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과학회지 제20권(제2호), 275～289, 2011 DOI: 10.5322/JES.2011.20.2.275
Journal of the Environmental Sciences

해안지형의 복잡성에 따른 해풍침투 변화가 
대기경계층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박순영․이화운․이순환1)*․이귀옥2)․지효은

부산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학부, 1)부산대학교 환경연구원, 2)인제대학교 대기환경정보센터

(2010년 11월 19일 접수; 2011년 1월 12일 수정; 2011년 1월 26일 채택)

Impact of the Variation of Sea Breeze Penetration due to Terrain 
Complexity on PBL Development 

Soon-Young Park, Hwa Woon Lee, Soon-Hwan Lee1)*, Kwi Ok Lee2), Hyoeun Ji

Division of Earth Environment System,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609-735, Korea
1)Institute of Environment Research,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609-735, Korea

2)Atmospheric Environment & Information Research Center, Inje University, Gimhae 621-749, Korea
(Manuscript received 19 November, 2010; revised 12 January, 2011; accepted 26 January, 2011)

Abstract
In order to clarify the relation between sea breeze penetration and Planetary Boundary Layer development in southeast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several numerical assessments were carried out using atmospheric numerical model 
WRF(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Compared with onset time of sea breeze at eastern coast area(Uljin),  the time at 
southern coast region(Masan) with complex costal line tend to delay for several hours. The penetration patterns of sea breeze 
between two coastal regions are some different due to the shape of their coastal line and back ground topography. 

Intensified valley wind due to high topography of lee side of Uljin can help penetration of sea breeze at early time. So 
penetration of sea breeze at early time often prevent PBL to develop at Uljin and lower PBL height last for a day time. But 
because of late penetration of sea breeze at Masna, PBL Height dramatically decrease after 1500LST. The distribution of 
front genesis function based on the heat and momentum variation are explained obviously the sea breeze penetration patterns 
and agreed well with the PBL height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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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표면의 열적인 그리고 역학적인 영향을 직접적

으로 받는 대기층으로 정의되는 대기경계층의 경우 

연안지역에서는 공간적으로 불연속적인 분포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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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다. 육지와 해양이라는 다른 지표면 상태로 인한 에

너지 수지와 거칠기 길이 차이로 인한 운동량의 수평

적 불균형은 국지적인 중규모 순환을 발생시키는 원

동력으로 작용한다. 즉 해륙풍과 같은 중규모 순환을 

통해 이러한 불균형이 해소 되는데, 이때 연안지역의 

대기경계층 특성 변화를 야기한다(Mahrt, 1985; 
Nieuwstadt, 1984). 특히 한반도와 같은 복잡한 내륙 

지형 구조를 가진 경우 중규모 순환 특성과 이에 따른 

대기경계층의 변화양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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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다(이 등, 2002; 류 등, 2004).
이러한 연안지역에서의 경계층에 대한 정보는 대

기질을 예측하고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가 된다. 
한반도내의 공업단지는 물류의 용이성으로 대부분 연

안지역에 위치한다. 그러므로 대규모 배출원이 밀접

한 연안지역의 바람장은 연안지역의 도시 대기질 뿐 

아니라 내륙지역의 대기질 변화에 직접적으로 관계한

다(이 등, 2005). 따라서 연안지역의 중규모 기류 특성 

특히 해륙풍의 발달 시스템에 관한 다양한 관측적, 수
치적 접근이 필요하다.    

수치해석기술의 발달로 수치시뮬레이션을 통한 해

풍의 발생과 진행과정을 규명하고, 정확한 해풍을 모

의하는 기술적인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왔다

(Lee 등, 2007; Crosman과  Horel, 2010). 또한, 이러

한 해풍 발생과 관련된 오염 물질의 이류와 확산과정

을 토대로 도시 대기질을 예측하기 위한 연구도 비약

적으로 수행 되었다(Clappier 등, 2000; Melas 등, 
2006; Bouchlaghem 등, 2007; Evtyugina 등, 2006). 
그 중 Talbot 등(2007)은 관측과 모델을 동시에 사용

하여 해풍에 의한 경계층의 입체적인 구조분석을 수행

하였다. 해안선이 단순한 프랑스 Dunkerque지역에서

(최고 지형 고도 200 m-40 km) 라이다(Lidar)와 소다

(Sodar)같은 원격 관측과 함께 수치모의 결과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토대로 해풍 발생과 그에 따른 하층 대류

권의 성층을 분석하였다. 수치모의 결과를 토대로 

passive trace를 사용하여 연안지역에서 배출된 오염

물질이 해풍과 내륙의 반대바람으로 형성되는 닫힌 

셀로 순환되는 결과를 보였다. Kitada와 Kitagawa 
(1990)의 연구에서는 해풍발생시 내륙에서 발생하는 

해풍전선이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

다. 해풍전선이 내륙으로 침투하면서 나타나는 수렴

지역과 이류지역이 나타나기 때문에 배출원의 다양한 

위치에 따라 국지적인 대기질의 분포는 매우 달라 질 

수 있음을 보였고 배출원의 고도에 의한 영향도 함께 

분석하였다.
이러한 대부분의 해륙풍에 관한 연구는 해륙풍의 

구조에 대한 분석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특정지역에 

국한한 해풍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는 3면이 바다로 되어있을 뿐 아니라 동해안은 해안선

