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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cumulus parameterization scheme (CPS) with

different horizontal grid sizes on the simulation of the local heavy rainfall case over the Korean

Peninsula. The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WRF)-based real-time forecast system of the

Joint Center for High-impact Weather and Climate Research (JHWC) is used. Three CPSs are

used for sensitivity experiments: the BMJ (Betts-Miller-Janjic), GD (Grell-Devenyi ensemble),

and KF (Kain-Fritsch) CPSs. The heavy rainfall case selected in this study is characterized by

low-level jet and low-level transport of warm and moist air. In 27-km simulations (DM1),

simulated precipitation is overestimated in the experiment with BMJ scheme, and it is

underestimated with GD scheme. The experiment with KF scheme shows well-developed

precipitation cells in the southern and the central reg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ich are

similar to the observations. All schemes show wet bias and cold bias in the lower troposphere.

The simulated rainfall in 27-km horizontal resolution has influence on rainfall forecast in 9-km

horizontal resolution, so the statements on 27-km horizontal resolution can be applied to 9-km

horizontal resolution. In the sensitivity experiments of CPS for DM3 (3-km resolution), the

experiment with BMJ scheme shows better heavy rainfall forecast than the other experiments.

The experiments with CPS in 3-km horizontal resolution improve rainfall forecasts compared to

the experiments without CPS, especially in rainfall distribution. The experiments with CPS show

lower LCL(Lifted Condensation Level) than those without CPS at the maximum rainfall point,

and weaker vertical velocity is simulated in the experiments with CPS compared to the

experiments without CPS. It means that CPS suppresses convective instability and influences

mainly convective rainfall. Consequently, heavy rainfall simulation with BMJ CPS is better than

the other CPSs, and even in 3-km horizontal resolution, CPS should be applied to control

convective instability. This conclusion can be generalized by conducting more experiments for

a variety of cases over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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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강수과정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모형이 개선되면서 바람, 온도, 해수면 기압, 지위고도

등에 대한 예보오차는 상당히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정확한 집중호우 예측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보

인다 (Olson et al., 1995). 이러한 예보의 어려움은 주로

세 가지 부분에 의해 기인된다. 첫 번째로 강수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제한적이고, 두 번째로 강수 시스템의 예

측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모형 초기 조건의 정확성이 자

료의 결함에 의해 한계점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적운 대

류를 수치모형에서 모의할 때, 적운대류에 의한 순환이

적운 규모보다 크므로 10 km이하의 격자 크기에서의 적

운 대류 모수화는 모수화될 규모와 분해될 규모 사이에

서 분명하게 규모 분리를 하는 것이 어렵게 되고, 이로

인해 적절한 규모 선택에 있어 문제점을 갖는다. 다시

말하면, 격자 간격으로 분해될 때의 강수과정을 다루는

명시적 방법에서는 대류가 고려되지 않아 강수의 지

연이 일어나고 국지적으로 불안정이 누적되어 폭발적인

강수가 일어난다는 특징을 가지는 반면, 아격자 규모에

서 나타나는 강수는 적운 모수화 방안의 문제점과 연관

되어 예측성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Frank, 1983;

Emanuel and Raymond, 1993; Wang et al., 1996).

적운 모수화란 조건부 불안정한 대기에서 격자 규모

의 포화에 도달하지 않아도 열, 수증기, 운동량 등을 연

직으로 수송하는 아격자 규모의 암시적 구름을 표현하

기 위해 지배 방정식 계를 격자 규모의 변수들과 연관

지어 완결하는 것이다. 선행 연구 (Zheng et al., 1995;

Sénési et al., 1996; Lee and Park, 2002) 에서는 적운

모수화 방안이 수치 모의에서 대류계의 구조와 발달을

좌우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강수 예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하였다.

NCEP/EMC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Environmental Modeling Center)는 NAM (North

American Mesoscale) 모형 (Black, 1994; Janjic, 1994)을

이용하여 1995년에 32 km의 수평 격자 크기에서 모의하

였으나, 이 정도의 격자 크기는 개별적인 구름과 큰 규

모의 MCSs (Mesoscale Convective Systems)를 분해하기

에는 충분하지 않은 격자크기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계점

을 극복하기 위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작은 격자 크

기를 가지는 수평 격자를 활용하여 현업 모형을 수행하

였다. 그러나 깊은 대류는 일반적으로 모수화되고, 10 km

보다 큰 격자 간격에서 명시적으로 나타내기 어렵기 때문

에 (Molinari and Dudeck, 1986; Kalb, 1987; Zhang et al.,

1988), 작은 격자 크기를 가지는 모형에서의 적운 모수

화의 역할과 사용의 타당성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Petch et al. (2002)는 지면 가열에 의해 발달하는

대류 강수의 타이밍과 강도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서 5 km 이하의 격자 영역에 대해서도 적운 모수화 방

