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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umerical forecasting depends on the initial condition error strongly because

numerical model is a chaotic system. To calculate the sensitivity of some forecast aspects to the

initial condition in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KMA) Unified Model (UM)

which is originated from United Kingdom (UK) Meteorological Office (MO), an algorithm to

calculate adjoint sensitivities is developed by modifying the adjoint perturbation forecast model

in the KMA UM. Then the new algorithm is used to calculate adjoint sensitivity distributions

for typhoon DIANMU (201004). Major initial adjoint sensitivities calculated for the 48 h forecast

error are located horizontally in the rear right quadrant relative to the typhoon motion, which is

related with the inflow regions of the environmental flow into the typhoon, similar to the

sensitive structures in the previous studies. Because of the upward wave energy propagation, the

major sensitivities at the initial time located in the low to mid- troposphere propagate upward to

the upper troposphere where the maximum of the forecast error is located. The kinetic energy is

dominant for both the initial adjoint sensitivity and forecast error of the typhoon DIANMU. The

horizontal and vertical energy distributions of the adjoint sensitivity for the typhoon DIANMU

are consistent with those for other typhoons using other models, indicating that the tools for

calculating the adjoint sensitivity in the KMA UM is cred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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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기 현상은 여러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는 비선형

과정에 의해 나타나고, 예측에 이용되는 수치 모델이 초

기 자료의 불확실성에 의해 오차가 증폭되는 카오스적

시스템이기 때문에 수치 예보 결과는 초기 자료가 갖는

오차에 매우 민감한 변화를 보인다. 수반 민감도를 사용

하여 예측이 초기 자료에 따라 얼마나 민감하게 변화

하는지 계산할 수 있으며 이를 예측 민감도라 하는데

(Errico 1997), 예측 민감도가 큰 지역을 예측 민감 지

역이라고 한다 (Kim and Jung 2006). 예측 민감 지역은

시·공간적으로 변화하는데, 그 이유는 예측 민감 지역

이 대기의 흐름과 예측 오차의 발달 특성에 따라 변

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반 민감도는 모델 변수에 대한 예측치의 변화율을

말하며, 비선형 모델의 수반 모델을 이용하여 계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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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심 있는 기상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서의 미분 가

능한 물리량이 예측치로 이용되며, 에너지, 와도, 순환

등이 될 수 있다 (Kim and Beare 2011). 모델 변수로는

초기 조건, 경계 조건, 매개 변수, 관측 값 등이 가능

한데 주로 초기 조건을 많이 이용한다 (Errico, 1997).

수반 민감도의 분포를 알면, 그 분포를 이용하여 초기

조건에서 예측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지역, 변수, 층

등을 진단할 수 있다 (Kleist and Morgan 2005, Ancell

and Mass 2008, Jung and Kim 2009). 이런 정보들을

이용하여 예측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지역에서 수

행하는 추가적인 관측인 목표 관측을 수행하여 예측

오차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그 값이 크게 나타난

수반 민감도에 적절한 가중 인자를 곱해서 섭동을 만든

후 초기 조건에서 이 섭동을 빼서 더 나은 예보를 얻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e.g., Klinker et al. 1998,

Laroche et al. 2002, Kim and Jung 2006, Kim et al.

2008). 또한 최근에는 관측 자료가 예보에 미치는 영

향을 진단하기 위해, 수반 민감도의 개념을 확장하여,

관측 자료에 대한 예측 민감도를 계산하고 관측 공간에

서 나타나는 예측 민감 지역을 모니터링하는 기법이

보고되고 있다 (Cardinali 2009, Gelaro et al. 2009,

Langland and Baker, 2004; Liu and Kalnay, 2008).