이 단조로우며 황해안과 남해안은 매우 복잡한 해안

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종관 상태 하에서 다

양한 형태의 해륙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러한 해륙풍 발달에 따른 대기경계층 변화 양상 역

시 다양하다. 따라서 해안선과 지형 분포 다양성에 따

른 해풍발달특성과 이들이 대기경계층에 미치는 영향

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

라 동남 연안지역에 위치한 울진, 포항, 그리고 마산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각 지역에서 발생한 해풍이 내륙

의 기상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경계층의 발

달과 분포에 나타나는 영향을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또한, 내륙의 풍계와 해풍이 만나 발생하는 해풍전선

에 대한 효과를 지역적으로 비교하여 특징을 분석하

였다.

2. 자료 및 방법

2.1. 해풍일 선정

해풍발생이 탁월하게 발생하는 사례일 선정을 위

해 본 연구에서는 임(2000)의 연구에 사용된 순서도

를 사용하였다. 이 순서도는 지상 관측소에서 관측한 

기상요소를 기준으로 판정하여 해풍발생일과 비 발생

일로 구분하는 과정이다. 먼저 강수일을 제외하고 일

조량이 70 % 이상인 날을 선택하여 육지와 바다의 차

등가열이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는 날을 선정한다. 일
출 직전의 풍향이 육풍계열의 방향으로 1.5 m/s이상 

불어야 하고 12시의 풍향은 해풍방향으로 1.5 m/s이
상 불면 해풍발생일로 선정된다. 해풍이 늦게 발생하

는 사례 또한 고려하기 위해 15시와 17시의 풍향과 풍

속이 각각 해풍방향과 1.5 m/s이상일 날 역시 해풍발

생 사례일로 선정이 된다. 이와 같은 순서도를 기준으

로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울진, 포항, 마산의 해풍과 

육풍의 방향으로 판단할 수 있는 풍향을 결정하여 순

서도를 적용하였다. 각 지역의 육풍과 해풍의 방향은 

그 지역의 기상대가 위치한 해안선을 기준으로 Fig. 2
에 화살표로 표시한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세 지역의 

육풍과 해풍에 대한 자세한 풍향 설정을 Table 1에 정

리하였다. 2008년 한 해에 대해 각 지역에서 다른 풍

향으로 나타나는 해륙풍 순환이 동시에 발생한 날 중 

지상관측 지점의 기상요소의 일변화가 해풍발생시 나

타나는 일변화를 전형적으로 나타낸 날은 5월 2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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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1 d02 d03 d04 d05 d06

Horizontal Grid 95 × 92 103 × 103 100 × 145 82 × 82 82 × 82 82 × 82

Resolution 27 km 9 km 3 km 1 km 1 km 1 km

Vertical layers 38

Physical 

options

Kain-Fritsch scheme
Thermal Diffusion scheme

YSU PBL 
RRTM Longwave
Dudhia Shortwave

Initial data NCEP FNL 1° 6h  data
Time Period 2008. 05. 01 ~ 2008. 05. 03

Table 2. Description of meteorological model(WRF) 

었다. 사용된 순서도를 통해 나타난 세 지역의 각각 다

른 날의 해풍일에 대한 특징은 본 연구에 제시하지 않

았으나 선정된 5월 2일의 일중 일사량 변화와 바람의 

특징이 매우 유사하였다. 그러므로 선정된 하루의 사

례일은 각 지역의 해륙풍 순환에 따른 풍계를 타나내

는 전형적인 해풍 사례일로 결정하였다.

Uljin Pohang Masan

Land-breeze SW~NW S~E W~N

Sea-Breeze ENE~ESE NNE~ENE ESE~SSE

Table 1. Wind direction for land- and sea-breeze at each 
domain

 
2.2. 수치모형

선정된 사례일에 대한 수치모의를 위해 사용된 수

치모형은 WRF(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model) V3.1(Skamarock 등, 2008)이고 수평으로는 

Arakawa-C 격자체계를 사용하는 압축성 비정수 모형

이다. 모델의 도메인 설정은 Fig. 1에 나타내었다. 
domain 1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일부를 

포함하는 수평 격자 27 km의 영역이고 격자수는 

95×92이다. 2-way nesting을 통해 한반도의 남해와 

동해를 포함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domain 2, domain 3
를 설정하여 수평 해상도를 9 km와 3 km로 높여 갔으

며 최종 영역인 domain 4, domain 5, 그리고 domain 6
영역은 수평해상도 1 km로 각각 울진, 마산, 그리고 

포항으로 설정하였다. 연직 층수는 38개의 층으로 설

정하였다. 모델의 초기장과 경계 자료에 사용된 입력 

자료는 NCEP(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의 FNL(Final Analysis)자료이며 6시간 간

