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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별 UHF 원격 측을 이용한 혼합층 발달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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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GPS 라디오존데는 정  기상 센서와 GPS 성 네트워크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풍선이 터질 때까

지 상승하면서 종  규모의 연직 측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GPS 라디오존데는 정 한 온도, 습도  기

압 센서를 내장하고 있다. GPS 라디오존데를 사용하여 2016년 3월 9일 18시부터 2016년 3월 12일 06시까지 

서해의 세 섬에서 기경계층을 집 측하 고, 야간 안정층이 억제되고 오히려 야간 혼합층이 발달되는 사

례를 조사하 다. 야간 혼합층은 3월 9일에 지표 열 럭스에 의해 발달된 반면에 3월 10일 혼합층 높이가 가

장 높았던 21시에는 시어 생성이 가장 높았다. 난류운동에 지를 생산하는 수평 바람의 연직 층 림과 표면 

열 럭스가 야간에도 혼합층을 성장시키는 데 요한 역할을 하 다.

ABSTRACT

The GPS radiosonde is designed to conduct a full synoptic sounding to balloon burst using data generated from precision meteorological 

sensors and the GPS satellite network. The GPS radiosonde include proven, accurate temperature, humidity and capacitance aneroid pressure 

sensors. The atmospheric boundary layer was intensively observed in three islands of the west sea from 18 LST on March 9, 2016 to 06 LST on 

March 12, 2016. We investigated the restriction of nocturnal stable layer and rather the development of the mixed layer at night. On March 9, 

nocturnal mixed layer was developed by buoyancy heat flux. On the other hand, on March 10, the shear production was higher especially at 21 

LST when the mixed layer height was the highest during the intensive observation period. The wind shear and the surface heat flux which produce 

the turbulent kinetic energy played an important role to grow the mixed layer even at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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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기경계층은 지표와 자유 기 사이의 열, 운동량, 

수분 그리고 화학성분의 교환이 발생하는 기의 

역으로 혼합층이라고도 한다[1-2]. 혼합층의 발달은 

주로 열 럭스의 변화에 향을 받아서 야간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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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에 기경계층이 성장하지만[3], 기와 지표면의 

조건에 따라 야간에 혼합층이 발달하기도 한다. 이러

한 상은 육지와 해양의 경계인 해안 지역에서 자주 

나타나는데, 지표면 조건이 바 는 이 지역에서 바

람의 연직 층 림의 크기와 열 럭스의 크기와 등

해지기 때문이다[4].

입체 측이 필요한 기경계층의 연구는 주로 400 

MHz 역의 UHF를 사용하는 라디오존데라는 기 

측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된다. 기의 온도, 습도

를 측정하고 지상으로 송신할 수 있는 센서와 GPS를 

장착한 헬륨 풍선이 상승하면서 고도별 기의 정보

를 송신하면 지상의 수신 시스템에서 자료를 집록한

다. 고도에 따른 기 특성을 조사할 수 있는 무선 원

격탐사로 인해 야간에도 기경계층 발달의 측이 

용이해짐에 따라 상이한 지역과 다양한 지표면 조건

에서 분석된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경상북도의 8개 지

역에서 에어존데를 이용한 상층 측을 통해 야간 혼

합층 발달의 80%가 지표면 열 럭스의 향이었고, 

그 외에는 바람 연직 시어의 향임이 확인되었다[5]. 

Kim et al.[6]은 울릉도에서 측한 존데 자료와 

AWS 자료, 성사진, 동해에 설치된 부이자료를 이

용하여 일몰 후 구름의 유입으로 인한 지면으로의 장

복사가 복사냉각을 억제시키고 따뜻한 공기가 이류

되어 야간 경계층이 발달함을 보 다. Franchito et 

al.[7]은 야간의 해륙풍 약화로 인한 해안의 하강기류 

감소로 연직 혼합이 활발해지면서 야간 혼합층이 발

달함을 라디오존데로 측하 다. 한 해안가에서 풍

속 증가로 유도되는 기계  난류가 야간에 안정층을 

괴하며 혼합층을 발달시킨다는 분석 결과도 보고되

었다[8]. Zhu et al.[9]은 존데를 통해 야간 혼합층 

발달을 측하 고, 그 원인은 난류에 의한 수증기 수

송으로 형성된 구름의 장 복사와 시어발생 때문임을 

보 다. Lien et al.[10]은 도 근처 태평양에서 야간 

혼합층의 발달이 있을 때, 일반 인 경우보다 강한 바

람과 강한 난류가 존재함을 확인하 다.