우리나라 주변의 재해 기상에 대해 수반 민감도 분

포, 예측 오차 감소 및 메커니즘을 분석한 연구로는,

PSU/NCAR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 MM5 (fifth Generation) Adjoint

Modeling System (Zou et al. 1997)을 이용하여 태풍

RUSA (200215)의 예측 민감 지역을 구한 Kim and Jung

(2006), 황사 현상들에 적용한 Kim et al. (2008), 김

현미와 계준경 (2010), 대설 현상에 적용한 Jung and Kim

(2009) 등이 있다. 이 연구들에서는 지역 모델 기반의

수반 민감도를 계산하므로, 우리나라로부터 먼 풍상

측으로부터 발달하여 전파하는 기상 시스템에 대한 수

반 민감도를 계산할 수 없었다. 따라서 티벳 고원 등

으로부터 전파되는 예측 오차를 진단할 수 없어 중기

이상의 예보에 수반 민감도를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

었다. 전구 모델 기반의 수반민감도를 이용하게 되면 위

에서 언급한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

기 예보를 이용하여 나타나는 수반 민감도의 구조를

기후학적으로도 살펴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 문제와 관련한 기상

시스템의 발달 메커니즘을 진단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관측 공간에서의 예측 민

감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수반 민감도의 계산이 선행

되어야 하는데, 전구 모델 기반의 수반 민감도 계산

도구가 있어야 먼 풍상측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관측 자료의 효과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현재 기상청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KMA)에서는 영국 기상청 (United Kingdom Meteorological

Office: UKMO)으로부터 도입한 통합 모델 (UM: Unified

Model)과 전·후처리 시스템을 기상청의 차세대 수치

예보 시스템으로 선정하여 현업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목표관측 및 관측 자료가 예측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평가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수반 민감도를 전구 모델

에서 계산하기 위해, KMA UM에 접합되어 있는 증분

형태의 4차원 변분자료동화 (four-dimensional variational

data assimilation: 4DVAR) 시스템의 수반모델 코드를

이용하여 통합 모델 시스템에서 수반 민감도를 계산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도구는 그 자체로도

예측성, 목표관측 등에 유용하지만, 향후 KMA UM에서

관측 자료에 대한 예측 민감도를 현업적으로 모니터

링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의 초석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개발된 도구를 소개하고, 그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를 태풍 DIANMU

(201004) 사례에 적용하여 예측 민감도를 계산하였다.

2장에서는 수반 민감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

였고, 3장에서는 개발한 수반 민감도 산출 도구를 소

개하며 태풍 DIANMU에 대한 예측 민감도 구조를 살

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요약을 4장에 제시하였다.

2. 수반 민감도

수반 민감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심을 가

지고 있는 예측치를 정해야 한다. 특정 예측치가 초기

조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를 알려면, 그 특정

예측치를 어떤 값으로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하는데, 이

런 특정 예측치를 반응 함수 (response function)라고

한다. 많이 이용되는 반응 함수로는 총 에너지, 잠재

엔트로피, 예보 오차 등이 있으며 (김현미 등 2007), 실

험 목적에 따라 반응 함수를 적절하게 정하여 사용한

다. MM5 중규모 모델을 이용하여 태풍에 대한 수반

민감도를 구한 Kim and Jung (2006)에서는, 예보 시간에

태풍 주변의 예보 오차 (에너지 단위)를 반응 함수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Kim and Jung (2006)의 방법론을

따라 아래 식 (2.1)과 같이 반응 함수를 에너지 형태의

예보 오차로 하였다. 예보 오차는 초기 조건 오차와

모델의 구성, 물리과정 모수화 등에 의한 모델 오차에

의해 발생될 수 있다. 모델이 완벽하다는 가정 하에서

예보 오차에 영향을 주는 초기 조건 민감도를 수반 모

델을 통하여 구할 수 있는데, 이런 방법에서는 예보

오차가 전적으로 초기 조건의 오차에서 기인한다고

가정한다.

(2.1)R
1
2
--- e tf( ) Ce t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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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R은 반응 함수이고, < >는 내적, C는 Clayton

(2004)에서 언급된 체적 평균된 건조 에너지 norm이며,

e(tf)는 마지막 시간 tf에서의 예보 오차인데, 참값을 알

수 없으므로 분석값이 참값을 나타낸다고 가정하고

모델 예보값과 분석값의 차이로 나타내었다1).

