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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UK Met Office Unified Model at the KMA has been operationally utilized as

the next generation numerical prediction system since 2010 after it was first introduced in May,

2008. Researches need to be carried out regarding various physical processes inside the model

in order to improve the predictability of the newly introduced Unified Model. We first performed

a preliminary experiment for the domain (170 × 170, 10 km, 38 layers) smaller than that of the

operating system using the version 7.4 of the UM local model to optimize its physical processes.

The result showed that about 7∼8% of the improvement ratio was found at each stage by

integrating four factors (u, v, th, q), and the final improvement ratio was 25%. Verification was

carried out for one month of August, 2008 by applying the optimized combination to the domain

identical to the operating system, and the result showed that the precipitation verification score

(ETS, equitable threat score) was improved by 9%, approxim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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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수치모델을 이용한 예측 자료는 대기의 상태를 시

공간적으로 조밀하게 제공해 보다 정확한 예보를 가

능하게 한다. 이러한 수치예측의 정확도는 주로 초기

조건과 수치모델의 정확도에 의존한다. 따라서 기상

청에서는 수치모델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영국 기상

청의 통합수치예보시스템 (Unified Model, UM)을 도

입해 2010년 5월부터 현업 운영 중이다.

2009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UM의 시험운영 결과,

이전 모델인 GDAPS와 비교하여 북반구 500 hPa 고

도장의 예측오차 (Root Mean Square Error, RMSE)를

평균 24% 개선하였고, 일 5 mm 여름철 강수예측성

능 (Threat Score, TS)은 100% 개선되어 예측성능이

크게 향상됨을 보였다 (김동준 등, 2009; 이해진 등,

2009). 그러나 하층 850 hPa에서 여름철 양의 온도

편차, 겨울철 음의 온도편차를 보여 하층 온도편차의

계절변동을 보였으며, 여름철 약한 강수 (0.1 mm/12 h)

를 과대모의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김동준 등, 2010).

이러한 모델의 문제점은 주로 초기장의 불확실성과

모형의 불완전함에서 기인하는데, 모형의 불완전성은

상당 부분 물리과정 처리의 불확실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가령 Wang and Seaman (1997)과 Gallus

(1999)는 대류 모수화 과정이 강수의 패턴에 큰 영향

을 미침을 밝힌 바 있다. 또한 Jankov and Gallus

(2005)는 모델의 물리과정에 대한 민감도 실험을 체

계적으로 연구하여 각 과정이 예측성능에 미치는 영

향을 밝혀내었다. Zhang et al. (2004)은 미국 중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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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대기경계층 모수화 방안에 따라 표층 바람의 패

턴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고, 강전호 등

(2005)은 한반도 집중호우 시 지면 물리과정에 따라

강수의 모의 패턴이 달라짐을 밝혀내었다. 또한 Seaman

(2000)은 미국 5대호 남부지역을 대상으로 대기경계

층 모수화 방안과 지면모델의 선택에 따라 기상 패턴

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Miao et al. (2008)은 MM5

를 이용하여 스웨덴의 서부해안에서 각각 다른 대기

경계층 모수화 방안과 지면모델의 조건을 조합하여 여

러 가지의 기상요소를 나타내는 최적의 조건을 찾고,

대기질 모델에 반영하고자 연구하였다.

이와 같이 많은 선행 연구에서 물리과정의 개선이

모델의 예측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M의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

키고자 경계층, 미세물리, 강수, 대류 등의 물리과정

을 조절하여 최적화된 조합을 찾고자 하였다. 

2. 실험구성 및 검증방법

2.1. 실험 구성

차세대 수치예보 시스템 UM은 영국 Met Office에

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대기와 해양 수치모델 시

스템으로 전구와 지역 모델링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초고해상도 예보 모델에 적합한 비정수 지배방

정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수평에서는 Arakawa-C 격자

체계를, 연직에서는 Charney-Phillips 격자체계가 사용

된다. 보다 효율적으로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하여

반-암시적, 반-라그랑지안 차분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Met Office, 2004).

