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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the terminal fall velocity-diameter relationship for raindrops, which is

prescribed based on the measurement, on the simulated surface precipitation over Korea during

summer season were investigated in our study. Two rainfall cases, 1-month summer precipita-

tion and mesoscale rainfall, have been simulated using the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WRF) model. The selected cloud microphysics parameterizations are WRF Single-Moment 5-

class (WSM5) and WRF Single-Moment 6-class (WSM6) in the WRF model. The measured

terminal fall-diameter relationship for raindrops by Gunn and Kinzer (1949) was applied in both

WSM5 and WSM6. The sensitivity experiments with WSM5 and WSM6, applying the mea-

sured fall-diameter relationship, presents the different responses in simulated precipitation

amount for the 1-month summer precipitation case. Precipitation increases with WSM5, thus

enhancing the precipitation statistical skills. However, precipitation decreases with WSM6 lead-

ing to the deterioration of precipitation statistical skills. For the mesoscale rainfall case, precipi-

tation increases with both WSM5 and WSM6, which further enhances the positive bias in

precipitation amount.

Key words: Terminal fall velocity, raindrops, WSM6, WSM5, summer precipitation

1. 서 론

정지 상태의 대기에서 연직방향으로 작용하는 공기

저항과 중력이 평형을 이룰 때 낙하하는 빗방울은 일

정한 종단 낙하 속도(terminal fall velocity)를 갖는다

(Spilhaus, 1948). 빗방울의 종단 낙하 속도는 기상학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변수이기 때문에(Beard and

Pruppacher, 1969) 실험실 내에서 혹은 야외에서 이를

측정하고 모수화하는 많은 선행연구들이 존재한다. 실

험실 내에서 이루어진 연구에는 Laws (1941), Gunn

and Kinzer (1949), Beard and Pruppacher (1969) 등이

있다. Laws (1941)는 강우발생장치를 이용하여 0.5~20

m 고도에서 직경이 1~6 mm인 물방울을 낙하시켜 낙

하 속도를 측정하였으며, Gunn and Kinzer (1949)는

기압 1013.25 hPa, 기온 20
o
C, 상대습도 50%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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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전기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크기가 0.1~5.8 mm인

물방울의 낙하 속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Beard and

Pruppacher (1969)는 풍동 실험을 통해 포화 상태의

대기 중에 낙하하는 물방울의 항력 계수를 측정하고

이를 이용해 크기가 0.02~0.95 mm인 물방울의 낙하

속도를 계산하였다(Heo and Kim, 2001).

실제 대기에서 빗방울의 낙하 속도는 강수입자 관

측장비(Disdrometer) 혹은 레이더 등을 이용하여 추정

할 수 있다. Barthazy et al. (2004)과 Niu et al. (2010)

은 입자에 의한 광 차단 강도로써 광의 세기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여 입자 크기와 낙하 속도를 측정하는

강수입자 관측장비를 이용하여 실제 대기에서 낙하하

는 빗방울의 낙하 속도를 측정하였다. Lhermitte and

Atlas (1961)는 레이더 안테나 고도각을 90o로 올려 관

측한 시선 속도를 통해 강수 입자의 낙하 속도를 추

정하는 연직지향모드(Vertical Pointing Mode, VPM)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Rogers (1964)와 Joss and

Waldvogel (1970)은 야외 관측에서 얻은 경험식으로

부터 레이더 반사도 인자와 강수 입자의 낙하 속도

사이의 관계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Kim et

al., 1996). 또한 Lee et al. (1998)은 Volume Velocity

Processing (VVP) 방법으로 추정된 수평 발산을 이용

하여 공기의 연직 속도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강수

입자의 낙하 속도, 직경 등을 계산하여 열대 층운형

구름의 발달과 운동학적 특성을 조사한 바 있다.

빗방울의 종단 낙하 속도(VR)와 지름(DR) 관계식은

이론적인 물방울 크기 분포를 가정하거나 Gunn and

Kinzer (1949) 등의 실험 결과를 근사적으로 적용하여

개발되었다. Spilhaus (1948)는 Marshall and Palmer

(1948)의 물방울 크기 분포를 가정해 지상의 VR과 DR

사이의 멱법칙(VR = 14.20(0.1DR)
0.5)을 제안하였으며,

Uplinger (1981)는 Gunn and Kinzer (1949)의 실험 결과

를 토대로 지상의 VR-DR 관계식(VR = 4.854 DR e
0.195DR)

을 유도하였다. 미국 국립 대기 연구 센터(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 NCAR)에서 개발된 중규모

기상 모델인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WRF)

에 탑재된 구름미세물리 모수화 방안 중 Thompson

방안(Thompson et al., 2008), Morrison 방안(Morrison

et al., 2005), WRF Single-Moment 6-class (WSM6)

방안(Hong and Lim, 2006)은 빗방울의 종단 낙하 속

도를 계산하기 위해 VR = aRDR
bRefRDR 형태의 관계식

을 사용한다. 이들 방안은 서로 다른 상수 aR, bR, fR

값을 처방하고 있다(Table 1).

구름미세물리 모수화 방안에서 규정된 대기 수상의

특성인 수상의 밀도, 수상의 크기-질량 관계, 수상의

크기-연직 속도 관계, 수상의 수 농도 크기 분포 등은

지표 강수량 모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처

방이 매우 중요하다(Lim, 2019). Hong et al. (2009)은

WSM6 방안에서 대기 수상의 특성 중 싸락눈의 크기-

종단 낙하 속도 관계의 변화가 중규모 강수계 모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였으며, Lim and Hong (2010)은

WSM6 방안에서 단일 모멘트 방안으로 처방 되었던

액체 대기 수상인 구름 방울과 빗방울의 수 농도 크

기 분포를 이중 모멘트 방안으로 처방하여 수 농도

크기 분포가 이상화된 스콜선의 모의에 미치는 영향

을 조사하였다. 또한 Lim (2020)은 실제 관측된 자료

를 바탕으로 산출된 Thompson의 눈송이의 질량-크기

관계를 WSM6 및 WRF Double-Moment 6-class

(WDM6) 방안에 처방하여 이상적인 스콜선과 한반도

겨울철 강수 사례에서 대기 수상의 혼합비 및 지표

강수 모의 변화에 대해 분석한 바 있다.