격의 1°×1°자료를 사용하였다. 사용된 물리 모수화 방

안은 적운 모수화 방법으로 Kain과 Fritsch(1993)가 

제안한 방안을 적용하였으며 경계층에 관한 모수화는 

MRF(Medium Range Forecast Model) scheme (Hong 
과 Pan, 1996)의 다음 세대라 할 수 있는 Hong 등
(2006)의 Yonsei University PBL(YSU PBL)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장파복사와 단파복사에 관한 물

리 과정은 각각 RRTM(Rapid Radiative Transfer 
Model) longwave(Mlawer 등, 1997)와 MM5 short 
wave(Dudhia, 1989)방법이 사용 되었다. 또한 지표면 

물리과정으로 Chen과 Dudhia(2001)에 설명된 OSU 
(Oregon State University) 지표면 모델의 후속모델인 

Noah 지표면 모델이 사용 되었다(Table 2). 위 물리과

정 중 YSU PBL 방안은 MRF에서 나타난 야간에 풍

속이 강할 때 혼합층을 높게 모의하는 문제점을 보안

하기 위해 Noh 등(2003)의 연구를 기초로 제안되었으

며 상층의 유입효과(entrainment)를 명시적으로 고려

해 주는 방안이다. YSU PBL에서 경계층 산출은 연직 

온위분포로 결정되는데 지표면의 열속으로 계산된 지

표면부근의 온위와 경계층 고도에서의 온위의 역경도

항(counter gradiendt)과 지표층과 그 위층의 안정도를 

판별하는 용적 리차드슨 수(bulk Richardson number)
를 고려하여 계산된다(Hong 등,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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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terrain heig
ht (m

)

Fig. 2. Precise coastline and terrain height for (a) d04 (Uljin), (b) d05 (Masan), and (c) d06 (Pohang). Shading indicate the 
topography elevation and closed circles is the location of meteorological observation sites controled by KMA. Arrows 
display the direction of predominant land and sea breeze at three target areas.

Fig. 1. Numerical model domains for WRF simulation. 
Nested domain 04, 05 and 06 include the Uljin, 
Masan, and Pohang, respectively. 

2.3. 대상지역 및 연구사례일

연안지역의 해안선과 지형적인 특징에 따라 해풍

발생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우리나라 동해

안에 위치한 울진과 남해안에 위치한 마산을 대상지

역으로 선정하였고 만과 곶의 지형을 가지는 포항 또

한 대상지역으로 살펴보았다. Fig. 2는 각 지역의 지형

과 지상관측지점의 위치를 나타낸 그림이다. 우선 울

진은 동해안에 위치한 지점으로 해안선이 남북으로 

비교적 단조로우며 내륙으로는 태백산맥이 위치하여 

지형고도가 높게 분포하고 있다. 마산은 해안선이 복

잡한 남해안의 오른쪽에 위치하며 앞바다에 거제도가 

위치하여 해안선이 더욱 복잡한 형태를 나타낸다. 내
륙으로는 크고 작은 산들이 분포하고 있으나 울진에 

비해 낮은 지형이다. 마산 기상대의 위치는 마산만의 

안쪽에 위치하여 이 지점의 해륙풍 순환은 북서-남동

으로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포항은 영일만

과 호미곶으로 이루어진 해안선의 형태로 울진에 비

해 복잡하지만 마산보다는 단조로운 형태로 두 지역

의 중간적인 해안선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내륙의 

지형고도 역시 울진보다는 낮으며 마산보다는 높은 

지형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대비되는 해안지형인 

울진과 마산과 함께 중간적 특징을 가지는 포항을 대

상지역으로 선정하고 분석을 함으로써 해풍발생에 영

향을 미치는 해안선과 내륙지형의 특징을 보다 명확

히 분석할 수 있다.
앞서 정의한 해풍발생 사례일인 2008년 5월 2일은 

세 지점에서 동시에 국지순환장이 발달된 날로 전형

적인 해풍발생일의 특징을 나타내었다. 각 지역에서 

선정된 다른 해풍발생 사례일을 살펴본 결과 본 연구

에서 선정된 5월 2일과 유사한 기상요소의 일변화와 

종관적인 영향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2008년 5월 2일
은 연안지역에서 나타나는 해풍 발생일의 전형적인 

사례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날 나타난 종관적인 기압

배치를 살펴보기 위해 Fig. 3에 지상과 850 hPa의 종

관일기도를 나타내었다. 전형적인 봄철의 이동성 고

기압이 나타나는 기압배치를 보여 주며 우리나라는 

그런 고기압의 중심에 있어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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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 Synoptic charts at (a) surface and (b) 850 hPa height at 00 UTC 02 May 2008. 

지표의 영향으로 인한 바람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

은 850 hPa의 일기도를 보면 우리나라 주변으로 등고

선의 간격이 넓어 강한 종관풍은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등온선 역시 넓은 간격으로 분포하여 큰 온도 

이류는 발생하지 않아 전반적인 종관장의 영향은 매

우 약하였다. 이러한 종관적인 영향에서 국지순환이 

활발하였고 세 지역에서 동시에 해륙풍 순환이 나타

났다.

