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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llision efficiency data for collision between graupel or hail particles and cloud
drops that take into account the differences of particle density are applied to the Takahashi cloud
model. The original setting assumes that graupel or hail collision efficiency is the same as that
of the cloud drops of the same volume. The Takahashi cloud model is run with the new collision
efficiency data and the results are compared with those with the original. As an initial condition,
a thermodynamic profile that can initiate strong convection is provided. Three different CCN
concentration values and therefore three initial cloud drop spectra are prescribed that represent
maritime (CCN concentration = 300 cm−3), continental (1000 cm−3) and extreme continental
(5000 cm−3) air masses to examine the aerosol effects on cloud and precipitation development.
Increase of CCN concentration causes cloud drop sizes to decrease and cloud drop
concentrations to increase. However, the concentration of ice particles decreases with the
increase of CCN concentration because small drops are difficult to freeze. These general trends
are well captured by both model runs (one with the new collision efficiency data and the other
with the original) bu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with the new data, the development of
cloud and raindrop formation are delayed by (1) decrease of ice collision efficiency, (2) decrease
of latent heat from riming process and (3) decrease of ice crystals generated by ice
multiplicati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model run with the original collision efficiency
data overestimates precipitation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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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에어러솔 (aerosol)의 일부는 대기 중에서 구름응결
핵(cloud condensation nuclei, CCN)으로 작용하여 구
름입자의 성장과 발달 및 강수 생성에 결정적인 역할
을 한다. CCN 수농도의 증가가 구름의 수명을 연장
시키고 강수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여러 연구가 발

표된 바 있다 (e.g., Rosenfeld, 1999; Andreae et al.,
2004; Hudson and Yum, 2001). 그러나 CCN 수농도가
강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대기의 열역학적 상태와
구름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일부 관
측 결과와 모형 실험에서는 CCN 수농도가 높은 경우
오히려 더 많은 비를 내리기도 하였다 (Khain, 2009).
따뜻한 구름 (warm cloud)의 경우 대체로 CCN 수농
도 증가에 따라 강수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얼
음입자 (ice particle)를 포함하는 찬 구름 (cold cloud)
에서는 반대의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것은 얼음입
자의 생성과 발달 과정이 에어러솔 간접적 효과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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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좌우하는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구름모형에서 얼음입자 성장과정은 더욱 정확
하게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
지 한계를 갖는다. 우선 얼음입자는 온도와 습도에 따
라 다양한 밀도와 형태로 성장하지만, 모형 계산 과정
에서는 이것을 모두 반영할 수 없다. 따라서 밀도에
따라서 우박 (hail)과 싸락눈 (graupel), 빙정 (ice crystal)
으로 분류하고, 그 모양은 구 또는 원판으로만 한정한
다. 또한 이 얼음입자들 사이의 충돌 (collision)를 고
려하는 것은 더 복잡한 과정을 필요로 한다. 우박과
싸락눈은 수적 (cloud drop)보다 밀도가 낮아 구름 내
에서 상승기류에 의한 성장을 더 오래 지속하게 되어
종종 큰 우박으로까지 성장하고 또한 영상의 기온에
서는 융해되어 큰 빗방울을 형성한다 (Johnson, 1987).
싸락눈의 착빙 (riming)에 의한 성장은 적운의 얼음입
자 성장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Khain et al., 2001).
따라서 싸락눈과 수적 또는 우박과 수적간의 충돌은
적운 발달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몇몇 선행 연구에서 얼음입자를 포함하는 구름에
대한 모형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얼음입자와 수적간의
충돌효율 (collision efficiency)에 대한 자료가 절대적
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얼음입자의 성장과정에 대해서
는 많은 가정이 포함될 수 밖에 없었다. 그 중에서도
얼음입자들 간의 충돌과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은 매
우 어려운 문제이다. Beheng (1978)은 싸락눈과 수적
의 충돌 효율을 싸락눈과 동일한 부피를 갖는 수적과
의 충돌효율과 같다고 가정하였다. 반면 다른 연구에
서는 (e.g., Khain and Sednev, 1996; Khain et al.,
1999) 싸락눈과 수적의 충돌 효율을 싸락눈과 동일한
질량을 갖는 수적과의 충돌효율과 같다고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Takahashi (1976a)의 구름모형 역시 싸락
눈 혹은 우박과 수적의 충돌 효율이 동일한 부피를
갖는 수적과의 충돌효율과 같다고 가정하였다. 그러
나 충돌 효율은 입자의 밀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
로 찬 구름에서 구름입자의 성장과정이 정확하게 모
사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Khain et al., 2001). 본 연
구의 목적은 Khain et al. (2001)이 제시한 밀도에 기
반한 싸락눈과 우박의 수적과의 충돌효율 값을
Takahashi 구름모형에 적용하여, 얼음입자를 포함하는
찬 구름의 발달과정을 더 현실적으로 모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2. 모형 및 실험 설계

