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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icrometeorlogical and upper air observation have been conducted in order to determine the atmospheric boundary 
layer depth based on data from satellite and automatic weather systems. Terra/MODIS temperature profiles and sensible 
heat fluxes from the gradient method were used to estimate the mixed layer height over a coastal region. Results of the 
integral model were in good agreement with the mixed layer height observed using GPS radiosonde at Wolsung (35.72˚N, 
129.48˚E). Since the variation of the mixed layer height depends on the surface sensible heat flux, the integral model 
estimated properly the mixed layer height in the daytime. The buoyant heat flux, which is more important than the sensible 
heat flux in the coastal region,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o improve the integral model. The vertical structure 
of atmospheric boundary layer can be analyzed only with the routine data and the satellit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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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기 경계층은 대기와 지표 사이에서 뚜렷한 운동량, 

열 또는 질량의 교환이 일어나는 층으로 수 시간에서 약 

하루 정도의 시간 규모 상에서 대기와 지표면 사이에 이

루어지는 상호 작용의 결과로 형성된다. 대기 경계층의 

높이는 지표면 가열 또는 냉각, 바람의 세기, 지표면의 

거칠기 길이와 지형 특성, 대규모 연직 운동, 열과 수분

의 수평 이류 등 여러 인자에 의해서 수십 m에서부터 수 

km 까지 광범위하게 변동한다. 대부분의 인간 활동은 대

기 경계층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기 경계층의 연

구는 인간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기 오염 문

제와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혼합층 고도는 대

기 경계층 내에 방출된 오염 물질의 확산 과정을 모델화 

하기위해서 필수적으로 고려되며, 대기 오염 물질의 농

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기 확산 모델의 입력 자료로 요구된다. 대기 경계층의 

연직 열적 구조의 측정과 정확한 혼합층 고도를 결정하

는 것은 대기의 미기상학적 현상을 규명하는 측면과 대

기 오염 예보 측면에서 필수적일 것이다. 
혼합층 고도를 추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라디오존

데를 이용한 고층 기상 관측 자료로 산출한 온위의 연

직 분포로 결정하는 것이다. 상층관측이 용이하지 않

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상 자료만으로 혼합층 고도

를 추정하는 방법이 연구되었다. 중립안정조건에서 

Blackadar and Tennekes (1968)는 대기경계층고도를 

마찰속도와 전향력의 함수로 나타냈고, Zilitinkevich 
(1972)는 풍속이 약한 경우에 혼합고도를 마찰속도, 
전향력 그리고 안정도의 함수로 표현하였으나 강풍인 

조건에서는 혼합고도를 추정하지 못하였다. 불안정한 



282 Terra/MODIS 자료를 이용한 연안 대기경계층의 연직구조

조건에서 Ulden and Holtslag (1985)는 마찰속도, 안
정도 그리고 벌크리차드슨수의 함수로 혼합고도를 추

정하였다. 연직으로 운동량이나 열역학변수를 평균하

거나 적분하여 혼합고도를 나타내었다 (Driedonks, 
1982; Arya and Byun, 1987; Stull, 1988). 0th-Order 
Jump Model은 지표면 느낌열플럭스로부터 혼합층 고도

의 발달을 계산하는 모델로써 Carson (1973), Tennekes 
(1973) 등이 개발한 후 대기확산모델의 입력 자료 제

공을 위하여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사용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육지나 해양 위에서 주간의 대기 혼합

층은 종관 상태와 무관하게 표층 느낌열플럭스가 강한 

지역에서 높게 발달하고 무차원화 된 느낌열플럭스는 

고도에 따라 선형적으로 감소하여 혼합층의 상부에서 

'0'에 이르기 때문에 혼합층 고도와 지표면 느낌열플럭

스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김상희, 1998; Kwon et 
al., 1998). 즉, 혼합층 고도의 발달을 파악하기 위해서

는 정확한 느낌열플럭스의 추정이 필요하다. 느낌열플

럭스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3차원 초음파 풍속계

를 이용한 에디 공분산 방법이 있다. 3차원 초음파 풍

속계는 난류의 변동량을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정밀하고 민감한 센서인 만큼 다루기가 어렵고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으며 10 Hz 이상의 높은 시

간 분해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만큼 자료의 용량이 커

서 자료를 수집하고 저장하기위한 큰 용량의 저장 공

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두 고도 이상

의 풍속, 기온 등 평균 기상자료의 연직 분포로부터 간

접적으로 지표면 느낌열플럭스를 산출할 수 있는 방법

이 제시되고 있다 (Arya, 2001; Businger et al., 1970; 
Jerald and Kenneth, 1999; Paulson, 1970; Panofsky 
and Dutton, 1984). 

