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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clarify the impacts of thermal difference in atmospheric boundary layer  due to the different sophistication of 

building information in Busan metropolitan areas, several numerical simulations were carried out. ACM (Albedo Calculation 
Model) and WRF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was applied for estimating albedo and meteorological elements in 
urban area, respectively. In comparison with coarse aggregated and small buildings, diurnal variation of albedo is highly 
frequent and its total value tend to be smaller in densely aggregated and tall buildings.  

Estimated TKE and sensible heat flux with sophisticatedly urban building parameterization is more resonable and valid 
values are mainly induced by urban building sophistication. The simulation results suggest that decreased albedo and 
increased roughness due to skyscraper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result of thermal change in atmospheric boundary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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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에서는 급격한 인구증가

와 도시화로 인하여 높은 빌딩과 지표면 도로 포장율

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도시화로 인한 지표면의 

변화는 도시대기의 역학적, 열역학적인 특성 변화에 

직접적으로 관계한다. 특히 도시화에 따른 지표면의 

열적 변화에 주변지역의 열적 특성과 대비되어 국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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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의 직접적인 변화를 유도한다 (조 등, 2009; Guo 
등, 2006; Lee와 Kim, 2011).

따라서 도시 내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등 도시표면과 다양한 건물들로 인한 물리

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에 

대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Roth 등(2002)은 도

시의 도로포장, 건물밀도, 구성 물질 등은 지표면 반사

도를 포함한 열수지의 변화를 유도하고, 도시빌딩의 

구성 물질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불투명 벽면은 반사

도를 증가시키고, 건물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건물 그

림자효과로 인하여 반사도가 변화할 수 있음을 보였

다. 그리고 Akira 등(2001)은 3차원 기하학적 모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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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건물 높이와 도로의 분포에 따른 도시지표

의 반사도를 정량적으로 계산하였다. 이처럼 도시화

로 인한 토지이용도의 변화는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다양한 형태의 물리적 특성변화에 관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Chow 등, 2006; David 등, 2008; 
Voogt 등, 2002; ).

그러나 도시화에 따른 지표면의 물리적인 변화가 

중규모 대기 순환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복잡하게 

나타나는데, 박 등(2000)은 물리적 특성의 변화 중, 특
히 반사도는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복사에너지에 대

한 반사되는 태양복사에너지의 비로 지표면 열수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살펴보았고, 이 등(2010)은 위성

자료를 바탕으로 지표면의 물리적인 특성을 추출하여 

1차원 수치 대기모형을 이용하여 대기경계층의 변화

를 분석하였다. 도시화에 따른 지표면의 변화는 반사

도 등 열수지 요소와 건물에 따른 역학적인 마찰 등이 

주요 요인이며, 이들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

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도시화에 따른 지표면의 변

화가 중요한 요소라는 정성적인 특성을 제시하였으

며, 복잡한 해안 도시에서 도시화가 중규모 기상장에 

미치는 정량적인 특성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특히 한

반도 동남부 끝자락에 위치한 부산광역시는 복잡한 

지형과 바다에 인접하여 있기 때문에 산곡풍과 해륙

풍이 동시에 발생하고, 내부의 도시에 의한 열적인 요

인 등도 중규모 순환장을 복잡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

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3차원 반사도 계산 모형을 

적용하여 도시구조에 따른 반사도를 정량적으로 결정

하고, 지리정보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부산광역시의 

토지이용도 특히 빌딩 분포를 바탕으로 중규모 순환

장의 역학적인 특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자료는 연안 

대도시지역의 도시화 특히 고층화에 따른 대기 순환

장의 특성을 분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다.       
  