2.1. 모형

본 연구에서 사용된 Takahashi구름모형은 2차원 비
정수계 비탄성 모형으로서 깊은 대류계를 모사하며,
모든 격자점에서 수문입자 (hydrometeors)의 크기 별

수농도가 계산되는 상세 미세물리 모형 (spectral bin
microphysics model) 이다 (Takahashi, 1976a). 또한 물
입자뿐 아니라 빙정, 우박, 싸락눈으로 이루어진 찬
구름의 미세물리과정도 포함되어 있다. 수적, 우박, 싸
락눈은 그 크기에 관계없이 모두 구형으로 가정하였
으며, 반경에 따라 2 µm에서 5.19 cm까지 45개의 구
간으로 세분하였다. 수적의 밀도는 1 g cm−3 이고, 우
박과 싸락눈의 밀도는 각각 0.9 g cm−3과 0.3 g cm−3로

가정한다. 작은 입자 구간에서는 성장이 빠르기 때문
에 지수분포를 사용하였으며, 각 bin에서 다음 구간의
bin에 속하는 입자의 질량이 2배가 되도록 설정되었다.
빙정은 온도와 습도에 따라 여러 가지 모양이 존재하
나 본 모형에서는 원반형으로 가정하며, 밀도는
0.1 g cm−3로 가정하였다. 빙정은 반경에 대해20 µm에
서 2.05 cm까지 21 구간으로, 두께에 대해서는 5 구
간으로 세분화 하며, 두께는 최소값이 10 µm가 되도
록 하였다. 각각의 강수입자에 대한 낙하속도를 계산
하는 식은 Takahashi (1976a)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수적은 응결과 충돌병합과정에 의해 성장한다. 응
결과정은 Kovets and Olund (1969) 방안 (Scheme)을
이용하여 수적의 수와 질량이 보존되도록 계산하였다.
충돌병합과정은 Berry (1967) 방안을 사용하여 계산
하였으며, 충돌계수는 충돌하는 수적의 반경이 30 µm
이하일 경우 Klett and Davis (1973)의 값을, 그보다
큰 입자에 대해서는 Shafrir and Neiburger (1963)의
값을 사용한다. 어는 과정을 살펴보면 수적 중에 반
지름이 20 µm 이하의 작은 것이 얼면 빙정의 싹이 되
어 눈으로 성장하는데, 이것은 Nakaya (1954)와 Aue
(1971)가 관측한 빙정의 중심에 존재하는 구형의 입
자를 고려한 것이다. 언 수적의 반지름이 20 µm 이상
일 경우에는 밀도에 따라 우박이나 싸락눈으로 분류
된다. 우박과 싸락눈은 착빙과 승화 (deposition)에 의
해 성장한다. 성장 과정에서 밀도가 0.7 g cm−3 이상인
입자는 우박으로 분류하고, 이보다 작은 입자는 싸락
눈으로 분류한다. 언 수적의 밀도 ρf는 얼 때의 낙하
속도와 표면 온도에 의해 결정된다 (Macklin, 1962).

(1)

여기서 이고, 는 체적 class
의 중앙이 되는 값이며, Vs는 수적의 낙하속도, T0는

273 K, Ts는 언 수적의 표면온도이다. 언 수적의 표면
온도는 Mason (1956)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Takahashi
구름모형에서 우박과 싸락눈은 서로 충돌병합과정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2.2. Ice particle의 충돌과정 

Fig. 1은 Takahashi 구름모형에서 얼음입자들의 충
돌병합과정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과정을 간략하게