지표 강수 모의에 있어 모델 내 대기 수상의 크기-

종단 낙하 속도 관계 처방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WRF Single-Moment 5-class (WSM5) (Hong et al.,

2004) 및 WSM6 방안에서 관측 값에 기반한 빗방울

의 크기-종단 낙하 속도 관계의 처방 및 평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빗방

울의 지름에 따른 종단 낙하 속도의 현실적인 처방이

구름미세물리 과정 및 지표의 강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2절에서는 모델 실험 사례 및 설계

와 민감도 실험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3절에서는 실

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요약 및 결론은 마지막 절에

기술하였다.

2. 연구방법

2.1 사례설명

2.1.1 여름철 지역 기후 강수 사례

동아시아 영역에서 빗방울의 종단 낙하 속도 변화

가 지표 강수 모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7월의 총 강수량 중

가장 평균값에 가까운 2016년 7월을 여름철 지역 기

후 사례로 선정하였다. 사례 선정에 사용된 총 강수

량은 the Integrated Multi-satellitE Retrievals for GPM

(IMERG) Final V6 (Huffman et al., 2015) 관측 값이

Table 1. Parameters used for the velocity-diameter relation,

VR = aRDR

b
Rexp( fRDR), in WSM6, Thompson, and fitted

curve for the measurement by Gunn and Kinzer (1949). VR

[m s1] and DR [m] indicate the terminal velocity and and

diameter of rain, respectively.

Parameters
WSM5(6)/

Morrison
Thompson

Fitted

curve

aR 841.9 4854 5881

bR 0.8 1 1.03

fR 0 19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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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MERG을 통해 관측된 2016년 7월 한 달간의 강

수량을 Fig. 1a에 나타내었다. 강원도, 일본 큐슈 지

방, 필리핀 북부지방에 500 mm 이상의 많은 강수가

관측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한반도의 경우 중부

지방에 300 mm 내외, 남부 지방에 200 mm 내외의 강

수가 관측되었다.

2.1.2 중규모 온난형 호우 사례

빗방울의 종단 낙하 속도 변화가 중규모 지표 강수

모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여름철 중규모

온난형 호우 사례를 선정하였다. 온난형 호우 사례를

선정한 이유는 한랭형 강수에 비해 운정 고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고체형 대기 수상의 영향을 적게 받기 때

문이다. 선정된 사례는 대만에 위치한 2013년 태풍 솔

릭에 의해 남쪽에서 다량의 수증기가 공급되고, 한반

도 중부지방에 장마전선을 따라 호우가 기록된 전형

적인 장마 패턴 사례(Kim et al., 2019)이다. 사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종관 분석은 Kim et al. (2019)의

연구논문에 기술되어 있다. 분석 기간 동안 Automatic

Weather Station (AWS)를 통해 관측된 강수량을 Fig. 1b

에 나타내었다. AWS 자료의 출처는 방재기상정보시스

템(Meteorological Information Portal Service System)

이며 관측 지점은 총 691개이다. 관측에서 중부 지방

을 중심으로 동서로 길게 늘어진 띠 모양의 강수대를

확인 할 수 있다. 관측 기간 동안 서울과 경기도를 중

심으로 150 mm 이상의 많은 강수가 나타났다.

2.2 실험설계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상 모델은 NCAR에서 개발

된 WRF 모델(Skamarock et al., 2008) 버전 4.0이다.

WRF는 비정역학 모델로 중규모 기상 현상을 모의하

기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Byon et al., 2010; Lim and

Hong, 2012) 고분해능의 지형 효과를 반영함으로써

전구 모형의 낮은 해상도를 보완하여 국지 규모의 기

후변화 연구에도 매우 유용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e.g., Giorgi and Mearns, 1999; Boo et al., 2004; Im

et al., 2008; Ahn et al., 2010a, b; Hong and Ahn,

2015; Im et al., 2016). 따라서 WRF 모델을 동아시아

지역의 지역 기후 사례와 한반도 지역의 중규모 온난

형 호우 사례를 수치 모의하는데 활용하였다.

2.2.1 지역 기후 사례

Figure 2a는 지역 기후 사례에서 사용된 모델의 도

메인을 나타낸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여름철

지역 기후 규모 강수 사례 모의를 위해 한반도를 중

심으로 48 km 격자 간격을 갖도록 하나의 적분 영역

(Do1)을 구성하였다. Do1의 수평 격자 수는 110 × 110

이며 연직 격자 수는 38개이다. 분석 영역은 동아시

아의 여름철 몬순 환경을 분석하기 위해 15oN-50oN,

105
o
E-150

o
E로 설정하였다. 모델 적분의 초기 및 경

계 조건은 유럽 중장기 예보 센터(European Center for

Medium-range Weather Forecasts, ECMWF)에서 생산

한 European ReAnalysis (ERA)-Interim (Dee et al.,

Fig. 1. Observed precipitation [mm] during (a) one month (0000 UTC 1 July~0000 UTC 1 August, 2016), obtained from

IMERG Final V6 for regional climate simulation and (b) 12 hours (1100 UTC 12 July~2300 UTC 12 July, 2013), obtained

from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KMA) Automatic Weather Station (AWS) for meso-scale rainfall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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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재분석 자료를 사용하였다. 물리 과정은 적운