본 연구에서는 서해의 해양 기경계층 발달 특징

을 조사하기 해 겨울철 서해 세 섬 지역에서 GPS 

라디오존데를 이용해 기경계층을 측하 다. 야간

에는 안정층이 주로 발달하지만 혼합층이 발달한 경

우, 그 원인을 구명하고자 난류운동에 지(Turbulent 

Kinetic Energy : TKE)의 생성 항인 부력 생성 항과 

시어 생성 항을 분석하 고, 각 생성항의 증가 원인을 

밝혔다. 한 겨울철 서해의 야간 혼합층이 발달하는 

난류운동에 지 생성 항의 임계값을 조사하 다. 

Ⅱ. 연구방법

2.1 측 지   자료

2.1.1 측 지

상층 측이 수행된 지 은 서해에 치한 세 섬(

부도, 강화도, 덕 도)의 해안 지역이다(그림 1). 부

도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부동에 속한 섬으로 면

 40.34 km², 해안선 길이는 61 km이다. 부도의 

측지 (37° 14′ 30.12″N, 126° 33′ 43.45″E)은 

서쪽의 해안가에 치하 고, 해발고도는 0 m이다. 

강화도는 경기만에 치한 섬으로, 면 은 302.6 ㎢이

다. 부도에서 북쪽으로 약 40 km 떨어져 있다. 강

화도의 측지 (37° 36′ 11.73″N, 126° 29′ 42.1

9″E)은 섬의 남쪽 해안가로부터 약 0.45 km에 치

하 고, 해발고도는 65 m이다. 덕 도는 인천 역시 

옹진군 덕 면에 속하는 섬이다. 부도에서 서쪽으로 

약 40 km 떨어져있다. 덕 도의 측지 (37° 13′ 

24.90″N, 126° 6′ 59.10″E)은 섬의 남서쪽 해안가

로부터 약 0.33 km에 치하 고, 해발고도는 15 m

이다.

그림 1. 측지 의 치도
Fig. 1 Observation sites of GPS radiosonde

2.1.2 상층 측 자료

기경계층 내 기상인자 자료 획득을 해 GPS 라

디오존데(Radiosonde) 상층 측을 2016년 3월 9일 

18시부터 2016년 3월 12일 06시까지 세 시간 간격으

로  세 지 에서 동시에 수행하 다. 부도와 강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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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총 21회, 덕 도에서 총 19회(2016년 3월 10일 

00시, 06시 결측)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부도에서 사용된 라디오존데 센서는 Vaisala 사

의 RS92-SGP(그림 2(a))로, 2010년 7-8월 수행된 라

디오존데 비교 평가에서 측의 정확도가 증명되었다

[11]. 강화도와 덕 도에서 사용된 라디오존데 센서는 

진양공업의 RSG-20(그림 2(b))로 국내에서 개발된 

센서이다. 두 라디오존데 센서의 정확도를 비교하 을 

때, 진양공업의 센서가 Vaisala 사의 센서보다 풍속은 

0.05m/s, 풍향은 3° 작았고, 온도, 습도, 기압의 정확

도는 동일하 다. 두 라디오존데 모델의 제원은 표 1

과 같다. 