반응 함수 R의 변화량은 테일러 전개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δR = <∇tfR, δX(tf)> (2.2)

여기서 ∇tfR은 tf에서 모델 변수에 대한 반응 함수의

경도이고 위 식 (2.1)을 미분해서 구한다. X는 모델의

state vector이고, 시간 tf에서 X의 변화 δX(tf)는 초기

시간의 X의 변화 δX(t0)로부터 δX(tf) MδX(t0)와 같이

구해질 수 있다. 이때 M은 비선형 모델의 선형 모델이

다. 그러므로 위 식 (2.2)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δR = <e(tf), MδX(t0)> = <ΜTe(tf), δX(t0)>

= <∇t0R, δX(t0)> (2.3)

여기서 ∇t0R는 초기 시간의 모델 변수에 대한 반응

함수의 경도 (또는 민감도) 이고, MT는 선형 모델 M의

수반 모델이다. 그러므로 위 식 (2.3)의 오른쪽 세 번째

와 네 번째 항으로부터 초기 조건에 대한 반응 함수의

민감도 ∇t0R(예측 민감도)는 마지막 시간의 반응 함

수의 모델 변수에 대한 미분 값 (이 경우 마지막 시간의

예보 오차)을 수반 모델 MT에 입력해서 후진 적분한

것과 같다:

∇t0R = ΜTe(tf) (2.4)

이렇게 계산한 예측 민감도를 식 (2.2)와 같이 초기

조건 변화량 (초기 오차)에 내적하면 반응 함수의 변화

(이 연구에서는 예보 오차의 변화)를 계산할 수 있다.

같은 크기의 초기 오차라도 예측 민감도가 큰 지역에서

발생한 초기 오차는 반응 함수가 정의된 지역에 더 큰

예보 오차를 유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 민감 지역

을 계산하는 것은 수치 예보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다.

이 연구에서 이용한 반응 함수 R은 통합 모델의 변수

특성을 반영하여 체적 평균된 총 건조 에너지이고, 그

수식은 다음과 같다.

(2.5)

여기서 u', v', w', θ ', p'은 각각 3차원 바람장, 온위,

기압섭동의 예보 오차를, κ= R/Cp ≅ 0.286, γ= Cp/Cv≅ 1.4,

θref= 300 K을 의미한다. 그리고 ρ와 p는 각각 기본류의

모델 연직 층에서의 밀도와 기압이다. 반응 함수를 정

의할 때 지역 투영 행렬 (Buizza 1994)을 사용함으로써

관심 있는 특정한 지역을 정의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지역은 고려하지 않았다.

3. 결 과

3.1 수반 민감도 계산 도구 개발

KMA UM에서의 수반 민감도 계산 도구는 처음으로

개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이

단원에서 하려고 한다. 수반 민감도 도구 개발은 증분

형태의 4DVAR 방안 (Coutier et al. 1994, Clayton 2004)

에 대한 코딩을 이용하여서 구현되었으며, 주요 수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반 민감도 계산 과정 중에는 관측 값이 사

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측과 관련 된 비용함수의 경도 값

(관측 강제력)을 4DVAR에서 제거하였다.

둘째, KMA UM에 접목된 증분 타입의 4DVAR 방

안의 서브루틴 중 PF_Forecast_Adj2)에서 수반 민감도

알고리즘을 코딩하였다.

증분 형태의 4DVAR 방안은 분석 증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비선형 문제의 해를 순차적으로 근사시키는 방

법을 사용한다. Rabier (2005)에서는 이 방법이 4DVAR

방안을 현업에 적용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언

급한 바 있다. 수반 민감도 알고리즘은 KMA UM에 접

합되어 있는 증분 형태의 4DVAR의 서브루틴인

PF_Forecast_Adj에 코딩되어 있으며, 이 서브루틴에는

수반 모델이 포함되어 있다. Fig. 1에 KMA UM에 접

목되어 있는 증분 형태의 4DVAR 방안의 주요 서브

루틴 구조가 나와 있다. PF_Forecast_Adj의 주요 입

력 변수로는 관측과 관련된 비용 함수의 경도 값 (관

측 강제력)의 계산 수행 여부를 True/False로 결정하

는 ForecastOnly, Clayton (2004)에서 언급한 필터링의

수행 여부를 True/False로 결정하는 SingleDF (또는

DoubleDF), 배경장 (기본류) 파일을 의미하는 LS, 그

리고 수반 모델의 입·출력 지역 변수로 사용되는 비

용함수의 경도 값 (PF_hat)이 있다. 4DVAR와는 다르

게 수반민감도 계산 과정에서는 관측 강제력을 포함 시

≅

R
1
2
--- e tf( ) Ce tf( ),  ><=

1

2
---ρ u'