본 연구에서는 최적의 물리과정 조합을 찾기 위해

크게 두 과정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우선 현

업 보다 상위 버전인 UM 7.4를 이용하여 현업보다

크기가 작은 도메인에 대해 사전실험과 규준실험을

수행하였다. 영역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를 포

함하게 설정하였으며, Fig. 1에 현업 도메인과 함께

표기하였다. 10 km의 수평해상도 (170 × 170)와 38개

의 연직층을 가지며, 2009년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

지 물리과정을 바꿔가며 모델링을 수행해 가장 좋은

예측성능을 보이는 조합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규준실험은 현업과 동일한 물리과정으로 설정하고, 경

계층, 구름물리, 미세물리, 대류 등의 옵션을 단계별

로 하나씩 조절하여 실험을 구성하였다. Fig. 2에는

UMUI (Unified Model User Interface)에서 선택 가능

한 경계층 관련 물리 옵션 일부를 나타내고 있다. 사

전 실험은 규준실험에서 선택되지 않은 8B 버전을 먼

저 선택하여 규준실험과의 결과를 비교한 후 실험의

결과가 더 좋다면 그 다음 단계인 stable boundary layer

Fig. 1. Domain of operation (CTRL) and pre-experiment

(EXPR).

Fig. 2. The panel of boundary layer physics options in UM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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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ing scheme을 하나씩 적용하여 이를 비교하는 형

식으로 이루어진다. UM의 경우 다른 중규모 모델과

달리 각각의 물리과정에 여러 가지 방안이 존재해 하

나씩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틀을 가진 버전에 여

러 가지 추가 옵션이 존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경계층 모수화의 경우 8A, 8B,

8C 세 가지 버전이 존재하는데 8B와 8C는 모델 버

전이 업그레이드됨에 따라 8A를 개선하여 만들어지

는 버전이지 계산과정이나 구조가 완전히 다른 물리

과정이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와 같이 순차적으

로 세부 옵션을 적용하는 형태의 실험이 가능하며, 모

두 64가지의 조합에 대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규준실험과의 결과 비교를 위해서 3차원 변수 (u,

v, q, th)에 대해 평균 제곱근 편차 (Root Mean Square

Error, RMSE)를 구하고, 각 변수에 대해 식 (1)에 제

시한 개선율을 계산해 4개의 변수에 대한 개선율의

합이 높은 방향으로 물리과정 조합을 만들어 갔다.

즉, 개선율이 높아진 물리과정은 고정하고 다음 단계

의 물리과정을 조절하는 형태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때, 변수별 검증을 위해 사용된 날짜는 7월 1일부

터 7월 5일이며, 계산 영역은 모델 도메인 전체이다. 

Improvement Rate =

(1)

여기서 RMSECTRL은 규준실험의 RMSE를, RMSEEXP

는 물리과정을 변경한 실험의 RMSE를 나타낸다.

이러한 사전실험의 결과에서 제시된 가장 개선율이

높은 물리과정 조합을 이용해 현업 운영 중인 지역모

델 도메인 (540 × 432, 수평 12 km, 연직 38개 층)에

적용하여 2010년 8월에 대해 00, 12 UTC를 초기시

각으로 72시간 예측을 수행하여 현업 운영 중인 지역

UM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물리과정의 변화 외의

조건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 버전은 현업과 동일한 6.6

을 사용하였다.

2.2. 검증 방법

사전실험에서 각 단계별 개선율을 구하기 위해 사

용된 RMSE는 식 (2)를 이용하였다. 예보와 관측간의

차이를 제곱근하여 평균을 취한 것으로, 불확실성에

따라 좌우되는 예보 정확도 척도로 가장 많이 사용되

는 요소이다. RMSE는 작은 오차보다는 큰 오차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0에서 무한대까지 값을 가지며 만

점은 0이다. 여기서 F는 각 실험의 값을 나타내며, O

는 현업 운영 결과의 분석장을 나타낸다.

(2)

한 달간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앞서 언급한

RMSE와 S1 score, BIAS를 이용하였다. S1 score는 예

보 공간 기울기의 정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보통은

지위고도나 해면기압장에 적용한다. 0에서 무한대의

값을 가지며 완벽한 예보는 0이다. 다년간의 모델 성

능이 향상되는 것을 보여주기에 좋은 도구이다.

(3)

또한 BIAS를 이용해 예보의 중심 위치와 관측의

중심 위치간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BIAS는 예보와 관

측간의 차이를 평균하는 평균 오차 (Mean Error)를 사

용하여 쉽게 정량화할 수 있다. 음의 무한대에서 양

의 무한대까지의 값을 가지며, 만점은 0이다. 간단하고

친숙한 척도로 오차의 크기를 측정하지 않는다. 즉, 오

차를 보상해주는 것이 있다면 나쁜 예보에 대해서도

만점을 받을 수 있다.

