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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influence of a change in land use on the local weather fields is

investigated around the Lake Shihwa area using synthetic land cover data and a high-resolution

mesoscale model - the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WRF). The default land cover data

generally used in the WRF is based on the land use category of the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USGS), which erroneously presents most land areas of the Korean Peninsula as

savannas. To revise such a fault, a multi-temporal land cover data, provid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of Korea, was employed to generate a land cover map of 2005 subject to the land

use in Korea at that time. A new land cover map of 1989, before the construction of the Lake

Shihwa, was made based on the 2005 map and the Landsat 4-5 TM satellite images of two years.

Over the areas where the land use had been changed (e.g., from sea to wetlands, towns, etc.) due

to the Lake Shihwa development project, the skin temperature decreased by up to 8oC in the

winter case while increased by as much as 14oC in the summer case. Changes in the water vapor

mixing ratio were mostly affected by advection and topography in both seasons, with

considerable increase in the summer case due to continuous sea breeze. Local decrease in water

vapor occurred over high land use change areas and/or over downstream of such areas where

alteration in wind fields were induced by changes in skin temperature and surface roughness at

the areas of land use changes. The albedo increased by about 0.1% in the regions where sea was

converted into wetland. In the regions where urban areas were developed, such as Songdo New

Town and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the albedo increased by up to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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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규모 국토 개발은 기상과 기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다양하게 국토

개발을 해 왔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간척사업이다.

간척사업과 연안지역의 육지화는 주변 기상장에 변화

를 야기할 수 있다. 물은 흙에 비해 열용량이 매우 커

서, 수면 온도의 연변화가 지연되어 나타난다. 즉, 여

름에는 대기보다 물의 온도가 낮으므로 냉원의 역할을

하여 기온이 하강하고 겨울에는 반대로 물이 열원의 역

할을 하여 기온이 상승한다 (이종범, 1981; 박순웅 등,

1993; 남재철 등, 1995). 그러나 간척사업을 통해 해안

지역이 육지화 되면서 이와 같은 기능을 상실하여 상

대적으로 여름에는 기온이 상승하고 겨울에는 하강할

수 있다.

토지이용이 바뀌면서 기상장 및 기후의 변화를 가

져올 수 있는 대표적인 환경 요소는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알베도의 변화이다. 지구의 대기 시스템

에 일차적인 에너지 투입은 지면에서 일어나므로 지표

알베도에 매우 민감할 수 있다. 간척사업을 통해 육지

면적이 증가하면 알베도가 증가하게 된다. 알베도의

증가는 지면으로의 복사 속 감소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대류성 구름과 강수가 감소하게 된다 (Chameys et al.,

1977). 즉, 알베도가 증가하면 강수와 증발율이 낮아진다

(Laval and Picon, 1986; Sud and Fennessy, 1982). 두

번째는 증발산의 변화로, 식생의 유무는 지역 기상장과

기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Shukla and Mintz, 1982;

Sud and Molod, 1988; Sato et al., 1989). 식생이 있으면

증발산으로 인해 대기로 수증기가 방출되기 때문에 대

기 중 수분 함량이 높아진다. 마지막은 지표에서 공기역

학적 항력계수를 결정하는데 기본이 되는 지표 거칠기

길이이다. 지표 거칠기는 지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Deardorff, 1972; Sud and Smith, 1984; 박선기와

이은희, 2005). 특히 대기의 역학적 움직임에 영향을

주어 바람과 지형적 강우에 변화가 생긴다. 지표 거

칠기의 변화는 적운 대류의 방아쇠 역할을 하여 수직적

움직임을 일으킬 수도 있다 (Dalu et al., 1996). 사막화로

인한 지표 거칠기의 감소는 바람의 수직적 움직임을

감소시킬 수 있고, 그에 따라 지형에 의한 바람과 강

수의 가능성이 감소될 수 있다.

