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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Sand and dust storm in East Asia, so called Asian dust, is a seasonal meteorological

phenomenon. Mostly in spring, dust particles blown into atmosphere in the arid area over

northern China desert and Manchuria are transported to East Asia by prevailing flows. An Asian

dust event occurred on 6-8 May 2007 is chosen to investigate how sensitive the Asian dust

transport forecast to the initial condition uncertainties and to interpret the characteristics of

sensitivity structures from the viewpoint of dynamics and predictability. To investigate the

forecast sensitivities to the initial condition, adjoint sensitivities that calculate gradient of the

forecast aspect (i.e., response function) with respect to the initial condition are used. The forecast

aspects relevant to Asian dust transports are dry energy forecast error and lower tropospheric

pressure forecast error. The results show that the sensitive regions for the dry energy forecast

error and the lower tropospheric pressure forecast error are initially located in the vicinity of the

trough and then propagate eastward as the surface low system moves eastward. The vertical

structures of the adjoint sensitivities for the dry energy forecast error are upshear tilted structures,

which are typical adjoint sensitivity structures for extratropical cyclones. Energy distribution of

singular vectors also show very similar structures with the adjoint sensitivities for the dry energy

forecast error. The adjoint sensitivities of the lower tropospheric pressure forecast error with

respect to the relative vorticity show that the accurate forecast of the trough (or relative vorticity)

location and intensity is essential to have better forecasts of the Asian dust event. Forecast error

for the atmospheric circulation during the dust event is reduced 62.8% by extracting properly

weighted adjoint sensitivity perturbations from the initial state. Linearity assumption holds

generally well for this case. Dynamics of the Asian dust transport is closely associated with

predictability of it, and the improvement in the overall forecast by the adjoint sensitivity

perturbations implies that adjoint sensitivities would be beneficial in improving the forecast of

Asian dust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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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들어 황사의 발생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하고

국민 보건 및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커짐에 따라, 황

사가 주요한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황사는 발

원지의 풍하측에 위치한 동북아시아에 주로 영향을

주므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연구되어 왔다. 윤

용황 (1990)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황사 현상의

특징 (발생빈도, 지속시간, 기압장과의 관계, 수송에

걸리는 시간 등)에 대해 연구한 이후, 다양한 방향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황사에 대한 연구는 첫째, 황

사의 발원지에서의 황사발생기구, 이동경로, 장거리

수송 등에 대한 종관기상학적, 역학적 연구 (정관영과

박순웅 1995; 이동규와 김영아 1997; 전종갑 등 1999;

Chun et al. 2001; Kim and Song 2004), 둘째, 황사의

화학적, 광학적 특성 분석 연구 (Chun et al. 2001; 전

영신 등 2003; 정창훈 등 2003; Chun and Lim 2004),

셋째, 황사의 수송 및 침적과정에 대한 수치모의를 통

한 모델링 연구 (정관영과 박순웅 1997; In and Park

2002; Park and In 2003; Park and Lee 2004), 넷째,

황사의 유입량에 대한 정량분석 연구 (Chung and Yoon

1996; 정용승 등 2000; Lee et al. 2005) 등으로 나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 중 황사 예보를 위한 모델링

연구는 주로 기상 모델에서 예보된 기상 변수를 황사

모델의 입력 자료로 하여 황사의 3차원 이류, 확산 및

침적 등을 계산하는데 집중되었다. 

황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황사

예보가 매우 중요하다. 기상청에서는 황사 예보를 위

한 기상 모델로 WRF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model: Skamarock et al. 2005)를 이용하고 있으며, 황

사 예측 모델로는 미국 환경청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 개발한 CMAQ (Community

Multi-scale Air Quality; Byun and Ching 1999)와 기

상청과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개발한 ADAM (Asian

Dust Aerosol Model; In and Park 2002)을 이용하고

있다. CMAQ 모델은 다양한 대기질 문제 (예를 들어,

대류권 오존, 미세먼지, 산성 침적, 시정 장애 등)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된 대기질 수치 모델이고, ADAM

은 황사 발원지의 식생을 고려하여 황사의 배출량을

계산하도록 한 모델로서, 둘 다 기상 모델 (e.g., WRF)

을 이용하여 계산된 기상 (바람, 온도, 습도 등) 예보

장을 이용한다. 그러므로 기상 모델의 예보 결과가 정

확하지 않을 경우 황사 예보의 정확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확한 황사 예보를 하기 위해서는 기상 예보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치예보의 예측 기술 향상을

위해 이용되는 예측 민감도 관련 방법들이 황사 시

기류 예보에 대해서 적용된 연구로는 Kim et al. (2008)

이 유일하다. Kim et al. (2008)은 2005년과 2006년

한반도에서 기록적으로 높은 PM10 농도가 관측되었

던 황사 사례들에 대하여 수반모델을 이용하여 예측

민감도를 계산하고, 황사의 이동 경로와 예측 민감도

가 크게 나타난 지역 (i.e., 예측 민감 지역)의 경로가

매우 유사함을 보인 바 있다. 예측 민감 지역의 초기

조건을 보완하면 기상 예보장의 오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예측 민감 지역의 진단은 황사 예보를 향상

시키는데 이용될 수 있다. Kim et al. (2008)에서는 에

너지 단위의 예측 오차에 대한 수반민감도를 계산하

였는데, 황사 예보는 에너지 단위의 예측 오차뿐만 아

니라 대기 하층의 기압 예측 오차와도 밀접히 관련되

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황사의 이동 경로

가 발원지에서 발생하여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관영과 박순웅

1997, Uno et al. 2001). 대기 하층 기압 예측 오차는

바람, 온도 등의 모델 변수 보다는 모델 변수로부터

유도된 변수인 와도와 역학적 관계가 있으므로, 대기

하층 기압 오차의 와도에 대한 수반민감도를 계산하

면 수반민감도 구조를 좀 더 역학적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2007년 5월 6-8일 우리나라

에 영향을 준 황사 현상과 관련하여 대기 순환 예측

의 초기 조건에 대한 민감도 (i.e., 예측 민감도)를 PSU/

NCAR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 MM5 (fifth Generation)

Adjoint Modeling System (Zou et al. 1997)을 이용하

여 계산하고, 그 특성을 역학적 측면과 예측성 측면

에서 분석하려고 한다. 예측 민감도는 수반민감도

(adjoint sensitivity)와 특이벡터 (singular vector)를 이

용하여 계산되며, 황사에 관한 이전 연구에서 논의되

지 않았던 황사 시 대기 순환과 가장 관련 있는 역학

적 반응 함수와 모델 변수로부터 유도된 물리적 초기

상태 (i.e., 상대와도)에 대한 예측 민감도를 이용함으

로써, 황사 시 대기 순환 역학과 황사 예보의 예측성

에 관해 고찰하려한다. 2장에서는 수반민감도와 특이

벡터의 수식 및 모델과 실험 구성을, 3장에서는 황사

사례 분석과 수행한 실험 별 결과들을 살펴보았으며,

4장에서는 결론을 요약하였다. 