그림 2. 라디오존데 센서 (a) RS92-SGP (Vaisala) (b) 
RSG-20(진양공업)

Fig. 2 GPS radiosonde sensors (a) RS92-SGP 
(Vaisala) (b) RSG-20(Jinyang)

Model RS92-SGP RSG-20A

Temperature
Range +6 ∼ -90℃ +60 - 90℃

Resolution 0.1℃ 0.1℃
Accuracy 0.5℃ 0.5℃

Relative 
Humidity

Range 0∼100% 1∼100%
Resolution 1% 1%
Accuracy 5% 5%

Wind Speed
Range 0.0 ∼ 200.0 m/s

Resolution 0.1 m/s
Accuracy 0.15 m/s 0.2 m/s

Wind 
direction

Range 0 ∼ 360°
Resolution 1°
Accuracy 2° 5°

Pressure
Range 1080.0 ∼ 3.0 

hPa 1050.0 ∼ 5.0 hPa

Resolution 0.1 hPa 0.1 hPa
Accuracy 1.0 hPa 1.0 hPa

표 1. GPS 라디오존데의 사양
Table 1. Characteristics of GPS radiosonde

2.1.3 국지 보 모델 

한반도 역의 험 기상 측에 최 화된 수치 모

델 LDAPS(: Local Data Assimilation and Prediction 

System)의 수평 공간 해상도는 1.5 km이며, 연직으로 

는 약 40 km까지 70층으로 구성된다. 지구 모델로

부터 경계장 자료를 제공 받아서 3시간 간격으로 하

루에 8회(00, 03, 06, 09, 12, 15, 18, 21 LST), 36시간

의 측 결과를 보한다[12]. 측 지  주변의 부력 

열 럭스를 생산하기 해서 LDAPS의 열 럭스와 

잠열 럭스의 단일면 1시간 간격 자료를 사용하 다.

2.2 난류운동에 지(Turbulent Kinetic Energy :   

    TKE)  

기 난류운동에 지는 운동량 럭스와 부력 럭

스에 의한 에 지 생성항과 기 난류의 규모 축소에 

의한 소산항으로 표 된다[13]. 







′′′′


′′




   

(1)

식 (1)의 I 항은 TKE의 국지 장항으로 TKE의 변

화율을 의미한다. II 항은 부력 생성으로 지표의 열

럭스 변화에 향을 받는다. 지표가 공기보다 온도가 

높을 때, 그에 상응하는 난류의 발생이 이루어지고, 

혼합층은 열  효과를 받게 된다. III 항은 기계  

는 시어(shear) 생성으로 바람의 연직 층 림 향을 

받는다. 지표부근에서는 바람 시어가 높으므로 시어 

생성 한 지표 부근에서 크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

이다. 지표 온도와 공기의 온도 차가 작아서 열 럭스

가 크지 않으면 바람의 연직 시어가 난류를 발생 시

키는 주요인이 된다. IV 항은 TKE의 성 소실 항으

로 TKE가 열로 환 되면서 운동에 지가 소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2.3 지균편차 방법

수평 바람의 연직 층 림에 의해 발생하는 식 (1)

의 III 항인 시어 생성 항을 산출하기 해서는 운동

량 럭스와 풍속의 연직 변화량이 필요하다. GPS 라

디오존데 측 자료로 풍속의 고도별 변화량을 계산

하고, 지균편차 방법(Geostrophic Departure Method :  

GDM)으로 운동량 럭스를 구할 수 있다. GDM은 혼

합층의 최  높이에서 풍속이 지균풍의 크기와 같다

고 가정하여 라디오존데, 이발(Pibal), 드 로 일

러 등 측 자료의 연직 분포를 이용해 혼합층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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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 운동량 럭스를 계산하는 방법이다[14]. Holt 

and Raman[15]은 Midshelf 선에서 발생한 해양 

기경계층의 운동량 럭스가 멕시코 만류 상의 운동량

럭스보다 작다는 것을 증명하여 GDM의 유용성을 

확인하 다.  

유체의 운동량 보존을 고려한 나비어-스토크스 방

정식을 이놀즈 평균하면, 식 (2)와 식 (3)으로 표

된다.


















∇

′


′′


′′


(2)

 















∇

′′


′


′′


(3)

수평 으로 등질하고 시간 으로 정상 상태인 기경

계층에 나타나는 평균 흐름은 식 (4)와 식 (5)로 근사

된다. 

