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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impacts of land surface conditions, land cover (LC) map and leaf

area index (LAI), on the short-range weather forecast over the East-Asian region were examined

using Unified Model (UM) coupled with the MOSES 2.2 (Met-Office Surface Exchange

Scheme). Four types of experiments were performed at 12-km horizontal resolution with 38

vertical layers for two months, July and August 2009 through consecutive reruns of 72-hour

every 12 hours, 00 and 12 UTC. The control experiment (CTRL) uses the original IGBP

(International Geosphere-Biosphere Programme) LC map and old MODIS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LAI, the new LAI experiment (NLAI) uses improved

monthly MODIS LAI. The new LC experiment (NLCE) uses KLC_v2 (Kongju National Univ.

land cover), and the new land surface experiment (NLSE) uses KLC_v2 and new LAI. The

reduced albedo and increased roughness length over southern part of China caused by the

increased broadleaf fraction resulted in increase of land surface temperature (LST), air

temperature, and sensible heat flux (SHF). Whereas, the LST and SHF over south-eastern part

of Russia is decreased by the decreased needleleaf fraction and increased albedo. The changed

wind speed induced by the LC and LAI changes also contribute the LST distribution through

the change of vertical mixing and advection. The improvement of LC and LAI data clearly

reduced the systematic underestimation of air temperature over South Korea. Whereas, the

impacts of LC and LAI conditions on the simulation skills of precipitation are not systematic.

In general, the impacts of LC changes on the short range forecast are more significant than that

of LAI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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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면-대기 상호작용은 지면과 대기 사이의 열, 수분,

운동량 등의 교환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기의 상태

와 지면피복 (land cover: LC), 잎면적지수 (leaf area index:

LAI), 토양수분 (soil moisture: SM) 등의 지면상태에

따라 조절된다. 특히 지면피복의 변화에 따른 알베도 및

거칠기길이와 같은 지면의 생물리적 특성 변화는 현열

속, 잠열속, 지표면온도, 바람 및 강수 등의 지역기후 뿐

만 아니라 대규모 순환에도 영향을 미친다 (Chase et al.,

2000; Taylor et al., 2002). 식생의 물리적 상태 변화는

거칠기길이의 변화에 의한 운동량 교환뿐만 아니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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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포착, 증발 및 증발산에 의한 토양수분의 조절 등

지면과 대기 사이의 수분교환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

할을 한다 (Lawrence and Slingo, 2004).

지면의 알베도 변화와 대기순환 및 강수와의 관계를

실험한 Charney (1975)의 연구는 지면-대기 상호작용의

중요성 인식과 다양한 지면물리과정 발달의 계기가 되

었다. 보다 정교해진 지면모델들 (e.g., Biosphere-

Atmosphere Transfer Scheme (BATS), Simple Biosphere

model (SiB), Noah Land Surface Model (LSM), Met-

Office Surface Exchange Scheme (MOSES))은 단순한

형태의 단일 토양층을 갖는 Bucket model (Manabe, 1969)

이 고려하지 못한 식생, 토양수분 및 눈덮힘 (snow cover)

등의 지면상태를 처방할 수 있게 되었다 (Sellers et al.,

1986). 이들 지면모델과 결합한 지역 또는 전지구 규

모의 기후모델 실험을 통해 특정 지역의 지면피복, 토양

수분 및 식생의 구조적 상태 변화가 지역기후 뿐만 아

니라 장기간의 대기 변동에도 기여함으로써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의 기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Dickinson and Sellers, 1988; Lynn et al., 1995; Xue

and Shukla, 1993).

최근에는 위성관측 자료의 비약적 확대 및 자료동화

기술의 향상을 바탕으로 보다 정교한 지면물리과정의

적용 (Cox, 2001; Ek et al., 2003) 및 지면경계조건의

개선을 통한 수치 및 기후모델의 모의성능 향상을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Jin et al., 2010; Rha et al.,

2005, 2008; Suh and Lee, 2004). 이 연구들은 지표면

유형의 상세화, 식생 및 토양수분의 시공간 변동성을

고려한 지역기후 모의실험의 결과로부터 지면과 대기

사이의 수분 및 에너지 균형에 대한 모의수준 향상을 위

해 정확한 지면상태의 처방이 필수적임을 보였다 (Lobell

and Bonfils, 2008; Ozdogan et al., 2010). 동아시아 지

역에서도 지역기후 모델을 이용한 민감도 실험을 통해

지면피복의 현실적 개선이 이 지역에서의 지면변수 뿐

만 아니라 동아시아 여름 몬순의 모의수준 향상에 중요

한 요소임이 밝혀졌다 (Kang and Hong, 2008).

지면상태의 현실적 처방이 기후모델을 이용한 장기

적분에서 뿐만 아니라 수치모델을 이용한 단기모의에서

도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밝히는 연구들도 수행되었다.

Case et al. (2008)은 Advanced Research WRF (ARW)

모델을 이용한 단기모의에서 NASA Land Information

System (LIS; Kumar et al., 2006, 2007)를 기반으로 한

고해상도 지면경계조건의 처방을 통해 지면근처의 기온,

노점온도 및 바람 등 지면변수들의 모의수준이 향상됨

을 보였다. 한반도 지역에서도 지면피복 분류자료의 개

선이 이 지역에서의 거칠기길이 등 지면의 생물리적 상

태를 보다 현실적으로 처방함으로써 기온, 바람 및 혼합

비 등의 지면변수들에 대한 모의수준을 향상시킴이 밝

혀졌다 (Rha et al., 2008). 그러나, 수치 및 기후모델의

모의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지면

물리과정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모수화의 한계, 지면상

태 자료의 품질 등에 따른 지면-대기 상호작용의 계산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Saulo et al., 2010).

