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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sensitivity of the WRF(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Model according to three different land cover data(USGS(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MODIS(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30s+USGS, and KLC

(Korea Land Cover)) for an event of sea breeze, occurred over the Gangwon Yeongdong region

on 13 May 2009. Based on the observation, the easterly into Gangneung, due to the sea-breeze

circulation, was identified between 1000 LST and 1640 LST. It did not reach beyond the Taebaek

Mountain Range and thus the easterly was not observed near Daegwallyeong. On the other hand,

the numerical simulations utilizing land cover data of USGS, MODIS30s+USGS, and KLC

showed easterlies beyond the Taebaek Mountain Range up to Daegwallyeong. In addition, rather

different penetration distances of each easterly, and different timings of beginning and ending of

sea breeze were identified among the simulations. The Bias, MAE(Mean Absolute Error) and

RMSE(Root Mean Square Error) of the wind from WRF simulation using MODIS30s+USGS

land cover data were the least among the simulations particularly over Gangwon Yeongdong

coastal area(Sokcho, Gangneung and Donghae), while those of the wind over the Gangwon

Mountain area(Daegwallyeong and Jinbu) from the simulation using KLC land cover data were

the least among them. The wind field over Gangwon Yeongdong coastal area from the

simulation using USGS land cover data was rather poor among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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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반도 중부 지역의 동쪽에 위치한 강원 영동 지역은

동쪽으로는 동해(East sea)와 맞닿아 있고, 서쪽으로는

북북서 방향에서 남남동 방향으로 주향하는 험난한 태

백산맥이 위치하여 강풍, 호우, 대설, 고온/저온 현상,

산곡풍, 해륙풍 등 다양하고 복잡한 기상 현상이 자주

나타나는 지역이다. 이러한 기상 현상 중에서도 해륙풍

과 관련하여 동해 쪽에서 불어오는 동풍 계열의 바람의

영향으로 영동 지역에서의 기온과 바람 등의 변동성이

커,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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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해풍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이화운 등

(2002)은 강릉 공항에서 관측한 10년(1988년~1997년)

동안의 자료를 이용한 해풍의 기후학적 특성에 대한 연

구에서, 강릉에서 일중 서풍이 불 경우 강풍인 경우가

많으며, 지형적인 영향으로 푄현상이 발생하여 다른 날

에 비해 기온이 많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육지와 해양간의 기온차가 단시간에 크게 발생하여 온

도 경도가 커 단시간 동안에 해풍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Park and Yoon (1989)은 종관 바

람장의 변화를 고려한 이차원 해륙풍 수치 모델링 연구

에서 종관 규모의 주풍이 해풍 순환의 강도, 내륙으로의

진입거리, 그리고 내륙 혼합층의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Park (1992)은 한반도의 3차원 해륙풍 모델 결과로부

터 추정한 경계층 내의 바람 분산 분포 연구에서 태백

산맥의 동쪽 경사면 상에서는 주풍인 서풍과 해륙풍으

로 인한 국지풍이 합쳐져 야간에 강한 바람이 발달하게

되고, 이 강한 바람이 일중 육지에서 깊게 발달한 혼합

층을 태백산맥의 동쪽과 동해로 이류 시켜 이 지역의

대기확산이 잘 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이영복 등 (1998)은 강원 영동 지역에서의 봄철 해

풍에 관한 연구에서 해풍 발생 시 전반적으로 풍속이 약

하고, 해풍이 시작되는 시간대는 오전 8~10시경이 대부

분이라고 하였다. 또한, 해풍의 강도는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어, 강릉 지역은 해안가에 있는 속초나 동해

지역보다 해풍의 영향을 덜 받고, 해풍이 불 때 강릉이

다른 해안 지역보다 2~5oC 높다고 하였다 (조의주, 1994).

한편, 해륙풍과 같은 경계층 바람의 수치모의에 있어,

지면-대기 상호작용을 조절하는 주요 요소인 지면 피복

(land cover) 자료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면

피복 유형을 실제에 가깝도록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

다. Zhang et al. (2005)은 NCEP(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 MSM(Mesoscale Spectral

Model)을 이용한 하와이 북서 지역의 해풍 순환에 대한

수치모의 연구에서, 이 지역의 해풍의 풍속이 실제 관측

보다 2-3 ms-1 정도 약하게 모의되었으며 그리고 해풍의

침투가 실제보다도 더 강하게 모의되었는데, 이러한

문제점은 주로 두 가지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즉, 하나는 수치모의의 초기화 과정에서 무역풍의 풍속

을 실제보다도 작게 설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용암(lava)

암석으로 덮힌 지표면을 단순히 나지(bare soil)로 설

정한데에 있다고 하여, 수치모델의 초기화 과정뿐만

아니라 지표면 피복 자료의 적절한 설정도 중요하다

고 하였다.

Bonan (1997)은 미국의 피복 자료 중에서 미 동부

지역의 침엽수, 활엽수, 혼합림과 미 중부 지역의 초원

지역의 대부분을 농작물 지역으로 대치하여 대기순환

모델을 구동한 결과, 봄철에는 미 동부 지역에서는 1oC

정도 기온이 낮아진 반면에 미 서부 지역은 1
o
C 정도 기

온이 올라갔으며, 여름철에는 미 중부 지역에서는 2oC

정도 기온이 내려갔다고 하여, 지표면의 피복 자료의 설

정에 따른 미국의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였다.

Pielke (2001)는 민감도 실험에서 지표면의 특성을

변화시키는 경우, 행성경계층 내에서의 열과 수분의 플

럭스 그리고 대류 가용 위치에너지(convective available

potential energy)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지표면 가열의

공간 구조는 적란운을 동반한 대류가 형성될 수 있도록

보다 집중된 영역을 만들어 발달된 적운 활동에도 영

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한편, 서명석 (1999)은 지역 기후모형을 이용하여 원

격 탐사된 식생 및 토양수분에 대한 동아시아 여름 몬

순의 민감도에 관한 연구를 하였고, Rha et al. (2005)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지면 피복 변화가 남한의 집중호

우 모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지면 피복 변화와

관련된 생태물리변수의 수정이 국지적으로 열역학적 구

조를 변화시키며, 이러한 국지적인 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보다 큰 규모의 열역학적 공간패턴의 변화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강전호 등 (2007)은 수치모델의 지면 경계 자료

로 이용되는 USGS(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USGS) 지면 피복 자료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이

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대부분을 실제 지

면과 다르게 사바나(savanna)로 분류하고 있음을 밝혔

으며, USGS 지면 피복 자료는 1992-1993년 자료로 구성

되어 현재의 지표 구성과 불일치하고, 공간의 불연속성

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서범근 등 (2010)은 WRF(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모델을 이용한 지표층 바람장의

PBL(Planetary Boundary Layer) 모수화와 지면 모델

(land surface model)에 따른 민감도 실험 연구에서 기존

의 USGS 지면 피복 자료를 개선하여 사용하였을 때,

지상 바람값이 관측값에 보다 가까워진다고 하였다.

