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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umerical prediction capability has been improved over the decades, but progress

of prediction for high-impact weather (HIW) was unsatisfactory. One reason of low
predictability for HIW is lack of observation data. The National Institute of Meteorological

Research (NIMR) has been performed observation program for improvement of predictability,

and reduction in social and economical cost for HIW. As part of this observation program,
summer intensive observation program (ProbeX-2009) was performed at the observation-gap

areas from 25 August to 6 September 2009. Sounding observations using radiosonde were

conducted in the Gisang2000 research vessel (R/V) from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KMA) over the West Sea and the Eardo R/V from the Korea Ocean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KORDI) over the South Sea. Observation System Experiment (OSE)

is carried out to examine the effect of ProbeX-2009 data. OSEs using Korea Local Analysis and
Prediction System (KLAPS) and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WRF) Model are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predictability for a short time forecast. And, OSEs using WRF/3DVAR system

and WRF forecast model are conducted to study the predictability for an extended time. Control

experiment (K_CTL and CNTL) used only GTS observation and experiment (K_EXP and
SWEXP) used ProbeX-2009 data from two system are performed. ETS for 3hr accumulated

rainfall simulated by KLAPS-WRF shows that K_EXP is higher than K_CTL. Also, ETS for 12hr

accumulated rainfall of SWEXP from 3DVAR-WRF is higher than CNTL. The results indicate
that observation over the ocean has positive impact on HIW pr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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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구 온난화의 가속화에 따라 전지구적으로 태풍,

집중호우, 폭설, 가뭄 등의 이상기후 및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위험 기상은 종관규모(수평

규모 약 100 km) 이하에서 발생하지만, 사회·경제적

으로 큰 피해를 유발한다. 

수치예보의 정확도는 물리과정의 개선, 모델의 고

분해능화, 자료동화 기술의 개발 등으로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보 오차의 많은

부분은 초기 조건의 오차에 기인한다(Lorenz, 1963).

카오스 이론에 따르면 초기 조건의 민감도는 예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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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직결된다. 예를 들어, 기압의 골과 마루의 초기 위

치는 며칠 이후의 예보에서 수십~수백 km의 예보 오

차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것이 단기 그리고 중기예

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 수치 모델의 초기 조

건은 관측에 의존한다. 특히 수치모델은 육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해상관측망의 공백으로 인하여 초

기 조건의 불확실성에 대한 한계를 늘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는 조밀한

육지 관측망을 가지고 있으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

인 지리적 특성 때문에 해상 관측망의 부재에 따른

영향이 더욱 크다. 

우리나라의 기상재해는 태풍, 집중호우에 의해 주

로 유발된다. 이러한 위험 기상현상에 대한 구조 및

발생 발달의 역학적 메커니즘의 규명이 필요하며, 이

를 위해서는 기존의 관측 네트워크와 더불어 최첨단

관측 장비를 이용한 시·공간적으로 고해상도의 집중

관측이 필요하다.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집중 관측 프

로그램이 수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산된 자료를

이용한 다양한 관측시스템 실험(Observing System

Experiment)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North Pacific

Experiment(NORPEX) 현장 관측에서는 겨울철에 미

국, 캐나다, 멕시코 등지에 영향을 주는 폭풍우의 예

측성을 높이기 위해서 북태평양의 관측 자료가 중요

하다는 것을 부각시켰다. 집중관측은 1998년 1월 14

일부터 2월 27일까지 6시간 간격으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드롭존데를 이용하여 이루어졌으

며, 이를 이용한 관측 시스템 실험으로부터 2일 예

보에서 약 10% 정도 오차가 감소하였음을 보인바

있다(Langland et al., 1999). 또한 WMO(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CAS(Commission for

Atmospheric Sciences) 산하의 THORPEX(THe Observing

system Research and Predictability EXperiment)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태평양 아시아 지역에 T-
PARC(THORPEX-Pacific Asia Regional Field Campaign)

을 실시하였다. T-PARC은 동아시아와 북서태평양에

서 발생하는 재해성 기상현상에 대한 예측성 향상과

그 영향반경인 북태평양의 동쪽 지역과 북미지역에서

의 중장기 예측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관측프로그

램이다. 태풍에 관한 국제공동관측인 T-PARC 2008은

태풍의 발생, 전향, 온대 저기압화에 대한 진로와 강

도 예측성 향상을 목표로 2008년 8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항공기를 이용하여 관측을 수행하였다(국립

기상연구소, 2008). 전은희 등 (2009)과 Kim et

al.(2010)은 태풍 ‘실라쿠’와 ‘장미’에 대해서 T-PARC

2008 태평양-아시아 집중관측 기간 동안 목표관측에

의해 수집된 드롭존데의 자료동화의 효과를 살펴보았

다. 그 결과 태풍의 진로와 중심 기압 예측에 있어서

높은 향상률을 나타냈다. 

국내에서도 KORMEX(KORea Monsoon EXperiment:

오재호 등, 2000) 집중 관측 프로그램이 수행되었다.