대기 경계층 상부에 존재하는 기온 역전층까지의 

높이를 혼합층 고도로 보고, 대류가 활발한 경우에 혼

합층 고도는 상부 역전층의 높이와 같게 된다 (김용국, 
1998; Kwon et al., 1998). 즉, 혼합층 고도 추정에 있

어서 느낌열플럭스와 더불어 대기 경계층내의 연직 열

적 분포도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보통 라디오존데를 이

용하지만 위성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
성은 광범위한 지역의 실시간 연속적인 자료의 수집에 

있어 가장 유용한 관측 기구중 하나로 우리나라 대기 

경계층을 분석하는데 부족한 공간기상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그 중요성이 크게 증대하고 있다. Terra 위
성에 탑재된 MODIS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는 지상, 해양, 대기에 관한 정보를 

36개의 가시광선, 적외선 밴드의 자료를 활용하여 산

출하기 위한 센서이다. 그리고 MODIS 센서는 많은 채

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외채널의 복사관측을 통하

여 온도와 습도의 연직 프로파일의 산출이 가능하다. 
위성자료를 이용하여 대기의 연직 구조를 산출하는 문

제는 King (1956)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Kaplan 
(1959)는 적절한 파장의 복사값들을 선택함으로써 연

직 기온 분포를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으며, 이에 

따라 위성을 이용하여 대기의 온도 분포를 구하기 위

한 연구가 본격화 되었다 (Wark, 1961). 위성자료를 이

용하여 대기의 연직 온도, 습도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

은 독립된 여러 파장대의 관측된 복사량을 복사전달방

정식에 고려하여 대기의 상태를 추정하는 것이다. 극
궤도 위성인 Terra/MODIS는 705 km 상공에서 다중 

적외채널 복사관측을 통하여 공간적인 온도와 습도의 

연직프로파일 산출이 가능하다 (Rodgers, 1976). 지표

에서 대기상부까지 20개 층에서 다양한 기상자료를 제

공하고 있어 대기경계층 연직구조와 공간적인 안정도

를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유용하다. 이미숙 (2003)는 

MODIS 자료와 한반도 동남쪽 상층관측 자료를 비교

하여 좋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원격탐사로부터 제공되는 대기경계층의 연직 열적 

구조는 혼합층 고도 산출에 크게 활용 가능할 것이며 

나아가 미기상학적 규모까지 위성의 활용 범위를 확장

시킬 수 있는 기본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

해안 지역에서 관측한 지상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산출

한 표층 느낌열플럭스와 위성 자료의 연직분포를 이용

하여 혼합층 고도를 산출하여 검증하고, 예측할 수 있

는 방법을 제시한다.  

2. 기상 관측 자료와 위성 자료
 
상층 3차원 기상장 분석을 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경

주시 양북면 봉길리 (35.72˚N, 129.48˚E)에서 2005년

과 2006년에 계절별로 GPS존데를 비양하여 상층기상

자료를 집록하였다. 접지층 기상 상태는 월성 원자력

발전소 내에 설치된 58 m 기상탑에서 수집한 자료로 

분석하였다. 기상탑의 1.5 m, 10 m 그리고 58 m 에서 

온도와 습도 자료를, 10 m 와 58 m 의 풍향과 풍속 자

료를 이용하였다. GPS존데 관측은 2년간 계절별로 실

시하였으며, 24시간동안 3시간 간격으로 8회 상층기

상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Table 1과 같이 상층관측 

시간과 일치하는 MODIS 위성자료를 분석하였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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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 Periods of upper air observation and time when the satellite passed.

