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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ypical characteristics of seasonal winds were studied around the Pohang using two-stage (average linkage then 

k-means) clustering technique based on u- and v-component wind at 850 hpa from 2004 to 2006 (obtained the Pohang 
station) and a high-resolution (0.5 km grid for the finest domain) WRF-UCM model along with an up-to-date detailed land 
use data during the most predominant pattern in each season. The clustering analysis identified statistically distinct wind 
patterns (7, 4, 5, and 3 clusters) representing each spring, summer, fall, and winter. During the spring, the prevailed pattern 
(80 days) showed weak upper northwesterly flow and late sea-breeze. Especially at night, land-breeze developed along the 
shoreline was converged around Yeongil Bay. The representative pattern (92 days) in summer was weak upper southerly 
flow and intensified sea-breeze combined with sea surface wind. In addition, convergence zone between the large scale 
background flow and well-developed land-breeze was transported around inland (industrial and residential areas). The 
predominant wind distribution (94 days) in fall was similar to that of spring showing weak upper-level flow and distinct 
sea-land breeze circulation. On the other hand, the wind pattern (117 days) of high frequency in winter showed upper 
northwesterly and surface westerly flows, which was no change in daily wind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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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도시지역은 건축물과 도로, 기타 인위적인 구조물

로 인하여 주변 환경과는 다른 지형적․공간적인 특

성을 보이고, 이는 도시고유의 독특한 기후를 형성한

다(Landsberg, 1981). 그 중에서도 주요 도시와 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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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공단들이 주로 위치해 있는 연안도시지역은 도시

의 열적효과와 지리적․지형적 특성에 의한 해륙풍과 

산곡풍이 결합하여 내륙도시보다 더욱 복잡한 국지순

환계가 발달한다(이 등, 2002; 정과 이, 2003; Cheng
과 Byun, 2008). 이러한 연안도시지역의 기상학적인 

특성은 공장이나 차량 등 기타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

는 대기오염물질의 증가와 결합하여 고농도 오존발

생, 비산먼지 확산 등과 같은 고농도 대기오염현상을 

발생시킨다(황, 2002; 오, 2005, 최, 2008). 또한, 해륙

풍 순환에 의한 공기괴의 재순환 현상은 연안지역 대

기오염물질을 수송하여 대기질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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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patial distribution of surface wind fields around Pohang and Yeongil Bay induced by 
thermal difference (geostrophic wind = 0) and the filled contour represents the elevation 
above sea level.

선행연구들이 있다(김 등, 2007; Ainslie와 Steyn, 
2007). 이에 연안도시내 공기유입과 오염물질 배출성

능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연안지역 바람장 연구에 관

한 관심이 증가하였다(정 등, 2007). 특히, 울산을 중심

으로 영일만의 포항에서 광양만의 광양, 여천에 이르기

까지 동해안과 남해안에 걸쳐 대규모 공단이 위치하고 

있는 연안 산업도시지역의 공기흐름과 오염물질 분산

에 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다. 이 등(2004)은 전형

적인 해풍일을 선택하여 포항지역의 주간(곡풍과 해

풍)과 야간(산풍과 육풍)시간대 풍환경을 제시하였고, 
정 등(2008)은 기후특성과 군집분석을 이용하여 포항

지역이 4개 이상의 바람권역으로 분류된다고 분석하였

다. 또한, 이 등(2005)은 자료동화를 적용한 수치모델 

결과를 이용하여 광양만권 대기유동장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한반도 연안도시지역에 대한 대부분의 선

행연구는 특정 사례기간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며, 
도시규모에 최적화되지 않은 지역규모모델을 사용하

여 연구를 수행하였기에 연안도시지역의 도시화 효과

에 의한 바람장 변화를 정확히 모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연안도시지역 정확한 풍환경 모의를 위해서

는 현실적인 지면효과와 해안선을 고려하는 고해상도 

토지피복도, 모델 최하층 대기와 지면 사이에 교환되

는 물, 에너지 및 운동량을 결정하는 LSM(Land 
Surface Model), 도시의 빌딩, 인공열 등의 도시특성

을 고려하는 UCM(Urban Canopy Model) 등의 적용

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현재 WRF모델에는 도시 타

입에 따라 차별화된 빌딩높이, 거칠기 길이, 인공열 등

의 도시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UCM이 결합되어 있다

(Skamarock 등, 2005). 이에 도시효과를 고려한 기상

장 모의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서도 일부 수행되고 있

다(변 등, 2010; 황 등, 2010). 본 연구에서는 다량의 

배출원이 밀집되어 있고, 영일만 안쪽에 위치하고 있

는 연안도시인 포항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3년
간(2004-2006년) 포항상층관측소에서 얻어진 850 
hpa(약 1.5 km AGL) 바람자료(u, v)를 이용한 군집분

석과 상세토지피복도, 지면모델, 도시캐노피모델이 

적용된 도시규모 상세기상모델을 이용하여 포항지역

의 계절별 상세 풍환경 특성을 제시하는데 의의를 두

었다. 계절별 바람장이 도시생활환경 및 대기오염현

상과 깊은 관련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본 연구결과는 

의미있게 활용되리라 생각된다.

