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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of TKE (Turbulence Kinetic Energy) variation for offshore wind power development, 
several numerical experiments using WRF were carried out in three different coastal area of the Korean Peninsula. 
Buoyancy, mechanical and shear production term of the TKE budget are fundamental elements in the production or 
dissipation of turbulence. 

Turbulent kinetic energy of the south coast region was higher than in other sea areas due to the higher sea surface 
temperature and strong wind speed. In south coast region, strong wind passing through the Korea Strait is caused by 
channelling effect of the terrain of the Geoje Island. 

Although wind speed is weak in east coast, because of large difference in wind speed between the upper and lower 
layer, the development of mechanical turbulence tend to be predominant. Since lower sea surface temperature and 
smaller wind shear were detected in west coastal region, the possibility of turbulence production not so great in 
comparison with other regions. The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turbulence in three different coastal region 
can be reduced the uncertainty of offshore wind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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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화석연료의 고갈 및 기후변화문제와 더불어 최근 일

본의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개발

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중 풍력에

너지는 청정에너지로써 탄소와 같은 오염물질 배출이 없

기 때문에 각국 정부에서는 풍력에너지 산업의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풍력 관련 산업이 빠

르게 성장하고 있다. 게다가 풍력에너지는 다른 신·재생

에너지에 비해 기술 성숙도가 우수하며, 에너지 생산 단

가가  다른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낮아 미국과 유럽 등에

서 풍력자원 개발이 활성화중이다(Byon 등, 2010; Lee 

등, 2009). 

특히 한반도의 경우, 종관 기상학적으로 바람이 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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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나고, 산지가 영토 전체 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풍력 단지의 개발이 가능하다. 그러

나 육상 풍력의 경우, 단지 개발에 따른 녹지 환경 훼손과 

높은 인구 밀도에 따른 입지 제한적 요인 때문에 개발의 

한계가 존재한다. 반면 해상풍력발전은 한반도 주변에 

있는 풍부한 대륙붕 등의 지리적인 요건과 육상 풍력에 

비하여 우수한 풍력 자원의 질 등으로 개발 가능성이 높

다. 하지만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은 육상 풍력 단지에 

비해 높은 건설비용 및 토목 기술과 설치 및 유지 보수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초기 효율성이 높은 단지 선정이 매

우 중요하다. 

풍력발전단지 조성 시 고려되는 요소로는 해상국립공

원, 보호 조류의 서식지 회피 등의 자연 환경적인 요인과 

군사시설 등 한반도의 인문 지리적 특수 요인, 수심에 따

른 단지 건설의 기술 공학적 요인 등 다양하다. 이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종관 기상학적인 바람자원의 정확한 

평가이다. 바람자원은 다양한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주로 풍속과 풍향, 그리고 연직 방향의 난류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풍속은 발전량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풍력

발전기 높이에서 생기는 난류는 발전기 구조물의 안정성

뿐만 아니라 블레이드에 영향을 주어 풍력에너지의 발생 

효율을 감소시킨다. 이외에도 풍향에 따른 풍속분포에 

따라서도 발전량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풍력발전기가 

설치되는 고도의 풍속 및 풍향 등의 자원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한다(Lee 등, 2010; Lee 등, 2011). 

정확한 풍력자원 평가를 위해서는 발전단지 예상지점

에 풍력발전기 높이의 관측타워를 설치해야 하지만, 최

소 1년 이상의 기간과 비용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수치모델을 이용해 작성된 풍

력자원지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수치모델은 시간

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고도에 따른 정밀한 바람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과 덴마크 등에서 많이 이

용되고 있다(Byrkjedal과 Berge, 2009; Lim과 Hong, 

2010).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중

규모 기상수치모델인 WRF를 이용하여 연도별 풍력자

원지도를 작성하였다(Kim과 Jang, 2007). 수치모델은 

풍속, 풍향 이외에도 난류에너지(TKE : Turbulent Kinetic 

Energy)를 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Fox(2010)에 

의하면 난류에너지는 풍속시어, 리차드슨 수와 같은 안

정도 매개변수로 Wharton과 Lundquist(2012)는 야간

의 대기 안정도에 따라서 15%의 발전량 차이가 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풍력자원 평가에 난류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풍력 

자원 평가는 풍속에 대한 강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연

직적으로 발생하는 난류 특성에 대한 고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에서는 한반도 동해안, 서해

안, 남해안에서 관측된 타워 관측 자료를 적용한 수치실

험을 실시하였다. 산출된 수치 자료를 이용하여, 각 해역

의 연직 난류 특성을 분석하고 그들의 발생요인에 대하

여 살펴보았다.