모수화 방안으로 Kain-Fritsch 방안(Kain, 2004; Kain

and Fritsch, 1990), 장파 및 단파 복사 모수화 방안으로

Rapid Radiative Transfer Model for General Circulation

Models (RRTMG) 방안(Iacono et al., 2008; Morcrette

et al., 2008), 행성 경계층 모수화 방안으로 YSU 방

안(Hong et al., 2006), 지면 모수화 방안으로 unified

Noah land surface 방안(Chen and Dudhia, 2001)을 적

용하였으며 구름미세물리 모수화 방안으로 WSM5,

WSM6, 그리고 Thompson을 사용하였다. 적분은 2016

년 6월 28일 0000 UTC부터 2016년 8월 1일 0000

UTC까지 34일동안 수행하였으며, 분석은 모델의 스

핀업 시간을 고려하여 2016년 7월 1일 0000 UTC부

터 2016년 8월 1일 0000 UTC까지로 설정하였다. 일

반적으로 지역 기후 사례 실험의 경우 3~5일 혹은 그

이상의 스핀업 시간을 설정한다(Ahn et al., 2018). 또

한 자료의 분석에는 2016년 7월 전체에 대한 누적 강

수량만을 사용하였다. 자료의 검증을 위해 0.1
o
 격자

간격을 갖는 IMERG Final V6 자료를 수평 이동 평

균을 통해 0.5
o
 자료로 재격자화한 후, WRF 모델과

동일한 수평 해상도인 48 km 격자로 내삽하였다.

2.2.2 중규모 온난형 강수 사례

Figure 2b는 중규모 온난형 호우 사례에서 사용된

모델의 도메인을 나타낸다. 한반도 지역에서 발생한

중규모 여름철 호우 사례 모의를 위해 한반도를 중심

으로 9 km 격자 간격을 갖는 외부 격자(Do1)와 3 km

격자 간격을 갖는 내부 격자(Do2)를 모델 적분 영역

으로 설정하였다. 수평 격자 수는 각각 170 × 170 (Do1),

295 × 295 (Do2)이며 연직 격자 수는 38개이다. 분석

은 Do2에서 진행하였다. 모델 적분의 초기 및 경계

조건과 적용된 물리과정들은 지역 기후 사례와 동일

하나, Do2의 경우 3 km 해상도의 격자에서 구름 및

강수 과정이 분해 가능하다고 간주하여 물리 과정 중

적운 모수화 방안에 의한 구름 및 강수 과정 모수화

를 적용하지 않았다. 중규모 온난형 호우 사례의 적

분 시간은 2013년 7월 12일 0600 UTC에서 2400 UTC

까지 18시간이며, 모델 결과의 분석은 스핀업 시간을

고려하여 강수가 존재한 2013년 7월 12일 1100 UTC

에서 2300 UTC까지 12시간 동안 수행하였다. 중규모

모델에서 집중 호우 강수 사례 모의 시, 일반적으로

1시간 이상의 스핀업 타임을 적용한다(Layeghi et al.,

2017; Qian et al., 2020). AWS 자료는 5 km 해상도로

격자화하여 사용하였으며, 자료의 분석을 위해 3 km

격자 간격을 갖는 WRF 자료를 AWS 자료에 내삽하

여 사용하였다.

2.3 민감도 실험

구름미세물리 모수화 방안에서는 일반적으로 빗방

울의 크기(DR)에 따른 종단 낙하 속도(VR)의 식을 식

(1)과 같이 처방한다(Morrison et al., 2005; Hong and

Lim, 2006; Thompson et al., 2008). 식(1)에서 aR, bR,

Fig. 2. Model domains for (a) regional climate simulation and (b) meso-scale rainfall simulation. Terrain height greater than

800 m is shaded and with terrain contoured every 200 m. Single domain with a 48 km resolution covering East Asia is

configured for regional climate simulation, and two nested domains having 3 km and 9 km resolution centered on the Korean

peninsula are configured for the meso-scale rainfall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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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은 상수로써 서로 다른 구름미세물리 모수화 방안에

서 그 값을 다르게 처방하고 있다(Lim, 2019). 와 0

는 각각 공기의 밀도와 기준상태에서의 공기의 밀도

를 나타낸다.

(1)

Morrison, WSM5, WSM6, 그리고 Thompson 모수화

방안에서 처방된 빗방울의 크기(DR)와 종단 낙하 속

도(VR)의 관계를 Fig. 3에 파선과 점선으로 나타내었

으며, Gunn and Kinzer (1949)의 실험결과는 검은색

점으로 나타내었다. Gunn and Kinzer (1949)가 실험

한 VR-DR 관계를 살펴보면 빗방울의 크기가 약 3 mm

보다 작은 경우 빗방울의 크기 증가에 따라 낙하 속

도가 급격히 증가하지만, 빗방울의 크기가 약 3 mm

보다 큰 경우 낙하 속도의 증가 폭이 줄어드는 경향

이 있다.

Thompson 방안에서는 fR을 상수로 처방하여 VR-DR

관계가 Gunn and Kinzer (1949)의 실험값과 유사하다.