2. 자료 및 방법

2.1. 대상지역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포항시는 한반도의 동남부, 
경상북도의 동쪽에 위치하며 동쪽으로는 동해바다에 

접해있고 북서쪽으로는 태백산맥 지맥에 의한 깊고 높

은 구릉지와 융기된 소구릉선이 시가지를 감싸고 있는 

면적 1,124.69 km2의 연안도시이다(www.ipohang. org). 
또한 포스코와 포항철강산업단지를 포함하는 포항산업

단지가 거대한 규모로 형성되어 도시의 상당부분을 차

지하고 있는 포항지역은 규모면에서는 대도시보다 작

지만 도시화 효과가 뚜렷하며, 영일만과 호미곶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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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 독특한 해안선 형태, 포항시를 감싸고 있는 산

맥과 구릉에 의한 지형강제력이 복합적으로 표출되어 

정확한 풍환경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지역이다. 
Fig. 1은 종관규모 바람이 없다는 가정하에 일본 기

상청에서 개발한 진단모델인 Local Wind Model 
(LAS-V 5)을 사용하여 수치모의한 결과로 포항지역 

도시환경(해안에 인접한 지리적 조건과 주변의 지형)
에 의해 나타나는 지상의 복합 바람장을 잘 보여준다. 
오전 10시에는 영일만의 해안선을 가로지르며 해풍이 

발달하는 모습이 뚜렷하며 포항내에 바람의 발산현상

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해안선을 따라 남동풍에서 북

풍까지 여러 풍계가 존재하는 모습이다. 오후 3시의 

경우는 해풍이 점차 발달하여 보다 큰 규모의 해상풍

과 결합하고 있으며, 포항지역은 남동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이 탁월한 모습이다. 오전보다는 영역내 바

람의 차이가 적지만 기류의 수렴이 만 안쪽으로 나타

나며 풍속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포항지

역에 영향을 주는 중규모 바람이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상세기상모델을 통

해 포항지역의 정확한 풍환경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을 제시한다.

2.2. 군집분석 개요

계절별 지역의 탁월한 중규모 바람장을 분석하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군집분석은 개체들 

간의 유사성(similarity) 또는 이와 반대 개념인 거리

(distance)에 근거하여 개체들을 집단으로 묶는 통계

적 방법으로 특정 현상의 객관적인 패턴을 분류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군집의 결집력 

측면에서 우수한 Davis and Kalkstein(1990)에 의해 

개발된 two-stage clustering technique 방법을 사용하

였고, 분석은 통계프로그램인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를 통해 수행되었다. 

군집분석의 첫 번째 단계는, 유사성이 가까운 개체들

을 군집화하는 계층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ing) 
방법 중 하나인 평균 연결법(average linkage method)
을 사용하여 최적의 초기 군집수를 결정하였다. 군집

분석을 위한 입력자료는 3년간(2004–2006년) 포항

상층관측소에서 얻어진 각 날의 850 hPa(약 1.5 km 
AGL) 바람자료(u, v)로 구성되었다. 초기 군집 수 결

정은 계층적 군집분석 결과로 산출되는 R2, pseudo-F, 
pseudo-t2 통계량이 사용되었다. 두 번째 단계로, 초기 

군집수가 결정된 후 비계층적 군집분석(nonhierarchical 
clustering) 방법인 K-평균법(K-means method)을 사

용하여 최종 군집을 분류하였다. K-평균법은 결정된 

군집 수 K에 기초하여 군집의 중심을 선택하고, 각 항

목을 가장 가까운 중심점을 갖는 군집에 할당하여 전

체자료를 상대적으로 유사한 K개의 군집으로 분류하

는 방법이다.