2. 연구 방법

2.1 관측자료

본 연구에 산출된 수치 자료 검증을 위하여 동해, 서

해, 남해 연안의 3개 지역, 포항, 군산, 진해에서 관측된 

기상자료를 활용하였다. 각각의 관측 위치는 Fig. 1과 

같다. 포항지역 자료는 영일만항 해안지역(36°6 N, 

129°25 E)에서 관측한 자료이고 종관적인 풍상측에 

낮은 언덕이 위치하지만 전체적으로 평탄한 지역이다. 

군산지역 자료는 새만금지구 근처에 위치한 무녀도

(35°47 N, 126°24 E)에서 설치된 기상 타워에서 수

집한 자료이다. 관측타워 주변은 낮은 잡목들로 구성되

어 지형적인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남해안에 위치한 

진해 지역 자료는 창원 연도(35°3 N, 128°45 E)라는 

도서지역에 위치한 타워에서 관측한 자료이다. 따라서 

각각 연안 도서 지역과 해안지역에 위치한 지점에서 관

측한 자료로 지형적인 영향이 최소화된 자료로 볼 수 있

다. 이들 기상 관측기간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1

월까지이며, 측정 항목은 풍향, 풍속이다. 또한 동일한 기

간 동안 타원 관측지에서 가장 근접한 기상대자료의 기

온 및 풍속자료를 이용하여 수치모의 결과에 대한 검증

을 실시하였다. 검증기간은 수치실험이 실시된 2011년 4

월 4일 00 UTC부터 4월 6일 00 UTC까지 48시간으로 

설정하였다. 

2.2 수치 실험 설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수치모델은 3차원 중규모 기상모

델인 Weather Research & Forecasting (WRF) v3.5.1

을 사용하였다. WRF는 미국 NCAR와 NCEP를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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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odel domain for WRF simulations and topography of finest domain  in this study.

Fig. 1. Location of meteorological observation sites 
for three different coastal area.

로 개발된 모델로 압축성 비정수계 방정식과 수평격자로

는 Arakawa-C 격자 체계를 사용한다. 

수치모의 영역은 Fig. 2와 같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최종 도메인 4, 5, 6은 각각 포항, 군산, 진해를 포함하며 

1km의 수평해상도를 가진다. 연직층은 대기경계층 내의 

변화를 보기 위해 대기하층을 조밀하게 설정하여 총 50

층으로 구성된다. 

연구에 적용된 물리 옵션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구

름들에 대한 요소인 미물리는 WRF Single-Moment3 

-class scheme, 복사에너지에 대한 해석은 RRTM scheme, 

지상 기상요소에 대한 해석은 Noah Land Surface 

Model, 그리고 대기 경계층 내 연직 방향의 난류를 분석

하기 위하여 Mellor-Yamada-Nakanishi and Niino 

Level 2.5 PBL scheme을 적용하였다. 

모델의 초기자료 및 경계자료는 NCEP에서 6시간마

다 제공되는 공간해상도 1°×1°의 FNL 자료를 사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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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1 D02 D03 D04 D05 D06

Horizontal grid 84×89 97×91 181×154 103×103 103×103 103×103

Resolution 27 9 3 1 

Vertical layers 50 Layers

Physical process

WRF Single-Moment3-class scheme

RRTM scheme

Dudhia scheme

Noah Land Surface Model

Mellor-Yamada-Nakanishi and Niino Level 2.5 PBL

Initial data NCEP FNL Operational Global Analysis data

SST data OSTIA SST data

Time period 2011.04.04.00 UTC ~ 2011.04.06.00 UTC

Table 1.  The configuration of numerical WRF model

다. 보다 정밀한 수치모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지형자료

는 고해상도 지형인 Shuttle Radar Topography Mission 

(SRTM) 3초 자료와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중분류 토지

피복도 3초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영국 Met office에서 

제공하는 0.05°×0.05° 공간해상도의 OSTIA 일평균 해

수면 온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직 난류에 대한 특성 분석을 위하여 3개 지역에서 