  
′′  (4)

  
′′   (5)

높이 z에서부터 기경계층 꼭 기까지 높이에 따라 

분하면 운동량 럭스가 높이 z의 함수인 식 (6)과 

식 (7)로 표 된다. 

′′




   (6)

′′




    (7)

GDM의 용을 한 가정은 수평 으로 균일하고 

정체 인 기경계층 내에서 운동방정식의 성항이 

코리올리힘에 비해 무시될 수 있을 만큼 작아야 한다. 

지균풍을 산출하기 해 세 섬 사이의 거리 차와 기

압 차를 이용하 다. 부도의 지균풍 산출에 용된 

40 km의 거리는 Holt and Raman[15]가 사용한 25 

km와 85 km, Kim et al.[16]의 100 km보다 해상도가 

높아 지균풍 산출에 문제가 없다.

해양 기경계층이 륙 기경계층보다 바람의 수

평 경도가 크지 않아 수 십 km 내에서는 수평 으로 

균질하기 때문에 해양 기경계층에서는 난류 과정 

연구와 매개변수 개선이 상 으로 용이하다[17]. 이

는 동결난류가설에 따라 한 지 에서 측된 난류가 

수평 으로 균질한 지역에서는 모두 동일함을 의미하

며, 이를 이용하여 Lambert and Durand[18]는 25 ∼ 

30 km의 거리에서의 난류 럭스를 5 km의 장으로 

고주 수 필터링 시켜 럭스 평가에 한 총 오차를 

최소화시켰다. 

Ⅲ. 결과  토의

3.1 측환경

덕 도 인근 해역 부이에서 2016년 3월 6일 00시부

터 3월 17일 00시까지 측된 서해 해역의 기온 변화

에서 집 측 기간에 시베리아 고기압이 근하여 

한기 이류의 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그림 3). 한

반도 체 으로 서고동 의 기압 배치와 서풍 계열

의 바람이 나타났고, 부도에서 측된 바람은 북서

풍 는 서풍이 지배 이며, 측 기의 강한 풍속이 

차 약해졌다(그림 4). 집 측 기간 동안 측지 

주변의 기 상태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경

계층 분석을 해서 선형 계식을 용할 수 있었다.

그림 3. 덕 도 인근 해역의 부이에서 측된 
기온 변화

Fig. 3 Temperature variation observed by the 
buoy near Deokjeo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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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부도에서 측된 바람의 연직 로 일
Fig. 4 Vertical wind field observed by the GPS 

radiosonde at Daebudo

3.2 기경계층 발달

라디오존데 측 자료로 산출한 온  로 일은 

시간에 따른 기경계층 고도 변화를 보여 다(그림 

5). 주간에는 지표부터 기경계층 고도까지 온 가 

일정한 혼합층이 나타나고, 야간에는 지표에서 낮은 

온 가 고도에 따라 상승하는 기 안정층이 나타난

다. 하지만 야간임에도 지표에서 기경계층 고도까지 

온 가 일정한 부분이 부도에서 3월 9일 18시부터 

3월 10일 06시까지, 3월 10일 18시부터 3월 11일 06

시까지 측 되었다. 특히 10일 21시에는 혼합층 높이

와 온  모두 18시보다 증가하는 상이 나타났다. 강

화도와 덕 도에서 3월 9일과 10일 18시를 제외하고 

하층에 안정층이 발달하 다. 3월 11일∼12일 야간에 

온 가 낮보다 높았는데, 이는 연구기간 기에 시베

리아 고기압의 향으로 한랭 이류가 발생하다가 그 

향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일반 으로 야간에 형성되는 안정층과 달리 부도

에서 발달한 야간 혼합층의 원인 규명을 해 TKE 

항들  생성 항을 분석하 다. 부력 럭스는 야간 

혼합층이 발달하는 3월 9일 18시부터 3월 10일 06시

까지 차 증가하며 3월 10일 00시에 가장 높았다(그

림 6 와 가운데). 측기간  혼합층이 가장 높게 

발달하는 3월 10일 15시부터 21시에는 부력 럭스가 

낮았다. 이는 열 럭스의 발생원인인 기온과 해수면 

온도의 차이가 3월 9일 18시 ∼ 10일 06시보다 기 

때문임을 서해 해역에 치한 부이 자료를 통해 확인

하 다(그림 6 아래). 야간 혼합층이 발달하는 3월 9

일 ∼ 3월 10일 야간에는 부력효과가 혼합층 발달에 

기여하지만, 3월 10일 ∼ 3월 11일 야간에는 그 향

이 미비하 다. 