국립기상연구소에서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한반

도 악기상 집중 관측 사업인 KEOP(Korea Enhanced

Observing Program)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중규모

시스템과 태풍 등 재해성 악기상 현상에 대한 관측

자료를 축적하였다. KEOP 집중 관측을 통해 생산된

자료를 이용하여 강수 사례에 대한 분석과 여름철 강

수 형태의 분류 및 강수 예측의 민감도 등에 대한 다

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백선균 등, 2003; 박옥란

등, 2005; 김기훈 등, 2006; 원혜영 등, 2006; 박영연

등, 2007; 원혜영 등, 2008). 예보연구과의 국지분석시

스템인 KLAPS(Korea Local Anaysis and Prediction

System)와 중규모 모형인 MM5로 구성된 관측 자료

및 중규모 예측 시스템을 이용하여 KEOP-2004 기간

동안 한반도 남서 해안에 위치한 해남 악기상 센터

주변에서 관측된 자료가 강수 예측에 주는 영향을 파

악하였다(박영연 등, 2007). 기존의 관측 자료만을 이

용한 실험보다 KEOP-2004 자료를 추가로 활용한 실

험에서 강수대의 위치와 강도의 예측 오차가 감소하

였다. 원혜영 등(2008)은 2005년 장마기간을 중심으

로 KLAPS와 차세대 중규모 모형인 WRF(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를 이용하여 KEOP-2005 집

중관측 자료의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모델 결과를 개

선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현재, 기상청은 백령도, 흑산도, 고산, 포항, 속초에

서 일 2회의 정규 고층 관측을 실시하고 있어 자료의

분포가 해상보다 육상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4차 평

가보고서는 위험기상의 증가 요인이 해양의 변화에

기인함을 지목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해양이 호우, 폭

설 등의 기상 현상에 대한 주된 에너지 공급원으로 작

용하므로, 해상에서의 관측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

다. 따라서 국립기상연구소에서는 해상 관측공백지역

이 수치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ProbeX
(ProbeX: PRedictability and OBservation EXperiment

of Korea)-2009 프로그램을 통하여 2009년 8월 23일

에서 9월 10일까지 19일 동안 울릉도, 해남에서 라디

오존데를 활용한 1일 4회의 고해상도 집중고층관측과

더불어 2009년 8월 25일부터 9월 6일까지 13일간 서

해와 남해상에서 선상 고층 관측을 실시하였다(Fig.

1). 서해에서는 기상청의 해양기상관측선인 기상2000

호를 이용한 정선 관측이 이루어졌으며, 남해에서는

국립해양연구원의 이어도호를 이용한 하계 특별 선상

고층관측을 실시하였다. 이들 연직 자료들은 적절한

자료동화 기법을 통해 수치모델 초기장을 좀 더 현실

에 가깝게 생산하여 예보 정확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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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고해상도 수치모델의 강수 예측 성

능향상에 ProbeX-2009 관측 자료 중 해상관측공백지

역인 남해와 서해의 관측 자료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고자 한다. 현업에서 사용되는 초단기 기상분석 및

예측 시스템인 KLAPS-WRF 시스템을 이용하여 18시

간 이내의 초단기 예측성을 간단히 살펴보았고, 3DVAR-

WRF 시스템을 구축하여 좀 더 확장된 시간에 대한

예측성을 살펴보았다. 

2. ProbeX-2009 집중 관측

국립기상연구소에서는 위험기상현상의 발생과 발달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예측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2008년까지 ‘한반도 악기상 집중관측 사

업(KEOP: Korea Enhanced Observing Program)’을 수

행하였다. 2009년부터는 KEOP을 승계하는 새로운 관

측 프로그램인, ‘관측 및 예측 가능성 향상 연구

(ProbeX)’를 수행하고 있다. ProbeX-2009 프로그램에

서는 관측 공백지역인 해상에서 고층기상관측을 중점

으로 수행하였다. 

해상에서의 고층 관측은 동해, 서해, 남해 및 남해

안에서 가까운 해남위험기상집중관측센터에서 수행

되었으며 지점별 관측 기간, 관측 지점은 Table 1과

같다. 모든 지점에서의 고층 관측은 라디오존데를 이

용하였고 관측 주기는 1일 4회(0000, 0600, 1200, 1800

UTC) 이다. 서해상과 남해상에의 경우에는 선박에서

고층 관측이 이루어졌는데 서해상은 기상 2000호에서

수행되었고, 남해상에서는 한국해양연구원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이어도호를 활용하였다.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관측 수행 지점은 울릉도, 해남, 그리고 서