산출된 난류운동에너지(Turbulence Kinetic Energy) 

방정식을 분석하였다. 난류운동에너지는 평균류 운동 에

너지에서 분리되어, 난류에 의하여 형성되는 국지적인 

운동에너지의 시간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난류 기원별 

에너지를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난류운동에너지 수지방정식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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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난류에너지, 는 온위, 는 풍속, 는 

기압, 는 밀도, 은 마찰에 의한 소산을 의미한다. 그

리고 각 요소의 첨부된 ′은 각각 평균값에 대한 변위

(perturbation)을 나타낸다. 난류운동에너지 수지방정식

의 각 항은 각각 난류 운동 에너지 변화율(I), 열적인 부

력에 의하여 생성 소멸하는 난류운동에너지(II), 지면 거

칠기 등 역학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직 난류 운

동에너지 생성( ), 그리고 평균류에 의하여 수송되는 난

류운동에너지( ), 기압의 국지적인 변동에 의하여 재분

배되는 난류운동에너지( ), 그리고 마찰 등에 의하여 더 

작은 난류로 소멸되는 난류운동에너지( )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중 일반적으로 난류의 생성은 열적인 

요인에 의하여 생성, 소멸되는 열적 부력항과 역학적인 

요인에 의하여 생성되는 기계적 난류 생성항이 주요하게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MYNN2.5 PBL scheme

은 연직방향의 난류 생성을 각각의 고도별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 스킴에 대한 검증은 이전에 수행된 연구를 통

하여 이루어졌다(Nakanishi 와 Niino, 2006). 

2.3 연구 사례일

본 연구는 풍력에너지 평가에 중요한 지상 부근 난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열적 요인과 운동학적 요

인의 난류가 혼재하여 발생하는 기상장을 대상일로 선정

하였다. 연구 대상일은 2011년 4월 5일로 설정하였으며, 

대상일의 00 UTC와 12 UTC의 지상 일기도를 Fig. 3에 

제시하였다. 연구 사례기간 이동성 고기압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길게 뻗어있으며, 3곳의 관측지점에서의 지상 

평균 풍속은 2.0ms-1로 관측되었으며, 운량 0.1 oct로 맑

은 날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평년에 비해 일

사량이 많으며 일조시간이 11.7 시간으로 부력에 의한 

지상 난류의 생성이 용이한 환경을 보였다. 또한 고기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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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urface weather maps at 09LST and 21LST on 5 Apr. 2011.

성 종관장은 해륙풍과 같은 국지적인 중규모 순환이 발

달하기에 용이한 환경을 제공한다. 따라서 연구 대상일

은 열적인 부력에 따른 난류 생성 및 소멸과 중규모 순환

에 따른 기계적 난류 생성이 동시에 발달할 수 있다. 

3. 결과

3.1 수치모의 검증

수치모의를 통한 연구는 결과에 대한 검증과정이 요

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3곳의 타워 관측 자료에서 측정한 

풍속 자료와 각 관측지에서 가장 근접한 기상대에서 측

정한 기온자료를 이용하여 수치모의를 통하여 제시된 결

과와 통계적인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Fig. 4는 각 연구대상지역의 기상대 관측값과 수치모

의 결과의 제시된 온도와 풍속의 시계열을 나타낸 것이

다. 먼저 기온의 경우, 3지점 모두 전형적인 일변화를 잘 

나타낸다. 그러나 포항과 군산의 경우 수치모형이 야간

에 대한 기온을 약간 과소모의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경

향성은 잘 모의하고 있다. 반면 풍속의 경우 전체적인 일

치도는 기온 모의에 비하여 떨어진다. 그러나 군산과 진

해 지역에서 나타나는 주간 풍속의 급격한 증가는 잘 모

의하고 있다. 이는 지표-대기의 상호 작용에 의하여 나타

나는 중규모 순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치모의 결

과가 이들 중규모 순환의 발달을 정확히 모의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수치모의 정확도를 정량적으로 판단하기 위하

여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적용된 통계지

수는 상관계수(R), IOA(Index of Agreement)와 RMSE 

(Root Mean Square Error)이다. 각각은 시계열의 전체

적인 일치 정도, 최대치의 이격, 그리고 예측치와 실측치

의 편차를 의미한다. 상관계수(R)과 IOA는 1에 가까울

수록, RMSE는 0에 가까울수록 예측이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2는 연구 대상일의 통계적 분석을 정리한 것이