지면 피복 유형에 관한 정보는 수치모델 내에서 여러

기상인자들과 연관되어 있는데, 그 기상인자들은 알

베도(albedo), 토양 수분(soil moisture)함량, 지표 방출율

(surface emissivity), 그리고 지표 거칠기(surface roughness)

길이 등이다. 따라서 지표면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해풍과

같은 국지 순환을 수치모델로 모의하는 경우, 수치모델

에서 사용되는 지면 피복 유형에 따라 특히 지상 바람

장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WRF 모델을 이용한, 지면 피복 자료에 따른 해풍 민

감도 실험을 수행하여 여러 종류의 지면 피복 자료가

보여주는 바람장의 특성을 살펴보고, 특히 지형적으로

복잡한 강원 영동 지역에서 국지순환(해풍)과 관련된

WRF 수치모의 시, 어떤 지면 피복 자료를 option으로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보다 좋은지 알아보고자 한다.

지면 피복 자료의 option에 따른 WRF 모델 민감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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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위하여 사용한 지면 피복 자료는 세 종류로, 첫째

는 미국 지질 조사소 즉, USGS에서 작성한 USGS 지

면 피복 자료이며, 둘째는 MODIS(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위성의 30초 간격 자료와

USGS 지면 피복 자료를 결합한 형태의 자료인 MODIS30s+

USGS 지면 피복 자료이고, 셋째는 공주대학교의 Korea

Land Cover(KLC_v1.0) 지면 피복 자료이다. 보다 자

세한 내용은 4절에 기술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사례 선정의 기준은 종관적으로 서

풍이 불고, 강원 영동 지역으로는 동풍이 유입되었으며,

저기압에 의한 강수 현상이 없었던 맑은 날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강릉에 설치된 수직 측풍 장비의 시간-

고도별 수평 바람장의 자료 품질이 양호해야 했으며,

해풍의 시작과 끝이 명료해야 했다. 최근 3년간 해풍 유

입 일에 대한 자료를 조사한 결과 2009년 5월 13일 0900

LST∼1900 LST 동안의 기간이 위의 기준과 대체로 잘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바람의 u(x-component of wind)

값이 -(음수)인 동풍이 유입될 때 해풍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하였음). 따라서 이 사례를 대상으로 세 종류의

지면 피복 자료를 사용하여 WRF 수치모의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AWS 객관분석 자료와 속초, 강릉(Wind

profiler 자료 포함), 동해, 대관령 그리고 진부 지점의

관측 바람과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관측 자료는 기상청에서

제공받았으며, 환경부의 환경 지리 정보 서비스(EGIS:

Environment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에서 제

공하는 지면 피복 분류도(대분류)의 1 : 50,000 지도를

기준으로 하여 속초, 강릉, 동해, 대관령, 진부의 인근

지점들을 대상으로 세 종류의 지면 피복 지도를 4절

에서 분석하였다.

2. 사례의 일기도 분석 및 관측바람 분석

2009년 5월 13일 0900 LST 지상 일기도(Fig. 1)를

보면, 산둥반도 북쪽에 위치한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다소 한랭하고 건조한 북서풍이 유

입되어, 대체로 맑은 날씨이며, 1533 LST의 가시영상

(그림 생략)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포항 부근을 제외

하고는 거의 구름을 볼 수가 없다. 종관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약한 서고동저형의 기압 배치 하에서 등압

선의 간격이 조밀하지 못하여, 기압경도력이 약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종관 배경장이 약할 경우, 영동 해안

지역에서는 동풍 계열의 바람이 종종 나타난다.

Fig. 2는 속초, 강릉, 동해(세 지점 모두 해당될 때 강

원 영동 지역으로 칭함)와 대관령, 진부(두 지점 모두 해

당될 때 강원 중부 산간 지역으로 칭함)에서 관측된 바

람의 동-서 성분, u를 나타낸 시계열이다. u가 양수(+)일

경우에는 서풍(Westerly)을 나타내고, 음수(-)일 경우에는

동풍(Easterly)을 나타낸다. 강원 영동 지역인 속초와 동

해는 0900 LST 이전에 동풍이 시작되었고, 강릉은 약

1시간 늦은 1000 LST 경에 동풍이 시작되었다. 강원 영

동 지역은 공통적으로 1000 LST 이후부터 동풍 계열의

Fig. 1. surface synoptic chart at 0900 LST 13 May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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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 지속되면서 강릉과 속초에서는 약 −2~3 ms-1의

크기를 볼 수 있다. 동해에서는 1530 LST경에 −7.6 ms-1

의 최대값을 기록하면서 속초와 강릉에 비하여 다소 강

한 동풍이 유입되었으며, 일몰 후에도 지속적으로 약한

동풍 계열의 바람이 관측되었다. 속초는 1630 LST까지

동풍이 유입되다가 서풍으로 바뀌면서 4~5 ms-1의 크

기를 나타내었고, 강릉은 1650 LST까지 동풍의 영향을

받다가 1650 LST~1710 LST 동안 잠시 서풍으로 바

뀌었으며, 1710 LST~1800 LST동안 다시 동풍의 영향을

받았으나, 1800 LST 이후로는 지속적인 서풍으로 바뀌

었다. 태백산맥의 서쪽에 위치한 대관령과 진부에서는

종관 배경장의 바람인 서풍 계열의 바람이 지배적이

었다. 즉, 대관령과 진부에서는 각각 0950 LST, 0910 LST

를 시작으로 동풍에서 서풍으로 바뀌면서 강원 영동 지

역의 풍향과는 반대의 경향을 나타냈고, 대관령에서는

1040 LST 이후로 약 4~10 ms-1의 크기의 다소 강한 서풍

이 일중 계속 유입되었다. 이러한 풍향 분포는 강원 영동

지역으로 유입되었던 동풍 계열의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어가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해석은 Fig. 3에서 잘 확인할 수 있다. Fig. 3은

2009년 5월 13일 강원 지역의 AWS 관측 자료(흰색으로

풍속 기호 표시)와 이 자료를 객관 분석한 AWS 바람

벡터(검은 화살로 표시)를 보여 준다. 0600 LST의 바

람장(Fig. 3(a))에서는 강원도 전 지역에서 서풍이 관

측되고 있으나, 1200 LST의 바람장(Fig. 3(b))에서는 서

풍과 동풍의 경계를 나타내는 붉은색의 굵은 실선이 대

체로 태백산맥을 따라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강원 영동

지역으로만 동풍이 관측되고 태백산맥의 서쪽 지역인 강

원 중부 산간 지역으로는 서풍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

다. 또한, 관측된 풍향을 보면, 태백산맥의 고지대에 위

치한 대관령과 진부 지점에서 서풍임을 잘 알 수 있다.

한편, 1800 LST의 바람장(Fig. 3(c))을 보면, 낮 시간

동안에 동풍의 영향을 받았던 강원 영동 지역으로도

대부분 서풍이 유입되면서 국지순환은 약화되고 종관

장의 영향을 받기 시작함을 알 수 있다.

3. 수치 모델 및 모의 설계

이 사례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중규모 수치 모델은

WRF(Ver 3.1.1) 모델 (Skamarock et al. 2008)이며, 강

원도 강릉 지역을 중심(129.0oE, 37.5oN)으로, 영동 지

역에 초점을 맞추어 4개의 영역(Fig. 4)으로 설정하였다.

