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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류가 유도하는 중력파 항력의 모수화가 GDAPS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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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parameterization of gravity wave drag induced by cumulus convection (GWDC) proposed by Chun and Baik is 
implemented in the KMA operational global NWP model (GDAPS), and effects of the GWDC on the forecast for July 
2005 by GDAPS are investigated. The forecast result is compared with NCEP final analyses data (FNL) and model’s 
own analysis data. Cloud-top gravity wave stresses are concentrated in the tropical region, and the resultant forcing by 
the GWDC is strong in the tropical upper troposphere and lower stratosphere. Nevertheless, the effect of the GWDC 
is strong in the mid- to high latitudes of Southern Hemisphere and high latitudes of Northern Hemisphere. By examining 
the effect of the GWDC on the amplitude of the geopotential height perturbation with zonal wavenumbers 1-3, it is found 
that impact of the GWDC is extended to the high latitudes through the change of planetary wave activity, which is maximum 
in the winter hemisphere. The GWDC reduces the amplitude of zonal wavenumber 1 but increases wavenumber 2 in 
the winter hemisphere. This change alleviates model biases in the zonal wind not only in the lower stratosphere where 
the GWDC is imposed, but also in the whole troposphere, especially in the mid- to high latitudes of Southern Hemisphere. 
By examining root mean square error, it is found that the GWDC parameterization improves GDAPS forecast skill in 
the Southern Hemisphere before 7 days and partially in the Northern Hemisphere after about 5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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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류권에서 발생하여 연직으로 전파하는 대기 중력

파가 밀도가 낮은 상층에서 깨어지면서 평균류에 운동

량을 전달하는 과정은 중간대기의 대규모순환을 결

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대기대순환 모형 

(GCM: General Circulation Model)들은 현실적인 대

기흐름을 재현하기 위해 모형의 격자에서 분해되지 않

는 아격자 규모의 중력파 효과를 모수화하고 있다. 대
부분의 GCM들이 산악에 의한 중력파 항력 모수화 방

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산악 중력파 항력의 포함이 전

지구 모형의 구조적인 오차를 상당부분 완화시키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예, Palmer et al., 1986; Boville, 
1991; Kim et al., 2003). Palmer et al. (1986)은 영국 

기상청의 전지구 모형에서 산악 중력파 항력의 모수화

가 북반구 겨울철의 과도한 편서제트 및 극지역의 낮

은 온도오차를 상당부분 완화시킬 수 있음을 보인바 

있으며, 이후 Boville (1991)은 NCAR CCM 모형에서 

산악 중력파 항력 모수화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북반

구 겨울철 성층권제트가 관측보다 상당히 강하게 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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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을 보였다. 산악 중력파 항력의 모수화가 북반구 겨

울철의 모형오차를 상당부분 완화시키지만, 산악파는 

정체파로 그 역할이 제한적이며, 산악의 효과가 거의 

없는 남반구나 열대지역에서는 그 효과가 미미하다.
중간대기에서 관측되는 중력파는 대부분 비정체파

인데, 적운대류는 이러한 비정체파의 가장 중요한 원

천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류가 발생시키는 중력파

의 특성과 발생 및 전파기작에 대한 연구가 관측자료 

(예, Alexander and Pfister, 1995; Dewan et al., 1998; 
Dhaka et al., 2002) 및 수치 모형 (예, Fovell et al., 
1992; Alexander and Holton, 1997; Piani et al., 2000; 
Lane et al., 2001; Song et al., 2003; Eitzen and Randall, 
2005)을 이용하여 이루어져 왔으며, 적운대류에 의해 

발생하는 중력파가 적도지역 하부성층권에서 관측되

는 동서평균 동서류의 준 2년 주기 진동 (QBO: Quasi- 
Biennial Oscillation)에 필요한 운동량의 상당부분을 제

공할 수 있음이 연구되어왔다 (예, Sato and Dunkerton, 
1997; Piani et al., 2000). 또한 대류 중력파는 동서평

균류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주요 대류지역인 적도지

역 뿐만 아니라 중위도 및 고위도지역의 흐름에도 중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Chun et al., 2001, 2004).
대류 중력파의 역할이 알려지면서 그 효과를 전지구 

기후 모형 및 일기예보 모형에 포함시키기 위한 대류 

중력파 항력 모수화 방안들이 개발되고 있다 (예, Rind 
et al., 1988; Kershaw, 1995; Chun and Baik, 1998, 
2002; Beres et al., 2004; Song and Chun, 2005). Rind 
et al. (1988)은 구름 상단에서의 중력파 운동량속이 

연직으로 적분된 구름 질량속에 비례한다는 가정하에

서, Lindzen (1981)의 식에 근거한 모수화 방안을 제시

하였다. 또한 Kershaw (1995)는 구름 상단의 운동량

속이 구름 내부의 대류운동에너지에 비례한다는 가정

을 이용하여 구름 상단에서의 중력파 운동량속을 계산

하였다. Chun and Baik (1998)은 적운대류에 의한 잠

열로 나타나는 비단열 강제력이 유도하는 내부 중력파

의 해석해를 풀고, 이를 근거로 구름 상단의 중력파 운

동량속을 구하여 대류가 유도하는 중력파 항력 (이하 

GWDC)의 모수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Chun and Baik 
(1998)의 GWDC 모수화는 연세대학교 GCM (YONU 
AGCM)에 나타나는 남반구 겨울철의 과도한 편서제

트 및 극지역의 낮은 온도 분포의 오차를 완화시켰으

며 (Chun et al., 2001), Chun et al. (2004)는 NCAR 
CCM3를 이용하여 Chun and Baik (1998)의 모수화가 