(4)

강수량에 대한 검증은 카테고리 예보 정확도 측정

방법을 사용해 Equitable Threat Score (ETS)를 사용

하였다 (Schaefer, 1990). Table 1은 ETS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모델이 강수를 예보하였을 때,

강수가 관측되었을 경우는 H, 관측되지 않았을 경우

는 F에 대한 빈도수가 각각 하나씩 증가하는 것이다.

반대로 모델이 강수를 예보하지 않았을 때, 강수가 관

측되면 M, 관측되지 않으면 Z의 경우의 수가 증가

한다. ETS는 보통 드문 사건들 (예를 들어, 커다란 임

계값을 넘는 강수량)에 대한 결정론적 예보의 검증에

주로 사용된다. Gilbert가 TS에서 우연히 맞힐 수 있

는 경우를 고려하여 수정한 것으로 Gilbert Skill Score

라고도 불린다. 우연히 맞출 수 있는 것을 배제한 상

태로 예측한 사건에 대한 관측과 예측의 비이다. ETS

는 자체의 등방성이 다른 예측 구간을 가로질러 비교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치예보모델의 강수 검증에 주로

사용된다. 값의 범위는 −1/3에서 1의 값을 가지며, 0

은 미숙련을 1은 완벽한 예보를 나타낸다. 맞힘 (H )

수에 민감하며 M과 F 수에 따라 불리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ETS =
우연히 맞힐 경우를 제외한 예측 경우

우연히 맞힐 경우를 제외한 강수 발생과 관련된 전체 경우

(5)

RMSECTRL RMSEEXP–

RMSECTRL

-------------------------------------------------------- 100×

RMSE
1

N
---- Fi Oi–( )2

i 1=

N

∑=

S1

ΔF ΔO–
adjacentpairs

∑

max ΔF ΔO,( )
adjacentpairs

∑
--------------------------------------------------------------- 100×=

Mean Error
1

N
---- Fi Oi–( )
i 1=

N

∑=

H Hrandom–

H M F Hrand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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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3. 검증 결과

3.1. 물리과정별 개선율

Table 2는 경계층 물리과정 (Lock et al., 2000; Lock,

2001)에 적용된 옵션을 규준실험과 비교하여 나타내

고 각 실험별로 4가지 3차원 변수의 개선율의 합을

함께 제시하였다. 실험에 적용된 옵션에 번호가 매겨

진 것은 앞서 언급하였던 64가지 실험의 종류를 나타

내기 위함이다. 개선율 숫자가 진하게 표시된 것은 앞

선 단계에 비하여 개선율이 높아져 그 단계의 옵션을

앞으로도 계속 적용 시켰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3

번 실험의 경우 안정경계층 혼합 스킴을 Long tails로

Hrandom
H F+( ) H M+( )
H F M Z+ + +

------------------------------------=

Table 1. Relationship between counts of forecast/event pairs

for the dichotomous categorical verification situation as

displayed in a 2 × 2 contingency table.

Forecast

Yes No

Observation
Yes H M

No F Z

Table 2. Boundary layer physics options and improvement rate of each experiment  (Lock, 2007).

Boundary layer physics options CTRL EXPR Improvement 

rate (%)

Version 8A 1) 8B 1) 1.74

2) 8C 2) -2.56

stable boundary layer 

mixing scheme

SHARPEST over sea; 

MES tails over land

3) Long tails 3) 3.79

4) SHARPEST function 4) 2.17

5) sea (SHARPEST) land (Long tails) 5) 2.98

6) MESOSCALE model : Louis/

SHARPEST blend

6) 2.47

7) Louis function 7) 3.34

8) Boundary layer depth based formulation 8) 1.81

9) sea (SHARPEST) land (MES tails) 9) 1.81

10) sea (SHARPEST) land (Louis/Long-0) 10) 2.89

11) sea (SHARPEST) land (Louis/Long-0.5) 11) 3.04

12) LEM stability 12) -0.20

13) Equilibrium stable boundary layer 13) -0.23

the local scheme to operate  above

the unstable boundary layer top

off 14) on 14) 5.17

free atmospheric turbulent 

mixing option

0 15) 1 15) 3.24

16) 2 16) 1.67

17) 3 17) 4.32

Restrict the magnitude of the

explicitly diagnosed friction velocity

off 18) on 18) 2.02

Correct surface exchange iteration 

in convective boundary layers

off 19) on 19) 5.11

thermal vegetation canopy radiative coupling 

and thermal capacity

20) radiative coupling only 20) 5.70

method for treatment of 

canopy radiation

Beer’s law and “big leaf” 

for scaling leaf to canopy 

scale photosynthesis

21) Multi-layer approach for both radiation 

interception and canopy

21) 6.53

effect of salinity 

on evaporative fluxes

off 22) on 22) 6.84

1) CMT, Convective momentum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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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 적용했을 때 개선율이 높아졌으므로 이후 실험