각 영역의 수평 격자 간격의 경우, Domain 1(D1로 칭

함)은 18 Km(148), Domain 2(D2로 칭함)는 6 Km(148),

Domain 3(D3로 칭함)은 2 Km(148), 그리고 Domain 4

(D4로 칭함)는 1 Km(149)이다. Two-way interaction으로

Nesting 하였으며, 적분 시간 간격은 D1은 54초, D2는

18초, D3는 6초, D4는 2초이며, 연직층은 지형을 따르는

시그마 면상에서 30층으로 정의하였고, 연직 상단은

50 hPa 이다. 또한, 측면 경계 조건은 총 5개의 층으로,

Specified zone 이 1개 층, Relaxation zone이 4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름 미시 물리 모수화는 WSM(WRF

Single Momentum) 6-class graupel scheme (Hong and

Lim, 2006)을 사용하였고, 행성경계층 PBL(Planetary

Boundary Layer)은 꼭대기에 Entrainment layer를 취

급하는 YSU(Yonsei University scheme) PBL(Planetary

Boundary Layer) 기법을 사용하였다. 장파 복사 과정은

빠르고 정확한 계산을 위해 미리 설치된 표에 따라 계

Fig. 2. Time series of x-component of wind at Sokcho, Gangneung, Donghae, Daegwallyeong and Jinbu for 10 hours from

0900 LST~1900 LST 13 May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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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WS wind field(white wind barbs) and analysed wind vector fields(black arrows) using AWS wind data over Gangwon

Yeongdong region at (a) 0600 LST, (b) 1200 LST and (c) 1800 LST 13 May 2009. The red bold lines are boundaries between

westerly and easterly. Length scales for the components of the wind vector are given at upper right corner of the figures.

Fig. 4. Model domain for Domain 1, Domain 2, Domain 3 and Domain 4. Topography is represented with shading based on

scale at right of Domain-4. Refer to the text regarding the path A-B of cross-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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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되는 RRTM(Rapid Radiative Transfer Model) 장파

복사 기법 (Mlawer et al., 1997)을 선택하였으며, 단파

복사 과정은 청정 대기에서의 산란, 수증기의 흡수를 단

순하게 계산하는 Dudhia 기법 (Dudhia, 1989)을 선택

하였다. 지표(지면) 모델의 경우, 4개의 지중온도와 습윤

장이 통합된, 그리고 부분적인 적설과 지면 상태와 관련

이 있는 Noah Land Surface Model을 선택하였다. 적운

모수화 과정은 Shallow convection을 포함하는 Kain-

Fritsch (new eta) 기법을 사용하였다. 모델 초기 입력

자료 및 경계 자료는 NCEP/NCAR(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 /National Centers for Atmospheric

Research)에서 6시간 간격으로 제공하는 수평 간격이

1.0
o

× 1.0
o인 GDAS(Global Data Assimilation System)

FNL(final ananlysis)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위에서 언

급한 수치모델의 설정을 Table 1에 요약하였다.

종관적으로 서풍 계열의 바람이 유입되지만 바다와

육지의 차등가열로 인하여 강원 영동 지역으로 유입되

는 국지적인 성격이 강한 동풍의 연직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진부와 대관령, 강릉을 지나 동해 앞바다까지 이

르는 cross-section의 경로, A-B를 설정하였으며 그 경

로는 Fig. 4의 오른쪽 부분에 있는 확대된 D4에 나타

내었다. 그리고 Fig. 9에서 경로 A-B에 따른 바람의 x

성분의 연직단면도를 볼 수 있다.

4. 지면 피복 자료별 비교분석

지면 피복 자료의 차이에 따른 WRF 모델의 민감

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된 세 가지 지면 피복 자

료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USGS 지면 피복 자료는 WRF 모델에서 사용되는

지면 피복 자료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

다. 이 자료는 NOAA/AVHRR(Advanced Very High

Resolution Radiometer) 1 km 자료로부터 산출된 식생

지수(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에

대해 감독 혹은 무감독 분류 기법을 적용하여 지면 피

복을 분류한 것이다. USGS 지면 피복 분류 자료는 USGS

와 EROS(National Center for Earth Resources Observation

and Science), 네브래스카-링컨대학(University of Nebraska-

Lincoln) 및 유럽위원회의 공동 연구에 의해 전지구적인

환경 연구 및 모델 응용을 위해 만들어졌다 (Loveland

et al., 2000; USGS, 2008).

MODIS30s + USGS 지면 피복 자료는 뒤에서 언급할

24개의 범주로 구성되어진 USGS 지면 피복 자료와

Noah land surface model의 사용을 위하여 수정/보완된

International Geosphere-Biosphere Programme(IGBP로

칭함)의 MODIS 지면 피복도 분류에 기반을 둔 자료로

미국의 보스톤 대학과 NCEP에서 개발하였다 (UCAR,

Table 1. Summary of the WRF Ver. 3.1.1 model configuration.

WRF Ver 3.1.1

Domain Domain 1 Domain 2 Domain 3 Domain 4

Horizontal grid space 18 km 6 km 2 km 1 km

Dimmension 148 × 148 × 31 148 × 148 × 31 148 × 148 × 31 149 × 149 × 31

Time Step 54 s 18 s 6 s 2 s

Vertical layers/Model top 30 Sigma layers / 50 Pa

Grid nesting Two-way

Lateral boundary condition Specified zone = 1, Relaxation zone = 4

Microphysics WSM 6 scheme

Planetary Boundary Layer YSU PBL

Longwave radiation scheme RRTM

Shortwave radiation scheme Dudhia shortwave

Land-Surface Model Noah

Cumulus Parameterization Kain-Fritsch(new eta)

Initial Data NCEP/NCAR GDAS(FNL) reanalysis (6-Hourly 1.0o × 1.0o)

Landuse data USGS MODIS30s+USGS KLC

Integration period 2009. 05. 12. 12 UTC~2009. 05. 13. 12 UTC (24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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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MODIS30s + USGS 지면 피복도는 범주를 20개로

분류하여 USGS보다 작은 지면 피복도의 범주를 가지고

있다. 또한 MODIS30s+USGS 지면 피복 자료는 WRF

Ver. 3.0.1 이상에서 반드시 Noah land surface model과

함께 이용되어야 한다.

KLC 지면 피복 자료는 한반도에서 지면 경계 조건을

보다 개선하기 위하여 최근 3년간(2002~2004년)의 MODIS

자료에 무감독 분류 기법인 군집화(clustering) 기법을

적용한 후, 현장 관측 자료 등의 검증 및 보조 자료를

이용하여 한반도의 지면 피복을 분류한 지면 피복 자

료(강전호 등, 2009)이다.

지면 피복 유형은 WRF 모델 내에서 알베도(albedo),

토양 수분(soil moisture), 지표 방출율(surface emissivity),

그리고 지표 거칠기(surface roughness) 길이와 연관되어

있는데, 이 기상인자 중에서도 지상 바람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지표 거칠기 길이이므로, 본 연

구에서는 특히 지면 피복별 지표 거칠기에 중점을 두었

다. 따라서 세 가지 지면 피복 자료별(USGS, MODIS30s +

USGS, KLC) 지면 피복 분류에 대한 범주와 거칠기 길

이에 대하여 언급하고, 5개 지점(속초, 강릉, 동해, 대관

령, 진부) 주변의 지면 피복 자료별 거칠기 길이의 분

포를 살펴보고자 한다.

Table 2, Table 3, 그리고 Table 4는 각각 USGS,

MODIS30s + USGS, KLC의 지면 피복 분류에 대한 범주

를 나타낸다. 각각의 범주는 24개, 20개, 17개로 다르게

구성되어있지만, 분류에 대한 항목은 거의 일치한다.

