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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act of urbanization on local meteorology (e.g., surface temperature, PBL height, wind speed, etc.) in the Greater 

Seoul Area (GSA) was quantitatively evaluated based on a numerical modeling approach during a 1-month period of 2001 (9 

Sep. through 8 Oct. 2001). The analysis was carried out by two sets of simulation scenarios: (1) with the global land use and 

topographic data from the U.S. Geological Survey (USGS) in 1990s (i.e., LU-USGS case) and (2) with the land use data 

from the Environment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EGIS) along with the 3 sec elevation data from the Shuttle Radar 

Topography Mission (SRTM) in 2000s (i.e., LU-EGIS case). The extension of urban areas in the GSA (especially, the 

southern parts of Seoul) accounted for 1.8% in the LU-USGS case and 6.2% in the LU-EGIS case. For the simulations, the 

surface temperature and PBL height due to urbanization in the LU-EGIS case was higher (the differences of up to 0.1 ℃ and 

36 m, respectively) than those in the LU-USGS case, whereas the wind speed (up to 0.3 ms
-1

) in the former was lower than 

that in the latter at 1500 LST. The increase in surface temperature due to urbanization in the GSA (especially, the southern 

parts of Seoul) was led to the strong convergence of air masses, causing the early sea breeze and its rapid propagation to 

inland locations. In addition, the vertical mixing motion in the extended urban areas for the LU-EGIS case was predicted to 

be stronger than that for the LU-USGS case and vice versa for the original urban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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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위성도시의 성장과 함께 도시화(urbanization)가 급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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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진행되었다(경기개발연구원, 2008). 도시화는 크

게 지표피복과 구조물의 변화를 의미하며 도시환경의 

중요한 요소인 기상조건을 변화시키게 된다(Stull, 

1991). 즉, 달라진 지표상태와 인간활동의 증가로 생

성된 인공열 등은 지표와 공기 사이의 물, 에너지, 모

멘텀 교환을 변화시키고(Lam 등, 2006) 도시 열적 효

과(Urban thermal effect) 및 기류패턴 변화에도 직접

적인 영향을 준다(Civerolo 등, 2007). 일반적으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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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가 일어남으로서 도시지역은 교외지역과 비교해 

현열 저장효과에 따른 지표기온의 상승이 뚜렷하고 

혼합층이 높게 형성된다. 또한 복잡한 도시 구조물로 

인한 지표 마찰의 증가는 평균풍속의 감소를 가져온

다(Stull, 1991). 

바다와 접한 연안지역의 도시화는 도시와 인근지

역에 보다 복잡한 기상변화를 초래한다(Velazquez- 

Lozada 등, 2006; Cheng과 Byun, 2008; Lin 등, 

2008). 특히 도시의 열적효과와 해풍현상이 결합된 기

류변화가 특징적임을 여러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다. 

Yoshikado(1992)은 도쿄와 유사한 조건의 가상의 도

시를 설정하고 인공열과 지형조건의 변화에 따른 기

류변화를 모델링을 통해 분석한 결과, 연안에서의 도

시열섬효과(Urban heat island)가 해풍전선을 강화시

키고  내륙 교외지역에서는 해풍지연현상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또한 Khan과 Simpson(2001)은 호주 브

리즈번의 인공열로 인한 도심공기의 수렴이 해풍발달

을 보다 강하게 유도하나, 늦은 오후 해풍의 영향이 도

심까지 확장된 이후에는 오히려 억제함을 수치모델로 

재현하였다. 즉, 연안지역 도시성장은 기상조건의 특

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하지만 부족한 3차원 

관측자료와 고해상도 모델링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특히 복잡

한 해안선/지형이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주요 대도시

의 경우 도시효과에 따른 영향을 정량화하기란 더욱 

어렵다. 대부분의 인구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기상

조건이 도시생활환경 및 대기오염현상과의 깊은 관련

성이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평가는 매우 중요

하다. 