부터는 Long tails로 적용됨을 뜻한다.

제일 먼저 조절한 것은 경계층 물리과정에 대한 코

드 구성에 따른 버전 부분이다. 규준 실험에서는 8A,

사전실험에서는 8B를 선택하였고, 1.74%의 개선율을

보였다. 8B는 8A 코드에서 개선된 것으로 혼합층 내

의 연직적 확산을 진단하는 부분을 개선한 것이다. 이

는 구름의 하층 높이를 추정하는데 사용되는데, 층적

운 내에서 정확한 혼합고를 진단하는데 필요한 요소

이다. 또한 복사로 인한 가열의 기여도를 장파와 단

파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다. 

안정경계층에서의 혼합에 관련된 옵션은 모두 10가

지가 있는데, 규준실험은 SHARPEST over sea; MES

tails over land를 선택하였고 사전실험에서는 Richardson

number scheme: Long tails 가 가장 높은 개선율을 보

여주었다 (3.79%). 이 옵션들은 안정도를 결정짓는 리

차드슨 수와 관련이 있다. 리차드슨 수가 0보다 클 때

Long tails는 

(6)

로 계산된다. 여기서 는 안정경계층 내의 난류혼

fm
1

1 g
0
Ri+

------------------=

g
0

Table 3. Large scale precipitation physics options and improvement rate of each experiment  (Wilkinson et al., 2010).

Large scale precipitation 

physics options

CTRL EXPR Improvement 

rate (%)

Version 3C 23) 3D 23) 9.83

second cloud ice prognostic off 24) on 24) 14.29

prognostic rain off 25) on 25) 14.40

prognostic graupel off 26) on 26) 12.99

droplet setting off 27) on 27) 14.52

Run with iterative melting off 28) on 28) 12.90

bias-removal scheme in 

autoconversion 

parameterization

off 29) on 29) 12.90

autoconversion formulation 

based on Tripoli and cotton 

formulation

off 30) on 30) 14.73

Hardwire autoconversion 

limits to those used in 3B 

scheme

off 31) on 31) 14.74

drizzle and rain representation standard rain and 

autoconversion parameters

32) HadGEM tuning of ec_auto 32) 15.34

ice particle size distribution 

parameters

standard ice size distributions

X1I 2 × 10e + 06

X1IC 4 × 10e + 06

33) HadGEM tunings

 X1I 4 × 10e + 06

 X1IC 80 × 10e + 06

33) 13.91

34) supersaturation between crystals 

and aggregates

34) 15.37

ice particle mass-diameter 

relationship 

standard parameter 35) mass scaling

- aggregate 1.85e-02

- cystal 1.82e-02 mass exponent

- aggregate 1.90e + 00

- crystal 1.90e + 00

35) 16.49

ice particle best-reynolds 

relationships

standard parameter 36) best scaling

- aggregate 2.072e-01

- crystal 6.049e-02

best exponent

- aggregate 6.38e-01

- crystal 8.31e-01

3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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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수를 뜻하며, Long tails에서는 10으로 지정된다.

Louis (1979)가 제시한 함수는

(7)

이며, Derbyshire (1997)가 제시한 SHARPEST 함수는

(8)

와 같이 정의된다. 규준실험에서 선택된 옵션은 해

양에서는 SHARPEST를, 육지에서는 louis와 SHARPEST

를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고, 사전실험에서 선택한 옵

션은 육지와 해양을 구분하지 않고 Long tails를 사용

하는 것이다. 또한 불안정 경계층 최상층에서 리차드

슨 수의 부력을 변경시킨 local scheme을 적용한 경

우가 5.17%의 누적 개선율을 나타내었다 (Lock, 2007).

