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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high-resolution wind profiler (HWP) data on the wind distributions were evaluated in two different coastal 

areas during the study period (23-26 August, 2007), indicating weak-gradient flows. The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WRF) model coupled with a three-dimensional variational (3DVAR) data assimilation 

system. For the comparison purpose, two coastal regions were selected as: a southwestern coastal (SWC) region 

characterized by a complex shoreline and a eastern coastal (EC) region surrounding a simple coastline and high mountains. 

The influence of data assimilation using the HWP data on the wind distributions in the SWC region was moderately higher 

than that of the EC region. In comparison between the wind speed and direction in the two coastal areas, the application of 

the HWP data contributed to improvement of the wind direction distribution in the SWC region and the wind strength in the 

EC region, respectivel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application of the HWP data exerts a large impact on the change in wind 

distributions over the sea and thus can contribute to the solution to lack of satellite and buoy data with their observational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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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연안지역 활동이 증가하면서 연안지역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기상예측의 요구가 대두되고 있

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규모 공단 및 주요 도심지와 원

*

Corresponding Author : Yoo-Keun Kim, Division of Earth 

Environmental System,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609-735, Korea 

Phone: +82-51-510-2282

E-mail: kimyk@pusan.ac.kr

자력 발전소들이 대부분 연안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연안지역에서의 국지 순환은 오염물질의 확

산과 수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Kim 등, 

2004; Oh와 Ghim, 2001). 또한 연안지역은 해일, 해

수범람, 태풍 등에 의한 자연재해가 반복되는 지역으

로 잘못된 해양예보의 경제적 손실과 해양재해에 따

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연안 해역과 주변 해양

의 예보 정확도 향상, 그 중에서도 연안지역의 바람장 

개선에 관한 연구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Jeong 

등, 2007; Kim 등, 2006; Lee 등,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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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udy domains of Southwest and East coastal areas.

중규모 기상모델을 이용한 연안지역 바람장 개선을 

위해서는 정확한 초기상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관측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지

상관측망은 비교적 상세하게 구축되어 있지만, 상층

의 기상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상대적으로 부

족한 실정이다(Kim 등, 2008). 따라서 최근에는 공간

분해능과 시간분해능 두 가지면에서 향상된 고층기상

자료인 윈드프로파일러(wind profiler) 자료의 활용도

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Crook과 Sun, 2002). 국내에

서도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해남, 강릉, 군산, 마산, 울

진 등에 상층바람 관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집중호

우와 같은 재해성 기상현상의 실시간 탐지 및 구조 분

석 연구에서 그 활용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Chandrasekar 등, 2003; Won 등, 2006). 선행연구에

서 Park 등(2005)은 윈드프로파일러 자료가 존데에서 

관측되는 기상요소보다 모델링에 민감하게 영향을 준

다고 하였고, Bae 등(2006)은 윈드프로파일러 자료를 

적용한 초기장이 복잡한 해안지역에서 좋은 자료동화 

효과를 낸다고 밝힌바 있다.

연안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윈드프로파일러 자료가 

인근 내륙과 해양의 바람장 개선에 기여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향후에도 윈드프로파일러 자료가 연안

지역 악기상 관측 등으로 더욱 많은 관측과 활용이 예

상되는 바 의미있는 연구라고 사료되어진다. 특히, 한

반도는 다양한 지형적 특성을 가지는 연안지역이 존

재하여 연안지역 국지순환이 각 해안의 지형적인 특

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Jeong과 Kim,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윈드프로파일러 자료를 

이용한 3차 변분 자료동화를 수행하여 중규모 기상모

델의 초기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개선된 초기장

이 같은 한반도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지형

적인 특성을 가지는 남서해안과 동해안지역의 수평과 

연직 바람장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차이

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2. 대상지역

한반도는 동북고 남서저의 형태로 큰 산맥들이 북부

와 동부에 치우쳐 있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같은 한반도에 위치해 있어도 높은 산맥과 복잡한 해안

