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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규모 기상모형을 이용하여 기상장에서의 지형  특성의 효과가 연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

형의 경사를 고려한 조도각을 이용하여 지표면의 지형 특성이 직달 복사량에 미치는 효과를 계산

하고, 이것이 규모 기상장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기상 조건에 따른 직달 복사량

의 변화를 고려하기 해, 고기압의 향을 받은 날과 기압의 향을 받은 흐린 날을 선택하여 

두 사례에 한 실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직달 복사량의 보정에 한 두 사례의 실험 결과, 지형 경사가 한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에서 직

달 복사량의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 이러한 결과의 시계열 분석을 살펴보면, 산맥의 동쪽 

사면에서의 직달 복사량이 오후보다 오 에 약 10-60W/㎡ 더 크게 나타나는 반면, 서쪽 사면에서

는 그 반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맑은 날의 경우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같은 방법으로 지표면 온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맑은 날의 경우 지표면 온도는  시간에 걸

쳐 양 사면에서 더 높게 나와 측 값에 더욱 근 한 값을 보 다. 흐리고 비가 왔던 날의 경우, 

지표면 온도는 오 에는 동쪽 사면에서 더 높은 값을 보 고 오후에는 더 낮은 온도를 보 다. 반

면, 서쪽 사면에서의 지표면 온도는  시간에 걸쳐 높은 값을 나타냈다. 이 두 사례의 경우, 지표

면의 경사를 고려한 경우의 지표면 온도가 수평 지표면을 고려했을 때보다 개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바람장을 살펴보면,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주 에서 강한 바람이 모사되는데, 이러한 결과

는 지형의 기울기를 고려해 으로써 수평면을 고려했을 때 보다 온도 경도가 증가되고, 이에 따

라 기압 경도력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주요어 : 중규모 기상모형, 조도각, 지형 경사, 직달 복사량, 기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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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the surface topographical characteristics on the meteorological 

fields are examined in a mesoscale meteorlolgical model. We calculated the direct solar 

radiation using the illumination angle considering the inclination of topography and tried to find 

out its effect on meteorological fields. In above experiments, we selected two cases for the 

clear day and the cloudy day to show the effect of weather and represented the results for 

two cases. 

In the correction of the direct solar radiation, the results of two cases indicate that there 

are obvious differences on the steep Taeback and Soback mountains. And on the time-series 

analysis the east-facing slope of these mountains receives the more direct solar radiation about 

10-60W/㎡ in the morning hours but lesser in the afternoon hours than the horizontal surface 

while it is opposite on the west-facing slope. And the results mentioned above are more 

obvious at clear day. 

With the same analysis method, at clear day, the surface skin temperature is higher at all 

hours than that on horizontal surface on the both of slope. At cloudy and rainy day, the 

surface skin temperature on the east-facing slope is higher in the morning hours but lower in 

the afternoon hours than that on horizontal surface. But on the west-facing slope, it is higher 

at all hours than that on horizontal surface. In the two cases, the temperature considering the 

slope of surface is almost higher than that on the horizontal surface. The wind is stronger 

than that on the horizontal surface with increasing pressure gradient force according as 

increasing temperature gradient around the Taeback and the Soback mountains. 

KEYWORDS : Mesoscale Meteorological Model, Illumination Angle, Inclination of Topography 
Direct Solar Radiation, Meteorological Fields

서  론
지형, 식생, 토지 사용 형태, 해상 상태와 같

은 지표면 특성은 국지  기 순환과 지역 

강수 상에 큰 향을 미친다. 한 삼면으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지리  치와 높고 낮

은 많은 산지로 구성된 복잡한 지형은 국지  

종 규모 요란과 규모 류 상을 빈번히 

발생시킨다. 특히 태백산맥과 소백산맥과 같은 

높은 해발 고도는 산맥의 동서사면을 경계로 

상이한 날씨유형을 발생시키며 악기상을 래

한다. 따라서 지역 인 기상장을 고려하기 

해서는 지형에 의한 외 인 강제력의 향을 

알아 볼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합성

과 증발산의 요 과정을 지배하고 기후  

수질 모형의 필수 변수인 복사가 규모 기상 

모형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박순웅과 

윤일희(1987)는 태양복사에 지를 계산할 수 

있는 Atwater와 Brown(1974)의 모델을 이용

하여 남한의 지형을 고려한 경사면상에서의 

태양복사에 지의 일변화  계 변화를 살펴

보았으며, Kang 등(2002)은 복사 모형을 이용

하여 지형을 고려한 복사량의 시·공간  패턴

과 기온에 해 연구한 바 있다. 한 원격 탐

사 자료를 이용하여 복잡한 지형에서의 지표 

복사량을 산출하는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Duguay, 1992; Dubayah, 1992; Gratton et 