2
v'
2

w'
2

+ +( )
p

2κθref
2

---------------θ'
2 1

2γp
---------p'

2
+ + xd yd η,d∫∫∫=

1)예보 오차는 state vector로서 3차원 공간 (x, y, z) 상에 표시된 예보값과 분석값의 차를 벡터로 변환한 것이다. 예보 오차

의 차원은 x, y, z 격자의 수와 변수 수를 곱한 것과 같으며, 이 연구에서는 56,246,505,300 × 1이다.
2)KMA UM에 접목된 증분 형태의 4DVAR 방안의 서브루틴은 bold체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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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지 않기 때문에 ForecastOnly = “True”로 설정하였다.

PF_Forecast_Adj은 timestep에 대한 루프 문으로

구성되어있다 (Fig. 2). 루프 문은 변수 timestep이

LastTimestep_local부터 FirstTimestep_local에 이를 때

까지 반복되며, 루프 문 안의 PF_atmstep_Adj에서

PF_hat은 한 timestep씩 후진 적분된다. 수반 민감도를

계산하기 위해 timestep에 대한 루프 문이 시작되기

전에 반응 함수를 정의하는 부분을 새로이 추가하였고,

timestep에 대한 루프 문 내부에서 PF_atmstep_Adj이

수행되기 전과 수행된 후에 에너지 (식 (2.5))를 산출

하기위한 코드를 추가하였다. Var_FieldOutput을 이용하

여 PF_atmstep_Adj이 한 번 수행 될 때 마다 결과 값

(PF_hat 변수와 PF_hat으로부터 계산한 에너지)을 출

력하였다. 수반 민감도 계산을 위해서 새롭게 추가한

배열과 변수는 Table 1에 있다.

식 (2.4)의 예보 오차 (e(tf))는 마지막 시점의 예보장과

분석장의 차이로 계산된다. 따라서 수반민감도 계산에

대한 코딩은 마지막 시점의 예보장과 분석장을 읽어온

후 후진 적분을 하는 순서로 되어있다. 여기서는 24시간

의 모델 궤적에 대한 수반 민감도 코딩을 예로 들려고

한다. 24시간의 모델 궤적에서는 처음 시간 (00 h)부

터 마지막 시간 (24 h)까지 총 25개의 배경장 (예보장)과

마지막 시간에서의 분석장이 필요하다. 배경장을 시간

순서대로 00h_ls, 01h_ls, …, 24h_ls로 표현하고 마지막

시간의 분석장은 24h_anal로 표현한다. 26개의 파일

(25개 배경장 + 1개 분석장)들은 Fig. 1에 나와 있는

Var_ReadALLNL에서 읽어오게 되는데, 이 때 읽는

순서는 00h_ls, 01h_ls, …, 23h_ls, 24h_anal, 24h_ls가

되고, LS 변수의 헤더 정보인 LS % state(*)에 1부터

26까지 순서대로 지정된다. 따라서 25번째와 26번째

state에 해당하는 LS 변수로부터 분석장의 정보와 예

보장의 정보를 ②와 ①의 배열에 배정한 후 (Table 1),

예보장과 분석장의 차이를 예보오차로 정의한다.

수반 민감도 (PF_hat: ∇R)는 예보 오차에 대한 에

너지 형태의 반응 함수의 경도로 표현된다. 에너지 형

태의 반응 함수의 경도 (수반 민감도)를 ∇R로 표현하고

수반 민감도로부터 계산 된 에너지를 TE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Fig. 1. Major subroutines of VarProg_AnalysePF (main code) in the UM 4DVAR algorithm and modified parts to calculate

the adjoint sensitivity in the VarProg_AnalysePF.