해상의 경우 오산 고층관측지점과 흑산도 고층관측지

점의 중간에 위치한 군산으로부터 서쪽으로 12 km 떨

어진 지점에서 정선관측을 수행하였고, 남해상의 경

우 거제항을 출항하여 제주 남해상을 이동하면서 관

측을 수행하였다. 우리나라는 바다로 삼면이 둘러싸

여 있으며, 편서풍대에 위치하여 서쪽에서 이동해오

는 기상 시스템의 영향으로 인한 위험기상 발생 빈도

가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지점의 자료 중 서

해상과 남해상의 관측 자료를 이용한 민감도 실험을

수행하여 수치 예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3. 예측 실험 설계

3.1. KLAPS-WRF 이용한 민감도 실험 

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서해상에서는 기상청의

기상2000호를 이용한 정선관측이, 남해상에서는 한국

해양연구원의 이어도호를 이용한 이동관측이 매 6시

간 마다 이루어졌다. 본 수치실험에서는 8월 26일 0000

UTC부터 31일 1800 UTC 까지 총 24회의 cycling 실

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고층자료는 라디오

존데 제작사의 자체 프로그램에서 1차적으로 품질관

리가 수행이 되었으며, 기상청에서 개발하여 사용중

인 관측자료 품질검사 시스템 중 라디오존데 품질검

사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2차 품질관리가 수행되었다

(허복행 등, 2006). 이 관측자료는 연직으로 조밀하여

KLAPS 분석과정에 입력시 10 hPa 간격으로 솎아내

기를 한 후에 입력되었다. 

남해와 서해상에서 관측된 고층자료의 관측시스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KLAPS-WRF 수치 분석ㆍ예측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차세대 중규모 모형인 WRF와

WRF의 6시간 예측장에 다양한 종관 및 비종관 관측

Fig. 1. ProbeX-2009. 

Table 1. The period, location, and contents of ProbeX-2009. 

Period Location Contents

24 Aug. 2009 ~ 10 Sep. 2009
울릉도 (Ullengdo)

해 남 (Haenam)

·Sounding observation using Radiosonde 

·0000, 0600, 1200, 1800 UTC 

25 Aug. 2009 ~ 6 Sep. 2009

24 Aug. 2009 ~ 6 Sep. 2009
남해상 (South sea)

서해상 (West sea)

·Sounding observation using Radiosonde 

·0000, 0600, 1200, 1800 U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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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분석하고 고분해능의 3차원 격자에서 기상장

을 생산하는 KLAPS를 결합하여 6시간 자료동화시스

템을 Fig. 2와 같이 구축하였다. 우선 전지구 예보모

델(Global Data Assimilation and Prediction System,

GDAPS) 자료를 초기 및 경계장으로 WRF를 6시간 동

안 적분하여 생산된 예보장을 배경장으로 하고 여기

에 관측 자료를 섞어 KLAPS 분석장을 생산하였다.

KLAPS 분석장을 초기자료로 사용하고 GDAPS 자료

를 경계자료로 사용하여 다시 18시간 동안 WRF로 예

측을 하고 그 중에서 6시간 예측장을 그 다음 6시간

KLAPS 분석을 위한 초기 추정치로 이용하는 방법으

로 6시간 간격의 분석렛뮨¯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KLAPS 분석에 사용되는 기본 관측자료는 GTS를 통

해 들어오는 지상과 상층 관측자료, AWS (Automatic
Weather System), AMDAR(Aircraft Meteorological Data

Relay), AMEDAS(Automated Meteorological Data

Acquisition System), METAR(Meteorological Aerodrome

Report), MTSAT-1R(Multi-functional Transport Satellite-

1 Replace) 위성의 적외, 근적외, 가시, 수증기 영상자

료,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윈드프로파일러 자료 등이

사용되었다. 

사용된 수치모델의 설정과 모델의 영역을 Table 2

에 각각 나타내었다. 중국, 한국, 일본에 걸친 동북아

시아 지역을 포함하는 동서와 남북으로 격자가 각각

251 × 251의 15 km의 수평 해상도를 가지고 있으며,

연직으로는 40개의 층으로 모형의 꼭대기층 기압은

Fig. 2. Schematic diagram of analysis and forecasting system with KLAPS-WRF 6-hours assimilation cycle. 

Table 2. The model description and domain. 

WRF/ARW v2.2 

Horizontal resolution 15 km (251 × 251)

Vertical resolution 40 vertical layers (top : 50 hPa)

Forecast time 18 hours

Initial condition KLAPS analysis 

Boundary condition GDAPS ET426 forecasts

Physical process

Microphysics Scheme WSM6

Radiation Scheme Dudhia/RRTM

Cumulus parameterization Kain-Fritsch

Surface Scheme Thermal diffusion scheme (5 layers soil model)

PBL Scheme YSU Scheme

Model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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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hPa이다. 경계층 물리과정은 YSU방법(Hong and

Pan, 1996), 격자 규모 구름물리 방법은 WSM 6-class

graupel(Hong and Lim, 2006) 방법, 적운대류 모수화

는 Kain and Fritsch(Kain, 2004) 방법, 그리고 복사는

RRTM(Rapid Radiative Transfer Model) 모수화 방법

(Mlawer et al., 1997)을 이용하였다. 실험은 위에서 설

명한 GTS를 통해 들어오는 기본 관측자료를 사용하

여 KLAPS 분석 후 수치 적분된 규준실험(K_CTL)과

기본 관측자료 외에 Table 1에 나타낸 ProbeX-2009의

남해상과 서해상의 고층 관측자료를 포함한 실험

(K_EXP)을 각각 수행하였다. 