그림 5. 온  분포(  : 부도, 가운데 : 강화도, 
아래 : 덕 도)

Fig. 5 Potential temperature fields (upper : Daebudo, 
middle : Ganghwado, lower : Deokjeokdo)

그림 6. LDAPS 열 럭스( ), LDAPS 
잠열 럭스(가운데), 부이에서 측된 기온, 수온 

변동(아래)
Fig. 6 Sensible heat flux (upper), latent heat flux 
(middle) from the LDAPS and variation of air 

temperature and sea surface temperature (lower) from 
the bu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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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E 시어 생성 항을 분석하기 해 운동량 럭스 

산출에 사용되는 GDM의 용 가능 여부를 조사하

다. GDM에 사용되는 지균풍을 산출하기 해서는 기

압경도력과 향력이 평형을 유지한다는 가정이 성립

해야 한다. 운동방정식에서 향력이 성력보다 큰 

것을 측된 자료로 그림 7과 같이 확인하 다. 한 

GDM을 용할 수 있는 역인 에크만 층은 바람 성

분의 연직 분포로 알 수 있다. 그림 8과 같이 와 

의 연직 로 일을 통해 에크만 층의 발달 깊이

를 조사하 다. 는 지균풍속이고, 와 의 변

화가 없으면 지표 마찰의 향을 받지 않아서 , 가 

지균풍의 특징을 나타낸다. 따라서 와 가 일

정하지 않은 역이 에크만 층이 발달한 역으로 

GDM 용이 가능한 역이다. 3월 9일 21시의 

와 는 지표에서 약 1000 m까지는 변동을 보이고, 

그 이상의 고도에서는 일정한 값을 나타낸다. 3월 10

일 21시에는 지표에서 약 1800 m까지 변동을 보여 

GDM 용 고도가 9일 21시에 비해 높아졌다. 

그림 7. 성항과 코리올리 힘 비교(왼쪽: 성분, 
오른쪽: 성분, 빨강: 코리올리힘, 검정: 성항)
Fig. 7 Comparison between the inertial term 
(black) and Coriolis force term (red) of the 
u-component (left) and the v-component (right)

그림 8. 부도의 고도별 (검정)와 ( 랑). 
3월 9일 21시(왼쪽)와 3월 10일 21시(오른쪽)

Fig. 8   (black)와   (blue) with the height at 
Daebudo at 21 LST on 9th March (left) and at 21 

LST on 10th March (right)

기압경도력과 향력의 평형을 조사하여 GDM의 

용 타당성을 확인한 후, 세 섬의 지균풍속과 실제 

풍속을 GDM(식 (6), (7))에 용하여 운동량 럭스를 

산출하 다(그림 9). 동서 성분과 남북 성분의 운동량

럭스 최 치는 모두 500m 내에서 나타났고, 동서 

성분은 2016년 3월 11일 00시와 03시, 남북 성분은 

2016년 3월 10일 18시와 21시에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 크기는 Large and Pond[19]과 Holt and 

Raman[15]의 결과와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일반 으

로 기경계층에서 역학  난류가 강할 때 나타나는 

수치임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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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운동량 럭스의 연직 로 일( : 3월 9일 
18시 ∼ 3월 10일 06시, 가운데: 3월 10일 09시 ∼ 3월 
11일 06시, 아래: 3월11일 09시 ∼ 3월 12일 06시)
Fig. 9 Vertical profiles of the momentum flux

(upper : 18 LST on 9th March– 06 LST on 10th March, 
middle : 09 LST on 10th March – 06 LST on 11th 

March, lower : 09 LST on 11th March – 06 LST on 12th 

March)

역학 으로 생성되는 TKE를 식 (1)의 항 III과 같

이 운동량 럭스와 풍속의 연직 시어의 곱으로 산출

하 다. 연속되는 10개 고도를 평균한 연직 변화의 결

과가 그림 10과 그림 11이다. TKE의 시어 생성 항은 

3월 10일에 주간보다 야간에 크게 나타났고, 21시에 

최 를 보 다. 야간에 열 럭스는 기경계층 발달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을 고려하면, 야간에 바람의 연

직 시어에 의한 난류운동에 지가 안정층을 교란하고 

기경계층 발달에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20 - 21].

