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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impact of orographic and thermal forcing on   the atmospheric flow field over the urban 

metropolitan areas on urban artificial buildings and future development plan. Several numerical experiments have been 

undertaken in order to clarify the impacts of the future development plan on urban area by analyzing practical urban ground 

conditions, we revealed that there were large differences in the meteorological  differences in each case. 

The prognostic meteorological fields over complex areas of Seoul, Korea are generated by the PSU/NCAR mesoscale 

model(MM5). we carried out a comparative examination on the meteorological fields of topography and land-use that had 

building information and future development plan. A higher wind speed at daytimes tends to be forecasted when using new 

topography and land use data that have a high resolution with an appropriate limitation to the mixing height and the nocturnal 

boundary layer(NCB). During nighttime periods, since radiation cooling development is stronger after development plan, the 

decreased wind speed is often gene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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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산업화나 도시화에 따른 인위적인 토지 이용의 변

경은 최근 들어 더욱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산업이 발달하고 인구가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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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

으며, 도시의 규모도 점차 거대해져가고 있다. 이러한 

도시의 팽창은 녹지의 감소, 도로 포장률의 증가, 도시 

하천의 복개 등 지표면의 피복상태를 변화시키고 도

시 구조물을 증가시킨다. 이때, 대상 지역의 지형이나 

토지 이용도에 따라 기상장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

나며, 지형 경사가 복잡한 도심 지역에서 특히 중요하

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이 등, 2005; Lee 등, 2006;  

Lee, 1998; Tong 등, 2005). 이는 지형적인 형태가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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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과 관련된 열적 관성류(thermally driven flow)의 분

포에 영향을 주며(Atkinson, 1981), 복잡지형에서 특

히, 지형 경사와 형태에 따른 복사(solar radiation)의 

불균등한 분포가 바람장 분포(wind behavior)의 다양

성에 가장 큰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Lee와 Kimura, 

2001; Mahrer와 Pielke, 1977). 특히, 복잡한 국지규모

의 경우, 지상 관측 바람장은 지형효과나 해양, 육지의 

특성의 차이 외에도 지면마찰, 건축물 등 지형지물의 

효과로 인하여 매우 다양한 바람장을 나타낸다(Lee 

등, 2008). 즉, 도시화에 따른 도심의 확장과 건축되는 

각종 지표 구조물은 지표면 지면 마찰을 가속화하여 

국지적으로 불규칙한 난류를 발생시키며 도시의 환기 

능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도심지역의 건물에 

대한 실제적 현황과 향후 개발계획에 따른 기상학적

인 영향을 세밀하게 파악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시가지에 존재하는 고층 건물에 의한 실제 도심의 거

칠기 및 도심확장과 관련된 건설과 도로계획, 택지개

발, 도시계획 등 여러 분야의 자료를 모델에 새로운 지

형 및 지표면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로써 모델링 영역 

내 도심의 구조를 최고층 건물군 자료를 중심으로 파

라미터화하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개발계획

을 모델링에 반영하여 복잡한 도심지역에서 표출되는 

다양한 국지순환계 발생을 수치모의한 후 장래 개발

계획이 진행됨에 따라 유도되어지는 기상장의 변화를 

예측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2.1. 기상장 모델 및 기초자료

도시의 대기 순환 묘사에 필요한 3차원 바람장을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적용하여 높은 해상도로 수치

모의 하기 위하여 중규모 기상장 모델인 MM5(PSU/ 

NCAR mesoscale model)를 이용하였다. 사용된 모델

의 초기 및 경계 입력자료는 3시간 단위 KMA/RDAPS 

(Regional Data Assimilation and Prediction System)

를 기본 입력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모델링의 초기 바

람장 개선을 위해 QuikSCAT 위성자료를 통해 한반

도 주변의 연안 바람장을 개선하였다. 상세 지형에 대

한 국지 기상장 수치모의를 위해 환경부 지리정보시

스템의 3초(90 m)지형고도 자료(Ministry of Environment, 

Digital Elevation Model)와 해상도 1초(30 m)의 대분

류 토지피복지도(축척 1:50,000)를 본 연구에 안정적

으로 모델 내에 적용하여 수치모의 하였다(이 등, 

2005; Lee 등, 2006). 또한, 토지피복도 변화 뿐 만 아니

라 고밀도 도심의 건물이 풍속을 변화 시키고 불규칙한 

난류를 발생시키는 영향을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지형 공간 정보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자료 중 건물의 최고층 자료를 현재 수도권 도심 

실정에 맞는 Land-use 자료의 거칠기 길이(roughness 

length) 파라미터로 세분화하고 구분하여 도시규모 바

람장을 개선하며, 현재 모델링 영역 내에 건설 중이거

나 예정된 도시지역의 건설 및 도로계획, 택지개발, 도

시계획 등 여러 분야의 자료를 한국 환경정책평가연

구원(KEI)에서 제공받아 모델에 새로운 지형 및 지표

면 자료로 활용하였다. 