먼저, 범주의 개수가 가장 적은 KLC와 MODIS30s +

USGS의 지면 피복 분류표의 비교이다. KLC는 자료

제작시, 한반도에는 없는 지형을 배제하고 만들어 졌기

때문에 Table 3의 18, 19, 20에 해당하는 Wooded Tundra,

Mixed Tundra, Barren Tundra(직역에 따른 의미의 변화를

줄이기 위해 영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함)가 없다. 이 세

개의 범주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동일하다. 다음으로는

USGS와 MODIS30s+USGS의 지면 피복 분류표의 비

교이다. USGS는 가장 많은 24개의 범주를 가졌으나

Table 2. USGS 24 land cover classes.

 USGS

1 Urban and Built-up Land

2 Dryland Cropland and Pasture

3 Irrigated Cropland and Pasture

4 Mixed Dryland/Irrigated Cropland&Pasture

5 Cropland/Grassland Mosaic

6 Cropland/Woodland Mosaic

7 Grassland

8 Shrubland

9 Mixed Shrubland/Grassland

10 Savanna

11 Deciduous Broadleaf Forest

12 Deciduous Needleleaf Forest

13 Evergreen Broadleaf

14 Evergreen Needleleaf

15 Mixed Forest

16 Water Bodies

17 Herbaceous Wetland

18 Wooden Wetland

19 Barren or Sparsely Vegetated

20 Herbaceous Tundra

21 Wooded Tundra

22 Mixed Tundra

23 Bare Ground Tundra

24 Snow or Ice

Table 3. MODIS30s+USGS 20 land cover classes.

MODIS30S + USGS

1 Evergreen Needleleaf Forest

2 Evergreen Broadleaf Forest

3 Deciduous Needleleaf Forest

4 Deciduous Broadleaf Forest

5 Mixed Forests

6 Closed Shrublands

7 Open Shrublands

8 Woody Savannas

9 Savannas

10 Grasslands

11 Permanent Wetlands

12 Croplands

13 Urban and Built-Up

14 Cropland/Natural Vegetation Mosaic

15 Snow and Ice

16 Barren or Sparsely Vegetated

17 Water

18 Wooded Tundra

19 Mixed Tundra

20 Barren Tund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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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pland에 해당하는 2, 3, 4, 5, 6번에 해당하는 범주가

MODIS30s + USGS에서는 12, 14번으로 줄어들면서 3개

의 범주가 없어졌고, USGS의 Wetland에 해당하는 17,

18번이 MODIS30s + USGS에서는 11번으로 1개의 범

주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USGS의 20번에 해당하는

Herbaceous Tundra가 MODIS30s + USGS에서는 표현

되지 않았고, USGS의 10번에 해당하는 Savanna 지역이

MODIS30s + USGS의 8, 9번으로 늘어나면서 1개가 추가

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MODIS30s + USGS의 지면 피복

분류의 범주 개수는 USGS의 지면 피복 분류 범주에서

4개가 적은 20개가 된다.

Fig. 5는 WRF 모델에서 정의하는 지면 피복에 따른

거칠기 길이를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Urban

and Built-up Land의 거칠기 길이가 0.80 m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순으로 Forest 계열의 거칠기 길이

가 0.50 m로 나타났다. 한편, Broadleaf Forest, Needleaf

Forest 계열의 거칠기 길이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

상했으나, 0.50 m의 같은 값을 가졌다. 그리고 Cropland,

Savanna, Grassland, Mixed Shrubland/Grassland, Shrubland,

Barren or Sparsely Vegetated의 순으로 거칠기 길이가

점차적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이 연구에서 비교의 기준이 되는 지면 피복도는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환경 지리 정보 서비스의 지면

피복 분류 지도 중 대분류 지도(EGIS로 칭함; Fig. 6(a))

이다. 그리고 WRF 모델의 민감도 실험에 사용된 세 가

지 지면 피복도(USGS, MODIS30s + USGS, KLC 지면

피복 자료)를 Fig. 6(b), (c), (d)에 각각 나타내었다. 여기

서 각 지면 피복도의 비교는 5 군데의 주요 지점(속초,

강릉, 동해, 대관령, 진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Fig. 7은 USGS, MODIS30s+USGS, 그리고 KLC의

지면 피복 자료에 따른 속초, 강릉, 동해, 대관령, 진부

부근에서의 평균적인 거칠기 길이를 보여주며, 이 5군데

의 주요 지점 부근의 거칠기 길이를 평균적으로 구하기

위해, 각 주요 지점을 중심으로 동서, 남북 방향으로

각각 2 km 떨어진 지점의 거칠기 길이와, 그 지점에서의

거칠기 길이를 모두 합하여 산술 평균하였다.

속초(1)의 경우, EGIS 지면 피복 대분류 지도(Fig.

6(a))에서는 초지나 농업 지역이 주로 분포하였고, 시가

지화 건조 지역의 영향도 미미하게 받는 것으로 분석한

반면에, USGS 지면 피복도(Fig. 6(b))의 경우, Evergreen/

Mixed Forest가 분포하지만 극히 작은 영역으로 분포해

있어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Cropland의 분

포가 크게 나타났다. MODIS30s+USGS 지면 피복도

(Fig. 6(c))의 경우에는 Urban and Built-up land의 분포가

확실히 나타나며, 서쪽으로는 Cropland 및 Mixed Forest

가 분포하였다. KLC 지면 피복도(Fig. 6(d))의 경우, 남

쪽으로는 Grassland나 Mixed Shrubland/Grassland가 분

포하고, 북서쪽으로는 Cropland가 분포하며, 서쪽으로는

Savanna 지역과 Deciduous Broadleaf Forest가 분포하

였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속초의 거칠기 길이의 경우,

USGS 자료는 0.01 m, MODIS30s + USGS 자료는 0.42 m,

그리고 KLC 자료는 0.14 m이었다(Fig. 7). MODIS30s +

USGS 자료의 경우, Urban and Built-up land 분포가

넓은 점이 반영되어 거칠기 길이가 가장 큰 값으로 나

타났다.

강릉(2)의 경우, EGIS 지면 피복 대분류 지도(Fig.

6(a))에서, 시가지화 지역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농업

Fig. 5. WRF background roughness lengths corresponding to

each element of land cover map.

Table 4. KLC 17 land cover classes.

KLC

1 Evergreen Needleleaf Forrest

2 Evergreen Broadleaf Forrest

3 Deciduous Needleleaf Forest

4 Deciduous Broadleaf Forest

5 Mixed Forest(no 1-type>60%)

6 Closed Shrublands

7 Open Shrublands

8 Woody Savanna

9 Savanna

10 Grassland

11 Permanent Wetland

12 Croplands

13 Urban and Built-up

14 Crop/Natural Vegetation Mosaic

15 Snow & Ice

16 Barren or Sparsely Vegetated

17 Water Bo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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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초지가 주위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USGS 지면 피복도(Fig. 6(b))의 경우, 강릉(2)에

서 Urban and Built-up land의 분포가 전혀 나타나지 않

고 있으며 또한, 강릉(2)의 북서쪽과 남동쪽으로 Savanna

지역이 분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MODIS30s + USGS 지면 피복도(Fig. 6(c))는 강릉(2)

지역의 Urban and Built-up land의 분포를 확실히 나

타냈으며, 서쪽으로 Cropland 및 Mixed Forest를 보여

주었다. KLC 지면 피복도(Fig. 6d)에서는 강릉(2) 주위로

Mixed Forest와 Cropland, Savanna 지역이 주로 분포하였

고, Urban and Built-up land도 미세하게 분포하였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강릉의 거칠기 길이의 경우, USGS

자료는 0.03 m, MODIS30s + USGS 자료는 0.49 m, 그리

Fig. 6. (a) EGIS, (b) USGS, (c) MODIS30s + USGS and (d) KLC land cover map of Gangwon Yeongdong area. The color-code

of categories is represented on the upper right corner of each figure. The bold circles with numbers 1, 2, 3, 4, and 5 stand for

Sokcho, Gangneung, Donghae, Daegwallyeong and Jinbu, respectively, which are also indicated in Domain 4 of Fig. 4.