 

그림 12. 야간에 역학 으로 생성된 
난류운동에 지(  : 3월 9일 18시 ∼ 3월 10일 06시, 
가운데 : 3월 10일 18시 ∼ 3월 11일 06시, 아래 : 

3월 11일 18시 ∼ 3월 12일 06시)
Fig. 10 TKE produced dynamically at nighttime (upper : 
18 LST on 9th March – 06 LST on 10th March, middle 
: 18 LST on 10th March – 06 LST on 11th March, 
lower : 18 LST on 11th March – 06 LST on 12th 

M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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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주간에 역학 으로 생성된 
난류운동에 지( : 3월 10일 09시 ∼ 3월 10일 
15시, 아래:  3월 11일 09시 ∼ 3월 11일 15시)

Fig. 11 TKE produced dynamically at daytime (upper 
: 09 LST on 10th March – 15 LST on 10th March , 
lower : 09 LST on 11th March – 15 LST on 11th 

March)

이러한 바람의 연직 시어가 나타나는 이유는 고도

에 따른 ,   바람 성분 변화 때문이다. 그림 1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혼합층이 최 로 발달한 3월 10일 

21시에 지표 부근에서 고도에 따라 풍속이 격하게 

증가하여 강한 기계  난류와 기의 혼합이 발생하

다[22, 23].

야간 혼합층이 발달한 기간의 TKE 생성 항(부력 

항(항 II)과 시어 항(항 III)의 합)을 분석하여 서해의 

야간 혼합층 발달 임계값을 결정하 다(그림 13). 

TKE 생성항은 야간 혼합층이 발달한 기간에 0.0038 

  이상이고, 안정층이 발달한 기간에 0.0030 

  미만의 크기를 보 다. 야간 혼합층이 최 로 

발달했던 10일 21시에는 TKE 생성 항 한 최

다. 따라서 보충 측이 실시되면 서해에서 야간 혼합

층 발달에 필요한 역학  난류운동에 지의 임계값을 

결정할 수 있다. 

그림 12. 풍속 연직 로 일(왼쪽  : 9일 18시 
∼ 10일 06시, 오른쪽  : 3월 10일 09시 ∼ 3월 
11일 06시, 왼쪽 아래 : 3월 11일 09시 ∼ 3월 

12일 06시)
Fig. 12 Vertical profiles of the wind speed (upper : 
18 LST on 9th March – 06 LST on 10th March, 
middle : 09 LST on 10th March – 06 LST on 
11th March, lower : 09 LST on 11th March – 06 

LST on 12th March)

그림 13. 야간의 기경계층 고도와 난류운동에 지 
생성 항 비교 그래

Fig. 13 Atmospheric boundary layer height and 
turbulent kinetic energy production term at night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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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서해의 세 섬( 부도, 강화도, 덕 도)에서 2016년 

3월 9일 18시부터 2016년 3월 12일 06시까지 UHF 라

디오존데 측을 수행하 다. 부도에서 야간 기 

혼합층이 확인되어, 야간의 혼합층 발달 원인 구명을 

하여 TKE의 부력 생성과 시어 생성을 분석하 다. 

야간 혼합층이 발달한 3월 9일 ∼ 10일 일몰 후부터 

부력 열 럭스가 차 증가하여 10일 00시에 최

다(88.99). 해수면 온도와 기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으로 열 럭스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3월 

9일 ∼ 10일 야간에 TKE의 부력 생성이 증가하 다. 

