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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the short-range forecast system of the Korea

Air Force (KAF) and to verificate its performace in 2009 summer. The KAF weather prediction

model system, based on the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WRF) model (i.e., the KAF-

WRF), is configured with a parent domain overs East Asia and two nested domains with the

finest horizontal grid size of 2 km. Each domain covers the Korean peninsula and South Korea,

respectively. The model is integrated for 84 hour 4 times a day with the initial and boundary

conditions from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 (NCEP) Global Forecast System

(GFS) data. A quantitative verification system is constructed for the East Asia and Korean

peninsula domains. Verification variables for the East Asia domain are 500 hPa temperature,

wind and geopotential height fields, and the skill score is calculated us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analysis data from the NCEP GFS model and the forecast data of the KAF-WRF model

results. Accuracy of precipitation for the Korean penisula domain is examined using the

contingency table that is made of the KAF-WRF model results and the KMA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ion) AWS (Automatic Weather Station) data. Using the verification

system, the operational model and parallel model with updated version of the WRF model and

improved physics process are quantitatively evaluated for the 2009 summer. Over the East Aisa

region, the parallel experimental model shows the better performance than the operation model.

Errors of the experimental model in 500 hPa geopotential height near the Tibetan plateau are

smaller than errors in the operational model. Over the Korean peninsula, verification of

precipitation prediction skills shows that the performance of the operational model is better than

that of the experimental one in simulating light precipitation. However, performance of

experimental one is generally better than that of operational one, in prediction.

Key words : Verification, Korea Air Forece (KAF),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WRF),

Numerical Weather Prediction (N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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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중규모 수치 예보 기술은 컴퓨터의 계산 능력의 향

상과 함께 발달되어 왔다. 특히 수치 예보 모델의 입력

자료로 사용되는 초기 조건과 모델의 역학 과정 그리고

물리 과정의 개선은 수치 예보 모델의 예측 성능의 향

상에 큰 기여를 하였다 (Kalnay, 2003). 이러한 수치 예

보 모델의 예측성 향상은 기상 예보를 생산하는 현업 기

관에서의 수치 예보 자료의 중요성을 향상시켰고 예

보자들의 수치 예보 자료 의존도를 증가 시켰다.

대한민국 공군 73 기상전대에서는 1988년 이후부터

실시간 수치 예보 모델을 운영하여왔다. 최초 운영되

었던 모델은 KAF-MM5 (Korea Air Force - the Fifth

generation Mesoscale model) 모델로, MM5 모델 (Grell

et al., 1994)을 기반으로 구성되었다. 기상전대에서는 해

당 모델을 이용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김희식과 김영

철 (2002)은 KAF-MM5 모델을 이용해 강수 형태의

예보를 생산하였으며, 이를 통해 예보자들에게 강수 형

태와 관련된 정보를 백분율로 제공하였다. 이수권 등

(2003)은 2003년 6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 동안 공군에

서 수행된 KAF-MM5 모델의 강수 예보 정확률을 분

석 하였다. 또한 엄대용 등 (2005)은 KAF-MM5 모델의

지면 물리과정이 지표 온도 예보 정확률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

점차 군 작전에 있어서 기상 정보의 중요성이 증가하

고 사용자들이 상세한 기상 정보를 요구함에 따라 기

상전대에서는 작은 규모의 현상을 잘 모의할 수 있는

고해상도 모델의 수행이 필요해졌고, 이에 따라 2007년

5월 WRF (Weather Research and Forcasting) (Skamarock

et al., 2005) 모델을 기반으로 KAF-WRF 모델이 구축,

운영되어 왔다. 최초 KAF-WRF 모델은 WRF 모델의

2.1.2 버전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1일 2회 (00, 12

UTC) 운영 되었다. 이후 공군에서 가용한 고성능의 계

산 자원이 확보됨에 따라 기상전대에서는 2008년 3월부

터 KAF-WRF 모델을 버전 2.2의 WRF 모델을 바탕으

로 새롭게 구축하였고, 예보시간과 모델의 수행 영역을

확장하였으며, 운영 횟수도 1일 4회 (00, 06, 12, 18 UTC)

로 증가시켰다. 또한 2009년 한반도에 대해 검증, 개발

된 물리 과정이 도입되었고, 이 같은 물리 과정이 버전

3.1의 WRF 모델을 기반으로 한 실험 모델에 적용되어

현업으로 운영중인 KAF-WRF 모델과 함께 2009년 6

월부터 병행 운영되고 있다.

