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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errain height variance spectra for the Korean mountain region are calculated in order to determine an adequate grid 
size required to resolve terrain forcing on mesoscale model simulation. One-dimensional spectral analysis is applied to 
specifically the central-eastern part of the Korean mountain region, where topographical-scale forcing has an important 
effect on mesoscale atmospheric flow. It is found that the terrain height variance spectra in this mountain region has a 
wavelength dependence with the power law exponents of 1.5 at the wavelength near 30 km, but this dependence is steeply 
changed to 2.5 at the wavelength less than 30 km. For the adequate horizontal grid size selection on mesoscale simulation 
two-dimensional terrain height spectral analysis is also performed. There is no directionality within 50% of spectral energy 
region, so one-dimensional spectral analysis can be reasonably applied to the Korea Peninsula. According to the spectral 
analysis of terrain height variance, the finer grid size which is higher than 6 km is required to resolve a 90% of terrain 
variance in this region. Numerical simulation using WRF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Model)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effect of different terrain resolu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sult of spectral analysis. The simulated results 
were quantitatively compared to observations and there was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 wind prediction across 
the mountain region as the grid space decreased from 18 km to 2 km. The results will provide useful guidance of grid 
size selection on mesoscale topographical simulation over the Korean mountain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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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불과 오염물질의 확산은 복잡한 지형에서의 순환

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며, 최근 발생빈도가 증가

하고 있는 집중호우는 종관계의 영향과 더불어 한반도

의 산악 지형이 한 요인이 된다 (박창현 등, 2003).
진단과 분석이 어려운 복잡한 지형에서의 순환은 중

규모 수치모델에서 제공하는 바람장과 난류패턴을 통

해 환경적 측면에서 오염과 광화학적 과정의 연구, 방
재측면에서 산불의 확산, 그리고 기상학적 측면에서의 

집중호우의 지형효과 분석 등에 도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중규모 수치모델의 순환 예측에서 오는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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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염확산, 산불방재, 집중호우 등의 연구와 예측에 

큰 오차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계산자원의 발달로 인

한 계산속도 증가는 합리적인 시간에 바람을 고해상도

로 정확하게 예측하여 산불과 집중호우, 오염 등의 현

상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복잡한 지형에서의 순환 예측을 위해 적합한 

중규모 모델의 영역 설정 및 해상도 결정은 정확한 기

준이 없다.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계산비용과 모의하고

자 하는 현상의 규모가 그 중요한 기준이 되어왔으며 

계산자원의 관점에서 주로 계산 비용이 주된 요인이었

다. 그러나 계산자원이 증가된 현재에도 모델의 영역

과 해상도 설정은 놀랍게도 대부분 아무런 고려 없이 

선택되어지고 있으며 중규모 모델 사용자들은 수치모

의에 있어 이러한 기준을 항상 찾고자 한다. 
지형과 관련된 분석은 스펙트럼 방법을 이용하여 해

상도별 분해능을 구하는 방법이 드물게 이루어졌다. 
Rayner (1972)는 지형분산에 스펙트럼 방법을 이용하

는 것을 제안하였고 Pielke and Kennedy (1980)은 1.5
에서 2.0의 멱법칙 지수 범위를 가지는 세계의 다른 지

역에 대해 알려진 지형분산 스펙트럼을 미국 Virginia 
중서부지역의 스펙트럼과 비교한 바 있다. 이러한 분

석은 Steyn and Ayotte (1985)에 의해 2차원과 1차원 지

형분산 스펙트럼이 비교되면서 Salvador et al. (1999)
에 이르러 국지영역에 대한 2차원 지형분산 스펙트럼 

분석과 수치모의로 이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산악 지역에서 지형이 고려된 

모델의 해상도 결정에 Young and Pielke (1983)가 적

용한 1차원 지형 분산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해상도별 

모델의 지형분해능을 분석하였다. Steyn and Ayotte 
(1985)가 지적한 바와 같이 2차원 스펙트럼 분석에 나

타나는 방향성과 그 요인에 의한 1차원 스펙트럼의 왜

곡현상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

형과 관련된 순환의 모의에 최적의 모델 해상도를 제

시하고자 하였다.
모델 해상도에 따른 지형 분산 분해능을 바탕으로 

해상도별 수치 모의를 수행하였으며 지형 분해에 따른 

해상도별 순환모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모델 내에서 

분해되는 지형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결과는 

한반도 산악 지역에서 지형과 관련된 순환 예측을 위

한 모델의 해상도 결정에 필수적인 과정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며 모델의 해상도 결정에 충분하지는 않