열대지역의 과도한 동풍 및 낮은 온도오차를 상당부

분 완화시킬 수 있음을 보인 바 있다. Chun and Baik 
(2002)는 Chun and Baik (1998)의 모수화에 기본류의 

연직시어 및 대류권과 성층권의 대기안정도 차이를 고

려하여 이론적으로 개선한 모수화를 제시하였다.
Rind et al. (1988), Kershaw (1995), Chun and Baik 

(1998, 2002)는 대류에 대해 그 위상이 정체되어 있는 

중력파만을 고려한 것으로, 관측 (예, Alexander and 
Pfister, 1995) 및 수치연구 (예, Song et al., 2003) 등
을 통해 알려진 대류 중력파가 갖는 고주파의 비정체

파를 설명하지 못한다. 따라서 최근에는 넓은 분광범

위의 위상속도를 갖는 비정체 중력파를 고려하는 모수

화들이 제안되고 있으며 (예, Beres et al., 2004; Song 
and Chun, 2005), 최근 Kim and Chun (2005)는 Chun 
and Baik (2002)의 모수화를 비정체 성분을 포함하도

록 확장시킨 바 있다. 비정체 중력파를 고려하는 모수

화들은 상부성층권 및 중간권을 포함하는 모형에서 중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정체파만

을 고려하는 모수화는 상부대류권 및 성층권에서 깨지

면서 대류권 및 성층권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Chun et al., 2001, 2004).
기상청의 전지구 수치예보 모형인 Global Data 

Assimilation and Prediction System (GDAPS; 박훈 

등, 2002)은 최근 수퍼컴퓨터 2호기의 도입을 계기로 

수평분해능을 T213에서 T426으로 향상시켰으며, 연
직층은 10 hPa을 상단으로 하는 30개 층에서 0.4 hPa
을 상단으로 하는 40개 층으로 확장하였다 (Lee et al., 
2005). 이에 따라 GDAPS는 성층권의 거의 모든 영역

을 포함하게 되었으며, 성층권순환의 현실적인 모사를 

위해 새로운 물리과정의 도입 및 보완이 필요하게 되

었다. 성층권순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물리과정중의 

하나는 대기 중력파에 의한 운동량 전달과정인데, 현
재 GDAPS는 산악에 의한 중력파 (Iwasaki et al., 1989)
만을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hun and 
Baik (1998)이 제시한 GWDC 모수화를 GDAPS에 내

접하고, 대류 중력파 항력이 GDAPS의 2005년 7월 예

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2. 모형 및 수치 실험

GDAPS는 T426의 분광 모형으로, 약 30 km의 수

평해상도를 갖는다. 약 40 hPa을 중심으로 하부에서는 

시그마층, 상부에서는 등압층을 갖는 40개의 혼성층으

로 이루어져있으며, 모형의 상단은 0.4 hPa로 성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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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거의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 GWDC 모수화에 중요

한 정보를 제공하는 적운 모수화는 Kuo (1974)의 방

안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밖의 물리과정은 SiB 모형 

(Simple Biosphere Model)을 통한 지표물리과정 

(Sellers et al., 1986), 비 국지 행성경계층 (Non local 
PBL) 모수화 (Holtslag and Boville, 1993), 단파와 장

파에 의한 복사과정 (Sugi et al., 1989), 산악 중력파 항

력 모수화 (Iwasaki et al., 1989)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

한 모형은 50 hPa부터 모형의 상단까지 산악파 항력 없

이 임의적인 레일리마찰항 (Rayleigh Friction)을 포함

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현업예보에 쓰이는 GDAPS에

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레일리마찰은 상층의 중력파 

운동량 전달과정을 대략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전구

적으로 주어지는 임의적인 것이며, 모든 비산악파를 

고려하는 중력파 항력 모수화를 포함하는 경우 모형은 

레일리마찰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

서는 비산악파 중 대류에 의한 중력파 항력 모수화만

을 고려하므로, 여전히 고려되지 않는 비산악 중력파

의 효과를 표현한다는 관점에서 레일리마찰을 유지하

였다. 하지만 레일리마찰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에 대

한 테스트에서도 앞으로 보일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내었기 때문에, 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Chun and Baik (1998)의 GWDC 

모수화 방안은 적운대류에 의한 열적 강제력이 유도하

는 중력파 운동량속을 고려하며, 대류 강제력에 대해 

위상이 정체되어 있는 파동만을 고려한다. 적운 모수

화 방안에서 계산되는 대류 가열율의 값 등을 이용하

여 구름 상단에서의 운동량속을 구한 후, Lindzen 
(1981)의 파동 포화이론에 근거하여 구름 상단부터 모

형 상단까지의 운동량속 프로파일을 구한다. 이렇게 

구한 운동량속의 연직변화량을 구하여 각 격자에서 중

력파 항력의 프로파일을 구할 수 있다. 모수화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모형에의 내삽과정은 Chun and Baik 
(1998), Chun et al. (2001, 2004) 등에 제시되어 있다. 
GWDC 모수화가 GDAPS의 예보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하여, GWDC 모수화를 포함하지 않는 CTL 
실험과 GWDC 모수화를 포함하는 GWDC 실험을 

2005년 7월에 대해 수행하였다. 7월 1일-31일에 대해 

00 UTC와 12 UTC에 각각 10일 예보를 하는 사이클 

실험을 수행 하였는데, 06 UTC와 18 UTC에는 6시간 

예보를 하여 00/12 UTC부터의 적분에 필요한 자료를 

생산한다. 모형의 스핀업을 위하여 2005년 6월 15일

부터 적분하였다.