2. 방 법

2.1. 수반민감도 

수반민감도는 특정 예측 값 (반응 함수)의 모델 변

수에 대한 변화율을 말한다. 반응 함수는 예측된 모

델 변수 또는 예측 변수로부터 유도된 변수로서, 미

분 가능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수반민감도는 예측

시간의 반응 함수가 초기 시간의 모델 변수에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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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수반민감도가 큰 지역은

초기 조건을 변화시켰을 때 예측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지역을 나타내며, 이런 특성으로 인해 목표

관측 지점 선정을 위한 예측 민감 지역을 진단하는데

도 쓰인다. 

목표관측 (adaptive or targeted observations) 이란 예

측 오차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 (예측 민

감 지역)을 집중 관측하는 것을 의미한다 (Kim et al.

2004; Kim et al. 2008; Kim and Jung 2009a, b). 이

렇게 집중 관측된 자료를 이용해서 더 정확한 초기

조건을 생산함으로써 수치예보 오차를 줄이는 것이

목표관측의 목적이다. 대기의 흐름이 시·공간적으로

가변적이므로 목표관측 지역은 대기의 흐름 특성과

예측 오차의 발달 특성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 목

표관측 자료가 예측에 미치는 효과는 목표관측 자료

를 동화하는데 이용하는 기상자료동화 시스템의 성능

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수반민감도는 역학적인 방법으로 예측 민감 지역을

진단하는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다 (Kim et al. 2004).

수반민감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비선형 모델과 비선

형 모델의 선형 모델에 대한 수반 모델이 필요하며,

비선형 모델은 수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

여기에서 N은 비선형 모델을 의미하며, xa, xf는 각각

초기 조건, 비선형 모델에 의해 적분된 예측 변수를

의미한다. 만약 초기 조건에 섭동이 추가된다면, 모델

에 의해 예측된 예측 변수는 ∆x f만큼 변할 것이다.

초기에 추가되는 섭동의 크기가 매우 작다고 가정한

다면, 예측 변수의 변화인 ∆x f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2)

여기에서 M은 비선형 모델 N의 선형 모델이다. 수반

민감도를 계산하기 위해 반응 함수 R을 정하고 반응

함수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 (3)

이때 M
T는 선형 모델 M의 수반 모델이며 < , >는

가로 안의 두 성분의 내적을 의미한다. 식 (3)의 우변

항의 세 번째와 네 번째 식으로부터 식 (4)를 얻는다.

이렇게 유도한 식 (4)로부터 후방 적분을 통해 초기

조건에 대한 반응 함수의 수반민감도를 구할 수 있다.

(4)

수치예보를 통한 날씨 예측이 초기 조건을 비선형

모델에 입력하여 일정 시간 적분한 후 나중 시간의

대기 상태를 예측하는 전방 적분 방식이라면, 식 (4)

로 표현된 수반민감도 계산은 Fig. 1에서 보이는 바

와 같이 반응 함수의 나중 시간 모델 변수에 대한 변

화율 ( )을 수반모델에 입력하여 반응 함수의 초기시간 

시간 모델 변수에 대한 변화율 ( )을 계산하는 후

방 적분 방식이다. 

수반민감도는 모델 변수에 대한 반응 함수의 변화

율을 계산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현상에 대한 민감도

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예보 반응 함수의 선택

이 필수적이다. 반응 함수를 황사 현상의 예측 및 역

학적 특징과 관련이 깊은 기상 현상으로 설정하고 그

에 따른 수반민감도를 계산하면, 황사 시 기상 현상

과 관련 있는 예측 민감도를 계산할 수 있다. 황사와

관련된 대기 순환의 역학 및 예측과 관련된 반응 함

수로 에너지 단위의 예측 오차와 대기 하층 기압 예

측 오차가 선정되었고, 두 반응 함수에 대해서는 아

래 2.1.1과 2.1.2절에 설명되어 있다. 또한 모델 변수

로부터 유도된 변수인 상대와도에 대해서도 수반민감

도를 계산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2.1.3절에 자세

히 설명되어있다. 

2.1.1. 반응 함수 1: 에너지 단위 예측 오차 

Rabier et al. (1996)이 제안하였듯이 수반 모델을 이

용하여 예측 오차에 대한 초기 조건의 민감도를 계산

할 수 있으며, 이를 응용하여 한반도를 포함한 영역

에 대한 총 건조 에너지 형태로 변환된 예측 오차가

첫 번째 반응 함수로 정의되었다.

xf N xa( ),=

xf∆ xfδ≅ ∂N

∂x
-------

x x
a

=

   xaδ M xaδ= =

R∆ Rδ≅ ∂R

∂xf

------- xfδ,〈 〉 ∂R

∂xf

------- M xaδ,〈 〉= =

M
T ∂R

∂xf

------- xaδ,〈 〉 ∂R

∂xa

-------- xaδ,〈 〉= =

∂R

∂xa

-------- M
T ∂R

∂xf

-------  .=

∂R

∂xf

-------

∂R

∂xa

--------

Fig. 1. Schematic of backward integration by the adjoint

model to calculate the adjoint sensi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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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기에서 ef는 각 사례에 대해 MM5 모델 예측 오차

(예측값 -참값)이며 P는 국지 투영 연산자로써 전체

영역 중 한반도 부근 지역의 하층 대기로 R1을 제한

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C는 R1을 총 건조 에너지

의 형태로 변환해주는 연산자이다 (Zou et al. 1997;

Kim and Jung 2009a, b). 이때 실제 대기 상태의 참

값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미국 National center for

Environmental Prediction (NCEP) Final Analysis (FNL)

를 대기 상태의 참값이라고 가정하였다. R1을 이용해

서 한반도에 황사 발생 시 모델을 통해 예측되는 기

상장의 오차와 관련한 수반민감도를 계산할 수 있다.

