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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hysical parameterization on the simulation of a snowfall 
event over Korea caused by air-mass transformation by using the PSU/NCAR MM5. A heavy snowfall event over Korea 
during 3-5 January 2003 is selected. In addition to the control experiments employing simple-ice microphysics scheme, 
MRF PBL scheme, and original surface layer process, three consequent physics sensitivity experiments are performed. 
Each experiment exchanges microphysics (Reisner Graupel), boundary layer (YSU PBL) schemes, and revised surface 
layer process with a reduced thermal roughness length for the control run. The control run reproduces an overall pattern 
of snowfall over Korea, but with a high bias by a factor of about 2. As revealed in the previous studies, the cloud microphysics 
and PBL parameterizations do not show a significant sensitivity for the case of snowfall. A more sophisticated cloud 
processes does not reveal a discernible effect on the simulated snowfall. Further, high bias in snowfall is exaggerated 
when a more realistic PBL scheme is employed. On the other hand, it is found that the revised surface layer process plays 
a role in improving the prediction of snowfall by reducing it. Thus, it is found that a realistic design of surface layer physics 
in mesoscale models is an important factor to the reduction of systematic bias of the snowfall over Korea that is caused 
by air-mass transformation over the Yellow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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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강설 현상은 넓은 지역에 걸쳐서 일어나는 상승운

동과 많은 눈을 만드는데 필요한 충분한 수분의 공급 

그리고 대기의 안정도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물리적 과

정의 상호 작용의 결과이며 이러한 물리적 과정은 중

위도를 통과하는 요란과 관련되어 일어난다. 또한 대

륙과 해양의 온도차, 바다 위에서의 기단의 변질, 산악 

효과 등도 대설의 발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김갑

수와 이태영, 2005). 지금까지 한반도 강설에 대한 연

구는 관측 자료 분석과 수치 모형을 이용한 사례 연구

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관측자료를 분석한 연구로서 송병현 (1993)은 동해

안과 서해안 대설을 비교, 분석하여 시베리아 고기압

이 강화되면서 내려오는 한랭한 공기가 해양을 지나면

서 불안정해지고 이것이 서해안에 접근하여 강설 현상

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정성훈 등 (2006)은 한반도에

서의 강설 현상이 대체로 종관 기상 조건에 의해 결정

되며 이에 근거하여 5가지 강설 발생유형을 정의하였

다. 이들 중 기단변질형 강설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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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72-hr accumulated precipitation (mm), and (b) time series of 6-hr accumulated precipitation (mm) from 00 UTC
2 to 00 UTC 5 January 2003, obtained from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KMA) station data.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시베리아 고기압이 발달할 때 북풍 계열의 찬 공기가 

따뜻한 해상을 지나면서 해수면으로부터 열과 수분의  

공급으로 하층 대기가 불안정해진다. 이때 층적운 계

통의 구름이 해상에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 일부가 해

안지역까지 발달하면서 강설이 발생한다. 
수치모형을 이용한 연구로서 박순웅과 정창희 

(1984)는 온도와 습도의 프로파일을 이용해 구름의 외

관(edge)를 예측할 수 있는 간단한 모형을 사용하여 상

대적으로 따뜻한 서해가 기단변질형 강설에 기여함을 

밝혔다. 김갑수와 이태영 (2002)는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 
(PSU/NCAR) 5th generation Mesoscale Model (MM5)
을 이용하여 저기압에 의한 강설 수치예측에 있어서 

초기자료와 적운 모수화 방안, 행성경계층 방안에 대

한 민감도가 크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김갑수와 

이태영 (2005)은 MM5을 이용하여 기단변질형 강설

사례를 모의하고, 행성경계층 모수화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모수화 방안에 따라 혼합층 길이와 하

층 수분량, 연직 혼합 정도는 다소 다르게 모의되었으

나 전체적으로 최대 강수량을 관측에 비해 빠르게 모

사하고 특히 강수량을 과대 모사하는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 변건영 (2005)에 따르면 10개 강설 사례의 

MM5 수치모의 중 7개 사례에서 강수가 11% 이상 과

대 모의되었으며, 이중 2가지 강설 사례에 대한 민감도 

실험에서 모형 격자와 미세물리 과정에 따라 강수의 

일반적인 패턴은 크게 변하지 않으며 모형 격자와 구

름 미세물리과정에 상관없이 강수를 과대모의 하였음

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에서는 PSU/NCAR MM5을 사용하여 기단

변질형 강설 사례인 2003년 1월 3일부터 5일까지 전

라도, 충청도 등 서해안 지역과 제주 지역에 내린 강설 

사례를 수치모의하고 그것의 미세물리 및 경계층, 그
리고 지표층 과정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2절에는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본 사례를 분석하고, 3절에는 연

구에 사용된 수치모형과 수행한 실험을 설명하고, 4절

에는 수치실험의 결과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5절에

는 결론을 제시한다.