다. 실제 관측한 자료와 비교할 때 기온의 상관계수(R)은 

3곳 모두 0.98로 매우 높은 값을 나타냈다. 또한 평균 

IOA와 RMSE가 0.98과 1.26 로 우수하게 모의되었음

을 확인하였다. 반면 풍속의 경우, 평균상관계수, IOA, 

RMSE가 각각 0.79, 0.80, 1.20 ms-1
로 기온에 비해 모

의 능력이 떨어지지만, 전체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 

수치모의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3.2 중규모 순환 특성

Fig. 5는 수치모의를 통하여 산출된 사례일인 2011년 

4월 5일 00 LST와 12 LST의 지표면 기온 및 수평 바람

장을 지역별로 나타낸 것이다. 먼저 야간(00 LST)의 경

우 내륙에서는 매우 복잡한 흐름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흐름은 3곳 모두에서 나타난다. 이는 야간 복사 냉각에 

의하여 형성된 기류가 지형을 타고 흐르는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해안선 부근에서는 육지와 바다의 지면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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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Pohang
(PH)

Gusan
(GS)

Jinhae
(JH)

Fig. 4. Temporal variation of observed and estimated a) air tempeture and b) wind speed  in Pohang(PH), Gunsan(GS), 
and Jinhae(JH). Shading indicate the observed values.

Temp. WS

R RMSE IOA R RMSE IOA

Pohang 0.98 1.45 0.97 0.69 0.71 0.81

Gunsan 0.98 1.55 0.98 0.81 1.61 0.81

Changwon 0.98 0.78 0.99 0.87 1.28 0.79

Table 2. Statistics of estimated surface temperature and wind speed for episode period



00LST 12LST

PH

GS

JH

Fig. 5. Horizontal distribution of surface temperature and wind vector in Pohang(PH), Gunsan(GS), 
and Jinhae(JH) at 00 LST and 15 LST 5 Apr. 2011.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연안지역의 난류에너지 특성 수치연구

36o30‘N

36o20‘N

36o10‘N

36oN

35o50‘N

35o40‘N

36o30‘N

36o20‘N

36o10‘N

36oN

35o50‘N

35o40‘N

36o10‘N

36oN

35o50‘N

35o40‘N

35o30‘N

36o10‘N

36oN

35o50‘N

35o40‘N

35o30‘N

35o20‘N

35o10‘N

35oN

34o50‘N

34o40‘N

34o30‘N

35o20‘N

35o10‘N

35oN

34o50‘N

34o40‘N

34o30‘N
128o15‘E        128o30‘E         128o45‘E         129oE          129o15‘E 128o15‘E        128o30‘E         128o45‘E         129oE          129o15‘E

126o15‘E        126o30‘E         126o45‘E         127oE126o15‘E        126o30‘E         126o45‘E         127oE

128o45‘E          129oE           129o15‘E         129o30‘E        129o45‘E 128o45‘E          129oE           129o15‘E         129o30‘E        129o45‘E



 유정우 이순환 이화운

에 의하여 형성되는 육풍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남해안

의 기온은 따뜻한 쓰시마 해류의 영향으로 다른 연안에 

비하여 해수면 기온이 2~8 정도 높게 나타나고 풍속 

또한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해수면 환경은 연안지역

의 중규모 순환장에 영향을 미친다. 

반면 주간의 경우, 복사에 의한 지표면 가열이 뚜렷하

게 나타난다. 이러한 지면 가열은 3곳의 내륙에서 비슷한 

값을 나타낸다. 그리고 남해안 지역에서는 뚜렷하지는 

않으나 동해와 서해에서는 뚜렷한 해풍이 나타난다. 남

해안지역은 다른 해역에 비하여 높은 해수면 온도를 유

지하고 있으며, 다른 해역에 비하여 먼 바다 쪽의 풍속이 

강하다. 따라서 남해안 연안 해양에서는 풍향의 변화가 

크지 않다. 이러한 바람 및 온도장 분포의 차이는 연안지

역의 난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3 난류에너지 분포

주간의 경우 지형에 의한 복잡한 기계적 난류와 지면 

가열에 의한 열적 난류가 혼재하고 있으며, 강도 역시 강

하기 때문에 지역적인 차이가 크지 않다. 즉 지면 가열에 

따른 연직 혼합에 따라 난류생성이 활발하다. 반면 야간

의 경우, 지면의 복사 냉각에 의하여 부력에 의한 난류 생

성이 억제되면서 난류의 강도가 감소한다. 이러한 야간

의 난류 특성을 자세히 분석하기 위하여 수평 및 연직 분

포를 살펴보았다. 