뿐만 아니라, 정확한 지면경계조건의 처방이 동아시아

지역 여름철 단기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상

대적으로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

면-대기 상호작용의 모의수준 향상을 위해, 사막화, 도시

화, 농지화 등으로 전 세계에서 지면상태가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것으로 알려진 동아시아 지역의 정확한 지면

경계조건 산출 및 수치모델을 이용한 민감도 실험이

필요하다.

기상청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KMA)

에서는 고품질의 수치예보자료 제공을 위해 세계 2위

수준의 전지구 예측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진 UM

(Unified Model)을 2008년 도입하여 현업운용중이다. 그

러나 UM의 지면경계조건으로 적용된 IGBP (International

Geosphere-Biosphere Programme) 지면피복과 잎면적지수

자료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지면피복

을 잘 못 분류하거나 공간 불연속 등의 문제가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Kang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UM을

이용한 동아시아 지역 단기 모의에서 지면경계조건의 변

화가 지면변수들과 한반도 지역 기온 및 강수 모의수준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2009년

여름철 2개월 (Jul. and Aug.)에 대해 지면피복과 잎면

적지수 자료를 각각 다르게 적용한 4 가지 민감도 실험

을 수행하였다. 지면경계조건으로는 UM의 기본 지면경

계조건 (original land surface condition)과 기존 자료의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관측 자료로부터 산출한 동아시

아 지역 지면피복 (Kongju National Univ. Land Cover

map: KLC_v2) 및 잎면적지수 자료를 이용하였다.

2. 자료 및 연구 방법

a. 자료

본 연구에서는 지면경계조건 처방을 위해 UM의 초

기자료와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역에 대해 품질을 개선

한 각각 두 종류의 지면피복과 잎면적지수 자료를 이용

하였다. UM의 초기 자료로 적용된 지면피복은 IGBP

이며, 개선한 지면피복 분류자료 (KLC_v2)는 최근 3년

(2006-2008)동안의 동아시아지역 (Lat.: 90N-60S/Lon.:

70E-180E) MODIS NDVI에 SVM (support vector

machine)을 적용하여 IGBP 지면피복 정의에 따라 17개

유형으로 분류한 자료이다 (Kang et al., 2010). UM에

적용된 잎면적지수 자료는 과대추정 및 동아시아 지역

에서 시공간 연속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초기

버전의 MODIS 자료이다. 이 자료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5년간 (2004-2008)의 MODIS 잎면적지수 자



강전호·서명석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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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료 (MOD15A2, MYD15A2)에 시공간 연속성을 이용한

보정기법 (Kang et al., 20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월주기

잎면적지수 자료를 사용하였다. 시공간 연속성을 이용한

보정기법은 식생의 성장과 쇠퇴는 시간적으로 연속적인

변화를 하며, 인접한 공간에서 동일한 유형의 식생은 유

사한 계절변동 특성을 보인다는 이론에 근거한 보정

기법이다.

각 지면경계조건에 대한 민감도 실험별 기온과 강수

의 모의성능 평가 및 UM의 계통적 모의특성 분석을 위

해 기상청 산하 남한 76개 관측지점에서 관측한 2009년

강수량과 기온자료를 이용하였다. 관측자료와 모의 자료

의 공간일치를 위해 관측지점과 이를 둘러싼 4개의 각

격자점 사이의 거리에 반비례하는 가중치를 해당 격자

값에 적용하는 가중평균 방법을 이용하여 모의자료를

격자점 위치의 값으로 내삽하였다. 또한, 1시간 주기로

제공되는 관측자료와 3시간 주기로 출력되는 모의자

료의 시간일치를 위해 강수량은 3시간 누적 강수량을

이용하였고, 기온은 해당 모의시간의 값을 이용하였다.

관측자료를 이용한 검증 방법으로 연속형 변수인 기온

에 대해서는 상관계수 (correlation coefficient: R), 편의

(Bias) 및 평균제곱근오차 (root mean square error: RMSE)

를 분석하였으며, 범주형 예보변수인 강수에 대해서는

분할표 (contingency table)를 이용한 탐지확률 (probability

of detection: POD), 오보율 (false alarm ratio: FAR), 편의

(Bias or frequency bias), 정확도 (accuracy: ACC), 임계

성공지수 (critical success index or threat score: CSI) 및

ETS (equitable threat score)를 분석하였다.

b. 모델설정 및 실험설계

지면경계조건에 대한 민감도 실험을 위해 UM vn6.6

을 이용하였다 (Davies et al., 2005). UM은 기상청 (KMA)

에서 2008년에 영국기상청 (United Kingdom Met Office:

UKMO)으로부터 도입하여 2010년부터 현업운용중인

모델이다. UM의 지면모델로는 MOSES II (Met Office

Surface Exchange Scheme)가 사용된다 (Cox et al., 1999;

Essery et al., 2001). MOSES의 가장 큰 특징은 격자내

지면피복 유형별 점유율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즉, 각 모

의 격자는 적어도 한 개 이상의 IGBP 지면피복 화소

(17-class)를 포함할 수 있으며, 해당 화소들로부터 MOSES

에서 정의하는 9 가지 지면피복 유형별 (5 vegetated type

and 4 non-vegetated type) 점유율을 산출한다. 각 지면피

복 유형 (MOSES 9-type)에 대해 지표면온도, 복사속

등의 지면변수들을 계산하고, 지면피복 유형별 점유율에

따라 가중 평균한 결과를 이용한다.