국지적인 기상장의 변화에 관한 연구는 주로 고해상

도 지형과 지표면 토지이용에 대한 민감도에 대해 이루

어졌다 (예: Lee and Kimura, 2001; 권영아와 이현영,

2002; 박창현 등, 2003; 이은희 등, 2003; 이화운 등,

2005, 2008; 이순환 등, 2006; Park and Lee, 2007). 중규

모 기상장은 지형 강제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박창현 등, 2003; 이은희 등, 2003; Park and Lee, 2007),

이에 비해 토지이용도 차이에 따른 국지적 대기순환의

변화는 오후 늦게 간접적으로 나타난다 (Lee and Kimura,

2001). 이화운 등 (2008)은 한반도와 같은 복잡한 연안

지역에서 지형 및 토지이용자료에 따른 연안지역 해안

선 및 도서지역의 형태 변화에 관한 연구가 부족함을 지

적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세한 해안선의 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서해안의 시화호 지역을 중심으로 연

안지역의 해안선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이들 해안선의

지형 및 토지이용도 변화가 중규모 기상장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시화호는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에 둘러싸인

인공호수로 1970년부터 계획된 반월특수지역개발계획에

따라 조성되었다. 1990년대에 시화방조제의 공사가 끝나

면서 그 지역의 토지이용은 Fig. 1과 같이 변화하였다.

특히 시화방조제 공사와 함께 진행된 간척사업으로 인

하여 해안선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토지

이용분포의 차이는 알베도, 수분함량, 거칠기 등과 같은

지표면의 특성 변화를 의미하며 이는 지표면의 알베도,

열 용량, 운동 속 등의 변화를 유발하여 국지적인 대기

순환과 기후의 특성을 바꿀 수 있다.

국지 기후의 변화를 예측하고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서는 먼저 기상장을 산출하는 문제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수치모형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2005년 새롭게 구축한 토지이용자료와 이를 토대로

간척 사업으로 인해 토지 이용이 변화한 지역만을 확인

하여 생성한 1989년 당시 토지이용자료의 비교를 통하여

토지이용변화가 국지적 기상장 변화에 미친 영향을 WRF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모형으로 모의 실험하

여 조사하고자 한다. WRF는 비정역학 모형으로 미세규

모 및 중규모 기상현상을 모의하기에 적합하므로 시화

호 주변의 기상장을 모의하기 위하여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지표변화의 경우에는 지역적인 온도, 강

수에는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나 세계적인 평균 온도나

강수에는 영향이 거의 없다 (Zhao et al., 2001). 그러므로

연구지역의 지표 이용변화로 인한 기상장의 변화는 지

Fig. 1. Satellite images in 1989 (left) and 2005 (right),

respectively, before and after construction of the Shihwa sea

wall. From the Lake Shihwa Management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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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이용이 변화된 지역적 범위에서 살펴볼 것이다. 본 연

구에서 산출된 결과에 대한 검증은 환경부 토지이용도

자료에 의거해 모의된 지표면 온도장과 자동기상관측자

료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를 통해 시화호

지역의 토지 이용 변화에 의한 지역 기상장의 변화를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자료 및 연구방법

2.1. 모형 및 수치적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수치 모형은 미국 NCAR에서

개발된 중규모 모형 WRF V2.2.1이다. 이 연구에서는

시화호 지역을 풍상 측에 두고 4중 둥지 격자계를 구성

하였는데 각각 70 × 70, 70 × 70, 70 × 70, 121 × 121개의

수평 격자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Fig. 2). 둥지 격자계의

수평 해상도는 각각 27 km, 9 km, 3 km, 1 km 이다. 모

형의 배경장은 NCEP FNL 1o × 1o 6시간 자료를 사용

하였다. 토지피복이 기상장에 미치는 영향은 날씨가

맑을 때 가장 잘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2005년 중

겨울, 여름에 이틀 연속 맑은 날씨였던 사례를 선택

하여 각각 1시간 간격으로 48시간 적분하였다. 강수가

있는 경우에는 지표 및 식생의 수분 함유량이 증가하여

기상장에 미치는 토지피복의 영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

날 수 있어 이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모형을 수행하기

위해 토지피복 자료만 다르게 입력하고 모든 기상변

수들의 초기장 자료는 동일하게 주었다. 사례연구의

적분기간은 겨울철의 경우 2005년 1월 11일 1800 UTC

부터 13일 1800 UTC 까지이며, 여름철은 2005년 8월

20일 1800 UTC 부터 22일 1800 UTC 까지 각각 48시

간이다.