선의 영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다양한 연안지역이 

존재한다(Jeong과 Kim, 2009). 연안지역에서의 순환

은 다소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으나 해륙풍의 존재는 

전 해안에서 뚜렷이 나타나며, 이들의 발달과 쇠퇴, 지

속시간 등은 각 해안의 지형적인 특성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안지역의 지형적인 특성에 따른 

윈드프로파일러 자료의 자료동화 효과를 분석하기 위

하여 서로 상반된 지형적 특성을 보이는 남서해안과 

동해안지역을 연구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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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해안 지역은 바다를 향해 남서쪽으로 돌출된 형

태로 해풍 수렴이 용이하고, 복잡한 해안선과 많은 섬

들의 존재로 지역에 따라 해풍이 미치는 범위와 그 영

향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연안지역 근처 섬들의 

존재는 바다와 섬들 사이에 수평적인 불균일성으로 

인해 중규모 순환의 강도에 영향을 미쳐 바람장 예측

이 쉽지 않다(Kim 등, 2005). 반면 동해안지역은 단

조로운 해안선을 이루고 있으나 남북으로 높게 뻗은 

태백산맥에 의한 산곡풍과 해륙풍이 결합되어 복합

적인 국지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으로써, 산맥과 해양

의 효과를 정확히 고려하여야 산곡풍과 해륙풍의 결

합으로 나타나는 연안지역의 바람장을 정확하게 예

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잡한 해안선

과 다양한 섬들의 효과가 주로 나타나는 남서해안지

역과  높은 산맥과 해양의 작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

는 동해안지역을 대상으로 윈드프로파일러 자료의 

자료동화 효과를 분석하고 연안지역 지형적인 특성

에 따른 바람장 개선 차이와 분포 특성을 확인하였

다.

3. 자료 및 방법

  3.1. 모델개요

본 논문에서는 WRF(Weather Research and Fore- 

casting) 기상모델을 사용하였다. WRF는 완전 압축성 

비정수계(Fully compressible non-hydrostatic) 방정식

을 사용하며, 수평 격자는 Arakawa-C 격자 체계를 사용

하고 연직 격자로는 높이와 지형에 근거하여 새로 추가

된 Eulerian 질량 좌표계(mass-based terrain following 

coordinate)를 사용한다(Skamarock 등, 2005). 모델링

은 10, 3.3, 1.1 km(남서해안지역), 1.1 km(동해안지

역)의 수평격자를 갖는 4개의 도메인으로 구성하였으

며, 연직격자는 28층을 사용하였다. 초기 및 경계조건

은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30 km 해상도의 RDAPS 

(Regional Data Assimilation and Prediction System) 자

료와 1도 FNL(Global Final Analysis) 지표자료, 0.5도 

SST(Sea Surface Temperature)자료를 이용하였다. 모델

에 사용된 물리과정과 도메인의 상세 정보는 Table 1

에 제시하였다. 연구 사례일은 강수일을 제외하고 종

관장의 영향이 약하여 국지풍의 발달이 뚜렷하게 나

타난 2007년 8월 23일 0000 LST부터 26일 0000 LST

로 선정하였으며, 모델 초기조건의 불확실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첫 하루(24시간)는 spin-up 

기간으로 하였다.

Table 1. Domain configuration

D01 D02 D03 D04

Cells in x-direction 94 187 135 135

Cells in y-direction 94 187 135 135

Z-levels 28 28 28 28

Resolution (km) 10 3.3 1.1 1.1

Cumulus Parameterization
Kain-

Fritsch
- - -

Planetary Boundary Layer YSU

Microphysics WRF Single-Moment 6-class

Radiation (long/shortwave) RRTM/Dudhia

Surface Layer MM5 similarity

Land Surface Noah LSM

관측자료를 자료동화하기 위해 사용된 WRF-VAR 

(WRF Variational Data Assimilation System)는 초기 

추정치와 관측값의 양방에 가장 가까운 대기의 상태

를 구하기 위하여 비용함수(cost function)를 도입하

고, 비용함수의 최소점을 수치적으로 찾아내어 얻어

진 최소점을 분석값으로 이용하는 자료동화기법을 말

한다(신과 Guo, 2002). 최근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어 

왔던 3DOI(3D Optimal Interpolation)에 비해서, 변수

간 역학적 관계의 반영 및 분석과 비선형관계를 가지

는 관측 자료의 분석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WRF-VAR에서 사용되는 비용함수( J)는 아래와 같

이 표현할 수 있다(NCAR TECHNICAL NOTE, 

2008).