Fig. 7. Averaged background roughness lengths over Sokcho,

Gangneung, Donghae, Daegwallyeong and Jinbu, according

to the three land cover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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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KLC 자료는 0.17 m이었다(Fig. 7). 이 중 MODIS30s +

USGS 자료의 거칠기 길이, 0.49 m는 Urban and Built-

up land의 효과가 최대로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해(3)의 경우, EGIS 지면 피복 대분류 지도(Fig.

6(a))에서는 주로 초지와 산림이 분포해 있고, 시가지화

건조 지역이 주로 남동쪽에 위치하였다. USGS 지면

피복도(Fig. 6(b) )의 경우, Cropland의 비중이 컸으며

부분적으로 Mixed Forest가 분포했으며, MODIS30s +

USGS 지면 피복도(Fig. 6(c))의 경우, 속초(1) 그리고

강릉(2)과 마찬가지로 Urban and Built-up land의 분포가

뚜렷하며 서쪽으로 Cropland 및 Mixed Forest가 분포

하고 있었다. KLC 지면 피복도(Fig. 6(d))의 경우, 주로

Mixed Forest와 Cropland, Savanna 지역이 분포하며

강릉(2)과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점들로

인하여 동해의 거칠기 길이의 경우, USGS 자료는 0.06 m,

MODIS30s + USGS 자료는 0.50 m, 그리고 KLC 자료는

0.26 m이었다(Fig. 7). 그런데 MODIS30s + USGS의 거칠

기 길이가 USGS와 KLC의 거칠기 길이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것은 속초(1)와 강릉(2)의 경우와 같이 Urban

and Built-up land의 분포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한편, 강원 중부 산간 지역인 대관령(4) 부근에서는

USGS 지면 피복도(Fig. 6(b))의 경우, Mixed Forest와

Cropland의 분포가 컸으며 진부(5)는 Cropland의 분포가

주를 이루었다. MODIS30s+USGS 지면 피복도(Fig. 6(c))

의 경우, 대관령(4)과 진부(5) 부근에서 USGS보다 넓은

구역의 Cropland가 분포하였으며, 태백산맥 지역으로는

주로 Mixed forest와 Deciduous Broadleaf Forest가 분

포하였다. 그런데 KLC 지면 피복도(Fig. 6(d))의 경우,

대관령(4)은 주로 Mixed Forest와 Deciduous Broadleaf

Forest가, 진부(5)에서는 주로 Cropland가 분포하였고, 외

곽으로 멀어질수록 Mixed Forest와 Deciduous Broadleaf

Forest가 분포하였다. 특히 강원 중부 산간 지역인 대

관령에서는 KLC의 지표 거칠기 길이가 0.42 m로 가

장 길었다.

5. 지면 피복 자료의 차이에 따른 WRF 모델 

민감도 분석

5.1. 바람장 비교/분석

서로 다른 세 가지 지면 피복 자료를 각각 사용하여

수치모의된 바람(D4의 1 km 분해능 수치모의 자료)의

u(x-component of wind), v(y-component of wind) 값들

을 지상 관측값 및 강릉의 수직 측풍 자료와 비교/분

석하였다.

먼저, 강원 영동 지역 및 강원 중부 산간 지역으로

유입되는 동풍의 침투 거리를 알아보기 위하여 D4를

중심으로 강릉과 대관령 지역을 확대하여 지상의 수평

바람 벡터를 나타내었으며, u의 부호에 따라 색을 구분

하여 Fig. 8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서풍)이면 붉은색 계

열로, -(동풍)이면 푸른색 계열로 구분하였다. 그림에 있

는 ▲은 대관령을, ●은 강릉을 각각 나타낸다.

Fig. 8(a), (b) 그리고 (c)는 USGS, MODIS30s + USGS,

KLC 지면 피복 자료를 각각 사용하여 모의된 5월 13일

1200 LST의 지상 수평 바람 벡터장이다. 이 시간대는 이

연구의 분석 시간 중에서 동풍의 침투 거리가 가장 긴

시간대이다. 이 시간대의 AWS 바람장(Fig. 3(b))을 보면,

동풍계열의 경계선이 강릉과 대관령 사이의 산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세 가지 지면 피복 자료별 바람

장 모의에서는 모든 수치모의가 동풍의 경계선이 대관

령을 넘어 보다 서쪽에 위치하였다. 이것은 해풍이 실제

보다도 다소 과대 모의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세 가지 지면 피복 자료별 바람장 수치모의 결과를 살

펴보면, 모든 바람장의 수치모의 결과가 서로 유사했으

Fig. 8. Surface horizontal wind vector fields valid at 1200 LST

from the WRF simulations using (a) USGS, (b) MODIS30s +

USGS and (c) KLC land cover data, and those at 1800 LST

13 May 2009 from the simulations using (d) USGS, (e)

MODIS30s + USGS and (f) KLC land cover data, respectively.

Blue and red colors indicate easterly and westerly, respectively.

The magnitudes of x-component of wind are represented

with shading based on scale at right of Fig. 8 (d), (e) and (f).

Black bold triangle and dot stand for Daegwallyeong and

Gangneung,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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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거칠기 길이가 전체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짧은

USGS(Fig. 8(a))와 KLC(Fig. 8(c)) 지면 피복 자료를 이용

한 수치모의가 MODIS30s+USGS(Fig. 8(b))자료를 이용한

수치모의보다 동풍의 침투 거리 및 세기에 있어 조금 더

강하게 모의하였다.

Fig. 8(d), (e), 그리고 f는 USGS, MODIS30s + USGS,

KLC 지면 피복 자료를 각각 사용하여 모의된 1800 LST

의 지상 수평 바람 벡터장이다. 이 시간대는 동풍의 유

입이 종료되고 종관풍인 서풍으로 전환되는 시간대이다.

이 시간대의 AWS 바람장(Fig. 3(c))을 보면, 동풍의 경계

선이 해안선쪽으로 후퇴하여, 강릉 시내와 경포대 사이

에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세 가지 지면 피복 자료별 바

람장 모의에서는 공통적으로 동풍 계열의 바람이 강릉

서쪽 외곽까지 남아있으며, 대관령 지역으로는 서풍이

지배적이다. USGS의 수치모의의 경우(Fig. 8(d)), 다른

자료를 사용한 모의결과에 비해 동풍의 경계선이 보다

동쪽에 위치하여 AWS 바람장(Fig. 3(c))에 다소 가까

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해안선 부근에서의

동풍 세기를 AWS 바람장(Fig. 3(c))과 비교하여 보면,

MODIS30s + USGS(Fig. 8(e))나 KLC(Fig. 8(f))의 경우보

다 다소 강한 동풍(짙은 푸른색)이 동해안을 따라 광범

위하게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것은

해풍이 약화되기 시작하는 시간대에 동풍기류를 다소

과대모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Fig. 9(a), (b), 그리고 c는 USGS, MODIS30s + USGS,

KLC 자료를 각각 사용하여 얻어진 수치모의 결과로서

1200 LST의 u의 연직 단면도이며, Fig. 9(d), (e), 그리고

f는 1800 LST의 u의 연직 단면도이다. 연직단면의 경로

는 3절의 수치모의 설계 부분에서 언급한 경로 A-B이다.