안을 적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Deng and Stauffer

(2006), Lean et al. (2008)에 따르면, 4 km의 격자 크

기가 적용된 적운 모수화 방안의 실험에서도 정량적인

강수 예보가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적운 모수화 방안과 격자 크기가 복합적으로

고려된 이전 연구들은 미국 대륙에 지역이 집중되어 있

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또한 10 km 이하의 수평격자 크

기에 적운 모수화를 적용한 대부분의 실험설계는 5 km

이상의 수평 격자크기를 가지며, 그 이하의 수평격자 크

기에 적운 모수화 방안을 적용한 국내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집중호우 사례를 선정하

여, BMJ (Betts-Miller-Janjic) 적운 모수화 방안과 GD

(Grell-Devenyi ensemble) 적운 모수화 방안, 그리고 KF

(Kain-Fritsch) 적운 모수화 방안을 이용하여 27 km와 9 km,

3 km의 수평해상도를 갖는 영역에서 실제 대기 현상을

모의하는 실험을 수행한 후, 집중호우 모의에 적절한 방

안을 모색하고 적운 모수화 방안이 3 km의 격자 간격을

갖는 영역 모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2. 집중호우 사례

본 사례에 해당하는 기간인 2007년 8월 4일 0000 UTC

부터 8월 5일 0000 UTC까지 내린 강수량은 충청북도

제천 지역에 총 247.0 mm를 기록하였다. 강원 중부지

방에는 110 mm 이상, 전라도 일부 지역 및 충청도 지역

전반에 걸쳐 70~90 mm이상의 비가 내렸으며 (Fig. 1),

Fig. 1. Observed 24hr-accumlated rainfall (mm) from 00

UTC 04 August to 00 UTC 05 August 2007. A solid line (A-A’)

indicates where a vertical cross section is made in Fig.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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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강수를 보인 제천 지역의 강수 강도 시계열을 살

펴보면 4일 2200 UTC에 시간당 60 mm이상의 최대 강

수가 한차례 나타났으며, 최대 강수가 나타난 지점 부근

에서 세 시간 동안 전체 강수량의 60% 이상인 약 150 mm

의 강수가 발생하였다. 또한 최대강수가 나타난 이후

4일 2300 UTC 부터 강수량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5일 0200 UTC 이후에는 강수가 완전히 소멸되었다

(Fig. 2).

Fig. 3은 가장 강한 강수가 나타났던 시기와 가장 가

까웠던 5일 0000 UTC의 200 hPa, 500 hPa, 850 hPa 고

도, 그리고 지상의 일기도이다. Fig. 3(a)의 200 hPa에서

한반도는 25 m s-1이상의 풍속이 나타나는 제트의 입구
Fig. 2. Time series of rainfall amount at maximum rainfall

point from 00 UTC 04 to 06 UTC 05 August 2007.

Fig. 3. Synoptic patterns obtained from NCEP final analysis (FNL) data at 0000 UTC 05 August 2007. (a) Strong wind region

(> 25 m s
-1

, shaded), geopotential height (gpm, blue solid line), and temperature (
o
C, red dotted line) at 200 hPa.; (b) Relative

vorticity (10
-5

s
-1

, shaded), geopotential height (gpm, blue solid line), and temperature (
o
C, red dotted line) at 500 hPa.; (c) Wind

speed (> 10 m s-1, shaded), geopotential height (gpm, blue solid line), and temperature (oC, red dotted line) at 850 hPa.; (d)

Geopotential height (gpm, blue solid line) and temperature (
o
C, red dotted line) at 1000 h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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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쪽에 위치하여 간접순환에 의한 상승기류의 영향을

받고 있고, 만주지역에서 화남지방까지 기압골의 축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Fig. 3(b)의 500 hPa 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위치하며, 양의 상대 와도가 황

해와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나타난다. 황승언과 이동규

(1993)에 따르면 하층에서 나타나는 강한 바람에 의해

악기상이 나타날 수 있는 호조건이 만족된다고 언급하

였다. 따라서 Fig. 3(c)의 850 hPa에서 한반도 남부에

나타난 10 m s-1 이상의 하층 제트에 의해 불안정한 대

기가 조성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도가 상승함에 따

라 상당 온위가 감소하면서 대기 상태가 조건부 불안정

한 상태를 보였다. Fig. 3(d)의 지상 일기도에서는 북태

평양 고기압에 의해 계속해서 한반도에 덥고 습한 공

기가 남서풍을 따라 한반도에 유입되고, 수분 속이 크게

나타났다. 또한 등온선과 등압선의 교차 각이 크게 나

타남에 따라 경압 불안정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본 사례의 강수는 서해 남쪽

해상에서 형성되어 수증기가 풍부하게 공급되었으며,

종관적 배경에 의해서 짧은 시간 동안 급격하게 발달

하여 북동진하면서 시간당 60 mm 이상의 강수를 보인

사례이다.