GPS sonde MODIS Number of GPS sonde 
2005. 02. 18 0000 LST - 02. 18 2100 LST 8
2005. 05. 23 1500 LST - 05. 24 2100 LST 2005. 05. 24 1110 LST 8
2005. 08. 11 1800 LST - 08. 12 1500 LST 2005. 08. 12 1110 LST 8
2005. 10. 25 1800 LST - 10. 26 1500 LST 2005. 10. 26 1145 LST 8
2006. 02. 23 1500 LST - 02. 24 1200 LST 8
2006. 05. 11 1500 LST - 05. 12 1200 LST 8
2006. 08. 23 1500 LST - 08. 24 1200 LST 2006. 08. 24 2210 LST 8
2006. 10. 23 1800 LST - 10. 24 1500 LST 8

층기상관측 장비는 Meteolabor사의 ARGUS37이다. 
센서를 풍선에 메달아 상승 시키면 매초 각 고도별 온

도, 기압, 풍향 그리고 풍속의 정보를 지상의 수신기로 

보낸다. 수신된 신호는 수신기와 연결된 PC로 보내져

서 ARGUS-CONVERTER 소프트웨어에 의해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산출한다. 혼합층 고도를 결정하기 위

해 GPS존데로 1초 간격으로 관측한 온도, 온위, 바람 

그리고 혼합비와 같은 기상요소의 연직 분포를 이용하

였다. 기온의 연직 변화율이 양 (+)에서 음 (-) 또는 '0' 으
로 변하는 변곡점이나, 온위가 고도에 따라 변하지 않

는 ( ∂θ
∂z
≈0) 고도를 결정하였다. 