지만 필수적인 한 요인으로서 좋은 지침이 될 것이다.

2. 지형 분산 스펙트럼

2.1 실험 대상 자료 및 영역

본 연구에서 한반도의 지형 분산 스펙트럼을 얻기 

위해 한반도를 포함한 600 km × 600 km의 영역에서 

지형고도를 분석하였다. 모델에 입력되는 초기 지형조

건은 원본 지형 고도자료를 모델 영역으로 절단하는 과

정을 거치므로 해상도가 상이한 자료의 이용은 모델 초

기 지형조건의 고도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Salvador 
et al. 1999; McQueen et al., 1995).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모델에서 지형 조건 생성에 이용된 USGS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의 30" 해상도의 자료를 지

형 분산 스펙트럼 분석의 기본 자료로 하였다. Fig. 1 
(a)에 10 m 고도간격으로 그려진 실험 대상 영역의 지

형고도와 1차원 스펙트럼 분석을 위한 4개의 연직단면

도를 제시하였다. USGS 30" 지형고도 자료의 30˚ N에

서의 수평거리는 약 925 m, 40˚ N에서의 수평거리는 

710 m이다. 스펙트럼 분석을 위하여 이러한 거리의 불

균질을 해소하고자 30" 등위경도 자료를 1 km 격자로 

내삽하였고 이는 등위경도자료와 비교해 볼 때 지형의 

구조에 큰 변화를 가지지 않았다. 실험영역에서 한반

도의 주산맥 (Main Mountain Range), 즉 1차 산맥 

(M1 산맥-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모든 산맥의 이름은 

“한반도 산맥체계 재정립 연구” (김영표 등, 2004)를 

따름)이 동해안을 따라 북북서에서 남남동으로 이어져 

있으며 태백산 (Fig. 1 (b)의 B')을 기점으로 다시 남서

방향으로 줄기를 이룬다. 본 연구에서 모델 모의 결과

분석이 주로 이루어졌던 영역은 Fig. 1(b)이며 이 영역 

내에서 지형은 북북서에서 남남동, 즉Fig. 1(b)의 A'에
서 B'으로 이어지는 한반도의 주산맥 (M1산맥-과거 태

백산맥)이 동해안까지 큰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서쪽

으로는 비교적 완만하다. 이렇게 동쪽에서 남과 북으

로 벽을 이룬 산맥에서 또 다른 산맥 (M2-16산맥-과거 

차령산맥)이 Fig. 1 (b)의 A' 으로부터 서쪽으로 뻗어있

으며 이 아래로 두 갈래의 산맥이 남쪽을 향하면서 북

북서와 남남동 산맥 (M1 산맥)과 서쪽으로 뻗은 산맥

(M2-16산맥)으로 둘러싸여진 산맥내부에 2개의 상대

적으로 낮은 블록이 존재하는 복잡한 지형 구조를 이

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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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Topography of studied domain from USGS 30" data and (b) more detailed map from sub-box in (a). The cross
section A, B, C and D are for one-dimensional spectral analysis.   