2.2. 모델링 영역 및 수행조건

모델의 둥지격자 도메인을 이용하여 Lambert- 

conformal 격자 투영법으로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기상장 수치모의를 실행한다. 먼저, 

서울시를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지역의 복잡한 도시 

지형 등의 특성을 고려하며, 경계조건 등으로 인한 수

치모델링의 계산 오차를 줄이고, 대규모 영역의 계산

부터 시작하여 관심지역의 영역까지 계산을 하는 둥

지격자 도메인을 이용하는 nesting방법을 도입한다. 

둥지격자 모델의 외부경계조건을 생성하기 위해서 

two-way interacting nested grid system을 사용한다. 

모델링 영역은 Fig. 1에 나타내었으며, 마지막 도메인

의 격자는 1 km 해상도로 수치모의 하였다. 사용된 물

리과정중 구름 모수화 과정(cloud physics and 

precipitation processes)과 강수 과정(precipitation 

processes)은 각각 상승․하강운동 그리고 보상운동

을 고려하는 모수화 방법(Grell 등, 1995)과 Reisner 

scheme(Reisner 등, 1998)을 사용하였다. 복사과정은 

명시적 구름(explicit cloud)과 장파 및 단파복사의 상

호작용을 충분히 고려한 구름-복사 방안(Mlawer 등, 

1997)을 사용하였다. 또한 Radiation scheme으로 

RRTM long wave scheme(Mlawer 등, 1997)을, 

surface scheme으로는 Pleim-Xiu Land-Surface scheme



705도심 실제 거칠기 적용과 장래 도심 개발계획에 따른 국지 기상장 변화 수치 모의

Fig. 1. The coarse and nested grid domains used in this study.

(Pleim-Xiu Land-Surface Model coupled to the 

Pleim-Xiu PBL and combined land-surface and PBL 

model)이 선택되어 졌다. 모델링 수행 기간은 2004년 

5월 28일 ∼ 6월 15일 까지 이다.

3. 결과 및 고찰

3.1. 현재 도심의 실제 거칠기 산출  

기상장 모델 내에서 도시의 모습을 적절히 구현하

기 위하여 지형 공간 정보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자료를 통해 도심의 용도별 사용

면적과 도심에 존재하는 건물의 최고층 자료로 수도

권의 도심 거칠기를 산출하였다. 이 값은 구별로 추출

된 총 높이들의 자료에 토지 점유율에서 실제 건물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값을 곱하여 환산한 값

으로 나타내었다(최 등, 2007). 이에 따라 서울의 강남

구, 서초구, 노원구, 송파구는 평균 거칠기가 2.93 m로 

가장 높은 군(group)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거칠기 

평균이 각각 2.15 m, 1.87 m인 군으로 나타나고 있었

다. 인천지역에서는 남구와 부평구에서 가장 높은 거

칠기를 가진 군으로 나타났다(Table 1, 2). 현재 MM5

에서 제공되고 있는 도심의 기본 거칠기 값인 0.5 m 보

다 위에서 계산된 서울 및 인천지역의 실제 거칠기 값

은 각각 4배와 3배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Boucouvala

와 Bornstein(2003)은 Los Angeles를 대상으로 MM5를 

이용한 수치모의에서 도심의 거칠기 값을 4 ∼ 5 m

Table 1. Roughness length at Seoul.