2.3. 상세기상모델링 구성

포항지역 상세 풍환경 모의를 위해 중규모 기상모

델인 WRF(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를 사

용하였다(http://www.wrf-model.org/index.php). 
WRF는 완전 압축성 비정수계(Fully compressible 
non-hydrostatic) 모델로 수평격자는 Arakawa-C 격자

Fig. 2. The nested model domains for WRF simulation. 
Lower figure is a zoom of the target area of the 
Pohang region (D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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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use Category USGS EGIS Variation
Pixels Percent Pixels Percent (km2)

1 Urban and built-up land 22 0.21 25 0.24 +0.75
2 Dryland cropland and pasture 57 0.55 218 2.11 +40.25
3 Irrigated cropland and pasture 1463 14.17 906 8.78 -139.25
4 Mixed dryland/irrigated cropland - - 1 0.01 +0.25
5 Cropland/Grassland mosaic 52 0.51 17 0.16 -8.75
6 Cropland/Woodedland mosaic 331 3.21 46 0.45 -71.25
7 Grassland 9 0.09 67 0.65 +14.5
8 Shrubland 119 1.15 - - -29.75
10 Savana 2224 21.54 - - -556
11 Deciduous broadleaf forest - - 766 7.42 +191.5
14 Evergreen needleaf forest 6 0.06 2098 20.32 +523
15 Mixed forest 1046 10.13 1097 10.63 +12.75
16 Water bodies 4994 48.38 4735 45.87 -64.75
18 Wooded wetland - - 5 0.05 +1.25
19 Barren or sparsely vegetated - - 64 0.62 +16
32 High intensity residential - - 158 1.53 +39.5
33 Industrial/Commercial - - 120 1.16 +30

 

Fig. 3. Distribution of land-use map (above) and comparison table (below) of USGS and EGIS on D04.

USGS EGIS

체계를 사용하며, 연직격자로는 Eulerian 질량좌표계

를 사용한다(Skamarock et al., 2005). WRF 모델링 구

성은 Fig. 2와 같이 13.5, 4.5, 1.5, 0.5 km의 수평격자

를 갖는 4개의 도메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연직격자는 

42개 층을 사용하였다. 분석도메인인 네 번째 도메인

은 0.5 km 간격의 112Ⅹ94 격자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초기 및 경계조건은 30 km RDAPS(Regional Data 
Assimilation and Prediction System), 0.5도 SST(Sea 
Surface Temperature)자료를 이용하였고, 자료동화방

법인 WRF-VAR(Variational Data Assimilation)을 적

용하여 초기장을 향상시켰다. 모델 물리과정은 미세

물리 모수화 방안인 WSM6(WRF Single-Momentum 
6-class scheme), 복사모수화 방안은 RRTM의 장파 

모수화와 Dudhia의 단파 모수화를 사용하였다. 적운

모수화 방법은 Kain-Fritsch scheme을 적용하였고, 경
계층모수화는 YSU(YonSei University) scheme을 사용

하였다. 모델 최하층 대기와 지면 사이에 교환되는 물, 
에너지 및 운동량을 결정하는 지면모델은 Noah- LSM
을 선택하였으며, 입력자료는 FNL(Global Final 
Analysis) 자료에서 4개층(10-10 cm, 10-40 cm, 40-100 
cm, 100-200 cm)의 soil moisture와 soil temperature 자
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복잡 연안도시지역 풍환경의 시․

공간적 변화를 정확하게 모의하기 위하여 WRF모델

의 마지막 도메인(0.5 km 격자)을 대상으로 모델개선

을 수행하였다. 포항지역의 상세 국지순환 모의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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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우선 지표면 상태와 지형정보 등이 정확히 고

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WRF모델에 일반적으로 사용

되는 미국 USGS(U.S. Geology Survey) 자료는 과거 

10년 전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상장을 모의하기

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안

지역의 지형특성으로 인한 해륙풍 순환, 내륙의 복잡

한 지형형태 및 경사 등으로 인한 산곡풍 순환을 보다 

정확히 모의하기 위하여 고해상도 지형자료인 90m 
해상도 SRTM(Shuttle Radar Topography Mission) 
자료를 적용하였다. 또한, USGS 토지피복도 자료를 

고해상도 최신자료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하여 환경부 

중분류 상세 토지피복도 자료(http://egis.me.go.kr/ 
egis)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를 논문에서 EGIS라고 표

기한다. Fig. 3은 24개 토지피복도로 분류된 900 m 해
상도의 USGS 자료와 33개로 분류된 500 m 해상도의 

EGIS 자료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토지피복도 개

선 전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모델에 고려된 토

지피복도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선된 

토지피복도는 포항지역의 정확한 해안선을 모델이 고

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포항지역이 바다에 인접하고 

만의 안쪽에 위치함을 고려할 때 해안선 정보의 정확

한 고려는 국지바람장 모델링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기존의 USGS 자료는 포항지

역이 대부분 열대우림인 Savanna로 분류되어 있고, 
도시지역을 정확히 나타내고 있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EGIS 자료는 기존의 Savanna 지역이 한