Fig.6은 야간인 00 LST의 지상 난류 에너지의 수평 

분포와 연직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연직단면은 관측 타

워가 통과하는 동서 및 남북 단면을 설정하였다. Fig. 6

의 (a) 수평장을 살펴보면, 지표면이 냉각되면서 연직 혼

합과 난류생성이 감소한다. 반면 지형에 의한 기계적 난

류가 생성 될 수 있으나 풍속 역시 야간에 약해지기 때문

에 기계적 난류값은 크지 않다. 

반면 남해안 지역의 난류에너지는 일부 내륙을 포함

하여 해상에서 최대 0.7 Wm-2으로 강하게 나타난다. 특

히 해양에서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들 분포는 Fig. 4에서 

나타난 해수면 온도 분포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특히 

거제도 지역의 동부 해안에 강한 난류가 나타난다. 이러

한 강한 난류는 Fig.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야간에 동

에서 서로 부는 강한 해양상의 바람이 지형과 부딪쳐서 

생성되는 기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포 특성은 연직단면분포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동해

와 서해지역의 경우 난류 형성이 매우 제한적인데 비하

여 남해지역의 경우 강한 연직 난류가 나타난다. 정량

적으로 동해지역에서는 0.3 Wm-2으로 적은 난류에너지

가 발생하며, 서해에서는 난류에너지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야간 난류의 형성은 해양의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 질 수 있으며, 수치 모의에서 해양 환경 자료의 정확

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3.4 난류에너지 발생 기여도

Fig. 7은 Fig. 5의 P1, P2, P3지점에 대한 연직 풍속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3개 지점은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고려해서 육상이 아닌 해안과 인접한 해상의 지점을 선

정하였다. 시어에 의한 기계적 난류 생성은 기본적으로 

상하층 풍속차이에 의해 생기기 때문에 상층과 하층, 특

히 풍력발전기와 블레이드 높이인 40~120 m 내에서 풍

속 변화를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야간(00 LST)에는 지역 별로 풍속의 연직분포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주간(12 LST) 풍속의 연직 분포

는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나 야간(00 LST)

의 경우 지역별로 차이가 크게 난다. 주간의 경우 태양 일

사에 의한 지표면 온도 상승 정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3 

곳의 중규모 순환강도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다. 반면 P3지점은 주간의 연직혼합이 사라지면서 야간

에 대한해협에서 진입하는 바람에 의하여 강한 풍속이 

나타난다. 고도에 따라 풍속이 증가하고 상하층의 풍속

차이가 크며, 100 m에서는 7.4 ms-1로 다른 지역에 비해 

5 ms-1 이상의 풍속이 강하게 나타난다. P2지점도 P3지

점과 마찬가지로 고도에 따라 풍속이 증가해 상하층 풍

속 차이가 크지만 100 m에서 P2지점은 2.2 ms-1로 풍속

이 매우 약하다. P1지점은 다른 지점과는 달리 지표에서

부터 풍속이 점차 약해져 100 m에서 1.1 ms-1로 매우 약

하며 40 m 이상의 고도에서는 풍속의 변화가 거의 없다. 

이러한 P1과 P2, P3지점의 야간 풍속 분포 차이는 야간

에 강화되기 시작하는 육풍 성분에 대한 지표면 마찰의 

차이와 해수면 온도에 따른 연직 운동량 플럭스의 차이

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풍속의 차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수치모델에서 산출되는 시어생성, 부력, 이류의 변수를 

분석하여 지역별로 난류에너지 발생 기여도를 살펴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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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Horizontal distribution of estimated TKE and (b)vertical cross-section of TKE along dashed line 
in Fig.6(a) at Pohang(PH), Gunsan(GS), and Jinhae(JH) in 00 LST 5 Ap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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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Vertical profile of horizontal wind speed at Pohang(P1), Gunsan(P2), and Jinhae(P3) at 00 LST and 12 LST 5 Ap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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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ntribution for TKE production at Pohang(P1), Gunsan(P2), and Jinhae(P3) at 00LST and 12LST. 