 



  

    





  

  
  

  


      (1)

은 분석장을 나타내며, 는 초기 배경장, 는 배

경장의 오차 공분산 행렬, 는 측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시스템에 의해서 변형되는 관측값의 행렬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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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location of observations used data assimilation in D01(The numbers on domains indicate the observation sites 

nu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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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flow chart of cold start mode and cycling mode for WRF-VAR simulation.


는 관측값의 행렬이며, 은 관측성과 대표성 오차 

공분산 행렬을 나타낸다. 비용함수는 관측값과 관련

된 비용함수( )와 초기추정치 비용함수( )로 구분

할 수 있으며, 분석장이 실제 대기와 같아질 확률을 최

대로 하기 위해서는 비용함수를 최소로 하면 된다. 본 

연구에서도 사용된 각각의 관측자료들이 WRF-VAR

에 안정적으로 동화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비용함

수(cost function, J)와 경도의 놈(norm of the gradient, 

G) 분석을 실시하였고, WRF-VAR의 입력장으로 들

어가는 background error는 가장 널리 쓰이는 NMC 

방법으로 산출하였다.

3.2. 자료 및 실험설계

자료동화에 이용된 76개의 지상 관측자료(station 

data, SD)와 6개의 연직 윈드프로파일러 자료(wind 

profiler data, WD)의 관측지점 위치는 Fig. 2에 나타

내었고, 관측지점별 일 유효관측율 75% 이상인 날만 

자료동화에 이용하였다. 이상 지상 관측자료와 연직 

윈드프로파일러 자료를 논문에서 SD와 WD라고 표

기한다. 자료동화에 이용된 WD는 문산(47099), 군산

(47140), 해남(47261), 마산(47155), 울산(47151), 강

릉(47105)을 포함한 6지점이며 지상에서부터 약 5 km 

고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였고, 약 72 m 간격으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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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st function J and norm of the gradient G with respect to the number of iterations. The dashed line is for SD (station 

data) and the solid line is for WD (wind profiler data).

분 간격의 해상도를 갖는다. 3차원 변분 자료동화방법

은 변분법의 적용횟수에 따라 cold start 방식과 

cycling mode 방식으로 구분되며 자세한 설명은 Fig. 

3에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cycling mode 방식을 

이용하여 SD에서 생산한 320개의 기상자료 중에서 

풍향, 풍속, 기온자료와 WD의 풍향, 풍속자료가 3시

간 간격으로 WRF-VAR의 입력값으로 이용되었고, 

자료동화 반경은 모델링의 기본 설정인 5 km를 동일

하게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같은 연안지역이라도 다른 지형적 

특성을 보이는 남서해안지역과 동해안지역을 대상으

로 윈드프로파일러 자료의 자료동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Table 2와 같은 다양한 실험설계를 하였다. 먼

저 관측자료의 자료동화없이 구성된 초기장을 이용한 

실험이 EXP0이고 기본적으로 SD의 자료동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base case로 사용되었다. cycling mode 

방식으로 SD만을 이용한 경우가 EXP1이며 WD의 자

료 동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EXP1에 WD를 추가

한 실험이 EXP2이다. EXP0와 EXP1 실험은 EXP2의 

모델링 결과로부터 WD의 자료동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base case로 사용되며, 본 연구에서는 지상관측

자료와 비교하여 윈드프로파일러 자료의 자료동화 효

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EXP2 실험 결과를 주요하게 

설명하였다.