MODIS에서 연직온도는 20개 층에서 제공하지만, 
대기경계층에 속하는 MODIS의 온도자료는 지면을 

포함한 1000, 950, 920, 그리고 850 hPa 이다. 공간적

으로 존데보다 관측자료가 빈약하여 하층대기의 연직

구조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한 낮에 지면이 

가열되면 열적난류에 의한 혼합으로 하층공기는 대기

경계층내에서 혼합되어 온위 프로파일은 지상에서 혼

합층 상부까지 일정하게 분포한다. 이러한 온위의 특성

을 이용하여 MODIS 자료로 혼합고를 추정하는데 응용

하였다. 상층기상관측 기간 동안 존데와 Terra/MODIS
가 월성관측지점을 통과하는 맑은 날을 선택하여 연직

프로파일을 비교하였다.
MODIS를 탑재한 Terra 위성은 지구상공 705 km 

에서 지구궤도를 중심으로 ±55도까지 반복적으로 스

캔하며 2,330 km의 수평관측폭으로  전 지구를 지속

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MODIS가 측정하는 파장대는 

0.645~14.235 μm의 근적외 파장과 0.412∼0.551 μm
의 가시광선 파장으로 모두 36개 채널로 구성되어있

다. 대기 연직온도, 습도와 오존의 분포는 공간분해능

이 1 km인 적외채널을 이용하여 1~2일 주기로 산출할 

수 있다. 위성자료를 이용하여 대기의 온도, 습도구조

를 파악하는 방법은 독립된 여러 파장대의 관측된 복

사량을 복사전달방정식에서 고려하여 대기의 상태를 

추정하는 원리이다. 지표와 대기에서 방출되는 복사에

너지는 대기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방출되는 복사량을 

관측함으로써 연직온도 구조를 산출할 수 있다. 위성

에서 수신된 관측복사량과 대기 프로파일사이의 관계

를 통계적으로 구하는 방법은 상대적으로 적은 복사 

관측값으로 상세한 온도 프로파일을 유추할 수 있으며 

실제 관측자료로 해를 구할 때 계산이 안정되고 경제

적이다 (Smith et al., 1970). 또한 Smith et al. (1985)
은 온도와 습도의 연직 분포를 동시에 산출하기 위해 

단순화된 적분형태의 복사전달방정식의 물리적 직접

해를 풀었다. 통계적 회귀 알고리즘은 계산적으로 능

률적이며 수치적으로 안정하며 간단하다는 장점과 복

사전달방정식의 물리적 성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

이 있다. 회귀적 방법으로부터 대기 프로파일을 계산

하고 복사전달방정식의 비선형 반복계산 과정을 거치

면 더 정확한 프로파일의 해를 구할 수 있다 (Li et al., 
2000). 이렇게 복사전달 방정식의 직접적인 물리적 해

와 통계적 회귀에 의해 유도된 초기 추정치 프로파일

의 합성을 통해 산출결과의 정확도를 향상시켜 준다. 
물리적 산출방법을 포함한 MODIS 프로파일 알고리

즘 (MOD07)은 미국의 위스콘신-메디슨 대학의 SSEC 
(Space Science and Engineering Center)에서 개발된 

IMAPP를 이용하여 MODIS 직접 수신 자료를 처리한

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산출 알고리즘은 5×5 FOVs 
(field of view area) 지역 (5 km 해상도)에서 25개의 

화소 중 구름탐지에 의해 청천 지역의 신뢰 수준이 

95% 이상인 화소가 적어도 9개 이상일 때 수행된다. 
MODIS 자료로 추출한 연직온도 자료를 844 프로파

일과 비교ㆍ검증한 결과 800 ~ 400 hPa 에서 제곱평

균은 약 1 K, 지표면 근처에서는 제곱평균이 증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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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ite of AWS and GPS sonde (+) and quadrilateral scan-
ned area by Terra/MODIS at 1145 LST 26 October 2005. 

약 2 K 정도 차이를 보였다 (Suzanne  et al., 2003).     

3. 느낌열플럭스 

대기경계층에서 난류는 하층 공기의 가열에 의해 

생성되는 열적 난류와 상하층의 풍속차이인 바람시어

에 의하여 생성되는 역학적 난류가 동시에 나타난다. 
느낌열플럭스를 구하는 일반적인 간접방법으로는 벌

크법이 있다. 연직 온도차와 풍속을 이용하기 때문에 

간단하여 해상에서 널리 사용되지만 중요한 열전달계

수와 정확한 지표면온도를 필요로 하는 단점이 있다. 
임의 두 고도에서 온도시어와 바람시어로부터 마찰속

도 ( u *), 느낌열플럭스 ( H 0
)를 구할 수 있는 경도법이 

그 대안으로 사용될 수 있다. 관측탑 58 m와 10 m 풍
속분포가 대수법칙을 만족하는 경우, 두 고도에서 10
분 간격으로 수집된 자료를 1 시간 평균하여 마찰속도

와 느낌열플럭스를 구하였다. 

u *=
k(u 2-u 1)

ln (
z 2
z 1
)-ψm(

z 2
L
)+ψm(

z 1
L
)

                  (1)

여기서 k는 폰 카르만 상수 (von karman constant) 로 

0.4를 사용하였다. ψm는 운동량 플럭스에 대한 안정도 

보정함수, L은 오브코프길이 (m), z 2는 58 m 이고 

z 1는 10 m이다. 

H o=   
ρCpk

2(u2-u 1)(T 2-T 1)

[ ln(
z 2
z 1
)-ψ m(

z 2
L
)+ψ m(

z 1
L
) ][ ln(

z 2
z 1
)-ψ h(

z 2
L
)+ψ h(

z 1
L
) ]

  

          (2)

여기서, 공기의 밀도 ρ는 1.2 kg m-3, 습윤공기에 대한 일

정한 압력 하에서 공기의 정압비열 CP는 1004 J K-1 kg-1, 
T 2는 58 m에서 기온(℃), T 1는 10 m의 기온 (℃)이
고,  ψ h는 느낌열플럭스에 대한 안정도 보정함수를 의

미한다. 안정도를 고려한 느낌열플럭스를 산출하기 위

해, 먼저 중립인 조건에서 오브코브길이 L은 무한대

의 값이 되어 ψm과 ψ h는 '0' 이 된다. 그리고 두 고도

의 풍속자료와 온도자료를 식  (1)과 식 (2)에 대입하여 

얻은 마찰속도와 느낌열플럭스는 중립상태에서 추정

한 값이다. 중립상태에서 구한 마찰속도와 느낌열플럭

스를 식 (3)에 대입하여 L을 산출한다. 