2. 수치 모형

빌딩 등으로 구성된 도시의 반사도는 빌딩벽면에 

의한 다양한 각도의 반사가 포함되기 때문에 매우 복

잡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반사를 고려하여 도시의 반

사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치모형에 적용되는 반사도 정보는 

위성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넓은 공간적 

범위를 가진 반사도를 생산하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도시 지역 빌딩에 의하여 발생하는 3차원적인 다중 

반사를 고려 할 수 없다. 그러나 도시의 열환경 평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빌딩 등에 의한 3차원 다

중 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
차원 다중반사를 고려한 반사도 계산모형인 Albedo 
Calculation Model (ACM)을 이용하여 도시의 반사도

를 결정하였다. ACM은 일본 큐슈대학교 유체역학연

구소에서 개발한 모형으로 3차원 도시구조물의 높이

와 넓이를 고려하여 반사도를 산출하는 모형이다. 이 

모형은 도시 내에서 건물높이분포, 태양고도의 변화, 
그림자 효과 그리고 다중반사를 고려하여 단위면적에 

대한 반사도를 계산하며 Vector Tracking을 이용하여 

하늘을 9☓104의 조각으로 나누고, 각 조각과 모델의 

격자를 연결하는 벡터를 산정하여 각 격자 중심에서

의 천공율과 그림자의 면적을 계산한다 (Chimklai 등, 
2004). 이 모형은 공학적인 반사도계산을 통하여 다양

한 건물군에 따른 반사도 계산연구에 사용되어 모형

의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Chimklai 등, 2004; 이 등, 
2010)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대기역학모형은 3차원 

비정역학 상모형인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Model (WRF) 3.2.1 버전 이다 (Skamaroc 등, 2008). 
이모형은 완전압축성 모형으로 수평격자로는 Arakawa 
C-grid staggering을, 연직좌표계로는 지형을 따르는 

준거 좌표계를 사용하고 시간적분은 2차 또는 3차 

Runge-Kutta scheme을 사용한다. 이모형은 현재 차

세대 기상예보 모형으로 한국 기상청을 비롯하여 다

양한 연구기관에서 기상예보 등 현업예보와 대기의 

흐름과 기상학적인 현상 연구에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비록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해안도

시의 대기 순환 분석을 목적으로 하지만 외부로 부터

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4개의 둥지 격자를 채용하

였다. 제일 큰 둥지는 아시아 지역의 종관적인 패턴을 

분석하기 위하여 동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2번
째 둥지는 한반도 남부지역, 세 번째 둥지는 한반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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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WRF model domains and nested grid domains used in this study. lines indicate the cross section of the vertical 
analysis in section 4.   

남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최고 해상도를 가진 마지막 

둥지는 연구대상지역인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격자

를 구성하였다. 각 둥지의 수평 격자수는 142×142, 
142×142, 91×91, 112×112 이고, 격자 간격은 13.5 
km, 4.5 km, 1.5 km, 0.5 km로 구성된다. 

각 둥지의 격자와 적용된 물리 옵션은 Table 1에 나

타냈다. 미물리과정은 Single-Moment 6-class 방식을 

적용하였고, 단파 및 장파 복사 과정은 각각 Dudhia 
방식과 Rapid Radiative Transfer model (RRTM)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지표면 보형은 Noah 방식, 대기 

경계층 모형은 난류운동에너지(Turbulent Kinetic 
Energy; TKE)를 분석하기 위하여 Mellor-Yamada- 
Janijc 방식을 사용하였다. 대기 수치 모델링은 경계초

건과 초기 대기 조건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미국대기환경국(National Center of 
Environment Protection)의 Final operational global 
analysis data (FNL)자료를 이용하였다. 초기와 경계

조건은 제1도메인에서만 적용하며, 이하 도메인은 상

위도메인에서 자료를 가져온다.           

Table 1. Description of WRF modeling

  Domain 1 Domain 2 Domain 3 Domain 4

horizontal 
grid 142×142 142×142 91×91 112×112

resolution 13.5 ㎞ 4.5 ㎞ 1.5 ㎞ 0.5 ㎞

vertical 
layers 27 layers

physical 
process

WRF Single-Moment 6-class scheme

RRTM scheme

Dudhia  scheme

Noah Land Surface Model

MYJ scheme (Mellor-Yamada-Janjic) 

Kain-Fritsch scheme

Initial data NCEP FNL Operational Global Analysis data

time peroid 2010.06.03.1200LST ~ 2010.06.06.1200L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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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urface weather maps at 00UTC on a) 04 June 2010 and b) 05 June 2010.