식 (5)의 자세한 표현은 다음과 같다. 

                       , (6)

여기서 u', v', w', θ ' pp'은 각각 삼차원 바람장, 온위,

기압섭동의 예측 오차를, , , , cs는 각각 평균

Brunt-Väisälä 진동수, 평균 온위, 평균 밀도, 그리고

음속을 의미한다. 

2.1.2. 반응 함수 2: 대기 하층 기압 예측 오차

발원지에서부터 한반도까지 수송되는 황사의 이동

경로는 저기압을 동반한 한랭 전선의 후면을 따르는

고기압의 이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분석하기 위해 대기 하층의 기압 예측 오차를 두 번

째 반응 함수로 정의하였다. 황사의 장거리 수송은 대

기의 대규모 운동인 바람의 순환과 이류에 의해 결정

되므로, 정관영과 박순웅 (1997)은 전선 후면의 한랭

기류를 동반하는 이동성 고기압의 강한 바람이 사막

과 같은 건조한 황사 발원지에서 먼지를 상승시키고,

상승한 먼지는 발원지 상공에 형성된 혼합 자유 대기

층에 유입되어 바람을 따라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

아로 이동하는 개념적 황사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

델은 Uno et al. (2001)에서 위성 관측에 의해 확인되

었는데 위성 분석에 따르면 일본에 황사가 관측될 때,

일본은 동쪽으로 이동하는 한랭 전선의 후면에 위치

한 고기압이 지배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대기

하층의 기압 변화, 또는 지표 고·저 기압 시스템의

이동은 황사의 이동 경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

히 한반도 상공에서 고·저기압 시스템의 이동 및 정

체는 한반도로 수송되는 황사의 지속적 공급 또는 황

사 유입의 저지 등에 영향을 주므로 대기 하층의 기

압 변화를 고려하는 것이 황사 예보에 있어 매우 중

요하다. 대기 하층의 기압 예측 오차에 대한 반응 함

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7)

이때 P는 식 (5)의 첫 번째 반응 함수 표현식과 마찬

가지로 국지 투영 연산자며, pf는 마지막 시간에서

850 hPa 이하 대기 하층 기압 섭동의 예측치를, pa는

분석값을 의미한다. 

2.1.3. 상대와도에 대한 수반민감도

이 연구에서 사용된 MM5 모델의 상태 변수는 U,

V, W, T, Qv, PP이므로 수반민감도는 이러한 변수들

에 대한 반응 함수의 변화율로 계산된다. 여기서 U,

V, W는 3차원 바람장, T는 온도장, Qv는 수분장, PP

는 기압 섭동을 의미한다.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의 한

반도로의 수송을 결정짓는 대기의 종관적 순환 패턴

은 대류권의 단파 파동 및 와도의 최댓값 등에 의해

특징지어지기 때문에, 반응 함수의 모델 변수에 대한

변화율에 덧붙여서 반응 함수의 상대 와도에 대한 변

화율을 계산하면 반응 함수가 상대 와도 변화에 의해

얼마나 변하는지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2.1.2절에서 설명한 한반도의 대기 하층 기압 예측 오

차는 서쪽으로부터 전파하는 대기 중 와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대기 하층 기압 예측 오차의 상대

와도에 대한 수반민감도는 황사와 관련된 대기 순환의

예측뿐 아니라 역학적 이해에도 이용될 수 있다. 모델

변수로부터 유도한 변수인 상대 와도에 대한 수반민감

도 계산은 Kliest and Morgan (2005)과 Kim and Beare

(2010)의 방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다.

(8)

여기서 ζa는 초기의 상대 와도, Ua, Va는 각각 초기의

동서방향 및 남북방향 바람 성분이다. 따라서 초기 조

건에 대한 수반민감도가 식 (4)와 같이 계산된 후, 식

(8)의 오른쪽 항과 같이 Poisson 방정식을 풀어 모델

변수로부터 유도된 변수인 상대 와도에 대한 수반민

감도가 계산된다. 

2.2. 수반민감도를 이용한 예측 오차 감소 

모델 오차가 없다고 가정하면, 반응 함수가 예측 오

차인 경우 초기 조건에 대한 수반민감도는 분석 오차

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수반민감도가 큰 지역의 분

석 오차를 줄이면 예측 오차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

다. 이러한 의미에서 초기 조건에 대한 수반민감도로

부터 “key analysis error”를 구할 수 있다고 알려져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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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Klinker et al. 1998). 초기 시간의 수반민감도에

가중 인자를 곱해 key analysis error를 구한 후, 초기

조건 xa에서 key analysis error를 뺀 새로운 초기 조

건을 입력하여 모델을 적분함으로써 예보 변수 xf의

오차는 줄어들게 된다 (e.g., Klinker et al. 1998; Kim

and Jung 2006; Kim et al. 2008). 

. (9)

식 (9)에서 C는 위의 식 (5)에서와 같이 에너지 놈

행렬 (energy norm matrix)이며, α는 가중 인자이다.

적절하게 가중된 수반민감도를 초기 조건에 더함으로

써 아래의 식 (11)과 같이 새로운 초기 조건 을

구한다. Langland et al. (2002)에 의하면, 이때 가중

인자 α는 에너지 단위의 예측 오차와 수반민감도의

비로 다음 식 (10)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10)

새로운 초기 조건 으로부터 적분한 예측값과

참값으로 이용된 NCEP FNL의 차이를 이용하여 식

(6)에서 제시된 반응 함수를 다시 계산하고, 이로부터

새로운 수반민감도를 계산하여 새로운 초기 조건

을 구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최적

의 초기 상태 을 구할 수 있고, 그 과정은 다음

식 (11)과 같다. 

. (11)

이 과정은 Kim et al. (2008)에 제시된 것처럼 예측

오차가 더 이상 감소되지 않을 때 까지 수행될 수 있다. 

2.3. 특이벡터

특이벡터는 정해진 시간 동안 특정한 기본류 위에

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요란을 말하며 이런 특성 때

문에 최적 요란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Kim and Morgan

2002; Kim et al. 2004). 빨리 성장한다는 것은 성장

률을 어떤 관점에서 측정하느냐에 달려있으므로 특이

벡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측정 기준을 미리 정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초기와 나중 시간의 측정 기준

을 식 (6)에서 정의된 것과 같이 총 건조 에너지로 하

였다. 성장률은 다음과 같이 나중 시간과 초기 시간

의 요란의 크기 비로 정의된다.

