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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산업화와 도시화로 연료소비가 격하게 증가하고, 주요 도시들의 기오염이 심화됨에 따라 기질 리

를 해 기확산모델의 이용  개발과 련된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U.S. 

EPA가 제공하는 기확산모델의 활용범  확장을 목 으로 국내 기상자료를 미국 자료체계로의 변환기능과 모델 

입력용 기상자료의 생성이 가능한 “국내 기상자료 처리 로그램”을 개발하고, 사례연구에 용을 통해서 로

그램의 활용성을 평가하 다. 평가 결과, 국내 기상자료를 미국 자료체계로 정확하게 변환처리하고, 기질 모델링 

과정에서 오류의 발생 없이 측이 가능하여 향후 국내 기상자료 처리 도구로 높은 활용성을 나타내었다.

ABSTRACT

Recently, rapid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had increased the air pollution in major cities by increasing the fuel 

consumption. Air pollution models have been widely used for air quality management in many countries. Also, a lot of related 

studies have been conducted using air dispersion models. In this study, The meteorological preprocessing program was developed to 

convert the korea meteorological data to the U.S. meteorological data and to expand the usability of air dispersion models of U.S. 

EPA. In addition, the usability evaluation was carried out through a case study. In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of the program, this 

program was accurately convert the Korea meteorological data to the U.S. meteorological data, and the prediction was carried out 

without a error in air quality modeling. Therefore, the program showed a high utilization as meteorological data pre-processing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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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격한 산업화  도시화의 진행은 연료 사용

량 증가와 주요 도시에서 기오염을 심화시켜 장래

의 도시  산업단지 개발과 확장, 교통량 증가 등에 

한 정확한 측과 평가를 해서 기확산모델을 

이용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1-3].

기확산모델(air dispersion model)은 기  오

http://dx.doi.org/10.13067/JKIECS.2015.1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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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물질의 물리 -화학  변화와 확산 등을 모사하고, 

오염물질의 공간  분포를 계산하는 산 로그램으

로 배출원과 수용체 사이의 인과 계 규명, 기질 평

가, 장래 기질 측과 각종 정책수립의 도구로서 합

리  기질 리  향 감 등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을 해 활용된다. 

기상자료는 기질 모델링(modeling)에서 오염물질

의 이류-확산 모사와 측결과의 신뢰성에 가장 크게 

향을 미치는 요소로 정확한 자료의 입력이 필요하

다[4]. 그러나 U.S. EPA가 제공하는 기확산모델과 

기상 처리 로그램은 미국의 자료체계(DB format)

를 기 으로 설계·개발되어 국내 기상자료의 직  

입력과 활용이 불가능하여 자료의 변환처리에 시간과 

비용이 크게 낭비되고 있다. 따라서 기확산모델의 

활용성 확 와 정확한 모델링 결과의 확보를 해서

는 국내 기상자료를 미국 자료체계로 정확한 변환처

리와 모델 입력용 기상 데이터셋 구성에서 편리한 처

리방법이 요구된다[5-6].

본 연구에서는 기확산모델의 국내에서 활용성 강

화를 목 으로 국내 기상자료를 미국 자료체계로의 

변환기능과 모델 입력용 기상 데이터셋의 작성기능을 

갖는 “국내 기상자료 처리 로그램”을 개발하고, 

사례연구에 용을 통해 활용성을 평가하 다. 

Ⅱ. 연구방법  내용

2.1 기상자료

기상자료는 분석지역의 기상조건  오염특성의 

악과 향 측을 한 모델링 과정에서 요한 자료

이다. 따라서 기상청의 측자료나 장의 측자료를 

이용하며, 미국 해양 기 리처(NOAA :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에서 배포

되는 기상자료도 이용한다.

국내에서 리 사용되는 U.S. EPA의 기확산모델

로 입력되는 기상자료는 미국의 자료체계로 국내 기

상자료의 직  활용이 불가능하며, 이용 에 변환처

리 과정이 반드시 요구된다[7].

기확산모델에 입력되는 기상자료는 풍향, 풍속, 

기온, 강수량, 일사량, 상 습도 등의 지표기상자료와 

고도별 상층의 기압, 기온, 풍향, 풍속, 습도, 온  등

의 상층기상자료로 별된다.

2.2 국내 기상자료의 미국 자료체계로 변환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상자료 처리 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상청에서 매되는 지표  고층 기상자

료를 입력하면 U.S. EPA의 기확산모델이 요구하는 

형식의 기상자료가 생성되도록 하 다. 한, 미국 해

양 기 리처(NOAA)의 Web site와 연동시켜 측

지   기간 등을 설정하면, RAO형식의 고층 기상

자료가 생성되도록 하 다.