반면 WSM5, WSM6, 그리고 Morrison 방안에서는 Liu

and Orville (1969)의 설계에 따라 fR을 0으로 가정하

여 빗방울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낙하 속도가 계속

해서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각 모수화 방안

에서 종단 낙하 속도-크기 관계에 적용된 상수 aR, bR,

fR 값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실험결과와 WSM5,

WSM6, Morrison 세 방안에서 처방된 낙하 속도를 비

교해보면 직경 약 0.27 mm~3 mm 구간에서는 실험값

이 좀 더 빠른 낙하속도를, 0.27 mm 이하와 3 mm 이상

의 구간에서는 실험 값이 좀 더 느린 낙하속도를 가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Fig. 3). 한편, Lee and Kim

(2019)의 연구에 따르면 한반도 겨울철 영동지방에서

관측된 VR-DR 관계는 Gunn and Kinzer (1949)의 관

측 자료와 유사하게 빗방울의 크기가 일정 크기 이상

이 되면 낙하 속도의 증가 폭이 크지 않은 경향을 보

인다. 또한 Tang et al. (2014)은 중국에서 대륙성 몬

순 기후 지역, 고산 지역, 그리고 해안에서 관측된 VR-

DR 관계가 Gunn and Kinzer (1949)의 연구에서 제시

한 관계와 유사함을 보인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Gunn and Kinzer (1949)의 실험값을

기반으로 최소 제곱 법(Least Squares Fitting Method)

을 이용하여 실제 현상을 따르는 새로운 관계 상수

값 aR, bR, fR을 계산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1에 나

타내었다. 실험값을 이용해 새롭게 도입된 VR을 처방

한 실험을 민감도 실험으로 간주하고 WSM5 및 WSM6

의 민감도 실험을 각각 WSM5_VR, WSM6_VR로 명

명하였다. 빗방울의 직경이 약 0.27 mm보다 작은 경

우 민감도 실험에서 빗방울의 낙하 속도는 규준 실험

에 비해 느리게 처방 되며, 0.27 mm~3 mm의 값을 가

질 경우 빠르게 처방 된다(Fig. 3). 또한, 민감도 실험

에서 사용하는 VR-DR 관계와 유사한 관계를 처방하는

Thompson 방안을 이용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WSM6_VR

실험과 Thompson 실험의 비교를 통하여 VR-DR 관계

를 제외한 다른 구름미세물리 과정이 지표 강수 모의

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WSM6 방안에서 VR을 포함하는 구름미세물리 과정

은 빗방울과 얼음의 부착 과정(Praci 및 Piacr), 빗방

울과 눈송이의 부착 과정(Pracs 및 Psacr), 싸락눈과

빗방울의 부착 과정(Pgacr), 구름 방울과 빗방울의 결

착 과정(Pracw), 빗방울의 증발/응결 과정(Prevp), 그

리고 비상의 연직 침강 과정이며, WSM5 방안은 WSM6

방안에서 VR을 포함하는 구름미세물리 과정 중 Pracw,

Prevp, 그리고 비상의 연직 침강 과정만을 포함한다.

상세한 구름미세물리 과정의 수식은 부록을 참고할

수 있다. 민감도 실험에서 VR-DR 관계에 새로운 상수

값을 도입함으로써 Piacr, Pracw, Prevp, 그리고 연직

침강 과정의 수식이 변경되었으며 Praci, Pracs, Psacr,

Pgacr과정은 수식 내 가 변경되었다. 의 수식

은 부록을 참고할 수 있다.

3. 결 과

3.1 지역 기후 사례

WSM5 및 WSM6 실험에서 모의된 지표 강수량을

Fig. 4에 제시하였다. 관측과 비교할 때 두 가지 방안

모두 중국 북동부 지역, 일부 남중국해와 서해에서 강

수를 과대 모의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강수

를 과소 모의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Figs. 4b, e).

WSM5 실험과 비교하여 WSM6 실험은 강원도 지역

VR = aRDR

b
R

e
f

R
D
R

0


----- 
 

1

2
---

VR VR

Fig. 3. Rain terminal velocity [m s
1

] as a function of

raindrop diameter [m] for the four cloud microphysics

parameterizations (Thompson, WSM6, WSM6, and Morrison),

measurement from Gunn and Kinzer (1949). The solid black

line is fitted curve for the measurement using the Least

Squares Fitt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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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강수 분포를 관측 값과 유사하게 모의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Figs. 1a, 4d). WSM5와 WSM6 방안

을 이용하여 모의한 시간-영역 평균 된 대기 수상의

연직 분포를 Figs. 5a, c에 제시하였다. 그림에서 q는

혼합비를 나타내며, 아래 첨자 c, i, r, s, 그리고 g는

각각 구름 방울(cloud water), 얼음(ice), 빗방울(rain),

눈송이(snow), 그리고 싸락눈(graupel)을 의미한다.

WSM5와 WSM6 실험 모두에서 액체형 대기 수상인

구름 방울과 빗방울이 0~6 km 고도에 분포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빗방울의 경우 6 km 고도까지 거의

일정한 혼합비 분포를 보이며, 구름 방울의 경우 지표

부근에 가장 많이 분포한다. 고체형 대기 수상인 얼음

과 눈송이는 4~16 km의 고도에 분포하며, WSM6 실

험에서 싸락눈이 4~10 km 고도에 존재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Figs. 5a, c). WSM5와 WSM6 방안을 이용

하여 모의한 민감도 실험과 규준 실험의 시간-영역 평

균 된 대기 수상의 혼합비 차이를 Figs. 5b, d에 나타

내었다. WSM5 민감도 실험의 경우 6 km고도까지 빗

방울의 혼합비가 감소하며, 1~2 km 고도에서 구름 방

울의 혼합비가 증가하고, 지표부근에서는 구름 방울의

혼합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 5b). WSM6

민감도 실험의 경우 1~6 km 부근에서 빗방울과 구름

방울의 혼합비가 모두 감소하며, 6~11 km고도에서 눈

상의 혼합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 5d).

각 대기 수상의 형성 및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상

세 구름미세물리과정의 상대적 기여도를 분석하여 Fig.