3.2. 3DVAR-WRF 이용한 민감도 실험

Table 3에는 고해상도 집중관측자료를 이용한 관측

시스템 실험을 수행하기 위한 3DVAR-WRF 수치 분

석 및 예측시스템의 계산 영역에 대해서 나타내었다.

중국, 한국, 일본에 걸친 동북아시아 지역을 포함하는

동서와 남북으로 격자 574 × 514의 10 km 해상도이다.

연직으로는 40층으로 모형의 꼭대기층은 50 hPa이다.

지면온도와 모형을 통해 10, 30, 60, 100 cm의 4개 층

에 대하여 예측하는 Noah LSM 방법(Chen and Dudhia,

2001)이 사용되었으며, 사용된 물리과정은 KLAPS-

WRF 시스템과 같은 방법들이 적용되었다. 

관측 자료의 동화를 위해 WRF/3DVAR(3D Variational

Data Assimilation) version 3.1.1의 분석시스템이 사용

되었다. WRF/3DVAR 시스템은 배경장, 관측 자료, 그

리고 배경오차 공분산을 입력자료로 가진다. 우선 현

업 GDAPS 자료를 초기 및 경계장으로 이용하여 WRF

를 6시간 동안 적분하여 생산된 예보장을 배경장으로

관측 자료와 섞어 분석장을 생산하였다. 이 분석장을

초기자료로 사용하고 GDAPS 자료를 경계자료로 사

용하여 다시 72시간 동안 WRF로 예측을 하고 그 중

에서 6시간 예측장을 그 다음 6시간 3DVAR 분석을

위한 초기 추정치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6시간 간격의

분석·예측 시스템을 구축하였다(Fig. 3). 사용되는 기

본 관측자료는 GTS를 통해 들어오는 SYNOP, SOUND,
PILOT, AIREP, AWS, AMEDAS, PROFILER, SHIP,

BUOY, METAR, QuikSCAT 등이다. 배경오차공분산

은 기상청 현업의 KWRF 모델에 사용되는 자료를 이

용하였다. 2009년 8월 25일 1800 UTC에서 2009년 8

월 29일 1200 UTC까지 매 6시간 마다 분석, 예측이

이루어졌으며, 크게 2가지 실험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실험은 모델 수행시작일로부터 6시간 자료동화

시스템을 통해 8월 29일 1200 UTC까지 실험을 수행

하되 GTS 고층관측망 자료만을 사용한 실험이고(control

run, CNTL), 두 번째는 동일한 기간의 자료동화시스

템을 통해 현업 고층관측 자료뿐만 아니라 KLAPS-

WRF 민감도 실험에서와 마찬가지로 ProbeX-2009 자

Table 3. The model description and domain.  

Data Assimilation

system WRFDA v3.1.1

Method 3DVAR

Resolution 10 km (574 × 514)

Assimilation window 3 hours

Forecast model

WRF/ARW 3.1

Resolution 10 km (574 × 514)

Forecast time 72hours

Initial & boundary condition GDAPS ET426

Physical Process

Microphysics scheme WSM6

Radiation scheme Dudhia/RRTM

Cumulus parameterization Kain-Fritsch

Land-surface model Noah LSM

PBL scheme YSU Scheme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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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중 남해와 서해 자료를 추가로 이용한 실험(SWEXP)

이다. 각 실험은 72시간 예보를 수행하였다. 두 실험

은 반복적인 자료동화를 통해 서로 다른 고층관측 자

료의 효과를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민감도 실험 결과

4.1. KLAPS-WRF 이용한 민감도 실험

PrpbeX-2009 남·서해상에의 고층자료의 입전에 따

른 자료동화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던 2009년 8월

26일 1200 UTC를 초기시각으로 3시간, 6시간, 9시간

적분된 결과를 살펴보고 수행된 전체 실험에 대해서

강수 예측성능 향상율을 계산해 보았다. Fig. 4는 2009

년 8월 26일 1200 UTC의 기상청의 지상 일기도와

850 hPa 에서의 K_CTL 실험과 K_EXP 실험의 비습

과 바람에 대한 분석장의 차이를 그린 그림이다. 지

상일기도를 보면 산둥반도에서 한반도에 걸쳐 폐색전

선이 형성되어 강수를 동반한 저기압 시스템이 한반

도로 접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K_CTL 실험과

K_EXP 실험의 분석장의 차이를 보면 ProbeX-2009

남·서해상 자료 추가와 더불어 3회의 사이클 분석

과정을 거치면서 서쪽해상에서 하층에서의 비습이 감

소하였고 특히 남풍이 강해졌음을 알 수 있다. 

Fig. 5는 K_CTL 실험과 K_EXP 실험의 2009년8월

26일 1200 UTC의 배경장에 대한 분석장의 증분값을

비교한 것으로 850 hPa 비습의 분포이다. 두 실험 모

두 2009년 8월 26일 00 UTC에 시작한 자체 분석 사

이클을 반복적으로 거쳐 월 된 배경장에 관측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한반도 중심으로 살펴보면, K_EXP의

분석 증분값이 K_CTL에 비해 작은 증분값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석 증분의 영향은 이후 모델이 적분

됨에 따라 다른 예측성을 나타낼 것이다. 