2.2. 토지이용도 자료

수치실험은 토지피복도를 달리하여 한 계절에 두 번

실시하였다. 수치모형의 기본 토지피복도는 USGS (US

Geological Survey) 자료를 사용하였고, 환경부에서 제

공하는 최근 2005년 토지피복자료와 ArcGIS를 이용해

새로 생성한 토지피복도를 2005년 버전과 1989년 버전

으로 나누어 각각 실험 대상지역인 시화호 지역에 한

하여, 4번째 둥지격자영역에 입력하였다. 1989년 토지

피복도는 2005년 버전을 토대로 두 해의 위성영상 (Landsat

4-5 TM)을 비교해 생성하였으며, 방조제 건설과 간척

사업으로 토지이용이 크게 변화된 지역은 Fig. 3에 빨

간색으로 보였다.

ArcGIS를 이용하여 구축된 새 토지피복도는 우리나

라의 지면 특성을 반영하였으며, 향후 1 km 이하의 해상

도 모의가 가능한 예비적 실험으로써 상당히 유용하다.

USGS 토지피복도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을 초원 (Savanna)

으로 분류하고 있어 지면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WRF의 토지피복 카테고리 중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 맞추어 사바나, 툰드라, 만년설 등 Table 1의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각각 Table 2과 같이 토지피복 코드를 변경하였다. 이

러한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에 대해 비현실적으로 분

류된 USGS 토지피복도를 1989년과 2005년 당시의

실제 토지 이용과 부합되게 수정하였다.

Fig. 2. The four nested domains used for the WRF runs.

Fig. 3. Altered coastal areas by construction of the Lake

Shihwa sea wall and land reclamation (shown in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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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과

3.1. 결과 검증

Fig. 4는 시화호 지역의 토지이용 지수를 나타낸다.

Fig. 4(a)는 1989년, Fig. 4(b)는 2005년의 토지 이용이며,

시기별로 토지 이용의 차이가 모형에서 나타남이 확인

된다. 또한 모의실험 결과의 정확도를 입증하기 위하여

자동 기상관측소 (Automatic Weather Station; 이하 AWS)

자료를 이용하여 정성적 검증과정을 거쳤다. 정량적 검

증을 위해서는 좀 더 긴 적분기간이 필요하여 48시간의

적분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며, 실험 환경의 제한적 상황

으로 인해 현재로서는 48시간의 적분이 가장 합당하여

정성적 검증 방법을 이용하였다. AWS 자료 중 습도와

기압 자료가 누락된 곳이 많아, 자료가 확보된 관측지점

중에 연구대상 영역에 포함되면서 시화호와 가깝고 풍

하측에 위치해 토지이용 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

는 화성에 대해 지표면온도를 비교하였다.

겨울 및 여름 사례의 지표면 온도 모의실험 결과를

각각 Fig. 5와 Fig. 6에 보였다. 모형에서의 지표면 온도

는 적분 기간 동안, 낮에 −1.5oC까지 상승하고 해가 지

면서 −11oC까지 온도가 하강하는 추세를 보였다 (Fig.

5(a)). 이에 해당되는 AWS 관측에서는 낮에 −1oC까지

상승하고 해가 지면서 −10
o
C까지 온도가 하강하는 추

세를 보였다 (Fig. 5(b)). 이에 비해 여름 사례에서는

모의 결과가 낮에 31
o
C까지 상승하고 밤에 18

o
C까지 하

강하였으나 (Fig. 6(a)), AWS 관측에서는 낮에 27oC까지

Table 1. USGS 24-land use category (Shaded categories do not exist in Korea).