6에 제시하였다. 각각의 구름미세물리 과정에서 아래

첨자 p는 영상의 온도에서 활성화되는 과정을 의미하

며 아래 첨자 n은 영하의 온도에서 활성화되는 과정

을 의미한다. 아래 첨자 w를 가지고 있을 경우 영상

과 영하의 온도 모두에서 활성화될 수 있다. 그림에

서 상대적인 기여도가 양의 값을 가질 경우 대기 수

상의 혼합비에 유입원으로 작용하는 과정이며, 음의

값을 가질 경우 대기 수상의 혼합비에 유출원으로 작

용하는 과정이다. WSM5 실험에서 구름미세물리 과

정의 상대적인 기여도를 조사한 결과 눈송이의 녹음

과정(Psmlt), 구름 방울과 빗방울의 결착 과정(Pracw),

구름 방울의 자동변환 과정(Praut)이 빗방울의 질량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Fig. 6a). 이 중

빗방울의 혼합비 생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과

정은 Psmlt 과정으로 나타났다. Psmlt는 눈송이가 녹

아 빗방울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눈송이의 질량이 증

가할 때 그 양이 증가한다. 분석결과 얼음의 승화/침

적 과정(Pidep) 및 얼음 빙정의 초기 생성과정(Pigen)

으로 성장한 얼음이 눈송이와 부착(Psaci)하는 과정을

통해 대부분의 눈송이가 생성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

Fig. 4. Accumulated surface precipitation [mm] from (a) the control experiment (WSM5) for the regional climate case during a

month from 2016.07.01.0000 UTC to 08.01.0000 UTC. The difference in accumulated surface precipitation [mm] is shown in

(b) WSM5 minus IMERG and (c) WSM5_VR minus WSM5. (d)-(f) are same as (a)-(c) but from the WSM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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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Vertical profiles of time-domain-averaged mixing ratios of hydrometeors from (a) WSM5 and the difference

(WSM5_VR minus WSM5). (c)-(d) are same as (a)-(b) but for WSM6 and the difference (WSM6_VR minus WSM6). The

analyzed time period and domain are identical for the accumulated surface precipitation in Fig. 4.

Fig. 6. Relative contribution of production term during the analysis period using (a)-(d) WSM5 and (e)-(i) WSM6 during the

analysis period and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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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Figs. 6a, b). 또한, Pracw와 Praut 과정을 통해 빗

방울의 성장에 기여하는 구름 방울은 대부분 대기 중

의 수증기가 응결되는 과정(Pcond)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6d). WSM6 실험은 싸락눈

상이 새롭게 추가됨에 따라 싸락눈상의 녹음 과정(Pgmlt),

Psmlt, Pracw, 그리고 Praut 과정이 빗방울의 질량을 증

가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Fig. 6e). 눈상과 얼

음상, 그리고 구름상의 성장과정은 WSM5 실험과 유사

하며 싸락눈상은 대부분 빗방울과 눈송이의 부착 과정

(Pracs)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ig. 6i).

실험값에 기반한 빗방울의 크기-종단 낙하 속도 관

계의 처방이 상세 구름미세물리 과정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기 위해 민감도 실험과 규준 실험의 구름미

세물리 과정의 차이를 Fig. 7에 제시하였다. 지역 기

후 사례의 경우,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빗방울들이

많이 생성되어 빗방울의 낙하 속도가 감소하는 결과

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WSM5 민감도 실험에서 Pracw

과정 및 Prevp 과정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Fig. 7a).

Pracw 과정은 빗방울을 생성시키는 과정이며, Prevp

는 빗방울을 감소시키는 과정으로, 민감도 실험에서

Fig. 7. Differences in production terms (Sensitivity experiment minus Control experiment) during the analysis period and

domain using (a)-(d) WSM5 and (e)-(i) WSM6. The orange bars indicate source terms and the green bars indicate sink terms

for each hydrometeor.

Table 2. Statistical skill scores of BIAS, root mean square error (RMSE), and pattern correlation (PC) with respect to (a) the

Integrated Multi-satellitE Retrievals for GPM (IMERG) Final V6 for the reginal climate simulation and (b) the AWS

observation for meso-scale rainfall simulation. For regional climate and meso-scale rainfall cases, 1-month accumulated

precipitation (0000 UTC 1 July~0000 UTC 1 August, 2016) and 12-hour accumulated precipitation (1100 UTC 12 July~

2300 UTC 12 July, 2013) are used, respectively. The gray-colored skill scores in sensitivity experiments indicate the

deterioration of skill scores, compared to the control experiments.

(a) Regional climate simulation, IMERG

Exp. Sensitivity Exp.

Bias RMSE PC Bias RMSE PC

WSM5 121.86 227.75 0.36 121.61 226.21 0.43

WSM6 118.58 218.00 0.53 121.98 236.01 0.40

(b) Meso-scale rainfall simulation, AWS

WSM5 4.77 22.70 0.86 4.90 22.38 0.86

WSM6 3.86 21.05 0.86 4.19 22.44 0.85

Thompson 4.40 19.01 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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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Prevp 과정이 Pracw 과정보다 더 많이 감소하여

지표의 강수가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Table 2a).

민감도 실험과 규준 실험에서 빗방울에 의한 질량 가

중 영역-시간 평균 침강 속도( )의 차이를 Fig. 8a

에 나타내었다. WSM5와 WSM6 방안 모두 민감도

실험에서 6 km 고도까지 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표의 강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감

도 실험에서 빗방울의 혼합비가 감소한 것은 가

증가함에 따라 빗방울이 대기 중에 오래 머무르지 않

고 빠르게 지표에 도달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Fig.

8a). WSM5 민감도 실험은 규준 실험에 비해 지표의

강수를 더 많이 모의하여, 규준 모델의 음의 편차,

Root Mean Square Error (RMSE), 그리고 Pattern

Correlation (PC)를 약간 개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Table 2a).