2.2 지형 분산 스펙트럼

Fig. 1(a)에는 4개의 연직단면도 각각에 대해서 지형 

고도의 변동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Young and Pielke 
(1983)와 유사한 방법을 적용하여 지형분산 스펙트럼

을 분석하였다. 수평으로 1 km의 동일한 해상도를 가

지는 지형고도 자료로부터 최소자승근사 (9차의 다항

식)를 이용하여 선형 경향을 각각 산출하여 원래의 지

형고도 자료로부터 선형 경향을 제거하였다. 이 과정

을 통하여 파수 0 근처에서 많은 스펙트럼 에너지를 포

함하는 자료의 주경향이 없어진다. 선형 경향이 제거

된 자료는 Fast Fourier Transform (FFT)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파수 공간으로 전환되어졌다. 
각각의 연직단면도에 대한 1차원 FFT 분석의 결과

를 Fig. 2에 제시하였다. 지형 분산스펙트럼에 근사된 

멱법칙의 지수는 지형의 가파름 정도에 대한 정량적인 

값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아래의 식 (1)과 같이 각

각의 스펙트럼에 대해서 최소자승근사를 이용한 곡선 

맞춤으로 지수값 b를 산출하였고, 1에서 3까지의 지수

값에 대한 맞춤 직선을 Fig. 2의 각각에 나타내었다. 

                                                                  (1)

여기서 는 스펙트럼의 에너지, 와 는 곡선맞춤의 

계수이고 는 파장이다. 세계의 다른 지역에 대해 알

려진 지형 분산 스펙트럼은 1.5에서 2.0의 멱법칙 지수 

범위를 가지며 지역에 따라 계수가 변한다. 그러나 

Pielke and Kennedy (1980)은 미국 Virginia 중서부 지

역의 지형분산 스펙트럼 분석에서 파장 4 km 이하에 

대해서 2.0의 멱법칙 지수보다 큰 의 의존성을 보

인바 있다. 
Fig. 2의 4개의 지형분산 스펙트럼은 Fig.2 (a)와 

(b), 그리고 Fig. 2 (c)와 (d)는 서로 유사하나 2개의 그

룹은 가파름의 정도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이런 세밀

한 부분 (멱법칙 지수의 소숫점 둘째자리 오차)의 차이

를 무시하고 평균값을 취하면 Fig. 1의 4개의 단면도에 

대한 지형분산 스펙트럼은 파장 30 km 이상에서 파장

의 1.5승에 의존하고 그 이하에서 의존성은 2.5로 급변

하고 있다. 이것은 짧은 파장, 즉 30 km 이하에서 가파

름의 정도가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지형분산 스펙트럼 결과로 중규모 모델의 해상도 결

정에 따른 지형분해능을 계산하였다. 중규모 모델에서 

선택된 해상도에 의해 분해 가능한 지형고도의 분산은 

지형 분산 스펙트럼의 적분을 통해서 계산될 수 있으

며 선택된 해상도에 해당하는 파장 이상의 적분 값과 

전체 지형분산 스펙트럼 적분 값의 비를 통해 지형고

도 분산에 대한 분해능을 계산할 수 있다. 또한 중규모 

모델에서 지형 고도 분산은 모델에서 분해되어지는 값

과 분해되어지지 않는 값, 즉 아격자 규모의 지형 분산

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선택된 해상도의 2배,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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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errain height variance spectra for cross sections in Fig. 1. One-dimensional power spectra of A, B, C and D cross
section in Fig. 1 correspond to (a), (b), (c), and (d), respectively.  

 보다 큰 파장 값이며 후자는 보다 작은 파장 

값이다. 모델에서 선택된 해상도에 해당하는 파장 이상

의 적분 값과 초기 지형자료 선택 (USGS 30")에 의한 최

대 지형분산 스펙트럼 적분 값의 비 (ratio)는 다음의 식

에 의해 계산되어 질 수 있다 (Young and Pielke, 1983).

                 ratio = 













                      (2)

여기서   이고, 은 모델 격자수, 는 스펙트럼

의 가장 짧은 파장을 나타내며 본 연구에서는 Romberg
의 적분방법 (Press et al., 1988)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Fig. 3에 모델 해상도 선택에 따른 지형 분산 스펙트

럼의 분해능의 백분율 값과 아격자 규모의 지형분산의 

비를 나타내었다. Fig. 1(a)의 4개의 단면도에 대하여 

중규모 모델은 해상도 6 km와 8 km 사이에서 90% 이
상 값을 보이며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이 지역의 지형

분산이 중규모 모델 6km 해상도 이상에서 90%가 분

해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 연구에서 이용된 30" 해상도

의 지형고도 자료에서 분해되지 않는 아격자 규모의 

지형분산 비는 0.02이며 이는 2 km의 모델 해상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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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resolved terrain variance spectra (percentages) for model resolution (left column). The ratios of subgrid-scale
terrain height variance to model-resolved terrain height variance (right column) as cross sections of Fig. 1(a). 