국내에서는 최근 환경부에서 위성영상자료를 이용한 

고해상도 토지피복자료를 제작하고, 이를 환경지리정보

서비스(EGIS, Environment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http://egis.me.go.kr/egis)를 통해 제공함에 

따라 최근 이를 활용한 토지피복 변화가 기상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로 

정과 김(2009)은 우리나라 상세 토지피복도 적용이 

기상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안지역 특성을 고려

하여 분석하였으며 이 등(2009)은 중분류 토지피복자

료를 바탕으로 도시영역을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물

리적 특성을 기상모델에 적용하여 대구지역 열환경을 

보다 정확히 모의하고자 하였다. 또한 황 등(2008)은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기상모델에 상세 토지피복자

료를 적용하여 대기경계층 내 기온 및 바람 수치모의 

결과를 개선시킨 사례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단기간의 특정 사례기간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지표변화/도시화가 기상조건 변화

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고해상도 토지피복자료

(1990년대와 2000년대)를 입력한 한 달간의 기상모델

링을 수행하여 복잡한 해안선을 갖는 연안도시지역의 

도시화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2. 모델링 방법 

2.1. 모델링기간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기상조건에 미치는 도시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MM5 v.3.6.3(NCAR/PSU 

Fifth Generation Mesoscale Model) (Dudhia, 1993; 

NCAR, 2005) 기상모델을 사용하였고 모델링 기간은 

2001년 9월 9일부터 10월 8일까지 총 30일로 선정하

였다. 2001년은 기상모델의 입력자료인 환경부 중분

류 토지피복도(EGIS, 2.2절 설명 참고)가 작성된 해이

고, 선정된 모델링 기간은 종관력이 비교적 약하고 서

울기상청 관측 기준 3일 이상 지속된 강수현상이 존재

하지 않았다. 한달간의 모델링기간 중 연안지역 주요 

기상특성 중 하나인 해풍이 나타난 날(이하, 해풍일)

은 15일(9월 13일, 15∼18일, 20일, 23∼28일과 10월 

2일, 4∼5일)이었으며 해풍일은 오인보 등(2004)을 

참고하여 인천기상대에서 관측된 바람자료를 바탕으

로 오후(1300∼1800 LST)의 주풍향이 SW, W, NW

이고, 평균풍속이 2∼5 m s-1인 날로 정의되었다.

2.2. 토지피복 및 지형 입력자료

수도권지역 도시화에 따른 지표변화를 MM5 모델

링에 반영하기 위해 모델에 입력가능한 토지피복분류 

종류(24항목)와 수평해상도를 고려하여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제작된 토지피복도 및 지형자료를 구성

하였다. 1990년대의 경우, 토지피복도 자료는 U.S. 

Geological Survey(USGS)의 AVHRR(Adv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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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y High Resolution Radiometer) 12개월(1992∼

1993년) 위성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된 Global Land 

Cover v.2.0(이하 LU-USGS) (http://edc2.usgs.gov/ 

glcc/globdoc2_0.php) 자료를 사용하였고, 지형자료

는 USGS EDC(EROS Data Center)에 의해 1996년 

완성된 전지구 지형고도인 GTOPO30(http://dss.ucar.edu/ 

datasets/ds758.0) 자료를 사용하였다. 두 자료 모두 약 

30 sec(약 90 m)의 수평해상도로 제작되었다. 

2000년대의 지표상태를 대표하는 토지피복 자료로

는 우리나라 환경부 환경지리정보서비스(EGIS)에서 

제공하는 1/25,000 축적의 중분류 토지피복자료를 사

용하였다(이하 LU-EGIS). 23항목으로 구성된 이 자

료는 IRS-1C 위성영상, Landsat TM 위성영상, 수치

지형도(1:50,000)를 기본 자료로 하여 제작되었다(위

성 영상시기: 1999∼2001년). LU-EGIS를 MM5에 입

력하기 위해 USGS 자료의 토지피복 항목에 맞게 재

분류한 뒤, MIMS(Multimedia Integrated Modeling 

System) (EPA, 2004)를 이용하여 격자 내 토지피복 

항목별 면적을 계산하고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항목을 격자별 대표값으로 계산하였다. 지형자료는 

NGA(National Geospatial-Intelligence Agency), NASA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ASI(the Italian Space Agency), DLR(the German 

Aerospace Center)에서 공동 제작한 SRTM(Shuttle 

Radar Topography Mission) 3 sec 자료를 사용하였다

(http://glcf.umiacs.umd.edu/data/srtm/index.shtml). 