 다른 혼합층 발달시기인 3월 10일 ∼ 11일 야간에

는 부력 생성은 낮았지만 시어 생성이 크게 나타났고, 

특히 혼합층이 최 로 발달한 3월 10일 21시에 시어 

생성이 최 다. 지표 근처의 바람이 강하고 연직으

로 풍속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TKE의 시어 생성이 

증가하 다. 3월 11일 ∼ 12일 야간에는 안정층이 형

성되었는데, 이는 부력·시어 생성 항이 혼합층의 발달

을 유도할 정도로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는 서해상에서 난류운동에 지의 생성 항이 

0.0038   보다 높으면 혼합층이 야간에도 발달하

지만 더 많은 측을 수행하고 실험 결과를 분석해

야 야간 혼합층 발달의 기  지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야간 기경계층 발달의 지수화가 이루어지면 

국지  돌발 강우나 강설뿐만 아니라 한기 돌출 는 

열 야 등의 생활에 민감한 기상 상을 측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감사의 

이 논문은 기상청 기상See-At기술개발사업(KMI

PA 2015-5030)의 지원에 의한 논문임

References

 [1] B. Medeiros, A. Hall, and B. Stevens, “What 

controls the depth of the PBL?,” American 

Meteorological Society, vol. 18, 2005, pp. 3157-3172.

 [2] X. Feng, B. Wu, and N. Yan, “A method for 

deriving the boundary layer mixing height from 

MODIS atmospheric profile data,” atmosphere, vol. 

6, 2015, pp. 1346-1361.

 [3] S. Crespi, B. Artinano, and H. Cabal, “Synoptic 

classification of the mixed layer height 

evolution,” J. of applied meteorology, vol. 34, 1995, 

pp. 1666-1677.

 [4] J. Roeloffzen, W. Vandenberg, and J. Oerlemans, 

“Frictional convergence at coastlines,” Tellus, vol. 

38A, 1986, pp. 397-411.

 [5] B. Kwon, K. Min, and D. Kim, “Development of 

the atmospheric mixed layer observed in 

Kyungpook province,” Korean meteorological 

society, vol. 37, no. 1, 2001, pp. 31-38.

 [6] H. Kim, I. Yoon, and B. Kwon, “A case study 

on the heat budget of the marine atmosphere 

boundary layer due to inflow of cloud on 

observation at Ulleungdo,” J. of Korean earth 

science society, vol. 25, no. 7, 2004, pp. 629-636.

 [7] S. Franchito, V. Rao, T. Oda, and J. Conforte, 

“An observational study of the evolution of the 

atmospheric boundary-layer over Cabo Frio,” 

Brazil, Ann. Geophys, vol. 25, 2007, pp. 1735-1744.

 [8] W. Echols and N. Wagner, “Surface roughness 

and internal boundary layer near a coastline,” J. 

of applied meteorology, vol. 11, 1972, pp. 658-662.

 [9] P. Zhu, B. Albrecht, and J. Gottschalck,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nocturnal 

boundary layer clouds over the Southern great 

plains,” American meteorological society, vol. 58, 

2001, pp. 1409-1426.

[10] R. Lien, E. D’Asaro, and M. McPhaden, “Internal 

waves and turbulence in the upper central 

equatorial Pacific : Lagrangian and Eulerian 

observations,” American meteorological society, vol. 

32, 2002, pp. 2619-2639.

[11] WMO, “Instruments and observing methods 

report No.107,” 2011, pp. 238.

[12]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2012, 

http://super.kma.go.kr/.

[13] R. Stull, “An Introduction to Boundary Layer 

Meteorology”. Kluwer Academic, 1988, pp. 666.



JKIECS, vol. 13, no. 01, 253-264, 2018

262

[14] S. Arya, “Introduction to micrometeorology,” 

Academic press, 2001, pp. 420.

[15] T. Holt and S. Raman, “Marine boundary-layer 

structure and circulation in the region of 

offshore redevelopment of cyclone during 

GALE,” American meteorological society, vol. 118, 

1990, pp. 392-410.