WRF 모델은 NCAR (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를 중심으로 개발된 커뮤니티 모델로, MM5

모델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여 개발되었다. 2004

년 말, 버전 3.7을 마지막으로 개발이 중단된 MM5모델

과는 달리, 16개로 이루어진 연구 그룹을 통하여 모델

역학과정, 물리과정, 전처리, 후처리, 자료동화 분야 등

에서 활발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 지고 있다(Skamarock

et al., 2005). WRF 모델은 연구와 현업 운영에의 활용을

모두 고려하여 구성되었다. 한반도에서 발생한 특이기상

에 대해 WRF 모델을 활용한 사례 실험의 예로서, 이지

우와 홍성유 (2006)는 2005년 6월 양평군 양동에서 나

타난 집중 호우 사례에 대한 수치 실험을 실시하여 한

반도의 복잡 산악지형이 집중호우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Lim and Hong (2007)은 2005년

호남 지역에서 발생한 폭설 현상에 대한 수치 실험을

수행하여 서해의 해면온도가 호남 지역 폭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Shin and Hong (2009)

은 2007년 태풍 나리에 의해서 발생한 제주도의 강수

현상에 대한 수치실험을 실시하여 WRF 모델에서 영역

크기, 모조 태풍의 모의 방법, 둥지 격자 체계, 물리 과

정의 변화가 강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하였다. Lee and

Choi (2010)는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해 발생한 기록

적인 강수를 WRF 모델을 이용하여 모의하였으며, 보

거싱 효과가 태풍의 진로와 강수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하였다. Lee et al. (2011)은 영동 지역의 강설 현상

을 강설 집중 구역에 따라 구분하고 WRF 모델을 이

용하여 각각의 강설 구조를 분석하였다.

현업 분야에 있어서도 WRF 모델을 이용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기상청에서는 MM5 모델 기반으로 구

성되어 운영 중이던 지역 예보 모델의 대안으로 WRF

모델 기반의 차세대 지역 예보 모델 (KWRF)을 구축하

여 시험 운영하였다(조익현 등, 2005). Kwun and You

(2009)은 기상청의 지역규모 모델인 RDAPS (Regional

Data Assimilation and Prediction System)와 KWRF에서 모

의된 2007년 태풍 Manyi와 Usagi 사례에 대해, 이동

경로와 해상풍의 정확률을 비교하였다. 또한 조익현

등 (2010)은 2007년부터 기상청 GDAPS(Global Data

Assimilation and Prediction System) 모델의 초기 자료를

활용하여 현업 운영중인 KWRF모델의 초기 자료를,

2008년에 새롭게 도입한 통합모델 (UM: Unified Model)

의 초기 자료로 변경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공군에서 수행된 KAF-WRF 모델의 예

보 결과 자료 중 2009년 여름철(6, 7, 8월) 결과에 대하

여 예보 정확률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특정

사례에 대하여 강수 메커니즘을 확인하고 예보 모델의

정확률을 검증하였던 것과는 달리, 이 연구에서는 특정

기간 동안의 모델 예보 자료 전체를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정확률을 분석하였다. 특히 2008년 구축된

WRF 버전 2.2 기반의 현업 모델과 새로운 물리과정이

도입되어 2009년 구축된 WRF 버전 3.1 기반의 시험 운

영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였고, 시험 운영 모델의 현업

모델 대체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2절에서는 모델 및 검

증 체계의 구성을 설명하고, 연구 대상 기간의 종관장

및 강수의 특징을 분석 하였다. 3절에서는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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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4절에서는 KAF-WRF 모델이 모의하는 강수 특성을

분석하고, 5절에서 결론을 제시한다.

2. 시스템 구성 및 종관장 분석

2.1 공군 수치 예보 시스템 구성

두 예측시스템의 바탕이 된 WRF 모델은 완전 압

축성 비정수계 (Fully compressible non-hydrostatic) 모델로

수평격자는 Arakawa-C 격자 체계를 사용하며, 연직

격자로는 Eulerian 질량 좌표계 (mass-based terrain

following coordinate)를 사용한다. 수치계는 3차 Runge-

Kutta split-explicit 시간 적분법을 사용하며 이류항에 대

해서는 6차 중심차분법을 도입한다. 또한 플럭스 형태의

진단 방정식을 사용하여 질량, 운동량, 엔트로피, 스

칼라양을 보존한다.