2.3. MM5 모델링

MM5 모델링은 초기적응 48시간을 포함하여 2001

년 9월 7일부터 10월 8일까지 연속으로 수행되었다. 

연직으로는 43개의 σ층을 가지며 대기경계층 내의 기

상현상을 정확히 재현하기 위해 지상에서 2 km 까지 

19층의 조밀한 격자로 구성하였다(최하층 고도는 약 

7 m). 모델링 영역은 123.89 °E, 37.34 °N을 중심으로 

4개의 영역으로 동북아시아 영역(70×55, 54 km 격

자), 동중국-한반도 영역(136×100, 18 km 격자), 한반

도 영역(97×91, 6 km 격자), 수도권 영역(85×70, 2 km 

격자)로 구성된다. 초기 및 경계조건은 NCEP/CDAS 

자료를 이용하고 One-way nesting 방법으로 모델링

이 수행되었다.

한달간의 장기간 모델링시 모델 오차를 줄이기 위

한 자료동화가 요구된다(Stauffer and Seaman, 1994). 

하지만 AWS(Automatic Weather System)와 같은 고

해상도의 지상 관측값에 의한 자료동화 수행시 도시

화 효과가 LU-USGS 모델링 결과에 반영될 수 있으므

로 첫 번째 도메인에 대해서는 3차원 analysis nudging

을 적용하였고, 두 번째 도메인부터 NCEP에 보고되

고 있는 상층 및 지상 기상관측자료(DS353.4 및 

DS464.0)만을 사용하여 자료동화를 수행하였다. 최

종 수도권 영역의 경우, 서울기상청, 인천기상대, 수원

기상대를 포함한 총 16개 지점이 자료동화에 사용되

었다. 이와 함께 적운 모수화 방안은 첫 번째와 두 번

째 도메인에 대해 Grell(Grell 등, 1994)을 적용하였고 

복사 모수화 방안과 미세물리 모수화 방안은 전 영역

에 대해 RRTM(Mlawer 등, 1997)와 Mixed- Phase 

scheme(Reisner 등, 1998)을 사용하였다. 또한 지표 

플럭스와 PBL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양온도

와 수분을 보다 정확하게 모델링하기 위해 Noah- 

LSM(Land Surface Model)(Chen and Dudhia, 2001a, 

2001b)을 수행하였다. 

지표변화에 대한 차이를 모델링하기 위해  수도권 

영역에 대해서만 2.2장에서 언급한 1990년대와 2000

년대를 대표하는 토지피복 및 지형 입력자료를 각각 

다르게 입력하였다. LU-EGIS와 SRTM3s 자료를 입

력한 MM5 모델링을 ME-EGIS, 비교분석을 위해 

LU-USGS와 GTOPO30 자료를 입력한 MM5 모델링

을 ME-USGS로 명명하고 두 모델링 결과의 차이를 

근거로 도시화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3. 연안지역의 도시화

3.1. 토지피복과 지형의 변화  

수도권지역의 도시화로 인한 토지피복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MM5 모델링에 입력된 2 km 격자별 

LU-USGS와 LU-EGIS를 Fig. 1에, 주요 토지피복 항

목별 비율을 Table 1에 각각 제시하였다. Fig. 1에서 

제시된 도시화와 관계된 지표 토지피복의 특징적인 

변화는 LU-USGS와 비교해 LU-EGIS에서 나타난 도

시영역(붉은색)의 증가이다. 90년대 LU-USGS에서 

서울 중심에서 나타난 도시영역은 전체 면적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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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Dominant land-use at 2 km resolution from (a) LU-USGS (reference year: 1993) and (b) LU-EGIS (reference year: 

2001). The SE, IC and SW indicate the Seoul, Incheon and Suwon weather station and two black rectangles indicate 

area A and B.