Region (Gu)
Average
building

height group (m)

Roughness 
length (m)

Group
classification

Kangnamgu 7.09 3.32

 Seochogu 7.38 2.95

Rowongu 7.23 2.89

 Songpagu 7.09 2.82 U1

Dobonggu 6.02 2.40

Yangchungu 5.99 2.39

Kangseogu, 5.92 2.36

Kangdonggu 5.81 2.31

Gurogu 5.63 2.25

Kwanakgu 5.48 2.19

Kwangjingu 5.41 2.16

Mapogu 5.19 2.07

Keumchungu 5.09 2.03

Sungdonggu 5.00 1.99 U2

Junggu 4.96 1.97

Joongranggu 4.91 1.96

Youngdeungpogu 4.85 1.94

Dongjakgu 4.79 1.91

Seodaemoongu 4.78 1.91

Eungpyunggu 4.55 1.82

Yongsangu 4.53 1.81

Dongdaemoongu 4.53 1.81

Kangbuckgu 4.44 1.77

Jongrogu 4.39 1.75

Sungbuckgu 4.24 1.69 U5

Average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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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Project name Area (㎡) Use

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 조성사업 17,700,000 도시개발

용유역세권 개발사업(인천 영종지구) 2,687,300 도시개발

인천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 2,503,925 도시개발

소래,논현지구 도시개발사업 2,393,748 도시개발

인천 서창2지구 택지개발사업 2,097,000 도시개발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 개발사업 2,655,046 산업단지

영흥 화력3,4호기 건설사업 4,840,000 에너지 개발

서울 은평구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 3,495,248 도시개발

고양시 고양 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 5,090,886 도시개발

김포시 김포 양촌지구 택지개발사업 10,972,000 도시개발

김포 마송지구 택지개발사업 990,000 도시개발

김포 장기지구 택지개발사업 877,327 도시개발

김포 양곡지구 택지개발사업 857,000 도시개발

남양주시 양주 옥정지구 택지개발사업 6,426,738 도시개발

남양주 진접지구 택지개발사업 2,068,587 도시개발

남양주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 5,091,574 도시개발

성남시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9,307,148 도시개발

수원시
경기 첨단행정 신도시 건설을 위한 수원이의지구 

택지개발사업(광교테크노밸리)
11,071,036 도시개발

수원 호매실지구 택지개발사업 3,126,000 도시개발

시흥시 시흥장현지구 택지개발사업 2,930,000 도시개발

오산시 오산세교지구 택지개발사업 3,234,050 도시개발

오산궐동지구 택지개발사업 2,803,304 도시개발

용인시 용인 죽전지구 택지개발사업 3,716,187 도시개발

의정부시 의정부 민락2지구 택지개발사업 2,620,521 도시개발

파주시 파주 운정(통합)지구 택지개발사업 9,533,000 도시개발

파주 운정지구 택지개발사업 4,873,000 도시개발

파주 교하지구 택지개발사업 2,063,469 도시개발

평택시 평택소사벌지구 택지개발사업 3,021,281 도시개발

아산국가산업단지(포승지구) 개발사업 6,325,887 산업단지

화성시 화성 향남2지구 택지개발사업 3,176,101 도시개발

Table 3. Development plan on urban area

Table 2. Roughness length at Incheon.

Region (Gu)
Average
building

height group (m)

Roughness 
length (m)

Group
classification

Namgu 4.33 1.72

 Bupyeonggu 4.29 1.71 U3

Namdonggu 3.96 1.57

Seogu 3.91 1.56 U4

Gyeyanggu, 3.85 1.50

Joonggu 3.74 1.50

Donggu 3.73 1.49

Yeonsugu 3.71 1.48 U6

Average         1.55

로 환산한 바 있다. 위에서 산출된 서울 및 인천도심의 

거칠기 값은 U1∼U5군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거칠기 

값을 모델 내에 적용시켰다. 

3.2. 진행 및 예정 중인 도심개발 계획 적용 

모델링 대상 지역인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80년대 

이후 급속히 발전하면서 꾸준히 도시화가 진행되어 

왔다. 서울은 대지와 도로의 점유율이 47.0 %를 차지

하는 고밀도형 대도시 형태를 갖고 있다. 지역별 토지

이용 현황을 우선 살펴보면 크게 도시화 지역(58.0 %)

과 녹지 및 오픈 스페이스 지역(42.0 %)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전체 평균 토양 피복비율은 43.1 % (26,160.9 

ha)이고, 녹지율은 49.5 %로 약 50.0 % 수준을 나타내

고 있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0). 이 가운데 토양 

피복도가 가장 낮은 구는 강북구로 23.1 %이며, 토양 

피복비율이 가장 높은 구는 영등포구로 67.1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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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녹지율이 가장 높은 구는 강북구로 72.4%이며, 

녹지율이 가장 낮은 구는 성동구로 24.1% 수준이다. 