KAF-WRF 모델의 수행 영역은 동아시아 영역, 한반도

영역, 남한 영역으로 총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평 격

자수는 각각 230 (동서) × 170 (남북), 211 (동서) × 211

(남북), 250 (동서) × 250 (남북) 이다. 격자간격은 각각

18 km, 6 km, 2 km의 단일 둥지격자체계(1-way nesting)

로 구성되었다 (Fig. 1). 초기 자료와 경계 자료는 격자

간격 0.5o × 0.5o 해상도의 NCEP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의 전구 모델인 GFS (Global

Forecasting System) 모델의 예보 자료가 이용되며, 해

면온도자료는 0.5o× 0.5o 해상도의 NCEP daily SST

(Sea Surface Temperature) 자료가 이용된다. 모델은 1일

4회 수행하며 적분 시간은 매 회 모델 수행시 영역1과

영역2에 대하여 84시간까지 수행된다. 남한 영역에 해

당하는 영역3의 경우 악기상 및 작전 기상 지원에 있어

서 필요한 특정 사례에 대해서만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영역 1, 2와 같은 연속적인 자료의 수집이 이루어 지지

않았기에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 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현업 모델 (Operation model: OPR)

과 시험 운영 모델 (Experimental model: EXP)의 결과를

이용하였다. 2009년 현업 운영에 사용된 물리과정 중 구

름물리 과정 (MPS; MicroPhysics Scheme)은 모든 영역에

서 WSM6 (WRF Single-Momentum 6-Class Microphsics

scheme) (Hong and Lim, 2006)이 사용되며, 아격자 규모

의 적운에 의한 강수를 계산하기 위한 적운 대류 모수

화 과정 (CPS; Convective Parameterization Scheme)은

Kain-Fritch (Kain, 2004)이 18 km 격자와 6 km 격자에서

사용된다. 행성 경계층 (PBL; Planetary Boundary Layer)

모수화 방법으로는 YSUPBL (Yonsei University PBL)

(Hong et al., 2006; Noh et al., 2003) 방안이 사용되

었으며, 복사 모수화 방안으로는 장파 복사에 대해서는
RRTM (Rapid Radiation Transfer Model) (Mlawer et al.,

1997)이, 단파복사에 대해서는 simple shortwave radiation

방안 (Dudhia, 1989)이 사용되었다.

개선된 물리과정 실험인 EXP 모델의 경우 현업 모

델과 물리과정이 다르다. 구름물리과정의 경우 18 km

해상도에서는 WSM3 (WRF Single-Momentum 3-Class

Microphsics scheme) (Hong et al., 2004)를, 6 km 해

상도에서는 WDM6 (WRF Double-Momentum 6-Class

Microphsics scheme) (Lim and Hong, 2010)를 사용하였

다. 행성 경계층 모수화 방안은 OPR과 동일하게 YSUPBL

을 사용하였으나 EXP의 YSUPBL은 안정한 경계층

(stable boundary layer)의 연직 확산 방안이 기존의 국

지적 방안에서 K-profile 방안으로 변경(Hong, 2010)

되었다. 복사 모수화 방안으로는 장파 복사에 대해서는

RRTM의 새로운 버전인 RRTM-G (Iacono et al., 2008)

를, 단파 복사에 대해서는 Goddard scheme (Tao et al.,

2003)을 사용하였다. 이 외에도 EXP 모델에서는 Ocean

Mixed Layer 기법이 적용되었고(Kim and Hong, 2010)

MODIS Land use data가 사용되었다(Table 1).

2.2 정량적 검증 체계의 구성

KAF-WRF 모델의 정량적 검증은 종관 규모 검증과

강수 검증을 따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종관 규모 검증은

KAF-WRF 모델의 영역 중 동아시아 영역에 대하여 수

행된 예보 자료 중 해면 기압과 500 hPa의 온도, 지위

고도, 바람 정보를 사용하였다. 검증하고자 하는 시간의

예보 값과, 해당 자료와 동일한 시각의 분석 자료의 차

이를 검증 기간에 대하여 평균한 값을 활용하여 Bias와

Root Mean Square Error (RMSE) 를 계산하였다. Bias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다.

(1)Bias
1
N
---- N

n 1=
a
n

F
a
n

A
–( )

2

∑

1 2⁄

=

Fig. 1. Model domain for the 18 km grid experiment (Domain 1),

6 km grid experiment (Domain 2) and 2 km grid experiment

(Domain 1) with the terrain heights shaded every 10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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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은 총 격자점 수를 나타내고 위 첨자인 A와 F는

각각 분석 값과 예측 값을 나타낸다. RMSE는 다음

과 같이 계산되었다.