해당된다.
Steyn and Ayotte (1985)는 3차원 중규모 모델의 모

의에서 지형분산과 관련된 해상도 결정에 2차원 지형

분산 스펙트럼 분석이 필요하며, 2차원 지형분산 스펙

트럼에서 나타나는 방향성은 그 단면도의 선택에 따라 

1차원 지형분산 스펙트럼을 왜곡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Salvador et al. (1999)도 이러한 2차원 방향성에 

대해서 언급하며 스펙트럼의 높은 에너지 영역에서 나

타난 약한 방향성에 대해서 분석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방향성의 존재와 1차원 스펙트럼 

왜곡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우리나라 영역에 대한 2차

원 지형 분산 스펙트럼 분석을 시도하였다. 
2차원 지형분산 스펙트럼 분석의 대상영역은 Fig. 1 

(a)의 영역을 기본 자료로 하였으며 Rayner (1972)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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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ntours of log spectral power (m2km2 ) contained in the terrain height of Korean Peninsula (Fig. 1 (a)). (a) Wave-num-
bers between 0 and 0.5  km-1 (b) A detail for wave-numbers between 0 and 0.12 km-1.

차원 FFT 분석과정을 이용했다. USGS 30" 해상도의 

지형고도 값에서 Gaussian 2차원 평면 맞춤 방법으로 

계산된 값을 뺌으로써 선형 경향을 제거하였고 FFT 알
고리즘 (Cooley and Turkey algorithm)의 이용을 위해 

0값의 버퍼를 적용하여 2의 승수를 만들었으며 나머지

는 Salvador et al. (1999)과 같은 분석방법을 따랐다.
2차원 지형분산 스펙트럼의 분석결과는 2차원의 파

수공간에서 각각의 파수에 대응되는 스펙트럼 에너지

의 형태로 나타난다. 스펙트럼 분석의 초기 지형고도

자료는 실수 값이므로 2차원 FFT는 스펙트럼 에너지

의 대칭함수가 되고 영역의 1/2의 분석만으로도 전체 

영역의 스펙트럼 분석이 가능하다. 
한반도 산악 지역(Fig. 1(a))에 대한 2차원 FFT 분석

의 결과를 방향성 분석이 용이하도록 파수공간에서 대

응되는 스펙트럼 에너지의 지수 값으로 Fig. 4에 나타

내었다. Fig. 4 (a)에서 한반도 영역의 스펙트럼은 전체

적으로 등방성을 나타내지만 Fig. 4 (a)의 AA 직선을 

따른 남서에서 북동의 고에너지 영역에서 약한 방향성

을 지닌다. Fig. 4 (b)의 고에너지 부분의 확대영역에서 

이러한 방향성은 더욱 뚜렷이 보여지는데 파수가 작은

(파장이 큰) 부분의 고에너지 영역 내에서의 방향성은 

Steyn and Ayotte (1985)가 보여줬던 것과 같은 1차원 

스펙트럼 왜곡의 원인이 되는 강한 방향성은 아니다. 
또한 Salvador et al. (1999)도 이러한 고에너지 영역의 

방향성을 분석한 바가 있는데 모델 해상도 결정을 위

한 지형분산의 분해정도는 스펙트럼 에너지의 90% 이
상이 되는 값, 즉 높은 파수 (작은 파장)에서 더 중요하

므로 50%에너지의 내부에 있는 약한 방향성은 중요치 

않다.
그러나 실제로 1차원 스펙트럼의 결과와 2차원 스

펙트럼의 결과가 비교된 적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Salvador et al. (1999)가 수행하였던 것과 같은 단면도 