3. 자료 및 방법

3.1. 연구 대상 지역 및 기초자료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부산광역시는 한반도의 동

남단에 위치한 광역시로써 동경 128°45  ~ 129°18 북
위 34°52 ~ 35°23에 위치하고 있다(Fig. 1). 한반도내 

수도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으

며, 최근 해운대등 수변 지역을 중심으로 고층건물군

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부산시 통계연보). 따라서 이

러한 대형 건물군의 급격한 증가는 주변 기상장의 변

화를 유도할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종관장의 영향을 적게 받고 국지적인 영향이 뚜렷

이 나타나는 2010년 6월 4일과 5일을 사례기간으로 

선정하였다. Fig. 2는 2010년 06월 04일과 05일의 

00UTC의 일기도이다. 이를 보면 길게 뻗어있는 고기

압 가장자리에 한반도가 위치한다. 그리고 6월 4일과 

5일의 최고기온은 각각 25.5 ℃와 28.2 ℃이고, 평균 

운량도 3.6과 2.0으로 고기압권의 영역에 들어있는 맑

은 날로 해륙풍과 같은 국지적 순환이 나타나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지형 및 토지 이용 자료는 

Shuttle Radar Topography Mission (SRTM) 3초 지형

자료와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1초 토지이용 자료인 

Korea Land Use (KLU)를 사용하였다. 고해상도 지형 

수치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SRTM  3초 자

료는 1도의 영역이 1,200개의 격자로 표현되기 때문

에 기존 WRF에 제공되는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USGS) 30초 자료보다 해상도가 10배 이상 

높다. KLU 1초 자료는 공간 해상도 30 m인 Landsat 
TM 위성영상과 공간 해상도 2.5 m인 SPOT 5 위성영

상의 합성을 통해 제작된 중분류 토지피복도 자료이

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도심지의 건물구조에 따른 제

반 특성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공간 지리정보시스템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GIS) 자료를 이용

하였다. GIS자료는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수치지도

와 건물의 높이 정보가 사용되었으며, 해상도가 높은 

GIS자료를 네 번째 둥지격자 크기인 500 m로 환산하

여 적용하였다.    

3.2. 수치실험 설계

토지이용도 변화에 따른 반사도 변화는 매우 복잡

하게 나타난다 (이 등, 2010) 따라서 건물 분포에 따른 

반사도를 토지이용도에 따라 정의할 필요가 있다. 먼
저 ACM 모형을 이용하여 다양한 건물에 따른 반사도

의 변화 경향성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단위면

적에 동일한 구조의 빌딩이 위치하고 있음을 설정하

고, 이들의 밀도와 높이에 따른 반사도를 계산하였다 

(Fig. 3). 건물의 높이는 단위면적당 도로넓이와 건물

의 높이의 비인 WHR(=Wr/Hb)로 나타낸다. 본 연구에

서는 0.25, 0.5, 1.0, 1.5, 2.0 이렇게 5가지 WHR 값을 

설정하였다. WHR의 값이 작을수록 높은 건물을 나타

낸다. 그리고 건물 높이에 따른 반사도 변화를 파악하

는 것이 목적이므로 건물높이를 제외한 다른 요소는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빌딩의 면적은 모두 40 %로 설

정하였고, 빌딩의 지붕과 벽면은 일반적으로 반사율

이 높은 건축자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반사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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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 Use
ALBD

(%)
(Albedo)

SLMO (-)
(Soil Moisture)

EM (-)
(Emissivity)

Z0 (m)
(Roughness length)

FX 
(J m-1 s-1K-1)

(conductivity)