(2)

이 같은 자료를 활용해 해당 기간의 예보 값이 분석

값과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지 정량적으로 값을

계산해 내었다. 강수 검증은 한반도 영역에 대하여 수

행된 결과 자료를 사용 하였다. 모델에서 생산된 6시간

누적 강수량 값을 AWS (Automatic Weather System)

자료와 비교하여 각 문턱 값에 따라 강수 예보의 유무,

실제 강수 발생 유무의 수치를 나누어 분할표 (Contingency

table)를 만들었다. AWS위치와 모델 격자의 위치가 동

일하지 않기 때문에, AWS 지점 주변의 4개 격자 지점

값을 추출하고 이를 AWS 지점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가중치를 두어 AWS 위치에서의 모델 누적 강수량 값을

계산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분할표를 통해 Probability

of detection (POD), Equitable threat score (ETS)를 계

산하였다. POD와 ETS는 각각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다.

POD = H/(H + M) (3)

ETS = (H − He)/(H + M + F − He) (4)

He = (H + M)/(H + F)/(H + M + F + C) (5)

H (Hit)는 모델이 강수를 예보하고 관측에서도 강

수가 발생한 경우를, M (Miss)은 강수 예보를 하지 않

았으나 강수가 발생한 경우를, F (False)는 강수 예보를

하였으나 강수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C (Clear)는

강수 예보가 없었고, 강수도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각

각 나타낸다.

2.3 2009년 7월 종관장 분석

2009년 하계의 경우 강수가 7월에 집중되어서 나타

났다. 서울 기상청에서 관측된 2009년 총강수량 1464 mm

중 45%에 해당하는 659.4 mm가 7월에 집중되었다. 이러

한 이유로 2009년 하계 종관장의 특성을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7월의 한반도 주변 기상장을 그림(Fig.

2(a), (b))으로 나타내었다. 월 평균 해면기압을 계산하는

데에는 GFS 모델의 분석장을 KAF-WRF 모델의 격자로

수평과 연직으로 내외삽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또한

한반도 주변 지역의 강수량 확인을 위해서 Tropical Rainfall

Measureing Mission (TRMM) Multi-satelite Precipitation

Analysis (TMPA) 자료를 사용하였다. TMPA 자료는

0.25o× 0.25o 공간 해상도를 가지며 3시간의 시간 해

상도를 가진다(Huffman et al., 2007).

월평균 해면기압 자료에서는 (Fig. 2(a)) 동아시아

영역에서 나타나는 여름철의 전형적인 기압 패턴이 보

인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발달로 인해 한반도 남동부에

고기압이 형성되어 있다. 850 hPa의 평균 바람장을 통해

따뜻하고 습윤한 공기가 화남 지역으로부터 한반도로

유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MPA 자료를 통해 계산된 2009년 7월의 한 달 누적

강수 그림에서는 (Fig. 2(b)) 화남 지역으로부터 한반

도를 거쳐 동해상으로 이어지는 강수대가 나타난다.

한반도에서는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에 두 개의 집중

강수대가 나타나며 서울ㆍ경기 지역에 500 mm 이상의

누적 강수량 구역이, 남해안 지역에 800 mm 이상의

누적 강수량 구역이 나타난다.

한반도에서 2009년 7월 한 달 동안의 강수패턴을

확인하기 위해 총 671개 지점의 기상청 AWS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활용한 지점자료의 분포는 Fig. 3(a)와

같다. Fig. 3(b)에서는 AWS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남한 지역의 강우 강도를 육지에 대해 평균하여 시계

열도로 나타내었다. 강수 발생 지역의1시간 누적 강

수량을 한반도 육지 면적으로 나누어 평균적인 강우

강도를 계산하였다. 사례기간 동안 2 mm h−1를 초과

하는 강우 강도를 나타낸 경우는 총 7회로 상순에 2회,

RM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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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 summary of configuration of model physics.

KAF-WRF Operation model (OPR) KAF-WRF Experimental model (EXP)

Domain 1 Domain 2 Domain 3 Domain 1 Domain 2 Domain 3

Microphysics WSM6 WSM6 WSM6 WSM3 WDM6 WDM6

Cumulus Kain-Fritch None Kain-Fritch None

PBL
YSU PBL

(Hong et al., 2006)

YSU PBL

(Hong et al., 2006, Hong, 2010)

Radiation RRTM (LW), Dudhia Scheme (SW) RRTM-G (LW), Goddard Scheme (SW)

LSM
Noah LSM

(USGS Land use data)

Noah LSM

(MODIS Land use data)

OML None Ocean Mixed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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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순에 3회, 하순에 2회 나타났다. 최대 강우 강도는

7일에 발생했던 강수로 5.2 mm h−1 로 나타났다.