, (12)

여기서 이고 C는 에너지 놈 행렬이므로 

. (13)

특이벡터는 위의 λ2 (성장률)를 최대로 만드는 초기

요란 이고, P는 수반민감도 계산에서 언급된 바

있는 국지 투영 연산자이다. 식 (13)을 정리하면 는

다음 식 (14)와 같은 고유 시스템의 해이고, 이 해는

Lanczos algorithm (Kim 2003)을 이용해 구해진다.

. (14)

2.4. 모델과 실험구성

이 연구에서는 MM5 Adjoint Modeling System (Zou

et al. 1997)이 사용되었다. 이 시스템은 비선형 모델

과 그에 대응하는 선형 모델, 수반 모델을 포함하고

있으며, 모델의 상태 벡터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

이 X={U,V,W,T,Qv,PP} 이다. 

1° × 1° 해상도의 NCEP FNL 자료와 Optimum

Interpolation Sea Surface Temperature (OISST) version

2 (Reynolds et al. 2002)가 수치 실험의 초기 조건, 경

계 조건으로 사용되었다. 수치 실험의 영역은 수평적

으로 80 km 해상도의 55 × 71 (위도×경도) 개 격자

(중심 위도 39°N, 경도 115°E)가 Lambert 지도 투영

법으로 사용되었으며, 연직으로 14개의 시그마 층이

사용되었다. 

수반 모델의 적분을 위한 기본류 값들은 비선형 모

델로부터 제공된다. 비선형 모델의 적분에는 Grell 적

운모수화, MRF 행성 경계층 과정, 수평 및 연직 확

산, 건조 대류 조정 등이 사용되었으며, 수반 모델에

는 수분 과정을 제외하고는 비선형 모델과 같은 물리

과정이 적용되었다.

적분 시간은 2007년 5월 6일 18 UTC에서부터 5월

7일 18 UTC까지 총 24시간이다. 발원지 및 이동 경로

가 상대적으로 한반도와 가까운 내몽골 및 만주이기

때문에 발원지에서 황사가 관측된 시각부터 한반도에

황사가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다.

3. 결 과

3.1. 사례분석 

사례는 2007년 5월 6일부터 8일까지 우리나라에 영

향을 준 황사현상이다. 2007년 5월 6일 만주 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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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압이 존재하며 북서쪽에 고기압이 존재하여 이

둘 사이의 큰 기압 경도력에 의한 강한 바람으로 인

해 만주뿐만 아니라 내몽골 지방에서 황사가 발생하

였다 (Fig. 2a). 이 저기압이 7일 동진하면서 저기압에

동반한 한랭전선의 후면을 따라 황사는 대부분 만주

동쪽으로 이동하였고, 저기압 후면에 남아있던 일부 황

사가 기류를 따라 남동진하여 8일에 한반도에 약한 황

사가 수송될 것이라고 기상청은 예측하였다. 하지만 8일

새벽 한반도 서쪽의 백령도 관측소에서 1025  µg m-3의

높은 황사가 관측되자 (Fig. 2c) 기상청은 다시 황사

경보를 발효하는 등 강한 황사를 예보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8일 오후 한반도 중부 지방에는 바람의 방

향이 바뀌어서 예보했던 것보다는 적은 양의 황사가

관측되었다. 7일 새벽 한반도의 기류는 서풍이 우세

하였으나, 7일 18 UTC에는 북풍, 북서풍이 지배적이

어서 기류의 변화로 인하여 중부지방으로의 황사의

수송이 저지되었고, 서풍을 예상하였기에 황사의 농

도 예측에 오류가 있었다. 지표 바람과 밀접한 관계

가 있는 대기 하층의 기압 예보를 살펴보면 관측 값

보다 더 낮은 기압을 예측하였다 (not shown).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황사는 일반적으로 Gobi,

Tengger, 그리고 Ordos 사막에서 발원해서 남동쪽으로

이동하여 한반도 서쪽 해안으로 도달하는 경로를 취

했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연구에 따르면 한반도

에 영향을 미치는 황사의 발원지는 위에서 언급한 지

역에서 내몽골, 중국 북동부로 동쪽으로 확장하고 있

다 (Lim and Chun 2006). 이 사례처럼 한반도의 북

쪽으로 치우쳐져 수송되는 황사의 경우 발원지가 우

리나라와 가까워 예보 선행 시간이 짧아지게 되고 황

사를 예측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게 된다. 

3.2. 수반민감도 구조 

3.2.1. 반응 함수 1: 에너지 단위 예측 오차 

24시간 예측 오차에 대한 초기 조건의 민감도를 수

반민감도로 계산하고, 각 모델 변수 X = {U, V, W, T,

Qv, PP}에 대한 수반민감도를 종합하여 에너지 형태

Fig. 2. Mean sea level pressure (contour interval of 4 hPa) and surface wind speed (m s
-1

, shaded) of the NCEP FNL data at (a)

1800 UTC 6 and (b) 1800 UTC 7 May 2007. (c) PM10 concentration (µ g m-3) from 1800 UTC 6 to 1200 UTC 8 May 2007,

observed in four observation station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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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J kg-1)로 변환, 연직으로 적분하여 한 층으로

표현하였다. 이렇게 수반민감도를 표현함으로써 각 연

직 층과 모든 모델 변수에 대한 평균적 수반민감도

분포를 살펴 볼 수 있다. 