Table 2. Description of experiment

Experiment No. Data used in 3DVAR Mode

EXP0 no data assimilation -

EXP1 station Cycling

EXP2 station & wind profiler Cycling

4. 결 과

4.1. 초기장 개선효과

사용된 각각의 관측자료들이 WRF-VAR에 안정적

으로 동화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Fig. 4에 비용함

수와 경도의 놈 분석을 수행하였다(한국학술진흥재단, 

2009; Lo, 2009). SD만 적용한 경우는 64회, SD와 WD 

자료를 적용한 경우는 66회의 최소화 과정을 거쳐 비

용함수와 경도의 놈 값이 모두 0으로 수렴하여 각 관측

자료들이 안정적으로 동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한반도 영역에서 SD와 WD의 자료동화 효과를 분

석하기 위하여 연직 eta 층에 대해 바람의 동서(u) 성분

과 남북(v) 성분의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와 

평균편차(mean bias)를 Fig. 5에 나타내었다(한국학술

진흥재단, 2009; Lo, 2009). 분석을 위해 사용한 자료는 

2007년 8월 23일 0000LST부터 26일 0000LST동안 한

반도영역(D01)에서 3시간 간격으로 자료동화가 수행

된 격자별 바람의 동서(u) 성분과 남북(v) 성분 초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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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Vertical correlation coefficient and bias error of u-component and v-component at initial time. The dashed line is for 

SD and the solid line is for WD, respectively.

이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모델링 초기장으로 사용

된 3시간 간격 SD와 WD자료의 자료동화 특성을 분석

할 수 있다. 상관계수는 실험별 상관도를 나타내는 것

으로 각 실험결과에 따른 연직 층별 바람장의 차이가 

커질수록 관측자료의 자료동화 효과가 강하게 나타남

을 의미하고, 상관도는 0에 가까워지고 편차의 평균인 

BIAS도 함께 커진다. 반면 자료동화 효과가 작을수록 

상관도는 1에 가까워지면서 BIAS도 작아진다. WD는 

EXP1과 EXP2 실험을 비교한 것으로 윈드프로파일러 

자료의 연직 자료동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이고, SD는 

EXP0와 EXP1의 실험 결과를 비교한 것으로 WD의 자

료동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base case로 사용되었다.

u-성분 바람의 연직 상관도 분석결과에서 WD는 지

상에서 상층으로 갈수록 자료동화 효과가 커지다가 

eta 10층(고도 1 ∼ 2 km)에서 0.894의 최소 상관도를 

보이고 다시 1에 가까워지는 종모양의 가우시안 분포

를 나타내고 있다. WD가 u-성분 바람에 영향을 미치는 

고도는 지표에서 eta 15층 높이인 약 5 km 고도까지이

며 BIAS를 보면 15층 이상의 높이에서도 다소 영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SD는 최하층인 eta 1층

에서 최소 상관도 0.998을 나타내었으나, 상층으로 갈

수록 자료동화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SD는 자료 동화되어진 자료의 수가 WD보다 많

음에도 불구하고 지표 부근의 효과 역시 WD보다 약하

게 나타나고 있다. v-성분 바람의 경우 u-성분과 비슷

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최대 자료동화 효과를 나타

내는 고도와 상관도가 u-성분 바람보다 더 낮게 나타

났다. 이는 WD가 본 연구의 사례기간동안 바람의 u-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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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catter plot and correlation coefficient for wind speed of EXP2 in relation to wind speed of EXP1.

분보다는 v-성분에 대해 더 낮은 고도에서 더 큰 자료

동화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지표 부근에서의 상관도 역시 v-성분 바람의 경우가 u-

성분 바람보다 작은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전체

적으로 v-성분 바람에 더 큰 영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은 WD자료가 일반적으로 u-성분 

바람보다 v-성분 바람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의미는 

아니며, 다양한 사례일동안의 종관상태에 따라 그 영

향은 차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WD자료의 초기장 특성이 모델링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WD 자료를 이용