3. 모형 개요 및 자료

실시간 예보가 200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SNU

(Seoul National University)-NCAR (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 JHWC (Joint Center for High-

Impact Weather and Climate Research)에서 수행되고

있다. 실시간 예보를 위해 수행하고 있는 모형은 WRF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Version 2.2 모형

(Skamarock et al., 2005)이다. 수치 실험을 위한 모형

영역은 DM1 (Domain 1)이 27 km, DM2 (Domain 2)는

9 km, DM3 (Domain 3)은 3 km의 수평격자를 가진다.

Fig. 4(a)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영역과 지형의 고도를

나타낸다. 여기서 DM2와 DM3는 단 방향 둥지 격자

(one-way nested grid)로 구성하였고, 각 영역에서의 연

직 층수는 35층으로 구성하였으며 모형 상한은 50 hPa로

설정하였다. 초기 자료와 경계 자료는 3시간마다 생

성되는 입력자료인 1o격자 간격의 NCEP GFS (Global

Forecast System) 자료를 이용하였다. 내삽된 GFS 자료는

1200 UTC에 초기화되어, DM1에서 3시간 간격으로

72시간 예보 자료가 생성된다. 또한 DM2에서는 48시간

동안 1시간 간격으로, DM3에서는 24시간 동안 매 시

간마다 예보 자료가 저장된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영

역에서 강수가 나타났던 기간이 포함되는 이전 날의

0000 UTC부터 그 다음날의 0000 UTC까지의 24시간

동안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Fig. 5). 본 연구에서 사용한

Fig. 4. Model domains and terrain heights for the horizontal

grid resolutions of 27 km, 9 km, and 3 km (top) and terrain

height in 3-km domain (bottom panel).

Fig. 5. Model integration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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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 물리 과정은 WSM6 (WRF Single-Moment-6-Class-

Microphysics scheme) 방안 (Hong and Lim, 2006), 행성

경계층 모수화 방안은 YSU PBL (Yonsei University

Planetary Boundary Layer scheme) 방안 (Hong et al.,

2006)이다. 적운 대류 모수화 방안으로는 민감도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든 영역에 Betts-Miller-Janjic (Janjic,

1994, 2000) 방안과 Grell-Devenyi Ensemble (Grell and

Devenyi, 2002) 방안, 그리고 New Kain-Fritsch (Kain,

2004) 방안을 사용하였다. 단, DM3에서는 고해상도

영역에서 적운 모수화 방안이 강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

기 위해 적운 모수화 방안을 적용한 실험과 적용하지

않은 실험으로 구성하였다. 그 외의 모형의 다른 설

정은 Table 1에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BMJ (Betts-Miller-Janjic)방안은

Betts (1982)에서 나타낸 응결점 원리에 기초를 두고 Betts

(1986)과 Betts and Miller (1986)에서 제시한 깊고 얕은

대류가 적용된 모수화 방안이다. BMJ 방안에서 대류

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잠재 가용 불안정 에너지(CAPE,

Convective Available Potential Energy)가 존재해야 하고

대류하는 구름의 깊이가 문턱 값을 초과하며, 마지막

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양의 수증기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기법은 Kuo (1974)방안에서 나타낸 방법과 유

사하나 Kuo 방안에서의 대류 기둥은 수증기 단열 프

로파일에 대해 조정이 된다는 차이가 있다. BMJ 방안은

충분히 격자 크기만으로 분해될 수 있는 연직 운동과 불

안정을 가지는 기둥 내에서의 온도 및 수증기의 프로

파일을 관측된 준평형 상태로 조정한다. 모수화 방안

에서는 단위 면적의 연직 잠열이 에너지가 보존되는 것

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례해야 하지만 관측된 온도 프로

파일에 대해서 엔탈피가 보존되지 않기 때문에 참조 프

로파일의 온도와 비습이 조정된다. 또한 프로파일에서

구름층에 존재하는 상대습도가 전체적으로 변하게 되

면, 강수확률은 구름층의 상대습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BMJ방안에서 조절에 의해 생성되는 강수를

다음의 식과 같이 정의한다.