3. 결과

3.1 CTL 실험

GDAPS가 모의하는 예보장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CTL 실험의 결과를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 (NCEP)의 Global Final (FNL) 분석자료

와 비교하였다. FNL 자료는 T254의 수평분해능과 지

표기압부터 0.266 hPa까지 64개의 연직층을 가진 모형

으로부터 생산되며, 1o × 1o 해상도로 1000 hPa-10 hPa 
범위에서 제공된다. Fig. 1은 CTL 실험이 모의한 동서

평균 동서류 및 온도장을 FNL 자료의 분포와 비교한 

것이다. 00 UTC에 예보된 바람과 온도장을 2005년 7
월 11일부터 31일까지 평균한 것이며, 예보시작 시간

부터 10일 예보장까지 평균하였다. 위 그림부터 CTL, 
FNL, CTL과 FNL의 차이 (CTL-FNL)에 대한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CTL 실험의 동서바람장은 FNL 자료

의 동서평균 구조를 비교적 잘 재현하고 있다. 하지만 

성층권에서 CTL과 FNL의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으

며, 특히 남반구에서 그 차이가 크다. CTL의 예보장은 

북반구 성층권의 동풍 및 남반구의 극야제트를 FNL에 

비해 과도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최대 ∼12 m s-1의 차이

를 보인다. 반면 적도지역의 성층권에서는 동풍을 FNL 
자료에 비해 약하게 예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적
도에서 10oS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50 hPa-100 hPa 고
도에서 FNL은 서풍을 나타내나, CTL은 오히려 동풍

을 모의하여, CTL-FNL 값이 음의 값을 보이고 있다. 
북반구에서 여름철에 과도하게 모사된 동풍과, 산악 

중력파 항력의 영향이 적은 남반구에서 과도하게 예보

된 서풍은 GWDC 모수화의 포함으로 인해 완화될 것

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대류권에서 CTL-FNL은 성층

권에서 비해서 작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CTL 실험이 

열대지역에서 FNL에 비해 동풍을 약하게 예보하고 있

다. 하지만 평균값이 아닌 각각의 날짜에 대한 예보장

을 보았을 때는 (Figs. 4-5), 북반구 고위도 및 남반구

의 중, 고위도에서 CTL 실험이 모의하는 대류권 동서

바람장과 FNL 자료에 대한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

다. 특히 남반구에서 지속적으로 차이를 보이며, 북반

구에서의 차이도 시간에 따라 증가한다. 대류권에서의 

CTL-FNL은 그 부호가 적분 시간에 따라 변하는데, 평
균장에서는 다른 부호를 갖는 값들이 서로 상쇄되어 

그 값이 작게 나타난 것이다 (Fig. 1).
동서평균 온도장을 보면, 성층권에서 CTL 실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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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Zonal-mean zonal wind (left) and temperature (right) in the CTL simulation (top), FNL data (middle), and their differ-
ences (CTL-FNL) (bottom) averaged from 11 to 31 July 2005. Variables 1-10 day forecasted from 00 UTC at each day of 
July are used for averaging. Contour intervals are 10 m s-1 and 10 K for the zonal wind and temperature, respectively in 
the CTL and FNL, and 2 m s-1 and 2.5 K for the difference in the zonal wind and temperature, respectively.

FNL 자료에 비해 남반구에서는 대기를 차게, 북반구

에서는 따뜻하게 예보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남

반구 성층권에서 CTL 실험과 FNL 자료의 차이가 상

당한 값을 보인다 (∼-28 K). 또한 열대지역 하부성층

권에서는 냉핵대를 FNL 자료에 비해 따뜻하게 모사하

고 있다. 북반구에서 극지역으로 갈수록 대기를 따뜻

하게 나타내는 양상을 보이며, 이에 따라 나타나는 온

도경도는 북반구 상부의 과도한 동풍과 관련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 또한 남반구 상층의 과도한 서풍은 남반

구 극 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온도와 관련되어 있다. 
대류권에서는 CTL-FNL의 부호가 시간에 따라 변하

지만, 북반구 극지역 및 남반구 극 하층에서는 대체적

으로 찬 대기를 모사하고 있다. 성층권의 동서평균 바

람장 및 온도장에 나타나는 CTL 실험의 특징은 예보 

시간 및 날짜에 상관없이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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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veraged (a) maximum diabatic heating rate by cumu-
lus convection (K day-1) and (b) cloud-top wave stress (N m-2)
in the GWDC simulation. Averaging period is same as in Fig.
1.

Fig. 3. Zonal-mean zonal gravity wave drag (m s-1 day-1). 
Contour interval is 0.02 m s-1 day-1 and solid (dashed) con-
tours indicate positive (negative) values. Averaging period
is same as in Fig. 1.

3.2 GWDC 실험

Fig. 2는 GWDC 실험에서 적운대류에 의한 최대 가

열율 및 구름 상단에서의 중력파 운동량속의 크기를 보

인 것으로, Fig. 1과 같은 기간에 대해 평균한 것이다. 
열대수렴대 (ITCZ: intertropical convergence zone), 북
미와 남미 해안, 인도와 인도 차이나 반도 등에서 주요 