al., 1993; Wang 등,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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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estrial data Data type description

topo_30s Topography on a 30 sec lat/lon grid

landuse_30s
USGS 24-category landuse data on 
a 30 sec grid

soiltype_top_30s
WMO/FAO 16-category soil type on 
a 30 sec grid for the top(0～30cm) layer

soiltype_bot_30s
WMO/FAO 16-category soil type on 
a 30 sec grid for the bottom(30～90cm) layer

greenfrac Annual min/max green fraction 

deep soiltemp_1deg
Annual mean deep-layer temperature 
on a 1 deg grid

TABLE 1. Geographical global surface data sets in WRF model

지표에 지수지는 태양 선과 수직으로 놓

여진 지표면에서 태양복사의 양으로 결정되어

진다. 그러나 실제 지표면은 많은 경우에 수평

이지 않으며, 태양복사의 강도는 지표면의 

방향과 경사에 의해 변화하게 된다. 한, 시

간에 따라 태양 고도가 변화함으로써 지형에 

의한 그림자 효과 한 시간 변화를 가지게 

되며, 이는 지표면 온도에 직 인 변화를 가

져온다. 부분의 일반 기상 모형에서는 태양 

복사의 직달 복사량에 하여 기울기를 가지

는 지형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실제 태양 복사량의 국지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태양으로부터의 

직달복사량을 지표면의 경사에 해 보정한 

입사각(Kondratyev, 1969)을 이용하여 경사를 

고려한 지표면의 직달복사량이 기상장에 미치

는 향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지형  지표 특

성이 고려되어 모사된 지역  온도 분포는 지

표 부근의 지형에 의한 지역 순환을 형성할 

수 있고, 실제 자연에서의 지역 순환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 기 하 다. 

본 연구에서는 구름과 같은 기상 상태에 의

한 복사량의 변화를 고려하기 해 반 으

로 맑은 날과 온 성 기압의 향을 받았던 

두 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규모 기상모형 실

험을 실시하 으며, 지형의 경사를 고려함으로

써 발생하는 직달복사량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것이 기상장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2

장과 3장에서는 사용된 모형과 실험 설계, 그

리고 선택된 사례에 해 소개하 으며, 4장에

서는 실험 결과와 분석을 제시하 다. 마지막

으로 5장에서 결론  요약을 제시하 다.

모형 및 실험 설계
1. 모형
본 연구에 사용된 수치 모형은 UCAR/NCAR 

(University Corporation for Atmospheric Research 

/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

에서 개발된 WRF(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1.3 버  모형이다. 완  압축성 

비정수계 모형으로 수평 격자는 Arakawa-C 

격자 체계를 사용하며, 연직 격자로는 Eulerian 

질량 좌표계를 사용한다. 한 3차 Runge-Kutta 

split-explicit 시간 분을 사용하며, 이류에 

한 유한 차분법은 6차 심 차분법을 도입한다. 

한 럭스 형태의 진단 방정식을 사용하여 

질량, 운동량, 엔트로피, 스칼라량을 보존한다. 

모형의 분 역은 한반도 36.5°N, 127.5°E 

를 심으로 수평 으로 약 4 km의 격자 간

격을 가진다. 연직으로 31개의 층수로 구성되며, 

분 시간 간격은 24 이다. 사용된 기와 측

면 자료로 1° 간격의 GFS(global forecast 

system) 자료를 사용하 고, 도메인의 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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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Descriptions or References

Microphysics NCEP 5-class scheme(Hong et al., 1998)

Cumulus parameterization
Eta Kain-Fritsch with shallow convection
(Kain and Fritsch, 1990; Kain and Fritsch, 1993)

boundary layer
parameterization physics

WRF PBL(Hong and Pan, 1996)

Surface layer physics Monin-Obukhov(Paulson, 1970; Hicks, 1970; Webb, 1970)

Long wave radiation Rapid RTM(Mlawer et al., 1997)

Short wave radiation Dudhia, 1989

Land-surface physics OSU/MM5(Chen and Dudhia, 2000)

TABLE 2. Physical schemes in WRF model

자료, 즉 지표 자료는 표 1과 같다. 기상 조건

에 따른 효과를 보기 해 맑은 날과 온 성 

기압이 통과한 두 사례를 선정하여, 각각 24

시간 분하 다. 사용된 복사 물리과정은 장  

복사에 해서 RRTM(rapid radiative transfer 

model)을, 단  복사에 해서는 Dudhia(1989) 

방안을 사용하 다. 구름 물리 과정은 Simple 

ice(Dudhia, 1989), 그리고 운 모수화 과정은 

new Kain-Fritsch scheme을 사용하 다. 행성 

경계층(PBL, Planetary boundary layer) 모수화 

방안으로는 MRF PBL scheme을 사용하 으며, 

지표면 모수화 과정은 Chen and Dudhia(2001)

을 사용하 다(표 2).