ρfln 0.77 Zmln 2– .3=

Zm rVs T0 Ts–( )102⁄[ ]=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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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 것이다. 수적이 싸락눈이나 우박과 충돌하여
어는 착빙과정을 통해 이들 얼음입자들이 성장하는데
이때 밀도에 따라 우박과 싸락눈으로 다시 분류된다.
빙정은 3가지 과정을 통해 생성된다. 첫 번째는 반경
20 µm 이하의 수적이 얼어서 생성되는 과정이고, 두
번째는 빙정핵 (Ice nuclei)의 활성화를 통해서, 마지
막으로는 얼음입자와 수적과의 착빙과정에서의 빙정증
식 (ice multiplication)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다. Hallett
and Mossop (1974)은 싸락눈과 큰 수적 (반경 > 12.5 µm)
의 충돌 시 빙정핵이 생기는 것을 실험실 연구에서
확인하였다. 큰 수적이 싸락눈과 착빙되면 표면부터
얼기 시작하는데 얼음층이 내부로 두꺼워지면서 내부
체적이 증가하게 되면 먼저 언 표면의 얼음층이 분열
하여 작은 얼음입자들이 생성되고, 이것들은 각각 빙
정의 싹이 된다. 이 현상은 온도가 너무 높으면 얼음
층이 생기지 않고, 온도가 너무 낮으면 얼음층이 단
단하고 견고하여 분열되지 않는다. 따라서 빙정증식
과정은 온도 −4oC에서 −7oC 사이에 한정되며 그 확
률은 1회 충돌에 0.003이다 (Takahashi, 1976a). 
반경 R의 얼음입자와 반경 r의 수적이 충돌할 때의

충돌 인자 (collision kernels), K와 충돌 효율 (collision
efficiency), E는 다음과 같다.

, (2)

, (3)

여기서 Yc는 얼음입자의 중심으로부터 수적이 포착
가능한 영역까지의 반지름이고, VR와 Vr은 얼음입자
와 수적의 낙하속도이다. 얼음입자와 충돌하는 모든
수적은 얼어 얼음입자로 포함되는데 이때 상변화에 의
한 잠열이 발생한다. 따라서 충돌효율이 감소하면 충
돌로 어는 수적의 수도 감소하여 잠열 발생 역시 줄
어들게 된다. 여기서 빙정입자들끼리의 충돌은 고려
되었으나 싸락눈과 우박은 수적 외의 다른 수문입자
들과의 충돌은 고려하지 않는다. 즉 싸락눈과 빙정,
싸락눈 혹은 우박과의 충돌, 우박과 빙정 혹은 우박
과의 충돌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 주된 이유는 이들
수문입자들의 충돌효율 값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Khain et al. (2001)은 1에서 100 사이의 레이놀즈
수 구간에서 밀도에 따른 구형 입자의 충돌 효율과

K R r,( ) π R r+( )2E R r,( )2 VR Vr–⋅=

E R r,( ) Yc R r+( )⁄=

Fig. 1. A diagram of the collisional growth processes of ice particles in the Takahashi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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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인자 (collision kernel)을 계산하였다. 여기서 레
이놀즈수는 관성력과 점성력의 비율을 나타내는 무차
원수로, 얼음입자의 모양이 구에 가까울수록 레이놀
즈 수는 큰 값을 갖고, 얼음입자가 구의 형태와 거리
가 멀거나 거칠기 (roughness)가 클 경우 0에 가까운
값을 갖는다. 1에서 100 사이의 레이놀즈 수를 갖는
입자들은 구의 형태를 갖는 입자로 가정할 수 있다.
Khain et al. (2001)의 연구에 따르면 충돌효율은 입자
의 밀도가 감소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Khain et al. (2001)이 계산한 충돌효율을
Takahashi 구름모형의 싸락눈과 우박의 수적과의 충
돌효율에 적용하였다. Fig. 2는 Khain et al. (2001)이
계산한 충돌효율 값의 예를 보여주는 것이다. 반경
50 µm와 100 µm를 갖는 싸락눈과 우박의 경우에 대
해 밀도에 기반한 충돌효율 값을 기존의 동일한 부피
를 갖는 수적으로 간주한 경우의 충돌효율과 비교한
것으로, 밀도가 작은 입자일수록 충돌효율 값이 작아
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기존의 부피에 기반한
싸락눈과 우박의 수적과의 충돌효율 값을 사용한 Yang
and Yum (2007)의 연구에서는 싸락눈과 우박의 착빙
에 의한 성장과정을 과대모의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2.3. 초기 조건 및 실험 설계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싸락눈과 우박의 수적과의
충돌효율을 적용하여 CCN 수농도 차이에 따른 구름
과 강수 발달을 모의하고, 이를 기존의 싸락눈과 우
박의 수적과의 충돌효율을 적용했을 때의 결과와 비
교하였다. 먼저 초기 조건으로 주어지는 CCN 수농도에
따라 해양성 (maritime cloud, M)과 대륙성 (continental
cloud, C), 오염된 대륙성 구름 (extreme continental

cloud, EC)으로 분류한다. 각각의 수농도는 300 cm−3,
1000 cm−3, 그리고 5000 cm−3으로 설정하였는데 이 값
은 Yum and Hudson (2002)과 Yum et al. (2005)에 제
시된 각 기단을 대표하는 CCN 수농도 관측 값에 근
거한다.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여 포화되면 CCN으로

Fig. 2. Collision efficiencies of cloud drop (dotted lines),

graupel (solid lines) and hail (dashed lines) for 50 and 100

in radius.