여기서 PR은 대류 강수이다. q는 모형의 비습을 나

타내고, qr은 참조 프로파일의 비습으로 고도의 함수

이다. τ는 조절이 발생하는 것에 관한 시간 규모이고

Pt와 Pb는 각각 구름의 꼭대기와 구름의 최하층이 존

재하는 위치에서의 기압을 의미한다. 또한 g는 중력 가

속도를 의미하고 dp는 기압의 변화량을 의미한다. BMJ

방안은 참조 프로파일 내에서 잠열의 방출이 암시적으

로 표현되기 때문에, 중규모 혹은 아격자 규모의 구름

규모에서 나타나는 미세 물리과정 혹은 상승 기류과 하

강 기류와 같은 과정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특징을 가진

다. Janjic (1994)은 BM (Betts-Miller) 방안에서 사용되는

구름효율 매개변수를 진단하여 다양한 대류 환경에

대해 참조 프로파일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GD (Grell-Devenyi ensemble)방안은 Grell 적운 모

수화 방안 (Grell, 1993)을 바탕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발

생하는 종결과정을 조합한 적운 모수화 방안이다. 대류

를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질량 속의 유/출입과정이 고려

된 5개의 앙상블 멤버가 구성되며, 산출된 결과로부터

최적의 값을 결정하기 위해 자료동화 기법이 사용되는

특징이 있다. GD방안의 대류강수는 다음과 같이 정

의 된다.

PR = Ilmb(1 − β)

GD방안에서 Il은 상승기류에 존재하는 응결액을 연

직으로 누적한 것이고, mb는 상승기류의 운저의 질량

속이다. (1 − β)는 강수효율로, 대류권하층의 평균 바

람시어의 함수로 가정된다. 대류규모의 하강기류의 효

과가 이 방안에서 모수화되었다.

KF (Kain-Fritsch)방안은 Kain and Fritsch (1990)에서

나타낸 1차원 유/출입 기둥 모형과 Fritsch and Chappell

(1980)에서 제시한 적운 모수화의 기본 구조를 조합한

방안이다. KF방안은 액체상과 고체상에서 나타나는 열

과 수증기를 재분포하는 구름 모형으로 구성되며 수증

PR
qr q–

τ
-------------

dp

g
------

P
b

P
t

∫=

Table 1. Configurations of real-time forecast system using

WRF version 2.2.

Description DM1 DM2 DM3

Horizontal Grid Size 27 km 9 km 3 km

Number of Horizontal Grids 238 × 180 238 × 226 247 × 226

Vertical Layers/Top Pressure 35 eta layers / 50 hPa

Time Step 120 s 50 s 18 s

Interval of producing output 3 hr 1 hr 1 hr

Explicit Moisture Scheme WSM 6-class (graupel) scheme

CPS

Betts-Miller-Janjic

Grell-Devenyi 

ensemble

Kain-Fritsch (new)

with 3 

CPSs

without 3 

CPSs

Boundary Layer Scheme YSU scheme

Long-wave Radiation Scheme RRTM radiation scheme

Short-wave Radiation Scheme Simple (Dudhia) scheme

Surface physics Noah land-surfac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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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상승 및 하강 기류 효과와 구름의 소산/발달 과정이

모두 KF 모수화 방안 내에서 표현된다. 대기가 불안

정하고 대기 하층에서 나타나는 하강기류를 충분히 극

복할 수 있을 정도로 연직 운동이 발달하면 대류가 쉽게

나타나게 되며, CAPE를 통해 대류가 발달하는 질량 속

의 양을 결정한다. 대류가 발생하면 CAPE는 격자 기둥

내에서 이류되는 시간동안 제거되며 이로부터 생성되는

대류강수는 다음의 식과 같이 계산된다.

PR = ES

여기서 E는 강수 효율을 나타내고 S는 대류 응결 고

도에서부터 150 hPa고도까지의 수증기와 물방울의 연직

플럭스의 합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관측 강수로서 섬 지역을 제외한 65개

의 기상청 정규 관측소 자료와 TRMM (Tropical Rainfall

Measuring Mission) 위성에서 생성된 0.25o 격자 크기의

강수 자료를 이용하여 모형에서 나타나는 강수를 분

석하였다. 또한 대기의 연직구조와 각 층에서의 상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한반도 주변의 Radio sonde자료가

사용되었다.

4. 모형 결과

4.1. 격자간격에 따른 적운 모수화의 효과

Fig. 6은 4일 0000 UTC부터 5일 0000 UTC까지 24

시간 동안 DM1에서 나타난 TRMM 관측자료와 각

방안의 누적강수 분포이다. Fig. 6(a)의 관측강수는 남한

지역에 90 mm 이상의 강수가 집중된 것을 보여준다.

반면 화동지역과 근처의 중국 내륙지역에는 30 mm 이

하의 강수가 나타났고, 화북지역 인근의 일부 지역에는

국지적으로 50 mm 이상의 강수가 내렸다. 동해 북부와

일본 북동부 해상에는 10 mm의 약한 강수가 나타난 반

면, 화남지역과 북태평양 해상에 90 mm 이상의 강수

Fig. 6. Distribution of 24-hr accumulated precipitation in DM1 from 00 UTC 04 August to 00 UTC 05 August 2007.

(a)TRMM, (b)BMJ, (c)GD, (d)KF.