반도에 맞는 활엽수림과 침엽수림으로 재분류되었고, 
최근 포항지역의 도시지역 분포를 비교적 정확히 고

려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지표면 상태의 고려는 

포항지역의 정확한 기상장 모의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포항지역의 도시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마

지막 도메인에 UCM을 적용하였다. Table 1은 UCM
에 사용된 주요 변수이다. 현재 WRF모델에 결합되어 

있는 UCM모델은 단일 도시캐노피 모델이며, 도시 지

표이용도를 저밀도 주거지역, 고밀도 주거지역, 상업/
산업 지역으로 세분화하며 도시 건물과 인공열을 고

려하여 지붕, 벽, 도로의 지면온도, 열 플럭스를 추정

한다. 본 연구에서는 Fig. 3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EGIS 자료를 토대로 도시지역을 주거지역(32)과 산

업/상업지역(33)으로 분류하였으며, 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빌딩높이, 거칠기 길이, 인공열 등

을 적용하였다. 포항지역은 포항산업단지가 거대한 

규모로 형성되어 산업/상업지역이 도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주로 영일만 안쪽에 집중 분포되어 있

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주거지역은 산업/상
업지역을 중심으로 북서쪽과 남동쪽에 주로 위치해 

있어 산업/상업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연

안지역의 바람장과 결합하여 인근 주거지역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분포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포항지역 도시화의 적절한 고려는 해상과 육지간의 

열적 차이와 지표 거칠기 변화를 정확히 계산함으로

써 정확한 바람장 모의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1. Descriptions of primary UCM variables

Symbol Variable name Residential
(32)

Industrial
(33)

ZR Building height 7.5 5.0
Z0C Roughness length for momentum 0.75 0.5

Z0HC Roughness length for heat 0.75 0.5
ZDC Zero plane displacement height 1.5 1.0

R Building coverage ratio 0.50 0.52
HGT Normalized building height 0.40 0.30
CDS Drag coefficient by buildings 0.10 0.1
AS Building volumetric parameter 0.30 0.2
AH Anthropogenic heat 50 20

3. 결과 및 고찰

3.1. 군집분석을 통한 계절별 바람장 특성

Table 2는 계층적 군집분석 결과를 제시한 통계량

으로, 군집 수 변동에 따른 R2, pseudo-F, pseudo-t2 값
의 변화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초기 군집의 개수는 

각 연결단계 중에서 pseudo-F 값이 전후 단계보다 높

은 결합의 단계나 pseudo-t2값이 낮아진 결합의 단계, 
R2값이 급격히 증가한 단계에서 결정되어진다(박과 

이, 1998; Eder 등, 1994). 따라서 최적의 초기 군집의 

개수를 봄, 여름, 가을, 겨울 각각 7, 4, 5, 3개 선정하

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결

정된 초기 군집수를 바탕으로 K-평균 군집분석을 수

행하였고, 최종적으로 포항지역의 대표적인 바람패턴

이 봄에는 7개, 여름에는 4개, 가을에는 5개, 겨울에는 

3개의 최종군집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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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 Summer
No. of Cluster R2 Pseudo-F Pseudo-t2 No. of Cluster R2 Pseudo-F Pseudo-t2

10 0.70724 71.40216 59.48523 7 0.674462 92.19671 4.780886
9 0.68152 71.42088 40.92549 6 0.494902 52.51807 143.8091
8 0.67722 80.32859 6.50286 5 0.450834 55.20832 44.22279
7 0.66895 90.59608 7.00145 4 0.44258 71.4567 5.44326
6 0.48008 49.86275 152.82367 3 0.186052 30.97252 124.7771
5 0.46997 60.07307 11.41090 2 0.12628 39.31263 19.95725
4 0.31819 42.31441 74.34925 1 0 - 39.31263
3 0.21046 36.38689 41.41297
2 0.10459 32.00616 36.07434
1 0 - 32.00616

Fall Winter
No. of Cluster R2 Pseudo-F Pseudo-t2 No. of Cluster R2 Pseudo-F Pseudo-t2

8 0.519218 40.72929 4.252961 6 0.702463 124.6567 68.38462
7 0.513882 46.68923 7.111325 5 0.576194 90.07169 164.5359
6 0.508388 55.01535 5.073406 4 0.564893 115.1146 19.19462
5 0.48909 63.8989 13.7531 3 0.53079 151.022 18.2782
4 0.318717 41.79176 89.9554 2 0.414698 189.8833 79.93174
3 0.193761 32.32395 49.76634 1 0 - 189.8833
2 0.060801 17.47916 44.39398
1 0 - 17.47916

