수치예보
모델개발사업단

공주대학교

대기역학 및 수치모델링 (세션3) : 5월 2일(월) 15:50~17:56
좌장: 최용한 (극지연구소)
시간

제목
Improving

15:50~16:08

16:08~16:26

16:26~16:44

16:44~17:02

17:02~17:20

precipitation

저자
prediction

GyuWon Lee,

the Seoul metropolitan area

Ki-Hong Min

집중호우 모의 예측성 평가
극단적인 2020년 동아시아 여름몬순에
지구온난화가 미친 영향
한반도 상륙 태풍 강수에 대한
GFS 모델 모의 성능 평가

발표자 소속
Kyungpook

Ji-Won Lee, SeoYuon Jo,

using intensive observation data in

WRF 다중규모물리과정방안의 한반도

발표자
이지원

National
University

박해린, 차동현

박해린

울산과학기술원

문태호, 차동현

문태호

울산과학기술원

황지원, 차동현

황지원

울산과학기술원

송강현

연세대학교

2019년 남반구 성층권 돌연승온

송강현, 손석우,

발생 원인

안순일, 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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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Anomalous Development of
17:20~17:38

the Extremely Intense Positive Arctic
Oscillation of the 2019-2020 Winter

17:38~17:56

Activities

of

waves

the

in

Ana Juzbasic, Eung-Sup
Kim, Min-Kyung Jung,
Joong-Bae Ahn

gravity

B.-G. Song, I.-S. Song,

mesosphere

H.-Y. Chun, C. Lee, H.

small-scale
upper

Vladimir N. Kryjov,

observed from meteor radar at King Kam, Y. H. Kim, M.-J.
Sejong Station, Antarctica and their

Kang, N. P. Hindley, N. J.

potential sources

Mitchell

크리조프
블라디

Pusan
National

미르

University

송병권

연세대학교

대기역학 및 수치모델링 (세션4) : 5월 3일(화) 9:00~10:30
좌장: 임윤진 (수치모델링센터)
시간

제목

저자

발표자

발표자 소속

IRWVln필드와 T-PARCII 항공기 관측으 이재덕, 장은철,
9:00~9:18

9:18~9:36

9:36~9:54

이재덕

공주대학교

박진영, 차동현

박진영

울산과학기술원

김경민, 차동현

김경민

울산과학기술원

조우진

UNIST

김태형

울산과학기술원

로부터 재생산된 상대습도 동화효과

Kosuke Ito,

: 태풍 짜미(2018)의 급강화 수치모의

Chun-Chieh Wu, 변의용

지면 및 해양 자료의 초기화가 단기
태풍 예측에 미치는 영향

클러스터링 기법을 이용한 북서태평양
태풍 모의 오차 분석
Effects of Orography and Warm Sea

9:54~10:12

Surface

Temperature

on

Heavy Woojin Cho, Jinyoung

Rainfall Induced by Typhoon Chaba

Park, Dong-hyun Cha

in 2016
10:12~10:30

GloSea5 모델의 북서태평양 계절내

김태형, 김은지,

잠재태풍 모의성능 평가

이민규, 차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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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역학 및 수치모델링 (세션5) : 5월 3일(화) 10:50~12:20
좌장: 최석진 (차세대수치예보모델 개발사업단)
시간

제목

저자

발표자

발표자 소속

박창용

울산과학기술원

변의용

공주대학교

신석우

울산과학기술원

블라우

Pusan

마누엘

National

편의보정된 고해상도 다중지역기후모델을
10:50~11:08

박창용, 차동현, 신석우

이용한 동아시아 미래기후 변화의
불확실성 평가

11:08~11:26

11:26~11:44

11:44~12:02

변의용, 장은철, 김주완,

미래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 나타나는
동아시아지역의 겨울철 저기압 특성 분석

이재덕, 차동현, 민승기,
안중배

다중 지역기후모델에 의해 모의된

신석우, 이민규, 김태형,

동아시아 겨울 몬순과 계통 오차 연구

박창용, 차동현

High-Resolution

Blau Manuel Tobias,

Climatic

Mass

Balance Modeling of the 79°N glacier

Kyung-Ja Ha,

(Northeast Greenland) with COSIPY Sahil Sharma,
linked with Polar WRF

Ha-Eun Jeon

토비아스

University

동아시아 폭염에서 지면-대기 상호작용 윤동혁, 강태훈, 차동현,
12:02~12:20

의 역할 : 토양수분 초기화 효과를 중심

송창근, 이명인, 민기홍,

으로

김주완, 전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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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혁