Fig. 3. Initial cloud drop size distributions of the maritime,

continental and extreme continental clouds simulated in this

study.

Fig. 4. Vertical profiles of temperature (solid line) and dew

point temperature (dashed line) used as initial conditions for

the model ru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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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수적으로의 변화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때 생성되는 초기 수적크기분포는 다른
모형으로 미리 계산한 것을 사용한다. Takahashi
(1976b)는 1차원 모형을 이용해 해양성 구름과 대륙
성 구름의 연직 구조를 조사했는데, 이 실험에서 구
름 하층부의 입자들은 CCN이 활성화된 직후의 크기
분포를 갖는다고 간주하였다. Fig. 3은 각 CCN 수농
도에 대한 초기 수적크기분포를 보인 것으로 해양성
과 대륙성 구름의 분포는 Takahashi (1976b)의 실험으

로부터 얻은 것이다. 오염된 대륙성 구름의 경우는 선
행 연구에서 계산된 초기 값이 없으므로 작은 크기의
수적의 비율이 대륙성 구름보다 높을 것으로 가정하
여 임의로 구성하였다.
초기의 대기연직구조는 Yang and Yum (2007)이 사
용한 것으로 대류가용잠재에너지 (convective available
potential energy, CAPE)가 3002 J kg−1이고 어는 고도
(freezing level, FL)가 3.1 km로 강한 대류가 발생하여
찬 구름이 발달하기에 좋은 조건이다. Fig. 4는 실험

Fig. 5. Vertical cross sections of hydrometeor mixing ratios (g kg−1) for maritime (M), continental (C) and extreme continental

(EC) clouds at 40 min of simulation with the original and new schemes; cloud drop (a), graupel (b), hail (c) and ice crystal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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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용된 대기 조건의 단열선도를 보인 것이다. 계
산영역 중심부에 일부 공기덩어리의 온위를 0.3oC 증
가시키고 그 부분이 과포화 되도록 처리함으로써 부
력이 발생할 수 있는 자극을 주었다.

3. 결과 및 분석

3.1. CCN 수농도에 따른 차이

먼저 CCN 수농도의 차이에 따른 차이를 개선된 충
돌효율을 사용했을 때의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 보고,
나중에 기존의 충돌효율을 사용했을 때의 결과와 상

세히 비교하고자 한다. Fig. 5는 구름 발달 시작 40분
후의 수적과 싸락눈, 우박, 빙정의 혼합비 (mixing ratio)
를 나타낸 것이다. Fig. 5(a)에서 새로운 충돌효율을
사용한 실험의 수적의 혼합비를 살펴보면 CCN 수농
도 증가에 따라 혼합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은 실험 결과를 요약한 것으로 각 결과 값들
은 전체 격자점과 시간에 대해 평균한 것이다. Table 1
의 강수량 평균값 역시 CCN 수농도가 증가함에 따
라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에 반해 총
수액 혼합비 (Total hydrometeors mixing ratio)는 해양
성과 대륙성, 오염된 대륙성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

Fig. 5.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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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CCN 수농도가 높은 구름의 입자들이 구름 속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적들의
일부는 어는 고도인 3.1 km 위에 과냉각 수적의 형태
로 남아 있으나 대체로 어는 고도 아래에 존재하며
지면에 닿아 있는데 이는 지면에 도달하는 강수입자
들 때문이며, 실제 구름의 하단은 대략 1 km 고도에
존재한다. 과냉각 수적들은 얼음입자들과 충돌하여 싸
락눈이나 우박이 된다. 또한 얼음입자들이 낙하하면
어는 고도 아래에서는 녹아 다시 수적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얼음입자들 특히 우박 혼합비 증가는 어는 고
도 아래에서 수적 혼합비 증가로 이어져 강수량을 증
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Fig. 5(b)와 5(c)는 각각 싸락
눈과 우박의 혼합비를 보인 것이다. 우박의 경우 밀
도가 크고 입자의 크기도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어
는 고도 아래에서도 미처 다 융해되지 못하고 지면
가까이에 내려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5(d)의
빙정의 혼합비는 해양성 구름 보다는 대륙성과 오염
된 대륙성 구름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빙정은 수적
과 충돌할 경우 낮은 밀도로 인해 대체로 싸락눈으로
분류된다. CCN 수농도가 높을 경우 수적의 수농도도
높아지게 되고 크기는 작아지게 되는데 작은 수적들
은 빙정과의 충돌 효율이 낮아 싸락눈으로 발달할 확
률도 낮아지게 된다. Fig. 5(b)에서 오염된 대륙성 구
름의 싸락눈 혼합비가 낮은 이유 역시 Fig. 5(d)의 오
염된 대륙성 구름의 빙정 혼합비가 높은 것과 관련이
있다.