Table 2. Statistical tests for determining number of clusters to retain for each season 

각 계절별 K-평균 군집분석 수행 후 계절별로 분류

된 각 군집에 해당되는 날의 850 hpa 상층 풍계특성과 

대표 군집의 일중 지상 풍향변화를 Fig. 4와 Fig. 5에 

각각 제시하였다. 포항지역 봄철 바람패턴의 군집 개

수는 총 7개로 나타났다. 각 군집별로 군집 1은 24일, 
군집 2는 22일, 군집 3은 56일, 군집 4는 37일, 군집 5
는 15일, 군집 6은 43일, 군집 7은 80일의 분포를 보였

다. 봄철 군집중에서 상층에 약한 북서배경풍이 존재

하는 군집 7에 속한 날들이 80일로 가장 빈도가 높았

다. 군집 7의 지상 바람분포는 마찰력 증가로 인해 일

중 서풍이 탁월하며, 이로 인해 낮 동안 동-북동 방향

의 해풍이 비교적 늦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즉 군집 7
의 북서 상층풍, 지상의 늦은 해풍 패턴이 봄철의 대표

적 바람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봄철 두 번째로 빈도가 

높게 나타난 바람패턴은 군집 3 (56일)으로 약한 남서

풍이 탁월한 군집이다. 일 중 남풍계열 지상바람의 빈

도가 높았지만 낮 동안은 군집 7과 유사하게 늦은 해

풍 발생을 보였다. 여름의 경우는 군집 1 (78일), 군집 

2 (92일), 군집 3 (63일), 군집 4 (41일)의 총 4개 군집

의 바람 분포를 보였다. 약한 풍속의 남-남동풍 빈도

가 높게 나타나는 군집 2가 92일로 포항지역 여름의 

가장 대표적인 바람패턴이며, 지상에는 동-북동풍의 

바람이 주간에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배경풍과 결합된 강한 해풍발달이 주 원인으로 

해석된다. 즉 동풍계열 상층풍의 영향으로 낮 동안 해

풍을 포함한 상안풍(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바람)이 뚜

렷이 나타나는 패턴이 여름철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

다. 여름철 두 번째로 빈도가 높은 군집 1 (78일)은 봄

철 군집 7과 상층풍 패턴이 유사하며 지상의 풍계 역

시 비슷한 분포이다. 포항지역 여름의 바람 특성은 전

반적으로 남풍계열이 탁월하나, 봄철과 유사하게 북

서 배경풍의 빈도 역시 적지 않았다. 가을철 바람패턴

의 군집 개수는 총 5개로, 군집 1 (27일), 군집 2 (26
일), 군집 3 (24일), 군집 4 (94일), 군집 5 (71일)의 분

포로 나타났다. 가을의 경우는 약한 풍속의 상층풍이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군집 4 (94일)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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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 (summer)

 

(fall)

   

(winter)

Fig. 4. Wind patterns at 850 hpa (about 1.5 km AGL) for clusters of each 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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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aily variations of frequency (%) of surface wind directions for representative clusters of each 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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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풍의 전환시점에 형성되는 약한 풍속조건을 잘 

대변하며, 해륙풍 순환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이 특징이다. 가을철 두 번째로 빈도가 높게 나타난 군

집 5에 속한 날들은 71일로, 상층에 북동풍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가을철 오호츠크 

고기압의 영향으로 볼 수 있으며 지상에는 일 중 북풍

이 탁월한 모습을 보였다. 겨울의 경우는 군집 1 (72
일), 군집 2 (81일), 군집 3 (117일)의 총 3개 군집 분포

를 보였다. 사계절 중 상대적으로 배경풍의 큰 변화가 

없는 시점으로 겨울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 전반적으

로 서풍이 탁월한 모습이다. 북서풍 바람이 빈도가 높

은 군집 3이 대표적이며, 지상풍은 서풍이 탁월하게 

나타나며 타 계절에 비해 일 중 풍향변화가 거의 없는 

모습을 보였다.
군집분석을 통해 계절별 상층 배경풍과 지상 바람

특징을 분석한 결과, 봄, 가을은 다소 유사하게, 겨울

은 타 계절과 비교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봄-
여름-가을의 경우는 이 시기에 형성되는 해륙풍과 배

경풍이 결합하여 특정 풍계의 지상 바람을 형성하였

다. 결과적으로 상층풍 자료로 분류된 사계절의 대표

적 군집은 대기하층의 풍계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

고 각 군집은 적어도 계절의 빈도 높은 대기하층 바람

분포를 잘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3.2. 상세기상모델을 통한 계절별 바람장 특성