2. 실험 설계
지표면의 경사를 고려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직달 복사량의 계산이 기상장에 미치는 향

을 살펴보았다. 지형의 경사를 고려한 입사각

인 조도각(Illumination angle, )을 사용한 모

형실험을 MOD_RA라 두었으며 경사를 고려

하지 않고 수평 지표면을 가정한 입사각인 천

정각()을 사용한 모형실험을 CTL_RA라 명명

하 다. 이에 한 보정 계식은 다음과 같다. 

태양 복사의 직달 복사량( )는 아래 식과 

같이 지표에 직교하는 직달 일사량()과 태

양 입사각( )의 곱으로 계산된다.

      (1)

              (2)

        (3)

여기서 는 수평 지표면을 가정한 입사각인 

천정각이며, 는 지표면 경사를 고려한 입사

각인 조도각을 나타낸다. 조도각은 식 (3)과 

같이 지형의 경사각()과 방 각(), 그리고 

태양의 천정각()과 방 각( )으로 계산된다

(그림 1).

지형의 경사각( )과 방 각(), 그리고 태양

의 방 각( )은 다음 식과 같다(Kondratyev, 

1969). 는 도, 는 , h는 시간각이며, 

와 는 각각  ≤  ≤ 와  ≤  ≤   

의 범 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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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synoptic charts over North East Asia (a)00UTC 8 April, (b)12UTC 8 April, and (c) 
00UTC 9 April 2004

FIGURE 1. Geometry defining the position 
of the sun related to a sloped 
surface (from Sellers, 1965)

3. 사례분석
기상 상태에 따른 태양 복사량의 차이를 고

려하고자 두 가지 사례를 선정하여 수치 실험

을 실행하 다. 그림 2는 사례 1의 일기도로 

2004년 4월 8일 0000 UTC 에서 4월 9일 0000 

UTC 의 지상 일기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 기

간에는 고기압의 향을 받아 국이 반

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다.

그림 3은 사례 2의 일기도로 2003년 4월 7

일 0000 UTC 에서 4월 8일 0000 UTC 의 

지상 일기도를 나타낸 것이다. 한반도는 

국 륙에 범 하게 걸쳐있는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에서 발생된 기압의 

향을 받으며, 알류산 열도 부근의 기압

의 지로 이동이 느리고 고기압 사이의 통

로로 지속 인 남서 기류의 유입으로 

도 기압이 발달하 다. 그림으로 제시하진 

않았지만 이더 상을 살펴본 결과, 비 구

름 가 남동진하면서 남서해안에서부터 에

코가 발생하여 7일 밤 9시에는 부지방과 

남부지방으로 이동하 으며, 이후로는 부

지방에 특히 강한 에코가 나타났다. 7일 17

시에는 강수밴드가 약하게 충청도에 걸쳐있

고 남서해안은 시간당 최  5㎜정도의 비가 

발생하 으며, 20시와 21시에는 지리산 부근

에 4㎜이상의 다소 강한 강수 상이 나타나

고 21시 이후에는 거의 한반도 역에 비가 

발생하 다. 특히 8일 새벽 1시까지 충청도 

 경북지방과 남해안에서 시간당 최  5㎜

이상의 강한 비가 내렸으며, 새벽 1시에서 

새벽 5시에는 충청도와 경북에 주로 5㎜정

도의 강수 상을 보이다가 그 시간 이후로

는 소백산맥 서쪽의 서해안에서 3㎜미만의 

강수 상이 나타났다.

결과 분석 및 토의 
1. 사례 1
1. 1 수평적인 직달복사량 차이, 지표면온도 

바람 비교
그림 4는 2004년 4월 8일 10시에서 18시까지

의 MOD_RA과 CTR_RA의 직달복사량의 차



Effect of Direct Solar Radiation with Sloped Topography in a Mesoscale Meteorological Model
―――――――――――――――――――――――――――――――――――――――――――――――――――――――――――――――――
50

FIGURE 3. Same as Fig. 2 except for (a)00UTC 7 April, (b)12UTC 7 April and (c)00UTC 8 April 2003

이를 1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지표면 

기울기를 고려함으로써 발생하는 태양 직달 

복사량의 차이는 시간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데, 10시부터 12시까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의 

동쪽 사면에 약 10～40W/㎡의 양의 편차가 

나타나며 서쪽 사면에서는 약 10～30W/㎡의 

음의 편차가 나타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태

백산맥 서쪽 사면에서의 음의 편차가 차 감

소하며 산맥의 방향에 따라 다소 복잡한 양상

을 보인다. 오후 2시에서 3시까지 차 직달복

사량의 편차가 커지고 있으나 산맥을 심으

로 동서사면에서의 뚜렷한 경향은 없고 산맥

의 방향에 따라 복잡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반면 오후 4시에서 오후 5시는 10시부터 12시