L=-
ρC pu

3
*TM

kgHo
                                             (3)

g는 중력가속도 (ms-2), TM는 두 고도에서 평균한 

기온 ( K )이다. 임의 고도에서 모닌-오브코프 (Monin- 
Obukhov) 안정도 매개변수, z

L
는 시어생성에 대한 

부력생성의 상대적 중요성을 나타낸 열적안정도를 나

타낸다. 대류가 지배적인 경우, 혼합층 깊이를 이용한 

안정도 모수화는 대기안정도를 서술 하는데 적합하다.  
Nieuwstadt and Duynkerke (1996)에 의하면 z

L
< 0  이

면 부력에 의해 난류가 생성되는 대기경계층이 불안정

하고, z
L
> 0  이면 난류에 의한 부력이 소멸되어 대기

경계층은 안정해진다. 그리고 z
L
≈0 이면 부력효과

가 대기구조와 역학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중립

상태이다. 안정도에 따른 보정함수는 안정할 때 

ψm=ψ h= -5
z
L

                                                (4)

불안정할 때 

ψm= ln [ ( 1+x
2

2 )( 1+x2 )
2

]
     -2 tan -1x +

π
2

                                          (5)

     ψ h= 2ln ( 1+x
2

2 ) 
여기서, x = ( 1 - 15

z
L
)
1/ 4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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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2. (a) diurnal variations of the sensible heat fluxes from scintillometer and by gradient method, (b) comparison of the
sensible heat flux from scintillometer with that by gradient method.       

식 (3)에서 추정한 L이 '+'이면 안정한 상태이고 '-'
이면 불안정한 상태에 해당하는 운동량플럭스와 느낌

열플럭스에 대한 보정함수를 식 (4)와 (5)에서 계산한

다. 그리고 다시 식 (1) - 식 (3)까지 반복하여 안정도를 

고려한 마찰속도, 느낌열플럭스, 그리고 오브코브길이

를 추정한다. 먼저 구한 오브코브길이 ( Ln- 1)와 나중

에 구한 오브코브길이 ( Ln)의 차이 비가 1% 미만인 

경우, 마찰속도와 느낌열플럭스 그리고 L을 산출하였

다.      

L (n)-L (n-1)
L (n-1)

 ≤ 1%                                       (6)

경도법으로 산출한 느낌열플럭스를 검증하려면 3차원

초음파풍속계 또는 신틸로미터와 같이 난류에 의한 열

수송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이 필

요하다. 본 연구를 위한 관측에서는 직접방법을 병행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검증한 자료를 제

시한다. 해안가에 위치한 전라남도 고흥만 간척지에서 

두 고도의 기온과 바람 자료를 이용하여 경도법으로 

구한 느낌열플럭스와 신틸로미터 (SLS20) 관측 결과

를 비교하였다. Fig. 2에서 2005년 4월 1일에서 2일까

지 두 고도에서 30분 평균한 기온과 풍속만으로 산출

된 느낌열플럭스는 신틸로미터로 관측한 결과와 잘 일

치한다. 
 
4. 혼합층 고도

대기경계층 내 혼합은 태양복사에 의한 지표면 가

열로 인해 상향하는 느낌열플럭스에 의해 주로 이루어

진다. 이러한 혼합층 성장을 모의할 때, 열역학적인 방

법에 기초하여 역학적인 난류의 역할은 무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불안정한 대기의 경우에 열역학적인 방법

으로 모의한 혼합층 두께는 관측 결과의 80~90%를 설

명할 수 있다 (Arya, 2001). 대기경계층 내에서 상변화

에 의한 열의 이동이 없다고 가정하고, 이류와 복사에 

의한 효과를 무시하면 열수지 방정식은 열역학적인 대

기난류로 설명된다. 