군집분석을 통해 분석한 계절별 상층 배경풍과 지

상 바람장 특성과 더불어 복잡 연안도시인 포항지역 

바람분포의 계절별 시·공간적 변화를 정확하게 제시

하기 위하여 상세기상모델을 수행하였다. 군집분석 

결과를 토대로 계절별 대표 군집에 속하는 날들 중에 

군집의 중심에서 가깝고 이틀 이상 연속적으로 동일 

군집에 속하는 경우를 모델링 사례기간으로 선정하였

다. 사례기간은 계절별 이틀의 사례일이 포함된 총 5
일이며, 모델 초기조건의 불확실성에 따른 영향을 최

소화하기 위하여 5일 중 첫 하루(24시간)는 spin-up 
기간으로 하였다. 계절별 모델링 사례기간은 Table 3
에 제시하였다. 봄은 대표적인 군집 7에 속한 날로 

2005년 5월 13일 ∼ 18일까지이며, 여름은 군집 2에 

속한 날로 2005년 8월 4일 ∼ 9일, 가을은 군집 4에 속

한 날로 2004년 10월 27일 ∼ 11월 1일, 겨울은 군집 3

Table 3. Modeling periods for each season

Season Cluster Periods

Spring 7 2005. 5. 13. 0000 UTC - 5. 18. 0000 UTC

Summer 2 2005. 8. 4. 0000 UTC - 8. 9. 0000 UTC

Fall 4 2004. 10. 27. 0000 UTC - 11. 1. 0000 UTC

Winter 3 2006. 1. 5. 0000 UTC - 1. 10. 0000 UTC

에 속한 날로 2006년 1월 5일 ∼ 10일로 계절별 모델

링 사례기간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포항지역의 정확한 바람분포 특성

을 모의하기 위하여 상세 지표면자료(고해상도 토지

피복도와 지형자료)와 도시캐노피 모델을 적용한 

RUN2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RUN1은 RUN2의 개선

정도를 비교하기 위한 Base 모델링이다. RUN1은 기

존의 USGS 토지피복도와 지형자료를 이용하였고, 
RUN2는 개선된 EGIS 토지피복도와 고해상도 SRTM 
지형자료, 도시특성을 고려하는 UCM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차이점을 제외한 최종격자, 물리옵션 등은 동

일하게 적용하였다. 상세모델링 결과의 개선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기상청에서 관측하는 포항기상대 자

료를 이용하였다. Fig. 6은 계절별 사례기간동안 기온

과 풍속의 시계열을 나타낸 것이고, Fig. 7은 지상바람

변화를 관측값과 비교한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계절

별로 다소의 단기적 오차가 존재하나 모델결과가 관

측값의 시, 공간적 변화 경향을 잘 재현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특히 개선된 RUN2 결과가 관측값과 더 

유사하여 본 연구에서 적용한 모델링 방법의 개선이 

포항지역 기상장을 보다 잘 모의했음을 예증해준다. 
RUN2는 기온 모의에서 일 변화와 주간의 최고기온을 

보다 정확하게 모의하였고, 바람 모의에서는 과대 모

의된 풍속을 약화시키고 풍향의 급변을 관측값과 유

사하게 모의하였다.
  계절별 수행된 모델결과 검증을 통해, 상세기상모

델 결과를 사용한 포항지역의 바람특성 해석에 충분

한 신뢰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8-11은 RUN2
의 상세기상모델링 결과로, 계절별(봄, 여름, 가을, 겨
울) 수평바람장 분포를 6시간 간격으로 제시한 것이

다. 이를 통해 포항 연안도시지역의 계절별 바람장 공

간분포 특성을 분석하였다. Fig. 8은 봄 사례기간 중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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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iurnal variations of observed and simulated temperature and wind speed at Pohang surface station during 
representative period of each 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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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1200 LST 5/16 1200 LST 5/17

OBS

RUN1

RUN2

15 - 16 May 2005
Max. 5 m/s

5

OBS

RUN1

RUN2

8/6  1200 LST 8/7 1200 LST 8/8

6 - 7 Aug. 2005
Max. 5 m/s

5

 

10/29  1200 LST 10/30 1200 LST 10/31

OBS

RUN1

RUN2

29 - 30 Oct. 2004 Max. 5 m/s

5

1/7  1200 LST 1/8 1200 LST 1/9

OBS

RUN1

RUN2

7 - 8 Jan. 2006
Max. 5 m/s

5

 

Fig. 7. Diurnal variations of observed and simulated wind fields at Pohang surface station during representative period of each 
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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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Horizontal distribution of the simulated winds from RUN2 during spring period (0900 LST, 1500 LST, 2100 LST 15, 
and 0300 LST 16 May 2005).