Fig. 6은 26일 1200 UTC을 초기시각으로 3시간 예

보된 26일 1500 UTC의 레이더 영상과 K_CTL 실험

과 K_EXP 실험의 3시간 누적 강수를 나타낸 그림이

다. 서쪽 해상에서의 관측 자료동화로 Fig. 6(b)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바람이 강화된 결과, 강수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K_CTL 실험(Fig. 6(b))보다 K_EXP 실험

(Fig. 6(c)) 결과가 북쪽으로 이동하였고, 이러한 강수

시스템의 이동과 서쪽해상에서 감소된 비습의 영향

Fig. 3. Schematic diagram of analysis and forecasting system with 3DVAR-WRF 6-hours assimilation cycle.

Fig. 4. (a) The surface weather chart and (b) the differences of specific humidity and wind between K_EXP and K_CTL

analysis on 1200 UTC 26 Augus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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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으로 충청북도에서 과다모의된 강수가 개선되

었음을 알 수 있다. Fig. 7은 8월 26일 1200 UTC을

초기시각으로 6시간 예보된 8월 26일 1800 UTC 레

이더 영상과 K_CTL 실험과 K_EXP 실험의 3시간 누

적 강수를 나타낸 그림으로 K_CTL 실험이 함경남도

와 중부지방의 강수를 모의하는 반면에 K_EXP 실험

이 전반적으로 레이더 영상과 비슷한 강수 패턴과 강

도를 보이며 강원도 북부의 강수를 잘 모의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총 수행된 24회의 수치실험에 대해 ProbeX-2009

남·서해상 관측 자료의 유무에 따른 정량적인 강수

예측성능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3시간 누적강수에 대

하여 ETS(Equitable Threat Score)를 계산하였다. ETS

는 보통 커다란 임계값을 넘는 강수량과 같은 드문

사건들에 대한 결정론적 예보의 검증에 주로 사용된

다. 우연히 맞출 수 있는 것을 배제한 상태로 예측한

사건에 대한 관측과 예측의 비로 Table 4로부터 식(1)

과 같이 계산되며 0은 미숙련을, 1은 완벽한 예보를

나타낸다.

(1)

여기서, 이다.

ETS
H H

random
–

H M F H
random

–+ +
----------------------------------------------=

H
random

H F+( ) H M+( )

H F M C+ + +
------------------------------------=

Fig. 6. (a) Radar image and 3 hour accumulated rainfall amounts for 3 hour forecasts of (b) K_CTL and (c) K_EXP at 1500

UTC 26 August 2009 (Initial time : 1200 UTC 26 August 2009). 

Fig. 5. Analysis increment for 850 hPa specific humidity of (a) K_CTL and (b) K_EXP at 1200 UTC 26 August 2009.

Table 4. Contingency tables for verification of the rainfall.  

Forecast 

yes no

Observed
Yes H (hit) M (misses)

No F (false alarms) c (correct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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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검증을 위해 관측강수로는 AWS 자료를 사용

하였고 K_CTL 실험과 K_EXP 실험의 강수 예측결과

에 대해서 3시간 누적강수를 4개의 임계값 1, 5, 10,

12.5 mm/3hr 이상일 때로 구분하여 예보시간별로 계

산하였다(Fig. 8). 그림에서 보듯이 모든 임계치에 대

해서 전 예보시간에 걸쳐 ProbeX-2009 남·서해상 고

층관측자료가 동화된 실험 결과가 규준실험에 비해

높은 ETS 값을 나타내었다. 특히, 강수량의 임계치가

높아질수록 규준실험에 비해 성능 향상율은 높게 나

타났다. 가장 많은 샘플수를 가지는 임계치 1 mm/3hr

이상의 강수에 대해서 계산된 결과를 보면(Fig. 8(a))

예보시간이 길어질수록 K_CTL의 ETS 값은 감소하

Fig. 7. The same as Fig. 4., but for 6 hour forecasts of (b) K_CTL and (c) K_EXP at 1800 UTC 26 Augusts 2009 (Initial time :

1200 UTC 26 August 2009). 

Fig. 8. Equitable Threat Score for (a) 1, (b) 5, (c) 10 and (d) 12.5 mm threshold per 3 hour of K_CTL and K_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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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면에 K_EXP 실험의 ETS 값은 오히려 증가하

는 패턴을 보였고, 전체 예보시간에 대해서 ETS를 평

균했을 경우 K_CTL 실험과 K_EXP 실험이 각각 0.16

과 0.26을 나타내어 ProbeX-2009의 남·서해상의 고

층관측자료가 강수에 대한 수치모델의 ETS 지수를

63% 향상시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4.2. 3DVAR-WRF이용한 민감도 실험

4.1장에서는 현업시스템으로 사용되고 있는 KLAPS-

WRF 분석 및 예측시스템을 통해 18시간 이내의 예

측에 대해서 ProbeX-2009 남·서해상 관측 자료의 영

향을 살펴보았고, 4.2장에서는 3DVAR-WRF 분석 및

예측시스템을 통해 그보다 확장된 시간에 대한 예측

성을 살펴보았다. 