[16] Y. Kim, K. Kim, K. Ha, and H. Um, 

“Atmospheric dynamics essence,” Sigmapress,  

2003, pp. 282.

[17] P. Durand, F. Thoumieux, and D. Lambert, 

“Turbulent length-scales in the marine 

atmospheric mixed layer,” Q.J.R. Meteorol. Soc., 

vol. 126,  2000, pp. 1889-1912.

[18] D. Lambert and P. Durand, “The marine 

atmospheric boundary layer during 

SEMAPHORE. I : Mean vertical structure and 

non-axisymmetry of turbulence,” Q.J.R. Meteorol. 

Soc., vol. 125, 1999, pp. 495-512.

[19] W. Large and S. Pond, “Open ocean momentum 

flux measurements in moderate to strong winds,” 

J. of physical oceanography, vol. 11, 1981, pp. 

324-336.

[20] R. Wayland and S. Raman, “Mean and turbulent 

structure of a baroclinic marine boundary layer 

during the 28 January 1986 cold-air 

outbreak(GALE 86),” Boundary-Layer Meteorology, 

vol. 48, 1989, pp. 227-254.

[21] C. Moeng and P. Sullivan, “A comparison of 

shear- and buoyancy-driven planetary boundary 

layer flows,” American meteorological society, vol. 

51, no. 7, 1994, pp. 999-1022.

[22] M. Park, “Characteristics of heat flux and 

turbulent kinetic energy over the Yellow sea and 

the South sea,” Pukyong national university,  2002, 

pp. 59.

[23] L. Conangla, J. Cuxart, and M. Soler, 

“Characterisation of the nocturnal boundary layer 

at a site in northern Spain,” Boundary layer 

Meteorol, vol. 128, 2008, pp. 255-276.

자 소개

김상진(Sang-Jin Kim)

2014년 부경 학교 환경 기과학과 

졸업(이학사)

2017년 부경 학교 일반 학원 지

구환경시스템과학부 졸업(이학석사)

2017년∼ 재 부경 학교 일반 학원 지구환경시스

템과학부 환경 기과학 공 박사과정

※ 심분야 : 기과학, 미기상학

권병 (Byung-Hyuk Kwon)

1986년 연세 학교 천문기상학과 

졸업(이학사)

1994년 Joseph Fourier 학교 지구

유체역학 공(이학석사)

1997년 Paul Sabatier 학교 기과

학 공(이학박사)

2001년∼2002년 Alagoas 학교 교수

2002년∼ 재 부경 학교 환경 기과학과 교수

※ 심분야 : 기과학, 미기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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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부경 학교 환경 기과학과 

졸업(이학사)

2009년 부경 학교 일반 학원 환

경 기과학과 졸업(이학석사)

2015년∼2017년 부경 학교 지구과학연구소 임연

구원

2017년 부경 학교 일반 학원 지구환경시스템과학

부 환경 기과학 공(이학박사)

2017년∼ 재 기상청 기상 이더센터 연구원

※ 심분야 : 미기상학, 이더기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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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이학사)

2012년 부경 학교 일반 학원 지

구환경시스템과학부 환경 기과학 

공 졸업(이학석사)

2014년 부경 학교 일반 학원 지구환경시스템과학

부 환경 기과학 공 박사과정 수료

2014년∼ 재 부경 학교 지구과학연구소 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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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환경시스템과학부 환경 기과학 

공 졸업(이학석사)

2015년 부경 학교 일반 학원 지구환경시스템과학

부 환경 기과학 공 박사과정 수료

2016년∼ 재 부경 학교 지구과학연구소 임연구원

※ 심분야 : 기과학, 미기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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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부경 학교 환경 기과학과 

졸업(이학사)

2017년∼ 재 부경 학교 일반 학

원 지구환경시스템과학부 환경

기과학 공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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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부경 학교 학원 해양학

과 졸업(공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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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2013년 부경 학교 공간정보연구소  소장

2013년 (사)한국클라우드센터럴 크 이사

2014년 한국 자통신학회 부회장

2015년 공간정보 Big Data 센터장

2015년 행정공간정보화연구소 소장

2016년 (사)한국생태공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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