2007년 5월 6일 18 UTC에 초기 수반민감도의 분

포를 살펴보면 내몽골과 고비사막의 경계 (위도

45~50°N, 경도 115~120°E)에서 최댓값을 보이며, 고

비사막의 북서쪽까지 길게 확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Fig. 3a). 민감도의 최댓값은 고비 사막 북쪽에 위

치한 대규모 상층 기압골의 축을 중심으로 하단에 위

Fig. 3. Vertically integrated energy distributions of adjoint sensitivities (J Kg-1, shaded) and geopotential height at 500 hPa

(solid, contour interval of 60 m) at (a) 1800 UTC 6, (c) 0600 UTC 7, and (e) 1800 UTC 7 May 2007. Vertical cross sections of

energy distributions of adjoint sensitivities (J Kg-1, shaded), potential vorticity (thick solid, contour interval of 2 PVU), and

potential temperature (thin solid, contour interval of 8 K) along the line of (b) AA' at 1800 UTC 6, (d) BB' at 0600 UTC 7, and

(f) CC' 1800 UTC 7 May 2007 in Figs 3a, c, and e,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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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여 기압계와 평행하게 북서-남동 방향으로 길게

분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치한 초기 수반민감도는

기류를 따라 남동진하는 상층 저기압 골의 이동과 함

께 이동하여 12시간 후인 2007년 5월 7일 06 UTC에

는 만주와 발해만 (위도 40~45°N, 경도 117~123°E)에

위치하고 있다 (Fig. 3c). Figure 3e에는 12시간 후인

5월 7일 18 UTC의 반응 함수, 즉 한반도를 포함한

특정 지역 (국지 투영 연산자가 적용된 지역)의 에너

지 분포가 나타나있다. 

Figure 3a에 표시된 실선 방향으로 잘라서 에너지

단위의 초기 민감도에 대한 연직 단면도를 살펴보면,

초기 민감도가 서쪽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약

700~600 hPa에서 최댓값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Fig. 3b). 이 결과는 지금까지 보고된 온대성 저

기압의 초기 수반민감도 분포와 비슷한데 (e.g., Kleist

and Morgan 2005), 일반적으로 온대성 저기압의 민감

도는 상층 골의 아래에 위치하며 상층으로 갈수록 풍

상측으로 기울어진 경압적 구조를 갖는 특징을 보인

다. 이런 구조는 12시간 후인 5월 7일 06 UTC에도

나타나는데, 이 시간에는 수반민감도가 지면에 더 가

까이 위치하고 있다 (Fig. 3d). 마지막 시간인 5월 7

일 18 UTC의 반응함수 분포는 수직에 가까운 구조

를 보이며 최대 에너지 오차는 지면과 가까운 하층부

터 대기 중층까지 분포하고 있다 (Fig. 3f). 이로부터

상층 기압골과 관련된 경압적 구조의 초기 대기 섭동

이 24시간 후 황사의 수송과 관련된 예측 오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s 3a, c와

e에 나타난 수반민감도 최댓값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Fig. 4에 보인 한반도 상공의 공기 궤에 대한 역 시간

궤적 추적 결과와 비교해 보면, 초기 수반민감도 최

댓값의 위치는 황사 발원지의 위치 (i.e., 내몽골)와 일

치하였으며 수반민감도의 시간에 따른 이동 궤적은

황사의 이동 궤적과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에너지 단위의 수반민감도에 대한 평균적 연직 분

포를 살펴보면, 초기 시간에 수반민감도가 대기 하층

에 분포되어 있고 (Fig. 5a) 마지막 시간에 예측 오차

에너지가 대기 상층부에 위치하고 있어 (Fig. 5b), 중

Fig. 4. A backward trajectory of the Asian dust occurred at 1800 UTC 7 May 2007 in Korea, initiated at 37.74°N, 125.92°E

over 750 hPa and calculated during 24 hours from 1800 UTC 7 to 1800 UTC 6 May 2007.

Fig. 5. Vertical energy distributions of (a) the adjoint

sensitivity (J kg
-1

) at 1800 UTC 6 May 2007 and (b) the

forecast error at 1800 UTC 7 May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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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 저기압 발달과 관련된 전형적인 수반민감도 분

포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 시간의 예측 오차

에너지의 상층 분포는 하층으로부터 상층으로의 시간

에 따른 에너지 전파와 관련되며, 이는 Morgan (2001)

에서 논의된 파동 활동 플럭스 (wave activity flux)의

보존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3.2.2. 반응 함수 2: 대기 하층 기압 예측 오차 

3.2.2.1. 와도에 대한 민감도

500 hPa에서 와도에 대한 수반민감도를 살펴보면,

초기 시간인 5월 6일 18 UTC에 음의 민감도가 고비

사막 북쪽에 위치한 상층 기압골 부근과 만주, 내몽

골, 한반도를 포함하는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고비 사막 서쪽에 작은 크기의 양의 민감도가 위치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6a). 음의 민감도가 분포

하고 있는 지역은 Fig. 2a에서 보인 바와 같이 지상

의 고·저기압 사이에 강한 기압 경도력이 존재하는

지역과 대략적으로 일치한다 (Fig. 6a). 12시간 후 음

의 민감도의 최댓값은 상층 기압골의 남쪽에서 남동

쪽으로 천천히 이동하여 한반도로 접근하고 양의 민

감도 또한 남동쪽으로 이동한다 (Fig. 6c). 

Figure 6a에 표시된 직선 A-A'을 따라서 와도에 대

한 초기 수반민감도의 연직 단면도를 살펴보면, 연직

으로 서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지만 거의 수직에 가

까운 구조를 보인다 (Fig. 6b). 민감도의 최댓값은 대

류권 하층인 850 hPa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두 번

째 최댓값은 중하층인 약 650 hPa과 상층인 300 hPa

부근에 분포하고 있다. 하층 850 hPa에 위치한 최대

크기의 음의 민감도는 온위의 경도가 매우 큰 전선면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not shown). 양의 민감도는 음

Fig. 6. Adjoint sensitivities of low atmospheric pressure forecast error with respect to relative vorticity (100 kg m
-1

 s
-1

, shaded

for negative value and shaded with dotted contour for positive value) and geopotential height at 500 hPa (solid, contour interval

of 60 m) at (a) 1800 UTC 6 and (c) 0600 UTC 7 May 2007. Vertical cross sections of the adjoint sensitivities (100 kg m
-1

 s
-1

,

shaded for negative value and shaded with dotted contour for positive value), potential vorticity (thick solid, contour interval of

1.5 PVU), potential temperature (thin solid, contour interval of 8 K) along the line of (b) AA' at 1800 UTC 6 and (d) BB' at

0600 UTC 7 May 2007 in Figs. 6a and c,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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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민감도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음의 민감도와

비교하여 그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다. 