Fig. 2. Flow chart of the modified code to calculate the

adjoint sensitivity in PF_Forecast_Adj.f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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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ρu', ρv', ρw', , ] (3.1)

TE = ρ(u'2+ v'2+ w'2) + + (3.2)

 

Calc_energy는 에너지 (식 (2.5))를 계산해 주는 서

브루틴으로서 배경장의 밀도(ρ), 기압(p) 및 여러 가지

상수 (κ, θref, γ)와 예보 오차 변수 (u', v', w', θ ', p')를 입

력 값으로 하여 에너지를 계산하는 역할을 한다. Calc_

energy를 수정하여 식 (3.1)을 계산하고 PF_hat 변수에

입력하게 해주었다.

TE는 Calc_energy를 한 번 더 이용하여 계산하였

고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ρu'에 대해서만 설명

하면, ρu'을 더미 변수 AAu에 입력 한 후 Calc_energy

서브루틴을 거치면 ρ2u'을 출력 값으로 얻게 된다. 여

기서 ρ2u'을 AAu (ρu')로 나누게 되면 ρ를 얻게 되는데

이 값을 더미 변수 WT (ρ)에 배정한다 (Table 1). 그

리고 0.5 × (AAu (ρu'))2÷ WT (ρ)의 계산 과정을 거치면

1/2ρu'2 형태의 운동 에너지 [J m−3]를 얻게 된다. 나머지

변수들도 비슷한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이처럼 수반 민감도로부터의 에너지는 PF_atmstep_Adj

이 수행된 후에 계산되어지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Var_FieldOutput을 이용하여 출력하게 된다. 또한 timestep

이 LastTimestep_local일 때의 에너지를 출력하기 위해서

최초의 PF_atmstep_Adj이 수행되기 전 시점 (timestep =

LastTimestep_local)에 Var_FieldOutput이 실행 되도

록 조건문을 사용하여 수정하였다 (Fig. 2). 이 연구에

서 예보 민감 지역은 TE를 사용하여 진단하였다.

또한 관심 있는 특정 지역에서만 반응 함수를 정의

하기 위해서 지역 투영 행렬 (Buizza 1994)을 사용하였

다. Pu, Pv, Pw, Pp, Ptheta 배열은 지역 투영 행렬로, 관

심 있는 특정 지역의 격자점에는 1.0을 입력하고, 그렇

지 않은 지역의 격자점에는 0.0을 입력하였다. PF_hat 변

수와 지역 투영 행렬을 곱하여 줌으로서 관심 있는 지

역에서만 PF_hat 값이 남아 있도록 구성하였다. 위·경

도 기반의 구면 좌표계와 Cartesian 좌표계 사이의 변환

을 사용하여 위·경도 기반의 지역 투영 행렬을 구성하였다.

3.2 사례 및 실험설계

개발된 수반 민감도 계산 도구를 이용하여 통합 모델

시스템에서 태풍 DIANMU (201004)에 대한 수반 민감

도를 계산하였다. 2010년 8월 8일 06 UTC 대만 동쪽 해

상에서 생성 된 DIANMU는 2010년 8월 10일 12 UTC에

제주도로 접근하였다. 그 후 한·일 해협을 통과하여

2010년 8월 12일 18 UTC에 일본 동해상에서 온대저

기압으로 소멸되었다 (Fig. 3).

이 연구에서는 3.1장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KMA UM

과 함께 증분 형태의 4DVAR 방안이 사용되었다. 증분

형태의 4DVAR 방안은 섭동 예보 (Perturbation Forecast:

PF) 모델과 수반 섭동 예보 (Adjoint PF: APF) 모델을

포함하고 있으며, PF 모델은 앞의 2장에서의 선형 모

델을, APF 모델은 수반 모델을 의미한다. 모델의 초기

조건은 KMA UM 분석장 (약 40 km의 격자 간격)이다.

수치 실험은 비선형 UM의 경우 수평적으로 약 40 km

해상도와 50개의 eta-height hybrid 층의 분해능으로

적분되었고, PF와 APF 모델의 경우는 수평적으로 약

110 km 해상도와 연직으로 비선형 모델과 같이 50개의

eta-height hybrid 층의 분해능으로 적분되었는데, 이

연직 층은 비선형, PF, APF 모델 모두에 대해 지표면부

터 63 km의 고도까지 도달한다. APF 모델 적분을 위한

p

κθref
2

-----------θ '
1

γp
-----p'

1
2
---

p

2κθref
2

---------------θ '
2 1

2γp
--------p'

2

Table 1. Variables newly added in PF_Forecast_Adj.f90 to calculate the adjoint sensitivity in KMA UM.