∂θ
∂t
=-

∂( w'θ')
∂z

                                              (7)

∂θm
∂t
=
1
h
[ ( w'θ')0-( w'θ')h]                         (8) 

여기서 θm=
1
h
⌠
⌡

h

0
θdz으로 혼합층 내의 온위평균을 

의미한다. 층 평균 온위 (θm)에 대한 식 (7)은 지표면 

열플럭스와 혼합층 또는 경계층 꼭대기의 열 플럭스를 

포함한다. 혼합층 꼭대기에서 플럭스의 유입관계식을 

매개변수화하려면 단위 수평면적과 단위시간당 혼합

층의 상부로 유입되어 들어오는 공기의 체적을 알아야 

한다. 이는 지상에서 관측할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혼합층의 성장률과 혼합층 가열율의 관계를 설명하는 

경험식을 사용하여 시간에 따른 혼합층 고도 변화를 산

출할 수 있다 (Arya, 2001). γ(= ∂θ
∂z
)가 혼합층 꼭대기

의 온위경도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경험식으로 혼합층

의 성장을 느낌열플럭스로 표현할 수 있다.  

∂h
∂t
=
1
γ

∂θm
∂t

                                                   (9)

∂h
∂t
=
1
γh
[ ( w'θ') 0-( w'θ') h]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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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of the potential temperatures between MODIS profiles (dot) and GPS radiosonde (circle).

풍속이 약한 대류의 경우에 지표면에서 방출되는 느낌열

플럭스가 고도에 따라 선형적으로 감소한다고 가정하면, 
혼합층 꼭대기에서 느낌열플럭스를 ( wθ)h=-C ( wθ) 0
와 같이 매개변수화할 수 있다 (Kwon et al., 1998). 

h(t)= [h 20+2⌠⌡
t

t 0

(1+C)
γ

( w'θ') 0dt ]
1/2

            (11)

유입계수C는 Yamada and Berman (1979)에 근거하여 

0.2를 사용한다. 혼합층 상부의 온위경도 γ를 MODIS 자
료에서 구하고, 지표층의 느낌열플럭스를 경도법으로 산

출하면 시간에 따른 혼합고도의 변화를 추정할 수 있다. 

h(t)=  

[h 20+ 2(1+C)
γ ∑

i= n

i=1
( w'θ') 0[t ( i)- t ( i-1)]]

1/2

 (12)

Fig. 3과 같이 2005년 5월 24일 1200 LST, 2005년 8
월 12일 1100 LST, 2005년 10월 26일 1200 LST 그리

고 2006년 8월 24일 2100 LST에 근접한 위성 자료를 

분석하였다. 위성이 한반도를 지나갈 때 맑은 날을 선

택했다. Fig. 3에서 온위의 연직 변화는 위성자료와 관

측자료가 일치를 보이고 있으나 2005년 5월 24일 경

우와 같이 위성이 지나간 시각과 존데 비양 시각의 약 

1시간 차이에 기인한 오차도 나타났다 (Table 1). 위성

자료가 현장 관측 결과와 일치하지만 혼합층 내에서는 

3-4 고도의 온위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위성자료에서 

혼합층 고도를 결정할 수는 없다.  
관측지점에서 혼합층 고도를 추정하기위해 식 (12)

의 적분모델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대류가 강한 경

우 지표면의 느낌열플럭스와 상층관측 자료를 이용하

여 대기경계층의 일 변동을 유추할 수 있다. 2005년 5
월 24일과 2005년 10월 26일 1200 LST에 관측지의 

58 m 관측탑에서 온도경도와 바람경도를 이용하여 경

도법으로 계산한 느낌열플럭스와 상층관측 자료에서 

혼합층 상부의 온위경도와 유입계수를 식 (12)에 적용

하여 혼합층 고도를 Fig. 4에 나타냈다. 상층관측 자료 

대신 MODIS의 연직기온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혼

합층 고도를 Fig. 4에서 직접 관측한 결과와 비교할 수 

있다. MODIS 자료로 얻은 온위경도는 920 hPa 과 

850 hPa 사이의 온위경도를 사용하였다. 2005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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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24 May 2005

        (b) 26 October 2005

Fig. 4. Mixed layer height determined by potential temper-
ature profile from upper air sounding data with GPS radio-
sonde (□), estimated with the potential temperature gra-
dient from MODIS profiles (+) and estimated with the po-
tential temperature gradient from upper air sounding data
(○).

Fig. 5. Diurnal variation of the mixed layer height observed
with GPS radiosonde at 26 October 2005.