3. 검증 결과

3.1 종관 규모 검증

검증 기간 중7월의 24시간 예보값과 동일 시간의

분석값의 차이를 한 달 평균하여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4(a), (b), (c)의 값은 OPR의 검증 결과이고 Fig. 4(d),

(e), (f)의 값은 EXP의 결과 이다. OPR의 해면기압 자

료의 편차(Anomaly)를 나타낸 Fig. 4(a), (b)를 보면

중국 내륙에서 고도가 급변하는 지역에 큰 편차가 나

타난다. 주변에 비해 고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에서

는 양의 편차가, 주변에 비해 고도가 급격히 하강하는

지역에서는 음의 편차가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성은

OPR의 검증결과 뿐만 아니라 EXP의 검증 결과에서도

나타나지만 EXP의 경우 OPR에 비해 해당 편차의 크

기가 작게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EXP의 해

면기압 자료 (Fig. 4(d)) 에서는 OPR에 비해 중국 지

역에 전체적으로 넓은 음의 편차가 나타난다. 이 같은

Fig. 2. (a) 1-month averaged sea level pressure (hPa, solid line) and 850 hPa wind vector for July 2009 obtained from the

KAF-WRF model data. (b) Accumulated precipitation amount (mm) over East Asia for July 2009 obtained from TMPA.

Fig. 3. (a) The distribution of automatic weather stations (AWS) (dot). (b) The time series of hourly precipitation (mm h−1)

from AWS, averaged for the land of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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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으로 전체 영역의 Bias는 −0.357 hPa에서 −0.616 hPa

으로, 크기가 증가하였다. RMSE가 OPR의 경우 1.593 hPa

으로, EXP의 경우 1.515 hPa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EXP의 경우가 OPR에 비해 해당 변수의 예측 값이

분석값에 더 근접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역을 한반도

주변으로 한정 시킬 경우 편차의 절대값이 OPR의 경우

−1~−1.5 hPa에서 EXP의 경우 −0.5~−1.0 hPa으로 줄어

들었으며, 이를 통해 OPR에 비해서 높게 나타난 EXP

의 해면기압의 모의 성능은 한반도 주변에서 더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해면기압 자료에서 나

타났던 지형적인 편차는 500 hPa의 지위고도 자료에서도

나타난다. OPR에서 나타났던 지위고도의 편차가 EXP

Fig. 4. Monthly average difference between forecast fields from the KAF-WRF V07 (left panels) and the KAF-WRF V09

(right panels) and analysis fields (ie., forecast minus analysis) for the (a),(d) sea level pressure, (b),(e) 500 hPa geopotential and

(c),(f) 500 hPa wind in July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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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중국 내륙 지역과 한반도 주변 지역에서 모두

눈에 띄게 감소했다 (Fig 4(b), (e)). 전체영역의 Bias는

OPR의 경우 −1.784 gpm에서 EXP의 경우 0.828 gpm로

절대값의 크기가 줄어들었으며, RMSE 역시 OPR의

9.438 gpm에서 EXP의 7.768 gpm으로 줄어들었다. 이같이

OPR에 비해 EXP에서 나타나는 개선 효과는 KAF-WRF

모델의 기반으로 사용된 WRF 모델의 버전 향상에 따른

역학과정의 오류 수정과, 기존 OPR에서 사용되던 물리

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한 물리 과정의 적용으로 인한 것

이다. 특히 Fig. 4(b), (e)중 EXP의 경우 OPR에 비해 한

반도 주변 지역에서 나타나던 음의 편차는 그 크기가

5 m 정도 줄어들게 됨으로써, 모델의 예보장이 동일 시

간의 분석장과 유사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500 hPa

바람 편차의 경우 한반도 주변에서는 EXP의 편차와 OPR

의 편차의 차이가 크지 않다 (Fig. 4(c), (f)). 단, OPR의

경우 내몽골 지역과 화남 지역에 4~6 knots 정도 차이나

던 바람이 EXP에서는 2~4 knots로 감소 하였다. RMSE

역시 EXP가 OPR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결과를 나타내었

다. 500 hPa 온도 편차의 경우OPR에서 넓게 나타나는 양

의 편차가 EXP에서는 개선되었다. 이로 인해 Bias가 OPR

에서 0.221로 나타나던 것이 EXP에서는 0.074로 감소하

였으며, 한반도 주변의 편차는 양의 편차에서 음의 편

차로 바뀐 것을 확인하였다. 위에서 설명한 Bias와

RMSE에 관한 내용들은 다음의 Table 2에 요약하였다.