대류지역이 나타나고 있으며 (Fig. 2a), 이 지역에 

0.0001-0.1 N m-2의 크기를 갖는 구름 상단의 운동량

속이 집중되어 있다 (Fig. 2b). ITCZ 부근, 북미와 아

시아지역에서 0.001 N m-2 이상의 값을 보이며, 남반

구 중위도 해양에서도 0.0001 N m-2 이상의 운동량속

을 보였다. 최대값은 17oN, 96oE 부근의 국지적인 지

역에서 0.105 N m-2으로 나타났으며, 이 지역에서 크

게 나타난 가열율과 구름 상단에서의 약한 바람장의 

영향으로 큰 운동량속을 보인 것이다. 운동량속의 최

대값은 Chun et al. (2004)에서 보인 7월의 구름 상단 

운동량속의 최대값 0.1 N m-2과 비슷한 값이며 전체적

인 분포도 비슷하다. 또한 Chun et al. (2004)이 언급한 

바와 같이 비행선에 의해 관측된 구름 상단의 운동량

속 (0.12 N m-2; Alexander and Pfister, 1995)과도 비

슷한 크기를 갖는다. GDAPS (T426)는 Chun et al. 
(2004)에서 사용한 NCAR CCM3 (T42)에 비해 훨씬 

높은 수평해상도를 갖지만, 구름 상단 운동량속의 크

기는 두 모형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로, T426 모형

은 T42 모형에 비해 더 상세한 대류 가열의 구조를 표

현할 수 있어, 국지적으로 더 큰 가열 혹은 더 작은 가

열을 나타낼 수 있다. 이에 따라 T426 모형이 국지적

으로 더 큰 최대 가열 및 운동량속을 가질 수 있으나, 
동시에 T42에 비해 더 큰 시간 변동성을 갖게 되므로 

평균장을 보인 Fig. 2b에 나타난 운동량속의 크기는 

T42에 비해 크지 않을 수 있다. 두번째로, T426 모형

에서 대류 활동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모형이 

고해상도로 갈수록 격자 규모로 표현할 수 있는 대류 

활동의 비율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아격자 규모, 즉 적

운모수화에서 계산되는 대류 가열은 상대적으로 줄어

들어, T42 모형과 비슷한 크기의 운동량속을 가질 가

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Fig. 2b에서 0.01 N m-2 이상

의 운동량속 크기를 갖는 지역이 Chun et al. (2004)에 

비해 좁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또한 NCAR 
CCM3에 비해 높은 GDAPS의 수평해상도에 따른 대

류분포의 상세모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Fig. 3은 동서평균된 동서방향의 중력파 항력 분포로, 

Fig. 1과 같은 시간에 대해 평균한 것이다. 10oS-40oN 
사이에 중력파 항력의 분포가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5oN-30oN 사이에서 넓은 고도 범위에 걸쳐 큰 값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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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구름 상단에서 발생하여 전파하는 파동은 주로 

100 hPa-20 hPa 사이에서 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으

며, 파동이 가진 운동량은 1 hPa에 도달하기 전에 대부

분 평균류에 전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약 150 hPa 고
도를 중심으로 상층에는 양의 강제력이, 하층에서는 

음의 강제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때 음의 강제력은 

운동량 보존을 위해 구름 상단부터 모형 상단까지의 

운동량속을 모두 합산하여 구름 상단 바로 아래층에 

반대 부호를 가지는 운동량으로 넣어 준 것이다. Fig. 1
에서 보인 10oS-30oN의 동서평균 동서바람이 동풍인 

점을 고려할 때, 150 hPa 고도 상단에서는 GWDC 모
수화가 바람장을 감속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150 hPa 
아래에서는 GWDC 모수화가 바람장을 가속시키는 역

할을 한다. 양의 강제력 최대값은 11.25oN, 100 hPa 부
근에서 0.217 m s-1 day-1이며, 음의 강제력 최대값은 

9.25oN, 200 hPa 부근에서 -0.25 m s-1 day-1이다. GWDC
에 의한 동서평균 동서가속의 크기는 약 0.2 m s-1 day-1

이지만, GDAPS의 높은 수평해상도로 인해 그 분포가 

매우 국지적이고 시간적인 값의 변화도 커서, 지역적

으로는 20 m s-1 day-1 이상의 크기를 보이기도 한다. 
CTL 실험은 10oN을 중심으로 북쪽에서는 성층권의 

동풍을 FNL 자료에 비해 강하게 모의하고 있는데, 
10oN-30oN에 나타나는 양의 강제력이 이 차이를 부분

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3 GWDC 모수화의 영향

Fig. 4는 동서평균된 동서바람장과 온도의 분포를 

CTL 실험과 FNL 자료의 차이 (CTL-FNL)와 GWDC 
실험과 CTL 실험의 차이 (GWDC-CTL)에 대해 보인 

것이다. 이 그림은 시간에 대해 평균을 취하지 않은 것

으로, 7월 1일 00 UTC부터 각각 4, 6, 8, 10일 예보된 

변수를 보인 것이다. 음영으로 표시한 것은 CTL-FNL
의 분포로, 성층권에서는 Fig. 1에 보인 특성들이 각각

의 예보장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

다. 실선으로 표시한 것은 GWDC-CTL의 분포이다. 
중력파 항력은 열대지역의 상부대류권 및 하부성층권

에서 크지만, GWDC와 CTL의 차이는 대류권 전반 및 

하부성층권에서 크며, 특히 고위도에서 크기가 큰 것

을 알 수 있다. 빨간 실선은 양의 값을, 파란 실선은 음

의 값을 표시한 것으로, CTL-FNL과 GWDC-CTL이 

다른 색을 가지는 지역, 즉 두 차이가 반대 부호를 가지

는 지역은 GWDC 모수화가 CTL과 FNL의 차이를 줄여

주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곳이다. 예를 들어, 6일 예보장

에서 남반구 고위도의 동서바람에 대한 GWDC-CTL의 

크기가 크게 나타나는데, 80oS에서 남극에 이르는 지

역은 CTL-FNL이 음의 값을 보이며 (푸른색 음영), 이 

지역에서 GWDC-CTL은 양의 값 (빨간 실선)을 보여 

CTL과 FNL의 차이를 GWDC 모수화가 줄여주는 것

을 알 수 있다. 60oS-80oS에서는 반대의 양상을 보이

며, GWDC 모수화에 의해 CTL과 FNL의 차이가 줄어

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CTL-FNL과 

GWDC-CTL은 반대 부호를 갖지만, 예보 시간에 따라 

남반구 중위도 및 북반구 고위도에서는 GWDC 모수

화가 오히려 CTL과 FNL의 차이를 증가시키는 영역

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북반구 고위도에 나

타나는 CTL과 FNL의 차이는 5-6일에는 GWDC 모수

화에 의해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7일 이후 예보장

에서는 북반구 중, 고위도 전반에서 그 차이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0 hPa-1 hPa 범위에서는 CTL과 

FNL의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지만, 북반구 동풍 

및 남반구의 서풍이 과도하게 예보되었을 것을 하부성

층권의 분포로부터 예상해 볼 수 있으며, 이 범위에서 

GWDC 모수화는 남반구 중위도의 편서제트를 상당 

부분 (1 hPa에서 최대 19 m s-1) 줄여주었다 (보이지 않

음). 산악파의 영향이 미미한 남반구에서 과도한 편서

제트를 완화시키는 GWDC의 효과는, 산악 중력파 항

력 모수화로는 표현할 수 없는 중력파 운동량 전달 과

정의 상당 부분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으며, 이는 GWDC 모수화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