Land-use category LU-USGS (%) LU-EGIS (%)
Difference of land-use percentage

(LU-EGIS minus LU-USGS)

Savannah 27.26 6.21 - 21.05

Dryland cropland and pasture 9.71 4.42 - 5.29

Water 32.13 30.45 - 1.68

Herbaceous wetland 0 2.24 + 2.24

Irrigated cropland and pasture 15.53 19.57 + 4.04

Urban land 1.80 6.16 + 4.36

Mixed forest 4.62 8.39 + 3.77

Deciduous broadleaf forest 3.01 11.13 + 8.12

Evergreen needleleaf forest 1.58 10.58 + 9.00

Table 1. Percentage of dominant land-use categories of the entire MM5 domain 5

에 불가하였으나, 2000년대 LU-EGIS에서는 서울 뿐 

아니라 개발가용지가 많은 인천, 경기도의 도시개발

로 도시영역이 6.2%로 증가하였다. 

도시화가 완만하게 이루어진 서울중심의 A영역과 

상대적으로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된 한강 아래의 B영

역으로 나누어 비교해보면(Fig. 1), A영역의 경우 1990

년대와 비교하여 2000년대에 약 1.8배의 도시확장을 

나타내었고(LU-USGS: 17.4%, LU-EGIS: 31.5%), B

영역에서는 서울 남부 위성도시의 성장과 함께 도시

역이 약 5.2배 증가하였다(LU-USGS: 8.1%, LU- 

EGIS: 41.7%). 

그 밖에 서해안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인해 인천 해

안과 영종도, 안산과 시흥 연안의 시화간척 지구를 중

심으로 육지가 증가하여 수역이 1.7% 가량 감소하였

으며 LU-USGS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습지가 LU- 

EGIS에서는 약 2.2% 정도 차지하였다. 또한 LU-EGIS

에서 사바나(Savanna, 열대지방에 존재하는 나무가 

없는 대평원) 영역의 뚜렷한 감소를 볼 수 있는데 

(LU-USGS: 27.3%, LU-EGIS: 6.2%) 이는 사바나 영

역이 활엽수림과 침엽수림, 혼효림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으로 USGS와 EGIS 자료 자체의 제작과정 및 해

상도에서 발생한 차이이다(강 등,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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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지역 도시화 효과를 평

가하기 위해 도시화가 크게 일어난 A와 B 영역을 중

심으로 기상모델링 결과를 분석하였다. 

3.2. 토지피복 파라메타

토지피복 파라메타는 지표 토지피복 특성에 따라 

정의된 물리적 성질을 나타내는 값으로 MM5 모델은 

24개의 토지피복 카테고리에 따른 7개 종류의 토지피

복 파라메타(알베도, 지표 수분함량, 방사율, 거칠기 

길이, 열적 관성, 토양 열용량, 눈 효과)를 정의하고 있

다. 이중 도시화와 관련이 큰 토지피복 파라메타인 수

분함량, 거칠기 길이, 알베도에 대해 두 지표 피복에 

해당되는 값의 차이(LU-EGIS에서 LU-USGS를 뺀 

수치)를 Fig. 2에 제시하였다.

지표의 수분함량(Fig. 2(a))은 모델 내에서 지표 증

발의 정도를 결정하는 주요 인자로 수분함량의 변화

는 지표 에너지 수지에서 잠열의 변화를 가져오고 지

표기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Lam 등, 2006). 일

반적으로 물에서 100% 값을, 도시지역에서는 지표의 

빌딩, 포장도로 등으로 인해 수분함량이 10%의 작은 

값을 가진다(24개 카테고리 수분함량 평균 35%) 

(NCAR, 2005). 수도권 영역 전체로는 2%의 수분함

량 차이를 보였고, 지표상태가 도시로 바뀐 격자(266

개 격자, 전체 면적의 4.6% 차지)와 물에서 육지로 바

뀐 격자(288개 격자, 전체 면적의 5.0% 차지)의 수분

감소량이 각각 평균 28%와 53%로 크게 나타났다. 또

한 영역 A와 B의 비교에서 A 영역은 2% 감소, B는 

7% 감소하여 A보다는 B의 수분함량의 감소정도가 

크게 나타났다. 

Fig. 2(b)의 거칠기 길이는 영역 전체로는 LU- 

USGS와 비교해 LU-EGIS가 평균 9.24 cm 증가하였

고, 도시영역으로 추가된 지역에 대해서는 평균 35.63 

cm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와 B 영역에서도 지표 

거칠기 길이가 증가 되었고 예상대로 도시화가 크게 

일어난 B영역의 증가가 뚜렷하다(A: 11.15 cm, B: 

20.14 cm). 하지만 MM5의 도시 거칠기 길이(0.5 m)

는 서울의 고층빌딩 및 아파트가 밀집된 도심을 재현

하기에 과소평가된 경향이 있으며(최 등, 2007) 이는 

도심 바람 예측의 오차로 작용할 수 있다. 