Fig. 4에서 나타냈던 예보값과 분석값을 Domain 1의

전체 수행영역에 대하여 평균한 값을 Fig. 5에 나타내었

다. 총 8개의 그래프 중 왼쪽 그래프는 Bias를 나타내며

오른쪽 그래프는 RMSE 값을 나타낸다. 각각의 그래프

의 X축은 분석값과의 차이를 구한 예보값의 예보 시간을

나타내며 Y 축은 Bias 혹은 RMSE 값을 나타낸다. 그

래프는 위쪽부터 차례로 해면 기압, 500 hPa 지위고도

, 500 hPa 동서방향 바람성분, 500 hPa 남북방향 바람 성

분에 대하여 편차 값의 평균값을 나타낸다. 그래프의

Bias 값을 통해 모델의 예보값이 동일 시각의 분석값

에 비해 전체적으로 어떠한 편차를 나타내는지 확인

할 수 있으며, RMSE 값을 통해 예보값이 분석값과

얼마나 유사한 값을 갖는지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RMSE

값은 수치모델의 특성상 예보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점

차 그 크기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 크기를 비교하여 모

델의 정확도를 정량적으로 분석 할 수 있다.

해면기압의 경우 Fig. 5(a)를 보면 EXP의 Bias 크

기가 더 크며 예보 시간이 길어질수록 음의 값이 증가

한다. 이 같은 경향은 6~8월 모두 유사하게 나타난다.

Fig. 4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EXP에서 지형적인 편차는

OPR에 비해 감소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음의 편차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RMSE 값은(Fig. 5(f))

6시간 예보값에서 6~8월 모두 EXP의 값이 OPR에 비해

적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EXP의 예측값이 동일시

각의 분석값에 근접한 결과를 생산한다고 말할 수 있

다. 7월과 8월의 경우 예보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경우

EXP의 RMSE 가 OPR보다 큰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6월의 경우는 30시간 이후부터 두 모델의

RMSE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500 hPa 지위고도 Bias의 경우(Fig. 5(b)) OPR이 전

체적으로 음의 편차를 나타내는 것에 비해 EXP는 양의

편차를 나타낸다. RMSE 값의 경우(Fig. 5(g)) EXP의

경우가 전 예보시간에 걸쳐 OPR보다 2 m 이상 적은

값을 보인다. 이는 Fig. 4와 관련하여 본문에 언급한 내

용과 같이, OPR에서 크게 나타나던 지형 고도 자료에

의한 편차가 EXP에서 감소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보

인다. EXP의 바탕이 된 WRF 버전 3.1에서 모델의 역학

과정이 OPR의 바탕이 된 WRF 버전 2.2의 그것에 비해

개선되어 이러한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된다.

500 hPa 동서방향의 바람성분의 경우(Fig. 5(c)) 12시간

예보값과 동일 시각의 분석 값의 차이가 큰 음의 Bias를

가지는 특징을 보인다. 이 같은 특징은 검증이 이루어진

전 구간에서 나타나며 이 같이 크기가 증가한 Bias 값은

예보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크기가 감소하다가

예보시간이 24~30시간이 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다시 그

크기가 커지게 된다. RSME 값은(Fig. 5(h)) 6월 36시

간 예보값을 제외한 전 구간에서 EXP의 RSME 값이

OPR에 비해 더 작게 나타난다.

500 hPa 남북방향의 바람성분의 경우(Fig. 5(d)) 최초

양의 Bias를 가지던 값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며,

예보시간이 18시간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편차가 점

점 증가하게 된다. RSME 값은(Fig. 5(i)) 예보시간의 증

가에 따라 점차 증가하며 이 역시 EXP의 값이 전 영역

에 걸쳐 OPR에 비해 낮은 값을 가진다.

500 hPa 온도의 경우(Fig. 5(e)) OPR 모델의 전 영역에

서 나타나던 양의 Bias가 EXP 에서는 감소되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으며, RMSE 값(Fig. 5(j)) 역시 EXP 결과

가 OPR에 비해 더 작은 값을 갖는다.

종관 규모의 검증 결과는 EXP의 모의 성능이 OPR에

Table 2. Statics of the bias (Bias) and root mean square error

(RMSE) averaged over the whole domain 1 for sea level

pressure, 500 hPa geopotential height (GPH), winds and

temperature.