Land Use 

Category
Land Use Description

Land Use 

Category
Land Use Description

1 Urban and Built-up Land 13 Evergreen Broadleaf

2 Dryland Cropland and Pasture 14 Evergreen Needleleaf

3 Irrigated Cropland and Pasture 15 Mixed Forest

4 Mixed Dryland/Irrigated Cropland and Pasture 16 Water Bodies

5 Cropland/Grassland Mosaic 17 Herbaceous Wetland

6 Cropland/Woodland Mosaic 18 Wooden Wetland

7 Grassland 19 Barren or Sparsely Vegetated

8 Shrubland 20 Herbaceous Tundra

9 Mixed Shrubland/Grassland 21 Wooded Tundra

10 Savanna 22 Mixed Tundra

11 Deciduous Broadleaf Forest 23 Bare Ground Tundra

12 Deciduous Needleleaf Forest 24 Snow or Ice

Table 2. Alteration of land use code.

Land use code of Ministry of Environment Republic of Korea. USGS 24-land use category

Urban area 110~160 Urban and Built-up Land 1

Patch 220, The other agriculture area 250 Mixed Dryland/Irrigated Cropland and Pasture 4

Nature grassland 410 Grassland 7

Golf course 420, The other grassland 430 Mixed Shrubland/Grassland 9

Orchard 240, Broadleaf forest 310 Deciduous Broadleaf Forest 11

Needle-leaf forest 320 Evergreen Needleleaf 14

Mixed forest 330 Mixed Forest 15

Waters 710, 720 Water Bodies 16

Rice field, Wetlands 210, 510, 520 Herbaceous Wetland 17

Plastic greenhouse, Vacant land 230, 610, 620 Barren or Sparsely Vegetated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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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하고, 밤에 21oC까지 하강하였다 (Fig. 6(b)). 전반적

으로 모형의 결과와 관측이 비슷한 패턴으로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결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기상장 요소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시화호 지역에 대해 1989년과 2005년의 토지이용도를

각각 입력한 모의실험의 결과인 지표면온도장, 바람장과

수증기 혼합비 및 알베도를 비교하고, 겨울과 여름 사례

에 대해 이 변수들의 1989년도와 2005년도 값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2.2.1. 겨울 사례 분석

Fig. 7에서 Fig. 9는 겨울 사례인 2005년 1월 13일

0600 UTC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 7은 1989년과

2005년의 토지이용도를 입력하여 모의한 두 지표면

온도의 차이를 보인 것이다. 시화호 개발 간척사업으로

Fig. 4. Land use index of the Lake Shihwa area in (a) 1989 and (b) 2005.

Fig. 5. Surface temperature variation for the winter case at

Hwasung (latitude 37.2026N, lontitude 126.8029N) for (a)

model experiment and (b) AWS observation.

Fig. 6. Same as in Fig. 5 but for the summer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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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2005년이 1989년에 비해 도시와 나지로 토지이

용이 변화된 해안선 지역을 따라 약 8oC의 지표면 온도

하강을 확인할 수 있다.

Fig. 8(a)와 Fig. 8(b)는 각각 1989년과 2005년의 토

지이용도를 입력하여 모의한 바람장과 수증기 혼합비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며, Fig. 8(c)는 1989년과 2005년의

수증기 혼합비 차이장을 보인 것이다. 1989년과 2005년

모두 시베리아 고기압에 의한 북서계절풍이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두 실험의 차이를 나타낸 Fig. 8(c)를 보면

전체적인 수증기혼합비의 큰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나

실험 영역의 토지이용 변화가 큰 해안지역에서 변화가

보이며, 시화호 근처에서는 혼합비의 변화가 북서풍의

바람장과 일치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혼합비 변화가 큰

지역은 충청남도 대호방조제 주변의 토지이용도 변화가

큰 지역과 (Fig. 3 참조) 그 주변의 구릉 지역인데 이는

토지이용도 변화 효과 외에도 바람에 의한 수증기 이

류와 지형효과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Fig. 7. Difference in the simulated skin temperature (in 
o
C)

of the winter case at 0600 UTC 13 January based on

different land uses in 2005 and 1989.