식생에서의 열적 캐노피에 관해서 복사와 열적 캐노

피를 함께 고려하는 옵션보다 복사만을 고려하는 것

이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고 (5.70%), 캐노피 복사에

관해서는 베르의 법칙에 따라 빛의 투과를 계산하고

캐노피 규모 광합성은 큰 잎을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6.53%). 또한 해양에서의 적운 경계층을 3 km 이하

로 진단하고, 증발속에서의 염도 효과를 고려하는 옵

션을 선택했을 때 더 높은 개선율을 나타내었다 (6.84%).

이렇게 경계층에 대한 옵션을 조절했을 때 22가지 실

험이 진행되었으며, 4가지 3차원 변수의 개선율 합은

6.84% (u:1.16, v:1.03, th:2.27, q:2.38)로 나타났다. 

Table 3은 대규모 강수 부분의 물리과정에 적용된

옵션을 규준실험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규준실험

에 적용된 미세물리과정은 개선된 미세물리 스킴 (3C)

으로 3B 옵션에 기초를 두고 만들어진 것이다 (Wilson

and Ballard, 1999). 3B 옵션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은

빙정 입자 크기에 따른 낙하속도, 상세격자 모델에서

수증기, 빙정 등의 구성, 빙정핵의 변화, 빙정 낙하 속

도를 계산하는 방법 등이 개선되었다. 3D는 3C 옵션

에서 개선된 것으로 격자내의 구름에서 상세격자 수

증기 분포 변화, 싸락눈의 전조, 빙정과 눈의 응집 전

조 구분, 빙정 크기 구성, 강수 낙하 속도의 개선 등

이 포함된다. 버전을 변경하여 계산된 누적 개선율은

9.83%로 나타났다. 사전실험에서 3D 옵션을 사용함

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예측 옵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24~27번 실험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14.52%의

누적 개선율을 구할 수 있었다. 적용된 옵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prognostic rain 옵션은 모델 격자 내

에서 3차원 바람에 의해 이류되는 강수를 예측할 수

있고, second cloud ice prognostic 옵션은 구름을 빙

정과 snow aggregation으로 나누어 예측할 수 있게

한다. Tipoli and cotton 형식에 기초한 autoconversion

을 사용하는 옵션은 3D 버전에서 사용할 경우 수적

크기가 20 µm보다 큰 경우에 집중돼 있는 계산식을

fm
1

1 5Ri+( )2
-----------------------=

fm
1 5Ri–( )2 for 0 Ri 0.1< <

20Ri( ) 2–
for Ri 0.1>⎩

⎨
⎧

=

Table 4. Large scale cloud physics options and improvement rate of each experiment  (Wilson et al., 2007).

Large scale cloud physics options CTRL EXPR Improvement rate (%)

method of cloud area parameterization diagnostic Brooks method 

for non-convective cloud

37) original Cusack method 

based on temperature and 

moisture profiles

37) 19.20

Use empirically adjusted cloud fraction 

parameterization

off 38) on 38) 18.47

explicitly set overlap between liquid and 

ice phases

off 39) on 39) 17.86

overlap parameter 0.00 40) 1.00 40) 17.76

ice cloud fraction options Wilson and Ballard 

formulation

41) HadGEM method based 

on cloud top temperature

4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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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하고 보다 간단하고 빠르게 계산하게 한다

(14.73%). 31번 실험에 적용된 옵션은 3B 옵션에 맞

춰져 있는 autoconversion 한계를 3D에 맞게 적용하

는 것을 의미한다 (14.74%). 이슬비와 강수를 구분하

기 위한 옵션은 빗방울 크기 분포와 autoconversion과

관련이 있다. autoconversion과 관련된 변수는 여러 가

지가 있으나, 충돌/응집 효과를 나타내는 ec_auto 변

수를 조절하게끔 활성화 시켰다. 규준실험에서는 ec_auto

를 0.55로, 사전실험에서는 0.425로 설정하였고 이 결

과 15.34%의 누적 개선율을 나타내었다. 빙정 사이즈

분포에 대한 모수는 crystal과 부착 사이에서 과포화

를 고려한 경우가 15.37%로 높은 누적 개선율을 보

였다. 빙정의 직경에 대한 모수는 Brown과 Francis

(1995)가 제시한 값을 사용한 경우가 16.49%로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u:4.56,

v:3.95, th:3.45, q:4.52의 누적 개선율을 보여주었다.