시한다.
대류권에서 예보 시간에 따라 변하는 CTL 실험 예

보장의 특성 및 GWDC 모수화의 영향을 Fig. 5에 보

였다. Fig. 5는 500 hPa의 동서평균 동서바람장의 차

이를 7월 1일 00 UTC부터 예보된 변수에 대해 매 24
시간 별로 보인 것이다. 파선은 CTL-FNL, 실선은 

GWDC-CTL을 보인 것이며, 두 값이 반대 부호를 갖

는 영역을 회색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예보 첫날에는 남

반구 고위도에서 CTL-FNL이 약 -6 m s-1에서 5 m s-1의 

값을 보이는데, 10일까지 예보하는 동안 그 크기와 부

호가 계속 변함을 알 수 있으며, 남반구에서 그 크기가 

가장 컸을 때는 6일 예보장에서 12 m s-1였다. 북반구 

고위도에서는 초기에는 CTL-FNL 값이 작지만 예보 

시간에 따라 점차 크기가 커지면서 저위도로 그 분포

가 확장됨을 알 수 있으며, 저위도에서는 6일 정도부터 

상당한 크기의 값이 보인다. CTL-FNL의 크기가 큰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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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ifferences in zonal-mean zonal wind (left) and temperature (right) between the CTL simulation and FNL data 
(CTL-FNL) in color shading and the GWDC and CTL simulations (GWDC-CTL) in contours (red for positive and blue 
for negative). Contour intervals are 2 m s-1 and 1 K for zonal wind and temperature, respectively. Figures are shown for
4-, 6-, 8-, and 10-day forecasted variables from 00 UTC 1 July 2005.

에서 GWDC-CTL도 대체로 큰 값을 보여, FNL에 대

한 CTL의 차이가 큰 곳에서 GWDC 모수화가 강하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GWDC-CTL이 큰 값을 갖

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그 부호는 CTL-FNL과 반대로 

나타나, GWDC 모수화는 대체적으로 CTL과 FNL의 

차이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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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ifferences in 500 hPa zonal- 
mean zonal wind between the GWDC 
and CTL simulations (GWDC-CTL) 
with solid line and the CTL simulation 
and FNL data (CTL-FNL) with dashed
line at every 24 hrs forecasted from 00
UTC 1 July 2005. The regions where 
two differences have opposite sign are
shaded.

하지만 일부지역 (예, 3일 예보장의 60oS-70oS)에서는 

GWDC 모수화의 영향이 과도하여, CTL과 FNL의 차

이를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역전시키기도 한다. 그럼

에도, GWDC 모수화는 대체적으로 FNL에 대한 CTL
의 오차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7월의 다른 

날짜에 대한 예보에 대해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예보 시작 날짜 및 예보 시간에 따른 GWDC-CTL의 

부호 변화는 기후 모형과 달리 작은 시간규모의 변동

이 중요한 중기예보 관점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

며, 각 예보 시간에 따른 결과를 개별적으로 분석함으

로써 이들이 가지는 효과를 알아볼 수 있었다.
Fig. 6은 250 hPa의 동서바람, 500 hPa의 지위고도, 

850 hPa의 온도 분포를 보인 것으로, 7월 1일 00 UTC
부터 6일 예보된 변수에 대한 것이다. Fig. 4와 마찬가

지로 음영으로 표시한 CTL-FNL과 실선으로 표시한 

GWDC-CTL이 다른 색으로 표시된 곳이 GWDC 모
수화가 FNL에 대한 CTL의 차이를 줄여주는 방향의 효

과를 주는 곳이다. 250 hPa 수평바람의 경우 GWDC 모
수화가 주는 운동량 강제력에 비교적 직접적으로 영향 

받는 변수이다. Fig. 3에 보인 GWDC 모수화에 의한 

동서강제력은 10oS-30oN에 주로 분포한다. 250 hPa에
는 GWDC의 음의 강제력이 주어져 이 지역의 동서평

균 바람인 동풍을 가속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 강제

력은 운동량 보존을 위해 구름 상단 바로 아래층에 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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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ifferences in zonal wind at 250 hPa (top), geopotential
height at 500 hPa (middle), and temperature at 850 hPa 
(bottom) between the CTL simulation and FNL data (CTL-
FNL) in color shading and the GWDC and CTL simulations
(GWDC-CTL) in contours (red for positive and blue for neg-
ative) for 6-day forecasted variables from 00 UTC 1 July 2005.

어주는 강제력에 해당한다. 강제력은 열대지역 및 북

반구 중위도에서 크지만, Fig. 6에서 동서바람에 대한 

GWDC-CTL은 주로 30oS 이상의 남반구 고위도에서 

큰 값을 가지며 북반구 고위도에도 무시할 수 없는 차

이를 갖는다. 남반구 고위도에서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는 GWDC-CTL과 CTL-FNL이 대체적으로 반대 부호

를 갖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특히 GWDC-CTL의 크기

가 큰 곳에서는 GWDC 모수화가 FNL 자료에 대한 

CTL 실험의 차이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기여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은 500 hPa 지위고도와 850 
hPa 온도 분포에서도 잘 나타나며, 남반구에서의 영향

이 확연하다. Figs. 4-6에서 GWDC 모수화의 영향이 

대류권 전반에서 상당히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는 상부대류권 및 성층권에서 GWDC의 영향이 지배적

인 기후 모형의 결과 (Chun et al. 2001, 2004)와는 다른 

것이다. 여기에서 보인 7월 1일부터 예보된 사이클의 

분포에서는 성층권에서 GWDC 영향이 크지 않지만, 
예보 사이클이 반복될수록 GWDC 모수화의 영향이 누

적되어 후반의 예보로 갈수록 성층권에서도 GWDC- 
CTL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이지 않음).