월 15일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의 수평바

람장을 6시간 간격으로 제시한 것으로 지상 바람장의 

일 중 변화를 잘 보여준다. 오전 9시의 경우 약한 북서 

배경풍의 영향이 나타나고, 오후 3시에는 해풍의 발달

이 영역 전반에 탁월하며 해안선의 모양과 지형의 영

향으로 영일만 안쪽으로 기류의 발산을 볼 수 있다. 이
후 해상의 바람이 순전(veering)하며 풍속이 약해졌고 

16일 새벽에는 포항지역 지상에 약한 육풍이 형성되

어 인근 해상에 기류의 수렴이 나타났다. 상세수치모

델링 결과는 군집분석에 나타난 봄철의 대표적인 바

람 유형을 잘 모의하고 있으며, 또한 군집분석으로는 

분석하기 힘든 주변 지형과 영일만 등 포항의 지형·지

리적 효과에 의한 바람의 시․공간적 분포를 잘 재현

하였다. Fig. 9는 여름철 사례기간에 속한 8월 6일 오

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의 지상풍의 변화를 

보여준다.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는 해풍이 발달하면

서 비슷한 방향의 배경풍과 합쳐져서 강한 해상풍(상
안풍)이 북동쪽으로부터 유입됨을 볼 수 있다. 일몰 

후에도 배경풍의 영향은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나 도시

지역의 경우 풍속감소가 뚜렷하였다. 이후 봄철과 유

사하게 전반적인 풍계가 순전하며 7일 새벽 3시에는 

바다로 향하는 바람이 탁월해졌으나, 포항지역에는 

해풍발달 이전의 대기정체가 나타났다. 모델링 결과

는 군집분석에 나타난 주간의 뚜렷한 해풍발달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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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Horizontal distribution of the simulated winds from RUN2 during summer period (0900 LST, 1500 LST, 2100 LST 6, 
and 0300 LST 7 August 2005).

아니라 포항지역에 나타나는 야간의 대기정체 현상을 

모의하였다. Fig. 10은 가을 사례기간에 속한 10월 29
일 오전 9시부터 6시간 간격의 모델 결과이다. 오전 9
시에는 상층의 약한 종관풍의 영향 하에 복잡한 지상

풍이 영역전반에 탁월하게 나타났다. 특히, 봄, 여름 

사례일과는 다르게 바다로 향하는 바람(서-남서풍)이 

포항지역에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약한 배경풍 조

건 하에 야간에 발달된 육풍의 결과로 해석된다. 오후 

3시에는 해안선을 따라 해풍이 발달하고 가까운 내륙

으로 침투하였다. 해풍의 침투가 약하고 포항지역에 

나타난 약한 풍속조건은 봄, 여름과 비교해 적은 일사

량 조건과 배경풍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저녁 9시에

는 해풍의 영향이 사라지고 영역전반에 약한 풍속이 

형성되었다. 이후 내륙의 기온이 내려가면서 30일 새

벽 뚜렷한 육풍이 해안선을 따라 발달하는 모습이다. 
Fig. 11은 겨울철 사례기간에 속한 2006년 1월 7일과 

8일의 모델결과이다. 지상바람장은 강한 북서배경풍

이 모든 시간대에 존재한다. 이러한 시간별 바람분포

는 타 계절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일 중 영역 내 

풍계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서풍계열의 지상 바람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한 북서 배경풍과 해풍

발달에 좋지 못한 계절적 영향으로 해석된다. 강하고 

바다로 향하는 지상과 상층의 바람조건은 포항지역의 

대기 환기조건을 좋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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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Horizontal distribution of the simulated winds from RUN2 during fall period (0900 LST, 1500 LST, 2100 LST 29, 
and 0300 LST 30 October 2004).

상세기상모델을 통해 계절별 대표 사례기간동안 

지상 바람특성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군집분석

에 나타난 계절별 바람특성을 잘 재현하였고, 또한 군

집분석 방법만으로는 제시하기 힘든 포항지역의 지

형·지리적 효과에 의한 바람의 시·공간적인 분포를 상

세히 알 수 있었다. 봄철에는 주간에 강한 해풍발달이 

포항과 내륙 안쪽 경주까지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

고 있어 포항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들

이 해풍을 따라 내륙으로 이동, 확산되리라 예상된다. 
반면, 야간에는 영일만 주변 해안선을 따라 발달한 육

풍이 영일만 안쪽에 수렴되는 기류분포를 보이며, 이
는 야간 대기오염 축적을 유발할 수 있는 풍환경 특성

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야간시간 영일만 안쪽에 축적

된 대기오염물질은 해풍의 발달과 함께 다시 내륙으

로 수송되어 포항과 인근 경주지역 대기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름철에는 전반적으로 봄철