Fig. 6. Comparison of mixed layer height estimated by in-
tegral model with observed mixed layer height using GPS 
radiosonde.

24일의 경우 위성이 지나간 시각과 상층관측 시각이 

일치하지 않아서 1200 LST의 관측된 혼합층 고도와 

위성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혼합층 고도가 약 300 m 
차이를 보인다. 이 오차는 1800 LST와 2100 LST에서

도 오차를 유발한다. 
2005년 10월 26일 0900 LST 부터 2100 LST 까지 

3시간 간격으로 존데로 관측한 혼합고는 0900 LST에 

700 m 정도 발달 한 후, 1500 LST에는 1000 m까지 

발달하였다. 경도법으로 유추한 느낌열플럭스는 혼합

고도의 변동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저녁 무렵 느

낌열플럭스가 감소함에 따라 주간에 혼합고도는 더 이

상 발달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다 (Fig. 4(b)). 이 자

료를 바탕으로 적분모델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추정한 

혼합고는 존데로 관측한 결과보다 평균 58 m 정도 높

게 관측되었으나, MODIS 연직기온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혼합고도는 존데 관측 값보다 38 m 정도 낮게 

추정되었다. 적분모델의 알고리즘으로 추정한 혼합고

는 현장 관측 자료와 큰 차이 없이 혼합고도를 잘 추정

하여 MODIS 연직자료만으로도 연안 대기경계층을 

추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열역학적 원인만 고려한 

적분모델의 유효성은 Fig. 5와 같이 느낌열플럭스의 

변화 경향이 혼합층 고도의 변화 경향과 일치하는 것

으로 입증이 된다.
동일한 관측 지점에서 계절별로 관측한 상층자료 

중에서 혼합고도가 발달한 사례를 구별하여 적분모델

에 적용하여 혼합층 고도를 산출하였다 (Fig. 6). 위 2 
사례의 결과로부터 상층관측 기간 내에 위성 자료가 

있으면 비교 가능한 결과를 더 얻을 수 있다. 관측 기간 

동안 맑은 날에 위성 자료가 있으며 혼합층이 발달한 

12 사례를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0.87의 기울기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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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관계를 보인다. 계절과 무관하게 혼합층이 높게 발

달한 경우는 관측 결과보다 낮게 산출되고, 혼합층이 

500 m 이하로 발달한 경우는 다소 높게 추정된다. 혼
합층의 발달 원인에 따라서 느낌열플럭스의 연직 분포

가 다르기 때문에 식 (11)에서 유입계수도 조정되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상수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오차

가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 실험을 통한 유입계수를 결

정하기 위해서는 고도별 열플럭스를 측정해야 하는 어

려운 문제가 있다. 

5. 결 론

지상의 기상 자료와 Terra/MODIS에서 제공하는 연

직온도를 이용하여 혼합층 발달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

시하였다. 시간에 따른 혼합층 고도를 산출하는 적분

모델은 표층 느낌열플럭스와 혼합층 상부의 온위 변화

율을 필요로 한다. 느낌열플럭스는 일반적으로 고가의 

정밀한 기기를 사용하여 측정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

상 기상자료만을 이용하여 간접 방법인 경도법으로 산

출하였으며, 연안지역에서 신틸로미터로 직접 관측한 

자료와 비교하여 결과의 정확성을 제시하였다. 혼합층 

상부의 온위경도를 위성 자료에서 구하여 혼합층 발달

을 예측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GPS 라디오존데로 

관측한 온위의 연직변화에서 결정한 혼합층 고도와 비

교하였다. 두 결과는 계절에 관계없이 일치하였고, 혼
합층이 높게 발달하면 과소평가되고 낮게 발달하면 약

간 높게 평가되었다. 
관측 지점이 연안지역임을 감안하면 느낌열플럭스

보다는 잠열플럭스를 포함하는 부력플럭스를 사용하

여야 할 것이다. 상수로 간주한 유입상수를 지표면 조

건과 열플럭스의 발생 원인에 따라 많은 실험을 통해

서 결정할 수 있으면 위성자료를 이용하여 더 정확한 

혼합층 고도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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