OPR EXP

Bias RMSE Bias RMSE

Sea Level Pressure (hPa) −0.357 1.593 −0.616 1.515

500 hPa GPH (m) −1.784 9.438 −0.828 7.768

500 hPa U-wind (Knots) −0.120 2.837 −0.035 2.781

500 hPa V-wind (Knots) −0.011 2.821 −0.048 2.744

500 hPa Temperature (K) −0.221 0.725 −0.074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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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onthly averaged bias (left panels) and RSME (right panels) of (a),(f) sea level pressure (hPa), (b),(g) 500 hPa

geopotential height (m), (c),(h) 500 hPa u-wind (Knots),  (d).(i) 500 hPa v-wind (Knots) and (e),(j) 500 hPa temperature (K)

averaged over the model domain 1 at each forecast time in July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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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해면기압의 경우 예

보시간이 30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EXP의 RMSE가 OPR

에 비해 더 큰 값을 보이나, 모델 영역 내에서 나타나던

Bias의 크기는 EXP의 경우가 더 작게 나타났다. 특히

EXP에서는 OPR의 경우에 중국 내륙 티벳영역 주변

에서 발생하였던 지형의 고도에 의한 오차가 개선되었

다. 이는 500 hPa 지위고도 편차의 RMSE 값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500 hPa의 바람과 온도의 경우 EXP가

OPR에 비해 Bias와 RMSE 에서 조금 더 높은 정확

률을 나타내었다.

3.2 강수 검증

강수 검증은 KAF-WRF 모델 영역중 한반도 영역

(Domain 2)에 대하여 수행된 모델의 결과자료를 사용

하였다. 분할표를 통해서 계산 할 수 있는 Skill score

중에서 POD와 ETS를 사용하여 모델의 예보 정확률을

판단 하였으며 해당 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Fig 6(a)

와 6(b)는 각각 POD와 ETS를 를 나타낸다. X 축은

6시간 누적 강수량의 문턱 값(threshold)을, Y축은 해

당 구간에서의 score를 나타낸다.

POD는 문턱 값이 클 경우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

인다. 문턱 값에 따른 POD 값은 매월 다른 특징을 보이

는데, 6월의 경우 3 mm 6 h−1 이하의 문턱 값에서는

OPR의 값이 높게, 5 mm 6 h−1 이상의 문턱 값에서는

EXP의 값이 높게 나타났다. 7월의 경우 전 범위의 문턱

값에서 POD의 값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EXP의

값이 OPR의 값보다 큰 값을 보였다. 8월의 경우 6월과

비슷하게, 낮은 문턱 값인 7 mm 6 h−1 이하의 범위에

서는 OPR의 성능이, 10 mm 6 h−1 이상의 범위에서는

EXP의 성능이 대체로 더 높게 나타난다.

ETS 역시 POD 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이 약한 강

수에서는 OPR의 성능이, 일정 강우강도 이상의 강한

강수에서는 EXP의 성능이 높음이 확인 되었다.

4. KAF-WRF 모델의 모의하는 강수의 특징

모델의 결과 자료와 AWS자료와의 한 달 누적 강

수량을 비교하여, 모델이 모의하는 강수의 특징을 확

인하였다. 해당 비교는 모델의 모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므로 KAF-WRF 모델 중 EXP의 결과 자료만

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AWS 자료는 기상청 자료를

사용 하였으며 EXP의 결과 자료는 6시간 예보값 부

터 12시간 예보값 사이에 나타난 강수량을 1달 누적

하여 사용하였다.

Fig. 7은 2009년 7월의 누적 강수량의 분포를 나타

낸다. AWS 누적 강수량 그림에서 강수의 중심은 크게

두 군데에 나타나는데, 경기 지역의 동부와 강원 지역의

서부 경계 지역에 위치한 누적 강수량 700~800 mm의 구

간과 남해안 지역에 나타나는 누적 강수량 850~950 mm

구간이다 (Fig. 7(a)). KAF-WRF EXP모델 결과로부터

계산된 강수는 관측 결과와는 다른 패턴을 보인다

(Fig. 7(b)). 한반도 남부에 존재하는 강수 집중 구역의

경우 관측에서는 그 중심이 지리산 후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안가와 접해있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강

수 집중 구역은 해안가를 따라 경남 지역까지 이어지고

있으나, 모델에서 모의한 강수 집중 구역은 노령산맥을

따라 분포하고 있다. 강수 집중 구역에서의 한 달 누적

강수량 역시 관측에 비해 200 mm 이상 많은 양을 보

인다. 한반도의 중부 지역인 경기, 강원 지역에서 관측

된 강수 집중 구역은 모델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으며,

실제 강수량에 비해 200 mm 정도를 과소 모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델에서 모의되는 강수는 산맥을 따라 과

다 모의되는 경향을 보인다.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노

령산맥 등 실제 산맥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관측값에 비

해 월 강수량이 100 mm 이상 과다 모의되었다 (Fig. 7(c)).