WSM6 실험의 경우, WSM5 실험의 결과와 마찬가

지로 민감도 실험에서 빗방울의 낙하 속도가 감소함

에 따라 Pracw 과정이 감소하였다(Fig. 7e). Pracw 과

정은 빗방울의 혼합비를 증가시키는 과정으로 Pracw

과정의 감소에 따라 지표의 강수가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Table 2a). 또한 감소한 Pidep 과정으로 인

해 얼음상의 대기 수상 생성이 감소하여 Psaci 과정

이 억제됨에 따라 눈상의 질량이 감소되었다(Figs. 7f,

g). 눈상의 혼합비가 감소함에 따라 Psmlt 과정이 억

제되었으며, 이는 지표의 강수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Table 2a). WSM6 민감도 실험의 경우 기존

에 모델이 과소 모의하던 지표의 강수를 더 적게 모

의하여 음의 편차가 더 악화되었고, 이전에 관측 값

과 유사하게 모의하였던 강원도 지역의 강수 분포를

잘 모의하지 못하게 되면서 PC와 RMSE 또한 상당

히 감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Table 2a).

3.2 중규모 온난형 호우 사례

Figures 9a, d는 각각 WSM5와 WSM6를 이용한 중

규모 온난형 호우 사례의 지표 강수 모의 결과이다.

관측 결과와 유사하게 한반도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동서로 길게 늘어진 띠 모양의 강수 대를 확인 할 수

있다(Figs. 1b, 9a, d). 그러나 관측 강수와 비교하여

WSM5와 WSM6 방안은 서울과 강원도 지역의 강수

를 과대 모의하고 경기 북부 지방의 강수를 과소 모

의 하였다(Figs. 9b, e). 분석 시간 및 분석 영역에 대

해 평균한 대기 수상의 연직 분포를 Fig. 10a, c에 제

시하였으며, 민감도 실험과 규준 실험의 차이를 Figs.

10b, d에 제시하였다. WSM5와 WSM6 실험 모두에

서 액체형 대기 수상인 구름 방울과 빗방울이 0~6 km

고도에 분포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빗방울의 경

우 4 km 고도에서, 구름 방울의 경우 지표 부근에 가

장 큰 혼합비를 보였다. 고체형 대기 수상인 얼음과

눈송이는 4~14 km의 고도에 분포하며, WSM6 실험에

서 싸락눈이 4~14 km 고도에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s. 10a, c). 민감도실험과 규준실험에서 대

기 수상의 혼합비 차이를 통해 WSM5 민감도 실험에

서 6 km 고도까지 빗방울의 혼합비가 감소하는 것과

4~12 km 고도에서 눈상의 혼합비가 증가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WSM6 실험의 민감도 실험의 경우 규

준 실험과 비교하였을 때, 1~6 km 부근에서 빗방울과

VR

VR

VR

Fig. 8. Differences in mass-weighted terminal velocity ( ) (Sensitivity experiment minus Control experiment) for (a) regional

climate simulation and (b) mesoscale rainfall simulation. Solid and dashed lines indicate the results for WSM5 and WSM6,

respectively.

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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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 방울의 혼합비가 모두 감소하며, 4~10 km 고도

에서 싸락눈상의 혼합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s. 10b, d).

중규모 온난형 호우사례에서 강수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구름미세물리 과정은 지역 기후 사례와 유

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igs. 6, 11). 다만 지역 기후

사례와 차이점은 빗방울의 형성에 Pracw 과정의 역할

이 가장 크다는 점이다. 중규모 온난형 호우 사례의

경우, WSM5와 WSM6 방안이 상대적으로 큰 크기의

빗방울을 많이 생성하여 관측된 VR-DR 관계를 처방했

을 때 빗방울의 낙하 속도가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

다. 이에 따라 WSM5 민감도 실험에서 Pracw 과정이

증가하였다(Fig. 12a). Pracw 과정은 빗방울의 혼합비

를 증가시키는 과정으로 Pracw 과정의 증가로 인해

지표의 강수가 증가된 것으로 분석된다(Table 2b). 또

한 WSM5 민감도 실험에서는 Pidep 과정의 증가로

얼음상의 대기 수상이 증가하고(Fig. 12c), Pcond 과정

의 증가로 구름상의 대기 수상이 증가하였다(Fig. 12d).

이에 따라 Psaci 과정과 Psacw 과정이 증가하여 눈상

의 질량을 증가시켰다(Fig. 12b). 눈상의 혼합비가 증

가함에 따라 Psmlt 과정이 활발해졌으며 결과적으로

지표의 강수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Table 2b).

WSM6 민감도 실험의 경우, 빗방울의 낙하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Pracw 과정과 Pracs 과정이 증가하였

다(Fig. 12e). Pracs 과정은 눈송이가 싸락눈상으로 변

환되는 과정으로 Pracs과정의 증가는 싸락눈의 혼합

비를 증가시킨다(Fig. 12i). 따라서 활발해진 Pgmlt 과

정과 빗방울의 혼합비를 증가시키는 Pracs 과정의 증

가에 의해 지표의 강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Table 2b). 중규모 온난형 호우사례에서 민감도 실험

과 규준 실험 간의  차이를 Fig. 8b에 나타내었다.

WSM5와 WSM6 방안 모두 민감도 실험에서 6 km 고

도까지 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표 강

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감도 실험에서 빗방울

의 혼합비가 감소한 것은 민감도 실험에서 증가된

로 인해 수적이 대기 중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빠

르게 지표에 도달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민감도 실

험은 규준 실험에 비해 더 많은 강수를 모의하여 기

존에 IMERG 관측 값과 비교하였을 때 보이던 음의

편차를 개선하는 대신 AWS 관측 값과 비교할 때 보

VR

VR

VR

Fig. 9. Same as Fig. 4 but for the mesoscale rainfall simulation during 12 hours from 1100 UTC 12 July to 2300 UTC 12 July,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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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ame as Fig. 5 but for the mesoscale rainfall simulation. The analyzed time period and domain are identical for the

accumulated surface precipitation in Fig. 9.