상의 스펙트럼 분석법을 이용하여 Fig. 4 (a)의 AA와 

BB의 직선에 대한 스펙트럼을 분석하고 Fig. 2의 1차

원 스펙트럼 결과와 비교하였다. 먼저 정성적인 비교

를 위해 Fig. 4 (a)의 AA와 BB 직선에 대한 스펙트럼 

결과를 Fig. 5에 제시하였다. Fig. 2에서 분석되었던 것

과 같은 멱법칙의 지수는 Fig. 5의 (a)와 (b) 각각에서

도 파장의 3승 의존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Fig. 3과 

같은 모델 해상도별 지형분산 분해능의 정도는 Fig. 4 
(a)의 AA와 BB 단면도에 대해서 모델 해상도 5 km 와 

6 km에서 90%가 분해되는 정도의 1-2 km 정도의 해

상도 오차를 보인다.
Fig. 3의 4개의 단면도에 대한 모델 해상도별 지형

분해능을 산출하여 Table 1에 정리하였다. Table 1에서 

모델의 18 km 해상도는 지형 분산의 75%만이 분해되면

서 지형과 관련된 순환을 묘사하는데 한계를 보여주며, 
이 수평해상도에서는 아격자 규모의 지형 강제력,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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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resolved terrain height variance(%) for model resolution and The ratios of resolved/unresolved topography 
in mesoscale model.

576 km × 576 km Percentages of resolved terrain height variance ratios of resolved /unresolved topography
18 km 75.1%    0.3
  6 km 91.0%   0.07
  4 km 94.9%   0.03
  2 km 98.8% 0.005

Fig. 5. Terrain height variance spectra for AA and BB cross section in Fig. 4 (a). 

25%의 지형분산이 분해되지 않는다. 또한 6 km 이하의 

해상도에서 90% 이상의 지형분산이 분해되며 본 연구

의 실험영역이 한반도 산악지역에서는 6 km 이하의 해

상도에 지형관련 순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결과는 지형과 관련된 순환과 강수 등

의 모의에 있어 모델 해상도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지형순환 모의에 해상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3. 중규모 모델 수치모의 

3.1 모델

분석된 지형 분산 스펙트럼을 바탕으로 중규모 모델

의 해상도별 지형관련 순환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된 모델은 WRF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모델 (Skamarock et al., 2005)이다. WRF는 3차원 완전

압축성 정역학 모델로서 지형을 따르는 기압좌표계를 

가지며 고해상도 예측에 더 나은 정확도를 가지기 위

해 Arakawa C 격자계에서 Runge Kutta 시간적분을 

이용하여 계산이 수행된다. 
Salvador et al. (1999)은 수치모의 실험에서 미세물

리과정과 적운 모수화 과정을 포함시키지 않은 모의 

실험을 수행하였으나 실제 이루어지는 수치모의와는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Lin et al. (1983)
의 미세물리과정과 Kain and Fritsch (1990)의 적운모

수화 과정을 적용하였고 상부 경계에서는 5 km 영역

의 연직속도 damping 지역을 두어 상부 경계에서 흡

수층을 두었다. 경계층 물리과정은 MRF (Hong and 
Pan, 1996)의 새로운 버전인 YSU PBL 과정(Hong, et 
al., 2006)을 이용했다. 모델의 초기 및 경계 조건으로

는 기상청의 현업 전구모델의 T213 (수평파수 213)과 연

직 30층 모델의 예측장을 이용하였다 (기상청, 2002). 초
기 및 경계조건에서의 예측장 이용은 모델의 실시간 

수행에 있어 모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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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ynoptic surface pressure map from KMA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at (a) 00 UTC and (b) 12 UTC
15 July 2004. 