상층과 하층의 기압골 남쪽에 있는 초기 음의 민감

도 지역에 양의 와도 섭동이 위치하면, 식 (3)의 관계

에 의해 반응 함수의 변화는 음의 값을 갖게 되며, 이

는 850 hPa 이하 하층 기압 섭동이 양의 와도 섭동을

추가함으로써 더 낮게 예측됨을 의미한다. 반대로 음

의 민감도 지역에 음의 와도 섭동이 위치하면 한반도

부근의 대기 하층 기압 섭동이 더 높게 예측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응 함수를 설정하는 마지막 시간에

한반도 부근의 대기 하층 지표 기압 섭동의 오차 (예

보값 - 분석값)가 음의 부호이므로, 풍상측의 음의 민

감도 지역에 양의 와도 섭동이 추가되면 24시간 후

한반도의 기압이 너무 낮게 예측되며, 음의 와도 섭

동이 추가되면 기압이 분석과 비슷하게 예보되어 기

압의 예측 오차가 작아지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초

기 민감 지역에서 와도가 부정확하게 모사되면 나중

에 반응 함수인 지표 기압 섭동의 예측에 오차를 야

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현상은 역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한데 음의 민

감도 최대값이 분포하는 850, 650, 300 hPa 부근에 양

의 와도 섭동들이 위치하면 양의 와도 섭동 주변에

저기압성 순환이 유도 되며, 수직적 민감도 구조에 의

해 세 개의 층에서 유도된 저기압성 순환은 중첩되어

지표 기압 섭동을 낮게 한다. 즉 음의 민감도 지역에

양의 와도 섭동이 추가되면 추가되기 전에 비해 지표

기압 섭동이 더 낮게 예측되며, 낮게 예측된 지표 기

압은 예측 오차의 원인이 된다. 반대로 음의 민감도

지역에 음의 와도 섭동들이 위치하면 고기압성 순환

을 유도하고 민감도의 수직적 구조에 의해 중첩된 고

기압성 순환들은 지표 기압을 높게 한다. 높게 예측

된 지표 기압 섭동은 예측과 분석의 차이를 줄여 예

측 오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Figure 6c에 표시된 직선 B-B'을 따라서 초기 시간

으로부터 12시간 후의 와도에 대한 수반민감도의 연

직 단면도를 살펴보면, 이전 시간에 비해 풍상측으로

약간 더 기울어져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수직에 가까

운 구조를 보이고 있다 (Fig. 6d). 민감도의 최댓값은

초기 시간과 마찬가지로 850, 650, 300 hPa 부근에 위

치하고 있어, 12시간 전과 마찬가지로 정체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 양의 민감도는 음의 민감도의 서쪽 대

기 상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음의 민감도와 비교하여

그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다. 이 시간의 민감도 구조

들도 12시간 전의 민감도 구조와 마찬가지로 초기의

와도 섭동과 마지막 시간의 대기 하층 기압 섭동의

관계를 역학적인 관점과 예측성 관점에서 잘 설명한다.

상대 와도에 대한 수반민감도의 평균적 연직 분포

를 살펴보면, 초기 시간에 수반민감도의 최댓값이 대

기 중하층에 분포하고 두 번째 피크가 대기 상층부에

위치하고 있다 (Fig. 7a). 12시간 후에는 초기에 중하

층에 위치하고 있던 수반민감도가 더 하층으로 내려

가 있고, 대기 상층부의 두 번째 피크도 그 크기를 여

전히 유지하고 있다 (Fig. 7b). 즉 대기 중하층과 상

층에 민감도가 분포하여 이런 지역에서의 와도 변화

가 마지막 시간의 대기 하층의 기압 예측 오차에 큰

영향을 줌을 알 수 있다. 하층의 민감도는 중위도 저

기압 발달과 관련된 전형적인 수반민감도 분포와 일

치하고, 상층의 민감도는 상층 기압골의 발달과 연관

되어 있어 둘 다 중위도 저기압의 발달에 많은 영향

을 미치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 

3.2.2.2. 온도에 대한 민감도

초기 온도에 대한 민감도를 살펴보면 850 hPa에서

고기압과 저기압의 경계 부분인 내몽골 근처에서 양

과 음의 민감도가 교대로 분포하고, 온도 골의 축을

따라 양의 민감도 최댓값이 남북으로 길게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8c). 초기 온도장에 양과

음의 온도 섭동을 음과 양의 민감도가 분포하는 지역

에 각각 추가하면, 반응 함수인 한반도 부근의 기압

이 너무 낮게 예측되어 대기 하층의 기압 예측의 오

차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초기 시간과 12시간 후

의 수반민감도를 기본류의 온도장과 함께 살펴보면, 대

략적으로 양의 민감도는 온도 골에 위치하고 있고 음

의 민감도는 온도 능에 위치하고 있다 (Figs. 8c와 d).

따라서 양의 민감도 지역, 즉 온도 골에 음의 온도 섭

동을 부가하면 예측된 온도 골이 더 깊어지게 되고

예보 시간에 대기 하층 기압의 예측 값을 낮춰 예측

오차가 증가하게 된다. 또한 배경장의 층후 이류를 살

펴보면, 음의 온도 이류와 양의 민감도가 서로 유사

한 위치와 구조를 보인다 (not shown). 이는 이 사례

에 대하여 음의 온도 이류에 의한 초기 온도골의 깊

어짐이 예보 시간의 한반도 부근 대기 하층 기압 예

Fig. 7. Vertical distributions of the Euclidean norm of

adjoint sensitivity with respect to relative vorticity (kg m
-1
 s

-1
)

at (a) 1800 UTC 6 and (b) 0600 UTC 7 May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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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낸다. 반대로 양의 민

감도 지역, 즉 온도 골에 양의 온도 섭동을 부가하면

예측된 온도 골이 더 얕아지게 되고 예보 시간에 대

기 하층 기압의 예측 값을 높여 예측 오차가 낮아지

게 된다. 이런 이유로 초기 민감 지역에서 온도가 부

정확하게 모사되면 나중에 반응 함수인 대기 하층 기

압 섭동의 예측에 오차를 야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층 500 hPa의 온도에 대한 초기 민감도를 살펴보

면, 양의 민감도가 고비 사막 북서쪽에 두드러지며 와

도에 대한 민감도와 달리 850 hPa의 민감도보다 서쪽

으로 편향된 구조를 갖는다 (Fig. 8a). 12시간 후에는

민감도 최댓값이 기류의 흐름을 따라 남동쪽으로 전

파하며 850 hPa의 민감도와 비교하여 여전히 서쪽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8b). 850 hPa과 비교

하여 전반적으로 양의 민감도를 나타내며, 양의 민감

도 지역이 온도 골의 서쪽에 나타나 이 지역의 온도

변화가 마지막 시간의 대기 하층 기압 예측 오차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3.3. 수반민감도를 이용한 예측 오차 감소