2. 사례설명

2003년 1월 3일부터 5일에 걸쳐 서산 22.2 cm, 임
실 24.8 cm, 정읍 33.2 cm, 광주 25.8 cm 등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다 (Fig. 1). 6
시간 누적강수량의 시간 변화를 살펴보면 3일 00 UTC
와 3일 18 UTC에 최대값을 갖는 특징을 보였는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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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urface weather charts at (a) 00 UTC 3, (b) 00 UTC
4, and (c) 00 UTC 5 January 2003.

히 서울 등 중부지방에서는 3일 오후 3시를 전후로 30 
여분 동안 두꺼운 눈 구름대가 지나면서 하늘이 어두

워지며 눈보라가 몰아쳤고, 기온도 영하 0.6도에서 영

하 3.3도로 급격히 내려가기도 했다. 
Fig. 2는 사례기간 동안의 지상 일기도이다. 1월 2일 

00 UTC에 발해만 북서쪽에는 저압대가 자리잡고 있

으며 바이칼호 남쪽에는 찬 대륙 고압대가 남동진하며 

점차 발달하고 있다 (제시하지 않음). 3일 00 UTC 
(Fig. 2a)에는 화중 지방에 위치한 고압대가 화남지방

과 서해까지 발달하였으며, 이 고압대와 일본 열도에 

중심을 둔 고기압 사이로 동해상에 중심을 둔 중심기

압 1018 hPa의 저기압이 형성되었다. 4일 00 UTC 
(Fig. 2b)에는 화중 지방의 고기압이 한반도 남해상까

지 그 세력을 확장하였고, 일본 열도 북부에 중심을 둔 

저기압도 더욱 발달하여 우리나라에는 겨울철의 전형

적인 서고동저형 기압배치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서고

동저형 기압배치는 5일 00 UTC (Fig. 2c)에도 유지되

어 우리나라와 서해상에는 남북으로 서는 등압선 패턴

을 보였고 이를 따라 차가운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기단변질에 의한 강설이 가능한 환경이 형성되었다. 
Fig. 3은 사례기간 동안 6시간 누적강수의 최대값이 

나타났던 3일 00 UTC의 850 hPa, 500 hPa, 300 hPa 
일기도이다. 2일 00 UTC에는 850 hPa 만주 지역에 저

기압이 위치하고 서해상에 완만한 온도곡이 형성되었

고, 500 hPa과 300 hPa 화중지방에는 약한 기압골이 

위치하였다 (제시하지 않았음). 3일 00 UTC에 850 
hPa (Fig. 3a)에는 만주 지역의 저기압이 북서진하여 

한반도에 기압골이 형성되었고, 만주 지역에 한랭핵이 

형성되어 한반도 및 서해에 남북방향의 온도 경도가 

강해졌다. 이로 인해, 서해상에는 등온선과 등고선이 

서로 수직으로 교차하여 한랭이류가 발생하였다. 500 
hPa과 300 hPa에서는 만주 지역에 중심을 둔 저기압

으로 인해 동중국 지역을 중심축으로 하는 깊은 기압

골이 위치하고 있고 (Figs. 3bc), 사례기간 동안 동진하

여 한반도와 서해에 강한 북서풍이 나타났다 (제시하

지 않음). 
본 연구의 강설 사례는 차가운 시베리아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확장해 기단이 안정되면서 영하 40도의 찬

바람을 머금은 한기 주머니가 우리나라 상공에 머물면

서 기온이 급강하 하였고, 한기 주머니가 서해상의 상

대적으로 따뜻한 해수면과 만나면서 강한 눈구름을 형

성해 호남 등 서해안에 많은 눈이 내린 전형적인 기단변

질형 강설이라고 할 수 있다 (기상청 보도자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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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Upper level charts at (a) 850 hPa, (b) 500 hPa, and
(c) 300 hPa level weather charts at 00 UTC 3 January 2003.