GWDC 모수화는 북반구 고위도 및 남반구에서 FNL
에 대한 CTL의 차이를 줄여주었다. 하지만 FNL 자료

는 T254 모형으로부터 산출된 것으로, GDAPS에 비

해 낮은 수평해상도의 모형으로부터 생산된 것이다. 
따라서 FNL 자료와 GDAPS 예보장의 직접적인 비교

에는 주의가 요구된다. 현업 모형의 예보장을 평가하

는 방법으로는 모형 자신이 직접 산출하는 분석장과 

비교하는 방법이 있는데, 모형의 분석장은 00, 06, 12, 
18 UTC부터 6시간 예보된 예보장으로부터 관측자료 

동화를 통하여 생산된다. Fig. 7은 10 hPa 동서바람장

을 예보장과 분석장의 차이에 대해 보인 것으로, 1일 

예보부터 10일 예보된 변수까지 매 24시간 예보장에 

대해 보인 것이다. 실선은 GWDC 실험에서 예보장과 

분석장의 차이를, 파선은 CTL 실험에서의 차이를 나

타낸다. 각 예보일에 대한 그림이 다른 스케일로 보여

졌음을 감안할 때, 분석장에 대한 예보장의 차이는 예

보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체

적으로 북반구에서는 양의 차이를, 남반구에서는 음의 

차이를 보이며 예보장의 바람장이 분석장에 비해 세게 

나타나고 있지만, 예보 시간 초기에는 북반구 고위도

에서는 음의 오차를 보였으며 남반구의 차이도 시간에 

따라 다른 부호를 보이기도 했다. GWDC와 CTL 실험

간의 차이는 북반구에서는 크지 않지만, 남반구, 특히 

오차의 크기가 큰 중위도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는

데, 이 지역에서 예보장과 분석장과의 차이는 GWDC 
실험에서 CTL 실험에 비해 상당부분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3.4 GWDC가 행성파에 미치는 영향

열대지역은 적운대류의 주요 발생지역으로, GWDC 
모수화는 주로 열대지역 상부대류권 및 하부성층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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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Differences in zonal-mean zo-
nal wind at 10 hPa between forecast 
field and analysis field in the CTL 
(dashed line) and GWDC (solid line)
simulations from 1- to 10-day fore-
casted zonal wind. 

직접적인 운동량 강제력을 준다. 하지만 앞의 Figs. 
4-7에서 보였듯이, GWDC 모수화의 영향은 양 반구의 

고위도까지 확장되어 북반구 고위도 및 남반구 중, 고
위도에서 크게 나타났다. GWDC 모수화가 주는 운동

량 강제력에 의한 동서흐름의 변화는 행성파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행성파의 강도 및 위상을 변화시킬 수 있

음이 선행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다 (예, Chun et al., 
2001, 2004). 열대지역에 주는 강제력의 효과가 고위

도로 확장되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지위고도 섭

동을 이용한 행성파의 진폭 분석을 통해 GWDC 모수

화가 행성파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Fig. 8은 동서파수 1-3을 갖는 지위고도 섭동의 동

서평균 진폭을 각각 CTL 및 GWDC-CTL에 대해 보

인 것이며, 7월 1일 00 UTC부터 6일 예보된 지위고도

에 대한 것이다. 성층권에서 파동 강도는 겨울반구인 

남반구에서 크며, 따라서 GWDC로 인한 강도변화도 

남반구에서 우세한 것을 알 수 있다. 동서파수 1의 경

우 남반구 고위도에서 GWDC 모수화에 의해 그 진폭

이 감소하고, 남반구 중위도에서는 증가하였으며, 동
서파수 2의 진폭은 대체로 증가하였다. 동서파수 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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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Latitude-height cross section of the wave amplitude of 6-day forecasted geopotential height perturbation from 00 
UTC 1 July 2005 in the CTL simulation (left) and difference between the GWDC and CTL simulations (GWDC-CTL) (right) 
for zonal wavenumbers 1-3. Negative values are shaded in the right panel. Contour intervals are 20 m in CTL, and 20 m, 
25 m, and 10 m for wavenumbers 1, 2, and 3, respectively, in GWDC-CTL.

진폭은 고위도 일부를 제외하면 남반구 성층권에서는 

대체로 GWDC에 의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대류

권에서도 GWDC에 의한 진폭의 변화가 북반구에 비

해 남반구에서 매우 크지만, 동서파수 1과 3에 대해서

는 북반구의 변화도 무시할 수 없는 크기로 나타났다. 
남반구에서 동서파수 1의 진폭은 위도에 따라 증가, 감
소를 반복하고, 동서파수 2의 진폭은 고위도에 증가, 
중위도에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며, 동서파수 3의 진

폭은 고위도에서 감소, 중위도에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북반구에서는 동서파수 1과 2의 진폭은 고위

도에서 대체로 감소하지만, 동서파수 3의 경우 작은 규

모의 증가와 감속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인다. 대류권

에서 GWDC 모수화로 인한 지위고도 섭동의 강도변

화가 크게 나타난 남반구 중, 고위도 및 북반구 고위도

는, Fig. 4의 동서바람 및 온도장에서 GWDC 모수화

의 영향이 컸던 지역과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Fig. 9는 6일 예보된 지위고도에 대해 동서파수 1-3

을 갖는 지위고도 섭동의 동서평균 진폭을 10 hPa과 

500 hPa에 대해 보인 것이며, 각각 CTL 예보장 (굵은 

실선)과 GWDC 예보장 (회색 굵은 실선), CTL 분석장 



314 대류가 유도하는 중력파 항력의 모수화가 GDAPS에 미치는 영향

Fig. 9. Amplitude of geopotential height perturbations for zonal wavenumbers 1-3 at 10 hPa (left) and 500 hPa (right) in 
the CTL forecast (thick solid), GWDC forecast (thick gray solid), CTL analysis (thin solid), GWDC analysis (dotted), and
FNL data (dashed). Results are drawn for the 6-day forecasted variable from 00 UTC 1 July 2005.