Fig. 11. Same as Fig. 6 but for the mesoscale rainfall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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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던 양의 편차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RMSE

의 경우 모든 WSM5 민감도 실험에서 개선되었으며,

모든 WSM6 민감도 실험에서는 악화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Table 2b).

1시간 누적 강수에 대한 정량 강수 평가를 위해

AWS 관측 자료와 규준 실험 및 민감도 실험의 Bias,

RMSE, 그리고 PC를 각 임계 구간(0.1~1, 1~2, 2~4,

4~8, 8~12, 12~16, 16~20 및 20 mm hr1 이상)에 대

해 나타내었다(Fig. 13). 모델이 12 mm hr1 이하 강

도의 강수에 대해서는 과대 모의를 하며, 이보다 강

한 강도의 강수에 대해서는 과소 모의하는 경향을 나

타내었다. 또한 강수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RMSE가

증가하고, PC는 향상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강수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모델이 과대(혹은 과소)모의 하

는 강수의 양은 증가하지만 강수를 모의하는 위치는

비교적 정확해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WSM5 민감도

실험의 경우 12~16 mm hr1 구간을 제외한 모든 구

간에서 Bias가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Bias

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4~20 mm hr1의 구간에서

RMSE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4~12 mm hr1 구간에서 강수의 증가는 기존에 모델이

과소 모의하던 지역에서 보다 많이 이루어졌으며, 16~

20 mm hr
1

 구간에서 강수의 감소는 기존에 모델이

과대 모의하던 지역에서 보다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WSM6 민감도 실험의 경우 대부분의 구간

에서 Bias와 RMSE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2. Same as Fig. 7 but for the mesoscale rainfall simulation.

Fig. 13. Calculated statistical skill scores of (a) BIAS, (b) root mean square error (RMSE), and (c) pattern correlation (PC) with

respect to AWS observation for the meso-scale rainfall simulation. Verification has been conducted over the analysis domain

during 12 hours from 1100 UTC to 2300 UTC 12 July, 2013. Hourly precipitation thresholds are 0.1, 1, 2, 4, 8, 12 , 16, and

over 20 mm h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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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사한 VR-DR 관계를 처방하고 있는 WSM6_VR

실험과 Thompson 실험으로 모의된 강수를 비교해보

면, Thompson 실험에서 강수량에 대한 편차는 증가

했지만, RMSE와 PC는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Table

2). 또한 Thompson 실험은 WSM6_VR 실험에 비해

2 mm hr
1

 이하의 약한 강수와 16 mm hr
1

 이상의 강

한 강수에 대해 향상된 강수 검증 값을 나타낸다(Fig.

13). 즉, VR-DR 관계 외에도 Thompson 방안과 WSM6

에서 다르게 처방되고 있는 대기 수상의 수 농도 분

포 및 예단 변수, 그리고 구름미세물리 모수화 내 상

세 물리 과정 등이 여름철 지표 강수 모의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요약 및 결론

WSM5 및 WSM6 방안에서는 빗방울의 종단 낙하

속도를 계산하기 위해 VR = aRDR
bR 형태의 관계식을

사용한다. 여기서 빗방울의 종단 낙하 속도(VR)는 빗

방울의 지름(DR)이 증가함에 따라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Gunn and Kinzer (1949)의 실

험을 통해 관측된 VR-DR 관계에 따르면 빗방울의 종단

낙하 속도(VR)는 빗방울의 크기가 일정 수준에 다다르

면 증가 폭이 작아지게 되므로 WSM5 및 WSM6 방

안에서 처방하는 VR-DR 관계는 실험값과 다소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관측값에 가까운 VR-

DR 관계를 도출하기 위해 최소제곱법을 이용하여 Gunn

and Kinzer (1949)의 실험값을  형

태의 관계식에 적용하였으며, 새롭게 계산된 상수 aR,

bR, fR 값을 WSM5 및 WSM6 방안에 처방하고 이에

따른 구름미세물리 과정 및 지표 강수 모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연구에 사용된 기상 모델은 WRF 버전

4.0이며, 여름철 지역 기후 사례와 중규모 온난형 호

우 사례에 대해 민감도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지역 기후 사례의 경우, WSM5와 WSM6 방안이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빗방울을 많이 생성하여 새

로운 VR-DR 관계를 처방했을 때 빗방울의 낙하 속도

가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상세 미세물리과정 변

화 분석을 통해 WSM5 민감도 실험에서 빗방울의 낙

하 속도가 감소함에 따라 빗방울의 증발 과정이 감소

하여 지표의 강수가 증가였으며, 이에 따라 모델의 강

수 모의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

면, WSM6 민감도 실험의 경우 규준 실험에 비해 모

의된 강수량이 감소하여 오히려 모델의 강수 모의 능

력이 악화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WSM6 민감도 실험

에서 지표의 강수가 감소한 원인은 빗방울의 낙하 속

도가 감소함에 따라 구름 방울과 빗방울의 충돌/병합

과정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침적 과정의

억제에 의해 얼음의 생성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얼

음과 눈송이의 부착 과정이 줄어들어 눈송이의 질량

이 감소하면서 눈송이의 녹음 과정이 억제됨에 따라

지표의 강수가 더욱 감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중규모 호우 사례의 경우, WSM5와 WSM6 방안이

상대적으로 큰 크기의 빗방울을 많이 생성하여 새로

운 VR-DR 관계를 처방했을 때 빗방울의 낙하 속도가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WSM5 민감도

실험에서 구름 방울과 빗방울의 충돌/병합 과정이 활

발해져 지표 강수가 증가하였다. 또한, 수증기로부터

의 침적 및 응결 증가로 인해 대기 중의 얼음과 구름

방울의 생성이 증가하면서, 이들과 눈송이의 충돌병

합과정이 활발해져 눈송이의 질량이 증가하였다. 이

는 눈송이의 녹음 과정을 활발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지표 강수를 더욱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WSM6

민감도 실험에서는 WSM5 민감도 실험과 마찬가지로

빗방울의 낙하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구름 방울과 빗

방울의 충돌/병합 과정이 증가하여 지표 강수가 증가

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빗방울의 낙하 속도 증

가함에 따라 빗방울과 눈송이의 부착 과정이 증가하

여 싸락눈의 혼합비가 증가하였고, 이는 싸락눈의 녹

음 과정을 활발하게 하여 지표의 강수가 증가된 것으

로 분석된다. WSM5와 WSM6 방안을 이용한 민감도

실험은 규준 실험에서 과대 모의하였던 지표 강수를

증가시켜 양의 편차가 더욱 증가하면서 모델의 강수

모의 능력을 악화시켰다.