번호 타입 변 수 설 명

① real
fcst_u(213,163,50), fcst_v(213,162,50), fcst_w(213,163,50),

fcst_theta(213,163,50), fcst_p(213,163,50)
예보장 (반응함수 정의 시 사용)

② real
anl_u(213,163,50), anl_v(213,162,50), anl_w(213,163,50),

anl_theta(213,163,50), anl_p(213,163,50)
분석장 (반응함수 정의 시 사용)

③ real
en_u(213,163,50), en_v(213,162,50), en_w(213,163,50),

en_theta(213,163,50), en_p(213,163,50)
에너지 형태의 반응함수의 경도

(PF_hat 변수의 입력 값)

④ real
Pu(213,163,50), Pv(213,162,50), Pw(213,163,50),

Ptheta(213,163,50), Pp(213,163,50)
상태벡터에 대한 지역 투영 행렬

⑤ real
AAu(213,163,50), AAv(213,162,50), AAw(213,163,50),

AAtheta(213,163,50), AAp(213,163,50)
더미 배열 (에너지 계산 시 사용)

⑥ real AU, AV, AW, AT, AP, WT 더미 변수 (에너지 계산 시 사용)

⑦

real ilat, flat, ilon, flon

지역 투영 행렬과 관련된 변수 및 상수integer inx, fnx, iny, fny

real dlon = 1.666667, dlat = 1.1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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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류 (모델 궤적) 값들은 UM 비선형 모델로부터 제공

된다. 비선형 적분 과정에서 사용된 물리 모수화 과정은
Edwards-Slingo radiation (Edwards and Slingo 1996),

mixed phase precipitation (Wilson and Ballard 1999), Met

Office surface exchange scheme (Essery et al. 2001),

non-local boundary layer (Lock et al. 2000), new GWD

scheme (Webster et al. 2003), mass flux convection

scheme (Kershaw and Gregory 1997, Gregory et al. 1997)

이다. 선형 적분 과정 (PF, APF 모델 적분 과정)에서는

위의 UM 비선형 모델 적분 과정에 이용된 모수화 과정

중 mixed phase precipitation과 mass flux convection

scheme이 사용되지 않아 수분 모수화 과정이 제외되었

으며, 행성 경계층은 UM 비선형 모델 적분 과정에 이

용된 non-local boundary layer 대신에 fixed boundary

layer를 사용하였다3). 모델 적분은 2010년 8월 8일 12 UTC

부터 2010년 8월 10일 12 UTC 까지 총 48시간 수행

되었다. 

3.3 수반 민감도 구조 및 분석

Fig. 3에 Regional Specialized meteorological Center

(RSMC) Tokyo-Typhoon Center에서 제공하는 태풍 이동

의 관측 경로 (best track)와 이 수치 실험에서 산출된

모델의 예보 경로를 나타내었다. 태풍의 예보 경로는 관

측에 비해 다소 왼쪽으로 치우쳐 있지만 거의 비슷한 모

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태풍의 예보 경로는 관측

보다 느리게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데, 8월 9일

12 UTC에는 태풍의 예보 경로가 관측에 비해 6시간 뒤

쳐져 있고, 하루 후인 10일 12 UTC에는 18시간 뒤쳐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Fig. 3).

Fig. 4는 수반 민감도를 연직으로 적분하여 에너지

단위로 나타낸 것을 평균 해면기압과 함께 그린 것이다.

태풍 주변의 박스 안에서 정의된 48시간 예보 오차

(Fig. 4e)에 대한 초기 시간의 수반 민감도는 Fig. 4a에 나

타나 있다. Fig. 4에서 빨간 실선으로 표시된 네모는 지

역 투영 행렬이 적용된 지역을 의미한다. 초기 시간 민

감도의 최대값은 태풍 진행 방향의 우측 후방부에 위치

해 있으며 (Fig. 4a), 이것은 주변류가 태풍 중심 방향으

로 수렴해 들어가는 지역과 관련이 있다 (e.g., Peng and

Reynolds 2005, 2006; Kim and Jung 2006, 2009a;

Reynolds et al. 2009; Wu et al. 2009; Chen et al. 2009).