2.4. 해풍전선 함수

해풍발생시 대기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정량적

으로 분석하기 위해 전선함수를 사용하였다. 해풍 발

생 시 내륙에서 불어나오는 바람과 해풍이 만나게 되

면 전선이 형성된다. 이러한 해풍전선의 위치는 해상

의 안정층이 내륙으로 들어와 발생하는 경계층고도 

감소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연안지역의 대기질을 예

측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특히 해안선 근

처의 오염원이 해풍에 의해 내륙으로 이류 될 때 해풍

전선의 후면에서 가장 오염농도가 높기 때문에 전선

의 이동 속도 및 위치를 분석하는 것은 연안지역의 국

지적인 오염농도 분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Miller et al.(2003)에서 제안된 전선발생 함수

(frontogenesis function)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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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선발생 함수는 해안선을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온위 경도가 변화하는 크기로 정의되며 (1)식의 좌변

의 첫 번째 항은 시간에 따른 해안선을 가로지르는 방

향(여기서는 x방향)으로 온위의 변화량을 나타낸다. 
우변의 첫 번째 항은 해안선을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수평 수렴항(confluence)이고 두 번째 항은 해안선을 

따르는 방향의 온위경도가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회전

하는 항(rotation)이다. 이 두 번째 항은 해안선을 따르

는 방향의 바람성분(여기서는 v-wind)의 변화에 의해 

발생한다. 세 번째 항은 연직 온위경도가 연직 바람성

분에 의해 수평온위경도로 기울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기울기항(tilting)이다. 나머지 세 항은 3차원 난류에 

의한 열 확산항(heat diffusion)을 나타내는 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식 (1)을 울진에 대해 동서방향을 고려하

고 마산에 대해 남북방향을 고려하여 온위의 수평 경

도만을 나타내는 수평 수렴항만을 계산하여 아래와 

같은 식으로 바꾸어 해풍전선의 위치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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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는 마산지역에 사용된 수평 수렴항이며 이 항

이 양수를 나타내면 전선강화(frontogenesis)를 의미

하고 음수를 나타내면 전선 소멸(frontolysis)을 의미

하는 식이다. 그러므로 양의 값이 강하게 나타나는 지

점이 해풍전선의 위치가 된다. 이 항에 대한 물리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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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iurnal variation of meteorological components at (a) Uljin, (b) Pohang, and (c) Masan (●; Temperature, ○; Relative 
Humidity, ×; Wind Direction, and ▲; Wind Speed).

미를 설명한 그림을 Fig. 4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바

다와 육지는 남북으로 위치하고 북쪽에 바다가 위치

하는 경우이다. 왼쪽의 그림을 보면 초기시간에 바다

와 육지의 차등가열에 의해 북쪽이 온도가 낮고 남쪽

이 온도가 높은 경우 해풍이 발생하면서 내륙에서 불

어나오는 바람과 함께 등온위선이 모이게 되고 남북 

온위경도가 높아져 전선이 강화된다. 반면, 우측의 그

림을 보면 바다와 육지에서 부는 바람이 발산을 하여 

등온위선이 벌어지게 되어 전선이 소멸하는 의미를 

뜻한다.

Fig. 4. Plot demonstrating a physical meaning of a confluence 
term in frontogenesis function.