국내 지표  고층 기상자료의 미국 자료체계로 변

환처리 과정과 NOAA에서 제공되는 고층 기상자료의 

생성과정을 그림 1에 나타내었다.

그림 1. 기상자료의 형식 변환
Fig. 1 Format conversion of meteorological data

2.3 기확산모델 입력용 기상자료 생성

기질 모델링에 국내 기상자료의 활용을 해서는 

먼  미국 자료체계로 변환처리와 기확산모델 입력

용 기상 데이터셋의 생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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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국내 기상자료 처리 로그램 구성도
Fig. 4 Diagram of pre-processing program for meteorological data of Korea

그림 2. AERMOD의 기상자료 처리과정
Fig. 2 Processing of meteorological data in AERMOD

AERMOD 입력용 기상 데이터셋은 STAGE1N2와 

STAGE3로 구성된 AERMET을 이용하여 생성된다. 

STAGE1N2는 CD-144 형식의 지표기상 입력 일을 

SFEXOUT와 SFQAOUT으로, TD-6201  RAO 형

식의 고층기상 입력 일은 UAEXOUT와 UAQAOUT

으로, 생성된 SFQAOUT와 UAQAOUT을 입력 일

로 MERGE가 생성된다. STAGE3은 MERGE를 입력

일로 AERMOD 입력용 기상자료(AERMET. SFC, 

AERMET.PFL)를 생성한다. 

그림 3. CALMET의 기상자료 처리 과정
Fig. 3 Processing of meteorological data in CALMET

“국내 기상자료 처리 로그램”의 AERMOD 입

력용 기상 데이터셋의 생성과 자료처리의 과정을 그

림 2에 나타내었다.

CALPUFF 입력용 기상 데이터셋은 CALMET으로 

생성되며, 지표  고층기상 자료, 지형  지리 등과 

련된 자료의 입력이 필요하다. CALMET은 CAL-

PUFF에 포함된 기상모델로 기상자료를 입력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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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PUFF에 입력되는 형식의 입력용 기상 데이터셋

(Gridded Hourly Met File, CALMET Output File, 

TEST.*)이 생성된다[8]. 

“국내 기상자료 처리 로그램”과 CALMET의 

기상자료의 연계처리 과정을 그림 3에 나타내었다. 

2.4 로그램 구성

“국내 기상자료 처리 로그램”은 Microsoft의 

Visual Basic.NET을 개발언어로 경계조건의 설정과 

기상자료의 입력  변환, 기확산모델 입력용 기상

자료의 생성, 결과의 출력  장 등에 연계처리가 

가능하도록 구성하 다. 로그램의 주요 구성요소와 

자료처리의 흐름도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Ⅲ. 국내 기상자료 처리 로그램 
용평가

3.1 사례연구 지역의 설정

“국내 기상자료 처리 로그램”의 활용성을 평가

하기 하여 주시를 사례연구 지역으로 설정하고, 

AERMOD와 CALPUFF 모델을 이용하여 기질 모

델링을 수행하 다. 

사례연구 지역의 기질 모델링을 해 입력되는 

기본 자료로 주지역의 지형자료가 포함된 등고선도

와 3차원 도면을 그림 5에 나타내었다. 

3.2 기오염물질 배출원

사례연구 지역에서  배출원, 선 배출원, 면 배출

원들의 공간  분포를 그림 6에 나타내었다. 오염원의 

공간  치와 오염물질 배출량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서 제공되는 신뢰성이 검증된 기보 정책시스템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 : CAPSS)의 자료

들을 활용하 다[9]. 

CAPSS 자료를 기 로 , 면, 선 오염원의 SO2 

배출량을 산정하고, X, Y 방향에서 1km의 31×31개 

격자망에 배치하여 배출량 입력자료로 구성하 다. 