이재복·이동규 397

Atmosphere, Vol. 21, No. 4. (2011)

량을 보였다. Fig. 6(b)의 BMJ 방안에 대한 누적 강

수량에서 화남지역에서부터 한반도 중부지역과 동해

북부해상에 이르는 밴드형태의 강수대가 나타나며 일

본의 내륙지역에서 나타나지 않은 강수가 모의되었다.

일본 북동부 해상의 강수가 40 mm 이상 나타나면서

과다모의 되었으며, 북태평양 해상에서 가장 강하게

발달한 강수구역이 관측에 비해 더 높은 위도에서 나

타났다. Fig. 6(c)의 GD 방안에서 다른 방안과 공통적

으로 화남지방부터 한반도까지 밴드형태의 강수대가 나

타났다. 특히 북태평양 해상에서의 강수구역이 일본

남해상을 중심으로 meso-α 규모로 발달하여 넓은 강

수구역을 보였으며, 더 높은 위도까지 발달하면서 해

상에서 강수량이 과다모의 된 결과를 나타냈다. Fig. 6(d)

의 KF 방안의 누적 강수 분포에서는 화남지역에서 한

반도까지 밴드형태를 보였고, 한반도 남한의 전 지역에

강수가 나타났다. 관측강수에서 보인 남중국 해상과 북

태평양의 강수가 KF방안에서 더욱 과다모의 되어 나타

났으며 북태평양상의 강한 강수구역이 두 개의 세포로

나누어져 발달한 모습을 보였다.

Fig. 7은 강수가 나타났던 4일 0000 UTC부터 5일

0000 UTC까지, DM1 전체영역에 대해 평균한 모형자료

와 라디오 존데 관측자료의 차이에 대한 프로파일을 온

도와 혼합비에 대해 12시간마다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각각 BMJ 방안, GD 방안, KF 방안의 혼합비

프로파일을 나타낸 것이고 (d), (e), (f)는 온도 프로파

일을 나타낸 것이다. 12-fcst는 4일 0000 UTC이며, 강수

가 나타나지 않았던 시각이다. 이 시기에 모든 방안이

양의 혼합비 편차를 나타냈다. 이는 모형이 관측에 비해

더 많은 수증기를 모의한 것을 의미한다. 강수가 나타

났던 24-fcst와 36-fcst에는 수증기 모의가 실제 관측에

가깝게 모의 되었으나, 700 hPa에서 나타난 12-fcst와

관측과의 차이는 24-fcst와 36-fcst보다 더 크게 나타났

으며, 특히 GD 방안에서 다른 방안에 비해 가장 큰 차

이를 보였다. 반면, BMJ 방안과 KF 방안은 BMJ 방안의

혼합비는 대기 하층 925 hPa에서 관측에 비해 건조하게

모의 되었으나 강수가 나타남에 따라 대기 중층까지

모형이 실제 관측에 가깝게 모의하였다. GD 방안은 850 hPa

에서부터 500 hPa의 고도까지 건조하게 모의된 반면,

KF 방안은 모든 시간 동안 실제 관측에 비해 더 많은

수증기를 공급하였다. 온도프로파일에서 700 hPa 이상의

고도에서는 온도를 높게 모의함에 따라 모형이 안정적

인 온도 대기구조를 보였으며, 강수가 나타남에 따라

Fig. 7. Vertical distribution of mixing ratio (a, b, and c) and temperature differences (d, e, and f) between model forecasts and

radiosonde observations in DM1 at 00 UTC 04 August (12h-fcst), 12 UTC 04 August (24h-fcst), and 00 UTC 05 August (36h-

fcst), respectively. (a) BMJ, (b) GD, (c) KF, (d) BMJ, (e) GD, (f) K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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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시간에 비해 온도가 더 높게 모의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BMJ 방안은 다른 방안에 비해 가장 큰

불안정도를 보이고 300 hPa까지 안정층이 나타난 반면에

GD 방안은 500 hPa까지 안정층이 나타나고 그 이상의

고도에서부터 250 hPa까지 중립층이 나타났다. KF 방안

은 500 hPa이상의 고도에서 온도 모의를 관측에 가깝게

하는 특징이 크게 나타났다. 온도와 혼합비의 편차를

나타낸 프로파일을 Fig. 6에서 나타난 강수 분포와 연관

시켜볼 때, BMJ 방안은 초기에 수증기가 과다 모의된

이후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측과 유사한 수증기가

공급되었고, 온도는 대기하층에서 불안정 층이 크게

나타남에 따라 강수가 과다 모의되었다. 반면, GD 방안

은 강수가 나타났을 때, 다른 방안에 비해 더 건조하게

모의됨에 따라 강수량이 적게 나타났다. KF 방안에서

온도는 관측과 유사하게 모의되었으나, 모든 시간 동안

실제 관측보다 더 많은 양의 수증기가 공급되어 습윤한

상태가 나타남에 따라 KF 방안에서 수증기가 강수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수증기는 전 층에서 관측에 비해