 
3. 결 과

3.1. 관측과 수치모의 지상결과

2008년 5월 2일 발생한 해풍을 관측결과에 근거하

여 판단하기 위해 울진, 포항, 마산 기상대의 지상 관

측 결과를 시계열로 분석하였다(Fig. 5). 먼저 울진에

서는 야간에 2 m/s정도의 서풍이 08시까지 불다가 09
시에 약 4 m/s로 풍속이 강화되었고 풍향은 남동풍으

로 바뀌었다. 울진지역의 해안선형태가 남북으로 이

어지는 형태로 서풍의 육풍이 주간에 동풍계열의 해

풍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관측결과 나타났다. 해풍진

입으로 내륙에 비해 낮은 기온과 높은 습도를 가지는 

해상의 공기가 침투하기 때문에 09시에는 7시부터 상

승되던 기온이 약 3℃ 감소하였고 상대습도는 증가하

였다. 이를 통해 울진 지역은 09시에 해풍이 진입하였

음을 알 수 있다. 포항은 영일만의 영향으로 야간에는 

남서풍의 육풍이 지속되다가 11시에 풍향은 북동풍으

로 전환되어 남서-북동의 정확한 해륙풍 순환을 보였

다. 마찬가지로 11시에 상대습도의 증가와 기온의 감

소가 나타나 해상의 공기가 유입되는 현상이 관측을 

통해 나타났다. 이후 해풍이 최대로 발달하면 영일만

으로 들어오던 북동풍의 해풍은 간절곶을 넘어 오는 

동풍계열의 해풍으로 전이되어 주간에 해풍의 풍향전

환이 나타났다. 끝으로 마산의 관측 결과는 북풍 및 북

서풍의 육풍이 약한 풍속으로 불어 나오다가 북동~
동~남동으로 오전시간 동안 풍향이 순전하여 기온이 

감소하고 상대습도가 증가하는 시간인 13시에 해풍이 

침투하였다. 풍향 전환과 함께 풍속이 조금씩 증가하

여 육풍에서 해풍으로 전환하는 형태가 서서히 나타

났음을 말해 준다. 울진과 포항에 비해 1시간 사이에 

풍향이 해풍으로 전환하지 않은 점은 마산의 앞바다

에 거제도가 위치하는 등 해안선이 복잡하기 때문이

다. 이로 인해 해상의 공기가 늦게 내륙에 도달하였

다. 지상 관측소의 기상요소를 시계열로 분석한 결과 

해풍의 영향은 울진은 09시 포항은 11시 마산은 13시
로 각 지역의 해안선의 형태가 복잡할수록 늦게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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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iurnal variation of simulated (filled circle) and observed (star) results for temperature (left panels) and wind 
direction (right panels) at (a, b) Uljin, (c, d) Pohang, and (e, f) Masan.

세 지역에서 계산된 해풍이 타당하게 모의 되었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각 기상대의 관측 지점과 시계열 

비교를 실시하였다. Fig. 6. (a, b)는 울진의 결과로 기

온의 일변화를 상당히 잘 모의하고 있다. 해풍이 일중 

지배적으로 영향을 미쳐 기온의 일변화가 거의 나타

나지 않는 특징을 잘 모의 하였다. 해풍에 의한 풍향전

환도 비교적 잘 모의 하여 야간의 서풍계열의 육풍과 

주간의 동풍계열의 해풍을 잘 모의하였다. 울진은 해

풍이 이른 오전시간부터 발달하였는데 이는 내륙의 

지형경사도가 높아 곡풍이 빠르게 발달하였기 때문에 

해풍이 보다 일찍 침투할 수가 있었다. 포항의 결과

(Fig. 6. (c, d))는 전체적인 기온의 일변화와 해풍침투 

시 발생하는 기온감소를 잘 나타내었다. 그러나 해풍

의 침투를 관측에 비해 한 시간 정도 빠르게 모의하여 

이후 주간의 기온을 과소 모의하였다. 이것은 모형에

서 고려되는 지표 수분 양이 저해상도 지표 경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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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 7. Horizontal distributions of estimated surface wind vectors and temperature at (a, d) Uljin, (b, e) Pohang, and (c, f) 
Masan on 0300LST (upper panels) and 1500LST (lower panels) May 2, 2008. Shading and contours indicate the 
intensity of the components and topography, respectively.    

를 상용하여 실제보다 낮게 고려되었기 때문에 지표

부근의 열적인 균형이 태양복사에 빠르게 반응하여 

해풍이 이른 시간에 발달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후 

정확한 지표수분양을 고려할 경우 해풍발생시점을 보

다 정확하게 모의하여 이러한 기온의 오차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해풍의 빠른 발생으로 풍향에서도 

약 1시간가량 풍향 전환이 먼저 나타났으나 포항지역

의 육풍과 해풍의 전환과 이후 해풍의 풍향 변화 등을 

잘 모의 하였다. 마산지역(Fig. 6. (e, f))에서도 관측에

서는 13시부터 기온이 떨어졌으나 모형은 12시부터 

기온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지만 해풍침투에 의한 

기온과 풍향의 일변화를 잘 모의하였다.
야간과 주간의 육풍과 해풍의 수평적인 분포를 분

석하기 위해 Fig. 7에 세 지역에서 모의된 바람벡터와 

기온의 수평분포를 나타내었다. 울진에서 03시에 육

풍이 해안선 부근에서 북서풍으로 나타났고 15시에 

해풍은 남서풍으로 침투하였다. 포항은 야간에 영일

만을 빠져나가는 남서풍의 육풍이 나타나며 15시에는 

간절곶을 넘어오는 해풍의 영향으로 남동풍이 나타났

다. 11시의 그림은 나타내지 않았으나 해풍이 발생하

기 시작할 때 풍향은 영일만으로 불어 들어오는 북동

풍의 해풍이 발생하였다. 마산에서도 야간의 북풍 또

는 북동풍의 육풍이 해안선 근처에서 발달하였고 해

풍침투 시에는 남동풍이 발생하였다. 세 지역 모든 곳

에서 해륙풍 순환의 형태를 잘 모의하고 있으며 특히 

육풍과 해풍의 발생 시 해안선 부근에서 풍속이 높게 

나타나 내륙과 해상의 차등가열에 의한 국지순환이 

잘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울진과 마산의 경우 해풍

이 발달한 15시의 바람분포를 보면 내륙에서는 해풍

의 침투 방향과 반대되는 바람이 불고 있어 해풍 전선

의 존재를 예상할 수 있으며 이는 이어지는 절에서 분

석할 것이다. 이러한 바람분포는 연안지역의 온도 이

류에도 영향을 주었다. 야간에는 온도이류에 대한 뚜

렷한 특징은 없으나 주간에 해풍침투로 인해 해안선

근처에서 내륙에 비해 온도가 감소되는 영역이 나타

나 해풍침투에 의한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

로 해안선 근처에서 나타나는 해륙풍 순환은 세 지역 

모두 잘 모의 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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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8. Horizontal distributions of PBL Height at (a) Uljin, (b) Pohang, and (c) Masan on 1500LST May 2, 2008. Dashed lines 
indicate the lines for cross-section line for analysis at next section.