실험을 통해 관측된 현실적인 VR-DR 관계를 구름미

세물리 과정에 처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선정한 여름철 지역 기후 규모 및 중규모 온난형 호

우 사례에 대한 모델의 강수 모의 능력은 향상되지 않

았다. 또한 구름미세물리 방안을 통해 모의된 빗방울

의 직경, 구름미세물리 모수화에서 예단되는 대기수상

의 종류, 그리고 선정된 강수 사례의 강수 형성 환경

등에 따라 관측된 VR-DR 관계의 처방이 지표 강수량

을 증가시킬 수도 혹은 감소시킬 수도 있음이 분석되

었다. 차후, 빗방울 외의 대기 수상의 종단 낙하 속도-

크기 관계, 여러 대기 수상의 질량-크기 관계, 다른 대

기수상간의 충돌/병합 효율, 그리고 대기 수상의 수 농

도 분포 모수 등의 관측을 기상 모델의 구름미세물리

모수화 과정에 적용함으로써 구름미세물리과정 모수

화의 불확실성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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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WSM5/WSM6 방안 내 구름미세물리 과정

1. VR-DR 관계의 처방을 포함하는 구름미세물리 과정

1) 빗방울과 얼음의 부착으로 인한 얼음에서 눈송

이(혹은 싸락눈)로의 전환과정

(A1)

여기에서, 는 빗방울의 질량 가중 침강 속도로써,

식(A2)로 모수화된다. 또한, 질량 가중 침강 속도를

통해 빗방울의 연직 침강 과정이 모수화된다.

(A2)

2) 빗방울과 눈송이의 부착으로 인한 눈송이에서 싸

락눈으로의 전환과정

(A3)

3) 눈송이와 빗방울의 부착으로 인한 빗방울에서 눈

송이(혹은 싸락눈)로의 전환과정

(A4)

4) 싸락눈과 빗방울의 부착 과정

(A5)

5) 얼음과 빗방울의 부착으로 인한 빗방울에서 눈

송이(혹은 싸락눈)로의 전환과정

(A6)

6) 구름 방울과 빗방울의 결착 과정

(A7)

7) 빗방울의 증발/응결 과정

(A8)

2. 관측 기반의 VR-DR 관계를 처방함으로써 변경된

구름미세물리 과정

2.1 서로 다른 대기수상간의 부착 과정

1-1) Praci, 1-2) Pracs, 1-3) Psacr, 1-4) Pgacr 구름

미세물리 과정 내 빗방울의 질량 가중 침강 속도는

(A9)로 모수화된다.

(A9)

2) 얼음과 빗방울의 부착으로 인한 빗방울에서 눈

송이(혹은 싸락눈)로의 전환과정

(A10)

3) 구름 방울과 빗방울의 결착 과정

(A11)

4) 빗방울의 증발/응결 과정

(A12)

5) 빗방울의 연직 침강

빗방울의 연직 침강 과정은 질량 가중 침강 속도

(A9)를 통해 모수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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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B. List of symbols.

Symbol Description Value SI units

AW Thermodynamic term (LV/KaT)(LVMW/R*T1) mskg1

aR Empirical formula of VR

BW Thermodynamic term R*T/DfMWesw mskg1

bR Empirical formula of VR

D Diffusion coefficient of the water vapor 8.794×10
5

×T
1.81

/P m
2
 s

1

Df Diffusivity of water vapor in air 2.26×105 m2 s1

DR Rain diameter m

DI Cloud ice diameter m

fR Empirical formula of VR

EGR Graupel-rain collection efficiency 1

ERC Rain-cloud water collection efficiency 1

ERI Rain-cloud ice collection efficiency 1

ESR Snow-rain collection efficiency 1

esw Saturation vapor pressure for water kgm
1

 s
2

Ka Thermal conductivity of air 2.43×102 Jm1 s1 K1

LV Latent heat of condensation 2.25×106 Jkg1

M(DR) Mass of rain of diameter DR kg

MW Molecular weight of water 18.0160

NDR
Integrated raindrop size distribution along

the entire range of the diameter
m

2

NI Number concentration of cloud ice m
3

N0G Intercept parameter of graupel 4×106 m4

N0R Intercept parameter of rain 8×106 m4

N0S Intercept parameter of snow 2×106 exp[0.12(TT0)] m4

qC Mixing ratio of cloud water kgkg1

qI Mixing ratio of ice crystal kgkg1

R* Universal gas constant 8.314×103 Jkmol1K1

SW Saturation ratio with respect to water

T Temperature K

T0 Reference temperature 273.16 K

VG Fall speed of graupel ms1

VR Fall speed of rain ms1

VS Fall speed of snow ms1

VR(DR) Fall speed of snowflakes of diameter DR ms1

 Air density kgm3

S Density of snow 100 kgm3

W Density of water 10
3

kgm
3

 Complete gamma function

G Slope of graupel size distribution m1

R Slope of rain size distribution m
1

S Slope of snow size distribution m1

mK Kinematic viscosity m2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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