Fig. 8. The simulated surface water vapor mixing ratio (in g kg-1) and wind vector (in m s-1) of the winter case at 0600UTC 13

January 2005 for land cover of (a) 1989 and (b) 2005, and (c) difference in the simulated surface water vapor mixing ratio (in g kg
-1

)

between 2005 and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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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는 1989년과 2005년의 토지이용도를 입력하여

모의한 알베도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지표 알베도는

건조한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습윤한 지역에서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육지와 해양의 알베도 차이에 의해서

해안선을 따라 그 경도가 강하게 나타나며 해상 지역을

중심으로 알베도가 낮게 나타난다. 알베도의 차이가

중점적으로 확인되는 곳은 송도신도시와 인천국제공항

지역이다. 알베도의 경우는 지표면 상태에 큰 영향을 받

기 때문에 간척사업으로 인해 바다에서 습지로 변화한

지역만 부분적으로 0.08% 증가한 것이 나타나며, 특히

도심지역으로 개발된 지역은 0.14%가량 증가하였다.

겨울 사례의 경우, 간척 사업으로 인해 변화된 토지이

용이 기상장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

다. 토지이용 변화 지역의 지표면 온도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차등가열에 의한 대기 상승류가 억제됨

을 의미한다. 따라서 토지이용 전에 비해 대류운의 생성이

적어지며 지역적인 대기 순환에 변화를 가져 온다. 북서

계절풍의 지배적인 영향으로 바람장의 변화가 크게 나

타나지 않으나 수증기 혼합비의 국지적 변화가 바람장의

형태와 일치한다. 수증기의 변화는 이류 및 지형의 영향

도 크게 받는다. 알베도의 경우, 토지이용 변화 지역에서

육지화로 인해 크게 증가한다. 이는 태양 복사에너지의

입사량을 줄여 지표면 온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3.2.2. 여름 사례 분석

Fig. 10에서 Fig. 12는 여름 사례인 2005년 8월 23일

0600 UTC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 10은 1989년과

2005년의 토지이용도를 입력하여 모의한 두 지표면

온도의 차이를 보인 것이다. 두 해 모두 내륙 지역의 지

표면 온도가 30
o
C 이상을 보인 가운데, 간척사업으로 인

해 토지이용이 변화된 지역을 따라 10oC 가량 상승이

있었다. 지표면 온도의 상승은 주로 간척사업과 연관된

해안선 부근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며 특히 토지이용이

크게 바뀐 송도신도시와 인천국제공항에서 약 14oC의

큰 상승을 보였다.

Fig. 11(a)와 Fig. 11(b)는 각각 1989년과 2005년의

토지이용도를 입력하여 모의한 바람장과 수증기 혼합비

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며, Fig. 11(c)는 1989년과 2005년

의 수증기 혼합비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두 해 모두 서

풍계열의 해풍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체적으

로 바람장의 차이는 없으나 시화호의 주변의 토지이용

도 변화가 큰 지역의 풍하측에 위치한 태행산 근처에서

약한 바람장의 차이가 확인된다 (Fig. 11(a), (b) 타원

부분). 산 근처의 지형에 변화가 없다고 볼 때 토지이용

도의 변화에 따른 지표면 온도 및 지표 거칠기의 변화

효과가 풍하측의 바람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는 권영아와 이현영 (2002)의 연구에서도

뒷받침하고 있다. 두 실험의 차이를 나타낸 Fig. 11(c)를

보면 토지이용 변화가 크고 상대적으로 육풍이 강한 인

천국제공항 부근 지역과 일부 내륙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수증기량이 증가했으며, 이는 겨울철에 비해

상대적으로 습도가 높고 지속적인 해풍에 의한 수증기

이류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태행산 부근의 수증

기 혼합비 감소지역은 토지이용 변화 지역의 풍하 지역

에서 변화된 바람장의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Fig. 12는 1989년과 2005년의 토지이용도를 입력하여

모의한 알베도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해

안선을 따라 알베도의 차이가 나타나고, 특히 송도신도

시와 인천국제공항 지역에 크게 나타난다. 알베도의 경

우는 지표면 상태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간척사업

으로 인해 토지이용이 변한 지역만 부분적으로 0.06%

Fig. 9. Same as in Fig. 7 but for difference in the simulated

albedo (in %).