기단 변질형 강설의 주된 에너지는 해양의 현열과 잠

열에 의해 공급된다. 그리고 해양의 현열과 잠열은 해

수면 온도와 매우 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서해의 

2003년 1월 평균 해수면온도 아노말리는 평년에 비해 

0.5 K 정도 낮게 나타났다 (제시하지 않음). 이는 본 사

례의 강설이 따뜻한 해양에 의한 에너지 공급이라기 

보다는 차가운 시베리아 고기압과 상대적으로 따뜻한 

해양 사이에서 일어난 열 공급이라 할 수 있다. 

3. 모형 설명 및 실험 설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수치 모형은 MM5 version 3 
(Grell et al., 1994)이다. MM5 모형은 압축성 비정수

계 (compressible non-hydrostatic) 모형으로 수평 격

자는 Arakawa-B 격자 체계를 사용한다. 연직 격자로

는 지형을 따라가는 시그마 좌표계를 사용한다. 시간 

적분방법으로 2차 등넘기 (Leapfrog) 시간 적분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류항에 대해서는 2차 중심차분법 (2nd 
order centered differencing)을 이용한다. 수평확산 방

안으로는 경계점에 대해서는 2차, 내부 격자점에 대해

서는 4차 확산 방안을 사용한다.

3.1 규준 실험

모형 수행을 위해 강설 지역을 중심으로 Lambert- 
Conformal 지도 투영법을 사용한 모형영역을 설정하

였다 (Fig. 4). 모형 영역은 37.0 °N, 125.5 °E를 중심

으로 동서방향으로 146개, 남북방향으로 168개 격자

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평 격자 간격은 30 km이고 23
층 시그마 연직층을 가지고 있다. 규준 실험 (Control 
experiment, 이하 CTL 실험)에 사용된 물리과정으로, 
미세물리과정은 Simple-ice 방안 (Dudhia, 1989)을, 
행성경계층 모수화 방법으로 Kain-Fritsch 방안 (Kain 
and Fritsch, 1993)을, 행성 경계층 모수화 방법으로는 

Medium-Range Forecast (MRF) 방안 (Hong and Pan, 
1996)을, 그리고 육지와 해양에 따른 운동량 거칠기 길

이(Z0M)와 열 거칠기 길이 (Z0T)를 구별하지 않고 열과 

수분의 플럭스를 계산한 기존의 지표층 과정을 사용하

였다. 대기복사 과정으로 Rapid Radiative Transfer 
Model (Mlawer et al., 1997)을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

용된 초기 및 경계 자료는 2.5°ｘ 2.5°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 / 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 (NCEP/NCAR) 재분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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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mmary of numerical experiments. A dash means the same setup as in the CTL experiment.

Exp. Microphysics Boundary layer Surface flux
CTL Simple ice MRF PBL Z0M = Z0T

MIC Reisner Graupel - -

PBL - YSU PBL -

SFC - - Z0M ≫ Z0T

Fig. 4. Model domain and terrain height. Contour interval
is 200 m.

(Kalnay et al., 1996)이다. 해수면 온도자료는 Optimum 
Interpolation Sea Surface Temperature (OISST) ver-
sion 2 (Reynolds et al., 2002)를 사용하였다. 모형적

분기간은 1월 2일 00 UTC에서 1월 5일 00 UTC까지 

60초 시간간격으로, 총 72시간 예보가 수행되었다.

3.2 민감도 실험 

민감도 실험은 규준 실험과 같으나 규준 실험에서 

각각 미세물리 (이하 MIC 실험) 및 경계층 (이하 PBL 
실험), 그리고 지표층 (이하 SFC 실험) 모수화 방안을 

달리하여 구성하였다. Table 1은 민감도 실험의 요약

이다.

3.2.1 미세물리 방안

MIC 실험에 사용된 미세물리 방안은 Reisner Graupel 
(Reisner et al., 1998) 방안이다. 규준 실험에서 사용한 

Simple ice 방안은 대기 중의 물을 수증기, 구름물/빙
정, 비/눈으로 분류한다. Reisner mixed-phase 방안

(Reisner et al., 1993, 1996)은 Simple ice 방안에 과냉

각된 물을 첨가하고 눈의 느린 용해 (slow-melting)를 

포함한 방안이며, 본 민감도 실험에서 사용한 Reisner 
Graupel 방안은 Reisner mixed-phase 방안에 근거하

여 만들어진 방안으로 구름물과 구름빙정, 비와 눈을 

각각 표현하고, 여기에 싸락눈 과정과 얼음의 수농도 

예측방정식을 포함하여 보다 상세하게 표현한다.