Table 4는 대규모 강수에서 연관되어 적용된 대규

모 구름에 관한 옵션을 실험별로 제시한 것이다. 37

번 실험에서는 cloud area 모수를 Cusack (2002)이 제

시한 방법을 선택한 경우가 Brooks (2005)가 제시한

방법보다 나은 개선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20%). Cusack이 제시한 방법은 Liquid temperature

(TL) 와 Vapour + liquid content (qT = q + l)를 연직 해

상도에 따라 내외삽 하는 것이다. Brooks가 제시한 방

법은 volume cloud faction에 따른 area cloud fraction

예측 관계식을 적용시키는 방법이다.

Table 5는 대류에 관련된 옵션 (Gregory and Rowntree,

1990)을 나타내고 있으며 42, 44, 64번 실험에서 개선

율의 향상을 나타내었다. 42번 실험은 대류 스킴을 적

용시키는 time step을 조절하는 것으로 보통 기후 모

델에서 time step 당 3번을 부르게 되어 있고 현업 모

델에서는 2번을 부르게 되어있다. 이 실험에서는 2번

을 부르게 설정했을 때 19.55%의 누적 개선율을 나

타내었다. 44번 실험은 깊은 대류 모멘텀 수송 (deep

convective momentum transport, CMT) 조절 실험으로

연직적인 모멘텀의 수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규

준실험은 에디 속도에 기초한 기본식 (original setting)

을, 44번 실험은 CMT에 기초한 새로운 난류 옵션

(Maidens and Stratton, 2006)을 선택하여 20.21%의 누

적 개선율을 도출하였다. 64번 실험에서는 깊은 대류

와 중간층 대류에 새로운 종결 조건을 적용시켜 대류

를 보다 강하게 모의하게 하였고 그 결과 24.59%의

Table 5. Convection physics options and improvement rate of each experiment  (Maidens and Stratton, 2006).

Convection physics options CTRL EXPR Improvement rate (%)

No. of convection calls per 

physics time step

3 42) 2 42) 19.55

with convective momentum 

transport included

on 43) off 43) 15.08

Deep CMT option original settings 44) new turbulence based CMT 44) 20.21

detrainment scheme adaptive detrainment, deep and 

mid convection

45) Gregory-Rowntree scheme 45) 11.98

46) adaptive detrainment, deep 

convection

46) 12.33

47) adaptive detrainment, deep, mid 

and shallow convection

47) 13.19

48) Smoothed adaptive detrainment, 

deep and mid convection

48) 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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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개선율을 구할 수 있었다 (u:8.68, v:7.27, th:3.91,

q:4.73).

이렇게 크게 4 단계로 나누어 물리과정에 대한 민

감도 실험을 수행한 결과, 경계층 옵션을 조절했을 때

약 6%, 대규모 강수를 조절했을 때 약 10%, 대규모

구름은 약 3%, 대류 과정은 약 6%의 개선 효과를 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차적으로 계산한 것이므로 앞

단계의 누적 결과로 인해 어떤 단계의 개선 효과가

Table 5. Continued.

Convection physics options CTRL EXPR Improvement rate (%)

49) Smoothed adaptive 

detrainment, deep, mid and 

shallow convection

49) 12.59

CAPE closure scheme vertical velocity dependent 

CAPE closure

50) RH based CAPE buoyancy 

closure

50) 18.32

51) 50) with timestep as min 

timescale

51) 17.85

52) CAPE buoyancy closure 

with fixed timescale

52) 16.20

53) Grid-box area scaled cape 

closure

53) -26.44

reference CAPE timescale 960.0 54) 1728.0 54) 18.98

960.0 55) 800.0 55) 19.65

radiative representation of anvils 

included

on 56) off 56) 18.96

phase change temperature in the 

plume other than 0

off 57) on 57) 20.21

HadGEM1 convective cloud and 

cloud water changes

off 58) on 58) 19.24

click for deep CMT to use 

KTERM instead of NTPAR

off 59) on 59) 20.21

apply updraught factor to whole 

column

off 60) on 60) 17.52

Emanuel downdraught scheme off 61) on 61) 17.64

revised shallow cumulus parcel 

perturbations

off 62) on 62) 19.89

limit initial parcel perturbations off 63) on 63) 19.76

new termination condition for 

deep and mid-level convection

off 64) on 64) 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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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크다고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예단 변수

들이 많이 포함된 대규모 강수 부분에서 개선율이 크

게 나타났다.