이 지역은 아열대 고기압인 북태평양 고기압에 의한

기류와 태풍의 기류가 수렴하는 곳으로 수반민감도의

운동에너지가 매우 큰 곳이다. 태풍 중심으로부터 북

서쪽으로 약 6000 km 떨어진 지역에서 나타나는 민

감도 구조 (Fig. 4a)는 상층 대류권의 중위도 기압골과

관련이 있다 (Peng and Reynolds 2005, 2006; Kim and

Jung 2006, 2009a; Wu et al. 2009). 2010년 8월 9일

00 UTC부터 2010년 8월 10일 00 UTC 사이의 최대 민

감도는 마지막 시간에 태풍 중심부에 있던 예보 오차가

후방 적분이 진행됨에 따라 태풍 진행 방향의 우측 후

방부로 이동하는 것을 보여 준다 (Figs. 4b, c, d).

Fig. 5에는 8월 8일 12 UTC부터 8월 10일 12 UTC

까지 12시간 간격의 극을 제외한 전 지역(위도: 80oS~

80oN, 경도: 0oE~360oE)에서 합산된 수반 민감도 연직

분포를 나타내었다. 8월 10일 12 UTC의 반응함수 연직

분포에서 대기 상층부에 몰려있는 예보 오차 (Fig. 5e)는

대기 중·하층부에 몰려있던 초기 민감도 (Fig. 5a)가 상

향 전파한 것으로 파동 에너지의 상향 전파와 관련이 있

다 (Morgan 2001; Kim and Jung 2009a). 에너지 요소별

로 보면 반응함수의 에너지는 대부분이 운동 에너지에

기인되었음을 알 수 있고 (Fig. 5e), 초기 시간의 수반민

감도는 대기 하층부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잠재 에너지

보다, 상층부에서는 잠재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보다 크

게 나타난다 (Fig. 5a). 이러한 수반 민감도의 연직 분포

와 전파 및 에너지 분포는, 습윤 물리 과정과 습윤 총 에

너지 norm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태풍에 관한

수반민감도 및 특이벡터 (singular vector) 연구들에서 일

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다 (Peng and Reynolds 2005,

2006; Kim and Jung, 2006, 2009a; Wu et al. 2009; Chen

et al. 2009). 이런 구조들이 수반민감도나 특이벡터 계

산에 이용된 모델의 물리 모수화 과정과 norm의 정의

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Kim and

Fig. 3. Regional Specialized meteorological Center

(RSMC) Tokyo-Typhoon Center best track (black line) and

UM forecast track (red line) of typhoon DIANMU (201004).

3)Non-local boundary layer 방안은 PF, APF 버전이 UM version 24.3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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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Vertical energy distribution of the adjoint sensitivity (J m−3, total energy; , kinetic energy; , potential energy; )

at (a) 0 h (12 UTC 08 August), (b) 12 h (00 UTC 09 August), (c) 24 h (12 UTC 09 August), (d) 36 h (00 UTC 10 August), and

(e) forecast error (J m
−3

, total energy; , kinetic energy; , potential energy; ) at 48 h (12 UTC 10 August). The

ordinate is height [km].

 

 

 

 

 

 

Fig. 4. Vertically integrated energy distribution of the adjoint sensitivity (J m
−3

, shaded) superposed on mean sea level pressure

(contour interval of 4 hPa) at (a) 0 h (12 UTC 08 August), (b) 12 h (00 UTC 09 August), (c) 24 h (12 UTC 09 August), (d) 36 h

(00 UTC 10 August), and (e) 48 h (12 UTC 10 August). The box denotes a geographic region for defining a response function at 48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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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 2009b), 그런 요소에 따른 통합모델 수반민감도

구조 변화에 대해서 향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반응 함수인 예측 오차는 주로 예보된