한 초기장 개선은 SD 자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자

료임에도 그 효과는 상층은 물론 대기 하층에도 상당

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서로 다

른 지형적 특성을 보이는 남서해안과 동해안지역에 나

타나는 모델링의 자료동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4.2. 모델링 결과분석

WD를 이용하여 3차 변분 자료동화를 수행한 초기

장이 남서해안(D03)과 동해안(D04)지역의 바람장에 

미치는 영향을 내륙과 해양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

다. spin-up 기간을 제외한 2007년 8월 24일 0000LST

부터 26일 0000LST까지 48시간이며, 모델결과인 

landmask(0: 해양, 1: 내륙)를 기준으로 내륙과 해양

의 풍속을 각각 산출하여 수행하였다. Fig. 6은 남서해

안과 동해안지역에 대한 내륙과 해양에서의 WD 효과

를 분석하기 위하여 모델링 기간동안 EXP1과 EXP2

에 대한 풍속의 산포도와 상관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

이다. 상관도 값이 낮을수록 WD의 자료동화 효과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동해안

지역이 남서해안지역보다 강한 풍속을 보였고, 두 지

역 모두 내륙보다는 해양에서 강한 풍속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안선이 복잡하고 많은 섬들이 존

재하는 남서해안지역은 내륙에서 0.32의 상관도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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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해양에서는 0.14의 상관도를 보였다. 전체적으

로 낮은 상관도를 보인 남서해안지역은 WD 적용을 

통한 초기장 개선 효과가 수평바람장 모의에 많이 반

영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반면 단조로운 해안선을 

가진 동해안지역은 내륙에서 0.65의 상관도와 해양에

서 0.43의 상관도를 보여, 남서해안지역보다는 WD 

효과가 작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연직적으로 조

밀하게 관측되는 자료 특성으로 상층뿐 아니라 지상

의 자료까지 보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WD 자료가 높

은 지형과 지형의 굴곡이 많은 동해안지역보다는 해

안선은 복잡하지만 완만한 지형이 주로 분포하는 남

서해안지역의 국지순환에 크게 기여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두 지역 모두 내륙보다는 해양에서 WD의 효

과가 더 크게 반영되고 있는 특징이 있었다. 우리나라

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기상현상이 해양으로부터 접

근하여 해양에서의 정확한 기상상태 분석이 중요함에

도 불구하고, 해상 관측자료의 부족으로 정확한 기상

분석에 한계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결과는 연안

지역의 WD가 해상에서의 자료동화 효과에 크게 기여

하고 있음을 제시하는 것으로 앞으로 많은 활용이 요

구되는 바이다.  

Fig. 7은 spin-up 기간을 제외한 모델링 기간동안 

시간별 평균풍속의 일변화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풍

속구간은 1 ms
-1
이하의 무풍과 1 - 4 m

-1
, 4 - 7 ms

-1
, 7 - 

9 ms
-1

, 9 ms
-1

 이상의 5개 풍속구간으로 나누어 구간

별 풍속 빈도분포의 일변화를 조사하였다. 대체적으

로 WD의 효과는 낮에서 밤으로 바뀌어 해풍이 육풍

으로 바뀌는 시점에서 풍속을 강하게 모의하는 경향

이 남서해안과 동해안지역에서 모두 나타났으며, 특

히 이러한 현상은 내륙보다 해양에서 더 강하게 나타

났다. 반면, 육풍이 해풍으로 바뀌는 오전에는 동해안

지역에서 약한 바람의 빈도가 증가하였다. 동해상에

서의 풍속은 15시 이후부터 7 - 9 ms
-1
의 강한 풍속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러한 해상에서의 강한 풍속은 

비슷한 시간 동해안지역 내륙의 풍속분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연안지역을 따라 

분포해 있는 WD가 내륙보다는 해상의 바람을 보다 

강하게 모의하면서 해풍과 육풍이 전환되는 시점에서 

풍속의 변화에 보다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남서해안지역은 복잡한 해안선과 섬들의 