Fig. 9는 2009년 8월 26일 0000 UTC, 0600 UTC,

1200 UTC, 1800 UTC에 자료동화에 사용된 GTS 관

측 자료중 고층관측자료(SOUND)를 나타낸 것이다.

Fig. 9 (a),(c),(e),(g)는 CNTL 실험에 이용된 고층관측

자료이며, Fig. 9 (b),(d),(f),(h)는 SWEXP 실험에 사용

된 고층관측자료이다. 채워진 동그라미가 기상2000호

와 이어도호에서 수집된 ProbeX-2009 라디오존데 자

료이다. 0000 UTC와 1200 UTC는 정규 관측이므로

모델 영역내에서 많은 고층관측자료가 이용되었으며,

SWEXP 실험이 CNTL 실험보다 남해와 서해의 2지

점이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 0600 UTC와 1800 UTC

에는 0000 UTC와 1200 UTC에 비해 고층관측 자료

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정시 관측이므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CNTL 실험에서는 오산과 해남의 2

Fig. 9. Sounding observations to assimilated for CNTL experiment at (a) 0000 UTC, (c) 0600 UTC, (e) 1200 UTC, and (g)

1800 UTC 26 August 2009. (b), (d), (f), and (h) are the same as (a), (c), (e), and (g), respectively except for SWEXP experiment.

Opened circle represents regular observation data. Filled circle represents ProbeX-2009 radiosonde observatio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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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의 관측 자료가 이용되었으며, SWEXP는 남해와

서해에서 집중 관측 자료가 추가됨에 따라 총 4지점

의 관측 자료가 이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실험 수행 기간 중 2009년 8월 27일의 경우 전국

적으로 강수가 있었던 사례로 ProbeX-2009 남·서해

상 관측 자료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2009년 8월 26일 1800 UTC에 초기화된 실험의 12시

간과 24시간 예측성을 살펴보았다. 즉, 2009년 8월 27

일 0600 UTC와 27일 1800 UTC 사례에 대한 예측성

을 분석하였다. Fig. 10은 2009년 8월 26일 1800 UTC,

27일 0600 UTC, 27일 1800 UTC에 대한 기상청 지

상일기도, MTSAT-1R 적외 강조영상, 레이더 영상을

보여준다. 8월 26일 1800 UTC에는 서해중부해상에

저기압이 위치한 가운데 점차 내륙지방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저기압과 이에 동반된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강수대가 형성되었다. 점차 주

강수대가 남동진하여 12시간 이후에는 남부지방으로

많은 강수가 관측되었다.

Fig. 11은 CNTL 실험과 SWEXP 실험의 2009년 8

월 26일 1800 UTC의 분석 증분으로 850 hPa 비습의

Fig. 10. (a) The surface weather charts (left), MTSAT enhanced IR image (middle), and radar image (right) at 1800 UTC

26(top). (b) is same as (a), except for 0600 UTC 27(middle). (c) is same as (a), except for 1800 UTC 27 August 2009(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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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이다. CNTL은 한반도내의 경기도를 포함한 중북

부 지방을 중심으로 양의 증분값을 나타내고, 서해상

으로는 음의 증분값을 나타내고 있다. SWEXP는 경

기도, 충청도 및 전라도 지방에서 양의 증분값을 나

타내고, 제주도에서 음의 증분값을 보이고 있다. 다음

은 이러한 분석증분의 차이가 ProbeX -2009 남해 서

해 관측 자료의 영향인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관측 지

점에서의 관측 증분을 살펴보았다. Table 5는 2009년

8월 26일 1800 UTC의 CNTL 실험의 SOUND 관측

자료의 850 hPa 비습, 동서바람, 남북바람, 기온의 관

측 증분으로 1800 UTC에는 정규관측이 오산과 광주

두 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두 지점의 값을 표

로 나타내었다. Table 6은 2009년 8월 26일 1800 UTC

의 SWEXP 실험의 관측증분으로 정규관측 두 지점을

포함하여 ProbeX-2009 남해와 서해의 4개 관측 지점

의 값을 나타내었다. CNTL과 SWEXP의 관측 증분에

서 비습은 오산과 광주에서는 두 실험 모두 양의 증

가를 나타내었으나, SWEXP는 남해에서는 음의 관측

증분과 서해에서는 양의 관측 증분값을 나타내고 있

다. 이러한 비습의 관측 증분의 영향은 Fig. 11의 분

석증분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SWEXP 실험에서는 서

해상의 양의 분석증분 지역이 넓어지고, 그 크기는 약

해졌다. 또한 CNTL과는 다르게 제주도 부근에 음의

분석증분이 나타나고 있다. 남북바람의 관측증분의 경

우 오산과 광주는 CNTL과 SWEXP가 유사하며,

SWEXP는 남해와 서해에서 모두 양의 증분값을 나타

내고 있다. 즉 SWEXP에서 추가 관측자료의 활용으

로 남풍이 강화되었으며, 한반도에서 수증기 수렴의

용이한 결과를 가져왔다(Fig. 12(b)). ProbeX-2009 남

해와 서해 관측 자료의 영향들이 수치모델에 입력됨

Fig. 11. Analysis increment for 850 hPa specific humidity of (a) CNTL and (b) SWEXP at 1800 UTC 26 August 2009. 