3.2.2 행성 경계층 모수화 방안

Troen and Mahrt (1986)의 개념에 기초한 MRF 
PBL 모수화 방안은 역경도항 (counter gradient term)
과 용적 리차드슨 수 (Bulk Richardson number)를 고

려한 비국지 경계층 모수화 방안이다. 하지만 MRF 
PBL은 밤에 지상 바람이 아주 강할 때 혼합층을 비현

실적으로 높게 모의하는 문제점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Mass et al., 2002). 최근, Noh et al. (2003)의 

연구에 기초하여 Hong et al. (2006)은 열, 운동량 연

직 속이 최소인 층의 상층에서 일어나는 흡기효과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YSU (YonSei University) PBL 
방안을 설계하였다. 다음은 혼합층에서의 확산 방정식

이다. 

3

( ' ')c c h
C C zK w c
t z z h

∂ ∂ γ
∂ ∂

 ∂   = − −     ∂      

여기서 Kc은 에디 확산 계수, γ c 은 비국지항, ( ' ')hw c

은 역전층에서의 플럭스이다. 

3.2.3 지표층 과정

지표층 과정 모수화 방안은 지표 열속과 수분속의 

계산을 위해 필요한 마찰 속도와 교환계수, 그리고 지

표 스트레스를 계산한다. SFC 실험에서는 운동량 거

칠기 길이 (Z0M)가 열 거칠기 길이 (Z0T)보다 크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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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5. (a) Sea level pressure (hPa) and (b) 850 hPa geopotential height (solid line; m), temperature (dotted line; K) and 
wind vector at 00 UTC 3 January 2003, obtained from the CTL experiment.

관측결과에 근거해 육지와 해양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Zilitinkevich, 1995; Zeng et al., 1998).

0 0 exp( )T MZ Z β= × −

( )* 0
0.45

0.13 Mu Z
νβ ×=            for land

( )* 0
0.25

2.67 2.57Mu Z
νβ ×= −    for water

여기서 *u 는 마찰속도, ν 는 운동점성계수이다. 이에 

따르면, 해양에서 특히 열 거칠기 길이 (Z0T)가 줄어들

게 되고 열교환계수 (CH, heat exchange coefficient)가 

작아져 결국 현열이 줄어들게 된다.

4. 결과

4.1 규준실험

Fig. 5에 CTL 실험의 3일 00 UTC 결과를 제시하였

다. CTL 실험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겨울철 서고동

저형 기압패턴을 잘 모의한다. 특히 한반도 강설과 관

련하여 한랭 건조한 시베리아 고기압의 화남지방 및 

서해상으로 발달과 동해상에 중심을 둔 저기압의 발달 

및 확장을 잘 모의한다. 하지만 동해상의 저기압이 종

관일기도에 비해 강하게 형성되어 서해상에서의 등압

선 분포가 종관일기도보다 약간 더 조 하게 모의되었

다 (Fig. 2a and Fig. 5a). 또한, 4일과 5일에 발달한 동

해상의 저기압도 관측에 비하여 최대 16 hPa까지 낮게 

모의하고, 북서쪽으로의 이동도 느리게 진행되었다 

(제시하지 않음). 850 hPa에서는 한반도에 형성된 기

압골과 강한 온도경도, 그리고 이로 인한 한반도 북서

쪽의 한랭이류를 잘 모의한다 (Fig. 3a and Fig. 5b). 하
지만 종관일기도에서 한반도 중부지방을 지나는 1440 
gpm 등고선이 CTL 실험에서는 한반도 남부를 지나는 

등 기압골이 관측에 비해 강하게 모의되었고, 한반도 

상공 500 hPa과 300 hPa에서도 마찬가지로 깊은 기압

골이 모의되었다 (제시하지 않음). 
Fig. 6은 3일 00 UTC부터 4일 00 UTC까지 24 시간 

누적한 관측과 CTL 실험의 강수량이다. 모형은 강설

량을 따로 예보하지 않기 때문에 모형에서 예보된 강

수량을 관측 강수량과 비교하였다. 모형은 관측에서 

나타난 서해안 강수와 경기 북부지역의 약한 강수를 

잘 모의하였다. 하지만 관측에서는 태안반도와 전라도 

지역의 최대강수지역을 중심으로 한 강수분포를 보였

으나 모형에서는 전라도 지역의 최대강수지역을 중심

으로 강수가 모의되었다. 강수량에 있어서도 전라도 

지역의 강수량이 7 mm인 반면 모형에서는 19 mm까

지 과대모의 하였다. 72시간 동안 적분한 모형 결과를 

보면, 3일 00 UTC에 있었던 6시간 누적강수량 최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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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6. 24-hr accumulated precipitation (mm) from 00 UTC 3 to 00 UTC 4 January 2003, obtained from (a) observation 
from KMA station data and (b) the CTL experiment.