Table 2. Summary of model resolution.  and  are grid number following East-West and South-North direction, 
respectively.   is grid resolution in mesoscale model.

  vertical layer 

EXP1   32   32 35 18 km
EXP2   96   96 35   6 km
EXP3 144 144 35   4 km
EXP4 288 288 35   2 km

모델의 초기지형 조건으로 이용된 지형자료는 지형

분산 스펙트럼 분석의 기본 자료로 이용된 USGS 30"
해상도의 지형고도 자료이며 그 영역은 Fig. 1 (a)의 

576 km × 576 km 영역을 선택하였다. 지형 분산 스펙

트럼의 특성과 수치 모의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모

델의 둥지격자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고려에 따

른 4가지 모델 해상도별 실험이 수행되었으며 각 실험

의 수평 격자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둥지격자계가 이용되지 않은 수치모의에 있어 Fig. 

1(a)과 같은 영역에서 고해상도 모의는 모델의 측면경

계조건과 같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모델의 모

의 영역 내에서 지형과 관련된 순환에 관심 있는 부분

인 Fig. 1(b)의 내부영역에서 순환실험을 분석하였다. 
사례는 2004년 7월 14일로써 Fig. 6의 지상일기도에

서 보듯이 한반도는 실험 수행 시간 동안 기압골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아 남서풍계열의 바람이 지배적이었

다. 모델 수행은 2004년 7월 14일 1200 UTC를 초기시

간으로 하였으며 모델의 스핀업을 고려하여 초기 6시

간의 적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3.2 실험 결과 및 분석

기온이 최저점에 도달할 시간인 2004년 7월 14일 

2000 UTC에 4개의 서로 다른 해상도로 모의된 지상

바람장의 결과를 Fig. 7에 제시하였다. 실제로 기온의 

최저 시간은 이 시간으로부터 1-2시간 후에 도달하게 

되나 일출이 시작되는 시간이고 산곡풍 등의 영향에 

따른 복사에 의한 풍계가 강한 시간에 모의 특성을 보

기 위해 2000 UTC를 선택하였다. 유선의 분석은 바람

의 수렴과 발산을 뚜렷하게 볼 수 있다.
Fig. 7의 4가지 실험 결과는 서풍계열의 풍계를 잘 

모의하고 있으나 해안가 주변의 바람에 있어 Fig. 7(a)
와 나머지 3가지 실험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4
개의 해상도에 따른 지형분해의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

나는데 Fig. 7(a)에서는 서풍계열의 패턴이외에 산줄

기를 따르는 지형성 흐름은 보이지 않는 반면 Fig. 1(b)
에서는 A'과 B'에 뻗어나간 산줄기에 따른 수평 바람

의 패턴이 나타난다. 또한, Fig. 7(b),(c),(d)에서는 지

형성 흐름으로 뚜렷이 나타난다. 유선 간격에 다소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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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imulated wind stream lines at lowest model layer for 2000 UTC 14 July 2004. (a) 18km grid size; streamlines are
plotted every two points. (b) 6km grid size; streamlines are plotted every two points. (c) 4km grid size; streamlines are plotted
every four points. (d) 2km grid size; stramlines are plotted every eight points. The x-axis and y-axis are the grid number
of sub-domain (Fig.1(b)) in each simulation (Table. 2).

이는 있으나 Fig. 7의 (b),(c),(d)에서 계곡의 유선이 조

밀한 것은 분해능에 따른 지형고도 경도에 따른 수평

바람패턴의 변화와 배수풍이 그 주원인이 됨을 알 수 

있다. Fig. 1(b)의 B' 지점 아래에 나타나는 Fig. 7(d)의 

와동은 전면에 위치한 산이 해상도가 증가됨에 따라 

그 고도가 잘 표현되어 생겨난 것이며, 격자크기가 커

지면서 Fig. 7(c)에는 더욱 약하게 되었다가 18 km 
(EXP1)에서는 이러한 순환은 보이지 않는다.