이 지역의 토지이용은 농경지와 삼림 등의 면적이 현

격히 줄어들었고, 건물과 아스팔트와 같은 대단위 인

공건조물들이 들어서게 되었다. 도시화에 따른 지표

면 피복의 변화는 도시 내의 열수지, 물수지의 변화를 

가져와 주위지역과 다른 열환경 구조를 가지게 된다

(이, 1985). 이것은 각 지표면 성질에 따라 흡수도, 반

사도, 거칠기 길이, 열적 관성 그리고 단위 용적 당 지

표면 열용량의 변화 등이 도시 열 환경 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Shafran 등, 2000). 이러한 도시 

열 환경 구조의 변화는 국지기상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므로 실제 대기와 지표면에 유사한 입력 자료를 구

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성이미지 (Landsat TM)를 

이용하면 토지이용의 형태 중 도시역과 비 도시역에 

따른 토지이용의 형태를 분류할 수 있다. 현재 환경부

에서는 Landsat TM 위성영상과 SPOT 위성영상을 합

성하여 한반도 위성영상지도를 제작하여, 시가화/건

조지역, 농업지역, 산림지역, 초지, 습지, 나지, 수역의 

7개 분류항목으로 구성된 지상해상도 30 m 급의 대분

류 토지피복지도(축척 1:50,000)를 제작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안정적으로 이를 모델 내에 적용하는 것

과 함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현재 진행 중 

이거나 개발예정인 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 사업(Table 

3)을 그 사업면적 규모에 따라 시가화 지역으로 분류

하여 모델 내에 새로운 지표면 정보로 활용하였다.  

3.3. 장래 도심개발계획에 따른 기상장 모델링 수행 결과

다음은 현재 도심의 구조물에 의해 만들어진 새로

운 지형 거칠기와 최근 진행 중이거나 계획되어 있는 

건설 및 도로계획, 택지개발, 도시계획의 양상(Table 

3)을 모델 내 지표면 정보로 반영하여 모델링한 결과 

중 개발 현황에 따른 기상요소의 변화를 나타낸 결과

이다. 먼저 지표로부터 자유대기로의 열, 운동량, 수분 

등의 공급을 결정하여 수치모델링에 있어 지상 바람

장 예측에 영향을 주는 PBL(Planetary Boundary 

Layer)고도의 변화를 Fig. 2에 나타내었다. 수치모의 

결과, 개발 후 사례일인 여름철의 경우 주간에 높아진 

PBL고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야간에는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때 개발이 진행된 후 야간에 

생성된 혼합층은 낮 동안 생성되었던 혼합층이 점차 

낮아지면서 소멸되는 단계에서 나타난 야간 잔류층이

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상대적으로 적은 혼합이 일어

나는 지표근처의 야간에 나타나는 안정층은 오염물질

들을 잡아 두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표근처에서의 

오염물질 농도에 영향을 주며, 이러한 야간 안정경계층

에서의 고도를 예측하는 것은 중요하다(최 등, 2007). 

이에 대한 연직 flux 및 연직 온위(potential temperature)

를 지형적으로 분지 지역으로 파악되는 고양지역 일

대에서 살펴본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개발이 진

행된 후 같은 고도에서 주위보다 온도의 변화 폭이 크

다. 이것은 주로 부피효과에 의한 것인데 분지 지역의 

공기로 수송되는 에너지 속이 주위의 공기로 수송되

는 에너지 속보다 더 작은 부피의 공기 속으로 들어가

기 때문에 나타나며, 이는 분지의 온도변화를 크게 증

폭시킨다(Shafran 등, 2000). 특히 분지에서의 야간 냉

각에 대한 연구에서, 분지바닥에 한랭한 공기를 축적

하여 큰 복사 냉각율과 관계 깊은 한랭한 공기호를 형

성하며, 분지바닥의 경계층에서 야간냉각과 주간 가열

을 강화시킴을 분석하였다(Kondo와 Gambo, 1979). 