동풍의 침투 거리가 최대인 1200 LST 시간대의 Fig.

9(a), (b), 그리고 (c)를 보면, USGS, MODIS30s + USGS,

KLC 자료를 이용한 수치모의 모두, 공통적으로 바다

에서 대관령 너머까지 동풍 계열의 바람(푸른색)을 모

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동풍 계열의 강도를

보면, KLC의 경우, USGS나 MODIS30s + USGS의 경우

보다 짙은 푸른색(강한 동풍)으로 표현되고, 또한, 푸른

색 영역이 보다 넓어, 바다에서 대관령 지역 쪽으로 유

입되는 동풍의 연직 규모 및 강도를 상대적으로 강하게

모의하였다. 한편, 6시간 후인 1800 LST의 u의 연직

단면도(Fig. 9(d), (e), (f))를 보면, USGS, MODIS30s +

USGS, KLC의 경우 모두, 대관령 지역 부근과 그 서쪽

지역으로는 서풍 계열의 바람을, 그리고 바다에서 강릉

서쪽 외곽까지는 동풍 계열의 바람을 모의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USGS의 경우, 동풍이 내륙 쪽으로 침투하는

거리가 상대적으로 제일 짧았다. KLC의 경우, USGS나

MODIS30s + USGS의 경우보다 동풍의 침투 거리가 상

대적으로 길며, 또한 동풍의 강도를 보다 강하게 모의하

여 산 경사면의 중턱까지 동풍 계열의 바람을 모의하였다.

5.2 관측 지점별 바람의 u, v 값 비교/분석

2009년 5월 13일 0920 LST~1900 LST에서의 바람의

u, v에 대한 지점별 관측값(10 분 간격 자료)과 세 가지

의 지면 피복 자료별 수치모의 결과값을 비교/분석하여

지면 피복 자료의 선택에 따른 민감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수치 모의된 바람 자료는 지상 10 m 높이의 수평 바

람인 WRF 모델의 U10, V10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은

강원 영동 지역과(속초, 강릉, 동해) 강원 중부 산간 지역

(대관령, 진부) 순으로 하였으며, 각 지점의 관측값(OBS)

과 세 가지 지면 피복 자료별 수치모의 결과값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자료의 정량적 분석을 위하여 Bias

(편이)와 MAE(절대 평균 오차, Mean Absolute Error),

RMSE(평방근오차, Root Mean Square Error)를 각각

산출하였으며, 관련 수식들은 다음과 같다.

Vias =

RMSE =

1

N
---- Mi oi–( )

i 1=

n

∑

1

N
---- Mi oi–( )

2

i 1=

n

∑

Fig. 9. Same as Fig. 8, except for the vertical cross sections

of x-component of wind. The magnitudes of x-component of

wind in ms-1 are represented with shading based on scale at

right of Fig. 9.



384 영동 지역 해풍 사례를 대상으로 수행한 지면 피복 자료에 따른 WRF 모델의 민감도 분석

한국기상학회 대기 제21권 4호 (2011)

MAE =

Mi = WRF 모델 모의값(Simulated value)

Oi =관측값(Observation)

n =사용된 자료의 총 빈도수

여기서 Bias는 전체적인 수치 모의 결과값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요소의 하나로서 관측값에서 얼마나 벗어났

는지에 대한 평균적인 방향성을 나타내며, 양의 편이는

과대 모의를 나타내고, 음의 편이는 과소 모의를 나타낸

다. MAE는 오차의 평균적인 크기를 제공하며 스칼라량

으로 표현되며 Bias와 함께 의미를 해석해야만 자료의

오차를 분석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RMSE는

전체적인 정확도를 측정하는 요소의 하나로, MAE에

비하여 큰 오차에 대해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보다

쉽게 분석할 수 있으며, 0에 가까울수록 오차가 작음을

의미한다.

Fig. 10은 USGS, MODIS30s + USGS, KLC 지표면

자료를 이용한 WRF 수치모의 결과 및 실제 관측 자료

로 부터 구한 u와 v의 시계열이며, 지점은 속초, 강릉,

동해, 대관령 그리고 진부이다. 먼저, Fig. 10(a), (b)는

속초에서의 u와 v의 시계열을 각각 보여준다. u의 시계

열에서는 급격한 기온 변화가 있었던 1630 LST까지

전반적으로 관측과 유사한 경향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그런데 1630 LST 이후 관측에서는 4 ms
-1의 서풍으로

풍향이 바뀌었으나, USGS, MODIS30s + USGS, KLC

자료를 이용한 수치모의 모두에서는 2 ms-1 정도의 약한

동풍 성분이 약 1900 LST까지 계속 유지되었다. v의

시계열에서는 관측과 수치모의 결과는 다소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즉, 0900 LST1600 LST에서는 평균

2~4 ms-1의 남풍 성분이 관측되고 있는 반면에, 세 자료

를 이용한 수치모의 모두에서는 대략 0900 LST1300

LST에서는 북풍 성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모의하였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약한 강도의 남풍 성분이 있는 것

으로 모의하였다.

Fig. 10(c), (d)는 강릉에서의 u와 v의 시계열을 각각

보여준다. 먼저 u의 시계열을 보면, 급격한 바람 변화가

있었던 1650 LST 부근을 제외하고는, USGS, MODIS30s +

USGS, KLC 자료를 이용한 수치모의 모두는 대체로

관측값과 유사한 경향을 잘 보여 주고 있다. v의 시계열

의 경우, 관측과 비교하여 볼 때 대략 0900 LST부터 1300

LST 사이에서는 USGS, MODIS30s + USGS, KLC 자료

를 이용한 수치모의 모두 북풍 성분을 약간 강하게 모

의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MODIS30s + USGS 자료를

이용한 수치모의 결과가 관측에 가장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동해에서의 u, 그리고 v의 시계열(Fig. 10(e), (f))을 보

면, 관측된 u의 시계열에서는 0900 LST부터 지속적으로

동풍이 불었으며, 1530 LST 경에는 동풍의 크기가 최대

였으며 그 후 점차 동풍의 세기가 줄어들었다. 이러한

경향은 USGS, MODIS30s + USGS, KLC 자료를 이용한

수치모의에서도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으나, 동풍이 강

한 시간대의 경우, 관측에 비해 동풍의 세기가 최대 약

6 ms-1 정도 작게 모의되었다. v의 시계열에서는 관측과

세 가지 자료를 이용한 수치모의 결과들이, 특히 1100

LST~1520 LST에서, 약 4 ms-1 정도의 차이를 서로 보

여주고 있다.

Fig. 10(g), (h)는 대관령에서의 u와 v의 시계열을 각각

보여준다. 먼저, u의 시계열을 보면, USGS, MODIS30s +

USGS, KLC 자료를 이용한 수치모의 모두에서 0900

LST부터 거의 1300 LST까지 약 2의 동풍이 지속되었

으며, 약 1330 LST 전후로 동풍에서 서풍으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반면에, 관측에서는 약 1000 LST에서 서풍

으로 바뀌기 시작하여 점차 크기가 증가하여 약 1300

LST에서는 약 6 ms
-1
 정도의 크기에 도달하였다. v의 시

계열을 보면, 세 가지 자료를 이용한 수치모의 결과는

실제 관측값의 다소 심한 변동을 잘 모의하지 못하고 있

다. 관측 자료에서는 대략 0900 LST부터 1500 LST까지

약한 남풍 성분이 지배적인 반면에 세 가지 자료를 이

용한 수치모의에서는 약한 북풍 성분이 지배적이다.