Fig. 10. Same as in Fig. 7 but for the summer case at 0600

UTC 23 Aug.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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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한 것이 나타나며, 특히 도심지역으로 개발된 영

역은 0.14%가량 증가하였다.

여름 사례의 경우, 간척 사업으로 인해 변화된 토지

이용이 기상장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

다. 토지 이용 변화 지역의 알베도가 증가하여 일사량의

상대적인 감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지의 비열 효과

로 인해 그 지역의 지표면 온도는 크게 상승하였다. 이

는 차등가열에 의한 대류운동을 유발시켜 토지이용 전

보다 대류운의 증가를 유도할 수 있다. 지표면에서의

상승 운동에 따른 상대적인 수렴은 지역적인 대기 순환

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서풍 중심의 해풍이 지배적

으로 나타나 바람장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으나 수

증기 혼합비의 국지적 변화가 바람장의 형태와 일치하여

나타난다. 간척 사업으로 인해 토지이용이 변화된 지역

의 지표면 온도 및 지표 거칠기의 변화는 풍하측의 바

람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이류에 의한 수증

기량에도 영향을 준다. 또한 토지이용이 변화하면서

바다에서 논과 도시로 바뀐 지역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수증기의 지역 자체 증발량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시화호 지역의 간척종합개발 사업으로

Fig. 11. Same as in Fig. 8 but for the summer case at 0600 UTC 23 August 2005. Areas with recognizable alteration in wind

field are circled. 

Fig. 12. Same as in Fig. 9 but for the summer case at 0600

UTC 23 Aug.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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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토지 이용 변화가 주변 기상장에 미치는 영향을

WRF를 이용한 모의실험을 통해 알아보았다. WRF 모

형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NCAR 제공 토지 이용

도는 1992년 4월부터 1993년 3월까지 완성된 피복도로

USGS 토지이용 카테고리를 사용하고 있어서, 우리나

라에 적용 시 대부분의 토지가 초원 (Savanna)으로 나

타난다. 그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부의 중분

류토지피복도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토지 이용도에

더 부합하는 최근 2005년의 토지 이용도 자료를 만들

었다. 이 토지 이용도 자료를 바탕으로 위성사진과 비

교하여 시화호 개발 사업 이전의 가상 1989년도 토지

이용도 자료를 만든 후 이 두 자료를 각각 WRF 모형에

입력하여 그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모의실험 결과를

AWS 관측 자료와 비교하여 정성적인 검증을 거쳤고,

그 결과 충분히 잘 일치하는 양상을 보였다. 본 논문에

서 새로운 토지이용도 자료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1 km

이하의 해상도로 모의실험을 하기 위한 발판을 만들

었다. 환경부의 중분류토지피복도 자료를 이용하여 최대

30 m 해상도까지 가능하나, 이번 연구에서는 연구주제의

특성상 해상도보다는 1989년과 2005년의 각 시기에

맞는 피복자료를 얻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토지이용 변화로 인한 주변 기상장의 변화는 계절별로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지표면 온도의 경우, 시화호 개발

간척사업으로 인해 토지이용이 변화된 지역의 지표면 온

도가 여름에는 상승하고 겨울에는 하강하였다. 주로 간척

사업이 진행된 해안선 부근에서 지표면 온도의 변화가

나타나며, 특히 토지 이용이 크게 바뀐 송도신도시와 인

천국제공항 지역에서 크게 나타났다. 지표면 온도의 이

러한 변화는 차등가열에 의한 대류운동의 변화를 가

져와 지역적인 대기순환의 양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바람장의 경우 여름 사례에서 서풍계열의 해풍이 지