Table 5. Observation minus background of CNTL experiment on 1800 UTC 26 August 2009 at 850 hPa. 

비습 Q (g/kg) 동서바람 U (m/s) 남북바람 V (m/s) 기온 T (°C)

오 산 (Osan) 2.1 −2.27 −0.94− −3.00

광 주 (Kwangju) 2.5 −0.79 3.04 −1.89

Table 6. Observation minus background of SWEXP experiment on 1800 UTC 26 August 2009 at 850 hPa. 

비습 Q (g/kg) 동서바람 U (m/s) 남북바람 V (m/s) 기온 T (°C)

남 해 (South Sea) −2.3 2.73 3.01 0.07

서 해 (West Sea) 0.3 −0.43 3.03 1.40

오 산 (Osan) 2.6 −1.35 −1.01 −3.10

광 주 (Kwangju) 1.7 −3.17  1.71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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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결과적으로 강수를 예측하는데 그 영향이 나

타날 것으로 사료된다. 

Fig. 12는 위 사례의 CNTL 실험과 SWEXP 실험의

초기 예보장(0h), 12시간 예보장(+12 h), 24시간 예보

장(+ 24h)에서의 850 hPa 혼합비와 바람, 850 hPa 온

도와 바람, 500 hPa 지위고도와 바람에 대한 두 실험

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실험이 진행되면서 관측 자료

가 반복적으로 분석 및 예측한 실험이기 때문에 실험

Fig. 12. Difference of CNTL from SWEXP of (a) 850 hPa water vapor mixing ratio, (d) 850 hPa temperature, and (g) 500 hPa

geopotential height for 1800 UTC 26 August 2009 (0h). (b), (e), and (h) are the same as (a), (d), and (g), respectively except for

0600 UTC 27 August 2009 (+12h). (c), (f), and (i) are the same as (a), (d), and (g), respectively except for 1800 UTC 27

August 2009 (+24h). Long dash line contours represent negative value and vectors mean the difference of wind v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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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차이가 전 계산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두 실

험의 차이가 초기 예보장, 12시간 및 24시간 예보장

모두에서 대체로 한랭전선을 따라 두드러지게 나타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50 hPa 초기 예보장 및 12시

간 예보장에서는 남풍 계열의 바람이 강화되면서 한

반도 내륙에서 수증기량이 증가된 모습을 볼 수 있

다. 24시간 이후에는 한랭전선 전면인 남동해상에서

는 비습이 증가하였으며, 후면에서는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500 hPa에서는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에 의해 저기압성 회전이 강해졌음을 알 수 있

다. 한반도를 포함한 서쪽에 나타난 관측값의 영향이

예보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풍하측지역으로 퍼져나가

면서 저기압을 중심으로 관측자료의 영향들이 퍼져나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추가된 남해와 서해의 관측 자

료의 반복적인 자료동화를 거치면서 저기압과 그에

동반된 전선을 모의하는데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수치모델의 강수 예측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

로 판단된다. 따라서 다음으로 수치모의된 강수와 AWS

강수와의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Fig. 13은 2009년 8

월 27일 0600 UTC 기준의 12시간 누적강수량의 분

포를 나타낸 것으로, CNTL 실험과 SWEXP 실험의

각 실험의 결과와 두 실험간의 차이, AWS에서 관측

된 강수량 그림이다. 두 실험의 강수량 분포는 AWS

와 같은 규모를 사용하여 나타내었고, 두 실험간의 차

이는 그림 아래의 규모를 참고하면 된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전선을 중심으로 한반도 전체적으로 실

험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a)CNTL 실험의 경우,

AWS 관측분포에 비해 전라도 및 충청도에서 적게 모

Fig. 13. 12 hours accumulated precipitation simulated (a) CNTL, (b) SWEXP, (c) difference of CNTL from SWEXP, and (d)

observed at 0600 UTC 27 Augus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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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였으며 강수대가 서쪽으로 다소 치우친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b)SWEXP 실험의 경우 ProbeX-2009

남·서해상 고층관측자료가 추가됨으로써 강수대를

동쪽으로 이동시키면서 내륙으로 강수대가 이동한 것

을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관측 증분, 분석 증분, 혼

합비 증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6., Fig.