와는 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직달복사

량의 차이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의 동쪽 사

면에서는 약 10～60W/㎡의 음의 편차가 나타

나며 서쪽 사면에서 약 10～60W/㎡의 양의 

편차가 나타난다. 오후 6시에는 오후 4시～오

후 5시와 마찬가지로 산맥의 동서사면에서 같

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직달복사량의 차이

는 차 감소한다. 이는 태양 고도의 일변화에 

따라 지표면 경사로 인한 그림자 효과가 잘 

모사됨을 의미하는데, 산맥의 동쪽 사면에서는 

수평면상에서 받는 태양의 직달복사량보다 오

에 더 많으며, 오후에는 더 은 반면 서쪽

사면에서는 반 의 결과가 나타난다(박순웅, 

윤일희, 1987). 이러한 결과는 측된 일사량에

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림 5는 해당 사례일

에 측된 총 22개의 측 지  , 태백산맥

의 동쪽 사면에 치한 강릉(128.89E, 37.75N)

과 서쪽 사면에 치한 춘천(127.73E, 37.89N)

에서의 일사량 일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오후 

3시를 기 으로 이 에는 서쪽 사면에서의 일

사량이 많으며, 오후 4시부터 서쪽 사면의 일

사량이 많아짐을 볼 수 있다.

직달복사량의 차이가 기상장에 미치는 향

을 살펴보기 해 지표면 온도와 바람장의 분

포를 살펴보았다. 그림 6은 우리나라에서 측

되고 종  측 데이터  74개의 자동기상

측기(AWS) 지 의 지표면 온도의 수평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사례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1시간 간격의 그림을 보인 것이다. 지표면 온

도의 시간 변화를 살펴보면, 8일 15시에는 태

백산맥 우리와 경기도, 경남서부남해안의 온

도가 낮게 나타나는데 태백산맥의 주변은 약 

14～20℃ 정도로 낮고, 경기도와 경남서부남해

안은 약 18～22℃, 그리고 소백산맥과 서해안, 

동해안에서는 약 30～34℃의 높은 지표면 온

도가 나타남을 볼 수 있다. 21시에는 태백산맥

의 오른쪽 사면에 치한 동해, 강릉 등 주변

과 남동해안에서의 온도가 12～16℃의 분포로 

높게 나타나고, 태백산맥 우리와 서해안에서

는 -2～4℃의 분포로 낮게 나타난다. 9일 03시

는 8일 21시와 비슷한 온도분포를 보이고 있

다. 태백산맥의 오른쪽 사면에 치한 동해, 

강릉 등 주변과 남동해안에서 온도가 10～1

6℃의 분포로 높게 나타나고, 태백산맥 주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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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he temporal-horizontal variations of excess and deficient short-wave radiations() 
on the sloping terrains over South Korea from the receipt of it on the horizontal surface 
at 10LST～18LST 8 April 2004. The solid lines represent the topography(200m-intervals) 
of South Korea.

서해안에서는 0～-2℃의 분포로 낮게 나타난

다. 9일 09시에는 태백산맥의 오른쪽 사면에 

치한 동해, 강릉 등 주변과 남동해안과 남서

해안에서 온도가 20～26℃로 높게 나타나고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우리에서 4～10℃로 

낮은 온도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림 7은 그림 6 에서와 같은 시간 에 

MOD_RA의 지표면 온도를 나타낸 그림으로 

8일 15시에는 태백산맥 우리의 온도가 낮게 

나타나는 패턴은 비슷하나, 지표면 온도가 약 

10～16℃로 측된 값과 비교하여 약 4℃ 정

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소백산맥과 동해안의 

높은 온도 분포를 모사하지 못하며 서해안의 

온도도 18～20℃로 측 값과 약 10℃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8일 21시에는 동해안과 

남해안에서 6～8℃의 분포를 보이고 있고 태

백산맥과 소백산맥에서는 -4～0℃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강릉 주변과 포항 주변의 높은 

온도분포 값과 산맥주변의 낮은 온도분포 값

은 낮게 모사하지만 패턴은 유사하다. 9일 03

시에는 8일 21시와 유사하게 동해안과 남해안

에서 6～8℃의 분포를 보이고 있고 태백산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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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he diurnal variations of shortwave 
radiation on east-facing(solid line) 
and west-facing(dashed line) slope 
on 07LST 8 to 19LST 8 April 2004 
from the synoptic data in KMA.