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해안지역에서는 주간에

해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류 효과로 인해 전반적

으로 육지의 습도가 증가하였고, 그 변화 양상이 바람

장의 형태와 일치한다. 간척사업으로 인해 토지이용이

변화된 지역의 지표면 온도 및 지표 거칠기의 변화에 의

해 풍하측 구릉 근처의 바람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수증기 이류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또한 바

다에서 논이나 도시로 변한 지역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지역의 자체 수증기 증발량도 변화할 수 있다. 겨울

사례의 경우는 북서계절풍이 지배적이며 전체적인 수

증기혼합비의 큰 변화는 없으나 토지이용도 변화가 큰

충청남도 대호방조제 주변의 구릉 지역에 상대적으로

수증기 변화가 커 토지이용도 변화 외에도 이류와 지형

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알베도의 경우는 육지에서 높게 나타나고, 해양에서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육지와 해양의 알베도 차이에 의

해서 해안선을 따라 경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해

상 지역을 중심으로 알베도가 낮게 나타난다. 알베도는

계절과 상관없이 지표면 상태에 큰 영향을 받아 간척

사업으로 인해 바다에서 습지로 변화한 지역만 부분

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도심지역으로 개발된 영역인

송도신도시와 인천국제공항 지역은 습지로 변한 지역에

비해 두 배 가량 증가하였다. 여름 사례의 경우 토지이

용이 변화된 지역에서 알베도가 증가하여 입사 일사

량의 감소가 있음에도 지표면 온도가 크게 상승하였는

데, 육지의 비열효과가 알베도 효과보다 지표면 온도 변

화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지역적인 기상장 및 기후의 변화는 그 지역 거주민

들의 일상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는 특히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적응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의사 결정자나 기상/기후 정보를 활용하는 사회,

경제, 관광 및 문화 관련 종사자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

러나 한반도의 복잡한 연안지역에서 지형 및 토지이

용자료에 따른 해안선 및 도서지역의 형태 변화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세한

해안선의 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서해안의 시화호 지

역을 중심으로 간척사업으로 인한 연안지역의 해안선 변

화 양상을 살펴보고, 이들 해안선의 지형 및 토지이용도

변화가 중규모 기상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해 환경부의 중분류 토지피복도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토지이용도에 더욱 부합하

는 토지피복 자료를 생성함으로써 이전에 WRF 모형에

서 일반적으로 이용되던 NCAR 제공 토지이용도와는

차별화되고, 또한 현실에 맞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모의한 기상장은 특정 사례 시기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시기 및 기상 조건 등에 따라 매우 다

양한 형태의 기상장들이 모의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실험 환경의 제한적 상황으로 인해 48시간의

적분기간을 거쳤으므로 향후 본 연구의 결과가 계절적

대표성을 얻기 위해서는 긴 적분기간을 고려한 모의

실험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화호 지역 간척

개발사업에 의한 지표특성 변화가 기상장에 미치는 영

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업 지역 이외의 토지피복 변

경은 포함하지 않았다. 도시와 같이 인구가 밀집되고 개

발이 활발한 곳에서는 토지이용이나 도시개발 상태가 그

지역 기상장의 패턴을 바꾸는 요소로서 작용한다. 따라서

도시와 같은 국지규모 영역에서의 기상장에 대한 수치

실험 및 분석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례 연구에서

제시하였듯이 간척개발사업은 시화호 주변 지역의 기

상장을 변화시키는 주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도시개발

등에 의한 토지이용도의 변화가 주변 기상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장기 관측을 통한 자료의 축적과 사례분석을 통해서

토지이용 변화의 영향으로 기상/기후적 요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414 합성토지피복자료와 고해상도 중규모 모형을 이용한 시화호 지역의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주변 기상장 변화 연구

한국기상학회 대기 제21권 4호 (2011)

감사의 글

이 연구는 국립환경과학원 “지구환경위성 탑재체

기반기술 및 활용연구(III)” 사업 (Grant No. 1600-1637-

303-210-13)의 지원과 2011년도 교육과학기술부의 재

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 (2011-0093464)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이혜원, 하종철, 방건준, Xing Yu 박사님께 감사 드립

니다.