태풍의 진행 속도가 관측에 비해 느린 것에 기인하는

데, 예측 민감 지역이 수평적으로 태풍 진행 방향의 우

측 후방부 (Fig. 4a), 연직적으로 대류권 하층 (Fig. 5a)에

위치하고 있고, 에너지 측면에서 운동에너지의 기여도가

크므로, 그 지역의 운동에너지를 수정하는 것이 예측

오차의 감소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즉 예측

민감도가 큰 지역의 바람 변수를 보정함으로써 태풍

진행 속도 예측치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보정은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목표관측이나 수반 민감

도에 적절한 가중 인자를 곱해서 섭동을 만든 후 초

기 조건에서 이 섭동을 빼서 더 나은 예보를 얻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보인 예측 민

감 지역은 태풍을 북진시키는 역학적 원인이 태풍 진

행 방향의 우측 후방부에 분포하는 주변류라는 Wu et

al. (2009)의 연구 결과와도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4. 결론 및 요약

이 연구에서는 KMA UM에 접합되어 있는 증분 형

태의 4차원 변분자료동화 (four-dimensional variational

data assimilation: 4DVAR) 시스템의 수반 모델 코드를 수

정, 보완하고 새로운 알고리즘을 추가하여 통합 모델

시스템에서 수반 민감도를 계산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

하고, 개발된 도구를 이용하여 태풍 DIANMU (201004)

사례에 대해 수반 민감도를 계산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KMA UM 시스템에서 수반 민감도를 계산하기 위해

관련 코드들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수반 민감도 계산 과정에서는 4DVAR에서 이용되

는 관측과 관련 된 비용함수의 경도 값 (관측 강제력)은

필요 없기 때문에 Var_TotalPenAndGrad의 서브루틴

인 PF_Forecast_Adj에서 ForecastOnly 옵션을 True로

조정하였다.

•수반 민감도 알고리즘은 KMA UM에 접목된 증분

타입의 4DVAR 방안의 서브루틴 중 PF_Forecast_Adj

에서 코딩되었다. Calc_energy를 이용하여 예보 오차

에 대한 건조 에너지 형태의 반응 함수의 경도를 수

반 민감도로 정의하였고, Var_FieldOutput을 실행시

킴으로써 수반 민감도와 수반 민감도로부터 계산된 건

조 에너지를 출력하였다.

위와 같이 개발된 도구를 이용하여 태풍 DIANMU에

대한 예보 오차의 초기 조건에 대한 수반 민감도를

계산하였다. 연직으로 적분한 에너지 단위의 수반민

감도의 수평 구조는 태풍 진행 방향의 후방부에 위치해

있으며, 이것은 주변류가 태풍 중심 방향으로 수렴해

들어가는 지역과 관련이 있다. 연직적으로 보면 대기

상층부에 몰려있는 예보 오차는 대기 중·하층부에

몰려있던 초기 민감도가 상향 전파한 것으로서, 이것은

파동 에너지의 상향 전파와 관련이 있다. 태풍 DIANMU

에 대한 수반민감도의 수평 구조 및 연직 분포는 중규

모와 전구 규모 모델을 이용한 기존의 연구들 (e.g., Morgan

2001; Peng and Reynolds 2005, 2006; Kim and Jung

2006, 2009a; Reynolds et al. 2009; Wu et al. 2009; Chen

et al. 2009)과 유사하게 나타나, 개발된 수반민감도

도구를 이용하여 UM 시스템에서 수반민감도가 제대

로 계산되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었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측 자료가 예보에 미

치는 영향을 수반 민감도를 이용하여 진단하는 연구들

이 보고되고 있다 (Cardinali 2009; Gelaro et al. 2009;

Langland and Baker 2004; Liu and Kalnay 2008). 이

방법은 관측 변수에 대한 예측 민감도를 계산하고 관측

공간에서 나타나는 예측 민감 지역을 모니터링하는

기법이라 관측 자료가 예측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는

전통적인 방법들인 관측 시스템 실험 (observation system

experiment: OSE)에 비해 모든 지역의 모든 관측 종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관측 자료에 대

한 예측 민감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연구에서 논의

된 초기 자료에 대한 예측 민감도 계산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 이 연구를 확장하여 관측 자료에

대한 예측 민감도 계산 도구를 KMA UM에 개발하여,

현업적으로 이용하고 관측 공간에서 나타나는 예측 민

감 지역으로부터 각 관측 자료가 예보에 미치는 영향

을 연구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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