Fig. 6은 수적과 얼음 입자들의 혼합비와 수농도를
전체 격자점에 대해 평균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본
것이다. Fig. 6(a)의 수적 혼합비는 CCN 수농도가 높
을수록 낮게 나타났으나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지 않
은 반면 Fig. 6(b)의 수적 수농도는 CCN 수농도에 따
른 차이가 분명히 보인다. CCN 수농도가 가장 높은
오염된 대륙성 구름의 수적 수농도가 가장 높다는 것
은 이 구름의 수적들의 크기가 다른 구름들에 비해
작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강수입자 성

장이 더디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6(c)
의 얼음입자 혼합비 역시 CCN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반면 얼음입자 수농도는 대륙성 구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오염된 대륙성 구름의 수농도는 오
히려 해양성 구름보다 낮았다(Fig. 6(d)). 얼음입자의
수농도가 오염된 대륙성이 아닌 대륙성 구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은 어는 확률과 관련이 있다. Fig. 7은
Takahashi 구름모형에서 사용하고 있는 Vali (1968)의
어는 확률을 나타낸 것이다. 본 실험에 사용된 사례
에서 수적은 대부분 6 km 아래 존재하는데 Fig. 4에
의하면 6 km 부근의 온도는 영하 20oC이므로 수적의
반경이 100 µm 이상 되어야 얼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대부분 100 µm 이하의 작은 수적으로 이루어
진 오염된 대륙성 구름의 경우 얼음입자의 수농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Table 1의 결과에서도 대륙성 구름
의 얼음입자 수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오염된
대륙성 구름의 수농도는 해양성 구름보다 낮다. 이것
은 오염된 대륙성 구름의 얼음입자들의 평균 크기가
다른 두 구름의 얼음입자들의 평균 크기보다 월등히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대륙성 구름의 얼음입자 수농
도가 가장 높은 이유는 대륙성 구름의 수적들이 얼기
좋은 조건을 가졌기 때문이다. 해양성 구름의 수적은
크기가 커서 얼기는 좋으나 수농도가 낮고, 오염된 대
륙성 구름의 수적은 수농도는 높으나 너무 작아 거의
얼지 못한다. 그러나 대륙성 구름의 수적들은 해양성
구름에 비해 수농도도 높으면서 얼 수 있는 임계치를
넘는 크기를 갖는 입자들이 오염된 대륙성 구름보다
많다. 따라서 대륙성 구름에서 가장 높은 얼음입자 수
농도를 갖게 되며, 이로 인해 개선된 방법에서 얼음
입자의 충돌효율이 감소한 효과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얼음입자 충돌효율이 감소하
면 충돌로 인해 입자 수농도가 감소하는 속도가 줄어
들게 되는 반면, 빙정증식 효과의 감소와 대류의 약
화는 전체적인 구름 입자들의 수농도를 감소시킨다.
즉, 서로 상반되는 두 효과를 모두 가지므로 주변 조

Table 1. Detail features of the simulated clouds using the original and new model. Precipitation amount is the hourly average

accumulated value at a surface grid and others are the whole integration time and grid averages.