1(urban) 26 0.1 0.88 5. 1.67

31(low-height) 26 0.05 0.97 10. 1.67

32(mid-height) 24 0.05 0.97 20. 1.67

33(high-height) 22 0.05 0.97 30. 1.67

Table 2. Parameterization setting of Urban and 3-categories landuse  

0.4, 0.2로 설정하고, 부산광역시의 건물 높이에 따른 

반사도의 일변화를 계산하였다

두 번째로 ACM에서 계산된 반사도 자료를 WRF 
계산에 적용한다. 건축물로 인해 변화된 토지피복도

가 기상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WRF 실험

은 최고해상도 도메인인 네 번째 도메인에서만 적용

하였다. 부산을 500 m×500 m 격자로 나눈 다음, 각 

격자안의 건물높이에 따라 Land Use를 3가지 토지이

용도 명목으로 분류하였다. 기존 USGS 명목번호 이

외의 번호를 적용하여 각 격자의 토지이용도를 구분

하였다. GIS정보에서 10 m 이하의 건물이 80 % 이상

인 격자를 31번, 30 m 이하의 건물이 80 % 이상인 격

자를 32번, 그 이상의 건물높이를 가진 격자를 33번으

로 구분하였다(Fig. 4). 가장 높은 고층 건물군은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와 중구, 연제구에 밀집되어 있으며, 
북구 화명신도시의 아파트군 역시 높은 고층군에 속

한다. 이외의 대부분 지역은 10 m이하의 건물군이 차

지하고 공단지역이 위치한 강서구와 사상구 등이 중

간정도 높이의 도시 건물이 분포한다. 이들 세부 토지

이용도별 물리 특성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기상장 수치실험은 세 가지 서로 다른 토지이용도

를 적용하여 실시하였다. 먼저 기존 환경부 토지 이용 

자료를 적용하여 부산 전 지역이 명목번호 1번이 도시

로 설정한 경우(UB_1)이다. 그리고 부산지역 GIS자
료를 바탕으로 부산 전지역을 10 m 정도의 주택이라 

가정하고 명목 번호 31의 물리 특성을 적용한 경우

(UB_31)와 각 고도별 토지이용도를 적용하여 부산지

역내 명목번호 31, 32, 33을 모두 적용한 경우

(UB_all)를 상정하여 수치실험을 실시하였다.

Fig. 3. Schematic diagram of building distribution unit area 
in this study.

Fig. 4. Landuse map of classify by building heights in Busan. 
Building data are estimated by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in Busan metropolita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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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고찰

4.1. 건물높이에 따른 반사도의 일변화 및 기상모의 결과 

검증

Fig. 5는 WHR을 달리하여 ACM에서 계산된 건물

높이에 따른 반사도의 일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건물

높이와 상관없이 5가지 모두 태양고도가 높은 정오에 

가장 낮은 반사도가 나타나고, 오후가 되면서 태양고

도가 낮아짐에 따라 반사도가 증가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이전 연구와 잘 일치한다 (Aida, 
1982). 그러나 이러한 전체 일변화 경향성은 같게 나

타났지만, 건물높이에 따른 반사도의 변화는 차이가 

뚜렷하다. 가장 낮은 건물을 나타내고 있는 WHR=2.0
인 경우, 반사도의 일변화에서도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고, 반사도가 가장 낮은 정오에는 0.256의 값

을 나타내고 있는데 반해, 가장 높은 건물을 나타내고 

있는 WHR=0.25의 경우, 전체적인 반사도의 일변화

에서도 시간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반사도가 

가장 낮은 정오에는 0.211의 값을 보인다. 따라서 건

물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전체적인 반사도는 감소하

고, 일변화의 차이는 크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도시 건물에 따른 반사도 특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ACM에서 산출된 반사도 값을 적용하였다. 그
러나 이른 오전과 늦은 오후의 반사도는 높게 나타나

지만 입사되는 태양 복사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열수

지 방정식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정오의 반사도를 바탕으로 기상장 수치실험을 

실시하였다. 

Fig. 5. Diurnal variation of estimated albedo with various 
WHR in ACM simulations. 