따라서 이 시간대에 약화되고 정체된 풍속의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Fig. 4는 모델링한 결과 중 바람장의 

수평과 수직성분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시계열 분석

이다. 특히, 현재 도심의 세분화된 거칠기 적용과 도시

개발 사업의 규모를 반영하여 나타낸 지역으로 바람

의 수평과 수직성분의 변화가 현재의 상태와 비교해 

볼 때 개발 후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그 밖에 지역에서도 다양한 변화 양상을 나

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5는 개발이 진행된 후

의 기온과 풍속의 양상을 관측값과 비교하여 나타낸 

시계열 분석이다. 개발이 진행되면서 PBL 분석과 연

직 온위(potential temperature)분석에서 예상된 결과

를 뒷받침해 주듯 주간에 높아진 풍속의 양상을 나타

내고 있으며, 야간에는 다소 낮아진 풍속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실제 도심의 건물로 야기되는 거칠기 파

라미터를 적용하고, 계획된 개발현황에 대한 토지피

복도 변화는 고밀도 도심의 풍향·풍속을 왜곡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며, 이로 인한 도시 미기후 변화를 초

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6에 나타낸 

풍속에 대한 개발 전후의 수평장의 차이 분포에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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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diurnal variations of PBL height in each case of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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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2005/06/12/1500LST 2005/06/13/0300LST

 

                           (b)                             

2005/06/13/0300LST2005/06/12/1500LST

 

Fig. 3. The vertical flux and potential temperature field at Goyang(E-W cross section, (a): before development, (b): after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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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diurnal variations of horizontal wind speed difference for building parameterization and future develop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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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diurnal variations of horizontal U and V component difference for building parameterization and future develop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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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difference(after-before) of wind speed field for building parameterization and future development plan.



713도심 실제 거칠기 적용과 장래 도심 개발계획에 따른 국지 기상장 변화 수치 모의

반적으로 개발 후 수도권 외곽에서 야간과 새벽 시간

대에서 다소 약화된 풍속을 모사하고 있으며, 낮 동안

에는 다소 강화된 풍속패턴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실제

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4. 결 론

도시지역의 개발현황과 계획에 따른 기상학적인 

영향을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도심 내 존재하는 

건물에 의한 실제 도심의 거칠기 파라미터와 도심확

장과 관련된 건설과 도로계획, 택지개발, 도시계획 등 

여러 분야의 자료를 모델에 새로운 지형 및 지표면 자

료로 활용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수치지도와 지

형 공간 정보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자료를 수도권 실정에 맞는 Land-use 자료의 

거칠기 파라미터로 세분화하고 구분하여 도시규모 바

람장을 개선할 수 있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계발계획을 모델링에 반영하여 그에 따른 영

향을 수치모의 하여 복잡한 도심지역에서 표출되는 

다양한 국지순환계 발생을 수치모의하고 장래 개발계

획이 진행됨에 따라 유도되어지는 기상장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었다. 입력된 도심의 상세 지형 및 지표면 

자료는 미규모 바람장의 순환강도, 기계적, 열적 대기

현상의 영향을 반영할 수 있었고, 국지지역 내 열수지, 

열용량의 변화로 인한 대기흐름의 정체, 풍속을 모사

할 수 있었다. 

수치모의 결과, 개발 후 사례일인 여름철의 경우 주

간에 높아진 PBL고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상대적으

로 적은 혼합이 일어나는 지표근처의 야간에 나타나

는 안정층은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 

층은 특히 야간에 오염물질들을 잡아 두는 역할을 하

기 때문에 지표근처에서의 오염물질 농도에 영향을 

주며, 이러한 야간 안정경계층에서의 고도를 예측하

는 것은 중요하다. 연직 flux 및 potential temperature

를 살펴본 결과, 개발이 진행된 후 같은 고도에서 주위

보다 온도의 변화 폭이 크게 나타나 분지바닥의 경계

층에서 야간냉각과 주간 가열을 강화시킴을 알 수 있

었다. 특히, 현재 도심의 세분화된 거칠기 적용과 도시

개발 사업의 규모를 반영하여 나타낸 지역으로 바람

의 수평과 수직성분의 변화가 현재의 상태와 비교해 

볼 때 개발 후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풍속에 대한 개발 전후의 수평장의 차이 분

포에서 전반적으로 개발 후 수도권 외곽에서 야간과 

새벽 시간대에서 다소 약화된 풍속을 모사하고 있으

며, 낮 동안에는 다소 강화된 풍속패턴이 나타날 수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실제 도심의 건물로 야

기되는 거칠기 파라미터를 적용하고, 계획된 개발현

황에 대한 토지피복도 변화는 고밀도 도심의 풍향·풍

속을 왜곡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며, 이로 인한 도시 

미기후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을 실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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