FIGURE 6. The horizontal distribution of the observed surface skin temperature on Observatory (73 
points) over South Korea at (a)15LST 8 April, (b) 21LST 8 April, (c) 03LST 9 April and 
(d) 09LST 9 April 2004

과 소백산맥에서는 -2～0℃의 분포를 나타내

며, 역시 패턴은 측 값과 유사하나 온도는 

낮게 모사한다. 9일 09시에는 주로 해안에서 

14～16℃의 분포를 보이고 태백산맥과 소백산

맥에서는 6～10℃를 나타내고 있다. 산맥주변

에서는 비슷한 온도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나 

해안에서는 약 10℃정도 낮은 온도를 보이고 

있다. 

그림으로 제시하진 않았지만, 2004년 4월 8

일 10시에서 18시까지 464개의 AWS 지 에

서 측된 바람장을 비교해 보면, 10시에서 12

시에 해안에서는 8～10m/s의 바람이 불고 있

고 내륙에서는 바람이 3m/s 정도로 잔잔하게 

불고 있다. 오후 1시부터는 태백산맥 주 로 

서풍계열의 바람이 5～8m/s로 차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내륙에서는 3～5m/s의 바람

이 불고 있다. 오후 2시와 3시에는 반 으로 

바람이 강해졌으며 특히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주 로 바람이 8～10m/s로 강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내륙에서는 3～5m/s의 바람분

포를 보이고 있다. 오후 4시에는 강릉주변에서 

15m/s의 바람을 포함하여 태백산맥 주 로 

8～10m/s의 바람이 불고 있다. 소백산맥 주

에는 8～10m/s의 바람이 나타나고 있다. 그 

외 내륙에서는 역시 3～5m/s의 바람이 불고 

있다. 오후 5시와 6시에는 태백산맥과 소백산

맥주 로 8～10m/s의 바람이 불고 있으며, 그 

외 내륙에서는 3～5m/s의 바람이 불고 있다. 

두 실험 결과를 비교해보면, MOD _RA의 바

람이 CTR_RA의 바람보다 강하고, 측된 값

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오후에 

바람이 강한 시간 에서 측 값과 매우 유사

함을 보인다. 이 시간 에 태백산맥과 소백산

맥에서 MOD_RA에서의 온도경도가 더 커짐

에 따라 기압경도력이 강해지고 이 향으로 

MOD_RA의 바람이 CTR_RA에서의 바람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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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Same as Fig. 6 except for the simulated surface skin temperature for MOD_RA case

FIGURE 8. The locations of the selected 
cross section to show the diurnal 
variation of shortwave radiation on 
east-facing and west-facing slope

1. 2 동서사면에서 직달복사량과 지표면온도
의 시계열

수평 인 직달복사량의 차이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의 동서사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남에 

가장 크게 나타남에 따라 그림 8과 같이 산맥

의 동서사면에 치한 지 을 선택하여 동서

사면에서의 직달복사량의 차이와 지표면온도

의 시간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 다. A는 속

와 철원을 연결하고, B는 강릉과 홍천, C는 울

진과 화, D는 거창과 장수, E는 산청과 남

원을 연결한다.

그림 9에서 검은 선은 동쪽 사면의 속 , 강

릉, 울진, 거창, 산청에서의 직달복사량이고 회

색 선은 서쪽 사면의 철원, 홍천, 화, 장수, 

남원에서의 직달복사량이다. 그리고 직선은 

MOD_RA의 직달복사량을 나타내고 선은 

CTR_RA의 직달복사량을 나타낸다. 동쪽 사

면을 나타내는 검은 선을 보게 되면 지형경사

를 고려한 MOD_RA의 직달복사량이 략 오

후 3시까지는 태백산맥의 속 , 강릉, 울진에

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 이후로는 

CTR_RA의 직달복사량이 더 크게 나타남으로

써 지형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거창과 

장수 그리고 산청과 남원이 해당되는 소백산

맥의 동쪽 사면에서는 지형효과에 의한 직달

복사량의 차이를 크게 나타내지는 못하나 

MOD_RA의 값이 오 에 조  더 큰 경향을 

보이고 오후에 조  더 작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서쪽 사면을 나타내는 회색 선을 보게 

되면 동쪽 사면에서의 두 실험의 차이보다 훨

씬 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차이를 뚜렷이 

볼 수는 없지만 화지 을 보게 되면 동쪽 

사면에서와는 반 로 오후 1시 이후로는 

MOD_RA값이 CTR_ RA값보다 더 큰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10은 앞의 설명을 요약한 그림으로 

2004년 4월 8일 09시에서 18시까지의 직달복

사량과 지표 온도의 차이를 시계열로 나타낸 

것이다. (a)는 동쪽 사면에서의 MOD_RA의 

직달복사량과 CTR_RA의 직달복사량과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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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The diurnal variations of the 
shortwave radiation difference 
and surface skin temperature 
between MOD_RA and CTR_RA 
at east-facing(a, c), and west- 
facing slope(b, d) at A to E lines 
in Fig. 8 on 8 April 2004.