풍부하게 공급되어 강수량이 과다 모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Fig. 8은 4일 0000 UTC부터 5일 0000 UTC까지 24시

간 동안 DM2에서 나타난 TRMM 관측자료와 각 방안의

누적강수 분포이다. 관측강수를 나타낸 Fig. 8(a)에서

강수는 한반도 중부지역과 남부지역에 집중되어 나타

나고 한반도 중부지역에 국지적으로 50 mm 이상의 누

적강수가 나타난다. Fig. 8(b)의 BMJ 방안에서는 강수가

화남지역에서부터 동해 북부상에 이르는 밴드 형태로

나타났다. 관측에 비해 중국 내륙지역과 서해 해상 및

일본에 강수가 과다모의 되었다. 그러나 한반도 중부지

역의 강수가 집중된 지역과 중국에 강수가 강하게 나타

난 지역이 다른 방안에 비해 관측과 가장 유사하게 나

타났다. GD방안의 강수분포를 보면 DM1에서 나타난

Fig. 8. Distribution of 24-hr accumulated precipitation in DM2 from 00 UTC 04 August to 00 UTC 05 August 2007. (a)

TRMM, (b) BMJ, (c) GD, (d) K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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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 형태와 유사하게 강수 밴드가 나타났으며, 한반도

내륙지역, 남부지역, 서해 해상에 강수가 과다모의 되

었다. Fig. 8(d)에서 KF방안의 강수 분포는 한반도와

화남지역에 강수량이 적게 나타난 것으로 모의되었다.

또한 DM1에서 나타난 강수가 DM2에서도 모의됨에

따라 상위 도메인에서 나타나는 누적 강수량의 차이에

대한 특징이 둥지 격자화된 하위 도메인에 그대로 반

영되어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Fig. 9는 DM3에서의 누적 강수량 분포를 나타낸 것

으로, 적운 모수화 방안을 적용한 결과와 적운 모수화

방안을 적용하지 않은 결과를 서로 비교하여 강수량

분포를 나타내었다. (a)와 (b), (c)와 (d), (e)와 (f)는 각각

적운 모수화를 적용한 방안과 적운 모수화를 적용하지

않은 BMJ 방안과 GD방안, KF방안을 의미한다. Fig. 9(a)

와 (b)에서 모두 DM1과 DM2에서 나타났던 밴드형

태의 강수가 모의되었다. Fig. 9(a)에서는 최대 강수가

Fig. 9. 24-hr accumulated rainfall distribution in DM3 for the forecasts where CPS is not applied (left panels) and is applied

(right panels) from 00 UTC 04 August to 00 UTC 05 August 2007. (a) BMJ, (b) BMJ, (c) GD, (d) GD, (e) KF, (f) K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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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강원도 지역과 충청도 지역에서의 최대강수가 잘

모의되었으나, Fig. 9(b)는 한반도 중부지역에 50 mm

이하의 강수를 모의하여 관측에서 보인 최대 강수 지점

을 보이지 않았다. Fig. 9(c)의 GD 방안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수가 대부분 충청도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

역을 중심으로 강하게 나타나며 남서 해상에서 강수가

발달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Fig. 9(d)는 강수의 분

포형태가 상위 도메인과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강원과

충청, 전라도 지역의 강수량이 관측에 비해 적은 양을

보였다. Fig. 9(e)에서 주로 강원도 지역과 전라도 지역의

해안가 부근에서 강한 강수가 나타난 반면 충청도 지

역에는 강수가 약하게 나타났다. 반면 Fig. 9(f)에서는

Fig. 9(e)보다 약한 10 mm~30 mm 의 강수가 대부분

주를 이루었으며, 남서해상에서도 강수를 보였다. DM3

에서 나타난 강수분포를 볼 때, 상위 도메인에서의 강수

분포가 여전히 DM3까지 유사하게 나타남에 따라 상위

도메인의 특징이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적운 모수화

방안을 적용하지 않은 실험에서는 국지적으로 나타나

는 강한 강수가 모의되었으며, Frank(1983)와 Emanuel

and Raymond(1993) 등의 선행연구에서 보인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4.2. 적운 모수화 방안의 적용 여부에 따른 강수 형