WRF에 의하여 계산된 대기 흐름장은 부산광역시 

내 존재하는 총 기상관측소 11개 기상대와 AWS에서 

관측한 온도와 바람을 비교하여 각 실험별 모의 정확

도를 분석하였고 이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비교에 

사용된 통계량은 Root Mean Square Error (RMSE), 
Index of Agreement (IOA) 이다. 온도와 바람 모두 지

표면 토지이용도의 물리량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UB_1)보다 고려한 경우(UB_31, UB_all)에서 우수

한 결과가 나타났다.  UB_31과 UB_ALL의 통계적인 

개선 정도는 UB_1에서 UB_31과 개선 정도에 비하여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Fig. 4에서 보여 

준 바와 같이 부산시 내에서 높은 빌딩을 의미하는 명

목번호 32와 33의 분포가 매우 국지적이며, 다수의 기

상관측지가 명목번호 31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개선 정

도는 약하지만 단일한 도시를 고려한 경우(UB_31)보
다 상세하게 도시의 토지이용도를 고려한 경우

(UB_all)가 높은 통계적인 일치도를 보여준다.

　
Temperature Wind speed

RMSE
(℃)

IOA
(dimensionless)

RMSE
(m/s)

IOA
(dimensionless)

UB_1 1.990 0.890 1.578 0.548 
UB_31 1.694 0.927 1.449 0.619 
UB_all 1.673 0.930 1.373 0.634 

Table 3. Surface temperature and wind speed statistics at 
11 areas in Busan

4.2. 열적․역학적 특성 수평 분석

Fig. 6과 Fig. 7은 2010년 06월 04일 03LST와 

15LST에서 각 실험별 온도와 풍속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Fig. 6은 UB_31와 UB_1의 계산 결과 차이를 

나타내고, Fig. 7은 UB_all와 UB_31의 차이를 나타

낸다. 먼저 UB_31와 UB_1의 온도 분포차이를 보면 

야간 보다는 주간에 급격한 차이를 나타낸다. 그 차이

는 최고 4 ℃까지 나타난다. 또한 풍속역시 야간 보다 

주간의 차이가 월등히 크게 나타난다. 즉 UB_31는 

UB_1에 비하여 지표면 토지이용도의 물리적 특성 변

화로 인하여 지표면 및 최하층 기온이 증가한다. 이러

한 증가는 해풍의 유입을 증가시키며, 해안지역의 풍

속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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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mp(UB_31-UB_1) 2010/06/04 0300LST (b) temp(UB_31-UB_1) 2010/06/04 1500LST 

(c) wind speed(UB_31-UB_1) 2010/06/04 0300LST (d) wind speed(UB_31-UB_1)  2010/06/04 1500LST 

 

  Air Temperature(℃)

 

Fig. 6. Horizontal distribution differences of air temperature(upper panels) and wind speed(lower panels) for UB_31 and UB_1 at 
0300 LST and 1500 LST 4 Jun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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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mp(UB_all-UB_31) 2010/06/04 0300LST (b) temp(UB_all-UB_31) 2010/06/04 1500LST 

(c) wind speed (UB_all-UB_31) 2010/06/04 0300LST (d) wind speed (UB_all-UB_31) 2010/06/04 1500LST 

 

  Air Temperature(℃)

 

Fig. 7. Same as Fig. 6 except for the difference of UB_all and UB_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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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ukgu     2010/06/04 1500L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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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Haeundae     2010/06/04 1500LST

Fig. 8. Vertical profile of air temperature estimated by UB_1, UB_31 and UB_all at Bukgu and Haeundae at 1500 LST 4 June 
2010. 

그러나 UB_all과 UB_31의 온도차이(Fig. 7 (a), 
(b))는 Fig. 6과 비교할 때 그리 크지 않다. 이는 

UB_31와 UB_all의 물리적 특성 차이가 크지 않고, 토
지이용도 변화면적이 제한적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풍속 변화 역시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

야할 점은 비록 주간 내륙지역의 기온 차이가 약간 나

타나지만, 전체적으로 크지 않고, 야간에는 두 실험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주간 풍속의 경

우 상대적으로 두 실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Fig. 7 
(d)). 그리고 주간 내륙의 풍속 차이분포는 매우 복잡