알베도는 다른 토지피복 파라메타보다는 도시화로 

인한 평균적인 변화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Fig. 

2(c)). 영역 전체로는 평균 1.1% 정도 감소하였고 영

역 A와 B에 대해서는 각각 0.39%, 0.17%의 감소가 

계산되었다. 비교적 넓은 영역을 차지하던 사바나가 

다른 토지피복으로 변환되어 나타난 알베도의 감소

(4.3%)로 인해 평균 변화가 작게 나타났다. 하지만 국

지적으로는 도시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평균 0.6% 증

가하였고 해안에서 육지로 변화된 지역에서 7.6%의 

알베도 증가가 있었다. 

4. 도시화에 따른 기상변화

4.1. 모델검증

ME-EGIS 결과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도권 

주요 도시인 서울기상청과 인천 및 수원기상대에서 

관측된 기온, 풍속(관측지점 고도 기온: 1.5 m, 풍속: 

10.0 m)과 모델에서 계산된 최하층 값(Sigma level= 

0.999)을 비교한 통계치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기

온의 경우, 모델값이 관측값과 비교해 약 1 ℃ 정도 과

소평가 되고 있으나  RMSE(Root Mean Square Error)

가 2.0 ℃이내로 계산되어 서로간의 좋은 일치도를 보

여준다(세 지점 RMSE 평균: 1.93 ℃). 풍속의 경우 연

안에 접해 있는 인천기상대의 모델값이 다소 낮은 신

뢰도를 보였다. 이는 모델이 서해상의 복잡한 해안선 

Table 2. Model performance statistics calculated for 

temperature and wind speed

Statistics
*

Temperature Wind speed
** 

Seoul Incheon Suwon Seoul Incheon Suwon

Mean obs. 20.28 20.88 19.47 1.46 1.87 2.32

Mean sim. 18.83 19.71 18.41 1.97 3.09 1.86

MBE -1.44 -1.17 -1.06 0.52 1.23 -0.45

RMSE 2.07 1.90 1.82 1.34 2.23 1.57

MAGE 1.74 1.51 1.50 1.16 1.85 1.23

* 
Mean obs.: mean of observed value

  Mean sim.: mean of simulated value

  MBE: mean bias error

  RMSE: root mean square error

  MAGE: mean absolute gross error
**

Statistics of wind speed were calculated when wind 

peed≥0.5 m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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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oisture availability (×100%)

 

(b) Surface roughness length (×10
-2

m)

  

(c) Albedo (%)

 

Fig. 2. Difference map of land-use parameters (a) moisture availability, (b) surface roughness length and (c) albedo (LU-EGIS 

minus LU-US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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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Hourly observed and simulated temperature and wind speed at Seoul weather station for 9 September ～ 8 October, 

2001.

과 섬을 정확히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난 한계로 

판단된다. 그러나 나머지 두 지점에서 관측치와 모델

치의 평균편차가 약 ± 0.5 ms-1 내외, RMSE가 2.0 ms-1 

이하로 나타나 모델에서 계산된 바람이 관측치와 좋

은 상관을 보였고 Fig. 3에서 볼 수 있듯이 모델이 재

현한 지상의 기온 및 풍속의 시간변화가 관측치의 변

화 경향과 유사하게 나타나 모델결과의 신뢰성을 뒷

받침해준다.

4.2. 지표기온과 혼합고 변화

Fig. 4는 ME-USGS와 ME-EGIS 모델링 결과 중 

오후의 세 시점(1200, 1500, 1800 LST)에서의 평균된 

지표기온을 비교한 것이다. 오후의 기온분포는 연안

지역의 대표적 바람인 해풍의 발달과정과 깊은 관련

이 있으며 수도권 지역의 바람환경을 결정하는 주된 

인자이다.   