M C EC

Original New Original New Original New

Precipitation rate (mm h−1) 1.27 1.21 0.99 0.71 0.84 0.65

Total hydrometeors mixing ratio (g kg−1) 0.46 0.43 0.53 0.48 0.48 0.41

cloud drop mixing ratio (g kg−1) 0.17 0.16 0.14 0.11 0.11 0.09

Ice particles mixing ratio (g kg−1) 0.29 0.26 0.39 0.37 0.37 0.32

Ice particles conc. (cm−3) 0.026 0.020 0.163 0.164 0.017 0.015

Ice crystal conc. by ice multiplication (10−5 cm−3) 5.67 2.58 109.12 99.41 4.70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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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 따라 어느 효과가 우선되어 나타날지는 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Table 1의 대륙성 구름의 얼음입

자 수농도에서 기존 방법과 개선된 방법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Fig. 8은 각 CCN 수농도에 대해 구름발달 시작 40
분 후의 수적과 싸락눈, 우박의 크기분포를 비교한 것
이다. 수적의 크기분포는 초기 수적크기분포의 양상
과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싸락눈과 우박의 경우
CCN 수농도가 높을수록 전체 수농도는 낮고 입자 크
기는 더 크다. 오염된 대륙성 구름의 싸락눈과 우박
크기분포를 살펴보면 반경 1000 µm 이상의 입자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을 알 수 있다. Fig. 5(c)에서 해양성
구름과 대륙성 구름의 우박은 2 km 고도 위에 존재
하는 반면 오염된 대륙성 구름의 우박은 지면까지 내
려온 이유도 큰 입자크기분포를 갖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CCN 수농도의 증가는 수적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구름의 지속시간을 증가
시키고 강수 입자의 생성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으나, 본 결과에서 CCN의 수농도나 연직 온
도분포, 상대습도, 불안정도 등 여러 가지 조건에 의
해 반대의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

Fig. 6. The whole grid averages of mixing ratios and number concentrations of cloud drop and ice particles (graupel + hail + ice

crystal) using the original and new schemes; cloud drop mixing ratios (a), cloud drop concentrations (b), ice particle mixing

ratios (c) and ice particle concentrations (d). 

Fig. 7. Freezing probability of cloud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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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찬 구름의 경우 어는 고도 위에서는 물에 대해서
는 포화되지 않더라도 얼음에 대해서는 포화될 가능
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수농도가 적은 오염된 대륙성
구름의 얼음입자가 승화에 의해 가장 빠르게 성장 할
수 있다. 그러나 Table 1의 지표 강수량은 CCN 수농
도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분명하게 나타났는
데, 이것은 초기 수적크기분포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Fig. 3을 보면 해양성 구름의 초기 수적크
기분포가 이미 상대적으로 큰 입자들로 이루어진 것
을 알 수 있다. 오염된 대륙성 구름의 초기 수적입자
들은 대부분 5 µm 이내에 분포하나 해양성 구름은
10 µm 이상의 입자를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다. 이것
은 CCN 수농도 증가가 강수량 감소를 유발한다는
에어러솔의 간접적 효과를 인위적으로 유도하는 효
과를 가져올 수 있다. 즉, 초기 수적크기분포의 영향
이 아니라면 지표 강수량은 얼음입자 발달 정도에 따
라 본 실험의 결과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으나 초

기분포에 의해 에어러솔 간접적 효과가 강제되어 나
타났을 위험이 있으며 이는 향후 개선되어야 할 부
분이다.

3.2. 싸락눈과 우박의 수적과의 충돌효율 개선 효과

3.2.1. 싸락눈과 우박의 성장속도 둔화
Khain et al. (2001)의 싸락눈과 우박의 수적과의 충
돌효율을 Takahashi 구름모형에 적용한 실험 결과를
기존의 충돌효율을 사용한 결과와 비교하고자 한다.
우선 새로 적용된 충돌효율은 기존 충돌효율보다 값
이 작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싸락눈과 우박의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Fig. 8에서 구름발달
시작 40분 후 싸락눈과 우박의 크기분포를 살펴보면,
개선 방법의 분포가 기존 방법의 분포보다 전체적으
로 낮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개선 방
법의 얼음입자들의 성장 뿐 아니라 생성도 적게 일어
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싸락눈의 오염된 대륙성

Fig. 8. The whole grid averages of cloud drop, graupel and hail size distributions at 40 min of simulation using original and