3.2. 경계층 분석

내륙에서 대기경계층은 태양의 지표복사를 통해 

지표 부근에서부터 성장하여 한낮에 최대를 보인다. 
연안지역에서는 해상에서 발달하지 못한 안정한 대기 

경계층이 해풍에 의해 내륙의 발달된 경계층에 영향

을 준다. 이러한 경계층발달에 영향을 주는 해풍의 영

향은 해안선의 형태와 내륙 지형의 영향 그리고 해풍

의 진입시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 본 절에서는 세 지역

에서 발생한 해풍 발생이 내륙의 경계층 분포와 발달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Fig. 8은 해풍이 탁월하게 발달한 15시에 나타난 경

계층 고도의 수평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세 지역 모

두 해풍에 의해 해안선근처에서 내륙으로 경계층 고

도가 낮은 영역이 분포하였다. 그러나 경계층 고도가 

감소된 영역의 수평적 분포는 지역적인 특징이 나타

났다. 울진에서는 내륙의 1 km이상의 경계층과 해안

선 근처의 400~500 m의 경계층 고도가 구분되는 영

역이 내륙의 산맥의 형태를 따라 분포하였다. 마산의 

경우는 그러한 영역이 비교적 해안선의 모양과 비슷

한 형태로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포항은 해안선과 

지형의 고도가 울진과 마산의 중간적인 특징을 가지

고 있어 두 지역에 비해 복잡한 형태로 경계층 고도는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울진은 해안선은 단조

롭지만 내륙의 평균고도는 394 m로 마산의 98 m보다 

높은 지형을 가지고 있어 해안선과 나란하게 침투한 

해풍은 지형고도를 넘지 못하고 산맥의 곡과 능의 형

태에 따라 분포하게 된 것이다. 마산은 울진에 비해 낮

은 지형고도를 가지고 있어 해상의 안정층이 해안선

의 형태를 유지한 체 내륙으로 침투할 수 있었고 내륙

의 경계층분포가 해안선의 형태를 따라 나타났다.
연안지역에서 경계층 고도의 일변화는 해풍의 침

투 시간과 해풍의 침투 방향에 영향을 받는다. Fig. 9
는 각 지점별 경계층 고도의 일변화를 나타내는 그림

이다. 울진과 포항은 해풍의 영향이 오전에 나타나 연

안지역의 경계층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고 일중 낮

은 경계층고도를 보였다. 특히, 포항에서는 09시 이후 

감소하던 경계층 고도가 13시에 다시 성장하는데 이

는 해풍의 침투 방향이 간절곶을 넘어 오는 동풍계열

로 바뀌면서 내륙을 통과한 기류의 영향으로 경계층

이 다시 성장하는 일변화가 나타났다. 반면 마산에서

는 해풍의 진입이 오후에 나타났기 때문에 경계층 고

도는 오전에 약 800 m까지 성장한 후 빠른 속도로 경

계층 고도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경계층의 일변화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경계층 고도의 단면도를 살펴

봄으로써 연안지역의 경계층의 성장률을 내륙과 비교

해 볼 수 있다(Fig. 10). Fig. 8에서 각 도메인에 표시

된 점선을 따라 경계층 고도를 나타내 보았을 때 울진

은 해안선 근처에서는 오전과 오후에 경계층이 거의 

변화가 없지만 내륙에서는 약 822 m에서 1200 m로 

성장(지형고도 제외)하였다. 오전 시간대부터 해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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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Horizontal variation of PBL height at (a) Uljin, (b) Pohang, and (c) Masan on 0900LST (circle) and 1500LST 
(square). Bottom colors indicate the land-use defined by upper blocks and cross section line used in this figure is the 
same as line in Fig.8.

침투하여 연안지역의 경계층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포항의 경계층 성장은 내륙에서 약 3배정

도 성장하였으나 연안에서는 약 1.6배 성장하여 해풍

침투가 해안선 부근의 경계층 성장률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했다. 마산에서 내륙의 경계층 성장은 일반적

인 경계층의 일변화와 성장속도를 보여 주지만 연안

지역에서는 15시의 경계층고도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12시에는 연안지역과 내륙지역 모두 비슷한 경계층의 

성장률을 보이지만(그림 생략) 해풍이 늦게 침투하였

기 때문에 국지적인 경계층 고도의 차이는 더욱 커진 

것이다. 해풍의 침투시간과 방향에 따라 지역적으로 

내륙과 연안의 경계층 고도가 다르게 성장하는 것은 

국지적인 고농도 오염지역을 예측하기 위해 중요한 

현상이다. 각 지역의 내륙과 연안의 경계층고도는 

Table 3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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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emporal variation of calculated PBL height at 
Uljin (circle), Pohang (square), and Masan (cross).