Fig. 8은 기압골 접근에 따라 풍계가 서풍에서 남풍으

로 전환된 모습이다. 여기서도 Fig. 8(a)에서 나타나지 않
는 산줄기에 따른 바람의 발산은 Fig. 8의 (b),(c),(d)에
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Fig.8(a)에서 모의되지 못한 

Fig. 8의 (b),(c),(d)의 해안선을 따라 나타나는 와동은 

2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첫째는 모델 해상도에 따른 해

안선의 차이이며, 둘째로는 M1산맥의 분해에 따른 

Fig. 1의 A'과 B' 사이의 산이 해상도가 증가 할수록 점

차 분해되면서 서풍계열에 따른 산맥 주변을 돌아나가

는 흐름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해상도에 따른 지형 

분해가 수치모의에 주는 영향을 정성적으로 잘 보여주

며 2 km (EXP4) 해상도의 실험에서는 해상의 순환이 

더욱더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모의된 수치 모델의 계산결과를 지상 관측소의 바

람자료와 비교 검증 하였다. 여러 해상도별 수치모의 

결과를 관측값과 직접 비교하는 것에는 몇 가지 문제

점이 있다. 첫째로 관측 자료와의 비교를 위해서 수치

모델의 결과는 관측소의 위치로 거리에 대한 가중치가 

적용된 내삽이 수행되어야하며 이 과정에서 오차가 포

함된다. 두 번째로는 격자내 관측값에 대한 평균을 이

용한 값의 비교가 수행되기도 하는데 모델의 격자점값

과 국지적 변동성이 무시된 격자내 관측값의 공간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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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8. Same as Fig. 7 but at 00UTC 25 July 2004.

이 비교되면서 나타나는 오차이다. 그러나 중규모 모

델의 예측된 바람장은 격자를 대표하는 값이며 서로 

다른 해상도로 모델이 수행되었을 때 격자 대표값은 

해상도에 따라 수가 중가하게 된다. 따라서 내삽에 대

한 오차도 줄이면서 이러한 해상도별 예측값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하여 가장 가까운 점의 AWS 관
측값과 모델의 예측값을 비교하였다. 해상도의 문제에 

따라 AWS 관측지점과 가까운 거리의 정도는 모델의 

격자점에서 2 km 미만의 반경 내에서 가까운 AWS 관
측지점을 선별하고 이러한 조건이 만족되는 지점만 검

증에 이용하였다. 실제로 600개 AWS관측지점 중 에 

가까운 AWS 관측소에서 이러한 지점은 30개 미만으

로 그 수가 적었으나 지형과 관련된 순환에 대한 검증

이므로 단순 거리 가중 내삽은 그 오차가 크다.
 모델 해상도 증가에 따른 바람 예측은 2가지 측면

에서 분석될 수 있다. 대기내의 아격자 규모 현상에 대

한 분해와 지형의 분해로 설명되어 질 수 있는데 종관

규모의 강제력이 약할 경우 지표부근에서의 주된 강제

의 요인은 지형에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형에 

의한 대기 흐름의 변화는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바람

예측에 고려해야할 또 하나의 요인은 관측소의 주변 

환경, 즉 수목과 건물 등에 의한 바람 왜곡과 국지 순

환, 즉 해륙풍과 산곡풍 등이 있다. 
지형과 관련된 순환 이외에 많은 요인이 포함된 관

측값과 모델의 바람 예측값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모델 바람 예측값에 대한 검증은 Root Mean Square 
Error (RMSE)의 값을 이용하였으며 그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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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Root mean square errors and unbiased root mean square errors for each wind component in model simulation with
different resolution.