우선 ME-USGS와 ME-EGIS 결과 모두 도시로 분

류된 지역에 고온역이 존재하며, 이는 일 중 최고기온

이 나타나는 시간과 가까운 1500 LST에 뚜렷이 확인

할 수 있다. 모델링영역을 평균한 결과 1200, 1500, 

1800 LST에 ME-USGS가 20.60 ℃, 21.94 ℃, 20.54 

℃, ME-EGIS가 20.70 ℃, 22.04 ℃, 20.59 ℃로 각 시

간별 0.45%, 0.43%, 0.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로 변화된 지역(총 266개 격자)에서 상대적으로 

기온상승이 뚜렷하였으며, 최대 기온상승 정도는 

1200, 1500, 1800 LST에 각각 2.07 ℃(10월 2일: 32, 

41 격자), 2.25 ℃(9월 15일: 43, 27 격자), 2.4 ℃(9월 

9일: 50, 29 격자)로 계산되었다. 도시화 정도에 따라 

분류된 영역 A와 B를 대상으로서 지역 평균값의 차이

를 살펴보면 A보다 B 영역에서 뚜렷한 기온차이를 알 

수 있다. 각 시간별 영역 내 평균된 ME-USGS와 

ME-EGIS의 기온차는 1200 LST에 A, B 각각 0.15 

℃, 0.32 ℃, 1500 LST에서는 0.15 ℃, 0.34 ℃, 1800 

LST는 0.13 ℃, 0.28 ℃로 B영역의 지표기온 상승이 

A영역에 비해 약 2배에 가까이 크게 나타났다.

도시영역의 확장으로 인한 지표기온의 변화는 지

표 열수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Nataly와 Alpert, 

2001; Zehnder, 2002). Fig. 5는 ME-USGS와 ME- 

EGIS에서 계산된 영역 A와 B에서 평균된 현열

(Sensible heat flux)과 잠열(Latent heat flux)의 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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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Horizontal surface temperature at 1200, 1500, and 1800 LST from ME-USGS (upper panel) and ME-EGIS (lower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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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Latent heat f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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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iurnal variation of (a) sensible heat flux and (b) latent heat flux of area A and B from ME-USGS and ME-E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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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Horizontal distribution of PBL hight of (a) ME-USGS, (b) ME-EGIS and (c) difference of ME-USGS and ME-EGIS 

(ME-EGIS minus ME-USGS) at 1500 LST averaged over the simula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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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LST 1000 LST 1100 LST 1200 LST

u > 0 u < 0 u > 0 u < 0 u > 0 u < 0 u > 0 u < 0

ME-USGS 0.15(33.3) -0.26(66.7) 0.24(69.1) -0.23(30.9) 0.37(85.4) -0.19(14.6) 0.51(96.0) -0.09(4.0)

ME-EGIS 0.15(40.7) -0.23(59.3) 0.24(73.2) -0.24(26.8) 0.34(86.4) -0.19(13.6) 0.45(96.0) -0.09(4.0)

Table 3. Average of u-component for westerly wind (u > 0) and easterly wind (u < 0) at 0900∼1200 LST on the sea breeze 

day. The value in the parenthesis is percentage of area with westerly and easterly w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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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Horizontal wind speed at 1200, 1500 and 1800 LST from ME-EGIS (upper panel) and ME-USGS (lower panel). 

화를 제시한 것이다. ME-USGS와 ME-EGIS의 차이

는 현열과 잠열이 많이 방출되는 낮 동안(0900～1700 

LST) 크게 나타나고 이 시각동안 A, B 영역에서 현열

은 평균 17.4 Wm
-2

, 38.5 Wm
-2

 증가, 잠열은 평균 

14.5 Wm
-2

, 39.5 Wm
-2

 감소하여 영역 B에서 더 큰 변

화폭을 보였다. 이 같은 현열 및 잠열의 변화는 앞서 

언급한 다양한 토지피복 파라메타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Zehnder, 2002). 특히 도시화로 인한 지면과 

대기의 온도차 및 열용량의 증가, 수분함량의 감소가 

현열/잠열의 증가/감소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한다. 또

한 1100～1500 LST의 높은 현열은 대기경계층 내에서

의 혼합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도한다(Lin et al., 2008).