FIGURE 9. The diurnal variations of incident 
shortwave radiation on east and 
west-facing slope on 00UTC 8 to 
00UTC 9 April 2004. The solid 
and dashed lines denote 
MOD_RA and CTR_RA, and the 
black and gray lines represent 
the value for east-facing and 
west-facing slope, respectively

이를 나타낸 그림이며, (b)는 서쪽 사면에서의 

직달복사량 차이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a)그림에서는 소백산맥에 치한 거창

과 산청은 오후 1시까지 MOD_RA의 직달복

사량이 더 크고 그 이후로는 은 값을 보이

고 있다. 반면, 태백산맥의 동쪽사면에서는 약 

오후 3시까지도 MOD_RA의 직달복사량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백

산맥에 비해 태백산맥의 동쪽 사면에서 직달

복사량의 차이가 더 크다. 반면 동쪽 사면에 

비해 서쪽 사면에서는 두 실험값의 경향이 뚜

렷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철원지 을 제

외하고 오 에는 MOD_RA의 직달복사량이 

더 작게 나타나고 오후에는 MOD_RA의 값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표면 

온도에 한 분석을 살펴보면, (c)와 (d) 에서 

모두 지형의 경사를 고려한 지표면온도가 2～

4℃ 높게 나타나고, 특히 소백산맥의 동쪽 사

면에서 지형효과에 의한 온도차이가 서쪽 사

면에서의 온도차이보다 크게 나타난다.

2. 사례 2
2. 1 수평적인 직달복사량 차이, 지표면온도, 

바람 비교
온 성 기압의 향으로 흐리고 비가 왔었던 

2003년 4월 7일 10시에서 15시까지의 MOD_ 

RA과 CTR_RA의 직달복사량의 차이를 살펴

보았다(그림 11). 10시에는 직달복사량의 차이

가 태백산맥 동쪽 사면에 약 10～20W/㎡ 

과하고 있고 서쪽사면에서는 약 10～2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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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The temporal-horizontal variations of excess and deficient short-wave radiations
() on the sloping terrains over South Korea from the receipt of it on the 
horizontal surface at 10LST～15LST 7 April 2003. The solid lines represent the 
topography(200m-intervals) of South Korea.

이 부족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태양의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차 직달복사량의 차이가 커

져서 11시와 12시에는 태백산맥 동쪽사면에는 

약 10～60W/㎡ 이 과하고 있고 서쪽사면에

서는 최고로 30W/㎡ 가 부족하다. 소백산맥도 

비슷한 양상이나 태백산맥과는 달리 산맥의 

방향이 다소 복잡하여 태백산맥처럼 동서가 

뚜렷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으나 소백산맥도 

역시 동쪽 사면이 서쪽 방향의 사면보다는 직

달복사량을 많이 받고 있다. 13시에 태백산맥

의 동쪽사면은 약 10～40W/㎡ 정도 과하고 

서쪽사면은 약 10～50W/㎡ 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14시에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의 동쪽사면이 약 10～50W/㎡ 정도 부족하고 

서쪽 사면에서는 직달복사량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 15시에는 14시와 마찬

가지로 동쪽사면에서 10～30W/㎡가 부족함을 

나타내고 있다.

지표면온도를 측하는 73개 AWS 지 의 

15시, 21시, 03시, 09시의 지표면온도 나타낸 

그림이다. AWS(73개)지 의 지표면온도를 살

펴보면(그림 12), 7일 15시에는 태백산맥과 소

백산맥 주변이 온도가 약 12～15℃ 정도로 낮

고, 동해안의 지표면온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

으며 특히 포항은 23.3℃로 매우 높게 나타나

고 있다. 21시에는 태백산맥의 오른쪽 사면에 

치한 동해, 강릉 등 주변과 남동해안에서 온

도가 10～13℃의 분포로 높게 나타나고, 역시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의 우리주변에서는 3～

8℃의 분포로 낮게 나타났다. 다음날인 8일 03

시와 09시에는 온도의 차이는 있으나 울산을 

포함한 남해동부해안과 산을 포함한 지리산 

후면에서 온도가 높게 나타나고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우리에서 낮은 온도를 보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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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The horizontal distribution of the observed surface skin temperature on Observatory (73 
points) over South Korea at(a) 15LST 7 April, (b) 21LST 7 April, (c) 03LST 8 April 
and (d) 09LST 8 April 2003

FIGURE 13. Same as Fig. 12 except for the simulated surface skin temperature for MOD_RA case

다. 그림 13은 그림 12에서와 같은 시간 에 

MOD_RA의 지표면온도를 나타낸 그림으로 7

일 15시에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의 우리의 

온도가 낮게 나타나는 패턴은 비슷하나 지표

면온도가 측된 값과 비교하여 약 3～5℃ 정

도 낮게 나타나고 있고 포항에 나타난 높은 

온도는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7일 21시와 8일 

03시에는 남부지방에 온도가 11에서 13℃를 

나타내며, 측된 값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8일 09시에는 서해안과 남해안에 온도가 

높게 나타나는 패턴은 측된 값과 유사하나 

온도는 반 으로 약 3～5℃ 정도 낮은 분포

를 보이고 있다. 