하지만 연안지역의 분포는 일정한 경향성이 나타나는

데, UB_all의 풍속이 UB_31에 비하여 감소한다는 것

이다. 이는 UB_31-UB_1 (Fig. 6)에서는 반대로 

UB_31의 풍속이 UB_1에 비하여 크게 나타난다. 이
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UB_31의 경우 지표면 토

지이용도 변화에 의하여 열적인 요인이 주요하게 작

용하여 해풍 증가를 유도하였으나, UB_all은 UB_31
에 비하여 토지이용도 변화에 따른 열적인 요인 보다

는 기계적인 요인 즉 마찰이 주요하게 작용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토지이용도의 변화는 대기 흐름장

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복잡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

례라 볼 수 있다. 

4.3. 열적․역학적 특성 연직 분석

Fig. 8은 고층 건물군이 위치한 해운대와 북구 화명

동의 각 실험별 연직 온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북구

에서는 UB_1보다 UB_31과 UB_all의 지상 기온이 

약 1.9 ℃ 증가한다. 또한 혼합고 역시 1500 m 가까이 

성장한다. 그러나 1000 m 상공의 온도상승은 지상 기

온에는 미치지 못한다. 반면 해운대의 경우 지상기온

의 상승은 내륙에 위치한 북구지역 보다 작다. 그러나 

1000 m 높이의 기온의 상승률은 지상기온의 상승률

보다 높다. 이는 해운대의 경우 해안에 위치하기 때문

에 지상 부근의 해풍유입이 용이하기 때문에 토지이

용도 변화에 따른 온도상승의 효과가 내륙에 위치한 

북구지역보다는 약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거칠기 길

이 증가에 따른 역학적인 난류증가에 따라 지면 보다

는 상층의 기온 상승이 뚜렷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직 분포경향성을 자세히 파악하기위하여 

해안선에서 두 지역을 지나는 단면(Fig. 1)의 난류운

동에너지 분포를 살펴보았다. Fig. 9는 각 실험별 난류

운동에너지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UB_1 과 

UB_31의 난류운동에너지의 차이(Fig. 9 (a),(b))가 

UB_all와 UB_31의 차이에 비하여 크게 나타나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토지이용도 변화에 따른 열적인 

요인의 차이가 매우 크고 또한 건물의 거칠기 차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북구의 경우 화명

동 신시가지가 위치한 후위지역 부근에서 강한 난류

운동에너지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강한 난류 운

동에너지는 900 m 고도까지 분포한다. 그러나 해운대

는 해안선 부근에서 강한 난류 운동에너지가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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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ukgu (UB_31-UB_1) (b) Haeundae (UB_31-UB_1) 

(c) Bukgu (UB_all-UB_31) (c) Haeundae (UB_all-UB_31) 

Fig. 9. Vertical cross section of kinetic turbulent energy difference between UB_31 and UB_1 alone a) Bukgu and b) Haeundae, 
and between UB_all and UB_31 alone c) Bukgu and d) Haeundae in 15LST 04 June 2010. 

지만 고도가 제한적이다. 이는 해풍의 유입으로 난류

운동에너지의 상승이 억제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판단

된다.   
반면 UB_31와 UB_all의 난류운동에너지 차이를 

보면 그리 크지 않고 국지적으로 약간의 차이만 나타

낸다. 이 두 실험은 토지이용도 변화에 따른 열적인 요

소의 차이는 크지 않고 기계적인 요인의 차이가 존재

한다. 따라서 이 두 실험의 난류운동에너지 차이가 크

지 않다는 것은 기계적인 난류의 효과가 열적인 요소

에 의한 영향 보다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건물높이에 따른 반사도의 차이와 거칠기의 변화로 

인해 난류운동에너지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열적인 

요인이 더욱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시사한다. 
Fig. 10은 북구와 해운대를 통과하는 단면 풍속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UB_1과 UB_31의 풍속 