Uljin Pohang Masan

Seashore

0900 
LST 189 408 306

1500 
LST 231 671 273

Inland

0900 
LST 822 410 460

1500 
LST 1192 1389 1590

Table 3. PBL height over the seashore and inland area at 
each domain in the morning and in the afternoon 
(m)

3.3. 단면 바람성분 분석

해풍 침투의 연직적인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울진

과 마산의 각각 동서 그리고 남북 단면에 대해 u바람 

성분과 v바람 성분을 분석하였다. 울진과 마산은 해안

선의 형태와 지형적인 특징이 가장 대비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울진과 마산을 집중적으로 설명하였다. 
Fig. 11의 왼쪽그림은 울진에서 계산된 u바람성분의 

연직 단면이며 단면은 Fig. 8. (a)의 전선을 따라 분석

하였다. 그림에서 점선의 등치선이 음의 값으로 동풍

이며 내륙으로 부는 해풍의 풍향으로 표시하였다. 굵
은 실선은 속도 0을 나타내며 해풍의 침투 높이로 해석

할 수 있다. 새벽시간 동안 울진에서는 전체적으로 동

풍계열의 바람이 불었다. 이것은 야간에 발생한 종관

풍에 의한 것으로 해안선 근처의 지표부근에서는 서풍

의 육풍이 불어 나가는 모습이 나타났다. 12시에는 상

층풍의 풍향은 서풍으로 바뀌고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동풍의 해풍이 나타나 해풍전선이 발생할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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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Vertical cross section of simulated u-wind and v-wind component in Uljin (left panels) and Masan (right panels). 
Dashed lines and thick lines indicate onshore wind and 0 velocity, respectively.

예상할 수 있다. 해풍이 탁월하게 발달한 16시에는 하

층에서 해풍의 동풍이 불고 상층에서는 서풍이 불어 

뚜렷한 해풍과 반류가 형성되었다. Fig. 11의 오른쪽은 

마산의 결과로 Fig. 8. (c)의 점선으로 표시한 경로를 

따라 남북방향의 v성분에 대한 단면도이다. 양의 값을 

점선으로 표시하여 해풍방향으로 나타내었다. 06시에 

하층에서 북풍계열의 육풍이 전체적으로 불어나오며 

12시에는 지표부근에서부터 남풍의 해풍이 발생하였

다. 상층에서는 지속적으로 북풍이 불어 해풍의 방향

에 반대되는 바람이 나타났다. 이러한 반대바람은 해

풍이 발달한 16시에 해풍의 반류와 함께 더욱 강해졌

고 하층의 해풍 속도 역시 강화되어 내륙에서 해풍전

선이 발생할 수 있는 풍계가 형성되었다. 두 지역에서 

야간의 상층풍의 영향은 다르게 나타났으나 육풍의 발

생과 주간의 해풍발달에 의한 반류와 같은 국지순환은 

동시에 발생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봤듯이 해풍의 

진입시간과 해안선과 지형에 의한 해풍 진입형태는 울

진과 마산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해풍전

선의 진입형태와 이동속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

기 때문에 다음절에서 이에 대해 분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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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Horizontal distribution of the confluence term estimated in the frontogenesis function 
over Uljin (left panels) and Masan (right panels) during day time.

3.4. 전선함수 분석

2장에서 설명한 전선함수를 사용하여 울진과 마산

의 시간에 따른 전선함수의 수평분포를 살펴보았다

(Fig. 12). 그림에 표시한 시간대에서는 큰 음의 값은 

나타나지 않았기에 그림에서 강조된 위치는 양의 값

이 강하게 나타나는 곳으로 전선이 발생하는 지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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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Movement of sea-breeze front at Uljin and Masan during day time. Dashed line indicate the link of maximum value.

다. 12시에 울진과 마산의 해풍전선의 분포를 보면 울

진의 해륙풍 전환이 북서~남동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남~북으로 발달한 마산에 비해 울진의 전선 강도가 약

하게 나타났다. 또한, 14시에는 해풍이 진입형태가 울

진과 마산 모두 해안선의 형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전

선이 강화되는 영역이 해안선 모양과 유사였다. 전선

이 보다 내륙으로 침투한 16시의 분포에서는 울진의 

높은 지형에 의해 그 분포가 산맥의 형태를 따르게 되

고 마산에서는 비교적 그 형태를 유지하며 내륙으로 

침투함을 알 수 있다.
해풍전선의 진입형태는 물론 두 지역의 전선의 이

동 속도 또한 다르게 나타났다. Fig. 13에 주간에 발생

한 해풍전선이 시간에 따라 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

었다. 그림에 표시된 점선은 각 시간에 나타난 전선함

수의 최대가 나타나는 점을 이은 선으로 그 기울기가 
전선의 이동속도를 나타낸다. 두 지역 모두 14시까지

는 전선의 이동속도가 비슷하지만 이후 시간에서 울

진은 더 이상 진입하지 못하며 이동속도가 늦지만 마

산은 이전시간의 기울기를 그대로 보여주며 이동속도

의 차이를 나타냈다. 이것은 울진의 지형고도가 높아 

해풍의 진입이 막히는 영향과 함께 반대쪽 산 사면에

서 발달하는 곡풍에 의해 산 정상의 수렴이 나타나는 

것도 그 이유이다. 마산은 울진에 비해 지형고도가 낮

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은 울진에 비해 약하여 관심영

역의 끝까지 해풍전선은 이동하였다. 최하층에서 전

선함수의 최대가 나타나는 지점을 전선의 위치로 판

단하고 매 시간 이동하는 거리를 km/h단위로 계산하

여 Table 4에 정리하였다.