Fig. 6은 일반적으로 대류혼합이 가장 활발하다고 

판단되는 1500 LST의 ME-USGS와 ME-EGIS의 혼

합고의 수평분포 및 그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지표기

온의 변화 분포와 유사하였다(Fig. 4 참고). 영역 평균

으로는 ME-USGS가 1077.1 m, ME-EGIS가 1112.6 

m로 도시화로 인해 35.5 m(3.3%) 혼합고가 상승하였

고, 서울 도심의 최대 혼합고도의 경우 ME-USGS가 

1512 m, ME-EGIS는 1554 m로 42 m(2.8%) 상승한 

것으로 계산되었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인 지역은 연안 

인근의 바다가 육지로 변한 곳으로 최고 561 m의 혼합

고 상승이 나타났고, 도시화 정도에 따라 분류된 영역 

A와 B에서는 평균적으로 B가 A의 약 2배 더 높은 혼

합고 상승을 확인할 수 있다(A: 53.9 m, B: 114.2 m).

4.3. 바람 변화

Fig. 7은 1200, 1500, 1800 LST 시점에 평균된 지

상풍속의 수평분포 나타낸 것이다. 풍속의 경우 

ME-EGIS 결과가 ME-USGS 결과와 비교해 뚜렷한 

감소를 보였다. ME-EGIS 모델링결과 모델링영역 평

균값이 각 시간대별로 2.13 ms-1, 2.35 ms-1, 2.80 m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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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Vertical cross-section of vertical velocity (ms
-1

) of (a) ME-USGS, (b) ME-EGIS and (c) difference of ME-USGS and 

ME-EGIS (ME-EGIS minus ME-USGS) at 1500 LST on the sea breeze day. The color bar in the bottom of pictures 

indicates land-use.

로 ME-USGS 보다 0.29 ms-1(12.0%), 0.30 ms-1  

(11.4%), 0.18 ms-1(6.1%)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도시화가 뚜렷하게 진행되었던 해안선을 중

심으로 0.5 ms-1 이상의 풍속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토지피복 변화에 따라 지표 거칠기 길이가 커졌기 때

문이다(최 등, 2007) (Fig. 2 참고). 최대 풍속감소량은 

1200, 1500, 1800 LST에 각각 4.09 ms-1 (9월 22일: 

20, 5 격자), 5.03 ms-1 (10월 2일: 29, 11), 6.90 ms-1 

(10월 5일: 28, 36 격자)로 계산되었다. 영역 A, B를 

대상으로 한 두 모델링 결과의 비교에서도 도시화가 

지상의 풍속감소에 뚜렷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다. ME-EGIS와 ME-USGS의 차이가 1200 LST에 

A, B 각각 -0.29 ms-1, -0.57 ms-1 이고 1500 LST에는 

-0.33 ms-1, -0.64 ms-1, 1800 LST에서는 -0.20 ms-1, 

-0.36 ms-1로 나타났다.

연안에 위치한 수도권지역의 대표적인 지상바람인 

해풍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Table 3에 해풍일(2.1절 

참고)의 해풍의 시작과 발달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시

간대인 0900∼1200 LST에 바람의 u 성분(동서방향)

을 양의 u 성분(서풍계열 바람)과 음의 u 성분(동풍계

열 바람)으로 분리하여 각각의 평균값과 면적을 제시

하였다. 전반적으로 ME-EGIS에서 해풍의 발달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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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있는 양의 u 성분의 크기가 다소 감소하였다. 하지

만 ME-EGIS에서 양의 u 성분이 차지하는 면적이 

ME-USGS 보다 더 넓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 차

이는 해풍이 발달 초기인 오전에 크게 나타났다가 해

풍이 내륙 깊숙이 침투된 정오가 될수록 작아지는 특

징을 보인다(0900 LST: 7.4%, 1000 LST: 4.1%, 1100 

LST: 1.0%, 1200 LST: 0.0%). 이러한 결과는 해풍의 

내륙유입이 ME-EGIS에서 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음

을 의미하며 앞서 분석된 지표 기온 변화와 함께 해석

해 볼 때, 도시화로 인한 내륙의 하층 공기가 따뜻해져 

도심 위에서 강한 수렴지역이 형성됨과 동시에 지표

의 온도경도가 커져 해풍의 유입을 촉진시킨다는 

Freitas 등(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해풍의 발달과 관련된 도심에서의 공기의 상승운