지면경계조건 (지면피복, 잎면적지수)이 동아시아 지역

단기모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지면경계조건

을 제외한 모든 조건은 각 실험에서 동일하게 설정하였

다 (Table 1). Fig. 1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설정한 동아

시아 지역 모의영역을 나타낸 것이다. 모델의 수평해상

도는 12 km 이며, 연직 방향으로는 38개 Eta-theta 층을

갖는 동-서 방향 540, 남-북 방향 432 격자로 구성하였

다. 초기 및 측면경계조건은 UM 전지구 모의 결과를

이용하였으며, 지면물리과정은 MOSES II를 이용하였

다. 모의 기간은 2009년 7월과 8월 2개월이며, 하루에

2회 00UTC와 12UTC에 72시간 예보하는 연속수행

(consecutive reruns) 방법으로 모의하였다.

지면경계조건에 따른 민감도 실험은 지면피복과 잎

면적지수 자료를 각각 다르게 적용한 4가지 실험으로

구성하였다 (Table 2). CTRL (control experiment)에서는

UM의 초기 경계조건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NLAI (new

Table 1. Model configurations of UM for the sensitivity test.

Contents Descriptions

Model Unified Model vn6.6-limited area model

H/V grid spacing
12 km (540 × 432), 38 eta-theta layer

(top: 39 km)

Initial and

boundary data
Global model (UM) - every 6hour

Land surface process MOSES II non-local scheme

Radiation
Edward-Slingo general 2-stream radiation

scheme

Large scale

precipitation

Improved mixed phase microphysics

scheme

Convection CMODS convection scheme

Cloud scheme Standard scheme

Simulation period 2009. Jul.-Aug. (2-month)

Forecast time 2 times (00, 12UTC)/day + ~72 hours

Fig. 1. The model domain configuration over the east Asia

in UM simulation with 12 km horizontal resolution. The

grey level is proportional to the 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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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f area index)에서는 잎면적지수만 개선한 자료로 변경

하고, NLCE (new land cover experiment)에서는 지면

피복만을 KLC_v2로 변경하였다. NLSE (new land

surface experiment)에서는 지면피복과 잎면적지수 모두를

개선한 자료로 변경하였다. 2개월 동안 4가지 민감도

실험을 통해 총 496회의 모의실험을 수행하였다 (2 (00,

12UTC) × 4 (experiment) × 31 (days) × 2 (month) = 496

experiments).

3. 결 과

a. 지면경계조건에 따른 지면의 생물리적 상태

지면피복과 잎면적지수의 변화가 UM의 지면 생물

리적 상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4가

지 민감도실험의 식생유형별 (plant functional type: PFT)

점유율, 잎면적지수, 알베도 및 거칠기길이를 CTRL과

다른 실험 간의 차이로 비교하였다. UM의 지면경계조

건으로 입력되는 IGBP 지면피복은 MOSES에서 정의하

는 5가지 식생유형 (broadleaf, needleneaf, C3/C4 grass,

shrubs)과 4가지 비식생유형 (urban, inland water, soil,

ice)의 점유율로 변환되며, 잎면적지수는 다음 식에 의해

5 가지 식생유형별 잎면적지수로 변환된다.

(1)

여기서 fi는 식생유형 i의 비율 (fraction of PFT i)

이고, LAIj와 LAIij는 각각 IGBP 지면피복 유형 j의 잎

면적지수 및 조견표 (lookup table)로 주어지는 IGBP

유형별 각 식생유형의 잎면적지수를 의미한다.

Fig. 2는 식생유형별 점유율을 나타낸 것으로, 위쪽은

초기 IGBP 지면피복을 적용한 CTRL과 NLAI 실험에

서의 점유율이며, 아래쪽은 KLC_v2를 적용한 NLCE 와

NLSE 실험에서의 점유율과 CTRL 사이의 편차를 나타

낸 것이다. IGBP에서 KLC_v2로 지면피복을 변경함에

따라 활엽수림의 점유율은 중국 남부지역에서 30-50%

로 증가한 반면 위도 50N 부근의 바이칼호 동쪽 러시아

남동부 지역에서는 감소하였다. 또한 침엽수림은 바이

칼호 주변의 고위도 지역에서 점유율이 약 20-40% 였

으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하여 점유율이 0%인 지역

도 나타났다. 북위 25N, 동경 118E 부근에 위치한 중국

남동부 해안지역 푸젠성 (Fujian) 에서는 침엽수림의

점유율이 60%에서 0%로 크게 감소하였다. C3 초지의

점유율은 북위 20N~40N 사이의 중국내륙 대부분의

지역에서 약 10% 수준까지 감소한 반면 북만주와 러

시아 남동부 지역에서 50%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한반도에 집중된 C4 초지의 문제가 해소되었고, 관목

수림은 약 ± 25% 범위에서 기존에 존재했던 지역은

대부분 감소하였고 존재하지 않았던 지역에서는 대부

분 증가하였다.