12LST 13LST 14LST 15LST 16LST 17LST

Uljin 2 5 3 1 2

Masan 3 6 4 5 16

Table 4. Moving speed of sea-breeze front at Uljin and 
Masan. (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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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연안지역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해풍침투가 내륙

의 경계층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우리

나라의 남해안과 동해안에 위치한 울진, 포항, 그리고 

마산을 대상지역으로 수치모의를 통해 분석하였다. 
사례일은 종관장의 영향이 약하여 국지풍계가 모든 

해안에서 나타난 2008년 5월 2일을 택하였다. 각 지역

의 기상대 관측결과 해안선의 형태에 의한 육풍과 해

풍의 풍향전환이 나타났으며 해풍이 침투하여 기온이 

하강하고 습도가 상승하는 뚜렷한 해풍의 영향이 있

었다. 해풍이 침투한 시간은 울진은 09시, 포항은 11
시, 그리고 마산은 13시로 각 지점의 해풍발생시점은 

차이가 났다. 기상요소의 일변화를 수치모의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해풍침투 시점을 한시간정도 빠르게 

모의하였으나 국지풍계발달에 따른 일변화를 전체적

으로 잘 모의하였다. 해풍발생에 의한 내륙에서의 경

계층분포와 발달을 분석한 결과 해상의 안정층이 내

륙으로 이류 되어 해안선 근처의 경계층 고도는 감소

하였다. 경계층고도가 감소된 분포는 울진은 내륙의 

지형고도를 따르는 반면 마산은 해안선의 형태를 따

라 분포하며 포항은 지형과 해안선의 영향이 동시에 

나타나 상대적으로 복잡한 분포를 보였다. 각 지역의 

경계층 고도를 단면으로 살펴보았을 때 내륙에서는 

일반적인 경계층의 일변화를 보이지만 연안지역에서

는 해풍의 침투시점과 방향에 따라 달라졌다. 해풍이 

빠르게 발생한 울진에서는 경계층이 거의 성장하지 

못하였고 포항은 내륙에 비해 낮은 성장률을 보였으

며 마산에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해
풍침투의 입체적인 분석을 위해 실시한 울진과 마산

의 단면 바람성분 분석에서 해안선 근처에서 나타나

는 야간의 육풍과 주간의 해풍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해풍이 탁월하게 발달한 주간에는 내륙에서 불어나오

는 반대바람과 만나 해풍침투의 입체적인 모습이 나

타났다. 울진과 마산에서 모두 해풍의 반대방향의 바

람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전선함수 분석을 통해 해풍

전선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해안선이 단조로운 울진

은 남북으로 일정한 해풍전선이 발달하였고 이 전선

은 내륙으로 침투하여 태백산맥의 영향으로 지형을 

따라 분포하였다. 마산에서는 해풍전선이 복잡한 해

안선을 따라 위치하였고 울진에 비해 낮은 지형고도

를 가지는 내륙으로 이동할 때는 그 형태를 유지하였

다. 이러한 전선의 이동속도는 이른 오후시간대에는 

두 지역이 비슷한 속도를 보였다. 그러나 15시 이후의 

해풍전선은 마산에서 계속 이동한 반면 울진에서는 

지형경사와 함께 태백산맥의 반대쪽에서 발달된 곡풍

의 영향으로 정체되거나 이동속도가 줄어들었다.
본 연구를 통해 해풍의 구조에 대한 분석을 특정지

역에 국한하여 분석한 기존의 연구와 달리 동일한 종

관장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풍발생의 지역적인 차

이를 살펴 볼 수 있었다. 또한 전선함수에 대한 정량적

인 분석이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상적인 해륙풍 모형

에서 주로 이루어 졌으나 본 연구에서는 실제 해풍 사

례에 대한 결과분석에 적용하여 전선의 분포와 강도

에 대해 지역적으로 그 특징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연안지역의 지형특성에 의한 해풍발생의 특성차이는 

경계층 고도감소와 해풍전선의 특징이 다르게 나타나

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국지풍계가 발달할 경우 여

러 연안지역의 대기질을 평가하고 예측하는데 있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향후 실제 대기질 수치

모의를 통해 경계층의 변화와 해풍전선의 이동이 대

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보다 상세한 지

표특성에 관한 자료를 사용할 경우 정확한 해풍침투 

시점을 모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연안지역의 지표 또

는 연직 관측 자료를 수치모의에 반영하여 해풍의 입

체적인 구조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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