울산과학기술원

○ 짧은구두 발표
대기역학 및 수치모델링 (세션2) : 5월 2일(월) 13:30~15:24
좌장: 김주완 (공주대학교)
시간
13:30~13:36

제목

저자

발표자

발표자 소속

이영곤

수치모델링센터

이민재

연세대학교

유승민

연세대학교

박준성, 박상훈, 신우주

박준성

연세대학교

김유진, 이재규

김유진

강릉원주대학교

성재훈

공군기상단

홍동찬

서울대학교

김정회, 김정훈

김정회

서울대학교

장아헌, 민기홍, 김용구

장아헌

경북대학교

공해진, 박자린, 최석진

공해진

신예원, 김정훈

신예원

서울대학교

이충희, 정형빈

이충희

부경대학교

Temporal Convolution Network

이영곤, 김준수, 김만기,

(TCN) 기법을 적용한 풍속, 습도

송민종, 조은주, 백희정,

단기예보 편차 보정모델 개발

김승범

둥지격자기법을 사용한 전구 경압파동
13:36~13:42

이상실험에서 연직혼합이 측면경계오차에

이민재, 박상훈

미치는 영향 분석
13:42~13:48

Temporal Interpolation of Numerical

Seungmin Yu,

Model Using 3D Convolutional

Sang-Hun Park,

Neural Network

Joonsung Park

고해상도 WRF 모의에서 계산 효율성
13:48~13:54

극대화를 위한 IEVA 방법 적용 가능성
탐구
2017년 1월 20일 동해상에서 발달한

13:54~14:00

다중 규모를 가진 중규모 저기압에
대한 민감도 수치실험

14:00~14:06

WRF 버전 및 해상도 차이에 따른 모델

성재훈, 유홍제, 최요환,

수행시간 비교 실험 결과

황재돈, 변신웅, 송재익

성층권 동서평균장 넛징에 따른 지표
14:06~14:12

영향: 2018년 북반구 성층권 돌연승온
사례

14:12~14:18

14:18~14:24

14:24~14:30

큰에디모사 모형을 이용한
서해 해무 형성 및 발달 과정 연구
지역앙상블예측시스템 기반
폭염 및 열대야 예측모델
KIM의 해상도 증가에 따른 예측 변수의
변화율 분석

홍동찬, 김혜라, 강민지,
송강현, 손석우

차세대수치예보
모델개발사업단

미국 알래스카 산악파 난류의 메커니즘
14:30~14:36

및 대기경계층 물리 모수화 과정에 대한
민감도
전지구 재분석장에 따른 보거싱 태풍

14:36~14:42

초기화 기반 열대저기압의 예측
: FNL과 ERA5 자료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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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제목

저자

발표자

발표자 소속

김은지

울산과학기술원

김형규

공주대학교

김은지, 김태형, 문태호,
14:42~14:48

다중 지역기후모델을 이용한

신석우, 이민규, 차동현,

SSP 시나리오의 태풍 미래 변동성 분석

장은철, 안중배, 민승기,
김진욱, 변영화

14:48~14:54

열대저기압의 간접적인 영향에 의한 북서
태평양 대기-해양 열속 강화 특성 분석
Assimilation

14:54~15:00

of

Advanced

Remote

Sensing Data to Improve Numerical
Model Prediction

15:00~15:06

15:06~15:12

15:12~15:18

15:18~15:24

GPS-RO를 활용한 이중대류권계면의
구조와 변동성에 대한 분석
태평양-일본(PJ) 패턴이
동아시아 지역 폭염에 미치는 영향
수도권 열대야의 발생특징과
최근 변화 원인분석
급강화태풍의 최적경로자료를
이용한 장기 변동성 분석

김형규, 김주완, 노엘

Miranti

Indri

Hastuti,

Ki-Hong Min

류호선, 김주완

Kyungpook
미란티

National
University

류호선

공주대학교

노엘

공주대학교

노엘, 김주완, 전상윤,
차동현, 박명숙, 김주홍,
김형규
강태훈, 윤동혁, 차동현

강태훈

울산과학기술원

조하은, 이민규, 차동현

조하은

울산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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