이때 바람장을 살펴보면(그림으로 제시하지 

않았음) 2003년 4월 7일 10시에서 12시에는 

해안을 제외하고는 바람이 3m/s 정도로 잔잔

하게 불고 있으나 11시부터 남해안에서부터 

5～10m/s의 바람이 차 강하게 불고 있으며, 

12시와 13시에는 충청도를 제외한 남해안과 

동해안에서 반 으로 5～10m/s의 바람이 불

고 있다. 14시와 15시에는 남해동부해안에만 

10～15m/s의 강한 바람이 불고 나머지 지역은 

체로 3～5m/s의 약한 바람만이 불고 있다. 

실험 결과 체로 MOD_RA의 바람이 CTR_ 

RA 의 바람보다 강하고, 측된 값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12시와 13시에 충

청도 지역근처를 제외하고 남해안과 동해안에 

5～10m/s의 바람이 불어 측된 값과 매우 유

사함을 알 수 있다. 이 시간 에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에서 MOD_RA에서의 온도경도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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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Same as Fig. 10 except for April 
2004. 

FIGURE 14. Same as Fig. 9 except for 
00UTC 7 to 00UTC 8 April 2003.

큼에 따라 MOD_RA의 바람이 CTR_RA에서

의 바람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2 동서사면에서 직달복사량과 지표면온도
의 시계열

직달복사량의 수평 인 차이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의 동서사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남에 

따라 앞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그림 7과 같이 

산맥의 동서사면에 치한 지 을 선택하여 

동서사면에서의 직달복사량의 차이와 지표면

온도의 시간 인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 다. 

그림 14에서 검은 선은 동쪽 사면의 속 , 강

릉, 울진, 거창, 산청에서 직달복사량이고 회색 

선은 서쪽 사면의 철원, 홍천, 화, 장수, 남

원에서의 직달복사량을 나타낸다. 그리고 직선

은 MOD_RA의 직달복사량을 나타내고 선

은 CTR_RA의 직달복사량을 나타낸 것이다. 맑은 날의 직달복사량보다 구름의 향으로 

최고값에 해당되는 오  12시에는 약 100～

200W/㎡ 이 게 나타나고, 오후 4시 이후로

는 거의 0에 가깝다. 동쪽 사면을 나타내는 검

은 선을 보게 되면 지형경사를 고려한 MOD_ 

RA의 직달복사량이 략 12시까지는 태백산

맥의 속 , 강릉, 울진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 이후로는 CTR_RA의 직달복사량이 

더 크게 나타남으로써 지형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거창과 장수 그리고 산청과 남원

이 해당되는 소백산맥의 동쪽 사면에서는 지

형효과에 의한 직달복사량의 차이를 크게 나

타내지는 못하고 있다. 서쪽 사면을 나타내는 

회색 선을 보게 되면 지형경사를 고려한 

MOD_RA의 직달복사량이 CTR_RA의 직달복

사량보다 반 으로 부족한 값을 보이고 있다. 

그림 15는 의 설명을 요약한 그림으로 

2003년 4월 7일 09시에서 18시까지의 직달복

사량과 지표면 온도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a)와 (c)는 동쪽 사면에서의 MOD_RA

와 CTR_RA의 직달복사량과 지표면 온도의 

차이를 나타낸 그림이며, (b)와 (d)는 서쪽 사



Effect of Direct Solar Radiation with Sloped Topography in a Mesoscale Meteorological Model
―――――――――――――――――――――――――――――――――――――――――――――――――――――――――――――――――
58

면에서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직달복사량의 

값을 살펴보면, (a)의 동쪽 사면에서는 속 , 

강릉, 울진이 오 에 MOD_RA의 직달복사량

이 더 많고 오후에는 부족하게 된다. 그리고 

거창, 산청은 오 , 오후 다 MOD_RA의 값이 

CTR_RA의 값보다 작다. 반면 서쪽 사면에서

는 오 에는 MOD_RA의 값이 CTR_RA의 값

보다 반 으로 작은 경향을 보이다가 오후

에는 차 회복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

표면온도와의 차이를 살펴보면, (c)와 (d)에서 

부분 지형효과를 고려한 지표면온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특히 동쪽 사면에서 지형효과

에 의한 온도차이가 서쪽 사면에서의 온도차

이보다 크게 나타난다.