다. 일반적으로 야간에 지표면이 냉각되고 육풍이 불면

서 시어에 의한 기계적 난류 생성이 두드러진다. 

Fig. 8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P1지점은 야간에 시어가 블레이드 하층부에 해당하는 

지표면에서 60 m 까지 꾸준히 나타나며 20 m 에서 부력

이 나타나지만 그 외의 고도에서는 작게 나타나 영향이 

적다. 주간에는 연직이류 외에는 수치가 매우 낮아 그 뚜

렷한 변화를 알기 힘들다. P3지점은 다른 지점에 비해 야

간에 풍속이 강해 180 m 고도까지 지속적으로 시어가 

발생하며, 야간이지만 높은 해수면 온도의 영향으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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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지점과는 달리 부력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주간에

는 연직혼합으로 인해 연직이류가 크게 나타나며 육상이 

아닌 해상이기 때문에 그 양은 작지만 다른 지점과 달리 

부력이 높은 고도까지 꾸준하게 나타난다. P2지점은 다

른 지점과는 달리 주·야간 모두 수치가 너무 낮아 그 특성

을 살피기 힘들다. 그 이유로는 P2지점이 풍속이 약하고 

변화가 적어 시어에 의한 기계적 난류 생성이 적으며 해

수면 온도가 다른 해안에 비해 낮기 때문에 부력에 의한 

열적 난류 생성 또한 적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풍력자원지도 작성에 사용되는 수치모

델 WRF를 이용하여 풍력발전기의 안정성 및 풍력발전

량에 영향을 미치는 난류에너지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

였다. 보다 정확한 수치모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고해상

도 지형자료 및 토지이용도, 해수면 온도 자료를 사용하

여 주·야간 난류에너지의 분포와 이를 생성시키는 발생

원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기여도를 살펴보았다. 

종관장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국지적 순환이 잘 나타나

는 2011년 4월 5일을 사례일로 선정하여 수치실험을 실

시하였다. 수치실험을 통하여 산출된 기온과 풍속자료는 

직접 관측과 비교를 통하여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보하였

다. 관측 자료와 비교한 세 지점의 평균 기온의 IOA와 

RMSE는 0.98, 1.26 이며, 평균 풍속의 IOA와 RMSE

는 0.80, 1.20 ms-1이다.

주간 난류 발생은 부력에 의한 난류 생성이 강하게 나

타나며, 육지 지역의 기온 증가가 비슷하여 3지점 모두 

유사한 패턴을 나타낸다. 반면 야간의 경우, 남해안에서 

높은 해수면 온도로 인한 열적 난류와 강한 풍속 및 상하

층 간의 풍속차이로 인한 기계적 난류가 생성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특히 대한 해협을 통과하는 강한 바람과 

거제도 등 도서지역의 지형과 결합하여 생기는 강한 난

류 특성이 나타난다. 동해안은 풍속은 약하지만 상하층 

간의 풍속차이가 커 기계적 난류가 생성되었다. 서해안

은 해수면 온도가 가장 낮고 풍속의 변화도 작아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남해안 지역은 기계적 난류와 부력에 의한 열

적 난류가 다른 해역에 비하여 강하게 나타나고, 동해안 

지역은 기계적 난류가 지배적이며, 서해안 지역은 비교

적 난류 발생 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수치 실험을 통하여 한반도 연안 지역의 난

류 형성 및 분포 특성을 살펴보았으나, 분석기간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종관장의 변화에 따

른 풍향의 변동은 기계적인 난류 생성 성분을 변화 시킬 

수 있다. 또한 한 지점의 관측 및 분석 자료가 전체 해안 

지역을 대표하기 어렵다. 그러나 해안 지역의 중규모 순

환장의 발생과 각 난류 생성 성분의 관계를 제시하는 자

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 타워 관측 자료

와 비교를 통하여 수치실험의 정확도를 판단하였다는 점

에서 난류의 공간 분포의 정확도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연안지역의 공간적인 난류 분포 특성을 제시하였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관측 자료의 축적을 통하

여 장기적인 분포 및 변동 특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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