성과정 분석

적운 대류는 하층의 수분 제거나 상층 공기의 가열

등을 통해 불안정을 해소하면서 주위환경에 영향을 미

친다. 따라서, 강수가 가장 많이 나타났던 4일 2200 UTC

에 대해 각 고도에서 적운 모수화 방안을 적용한 실험과

적용하지 않은 실험의 온위와 수증기 혼합비에 대한

편차를 Fig. 10에 나타냈다. Fig. 10(a)에서 볼 때, BMJ

방안을 적용한 실험이 BMJ 방안을 적용하지 않은 실

험에 비해 대체로 대기하층 925 hPa에서부터 200 hPa까

지는 온위를 높게 모의하였지만, 250 hPa에서부터 약

130 hPa에 이르는 고도에서는 반대로 온위를 낮게 모

의하는 경향을 보였다. GD 방안은 적운 모수화 방안을

적용한 경우에 하층에서 냉각이 크게 나타나고 고도가

높아질 수록 온위가 증가하는 구조를 보임에 따라 적운

모수화 방안을 적용한 경우의 실험이 적용하지 않은

실험에 비해 구름의 발달을 억제시켜 강수량이 적게 모

의된 것으로 판단된다. KF 방안에서는 대기하층 925 hPa

에서부터 500 hPa의 고도까지 적운 모수화를 적용한

실험에서 적용하지 않은 실험에 비해 온위를 더 높게

모의하였으며, 대기하층 925 hPa에서부터 500 hPa의

고도까지 온위의 편차는 세 방안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보였다.

BMJ 방안을 적용한 실험에서 혼합비가 다른 방안에

비해 크게 나타남에 따라 더 많은 수증기가 모의 되었

으며, 그 결과 적운 모수화를 적용한 실험에서 누적강수

분포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난다. GD방안은 적운

모수화 방안을 적용한 실험에서 850 hPa에서 부터 300 hPa

에 이르는 고도에는 건조하게 나타나고 혼합비의 편차

가 다른 방안에 비해 가장 크게 나타남에 따라 강수량이

적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KF 방안에서는 적운

모수화 방안을 적용한 실험에서 적은 양의 수증기가

Fig. 10. Vertical distributions of differences between CPS-applied experiment and CPS-not applied experiment in DM3 at 22

UTC 04 August 2007. (a) Potential temperature (K), (b) Mixing ratio (g k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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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되었으며 GD 방안에 비해 더 높은 고도인 500 hPa

에서 가장 혼합비 편차 값이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GD

방안과 KF 방안은 BMJ 방안을 적용한 실험에 비해 더

건조한 대기를 모의함에 따라 구름의 발달을 억제 시

킨 것으로 나타났다.

Fig. 11은 강수가 강하게 나타났던 2200 UTC의 A-A'

Fig. 11. Vertical cross section along the line in Fig. 1 of cloud water mixing ratio (g kg
-1

, shaded) and wind vector (vector)

when CPS is not applied (left panel), is applied (right panel). BMJ is at the top panel, GD is in the middle panel, and KF is at

the bottom panel. Unit of X coordinate is km. The ▲ indicates the position of the maximum hourly precip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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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직 단면도로, 구름물 혼합비와 바람벡터를 보였다.

Fig. 11(a)의 BMJ 방안을 적용하지 않은 실험에서 바람

이 다소 약하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최대강수가 나

타난 지점에서 많은 양의 수증기가 모의 됨에 따라 구

름물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다. Fig. 11(b)의 BMJ 방안

을 적용한 연직 단면도에서 수평바람이 강하게 나타났

으며, 불안정 층이 나타나는 700 hPa에서 500 hPa까지

주로 구름이 형성 된 것을 볼 수 있다. GD 방안이 적

용되지 않은 Fig. 11(c)에서는 풍하측의 대기 중층에

연직 속도가 강하게 나타남에 따라 구름이 응결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Fig. 11(d)의 GD 방안에서 안정한 대기

구조를 보임에 따라 중층과 하층에 바람이 약하게 나타

났으며, 응결된 구름의 양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Fig. 11(e)의 적운 모수화를 적용하지 않은 실험에서

850 hPa 부터 700 hPa까지의 고도에서 불안정층과 함께

구름의 모의가 다른 층에 비해 크게 나타났고 바람이

강하게 모의 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더 많은 강수가

나타났다. 그러나 Fig. 11(f)에 나타난 KF 적운 모수화

방안을 적용한 실험에서는 바람벡터가 약하게 나타났

으며, 보다 적은 양의 수증기 공급에 의해 적운 대류가

억제되어 구름이 형성되기 힘든 환경이 조성 되었고 이

는 KF 방안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나타난 과다하게

모의하는 경향을 완화해 주었다.

5. 결 론

수치 모형에서의 대류의 발생과 구조는 다양한 적운

모수화 방안의 특성과 격자 크기에 따라 민감하게 나타

나며, 적운 모수화 방안의 적용 범위는 일반적으로 5 km

이상의 수평 격자 크기에 적용하고, 그 이하의 해상도

에서는 격자 크기 만으로도 대류 모의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Deng et al. 2003; Tao et al.,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집중호우가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 WRF