11 and Fig. 12). 따라서 충청도와 전라남도에 CNTL

실험보다 더 많은 강수가 모의 되었다. 다음은 24시

간 이후인 2009년 8월 27일 1800 UTC 기준의 누적

강수량을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전선을 따라서 두 실

험간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Fig. 14). 남

해상으로는 혼합비의 증가로 인해 강수량이 많아졌으

며, 한반도 내륙에서는 혼합비의 감소로 인해 강수량

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각 실험의 공간적인 패

턴을 살펴보면, GTS 자료만을 이용한 CNTL 실험에

서는 중부 지방에 강한 강수대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ProbeX-2009 남·서해상 고층관측자

료가 추가로 사용된 SWEXP 실험은 강한 강수대가

동쪽으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전체 실험기간에 대한 정량적인 강수 예

측성능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CNTL 실험과 SWEXP

실험의 12시간 누적강수량에 대한 ETS 지수를 살펴

보았다. ETS의 계산 및 해석에 대해서는 4.1절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관측 강수로는 한반도의 610개

AWS 지점을 이용하였다. Fig. 15는 강수량 임계치별

로 ETS 값을 비교한 것이다. 1, 5, 10, 15, 25 mm/12hr

이상의 누적강수에 대해서 해상 고층관측자료가 추가

된 SWEXP 실험의 ETS 값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

다. 또한 임계치별 ETS값이 각각 21%, 33%, 50%,

55%, 50%, 67%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임계치

값이 큰 경우 즉, 많은 양의 강수일수록 더 높은 향

상률을 나타냈다.  Fig. 16은 1, 10, 15, 25 mm/12hr

Fig. 14. Same as Fig. 13, except for 1800 UTC 27 Augus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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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누적 강수에 대한 예측 시간별 성능을 살펴본

바, 모든 임계치에서 예측 시간에 관계없이 추가 관

측 자료가 동화된 실험(SWEXP)의 ETS 값이 더 높

아 예측 성능이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Fig.13에서

본 바와 같이 임계치 값이 클수록, 즉 많은 양의 강

수에 대한 ETS 향상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정규관측이 이루어지지 않는 해상에서의 관측

자료의 동화 효과가 예측성능을 향상시킴을 알 수 있

었다. 

5. 요약 및 결론

2009년 8월 23일에서 9월 10일까지 19일 동안 울

릉도, 해남에서 라디오존데를 활용한 1일 4회의 고해

상도 집중고층관측 및 2009년 8월 25일부터 9월 6일

까지 13일간 서해와 남해상에서 선상 고층 관측이 실

시되었다. 육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해상의 관

측 자료를 수치 모델에 입력함으로써 예측성에 주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립기상연구소 예

보연구과의 국지분석시스템 KLAPS와 중규모 모형인

WRF로 구성된 관측 자료 분석 및 중규모 예측 시스

템을 구성하였다. 또한 WRF/3DVAR 자료동화시스템

과 WRF 예측 모델을 이용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

다 확장된 시간에 대한 예측성을 살펴보았다. KLAPS

분석 시스템을 이용한 실험은 모형의 초기 자료 생산

에 기존의 정규 관측망을 통한 종관 및 비종관 관측

자료인 GTS를 이용한 실험(K_CTL)과 GTS와 더불어

ProbeX-2009 남·서해상 관측 자료가 추가된 실험

(K_EXP)이 설계되었다. 마찬가지로 WRF/3DVAR 자

료동화시스템을 이용한 실험도 GTS만을 이용한 실험

(CNTL)과 GTS와 더불어 남해와 서해의 자료가 추가

된 실험(SWEXP)이 설계되었다. 우선 KLAPS 분석

시스템을 이용하여 단시간 예측성을 살펴본 바, 2009

Fig. 15. Equitable Threat Score of CNTL (hollow bar) and

SWEXP (filled bar) for various thresholds 12hr accumulated

precipitation (mm/12hr). 

Fig. 16. Equitable Threat Score for (a) 1, (b) 5, (c) 10, and (d) 25 mm threshold per 12 hors of CNTL and SW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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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8월 26일 1500 UTC 사례에서 보듯이 추가 관측

자료로 인해 바람장, 비습의 변화 등으로 강수시스템

의 위치와 누적 강수량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ETS 지수를 통한 3시간 누적 강수

에 대한 검증에서 1, 5, 10, 12.5 mm/12hr 임계치에 대

해서 예보 시간에 상관없이 향상된 결과를 나타내었

다. 이보다 확장된 시간에 대한 예측성을 살펴보고자

WRF/3DVAR 자료동화시스템을 이용한 실험에서도

강수대의 위치 및 강수량 등의 모의에 있어서 CNTL

실험보다 SWEXP 실험이 AWS와 유사한 분포를 나

타내었다. 또한 12시간 누적강수량에 대한 ETS 지수

를 통한 검증에서도 SWEXP 실험의 결과가 높은 향

상률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남해와 서해에서 라디

오존데로부터 수집된 고층관측자료들이 수치 모델의

단기 예측성 향상에 긍정적인 결과들이 산출되어, 기

존의 관측망이 정비되지 않은 해양에서 고층관측자료

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해양 등의 관

측 공백 지역인 해상에서의 추가 관측이 지속적으로

수행된다면 집중호우, 태풍 등의 위험기상에 대한 예

측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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