이 6시간 빠른 2일 18 UTC에 나타났고, 강수가 줄어

들었던 4일 00 UTC부터 5일 00 UTC 사이에 CTL 실
험보다 2배 이상 많은 강수를 모의하여 적분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강수량이 과대 모의되었다 (제시하지 않

음).

4.2 민감도 실험

Fig. 7은 3일 00 UTC부터 4일 00 UTC까지 24시간 

누적강수의 CTL 실험과 MIC 실험, SFC 실험 그리고 

PBL 실험의 차이이다. MIC 실험은 남해와 동해 북부

지역에서는 강수가 증가하였으나 한반도에서는 CTL 
실험과 거의 비슷한 강수를 보였다 (Fig. 7a). PBL 실
험은 해양에서의 강수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충청 및 

전라도 지역에서는 오히려 강수가 증가해 CTL 실험의 

과대강수를 개선시키지 못했다 (Fig. 7b). 반면, SFC 
실험은 충청 및 전라도 지역에서 최대 4 mm, 그리고 

제주도를 포함한 남해 서부에서는 3 mm 정도의 감소

를 보였다 (Fig. 7c). 72시간 한반도 영역 평균한 강수

량을 살펴보면, 모든 수치실험에서 총 강수량 중 격자

규모 강수량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징을 보였다. 

MIC와 PBL 실험은 CTL 실험에 비해 격자강수량은 

감소하고 아격자 강수량은 증가하였으나, SFC 실험은 

두 강수량이 모두 감소하여 결국 총 강수량이 다른 실

험에 비해 감소하였다 (Table 1).
강수의 시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한반도 지역 (34˚ 

-39˚N, 125˚-129˚E) 영역 평균한 6시간 누적강수량을 

Fig. 8에 나타내었다. 세 민감도 실험이 관측과 유사한 

강수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CTL 실험처럼 전체 적분

기간 동안 강수를 과대 모의하였고 최대강수량도 6시

간 빠르게 모의하였다. MIC 실험은 적분기간 동안 

CTL 실험과 거의 유사한 강수량과 강수 패턴를 보였

다. PBL 실험과 SFC 실험도 전반적으로 CTL 실험과 

유사한 강수 패턴을 보였다. 하지만 강수량에 있어서

는 3일 00 UTC까지 CTL 실험과 비슷한 값을 보였으

나 3일 06 UTC 이후에 PBL 실험은 약 4 % 많게, SFC 
실험은 약 3 % 적게 모의하였다.

Fig. 9는 한반도 영역에 대하여 72시간 평균한 혼합

비와 상당온위의 연직 구조이다. 혼합비의 경우 모든 

실험이 700 hPa 아래에서 재분석자료보다 다소 건조

하게 모의하였고 특히 SFC 실험은 다른 민감도 실험

보다 적은 혼합비를 모의하였다 (Fig. 9a). 온위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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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Fig. 7. Same as Fig. 5, except for precipitation differences 
from the CTL experiment for the (a) MIC, (b) PBL, and (c)
SFC experiments. Shaded areas are over 1 mm.

비교해 보면 모든 실험이 재분석자료에 비해 하층에서 

불안정한 구조를 보였다 (Fig. 9b). 이는 모형이 재분

석자료에 비해 다소 건조하지만 하층의 강한 저기압으

로 인해 (Fig. 5b 참고) 대류권 하층 한랭이류가 증가

하고 불안정도의 증가를 가져와 모형의 강수를 과대 

모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감도 실험들은 700 hPa 이
하에서 온위의 차이를 보이는데 MIC 실험과 PBL 실
험은 CTL 실험과 비슷한 온위 구조를 보이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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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72-hr averaged sensible (SH), latent (LH) heat flux
(W m-2) and 72-hr accumulated total precipitation (grid- 
scale precipitation/subgrid-scale precipitation) (PR, mm) 
for each experiment averaged over the Korean region 
(Yellow Sea).