(가는 실선), GWDC 분석장 (점선) 및 FNL 분석자료 

(파선)에 대한 것이다. 성층권에서 동서파수 1의 경우 

GWDC와 CTL의 분석장은 남반구에서 FNL의 진폭

과 비슷한 크기를 보이는데, CTL 실험의 예보장은 

FNL 자료와 분석장에 비해 상당히 큰 값을 나타내고 

있다. GWDC 실험에서는 동서파수 1의 강도가 CTL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GWDC 모
수화가 예보장이 나타내는 동서파수 1의 강도를 분석

장 및 FNL 자료에 근접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서파수 2의 경우에는 분석장이 FNL 자료

에 비해 상당히 큰 진폭을 나타내는 반면, 예보장은 분

석장 및 FNL 자료에 비해 작은 진폭을 나타낸다. 동서

파수 2의 경우에는 GWDC 예보장의 진폭이 CTL의 

예보장에 비해 증가하면서, 분석장 및 FNL 자료에 대

한 예보장의 차이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
서파수 3의 경우 GWDC 모수화가 그 진폭을 증가시

켜, 예보장의 진폭을 FNL 및 분석장의 분포에 가깝게 

다가가도록 한다. 이 때 분석장의 동서파수 3의 진폭은 

FNL 자료에서의 분포와 거의 일치하는 양상을 보인

다. 대류권에서는 그 양상이 좀더 복잡한데, 동서파수 

1의 진폭은 GWDC 모수화에 의해 남반구 중위도에서

는 감소, 80oS 이상의 남반구 고위도에서는 증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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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을 보이며, 중위도에서는 GWDC 예보장의 진폭

이 CTL 예보장의 진폭 보다 분석장 및 FNL의 분포

에 가까워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서파수 2의 경우 

GWDC 모수화에 의해 그 강도가 상당히 증가하면서 

분석장과 가까운 분포를 보이고 있다. 동서파수 3의 경

우 30oS-50oS에서는 GWDC에 의한 증가 양상을 보이

지만, 50oS-90oS에서는 오히려 감소하면서 FNL 자료 

및 분석장과의 차이가 증가하고 있다. 북반구에서는 

CTL 및 GWDC의 동서파수 1 및 2의 진폭이 FNL 분석

자료에 비해 상당히 크게 나타나지만, GWDC 모수화

로 인한 강도변화는 크지 않다.
열대지역에서 지배적인 GWDC의 강제력은 동서평

균류의 변화를 통하여 행성파의 강도를 변화시켰으며, 
남반구에서 그 진폭의 변화가 컸다. 양 반구, 위도, 높
이에 따라 GWDC가 행성파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

게 나타났으나, 대체적으로 GWDC 모수화는 CTL과 

FNL 자료간의 차이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지위고도 섭

동의 강도를 변화시켰다. 또한 분석장과 예보장간의 

진폭 차이도 GWDC 실험에서 CTL 실험에 비해 줄어

들어, GWDC 모수화로 인한 남반구에서의 모형 예측

성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다.

3.5 GWDC 모수화가 모형의 예측성에 미치는 영향

GWDC 모수화의 포함이 모형의 예측성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검증 스코어의 

비교를 통한 정량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보다 의미있

는 예측성 평가를 위해서는 장기 적분에 대한 분석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우선 이 연구에

서 예보한 2005년 7월 1개월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

다. Fig. 10은 GWDC 실험과 CTL 실험에 대한 Root 
Mean Square Error (RMSE)의 차이 (GWDC-CTL)를 

열대 밖 지역 남반구 (20oS-90oS)와 북반구 (20oN-90oN)
에 대해 보인 것이며, 각각 동서바람, 지위고도, 온도에 

대한 값이다. RMSE의 차이가 음인 지역, 즉 GWDC 
실험의 RMSE가 CTL 실험에 비해 줄어든 지역을 음

영으로 표시하였다. 앞에서 보였듯이 GWDC 모수화

의 영향은 북반구에 비해 남반구에서 큰 것을 알 수 있

다. 남반구에서는 대체적으로 GWDC가 모형의 RMSE
를 감소시키는 양상을 보였다. 7일 예보 이전에는 전 

고도 범위에서 GWDC 모수화에 의해 모형의 오차가 

상당부분 감소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250 
hPa 동서바람에 대한 CTL의 RMSE는 4일 예보장에

서 12.73 m s-1이지만 GWDC 실험에서 12.22 m s-1의 

값을 보여, GWDC 모수화에 의해 오차가 약 4% 감소

하였다. 2일 예보된 500 hPa 지위고도와 3일 예보된 

850 hPa 온도의 RMSE는 각각 50.88 m에서 47.15 m, 
2.56 K에서 2.42 K으로 감소하여, GWDC 모수화가 

RMSE를 각각 7.3%, 5.5% 정도 줄여주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7일 예보 이후에는 동서바람과 지위고도 

전반 및 온도장의 일부 범위에서 오차가 다소 증가하

는 양상을 보였다. 북반구에서는 남반구에 비해 전반

적으로 GWDC의 영향이 적었으며, 예보 시간 초기 (5
일 예보 이전)에 나타난 약한 RMSE의 증가 양상이 5
일 예보 이후로는 동서바람의 전 고도 범위, 지위고도 

및 온도장 일부 영역에서 감소로 바뀌면서 모형의 오

차가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다. RMSE의 계산은 모형

의 분석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구한 것이지만 FNL 자
료와의 비교를 통한 평가와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데, 북반구에서 예보 시간 후반부에 GWDC가 CTL과 