그림 5. 모델링 지역의 등고선도  3D 도면
Fig. 5 Contour map and 3D map of modeling area

그림 6. 모델링 지역에서 , 선, 면 오염원의 치
Fig. 6 Location of point, area, line source in modeling 

area

3.3 기상자료 처리

국내 기상자료를 기확산모델에 입력되는 형식으

로 처리는 “국내 기상자료 처리 로그램”을 이

용하 고, 기상자료는 주기상 의 지표 기상자료

(2012년)와 주기상 의 고층 기상자료(2012년)를 입

력하 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기상자료 처리 로

그램”의 기 메인화면을 그림 7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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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로그램의 메인화면
Fig. 7 Main screen of program

국내 지표 기상자료를 기확산모델의 기상 처리 

로그램(AERMET, CALMET)이 요구하는 자료형식

(CD-114)으로 변환과정과 그 결과를 그림 8에 나타

내었다. “국내 기상자료 처리 로그램”의 기상자료

변환 메뉴에서 CD-144 format을 선택하고, 경계조건 

설정창에서 조건을 입력한 후 자료생성 버튼을 르

면 자료체계의 변환과정이 시작된다.

그림 8. 지표 기상자료의 변환처리
Fig. 8 Format conversion of meteorological data of 

surface

국내의 고층 기상자료를 미국 자료체계(TD-6201)

로 변환과정과 그 결과를 그림 9에 나타내었다. “국내 

기상자료 처리 로그램”의 기상자료변환 메뉴에서 

TD-6201 format을 선택, 경계조건 설정창에 조건을 

입력한 후 자료생성 버튼을 르면 자료체계의 변환

과정이 시작된다.

그림 9. 고층 기상자료 변환처리 
Fig. 9 Format conversion of upper air meteorological 

data

CALPUFF는 기상 처리 로그램(CALMET)이 

포함되어 국내 기상자료를 미국 자료체계로 변환시켜 

입력하면 즉시 기질 모델링이 가능하다. 그러나 

AERMOD는 별도의 처리용 로그램(AERMET)으

로 기상자료를 입력하고, AERMOD에 입력되는 형식

의 기상 데이터셋을 생성하여야 모델링이 가능하다. 

“국내 기상자료 처리 로그램”에서 AERMOD 

입력용 기상 테이터셋의 생성을 해 로그램의 모

델자료처리 메뉴에 AERMET을 선택하고, 경계조건

을 입력하는 처리과정과 그 결과를 그림 10에 나타내

었다.

그림 10. AERMOD 입력용 기상자료 생성 
Fig. 10 Generation of meteorological data for 

AERMOD

RAO 형식의 고층 기상자료를 생성하기 하여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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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해양 기 리처(NOAA)의 Web과 연동되는 고

층기상자료(RAO format)의 생성과정을 그림 11에 나

타내었다.

그림 11. NOAA의 고층기상자료(RAO format) 생성
Fig. 11 Generation of meteorological data(RAO format) 

in NOAA

주와 주기상 의 지표  고층의 기상자료를 

“국내 기상자료 처리 로그램”에서 CALPUFF  

AERMOD에 입력되는 형식으로 기상자료를 변환하

고, 모델 입력용 기상 데이터셋을 생성하여 사례연구 

지역의 기질 모델링을 수행하 다.

그림 12. AERMOD의 아황산가스(SO2) 농도 측 
Fig. 12 Prediction of SO2 concentration in AERMOD

3.4 기질 모델링 결과

“국내 기상자료 처리 로그램”은 기확산모델

이 요구하는 입력자료 형식으로 국내 기상자료를 정

확하게 변환처리하여 측과정에 오류가 발생되지 않

고 기질 모델링이 수행되었다. 모델링 결과로써, 그

림 12에 AERMOD가 측한 아황산가스 등농도 곡

선, 그림 13에 CALPUFF에서 측한 아황산가스 등

농도 곡선을 나타내었다.

 

그림 13. CALPUFF의 아황산가스(SO2) 농도 측
Fig. 13 Prediction of SO2 concentration in CALPUFF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U.S. EPA가 제공하는 기확산모델

의 활용범  확 를 목 으로 국내 기상자료의 미국 

자료체계로 변환기능과 모델 입력용 기상 데이터셋 

작성이 가능한 “국내 기상자료 처리 로그램”을 

개발하 고, 사례연구에 용을 통해서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 다. 평가 결과, 국내 기상자료를 미국 자료체

계로 정확하게 변환·처리하고, 기질 모델링에서 오

류의 발생 없이 측이 가능하여 국내 기상자료 처

리 도구로써 높은 활용성을 나타내었다.

향후 국내 기상자료 형식의 변화에 극 응이 가

능한 구조로 입・출력 체계를 보완하고, DB 기능을 
추가시켜 기상자료의 통계처리  그래픽 구  등의 

기능을 제공하여 기 리  기상자료 분석 등에 다

양하게 활용되도록 “국내 기상자료 처리 로그램”

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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