모형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예보모형을 이용하여 BMJ

방안과 GD방안, 그리고 KF 적운 모수화 방안을 적용한

27 km, 9 km, 3 km의 수평격자 크기에 대해 민감도 실험

을 각각 수행하였다. 이로부터 집중호우가 나타날 때에

어떤 적운 모수화 방안이 집중호우를 관측에 가깝게 모

의하는 지에 대해 살펴보고, 격자 크기에 따라 적운 모

수화 방안의 적용대상에 대한 적절한 규모를 알아보기

위해 5 km 이하의 격자크기에 대해 적운 모수화 방안을

적용하였다. 또한 적용한 실험과 적용하지 않은 실험의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적운 모수화 방안이 강수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격자 간격에 따른 적운 모수화 방안의 특성을 살펴볼

때, DM1에서 BMJ방안을 적용한 결과가 다른 방안을

적용한 결과에 비해 온도의 연직 구조가 불안정하게 나

타났으며, 중층에서 많은 양의 수증기가 모의됨에 따라

BMJ방안에서 나타나는 강수 강도가 다른 방안에 비해

비교적 강하게 모의 되었다. GD방안과 KF방안은 유사

한 연직 구조를 보이나, GD방안은 KF방안에 비해 온도

모의에서 불안정한 연직 구조를 나타냈다. 또한 관측에

비해 약하게 모의된 강수가 넓은 지역에 분포하는 차

이점을 보였다. 이는 GD방안과 KF방안이 모두, flux의

유입/출입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연직 구조를

보였으나, GD방안의 경우 다양한 종결 가정을 조합하여

대류 강수를 모의하는 특성에 의해 강수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KF방안은 다른 방안과 비교해 볼 때

한반도의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강수

세포를 관측과 가장 유사하게 모의하고 해양에서 나타

난 강수 분포 및 강도도 다른 방안에 비해 관측에 가깝

게 모의 하였다. 이는 혼합비와 온도의 연직 구조에서

KF방안이 전 층에 대해서 라디오 존데 관측자료와 유

사한 결과를 보인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9 km의 격자 크기를 가지는 DM2에 대해서 적운 모

수화를 적용하였을 때 둥지화 된 DM2는 상위 영역인

DM1의 강수 결과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

반적으로 격자 간격만으로 충분히 대류를 모의 할 수

있다고 알려진 5 km 이하의 격자 크기를 갖는 DM3에서

적운 모수화 방안을 적용한 실험이 적운 모수화 방안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DM2의 강수 특성을 잘 반

영하였다. 적운 모수화를 적용한 모든 방안에서의 강수

는 안정화가 되어 적운 모수화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보

다 강도가 약하게 모의 되었다. BMJ방안을 적용하지

않은 실험에서 나타난 강수대는 관측에 비해 북쪽으로

다소 이동된 형태를 보였으나, 관측강수와 유사한 강

수분포를 보인 반면, BMJ방안을 적용한 실험은 더 적은

양의 강수분포를 보였다. GD방안은 적운 모수화 방안을

적용하였을 경우에 강수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특징을

보였다. KF방안은 최대 강수가 나타나는 지역에서의

강수 분포를 meso-γ규모의 강수세포로 나타내었으며,

적운 모수화를 적용하지 않은 실험과 적운 모수화 방

안을 적용한 실험에서 모두 전라도 남부 지역의 해상

부근에 나타난 강수가 과다 모의되어 나타났다.

DM3에서 강수가 집중되었던 시기에 대하여 적운 모

수화 방안의 적용유무에 따라 강수 형성과정을 분석해

볼 때, BMJ 방안은 적운 모수화 방안을 적용할 경우 더

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되었으며, 이는 강수를 과다모의

하는 큰 요인이 되었다. GD 방안은 적운 모수화 방안을

적용하지 않은 실험에서도 대기하층에 안정한 대기구

조를 보였으며 적운 모수화 방안을 적용할 때 가장 건

조한 대기를 모의함으로써 다른 방안보다 강수량이 현

저하게 적게 모의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구름으로 형

성된 수증기의 양도 다른 방안에 비해 적은 모습을 보

였다. KF 방안은 대기 하층에서부터 대기 중층까지 모두

건조하게 모의하고 바람벡터와 구름물 혼합비가 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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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수화 방안을 적용하지 않을 때 보다 훨씬 약하게 모

의 됨으로써, 오히려 적운 모수화 방안을 DM3에 적

용하였을 때 강수량이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집중호우가 발생할 때, 강수를 모의하는데

있어서 KF 방안과 GD 방안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건조

화되어 강수량이 줄어드는 결과를 보인 반면, BMJ 방

안을 적용한 실험에서는 강수가 과다모의 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5 km 이하의 격자 크기에 대해서 적운 모수화

방안을 적용할 때에 다른 적운 모수화 방안(GD 방안과

KF 방안) 및 적운 모수화 방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보다 강수모의를 하는데 있어서 역학적인 메커니즘을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가 한 사례에 대해 얻어진 결론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례를 추가할 때 각 적운 모수화 방안

에서의 적운 대류강수 발달과 격자크기에 대한 일반화

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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