여기서, 는 예측값, 는 예측값의 평균, 
는 관측값, 는 관측값의 평균, 은 관측 

갯수를 나타낸다 (Pielke, 2002).
Fig. 9의 검증결과에서 해상도 증가에 따른 RMSE

의 뚜렷한 감소가 바람의 동서방향성분 (U 성분)에 나

타났다. 이것은 남북으로 형성된 실험 대상영역의 주 

산맥 (Fig. 1 (a)의 M1 산맥)에 의해 주로 남북으로 줄

기를 이루고 있으며 주 풍계는 서풍이다. 이 조건하에

서 해상도에 따라 분해되는 지형에 따라 가장 영향이 

큰 바람장은 동서방향의 성분에 크게 나타날 것이며 

남북방향 성분에 영향은 적을 것이다. Fig. 9에서 18 
km와 6 km 해상도의 동서바람 (U) 성분의 RMSE는 

3.36 m/s과 3.32 m/s에서 2km의 1.73 m/s로 크게 감소

한다. 이 값은 Table. 1에서 보여진 해상도별 분해능에 

대한 값의 증가와 전체적인 경향은 일치하나 18 km와 

6 km의 지형분산 분해능의 감소, 즉 75%에서 91%로 

증가되는 증분과 검증의 정량적인 값에서는 차이가 있

는데 이는 검증에서의 오차와 지형고도이외에 순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포함 된 것이다. 이외에 더욱더 

중요한 요인이자 향후 연구되어야 할 부분으로 중규모 

모델의 해상도 증가에 따른 예측성이 이러한 오차를 

가져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편향오차가 제거

된 RMSE와 제거되지 않은 RMSE에서 해상도 증가에 

따른 동서바람 (U)은 예측오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

여진다. 따라서, 실험대상 지역의 지형분산에 대한 분

석은 지형에 따른 순환을 실험하기 위한 적절한 모델 

해상도 결정에 한 조건으로 이용될 수 있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지형과 관련된 순환과 모델 해상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모델에서 지형은 초기 조건

으로 선택되므로 지형 초기조건에 따른 모델 해상도별 

지형 분산 분해능을 분석하였다. 모델 격자에 따른 지

형 분산 분해능을 계산하기 위하여 1차원과 2차원 스

펙트럼 방법을 이용한 지형 분산 스펙트럼을 비교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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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함으로써 2차원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방향성과 

이로 인한 1차원 스펙트럼 왜곡현상이 고려된 지형 분

산 스펙트럼을 계산하였다. 한반도 산악지형에 대한 

지형분산 스펙트럼은 파장 30 km 이상에서 파장의 1.5
승에 의존하고 그 이하에서 의존성은 2.5로 급변하며 

이로 인한 지형 분산 분해능은 18 km 수평해상도에서 

전체의 75%가 분해되고, 6 km 이상에서 전체 지형분

산의 90% 이상이 분해된다. 따라서, 한반도 산악 지역

의 지형과 관련된 순환 분석에 6 km이하의 고해상도

는 필수적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차세대 중규모 모형 (WRF) 

수치모의를 수행하고 모델에서 모의된 바람 값과 실제 

관측 값과의 검증을 통해 수평해상도별 지형분산 분해

능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지형 분해능의 효과는 사례 

실험으로도 나타날 것이므로 한 사례의 실험을 통해 

보다 더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강
수 등의 물리적 과정과 열학적인 국지적인 요인이 포

함된 결과에서도 해상도의 증가에 따른 지형분해효과

는 뚜렷한 경향을 나타내면서 2 km 수평 해상도에서

는 18 km 수평해상도의 바람성분 RMSE가 1/2로 줄어

든 값을 보였다.
실제 사례에 적용에 있어서는 역학적인 종관 강제력

이외에 열학적인 국지적인 요인 등 많은 원인에 대한 

분석 또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강수 모의에 대한 해

상도별 분해능은 미세물리과정과 적운 모수화 과정의 

해상도 증가에 따른 영향과 함께 주의 깊게 분석되어

야 할 것이다. 또한 지형 분산 분석을 위한 1차원 스펙

트럼의 적용은 스펙트럼 분석의 초기자료에 의해 한계

를 가지고 있으며, 최소 자승 근사에 의한 스펙트럼 지

수 계산도 일련의 오차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스펙

트럼 분석의 적용을 위해서는 초기자료 선택과 지수계

산이 주의 깊게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형과 관련된 해상도 분석의 초기적인 결과는 수치모

의의 해상도 결정에 지형의 관점에서 충분하지는 않지

만 필수적인 좋은 지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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