진부에서의 u, 그리고 v의 시계열(Fig. 10(i), (j))을 보

면, u의 시계열의 경우, 0900 LST에서 1300 LST 까지는

관측과 세 가지 지면 피복 자료를 이용한 수치모의 모

두가 비슷한 u의 크기를 보였으나, 1500 LST 이후부터는

세 가지 자료를 이용한 수치모의 모두가 관측보다 더 강

한 서풍을 모의하였다. v의 시계열의 경우, 대략 1000

LST부터 1500 LST 사이에서, 관측 자료에서는 약한 남

풍 성분이 지배적인 반면에, 세 가지 자료를 이용한 수

치모의 모두에서는 약한 북풍 성분이 지배적이다.

지면 피복 자료에 따른 수치모의의 민감도를 보다

정량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USGS, MODIS30s + USGS,

KLC 자료를 이용하여 수행한 WRF 수치모의 결과와 관

측 자료로부터 얻어진 u 그리고 v에 대한 Bias, MAE 그

리고 RMSE를 Fig. 11에 나타내었으며, 오차의 단위는

ms-1이다. 그리고 이하 논의에서는 오차 단위는 생략

하였다. 대상 지점은 속초, 강릉, 동해, 대관령 그리고

진부이다.

Fig. 11(a)는 속초에서의 u 그리고 v에 대한 Bias, MAE

그리고 RMSE를 보여준다. u의 경우, KLC 자료를 이용

한 수치모의의 MAE 그리고 RMSE가 각각 1.71과 21.71

로 MODIS30s + USGS 자료와 USGS 자료를 이용한 수

치모의보다 약간 더 작은 오차값을 보여 주었고, 그 다

음이 MODIS30s + USGS 자료를 이용한 수치모의였다.

기존의 USGS 자료를 이용한 경우, RMSE가 24.13으로

세 자료를 이용한 수치모의 중에서 가장 큰 오차값을 보

1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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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ime series at 10 minutes intervals of x-component(left panels) and y-component(right panels) of wind from

observation and the WRF simulations using USGS, MODIS30s+USGS and KLC land cover data, at Sokcho(a and b),

Gangneung(c and d), Donghae(e and f), Daegwallyeong(g and h), and Jinbu(i and j),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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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주었다. 한편, v의 경우, MODIS30s + USGS를 이용한

수치모의의 MAE 그리고 RMSE가 각각 3.83과 32.33으

로 USGS와 KLC 자료를 이용한 수치모의보다 더 작은

오차를 보여주었다. 특히 USGS 자료를 이용한 경우,

RMSE가 무려 37.4로 세 자료를 이용한 수치모의 중에

서 가장 큰 오차를 보여 주었다.

Fig. 11(b)는 강릉에서의 u 그리고 v에 대한 Bias, MAE

그리고 RMSE를 보여준다. u의 경우, MODIS30s + USGS

자료를 이용한 수치모의의 Bias, MAE 그리고 RMSE가

각각 0.05, 1.11 그리고 11.32로 세 자료를 이용한 수치모

의 중에서 가장 작은 오차값을 보여 주었다. 그런데 USGS

자료를 이용한 경우, Bias, MAE 그리고 RMSE 모두에

서 가장 큰 오차값을 보여 주었다. 예를 들어 RMSE의

경우, 오차값이 14.91로 MODIS30s + USGS 자료보다 3.59

정도 더 큰 오차를 보여 주었다. 한편, v의 경우에서도

MODIS30s + USGS 자료를 이용한 수치모의의 Bias,

MAE 그리고 RMSE가 각각 −0.7, 1.49 그리고 13.75로 세

자료를 이용한 수치모의 중에서 가장 작은 오차값을 보

여 주었다. USGS 자료를 이용한 경우, Bias, MAE 그

리고 RMSE 모두에서 가장 큰 오차값을 보여 주었다.

Fig. 11(c)는 동해에서의 u 그리고 v에 대한 Bias, MAE

그리고 RMSE를 보여준다. u의 경우, MODIS30s + USGS

자료를 이용한 수치모의의 Bias, MAE 그리고 RMSE가

각각 2.49, 2.5 그리고 23.03으로 세 자료를 이용한 수치

모의 중에서 가장 작은 오차값을 보여 주었다. 한편, v의

경우에서도 MODIS30s + USGS 자료를 이용한 수치모의

의 Bias, MAE 그리고 RMSE가 각각 −2.51, 2.66 그리고

25.62로 세 자료를 이용한 수치모의 중에서 가장 작은

오차값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강릉에서의 경

우와 같았다.

Fig. 11(d)는 대관령에서의 u 그리고 v에 대한 Bias,

MAE 그리고 RMSE를 보여준다. u의 경우, 세 자료 중

에서 일률적으로 오차를 작게 보여준 지표 자료는 없었

다. 즉, 제일 작은 Bias값(−2.02)은 USGS 자료를 이용한

경우이며, 제일 작은 MAE값(3.49)은 KLC 자료를 이용

한 경우이며, 제일 작은 RMSE값(35.28)은 MODIS30s +

USGS 자료를 이용한 경우이었다. 반면에 v의 경우에는

KLC 자료를 이용한 수치모의의 경우, Bias, MAE 그리

고 RMSE가 각각 −1.26, 1.62 그리고 15.4로 세 자료를

이용한 수치모의 중에서 가장 작은 오차값을 보여 주었다.

진부에서의 u 그리고 v에 대한 Bias, MAE 그리고

RMSE(Fig. 11(e))를 보면, u의 경우, KLC 자료를 이용한

수치모의의 Bias, MAE 그리고 RMSE가 각각 0.97, 1.8

그리고 17.17로 세 자료를 이용한 수치모의 중에서 가장

작은 오차값을 보여 주었다. 한편, v의 경우에서도 KLC

자료를 이용한 수치모의의 Bias, MAE 그리고 RMSE가

각각 −2.41, 2.52 그리고 22.5로 세 자료를 이용한 수치

모의 중에서 가장 작은 오차값을 보여 주었다. 반면에

USGS 자료를 이용한 경우, u와 v의 모두에 대한 Bias,

MAE 그리고 RMSE 모두에서 가장 큰 오차값을 보여

주었다.

민감도 실험결과를 정리하면, 강릉과 동해 지역의

경우, MODIS30s+USGS 자료를 이용한 수치모의가 u와

v에 대해서 모두, 통계적으로 제일 좋은 결과를 보여주

었다. 속초의 경우, u의 경우는 KLC 자료가, v의 경우는

Fig. 11. Bias, MAE and RMSE of x-component and y-

component of wind at (a) Sokcho, (b) Gangneung, (c) Donghae,

(d) Daegwallyeong and (e) Jinbu from the WRF simulations

using the three land cover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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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S30s + USGS 자료가 통계적으로 좋은 결과를 보

여주었다. 산악 지역인 대관령의 경우, u에 대한 Bias,

MAE 그리고 RMSE 값으로 볼 때 어느 특정 지표 자료

도 우월성을 보여주지 못하였으나, v에 대한 경우, KLC

자료를 이용한 수치모의가 통계적으로 좋은 결과를 보

여주었다. 중부산간 지역인 진부의 경우, u와 v에 대해서

모두, KLC 자료를 이용한 수치모의가 통계적으로 제일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5.3 강릉 지점의 바람에 대한 Time-Height cross

section 비교/분석

본 연구에서는 강릉에 위치한 수직 측풍 장비(Wind

profiler)에서 관측한 시간-고도별 수평 바람 자료와 그리

고 USGS, MODIS30s + USGS, KLC 지면 피복 자료를

이용한 WRF 수치모의로부터 구한 시간-고도별 수평 바

람 자료들을 비교/분석하여, 지면 피복 자료의 종류에

따라 모의되는 강릉에서의 시간-고도별 바람의 차이

들을 살펴보았다.