개선한 잎면적지수를 적용한 NLAI와 NLSE의 대

부분의 영역에서 CTRL에 비해 잎면적지수가 감소하

였으며, 특히 중국 남동부 푸젠성 지역에서 최대 약

4~5의 편차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CTRL의 잎면적

LAIi
1

fi
--- LAIj LAIij⋅( )

j
∑=

Table 2. Experiment design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of

the LC and LAI.

Experiment LAI LC

CTRL old MODIS IGBP

NLAI new MODIS IGBP

NLCE old MODIS KLC_v2

NLSE new MODIS KLC_v2

Fig. 2. Spatial distribution of (a) land cover fraction for each plant functional types on CTRL and (b) their differences to the N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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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가 다른 실험에 비해 전반적으로 큰 것은 CTRL에

적용된 초기 MODIS LAI가 과대하게 추정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Wang et al., 2004), NLAI와 NLSE

에서는 이 문제를 개선한 자료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한편, 지면피복만을 변경한 NLCE에서는 다른 실험과

달리 주로 중국 남부지역 등 저위도 지역에서는 잎면

적지수가 감소하였고, 러시아 남동부 등 고위도 지역

에서는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

에 입력된 잎면적지수가 동일한 경우라도 식(1)에 나타

낸 바와 같이 MOSES의 식생유형별 잎면적지수는 지

면피복 유형에 따라 다시 계산되어 처방되기 때문이다.

Fig. 3은 지면피복과 잎면적지수의 변화에 따른 알

베도와 거칠기길이의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알베도는

주로 초지유형에서 활엽수림으로 변화한 중국 남부지

역에서 약 10%로 감소하여 CTRL에 비해 약 6% 작고,

한반도를 비롯한 중/저위도 지역에서는 활엽수림과 침

엽수림의 점유율이 증가함에 따라 알베도가 감소하였

다. 반면, 침엽수림과 활엽수림의 점유율이 감소하고

초지의 점유율이 증가한 러시아 남동부 등 고위도 지

역에서는 알베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초지의 점유율이

약 60%에서 0%로 급격히 감소한 고비사막 동쪽 경계

지역에서는 알베도가 10% 이상의 차이로 크게 증가

하였다. 거칠기길이는 주로 활엽수림과 침엽수림의 증가

또는 감소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위 20N~40N 사이의 중국 남부지역에서 거칠기길이가

0.4 m 이상 크게 증가하였으며, 최대 1 m 이상 증가한

지역도 존재한다. 거칠기길이가 크게 증가한 지역은

활엽수림의 점유율이 증가한 지역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북위 50N 이상의 고위도 지역에서는

침엽수림의 점유율 감소에 따라 거칠기길이가 최대 0.6 m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지 및 관목수림에 의한

거칠기길이의 변화는 ± 0.2 m 이내로 작게 나타났다.

즉, 지면경계조건에 따라 주로 활엽수림의 점유율이

크게 증가하고 잎면적지수가 감소한 중국 남부지역에서

알베도는 CTRL에 비해 약 6% 감소하였고 거칠기길

이는 약 0.4 m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중국 남동부의 푸

젠성 지역에서는 약 60% 점유율의 침엽수림이 대부분

활엽수림으로 변경되었고 잎면적지수는 큰 변화를 보

이지 않았지만 알베도와 거칠기길이는 소폭 증가하였

다. 반면에 침엽수림의 점유율이 감소하고 C3 초지의

점유율이 증가한 러시아 남동부 지역에서 알베도는 증

가하였고 거칠기길이는 최대 0.6 m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초지의 점유율과 잎면적지수가 모두 감

소한 고비사막 주변지역 에서는 거칠기길이의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반면 알베도는 약 10% 이상의

차이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b. 지면경계조건의 영향

지면경계조건의 변화에 따른 지표면온도와 복사속 및

기온의 변화는 7월과 8월에 유사한 변화패턴과 공간

분포를 보였다. 단, 강수일수가 많은 7월에 비해 상대

적으로 강수가 적은 8월에 지면 변수들의 변화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는 8월의 공

간분포를 제시하고 그 결과를 설명하였다.

Fig. 4는 지면경계조건의 변화가 지표면온도, 순복사,

현열 및 잠열속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

하여 CTRL실험과 다른 민감도 실험 사이의 편차를 공

간분포로 나타낸 것이다. 지표면온도는 KLC_v2를 적용

한 NLCE와 NLSE에서 유사한 패턴으로 IGBP를 적

용한 CTRL과 +1.5K에서 −1.2K 사이의 큰 편차를 보인

반면, NLAI에서는 전반적으로 ± 0.3 K 범위로 작은 편

차를 보였다. 순복사속의 편차에서도 NLCE와 NLSE는

± 12W/m2 범위의 편차를 보인 반면, NLAI에서는 상대

적으로 작은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표

Fig. 3. Spatial distribution of differences in (a) albedo and (b) roughness length between CTRL and N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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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온도와 순복사속은 지면피복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

응하는 반면, 잎면적지수의 변화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활엽수림의 점유율이 크게 증가한 중국 남부지역에서