이처럼 WRF 모델에서 산맥을 따라 강수량이 과대 모

의되는 현상은 다른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Lee (2010)는 Joint Center for High-impact Weather and

Climate Research (JHWC) WRF model system을 통해

모의된 한반도의 강한 강수 사례에서, 태백산맥과 소

Fig. 6. (a) POD and (b) ETS, calculated for 6-hour

accumulated precipitation (mm (6h)-1) precipitation at 12

hour forecast time of KAF-WRF OPR and EXP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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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산맥을 따라 실제 보다 더 많은 강수량이 나타나는

것을 보였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은 현재 KAF-WRF

모델의 내부에서 강수를 모의하는 과정이 실제 지형적

인 효과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구름물리

과정과 PBL 등의 개선과 함께 아격자 규모의 지형의

고도 차이로 발생하는 지표의 거칠기를 반영하는 등,

모델 자체의 복합적인 개선 노력을 통하여 산맥을 따라

발생하는 지형적인 강수의 모의 성능 향상이 가능하

리라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공군 제73기상전대에서 운영중인 KAF-

WRF 모델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한 정량적 검증 체

Fig. 7. The 1-month accumulated precipitation (mm) in July 2009, obtained from the (a) AWS and (b) 12-hour forecast data

from the KAF-WRF EXP, and (c) their difference between (a) and (b) (i.e., KAF-WRF V09 minus 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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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2009년 하계 (6~8월)의 예보

정확률을 계산해 내었다. KAF-WRF 모델은 18 km 격자

간격의 동아시아 영역, 6 km 격자 간격의 한반도 영역,

2 km 격자 간격의 남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일

4회 운영되고 있다. 검증 체계는 모델의 수행 영역에

따라 동아시아 영역과 한반도 영역으로 나누어 구성

되었다. 동아시아 영역에서는 동일 시각에 대한 예보

값과 분석값의 차이를 계산하고 이를 한 달 평균한 값

을 활용하여 해면기압과 500 hPa에서의 기상 변수들(지

위고도, 온도, 바람)의 RSME와 Bias를 계산하였다. 동

아시아 영역에서의 검증 결과 500 hPa의 변수들은 OPR

에 비해 EXP에서 더 높은 정확률을 나타냈다. 예보 시

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변수들의 RMSE 값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었으나, EXP의 값이 OPR에 비해 대

부분의 예보시간 영역에서 낮은 값을 보였다. 특히 OPR

의 500 hPa지위고도 값에서 티벳 지역에 존재하던 오

차가 상당부분 개선되었다.

한반도 영역에서는 6시간 누적 강수량을 기준 문턱

값을 결정한 후 AWS 자료와 해당 지점의 모델값을 활

용하여 분할표를 구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모델이 모의

하는 강수의 Skill score를 계산하였다. 약한 강수 부분

에서는 OPR의 결과 자료가 EXP에 비해 조금 높은 성

능을 보였으나, 전체적인 강수의 정확률은 EXP가 OPR

에 비해 개선된 결과를 나타냈다.

EXP의 경우 예보생산시 활용도가 높은 종관 자료의

정확률이 눈에띄게 향상되었며, 이를 통해 현재 공군

기상전대 내에서 예보자들에게 제공되는 OPR을 대체

하여 현업 운영되기에 충분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분석

및 검증된 정량적인 값을 통해 종관 및 강수모의에서

나타나는 OPR과 EXP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추가로 모델에서 모의되는 강수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

하여 AWS 자료 및 KAF-WRF EXP 모델의 결과 자료를

통해 계산된 한 달 누적 강수량 값을 비교해 보았다.

KAF-WRF 모델에서 계산된 누적 강수량값은 서울ㆍ

경기지역에서는 관측값에 비해 과소모의 되었으며, 태

백산맥과 소백산맥, 그리고 제주 지역에는 관측값보다

과대모의 되었다. 이처럼 산악지형을 따라 나타나는

강수의 과대 모의 경향을 통해 WRF 모델 내부의 강

수메커니즘이 지형고도의 영향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

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한반도 산악 지역

에서의 강수 모의성능 향상을 위한 WRF 모델의 개

선 방향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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