new sche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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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는 개선 결과의 수농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
으로 보이나 200 µm 이상의 크기에서는 기존 방법의
수농도가 더 높으며 이는 큰 크기의 입자가 더 많음
을 나타낸다. 즉 기존 방법에서 충돌에 의한 성장이
더 분명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싸락눈과 우박의
혼합비 역시 개선된 방법의 결과에서 낮게 나타났다
(Fig. 5(b),(c)). 뿐만 아니라 충돌효율 값의 변화가 없
었던 빙정의 혼합비 역시 개선모형이 기존모형보다
낮게 모의되었다 (Fig. 5(d)). 이것은 싸락눈과 우박의
충돌효율 감소가 단지 싸락눈과 우박의 성장을 더디
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체적인 수문입자들이 성
장을 더디게 하는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Table
1에서 CCN 수농도에 관계 없이 모든 결과에서 강수
량과 혼합비는 기존 모형보다 새로운 모형의 값이 작
게 나타났다. 대륙성 구름의 얼음입자 수농도는 기존
방법의 값보다 개선 방법의 값이 약간 높았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다. Fig. 6의 결과에서도 모든 값들이
기존 방법보다 개선 방법에서 낮게 나타나는데 그 차
이가 얼음입자가 생성되기 시작하는 15분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2. 대류의 약화
개선된 충돌효율을 적용했을 때 수문입자들의 혼합
비와 수농도 감소 이유가 싸락눈과 우박의 충돌효율
감소로 인한 입자의 성장 둔화 때문이라는 것만으로
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 Fig. 9는 연직 상승 속도
평균값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구름 발
달 초반에는 기존 방법과 개선 방법의 결과가 큰 차
이를 보이지 않거나 개선 방법의 상승속도가 약간 더
크게 나타났으나 얼음입자들의 성장이 본격화되기 시
작하면 기존 방법의 상승속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 두
방법의 속도가 역전되는 시간은 오염된 대륙성 구름
이 가장 늦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오염된 대륙성 구름에서 싸락눈과 우박의 생성
이 가장 더디게 일어나 개선된 충돌효율의 영향을 가
장 늦게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얼음입자 충
돌효율의 감소로 인해 싸락눈과 우박이 수적과 충돌
할 때 착빙에 의해 발생하는 잠열이 감소하고, 이것
은 적운 발달의 주 에너지원인 대류를 약화시키는 결
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Table 1, Fig. 5, Fig. 6에서 개
선 방법의 값들이 모두 기존 방법의 값들보다 작게
나온 주된 원인의 하나로 잠열 방출량 감소에 의한
대류의 약화를 지목할 수 있을 것이다.

3.2.3. 빙정증식에 의한 빙정 생성의 감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빙정 생성 메커니즘 중의
하나는 착빙 과정에서 생성되는 빙정증식이다. 싸락
눈과 우박의 충돌효율 감소는 바로 빙정증식에 의해

생성되는 빙정의 수농도의 감소를 가져온다. Table 1
의 마지막 행은 빙정증식에 의해 생성된 빙정의 수농
도를 평균한 것으로 해양성, 대륙성, 오염된 대륙성
모두에서 기존 방법의 값보다 개선 방법의 값이 낮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싸락눈과 우박에 수적이 착
빙하면 다시 싸락눈이나 우박이 되기 때문에 충돌효
율의 감소가 싸락눈과 우박의 수농도 자체를 감소시
키는 것은 아니나, 착빙에 의해 제거되는 수적의 수
는 변화시킬 수 있다. Table 1에서 개선 방법의 얼음
입자 수농도가 기존 방법보다 전체적으로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전체적인 대
류의 약화로 인해 야기된 부분도 일부 있으나 충돌효
율의 감소로 인한 것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빙정증
식에 의한 빙정 생성이 대륙성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이유는 얼음입자들의 수농도가 대륙성 구름에서 가장
높기 때문이다. Fig. 10는 해양성 구름발달 시작 40분
후의 얼음입자들에 대해 각각의 혼합비와 수농도를 수
평으로 평균하여 연직분포로 나타낸 것이다. Fig. 10(a)
와 10(c)를 비교하면 개선 방법의 혼합비가 기존 방
법에 비해 전체적으로 약간씩 감소하였으나 Fig. 10(b)
와 10(d)를 비교하면 개선 방법의 빙정과 싸락눈의 수
농도가 기존 방법의 결과보다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빙정은 밀도가 낮아 수적과 충돌하면 대
체로 싸락눈을 생성하므로 빙정 수농도의 감소는 곧
싸락눈 수농도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싸락
눈은 다시 수적과 충돌하여 밀도가 0.7 g cm−3 이상이
면 우박으로 분류되므로 결과적으로 우박의 수농도까
지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Fig. 1의 모식도에서
보인 바와 같이 싸락눈과 우박 수농도의 감소는 빙정
증식에 의해 생성되는 빙정의 수농도를 감소시키게
되어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얼음입자들의 수농도는 감
소하게 된다.