과 유사한 풍계를 보이고 있으나, 주간에는 비슷한 방

향의 배경풍과 합쳐져서 해안선을 따라 국지적 해풍 

발달이 더욱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 야간에는 해풍 지

속시간이 길어지고 해상풍의 영향이 다소 강해져 봄

철 영일만에 보였던 기류 수렴현상과 대기 정체현상

이 포항산업단지와 주거단지 쪽에 나타났다. 주거․

산업지역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야간 대기정체 현상

은 도시열섬과 결합하여 포항시 대기질을 악화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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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Horizontal distribution of the simulated winds from RUN2 during winter period (0900 LST, 1500 LST, 2100 LST 7, 
and 0300 LST 8 January 2006).

요인으로 작용하리라 생각된다. 반면, 가을철 주간에

는 강해진 해상풍의 영향으로 대기오염물질이 내륙으

로 확산되리라 예상되며, 야간에는 포항시 남쪽 주거

지역에 대기정체 현상이 나타나 대기오염물질이 축적

되는 풍환경 특성을 보인다. 겨울철에는 대기정체 구

역없이 대부분의 오염물질이 해상으로 이동·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연안도시인 포항지역을 대상으로 

군집분석과 상세기상모델을 통해 계절별 바람장 특성

을 분석하였다. 군집분석은 포항상층관측소에서 3년

간(2004-2006년) 얻어진 850 hpa 바람자료(u, v)를 이

용하였으며, 상세기상모델은 고해상도 토지피복도와 

도시캐노피 모델을 적용하여 계절별 군집분석을 토대

로 선정된 사례기간동안 모델링(0.5 km 격자)을 수행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법론을 이용하여 포

항지역의 계절별 상세 풍환경 특성을 정확하게 제시

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군집분석 결과, 포항지역은 봄

에 7개의 대표적인 바람패턴이 나타났다. 그 중에서 

상층에 약한 북서 배경풍과 지상에 늦은 해풍이 발생

하는 군집 7 (80일)과 약한 남서풍이 탁월한 군집 3 
(56일)이 높은 빈도를 보였다. 상세모델링을 통한 지

상바람의 일변화 분포는 주간에는 포항지방 전역에 

걸쳐 발달한 해풍이 해안선 모양과 지형의 영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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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산하였고, 야간에는 해안선을 따라 약한 육풍이 발

달하여 영일만 안쪽에 기류수렴이 나타났다. 이는 포

항산업단지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이 야간에 영일

만 안쪽에 축적되고, 해풍의 발달과 함께 다시 내륙으

로 수송되는 특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름에는 

4개의 바람패턴이 나타났으며, 대표적으로 상층에 풍

속이 약한 남풍계열 바람이, 지상에 주간 동-북동풍 

바람이 지배적인 군집 2 (92일)와 상층에 북서 배경풍, 
지상에 늦은 해풍이 나타나는 군집 1 (78일)이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모델링 결과는 주간에 해안선을 따

라 뚜렷한 해풍발달을 보였으며, 야간에는 지속시간

이 길어진 해풍의 영향으로 기류 수렴현상과 대기 정

체현상이 내륙 안쪽으로 이동하여 포항산업단지와 주

거단지쪽에 대기오염 축적을 유발하는 풍환경을 나타

내었다. 가을에는 약한 상층풍과 뚜렷한 해륙풍 순환

이 나타나는 군집 4 (94일), 상층에 북동풍과 지상 북

풍이 탁월한 군집 5 (71일) 순서로 빈도가 높았다. 주
간에 강해진 해상풍(상안풍)의 영향이 내륙 안쪽까지 

영향을 미치는 풍환경은 대기오염물질 축적이 봄, 여
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야간에

는 포항시 남쪽 주거지역에 대기정체 현상이 나타나 

대기질 악화가 우려된다. 반면, 겨울은 사계절 중 배경

풍 변화가 없는 시점으로, 상층의 북서풍과 지상의 서

풍이 탁월한 군집 3 (117일)이 가장 빈도가 높았다. 타 

계절에 비해 일 중 풍향변화가 거의 없으며, 바다로 향

하는 지상과 상층의 바람조건은 포항지역 대기 환기

조건을 좋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포항지역 계절별 바람분포 특성은 대기오염물질의 이

동, 확산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며, 이에 대기질모

델과의 연계를 통해 정량적인 농도예측, 확산범위 등

의 연구수행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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