Fig. 12(a)는 강릉에 위치한 수직 측풍 장비에서 관측

한 시간-고도별 수평 바람 자료이며, 그림에서 검게 칠한

부분은 동풍 계열의 바람이 위치한 영역이다. 0930 LST

경에 지상에서부터 약 0.1~0.2 km 고도에서 동풍 계열의

바람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지상에서는 1020 LST경부

터 시작되었다. 동풍이 유입되는 층의 두께는 1000 LST

경 이후에 점점 두꺼워지다가 1200 LST부터 1500 LST

사이에서는 지상에서부터 최대 0.8~0.9 km 고도까지 동

풍 계열의 바람이 유입되다가 1600 LST경부터는 동풍

계열의 바람이 사라졌다.

Fig. 12(b)는 USGS 지면 피복 자료를 이용한 수치모의

결과로, Fig. 12(a)와 동일한 지점인 강릉에서의 시간-고

도별 수평 바람 자료이다. 동풍 계열의 바람은 1010 LST

경에 지면 고도에서부터 시작하여 1900 LST까지 보다

광범위한 시간대에 걸쳐 나타났다. 한편, 동풍이 유입되

는 층의 두께는 점차 두꺼워지면서 1230 LST경에 지상

에서부터 최대 약 0.6 km 고도까지 동풍이 유입되다가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수직 측풍

장비에서 관측한 시간-고도별 수평 바람 자료와 비교하

여 볼 때, 동풍이 위치하는 최대 고도가 상대적으로 약

0.3 km 정도 낮으며 또한 동풍이 유지되는 시간이 관측

보다도 약 3시간 이상 더 길었다.

Fig. 12(c)는 MODIS30s + USGS 지면 피복 자료를 이

용한 수치모의 결과로, 강릉에서의 시간-고도별 수평 바

람 자료이다. 동풍 계열의 바람은 1050 LST경에 시작되

어 1800 LST경까지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볼 때, 1050

LST 이후부터 동풍이 유입되는 층의 두께는 점차 두꺼

워졌으며, 1220 LST에서 1520 LST사이에서는 지상에서

부터 약 0.5 km 고도까지 동풍이 유입되었으며, 특히

1320 LST경에는 지상에서부터 최대 약 0.7 km 고도까지

동풍이 유입되었다. 이러한 모의결과는 관측된 시간-고

도별 수평 바람 자료와 비교하여 볼 때, 동풍이 위치하는

Fig. 12. Time-height cross-sections of wind at Gangneung from (a) wind profiler, and the WRF simulations using (b) USGS,

(c) MODIS30s + USGS and (d) KLC land cover data. Color scales for wind speed in are given at right side of the figure. The

black shades in Fig. 15 correspond to sections including easterly wind 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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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고도가 상대적으로 약 0.2 km 정도 낮으며 또한 동

풍이 유지되는 시간이 관측보다도 약 2시간 이상 더 길

었지만, USGS 지면 피복 자료를 이용한 수치모의보다

관측에 더 유사하였다.

Fig. 12(d)는 KLC 지면 피복 자료를 이용한 수치모의

결과로, 강릉에서의 시간-고도별 수평 바람 자료이다.

동풍 계열의 바람은 1050 LST경에 시작되어 1830 LST

경까지 나타났다.

동풍이 위치하는 최대 고도는 점차 높아지면서 1320

LST경에는 지상에서부터 최대 약 0.7 km 고도까지 동

풍이 유입되었으며, 전체적인 경향이 MODIS30s + USGS

지면 피복 자료를 이용한 수치모의 결과와 유사하였고,

USGS 지면 피복 자료를 이용한 수치모의보다 관측에

더 가까웠다.

6. 요약 및 결론

강원 영동 해안 지역으로 해풍 유입 시, 지면 피복 자

료에 따른 WRF 모델의 민감도를 알아보기 위해, 종관

적인 대기의 흐름이 서풍이고, 강원 영동 해안 지역으로

동풍이 유입되었던 2009년 5월 13일의 사례를 선정하여,

USGS, MODIS30s + USGS, KLC 지면 피복 자료를 각각

적용한 WRF 수치모의를 수행하였다.

WRF 모델에 이용되는 지면 피복 정보의 차이가 지표

면의 알베도, 토양 수분, 그리고 지표 방출율 등에 차이

를 주어, 국지바람 순환장 모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

며, 그 영향은 아주 복잡하고 비선형적이어서 해석하기가

난해한 점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지 바람 순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칠기 길이에 중점을 두고

해석하였다.

민감도 실험의 결과를 Bias, MAE 그리고 RMSE로

분석한 결과, 강원 영동 해안 지역인 강릉과 동해에서는

u와 v의 경우 모두에서, 그리고 속초에서는 v의 경우에

서, MODIS30s + USGS 지면 피복 자료를 이용한 수치

모의가 통계적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영동 해안 지역에서는 MODIS30s + USGS 지면 피복 자

료를 이용한 수치모의가 전반적으로 제일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다만 속초에서의 u의 경우, KLC 자료를

이용한 수치모의가 통계적으로 보다 좋은 결과를 보여

주었다. 강원 중부 산간 지역인 대관령에서의 u에 대해

서는 어느 특정 지표 자료도 우월성을 보여주지 못하였

다. 반면에 v에 대해서는 KLC 자료를 이용한 수치모의

가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좀 더 내륙에 위치한

진부 지역에서는 u와 v에 대해서 모두, KLC 자료를 이

용한 수치모의가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 주었다. 그리고

USGS 지면 피복 자료를 이용한 WRF 수치모의의 경우,

MODIS30s + USGS 지면 피복 자료나 KLC 지면 피복

자료를 이용한 수치모의의 경우에 비해 오차가 큰 경

향을 보여주었다.

강릉 지점의 바람에 대한 시간-고도 단면도 비교/분석

에서, MODIS30s + USGS 지면 피복 자료를 이용한 수치

모의와 KLC 지면 피복 자료를 이용한 수치모의는 서로

비슷한 기류 흐름을 보여주었으며, 대기 하층에서 동풍

이 유입되는 최대 고도와 동풍이 유지되는 시간 면에서

볼 때, USGS 지면 피복 자료를 이용한 수치모의보다

관측에 훨씬 더 가까웠다.

전반적으로 볼 때, 세 가지 지면 피복 자료를 이용한

수치모의 중에서 USGS 지면 피복 자료를 이용한 수치

모의가 통계적으로 다소 질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 주

었다. 이러한 점은 USGS의 지면 피복 자료가 특히 강원

영동 지역의 지면 피복 상태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점과 연관 지을 수 있다. 따라서 특히 영동 지역의 국지

순환에 관한 수치모의 연구에서는 USGS 지면 피복 자

료가 갖고 있는 취약점을 잘 알고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수치모델의 분해능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수치모델에 이용되는 지면 피복 자료의 정밀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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