Fig. 9. The whole grid averages of updraft using original and

new sche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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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Vertical profiles of mixing ratios (left) and number concentrations (right) for ice particles at 40 min of maritime case

simulation; original (upper) and new (lower) sche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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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및 결론

Takahashi 구름모형은 물과 얼음입자의 미세물리과
정을 직접 계산하여 찬 구름의 생성과 성장과정을 이
해하고 분석하는데 유용한 도구이다. 그러나 관측자
료의 미비와 물리과정의 복잡성으로 인한 이해부족
등,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계
산과정에서 모수화와 가정이 불가피하다. 싸락눈과 우
박의 충돌효율을 같은 부피를 갖는 수적의 충돌효율
과 같다고 가정하는 것 역시 실제 관측자료가 절대적
으로 부족한 현실적 한계로 인한 것이다. Takahashi
구름모형뿐 아니라 여러 선행 연구에 사용된 몇몇
spectral (bin) 모형들 역시 이와 비슷한 가정을 포함
하고 있다. Khain et al. (2001)은 얼음입자의 밀도에
따른 충돌효율 값을 계산하였는데 그 연구에 따르면
충돌효율은 밀도가 작을수록 낮게 나타난다. 따라서
수적보다 밀도가 작은 얼음입자에 수적의 충돌효율을
적용할 경우 구름의 수문입자와 강수를 과대모의 할
우려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Khain et al. (2001)의 충
돌효율을 Takahashi 구름모형의 싸락눈과 우박의 수
적과의 충돌과정에 적용하여 찬 구름의 발달과정을
더 현실적으로 모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결과에서 CCN 수농도의 증가는 수적의 수농도를
증가시키는 반면 수적의 크기는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얼음입자의 경우 수적의 어는 확률
이 수적이 작을수록 감소하므로 CCN 수농도가 높은
오염된 대륙성 구름에서 가장 낮은 수농도를 보였다.
이는 어는 고도 위에서의 승화에 의한 얼음입자 성장
을 용이하게 하여 오염된 대륙성 구름이 큰 얼음입자
들을 가장 많이 포함하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따라
서 CCN 수농도의 증가에 따른 강수량의 변화는 얼
음입자 생성과 발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잘 보여 준다. 그런데 Takahashi 구름모형이 초기 CCN
수농도에 따라 이미 결정된 초기 수적크기분포를 따
르도록 하기 때문에 에어러솔 간접적 효과가 강제적
으로 발현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절
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싸락눈과 우박의 수적과의 충돌효율에 개선된 값을
적용하면 대류운의 발달과 강수 생성을 둔화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원인은 다음의 세가
지로 설명할 수 있다.
수적과의 충돌효율 감소는 싸락눈과 우박의 성장
속도 자체를 완화시킨다. 싸락눈과 우박의 성장은 찬
구름에서 강수 입자를 생성하는 주요 메커니즘이므로
결과적으로 강수 입자의 성장이 둔화된다.
얼음입자와 충돌한 수적이 얼면서 방출되는 잠열이
감소하여 구름 내 대류를 약화시킨다. 적운 발달의 주
에너지원인 잠열 방출의 감소는 구름의 성장을 더디

게 한다.
빙정 수농도 감소로 인해 결과적으로 얼음입자들의
전체적인 수농도가 감소된다. 착빙 과정에서 빙정증
식을 통해 새로운 빙정이 생성되는데 충돌효율 감소
로 인해 새롭게 생성될 수 있는 빙정의 수농도가 감
소하고, 빙정과 수적의 충돌로 생성되는 싸락눈의 수
농도도 감소하게 된다. 싸락눈은 다시 수적과 충돌하
여 싸락눈이나 우박이 되므로 결과적으로 모든 얼음
입자들의 수농도가 감소하게 된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기존의 충돌효율을 사용할
경우, 구름과 강수의 발달을 과대 모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얼음입자의 특성에 맞는 충돌효율을
사용할 때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얼음입자의 충돌 효율에 대
한 연구와 검증이 필요하나 현재는 자료가 충분치 않
다. 또한 Khain et al. (2001)에 따르면 고도가 높아짐
에 따라서도 충돌효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본
실험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수적과의
충돌 외에 얼음입자들간의 충돌과정은 포함되지 않았
는데, 얼음입자들간의 충돌효율에 대한 지식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어서 불확실성이 더 크다. 따라서 앞으
로 구름과 강수 발달과정을 더욱 현실적으로 모사하
기 위해서는 충돌효율 개선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한 상세 미세물리
모형의 개선은 총괄적 미세물리 모형 (bulk microphysics
model)에서의 미세물리과정 모수화의 불확실성을 개
선하고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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