존재로 지역에 따라 해풍이 미치는 범위와 영향이 다

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WD의 영향이 일 중 고르게 영

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동해안지역

은 단조로운 해안선으로 내륙과 해양의 비열차가 뚜

렷하여 해륙풍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지역적

인 특성으로 WD가 해륙풍이 전환되는 시간에 특징적

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8과 Fig. 9는 남서해안과 동해안지역의 2007

년 8월 24일 1500 LST와 8월 25일 0000 LST의 

EXP1과 EXP2에 대한 지상 10 m의 수평바람장을 관

측자료과 비교한 것이다. 앞서 분석한 WD의 자료동

화 효과가 관측자료에 근사하게 작용하였는지를 분석

하기 위한 것이다. 8월 24일 1500 LST, 남서해안 지역

은 EXP1이 도메인 중심에 위치한 섬인 진도와 목포

를 비롯한 복잡 해안가에서의 풍속과 풍향이 관측값

과 유사한 바람 벡터를 나타내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

서의 바람장 모의 정확도가 다소 떨어졌다. WD가 동

화된 EXP2는 해안선과 섬들 주변에서 바다로부터 불

어 들어오는 해풍의 유입을 잘 모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EXP1에서는 남해상의 해상풍을 강하

게 모의한 반면 EXP2에서는 다소 약하게 모의하여 

관측값과 유사한 풍속분포를 보이고 있다. 남서해안

지역에서는 WD의 효과로 해상에 위치한 작은 섬들에 

의해 복잡하게 생성된 섬 주변의 와류가 수치모의에 

잘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동해안지역에서 EXP2

는 EXP1에서 약하게 모의되었던 해상풍을 다소 강하

게 모의하고 있으며, 특히 해안선을 따라 태백산맥으

로 불어 들어오는 해풍의 유입을 잘 모의하고 있다. 또

한 관측값에서 강하게 모의된 해안가 근처의 강한 풍

속을 EXP2에서 잘 반영하였다. 8월 25일 0000 LST

에서는 야간의 약한 풍속을 과대 모의하는 WRF의 단

점을 WD가 보완하여 EXP2가 관측값과 유사한 풍속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풍향분포에서는 모두 관측값

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동해안지역에서는 태백산맥

의 높은 지형과 골짜기에 의한 산곡풍을 EXP2에서 

보다 뚜렷하게 모의하였다. WD의 영향은 복잡한 남

서해안지역에서는 풍향의 변화에 큰 영향을 주는 것

을 알 수 있었고, 동해안지역에서는 풍속의 변화에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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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Diurnal variations of wind speed distribution simulated at 10 m AGL. Each section represents the frequency of wind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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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imulated near surface wind vectors (arrows) at 10m AGL at 1500 LST on 24 August, 2007 for EXP1, EXP2 and 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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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imulated near surface wind vectors (arrows) at 10m AGL at 0000 LST on 25 August, 2007 for EXP1, EXP2 and 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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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윈드프로파일러 자료를 이용하여 3

차원 변분 자료동화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개선

된 초기장이 같은 한반도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지형적 특성을 가지는 남서해안과 동해안지역의 

바람장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윈드프로파일러 자료는 해상에서 약하

게 모의되었던 값들을 더 강하게 보정하는 역할을 하

였으며, 육지 내에서의 전체적인 강한 바람을 부분적

으로 약하게 모의함으로써 지형에 의한 상세한 바람

장 산출에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윈

드프로파일러 자료의 영향은 단조로운 해안선을 가진 

동해안보다는 복잡한 해안선과 많은 섬들로 이루어진 

남서해안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풍향과 풍속의 비교 

결과에서는 남서해안지역에서는 풍향분포 개선에 더 

큰 기여를 하였으며, 동해안지역에서는 해안선 부근

의 풍속 개선에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였다. 두 지역 모

두 해양에서 윈드프로파일러 자료의 자료동화 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해상 관측자료의 부족과 상대

적으로 관측 오차가 큰 위성자료의 문제점을 보완하

는데 윈드프로파일러 자료가 기여할 수 있음을 제시

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 보다 많은 지점에서의 윈드

프로파일러 관측과 그 자료가 활용된다면 복잡한 연

안지역의 바람장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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