동을 살펴보기 위해 상대적으로 도시화에 따른 기류

변화가 크게 나타난 서울 남부지역을 기준으로 해풍

일에 대해 평균된 상승속도(w)의 연직분포를 Fig. 8에 

제시하였다. 제시된 시각은 일사에 의한 지표가열이 

충분하여 공기의 연직순환이 활발함과 동시에 해풍의 

성숙기에 해당하는 1500 LST이다. 연직 상승속도를 

살펴보면 ME-USGS와 ME-EGIS 모두 지형의 영향

으로 해안선에서 큰 상승속도가 나타났으며, 도시로 

변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연직 상승속도가 뚜렷이 증가

하였다. 하지만 기존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ME-EGIS

에서 오히려 연직 상승속도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보다 

일찍 유입된 해풍의 영향을 받아 도심의 열적 상승운

동이 억제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연안지역에서 

나타난 도시화는 지표 기온상승으로 해풍의 빠른 발

달을 유도하나, 발달된 해풍은 기존 도시지역에서 연

직 상승 운동을 약하게 반작용 효과도 함께 나타남을 

연구 결과에서 확인하였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도시화로 

인한 지표변화 효과가 지역의 기상조건에 미치는 영

향을 한달간(2001년 9월 9일～2001년 10월 8일, 총 

30일)의 MM5 모델링을 통해 분석하였다. 도시화를 

확인하기 위해 1990년대에 제작된 USGS Global 

Land Cover v.2.0 및 GTOPO30(LU-USGS)와 2000

년대에 제작된 EGIS 토지피복도 자료 및 SRTM3s 

(LU-EGIS)를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1990년대에 

1.8%의 도시면적이 2000년대에는 6.2%로 증가하였

고 한강을 기준으로 북부지역(영역 A, 1.8배 증가) 보

다는 남부지역(영역 B, 5.2배 증가)에서 도시확장이 

빠르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LU-USGS와 LU-EGIS 자료를 각각 입력한 MM5 

모델링 결과에서는 도시화로 인한 지표기온이 낮 동

안(1200, 1500, 1800 LST) 수도권 지역 평균 각각 0.1 

℃(0.45%), 0.1 ℃(0.43%), 0.05 ℃(0.23%) 정도 상승

하였고 지역적으로는 도시화된 지역에서 기온상승이 

뚜렷하였다. A, B 영역간 비교에서는 도시확장이 뚜

렷했던 B 영역에서 2배 가까운 기온상승을 볼 수 있었

다. 또한 지표 열수지의 변화와 함께 1500 LST에 도

시화로 인한 영역 평균 1077 m 이었던 혼합고가 1113 

m로 증가하여 36 m(3.3%) 상승한 것으로 계산되었다

(모델링영역 내 최대 561 m, 도심 내 최대 40 m 상승).

도시화 효과는 지상풍의 세기와 해풍의 유입과 발

달에도 영향을 주었다. 주요 낮 시간대(1200, 1500, 

1800 LST)의 모델링 결과 수도권 지역 평균 0.18～

0.3 ms-1의 풍속감소가 나타났고, 해풍일을 대상으로 

u 성분의 분석결과 해풍의 유입이 빨라짐을 알 수 있

었다. 이 같은 효과는 내륙 도시지역의 지표기온 상승

이 도심에서 공기괴의 수렴을 보다 강하게 유도함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연직적으로는 도시화된 지역에서 

공기괴의 상승운동이 활발해졌으나 기존 도시지역(서

울)에서는 찬 해풍의 영향을 받아 상승운동이 오히려 

약해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연안지역에서 나타난 도시화가 지역의 

기상조건을 복합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

다. 또한 기후변화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직접적인 비

교는 어려우나, 1975년부터 2000년까지(25년간) 수

도권지역 평균 최저기온이 0.45 ℃ 상승한 것을 고려

한다면(김 등, 2010) 본 연구결과 도출된 10년간(1990

년대∼2000년대)의 토지피복 변화가 기온 상승에 기

여하는 바가 적지 않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정보를 이용하여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3차

원 도시구조의 재현 및 기상모델링의 적용에 대한 연

구가 추가적으로 수행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도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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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정책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

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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