3.2. 변경된 물리과정의 예측 능력 검증

사전실험에서 최종 결정된 물리 옵션을 현업과 동

일한 6.6 버전에 적용하여 2010년 8월 한 달에 대해

하루 두 번 (00, 12 UTC) 72시간씩 예측하여 그 결

과를 현업과 비교 분석하였다. Fig. 3은 500 hPa 지위

고도장과 850 hPa 온도에 대해 현업의 결과와 물리과

정을 조절한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것이다. (a)와 (b)는

500 hPa 지위고도장의 RMSE와 S1 score를 나타낸 것

으로, S1 score를 살펴봤을 때 최적화 실험 결과가 예

측성능이 조금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c)와 (d)는

850 hPa 온도의 RMSE와 BIAS를 나타낸 것으로 물

리옵션을 조절한 경우 예측성능이 눈에 띄게 나아진

경향을 보였다. 특히 음의 BIAS가 크게 줄어든 것으

로 나타났다.

Fig. 4는 76개 기상대 지점에 대한 12시간 누적 강

수량의 ETS를 임계값 별로 나타낸 것이다. 강한 강

수와 약한 강수 모두에서 더 나아진 예측 성능을 보

이고 있으며, 약 9% 정도 그 값이 개선된 것으로 나

타났다.

Fig. 5는 예측 시간별로 해면기압과 500 hPa 지위고

도장의 현업과 최적화 실험의 RMSE 차이를 공간적

으로 나타낸 것이다. 양의 값은 최적화 실험의 결과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고, 음의 값은 부정적

인 효과라고 볼 수 있다. (a)는 해면기압에 대한 RMSE

차이장인데,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나 화

중 지방에서 약한 음의 값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측

시간이 지나도 공간적인 분포와 값의 강도에 큰 차이

가 없었다. (b)는 500 hPa 지위고도장에 대한 차이장

Fig. 4. The comparison of ETS at each threshold for 12

hours accumulated precipitation from 1 to 31 August 2010.

Fig. 3. (a) RMSE and (b) S1 score of geopotential height at 500 hPa, (c) RMSE and (d) BIAS temperature at 850 h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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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낸 것으로 해면기압과는 반대로 티베트 고원

쪽에서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 화중과 화남지

방에서 약하게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예측시간이

지날수록 그 강도가 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6은 예측 시간별로 850 hPa 온도의 현업과 최

적화 실험의 RMSE 차이를 공간적으로 나타낸 것이

다. 한반도 주변에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값을 나타

내고 있으며 중국 북부 지역과 러시아 등지에서 약한

음의 값을 나타내었다.

지역 모델이므로 한반도 주변 일기에서 개선이 나

타나는 것이 중요한데,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는 공기

괴의 흐름을 생각했을 때 위의 3가지 변수에 대한 공

간분포에서 한반도의 서쪽지역이 양의 값을 나타내는

것은 최적화된 실험이 예측성능의 개선에 도움을 주

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상청 현업 모델로 사용 중인 통합

모델의 물리과정을 최적화 하고자 두 단계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우선 대류, 대규모 강수, 경계층

에 관한 물리옵션을 순차적으로 조절하여 가장 개선

율이 높은 조합을 찾는 사전실험을 수행하였고, 그 결

과 u, v, th, q 3차원 변수의 누적 개선율의 합이 약

25%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전실험에서 결정된 최적화

조합을 이용해 2010년 8월 한 달간 00, 12 UTC에 72

시간씩 예측하고 그 결과를 현업과 비교 분석 하였다.

500 hPa 지위고도장의 RMSE와 S1 score 분석 결과

Fig. 5. RMSE difference (Operation-Optimization) in mean sea level pressure (a) and geopotential heights at 500 hP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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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하게 최적화 실험의 오차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850 hPa 기온의 RMSE와 BIAS 분석 결과 최

적화 실험의 예측성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12시간 누적 강수량에 대한 ETS 분석 결과

에서도 약 9% 가량 예측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계산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사전실험의 영역

이 현업보다 작아 본 연구의 결과가 현업 영역에 최

적화된 결과라고 말하기엔 조금 무리가 따른다. 하지

만 현업에 대한 검증 시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였

으며, 세부 옵션에 대한 개선율을 명시적으로 제시한

것은 향후 지역 통합모델의 물리과정 개선에 활용되

어 우리나라에 맞게 통합모델을 최적화 하는데 도움

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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