FNL의 차이를 줄여주는 경향을 보인 반면 남반구에서

는 후반부에 일부 위도대에서 차이를 증가시키기도 했

던 경향 (Figs. 4-5)이 분석자료를 통한 평가에서도 나

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라디오존데 

관측자료와의 비교를 통한 500 hPa 지위고도에 대한 

RMSE에서도 북미와 열대지역 일부 예보 시간대를 제

외 하고는 GWDC 실험에서의 오차가 줄어드는 양상

을 나타냈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Chun and Baik (1998)이 제시한 대

류에 의한 중력파 항력의 모수화 방안을 기상청의 전

지구 수치예보 모형인 GDAPS에 내접하고, 2005년 7
월의 예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구름 상단

에서의 운동량속은 주요 대류지역인 ITCZ에 집중되

어 있었으며, 그 크기는 Chun et al. (2004)에서 계산된 

것과 비슷한 값을 보였다. 운동량속의 연직변화량에 

의해 계산되는 중력파 항력은 열대지역 및 북반구 중

위도 상부대류권 및 하부성층권에서 강한 분포를 보였

는데, 주로 150 hPa을 중심으로 상단에는 양의 강제력

을 주어 동풍을 감속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하단에

는 음의 강제력을 주어 동풍을 가속시키는 역할을 하

였다. 강제력이 열대지역에서 지배적임에도 불구하고 

GWDC 모수화의 포함으로 인한 동서바람 및 온도의 

변화는 북반구 고위도 및 남반구 중위도와 고위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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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Differences in root mean square error (RMSE) between the GWDC and CTL simulations. RMSEs are calculated
for forecasted zonal wind (left), geopotential height (middle), and temperature (right) compared with the analysis field. Upper
panel is for the Southern Hemisphere and lower panel is for the Northern Hemisphere.

크게 나타났다. 특히 남반구에서 그 변화가 지배적이

었으며, GWDC 모수화는 CTL 실험과 FNL 자료의 차

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위고도 섭동의 동서평균 진폭의 

분석을 통하여, 열대지역에서의 GWDC 강제력을 통

한 동서평균류의 변화가 행성파 활동에 주는 2차적인 

영향을 통해 GWDC 모수화의 영향이 남반구 중위도 

및 고위도로 확장됨을 알 수 있었다. GWDC의 강제력

에 의한 행성파 강도변화는 겨울반구에서 크게 나타났

으며, 성층권에서 동서파수 1의 진폭은 GWDC 모수

화에 의해 감소하였으며 동서파수 2의 진폭은 증가하

였는데, 이는 예보장과 FNL 자료의 차이를 줄여주는 것

이며, 또한 예보장의 결과를 분석장에서 계산되는 행성

파의 강도에 가깝도록 변화시키는 방향이다. GWDC 
모수화는 모형과의 복잡한 비선형 상호과정을 통해 작

용하므로, 동서평균류를 통한 행성파와의 상호작용 이

외에도 GWDC 강제력과 코리올리 토크의 균형을 통

해 자오순환에 미치는 영향이나 지표기압 패턴 등에 

미칠 수 있는 여러가지 영향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

되어야 한다. FNL 분석자료와의 비교 및 행성파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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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알아본 GWDC 모수화의 효과

는 겨울반구인 남반구에서 모형의 예측성을 부분적으

로 향상시켰으며, 이는 모형의 예보장과 분석장의 비교

를 통한 RMSE의 계산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었다.
GWDC 모수화는 Chun et al. (2001, 2004)에서 고

려한 기후 모형 YONU AGCM 및 NCAR CCM3와 본 

연구에서 고려한 일기예보 모형인 GDAPS의 성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켰다. 하지만 고려한 모형에 따라 

GWDC 모수화의 영향은 다른 특징을 가지고 나타났

다. NCAR CCM3에서는 정체파 (stationary wave)와 

일시파 (transient wave)의 Eliassen-Palm (EP) flux의 

발산에 대한 GWDC 모수화의 영향이 열대 밖 지역에

서는 대체로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면서 상쇄되어, 
GWDC 모수화에 의한 동서 바람의 변화는 주로 강제

력이 주어지는 열대지역에 집중되었다. 반면 YONU 
AGCM과 GDAPS의 경우 GWDC 강제력에 의한 행

성파의 강도 변화를 통해서, 강제력이 직접적으로 주

어지는 열대지역보다는 겨울반구 중위도 및 고위도에

서 GWDC 모수화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또한 기후 

모형인 YONU AGCM이나 NCAR CCM3에서는 주

로 상부대류권 및 성층권에서 GWDC 모수화로 인한 

동서바람과 온도의 변화가 지배적이었지만, GDAPS
에서는 대류권 전반에서 GWDC의 영향이 상당하게 

나타났다. GWDC 모수화의 영향은 모든 모형에서 한 

방향의 효과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모형 대기의 역학 

및 열역학 변수에 의해 결정되며, 대체적으로 모형의 

오차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현업 일기예보 모형에서의 GWDC 모수화의 영향

은 예보 날짜 및 예보 시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GWDC 모수화가 예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한 사례 (7월 1일부터의 예보)에 대해 예보 시간 별로 

보였는데 (Figs. 4-6), 예보 시간에 따라 GWDC 모수

화의 영향도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각 날짜 

별로도 예보 시간에 따른 GWDC 효과가 달라지는 경

향을 보였지만, 7월 예보장 전반에서 GWDC 모수화

는 CTL과 FNL의 차이가 큰 지역에서 대체적으로 둘의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이를 7월 전체 사

례에 대해 평균하여 보았을 경우, 대류권에서 GWDC 
모수화의 영향은 다른 부호를 갖는 효과들이 상쇄되어 

작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업 모형에서 예보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GWDC 모수화의 영향을 파악하

기 위해서는 FNL 자료와 같은 분석자료 이외에도, 모
형 자신이 생산하는 각 실험의 분석장과의 비교를 통한 

보다 정량적인 평가가 필요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7월에 대한 예보만을 고려하였지만, 계절변화에 따른 

GWDC 모수화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1월 예보를 

포함한 다양한 사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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