지표면온도는 약 0.9 K, 순복사속은 약 6~12 W/m2, 현열

속은 최대 약 18 W/m2 증가하였고, 잠열속은 약 9 W/m2

감소하였다. 한편, 침엽수림의 점유율이 감소하고 초지

의 점유율이 증가한 러시아 남동부 지역에서 지표면온도

는 약 0.6 K, 순복사속은 약 6 W/m
2
, 현열속은 약 12 W/m

2

감소하였고, 잠열속은 약 12 W/m2 증가하였다. 고비사

막의 경계지역에서는 초지의 점유율이 가장 크게 감소한

동쪽 경계지역을 중심으로 지표면온도가 크게 증가하

였고, 순복사속과 잠열속이 크게 감소하였다. 주로 초

지유형에서 활엽수림으로 변화한 주변지역들과 달리

중국 남동부의 푸젠성에서는 주로 침엽수림에서 활엽

수림으로 지면피복이 변화함에 따라 인접지역과 구분

되는 독특한 변화특성을 보였다. 이 지역에서 지표면

온도는 약 0.9 K 감소, 순복사속과 잠열속은 각각 약

12 W/m2, 30 W/m2 증가하였고, 현열속은 약 15 W/m2

감소하였다.

사막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순복사속은 지면

피복 변화에 따른 알베도의 변화와 직접적으로 관련

되어, 알베도가 감소한 지역에서 순복사속이 증가하고,

알베도가 증가한 지역에서는 감소하였다. 그러나 지표면

Fig. 4. Differences of monthly averaged (a, e and I) land surface temperature (LST), (b, f and j) net radiation (R_net), (c, g and k)

sensible heat flux (SHF) and (d, h and l) latent heat flux (LHF) between CTRL and (a-d) NLAI, (e-h) NLCE and (i-l) NLSE for

Augus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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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의 분포는 알베도와 거칠기길이뿐만 아니라 보웬비

(Bowen-ratio)에 의한 현열속과 잠열속의 변화에 따라

지역적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표면온도는

현열속이 증가하고 잠열속이 감소한 지역에서 증가하

였고, 반대로 현열속이 감소하고 잠열속이 증가한 지

역에서 감소하였다. 현열속이 감소하고 잠열속이 더 큰

편차로 감소한 고비사막 경계지역에서는 지표면온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지면근처의 바람 (10 m)은 지면피복 및 식생의 상태

변화에 따른 거칠기길이의 변화에 민감한 요소이며 지

표면온도와 함께 기온 (1.5 m)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Fig. 5는 지면경계조건의 변화에 의한 지면의 생

물리적 상태 변화가 지면근처의 바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CTRL과 각 실험사이의 풍속 편차 (10 m)

를 나타낸 것이다. 풍속은 NLAI에서는 거의 변화하지

않은 반면, NLCE와 NLSE에서는 거칠기길이의 변화에

따라 큰 편차를 보였다. 활엽수림과 침엽수림의 점유율

이 크게 증가하여 거칠기길이가 최대 1 m 이상 크게 증

가한 중국 남부지역에서 풍속은 최대 1 m/s까지 감소

하였고, 활엽수림과 침엽수림의 점유율이 감소하고 초지

의 점유율이 증가한 러시아 남동부지역 등 북위 50N 이

상의 고위도 지역에서는 거칠기길이가 감소함에 따라

풍속은 약 0.6 m/s 증가하였다. 초지 유형의 감소로 거

칠기길이가 약 0.2 m 감소한 고비사막 주변지역에서도

풍속은 최대 0.8 m/s 까지 크게 증가하였다.

지표면온도와 복사속 및 지면근처 바람의 변화는 기

온의 분포에 영향을 미친다. Fig. 6은 지면의 생물리적

상태 변화 및 그로인한 지표면온도, 복사속 및 바람 (10 m)

등의 변화가 기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CTRL과 각 실험 사이의 기온 편차 (1.5 m)를 나타낸 것

으로, 모든 실험에서 각 실험별 지표면온도의 변화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NLAI 실험에서는 사막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온이 감소하였고,

NLCE와 NLSE에서는 중국 남부지역 등 중/저위도 지

역에서 기온이 최대 약 0.9 K 증가한 반면, 러시아 남동

부 등 고위도 지역에서는 최대 약 1.2 K 감소하였다. 또

한 인접한 주변 지역과 분리되는 독특한 지표면온도

변화특성을 보인 중국 남동부 해안지역의 푸젠성에서는

기온 역시 감소하였다. 이 지역에서의 기온 감소는 NLSE

에서 약 1.2 K 편차로 가장 컸으며, NLCE 뿐만 아니라

NLAI에서도 약 0.9 K 감소하였다.

지표면온도와 기온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지역적 변

화 패턴은 전반적으로 일치하였으나, 지표면온도가 최대

로 증가한 지역과 기온이 최대로 증가한 지역은 일치하

지 않았다. 지표면온도는 고비사막 주변지역과 중국 남

부지역에서 최대 편차를 보인 반면, 기온은 중국 남부

Fig. 5. Differences of monthly averaged wind speed (10 m) between CTRL and (a) NLAI, (b) NLCE and (c) NLSE for August 2009.

Fig. 6. Differences of monthly averaged air temperature (1.5 m) between CTRL and (a) NLAI, (b) NLCE and (c) NLSE for

Augus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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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러시아 남동부 등 고위도 지역에서 가장 큰 편

차를 보였다. 바람의 변화에 따라 지면과 대기 사이의

연직혼합, 이류 및 복사수지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면경계조건의 변화에 의한 지면의 생물리적 상태

변화는 순복사속과 보웬비, 지표면온도를 변화시켰으며

지면근처의 바람과 기온의 분포에도 영향을 미쳤다. 활

엽수림의 점유율이 크게 증가한 중국 남부지역에서

거칠기길이의 증가로 풍속은 감소하였고, 순복사속은

약 6~12 W/m2, 현열속은 최대 약 18 W/m2 증가하였

으며, 지표면온도와 기온은 모두 약 0.9 K 증가하였다.