Exp. SH LH PR

CTL 223,8
(479.0)

193.2
(387.4)

11.4
(10.1 / 1.3)

MIC 219.4
(478.3)

191.0
(385.0)

11.3
(9.8 / 1.5)

PBL 217.9
(450.1)

187.2
(379.8)

11.8
(9.8 / 2.0)

SFC 148.3
(312.0)

173.2
(328.4)

11.0
(10.0 / 1.0)

              (a)                                                                                     (b)  

       

Fig. 9. Vertical profiles of (a) mixing ratio and (b) equivalent potential temperature from the reanalysis (thick solid), CTL 
(solid), MIC (dash), SFC (dot), and PBL (dot dash) runs averaged over the Korean region.

Fig. 8. Time series of 6-hr accumulated precipitation (mm)
averaged over the Korean region from the KMA station da-
ta (thick solid), the CTL (solid), MIC (dash), SFC (dott),
and PBL (dot dash) experiments.

SFC 실험은 다른 실험에 비해 온위가 낮고 덜 불안정

한 구조를 모의하였다. SFC 실험의 이러한 온위구조

는 다른 민감도 실험보다 적은 강수를 보인 것과 관련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대류권 하층의 구조는 지표의 열속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Table 2는 한반도와 서해 영역에 대해 

72시간 평균한 현열속과 잠열속, 그리고 한반도 영역 

72시간 누적강수랑이다. MIC 실험은 열속과 강수량

이 CTL 실험과 거의 유사하게 모의되었다. 이는 미세

물리과정이 지표의 열속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며 

기단변질에 의한 강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PBL 실험은 CTL 실험에 비해 현열과 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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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거의 유사한 열속을 보였고 강

수는 증가하였다. 열속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강수가 

많은 것은 YSU PBL이 경계층 혼합을 약하게 함에 따

라 경계층 상단에서의 상대습도를 높게 유지하여 강수

가 증가한 것으로 본다. 반면 CTL 실험과 SFC 실험을 

비교해 보면 한반도와 서해 모두에서 열속이 현저히 

감소하였는데 특히 현열이 약 35% 적게 모의되었다. 
지표의 현열속과 잠열속의 감소는 대기 하층의 온위를 

감소를 가져와 대기의 불안정도를 약화시켜 SFC 실험

의 강수가 감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기단변질형 

한반도 강설에서 지표의 열속이 대류권 하층의 열역학

적 구조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표층 모수화 방안의 

개선으로 모형의 겨울철 기단변질형 강수의 과대 모의

를 개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003년 1월 3일부터 5일에 충청, 전
라도 지역에 발생한 기단변질형 한반도 강설사례를 

PSU/NCAR MM5 모형을 이용하여 모의하고, 미세물

리 및 행성 경계층, 그리고 지표층 과정의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하여 민감도 실험을 수행하였다. 규준 실험은 

Simple ice 미세물리방안, MRF PBL 방안, 그리고  기
존의 지표층 물리과정을 사용하였고, 민감도 실험은 

각각의 물리과정을 Reisner Graupel 미세물리방안, 
YSU PBL 방안, 그리고 수정한 지표층 물리과정을 사

용한 실험으로 구성하였다. 한반도 강설 지역을 중심

으로 한 30 km 격자간격의 모형 영역을 설정하였으며 

적분 기간은 1월 2일 00 UTC 에서 5일 00 UTC까지 

72시간 동안이다. 
규준실험은 한랭 건조한 시베리아 고기압의 발달과 

확장, 그리고 동해상의 저기압 발달 등 겨울철 한반도

의 서고동저형 기압배치와 기단변질에 의한 서해안 강

수를 잘 모의하였다. 하지만 강수량이 약 2배 정도 과

대모의 되었으며, 최대강수량도 6시간 빠르게 나타났

다. 이전 연구에 의하면 구름 미세물리 과정과 행성경

계층 방안은 강설 모의에 크게 민감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의 민감도 실험결과에서도 좀더 복

잡한 구름 미세물리 과정은 강설 모의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좀더 현실적인 행성

경계층 모수화 방안은 오히려 강설을 증가시켰다. 반
면, 개선된 지표층 모수화 방안은 누적 강수량을 약 

4% 정도 감소시켜 강설 모의 개선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보인다. 이는 기단변질형 강설에서 해상의 현

열과 잠열이 대류권 하층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결론적으로, 기단 

변질형 강설 모의에서 중규모 모형이 보이는 계통적 

오차를 개선하는데 지표층 물리과정의 현실적인 표현

이 중요한 요소로 규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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