차이를 보면 두 지역 모두 600 m 부근까지 UB_31의 

풍속이 UB_1보다 0 ~2.0 m/s 정도 강하게 나타난다. 
이는 두 가지 경우의 내륙 온도차가 크게 나타나서 이

로 인한 해풍의 강도 차이에 의한 풍속의 차이이다. 이
로 인해  Fig. 9 (a)와 (b)에서 나타났던 난류운동에너

지의 차이는 풍속의 감소로 인한 기계적인 난류 보다

는 강한 해풍과 지표면 온도에 의한 열적인 난류운동

에너지의 발달로 보인다. 그러나 북구지역의 하층에

서 작지만 -0.5~0 m/s 의 풍속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 있다. 이곳에서는 약하지만 거칠기 증가로 인

한 풍속의 감소로 만들어지는 기계적 난류에 의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UB_all에서 UB_31의 풍속을 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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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ukgu (UB_31-UB_1) -UB_1) (b) Haeundae (UB_31-UB_1 (UB_31)(UB_31-UB_1) 

(c) Bukgu (UB_all-UB_31) (d) Haeundae (UB_all-UB_31) 

Fig. 10. Same as Fig.9 except for wind speed. 

림(Fig. 10 (c),(d))을 보면, 두 지역 모두 500~600 m 
부근까지는 -2.0~0 m/s의 차이로 UB_all의 풍속이 

UB_31보다 약하고, 상층에서는 UB_all의 풍속이 커

지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Fig. 10 (a)와 (b)의 

패턴과는 다르게 건물에 의한 거칠기 길이가 증가됨

에 따라 생성된 기계적 난류로 인한 풍속 감소이다. 그
러므로 건물높이에 따른 거칠기의 증가는 연직 방향

의 난류운동에너지 뿐만 아니라 풍속도 감소시켜 열

적대류를 일으키는데 요인으로 작용한다. 

5. 결 론

도시화에 따른 지표면 변화 특히 도시의 빌딩에 관

한 물리적인 요인의 변화가 중규모 기상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수치실험을 실시하였다. 국지 순환장의 차

이를 확인하기 위해 종관장의 영향이 적은 2010년 6
월 4일과 5일을 사례기간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다중 

반사도 계산 모형인 ACM을 이용하여 다양한 건물에 

따른 반사도의 변화 경향성을 파악하고, ACM에서 계

산된 반사도자료를 WRF 계산에 적용하였다.
수치실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반사도의 계산결과, 건물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전체적인 반사도는 감소하고, 일변화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며, 건물높이에 따른 반사도의 변화 차이가 

뚜렷하였다. 이는 빌딩벽면에 의한 다중 반사가 증

가하고 높은 빌딩에 의한 천공 개폐율이 감소하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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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상장 모의 결과, 부산 전 지역을 10 m 정도의 

주택이라 가정 한 UB_31에서 기존 환경부 토지 이용 

자료를 적용하여 도시로 설정한 UB_1에 비하여 도

시에서의 난류가 뚜렷하게 증가하였으며, 하층의 연

직 풍속이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풍속의 감소로 

인한 기계적인 난류 보다는 강한 해풍과 지표면 온도

에 의한 열적인 난류운동에너지의 발달 때문으로 판

단된다. 
3) 각 고도별 빌딩 특성을 복합적으로 적용한 

UB_all은 UB_31과 비교하여 온도 등 열적인  기상장 

변화의 차이는 크지 않고, 전체적인 난류의 차이도 크

지 않다. 그러나 토지이용도가 바뀐 영역을 중심으로 

하층 풍속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지표면 열

수지 측면에서 UB_31과 UB_all이 크게 차이가 없지

만 건물에 의한 거칠기 길이 증가에 따른 역학적인 마

찰응력이 증가하는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

화는 매우 국지적으로 작용한다.  

연구결과 다양한 건물 높이에 따라 반사도의 변화

경향성이 다르고, 이를 도시 내에 적용함에 따라 기

상장의 변화와 수치모의 결과의 향상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도시대기경계층 내에서 발생하는 

기상요소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는 도시표면과 

다양한 건물들로 인한 물리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로 인해 도시기상에 있

어 더 세분화되고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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