결론 및 요약
지형의 경사를 고려한 직달 복사량과 수평

인 지형에서의 직달 복사량을 비교, 분석하기 

해 맑은 날과 온 성 기압의 향을 받은 

날을 선택하여 실험하 다. 두 사례의 실험 결

과 모두 특히 지형 경사가 큰 태백산맥과 소

백산맥에서 직달 복사량에 많은 차이가 있었

다.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의 동쪽 사면과 서쪽 

사면의 지 을 선택하여 직달 복사량의 보정 

과 후의 차이를 시계열을 통해 분석한 결과

를 살펴보면, 맑은 날의 사례에서는 소백산맥

의 동쪽 사면에 치한 거창과 산청은 오후 1

시까지 MOD_RA의 직달복사량이 더 크고 그 

이후로는 은 값을 보이고 있다. 반면, 태백

산맥의 동쪽 사면에서는 오후 3시까지도 

MOD_RA의 직달 복사량이 더 크게 나타나고 

그 이후 시간에는 은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두 산맥간의 지형의 경사 차

이에 의한 결과로 보여 진다. 반면, 서쪽 사면

에서는 동쪽 사면과 반 되는 경향이 나타나

고 있는데 철원 지 을 제외하고는 오 에는 

MOD_RA의 직달복사량이 더 작게 나타나고 

오후에는 MOD_RA의 값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기압의 향을 받

은 날의 사례에서는 지형의 경사를 고려한 경

우의 직달복사량이 고려하지 않은 직달복사량

보다 오  10시에서 오후 1시까지는 동쪽사면

에서 증가하다가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서쪽사

면에서는 경사를 고려한 직달복사량이 반

으로 다 은 값을 나타내었으나 오 에는 직

달복사량이 감소하다가 오후에 서서히 증가하

여 동쪽 사면과 반  경향을 나타내었다. 

두 사례에서 지형의 경사를 고려한 MOD_ 

RA가 오 에는 동쪽 사면에서 더 크게 나타

나고 오후에는 작게 나타나며, 서쪽 사면에서

는 반  경향을 보 다. 특히, 태백산맥의 동

쪽 사면에서 직달 복사량의 차이가 가장 두드

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기압의 향을 

받은 날은 직달복사량이 맑은 날에 비해 최고

값(peak)에 해당하는 오  12시에 약 100～200

  정도 차이가 나타나지만 지형의 경사

를 고려한 MOD_RA와 고려하지 않은 

CTR_RA의 차이는 맑은 날에 비해 조  작게 

나타났을 뿐 그리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모든 직달 복사량은 일단 구름의 알베도, 흡

수, 산란, 투과 과정을 거친 후에 지표면에서 

지형의 경사와 방 각, 태양의 방 각을 변수

로 한 실험(Illumination angle 사용)과 지표면

을 수평으로 고려한 실험(Zenith angle 사용)

으로 구하 기 때문에, 구름의 향은 수정 

이나 수정 후 모두 고려되었으므로 단지 두 

실험의 차이는 지형의 경사와 방 각, 태양의 

방 각에 의존하게 된다. 그래서 맑은 날에 비

해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지표면에 도달하

는 직달복사량이 더 큰 맑은 날의 사례에서 

지형의 경사를 고려한 MOD_RA가 오 에는 

동쪽사면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오후에는 작

게 나타나며, 서쪽사면에서는 반 의 경향이 

나타남을 더 뚜렷하게 보 다. 

이 두 사례의 실험에서 직달복사량에 향을 

많이 받는 지표면온도를 수평 으로 살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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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지형의 경사를 고려한 지표면온도의 값

이 반 으로 더 높게 나와 측 값에 다소 

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편, 태백산맥

과 소백산맥의 동쪽사면과 서쪽사면의 지 을 

선택하여 직달복사량 보정 과 후의 지표면

온도 차이를 시계열로 그려서 분석한 결과 맑

은 날은 산맥의 동쪽사면과 서쪽사면 모든 지

에서 직달복사량 보정 후의 지표면온도가 

크게 나타나 직달복사량의 차이에서 볼 수 있

었던 경향을 찾을 수 없었다. 한편, 기압의 

향을 받은 날은 산맥의 동쪽사면에서는 직

달복사량의 차이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

으나 서쪽 사면에서는 온도가 오 , 오후 다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두 사례의 수평 인 바람장을 살펴보면 두 

실험 결과 모두 직달복사량 보정 의 풍속은 

약하게 모의되는 반면 지형의 경사를 고려하

여 이 값을 보정한 후의 바람장은 측 값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오후의 바

람장이 측 값과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직달복사량의 보정으로 인한 온도 기울기가 

커짐에 따라 기압경도의 차이가 커짐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로 보여 진다. 특히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에서 이 향이 큼에 따라 이 곳의 

바람이 보정 의 바람보다 더 강하게 불어 

측 값과 유사하게 모의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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