침엽수림의 대부분이 활엽수림으로 전환된 푸젠성 지

역에서 순복사속은 주변의 다른지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하였지만 현열속은 약 15 W/m2 감소하고 잠열속은

약 30 W/m2 증가하였으며 지표면온도는 약 0.9 K, 기온

은 최대 약 1.2 K 감소하였다. 침엽수림의 점유율이 크게

감소하고 초지의 점유율이 증가한 러시아 남동부 지

역에서도 푸젠성과 유사한 보웬비의 변화를 보였지만

거칠기길이의 감소로 풍속은 증가하였고, 순복사속은

약 6 W/m2, 지표면온도는 약 0.6 K, 기온은 약 1.2 K

감소하였다.

c. 기온 및 강수의 모의수준에 미치는 영향

지면경계조건의 변화가 남한의 강수 및 기온의 모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남한 76개 관

측지점의 기상청 지상관측 자료를 이용한 검증을 수

행하였다. Fig. 7은 7월과 8월의 기온 검증결과로, 모의

시간별 상관계수, 편의 및 평균제곱근오차를 6시간 간격

으로 나타낸 것이다. 월 평균한 모의시간별 검증결과로

나타내기 위해 먼저 00UTC와 12UTC에 모의한 각각의

결과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KST (korea

standard time)를 기준으로 재 정렬하여 통합하였다. 즉,

00UTC는 09KST에 시작되고, 12UTC는 12시간 후인

21KST에 시작되도록 정렬하여 각 모의시간별로 평균

Fig. 7. Monthly mean of (a and d) R, (b and e) bias and (c and f) RMSE of air temperature (1.5 m) at each simulation time on

(a-c) July and (d-f) Augus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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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선형 그래프로 나타낸 CTRL의 결과에서 7월의 상관

계수는 06시 (KST)에 가장 높고 12시에 가장 낮아지는

24시간 주기의 일변동을 보이고 있으며, 편의와 평균제

곱근오차에서도 06시에 가장 낮고 12시에 가장 높은

일변동을 보인다. 반면, 8월은 편의에서 7월과 동일한

일변동을 보였으나, 상관계수와 평균제곱근오차는 다른

특성을 보였다. UM이 모의한 기온의 평균 상관계수는

약 0.7~0.8 수준이며, 7월에 비해 8월의 상관계수가 높았

다. UM은 한반도의 기온을 모의시간에 상관없이 전반

적으로 과소 모의함으로써 평균 약 −0.6 K 수준의 음의

편의를 보였고, 특히 12시에서 24시 사이의 기온을 더욱

낮게 모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제곱근오차는 7월

과 8월 모두에서 평균 약 2 K 수준이며, 7월에 비해 8월

의 일변동이 약하게 나타났다.

CTRL과 다른 민감도실험 사이의 모의수준은 편의에

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상관계수는 실험간의 차이

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시간에 따른 편차의

크기는 NLCE와 NLSE에서 CTRL과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편의와 평균제곱근오차가 비교적 큰 18시에서

24시 사이의 야간에 가장 큰 편차를 보였다. NLCE와

NLSE에서 야간에 편의와 평균제곱근오차가 크게 감소

하였고 상관계수는 증가하였다. 반면 낮 12시에는 편의

와 평균제곱근오차가 증가하였고 상관계수는 감소하

였다. 즉, NLCE와 NLSE에서 야간의 모의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주간의 모의수준은 거의 변화되지 않음으로써

전반적으로 한반도 지역의 기온 모의수준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NLAI는 모의시간에 상관없이 상관계수, 편의,

평균제곱근오차 모두에서 CTRL과 유사한 모의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잎면적지수 단독의 개

선은 한반도 기온 모의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지면피복을 개선했을 때 한반도 기온의 모의 성능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또한 CTRL과의 모의수준 편차에

서 NLCE와 NLSE가 유사한 결과를 보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NLCE에 비해 NLSE의 모의수준이 더 크게

향상되는 것으로 보아 지면피복과 잎면적지수를 함께

개선함으로써 더 큰 모의수준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을 알 수 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 단기모의에서

지면경계조건의 변화가 지면의 생물리적 상태 변화 및

지표면온도, 복사속 및 기온의 변화를 통해 강수의 모의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월 평균한 강수량의

공간분포를 분석하였다. Fig. 8은 CTRL의 7월 평균 일

강수율 (mm/day) 공간분포 및 다른 실험과의 편차를

 Fig. 8. Spatial distribution of monthly averaged precipitation rate for the (a) CTRL experiment and differences between CTRL

and (b) NLAI, (c) NLCE and (d) NLSE experiment on July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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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 것이다. UM은 CTRL에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 내륙으로부터 일본 동북쪽으로 발달하는 주요 강

수대를 모의하였으며, 한반도, 일본, 베트남 등 일부 지

역에 강수대가 특히 강하게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내륙으로 발달한 한반도 서쪽의 강수대는, 남서쪽

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중국 남부지역의 해안선을 따라

발달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동아시아 몬순의 주요 강

수대를 북쪽으로 치우치게 모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CTRL과 다른 실험 사이의 편차 분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지면경계조건의 변화가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

시아 지역 강수모의에 미치는 영향은 체계적인 설명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각각의 실험에서 모의한 강수

대의 위치와 양 모두 주요 강수대의 중심 또는 경계지

역에서 미미한 차이만 보일 뿐, 지면경계조건이 강수모

의에 미치는 영향은 주목할 만한 수준을 보이지 않았다.