2.3절에 제시된 바와 같이 수반민감도에 가중 인자

를 곱해서 key analysis error를 만든 후 이를 초기 조

건에 더하면 초기 조건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수정된 초기 조건을 이용하여 다시 예

보를 한 후 수반 모델을 이용하여 반응 함수의 변화

율을 후진 적분하여 수반민감도를 다시 구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을 예측 오차가 더 이상 감소하지 않을 때

까지 반복적으로 적용한 후 수정된 초기 조건을 구할

수 있다. Kim and Jung (2006)에서는 이 방법을 이용

하여 태풍의 예측 오차를 18% 줄일 수 있음을, Kim

et al. (2008)에서는 황사와 관련된 대기 순환 예보의

오차를 57.4% 줄일 수 있음을, Jung and Kim (2009)

에서는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대설과 관련된 온대성

저기압의 예측 오차를 42.9% 줄일 수 있음을 보인 바

있다. 

이 연구의 사례에 대해서는 2.3절에 제시된 방법을

이용하여 5번의 반복 실험을 한 결과 62.8%의 예측

Fig. 8. Adjoint sensitivities of low atmospheric pressure forecast error with respect to temperature (100 kg m
-1

 K
-1

 s
-2

, shaded

for negative value and shaded with dotted contour for positive value) and temperature (K, contour interval of 5 K) at (a) 500 hPa

and (c) 850 hPa at 1800 UTC 6 May 2007 and (b) 500 hPa and (d) 850 hPa at 0600 UTC 7 May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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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를 감소시킴을 알 수 있다 (Fig. 9a). 일반적으로

선형 가정이 비교적 잘 성립되는 중위도 저기압에 비

해, 선형 가정이 잘 성립되지 않고 발달 메커니즘이

복잡한 태풍의 경우, 수반민감도를 이용해 예측 오차

가 감소되는 크기가 작은데, 이 연구의 황사 사례는

위에서 보고된 중위도 저기압 사례들에 비해 예보 오

차의 감소가 훨씬 커서 선형 가정이 비교적 잘 성립

되는 사례임을 짐작할 수 있다. 예측 오차 감소의 연

직 분포를 살펴보면 마지막 시간에 예측 오차가 컸던

대기 상층부에서 예측 오차가 많이 감소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9b). 

3.4. 선형성 검증

수반민감도 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반

모델에서 사용되는 선형 가정이 유효한지 확인을 해

야 한다. 선형 가정의 유효성은 선형 모델을 이용한

섭동의 선형적인 성장과 두 개의 비선형 모델의 차이

를 비교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Errico

and Vukicevic 1992). Ancell and Mass (2006)와 비슷

하게, 온도에 대한 초기 수반민감도의 양과 음의 최

댓값의 10% 이상에 해당되는 수반민감도 값을 보이

는 지역을 “중요 민감 지역”이라고 하였다. 양의 부

호를 갖는 중요 민감 지역에는 초기 조건에 1 K의 온

도 섭동을 추가하고, 음의 부호를 갖는 중요 민감 지

역에는 초기 조건에 −1 K의 온도 섭동을 추가하였다.

마지막 시간 예측 오차의 초기 온도에 대한 수반민감

도가 큰 지역에 초기 온도 섭동을 줌으로써, 가장 효

율적으로 선형 가정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다. 온

도 섭동을 부과한 초기 조건과 부과하지 않은 초기

조건을 각각 비선형 모델을 통해 적분한 값들의 차이

와 온도 섭동을 선형 모델을 이용해 적분한 것을 비

교함으로써, 선형 가정의 유효성을 검증한다. 

24시간 동안 초기 온도 섭동의 선형 성장에 대한

비선형 성장의 비율은 습도를 제외하고는 1에 근사한

다 (Table 1). 변수 별로 이 비율이 많이 차이나지 않

아, 변수 별 선형성이 비슷하게 유지됨을 알 수 있다.

초기 온도 섭동을 주었을 때 500 hPa 면에서 24시간

후의 동서 방향 바람 섭동의 분포가 Fig. 10에 나타

나있다. Figure 10a는 선형 성장 후의 섭동 분포이고,

Fig. 10b는 비선형 성장 후의 섭동 분포인데, 두 섭동

분포의 형태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비선형과

선형 섭동의 성장 비가 습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변수

에서 1과 비슷하고, 비선형과 선형 적분 후 섭동 패

턴의 수평 분포가 매우 유사하기에 선형 가정이 유효

하다고 판단된다. 

3.5. 특이벡터 구조

식 (14)를 이용해 계산된 특이벡터를 에너지 형태

로 변환하여 연직으로 적분하여 수평구조를 살펴보면,

2007년 5월 6일 18 UTC의 특이벡터 수평 분포 (Fig.

11a)는 Fig. 3a의 초기 수반민감도 분포와 매우 유사

함을 알 수 있다. 초기 시간의 특이벡터는 고비사막

의 북부 지역에서 내몽골 부근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Fig. 11a), 황사의 발원지와 이동 경로인 내몽골과 중

Fig. 9. (a) Energy of forecast error for each iteration process in the adjoint sensitivity-based iterative procedures mentioned in

section 2.2. “R” represents the response function. (b) Differences between forecast errors of the control run and each modified

run by the adjoint sensitivity-based iterative procedures (square for two iterations and filled circle for five iterations).

Table 1. Ratio of nonlinearly evolved temperature perturbation

to linearly evolved temperature perturbation in the projection

area.