지면경계조건이 한반도 강수모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정확도, 편의, 탐지확률 등을 분석하였

으며, 약한 강수 (0.1 mm/3 hr)와 강한 강수 (5 mm/3 hr)에

대한 7월과 8월의 정확도를 Fig. 9에 나타냈다. 7월과

8월 모두 약한 강수에 비해 강한 강수에 대한 정확도가

높았으며, CTRL과의 편차는 약한 강수에서 크게 나타

났다. 약한 강수에 비해 강한 강수에 대한 정확도가 높

은 이유는 UM이 약한 강수를 과다모의 하며, 무강수

지역에서 임계치 이상으로 강수를 모의한 경우가 강한

강수에 비해 약한 강수에서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7월에는 약한 강수에서 약 +30시간 이후에 민감도 실

험의 정확도가 증가하였고 특히 NLAI에서 크게 개선되

었다. 반면 8월에는 약한 강수에서 전체적으로 정확도가

감소하였고, NLCE와 NLSE에서 더 큰 편차를 보였다.

강한 강수에서는 7월과 8월 모든 실험에서 +30시간 이

전까지 CTRL과 모든 민감도 실험이 유사한 결과를

보이다가 이후에 편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0은 약한 강수와 강한 강수에 대한 7월과 8월의

월평균 임계성공지수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정확

도와 달리 임계성공지수는 7월의 +03시를 제외하고, 강

한 강수에 비해 약한 강수에 대한 모의 수준이 높고,

8월에 비해 7월의 모의 수준이 높았다. 7월에 주간에는

강한 강수의 모의수준이 높아지고 약한 강수의 모의수

준이 낮아지는 반면 야간에는 반대로 약한 강수의 모의

수준이 높아지고 강한 강수의 모의수준이 낮아지는

변동성을 보였다. 8월의 강한 강수에 대한 모의수준은

전반적으로 NLCE와 NLSE에서 CTRL에 비해 증가하

였으나, 8월의 약한 강수와 7월의 강수에 대해서는 전체

적으로 모든 민감도 실험에서 한반도 지역의 강수 모의

수준이 향상되지 못하였다. CTRL과 다른 민감도실험

사이의 모의수준은 강수강도와 예보시간에 따라 작은

차이만 있을 뿐, 편의, 탐지확률, 오보율 및 ETS에서도

전체적으로 정확도 및 임계성공지수 결과와 크게 다

르지 않았다.

기상청 관측자료를 이용한 기온과 강수의 모의수준

Fig. 9. Monthly mean of accuracy (ACC) of precipitation at each simulation time on July and Augus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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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결과 UM은 CTRL에서 남한의 기온을 평균적으로

약 −0.6 K 편의로 과소모의 하였다. 그러나 지면피복과

잎면적지수의 개선을 통해 남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음

의 편의가 크게 감소하고 평균제곱근오차 또한 감소함에

따라 기온의 모의성능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UM은 남한지역 강수를 약한 강수는 과다모의하고 강한

강수를 과소모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한 강

수에 대한 모의수준이 낮은 이유는 무강수 지역서 임계

치 이상으로 과다모의 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수에 대한 지면경계조건 변화의 영향은 주요

강수대의 중심 또는 경계지역에서 미미한 차이를 보

일 뿐 모의 성능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요약 및 결론

지면경계조건의 변화가 UM을 이용한 동아시아 지역

단기모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지면피복과

잎면적지수를 각각 다르게 처방한 4가지 유형의 민감도

실험을 수행하였다. 지면피복분류 자료로 UM의 초기 자

료인 IGBP와 동아시아 지역에 대해 새로 분류한 KLC_v2

를 이용하였고, 잎면적지수는 초기의 월주기 MODIS

잎면적지수와 최근의 자료에 시공간 연속성을 이용하여

보정한 월주기 MODIS 잎면적지수를 이용하였다. 민

감도실험은 초기 지면피복과 잎면적지수를 적용한 CTRL,

잎면적지수만 새로운 자료로 변경한 NLAI, KLC_v2를

적용한 NLCE 및 지면피복과 잎면적지수를 모두 변경한

NLSE의 4가지 실험으로 구성하였다. 모의실험은 2009년

여름철 2개월 (7월, 8월) 동안 하루에 2회 (00, 12UTC)

연속 재실행 방법으로 72시간 예보를 수행함으로써 총

496회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지면경계조건의 변화에 따른 지면의 생물리적 상태는

지면피복의 변화에 민감하였고 잎면적지수의 변화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KLC_v2를 적용한 NLCE와

NLSE는 주로 활엽수림과 침엽수림의 점유율이 크게 변

화된 지역에서 알베도와 거칠기길이의 큰 편차를 보였

다. 초지에서 활엽수림으로 변화된 중국 남부지역에서

알베도는 약 6% 감소하였고 거칠기길이는 평균적으로

0.8 m 증가하였다. 활엽수림과 침엽수림이 감소하고 초

지의 점유율이 증가한 북위 50N 이상의 고위도 지역에서

알베도는 약 4% 증가하였고, 거칠기길이는 약 0.6 m

감소하였다. 고비사막 주변지역의 초지 점유율 감소로

알베도는 최대 10% 증가하였으나 거칠기길이는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지면피복과 잎면적지수의 변화에 따른 지면의 생물