Variable Ratio

U 0.998

V 0.975

T 0.967

Q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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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북동부 지역과 일치한다. 마지막 시간의 특이벡터

는 한반도 부근에 집중되어 있고 (Fig. 11b), 이 위치

또한 수반민감도 계산 시 국지 투영 연산자가 적용된

지역과 일치하여 (Fig. 3e), 마지막 시간의 발달된 특

이벡터가 에너지 단위의 예측 오차를 잘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는 초기 시간의 특이벡터가 마지막 시간

의 에너지 예측 오차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4. 결 론

최근 들어 중국의 중북부 내륙 지역의 사막화가 진

행되어 우리나라의 황사 발생 횟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2003년 3월과 2006년 4월에는 매우

강한 황사가 발생하여 초등학교 휴교, 호흡기 질환 환

자의 급증, 반도체 등 정밀산업 업체의 일시적 공장

휴업 등 사회 경제적 피해가 많았다. 경제적 손실 및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기상 현상을 사회적으로 영향

을 많이 주는 기상 현상 (High Imapct Weather: HIW)

이라고 하는데, 황사 현상 또한 HIW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HIW에 의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HIW 예측 능력 향상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주로 태풍, 중위도 저기압

등의 기상 현상의 예측에 이용되어 왔던 예측 민감도

기술을 황사 현상과 관련된 대기 순환에 적용하여 황

사 시 대기 순환 예측의 초기 조건에 대한 민감도를

계산하고 그 특성을 역학적 측면과 예측성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2007년 5월 6~8일 발생한 황사를 사례로

선정하였는데, 최근 들어 발생 빈도가 높은 만주, 내

몽골을 통과하여 한반도 북부를 향해 이동한 황사였

다. 황사와 관련된 대기 순환의 초기 조건에 대한 민

감도는 수반민감도를 이용하여 계산하였고, 수반민감

도의 구조를 역학적인 측면과 예측성 측면에서 분석

하기 위해 에너지 단위 예측 오차와 대기 하층 기압

예측 오차를 반응 함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모델 변

수 (i.e., 온도) 뿐 아니라 모델 변수로부터 유도된 물

리적 변수 (i.e., 상대와도)에 대한 반응 함수의 민감

Fig. 10. Zoanl wind component (contour interval of 100 m s
-1

, solid for positive and dotted for negative value) of (a) linearly

evolved perturbations and (b) nonlinearly evolved perturbations on 500 hPa.

Fig. 11. Vertically integrated energy distributions of the leading singular vector (a) (contour interval of 0.002 J kg-1) at 1800

UTC 6 May and (b) (contour interval of 0.1 J kg-1) at 1800 UTC 7 May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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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 분석하였다. 

에너지 단위 예측 오차 (R1)에 대한 수반민감도의

에너지 분포는 수평적으로 상층 골 근처에 분포하며,

연직으로는 중하층 대기에 집중되어 있다. 수반민감

도의 단면 구조는 전형적인 경압 구조로써, 경압 구

조의 섭동이 예측 오차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R1에 대한 수반민감도의 에너지 분포는 특

이벡터의 에너지 구조와도 상당히 비슷하여, 두 방법

에 의해 계산된 민감도의 초기 분포가 마지막 시간의

예측 오차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기 하층 기압 예측 오차 (R2)의 초기 상대와도에

대한 수반민감도 분포를 살펴보면, 수평적으로는 상

층 골 근처의 넓은 지역에 걸쳐 최댓값을 보이고, 연

직으로는 R1의 수반민감도 분포와 비슷하게 중하층

대기에 집중되어 있으나 상층에도 두 번째 피크가 나

타난다. 수반민감도의 단면 구조를 살펴보면, 연직 방

향으로 서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거의 수직에 가까운

분포를 보인다. R1의 수반민감도 분포와 달리 R2의 수

반민감도 분포는 양과 음의 부호를 가지고 있어 수반

민감도가 크게 나타난 지역에 양과 음의 초기 와도

섭동을 부과하면 마지막 시간에 대기 하층 기압 예측

오차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상층과 하층의 기

압골 남쪽에 있는 초기 음의 민감도 지역에 양의 와

도 섭동이 위치하면 하층 기압 섭동이 더 낮게 예측

되고, 음의 민감도 지역에 음의 와도 섭동을 추가하

면 하층 기압 섭동이 더 높게 예측된다. 마지막 시간

에 대기 하층 지표 기압 섭동의 예측 오차 (예보값 -

분석값)가 음의 부호이므로, 풍상측의 기압골 부근에

양의 와도 섭동이 추가되면 양의 와도 섭동 주변에

저기압성 순환이 유도 되며 수직적 민감도 구조에 의

해 유도된 저기압성 순환은 중첩되어 24시간 후 한반

도의 기압을 너무 낮게 예측하고, 음의 와도 섭동이

추가되면 고기압성 순환을 유도하고 민감도의 수직적

구조에 의해 중첩된 고기압성 순환들은 지표 기압을

분석과 비슷하게 높게 예보하여 기압의 예측 오차가

작아지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초기 민감 지역에서 상

대 와도가 부정확하게 모사되면 나중에 반응 함수인

지표 기압 섭동의 예측에 오차를 야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R2의 초기 온도에 대한 수평 민감도 분

포도 초기 상대 와도에 대한 민감도 분포와 비슷한

방식으로 설명된다. 

수반민감도가 예측 오차의 초기 조건에 대한 민감

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예측 오차에 영향을 많이 주

는 지역 (즉 수반민감도가 큰 지역)과 초기 조건의 오

차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수반민감도에

적절한 가중 인자를 곱한 것을 “key analysis error”라

고 하며 이를 초기 조건에서 뺌으로써 초기 조건과

예측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 사례의 경우 이런 과정

을 통해 얻은 초기 조건을 이용하면 초기 조건에 이

러한 섭동을 추가하지 않은 규준 실험에 비해 약 62.8%

의 예측 오차가 감소함을 볼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선형 가정이 비교적 잘 성립되는 기상 현상에 대해서

는 수반민감도에서 계산된 key analysis error를 이용

해 예측 오차가 많이 감소되는데, 이 연구의 황사 사

례는 일반적인 중위도 저기압 사례들 보다 예보 오차

의 감소가 훨씬 커 선형 가정이 비교적 잘 성립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선형 가정의 유효성을 보

다 정량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섭동의 비선형 성장률

과 선형 성장률의 비를 계산하고 비선형과 선형 성장

결과의 수평 분포를 살펴본 결과, 성장률의 비는 대

부분의 변수에서 1로 수렴하고 수평 분포의 형태는

거의 유사함을 보여 선형 가정이 비교적 잘 성립함을

알 수 있었다. 

다양한 반응 함수와 상대와도에 대한 수반민감도를

2007년 5월 6-8일 발생한 황사 사례에 적용한 결과,

수반민감도의 분포가 역학적으로 잘 설명되며 예측과

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수

반민감도를 이용한 정량적 예측 오차 감소를 통해 수

반민감도가 황사와 관련된 대기 순환의 예측 오차를

줄이는데 이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수반

민감도와 특이벡터를 이용해 다양한 황사 사례들에

대한 예측 민감도를 진단하는 연구가 수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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