리적 상태 변화의 영향으로 바람, 순복사속, 보웬비, 지

표면온도 및 기온이 변화하였다. 침엽수림과 활엽수림이

모두 증가한 중국 남부지역 등 중/저위도 지역에서는

현열속이 증가하였고 잠열속은 감소하였으며 지표면

온도는 증가하였다. 침엽수림에서 활엽수림으로 변화한

중국 남동부의 푸젠성에서는 순복사속이 증가했으나 잠

Fig. 10. Monthly mean of CSI of precipitation at each simulation time on July and Augus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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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속이 증가하고 현열속이 감소하여 지표면온도는 감

소하였다. 한편 침엽수림과 활엽수림이 모두 감소하고

초지의 점유율이 증가한 러시아 남동부 등 북위 50N

이상의 고위도 지역에서는 현열속이 감소하고 잠열속은

증가하여 지표면온도는 감소하였다. 활엽수림과 초지는

MOSES에서 뿌리의 깊이가 각각 3 m, 0.5 m로 다르게

처방되며 각 토양층에서의 뿌리 비율 및 가능 증발비율

이 모두 다르다. 그러나 침엽수림이 감소한 대신 활엽

수림이 증가한 푸젠성 지역과 초지가 증가한 러시아 남

동부 지역에서 순복사속은 다르지만 현열 및 잠열속과

지표면온도의 변화 패턴은 동일하였다. 이는 초지와 활

엽수림의 복사수지가 유사함을 의미하지만, 다른 식생

유형에 의한 복합적 영향을 배제한 1 : 1의 직접 비교를

통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

바람은 거칠기길이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지표면온도와 기온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른

지면 변수들과 마찬가지로 바람 역시 잎면적지수만 변

경된 NLAI에서 변함이 거의 없었으며, 지면피복을 변경

한 NLCE와 NLSE에서는 거칠기길이가 증가한 중국 남

부지역에서 풍속이 감소하고, 거칠기길이가 감소한 북위

50N 이상의 고위도 지역에서 증가하였다. 또한 고비사

막 주변지역의 초지 감소로 거칠기길이는 거의 차이가

없었지만 풍속은 비교적 크게 증가하였다. 즉, 풍속은

거칠기길이가 크게 증가한 지역에 비해 편차는 작지만

거칠기길이가 감소한 지역에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였

다. 기온은 지표면온도 변화와 유사한 패턴으로 중국

남부지역에서 약 0.9 K 증가하였고 고위도 지역에서는

약 1.2 K 감소하였다.

한반도 지역의 지면피복은 초지의 점유율이 가장 높

은 혼합림에서 활엽수림의 점유율이 가장 높은 혼합림

으로 변경되었다. 알베도는 감소하고 거칠기길이는 증가

함에 따라 풍속이 감소하였고, 순복사속, 현열 및 잠열

속이 증가하여 지표면온도가 증가하였다. 한반도 지역

에서 지면 변수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편차가 크지 않

았는데 이는 이질적인 식생유형의 혼합으로 각 식생유

형에 의한 효과가 상쇄됐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온은 지면피복과 잎면적지수를 개선한 NLCE

와 NLSE에서 CTRL보다 높게 모의됨으로써 약 −0.7 K

음의 편의로 과소 모의된 CTRL에 비해 모의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특히 야간에 NLCE와 NLSE에서 편의와

평균제곱근오차가 크게 감소하고 상관계수가 증가하였다.

한반도 지역에 대한 강수의 모의수준은 강수 강도 및

평가 측도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였으며, 결론적으로

각 실험의 계통적인 모의성능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려

웠다. 대규모로 형성되는 종관시스템의 변화는 거의 발

견되지 않은 반면 국지적으로 생성되는 비선형적 변화

들이 발견되었다. 강수의 형성과정에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역학 및 미세물리과정이 연관되어 있으며 강수의

시공간적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또한 한반도 강

수의 대부분이 종관적 규모의 강제력과 중규모과정의

복합작용에 의해 유발되며, 특히 본 연구의 모의기간인

7월과 8월은 동아시아 몬순 기간을 포함하고 있기 때

문이다.

알베도, 거칠기길이 등 지면의 생물리적 상태뿐만 아

니라 지표면온도, 복사속, 바람, 기온 등 지면근처의 기

후요소들은 지면피복의 변화에 민감한 반면, 잎면적지

수만의 변화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지면피복을

변경한 NLCE와 NLSE에서 한반도 지역 기온의 편의가

크게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기온의 모의수준이 크게 향

상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지면경계조건의 변화가 지면

변수들의 모의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수치모델의

모의수준 향상을 위해 정확한 지면피복의 처방뿐만 아

니라 개선한 잎면적지수의 적용과 같은 지면경계조건의

품질향상이 매우 중요함을 보였다. 초기 및 측면경계

조건으로 처방된 전지구 모의자료 생산 단계에서부터 보

다 현실적인 지면피복, 잎면적지수 등의 지면경계조건을

처방한다면 지역모델과의 불연속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며, 강수의 모의수준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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