참고문헌

권영아, 이현영, 2002: 토지이용유형이 국지 기온 분포에 미

치는 영향-서울시를 사례로. 대기, 12(1), 430-434.

남재철, 신만용, 윤진일, 1995: 매시기상자료에 의한 안동지역

인공호 주변 안개발생 판별. 한국기상학회지, 31, 393-398.

박선기, 이은희, 2005: 중규모 기상모델에 결합된 육지표면

및 토양 과정 모델들의 특성. 대기, 15, 1-16.

박순웅, 김준호, 이종범, 이태영, 1993: 수력발전소 건설전후의

미기상학적 기후변화 연구. 용역과제 연구보고서(KRC-

90C-T05), 한국전력공사 기술연구원, 589 pp.

박창현, 이화운, 정우식, 2003: 지리산 부근 집중호우 발생시

하층제트와 지형의 영향. 한국기상학회지, 39, 441-458.

이순환, 김선희, 류찬수, 2006: 지형자료 해상도에 따른 대기유

동장 변화에 관한 수치연구. 한국지구과학회지, 27, 61-72.

이은희, 박선기, 장동언, 2003: 태풍순환에 관련된 집중호우

에서의 지형효과에 대한 수치모의-Rusa 에 대한 사례

연구. 대기, 13(3), 374-375.

이종범, 1981: 춘천지방의 인공호에 의한 안개 및 운량의 변화.

한국기상학회지, 17, 18-26.

이화운, 원혜영, 최현정, 이강열, 2005: 복잡한 해안지역에서

상세한 지형고도 자료이용에 따른 대기유동장의 영향

에 관한 수치모의. 한국대기환경학회지, 21, 179-189.

         , 전원배, 이순환, 최현정, 2008: 복잡 연안지역의 지표

면 자료 상세화에 따른 수치 기상장 분석. 한국대기환

경학회지, 24, 649-661.

Charneys, J., J. Q. William, S. Chow, and J. Kornfield, 1977:

A comparative study of the effects of albedo change on

drought on semi-arid regions. J. Atmos. Sci., 34, 1366-1385.

Dalu, G. A., R. A. Pielke, M. Baldi, and X. Zeng, 1996: Heat and

momentum fluxes induced by thermal inhomogeneities.

J. Atmos Sci., 53, 3286-3302.

Deardorff, J. W., 1972: Parameterization of the planetary

boundary layer for use in general circulation model. Mon.

Wea. Rev., 100, 83-106.

Laval, K., and L. Picon, 1986: Effect of a change of the surface

albedo of the Sahel on climate. J. Atmos. Sci., 43,

2418-2429.

Lee, S.-H., and F. Kimura, 2001: Comparative studies in the local

circulations induced by land-use and by topography.

Bound.-Layer Meteor., 101, 157-182.

Park, S. K., and E. Lee, 2007: Synoptic features of orographically

enhanced heavy rainfall on the east coast of Korea

associated with Typhoon Rusa (2002).  Geophys. Res.

Lett., 34, L02803, doi:10.1029/2006GL028592.

Sato, N., P. J. Sellers, D. A. Randall, E. K. Schneider, J. Shukla,

J. L. Kinter III, Y-T. Hou, and E. Albertazzi, 1989:

Effects of implementing the simple biosphere model in

a general circulation model. J. Atmos. Sci., 46, 2757-2782.

Shukla, J., and Y. Mintz, 1982: The influence of land-surface

evapotranspiration on the earth’s climate. Science, 215,

1498-1501. 

Sud, Y. C., and M. Fennessy, 1982: A study of the influence

of surface albedo on July circulation in semi-arid regions

using the glas GCM. Int. J. Climatol., 2, 105-125.

        , and A. Molod, 1988: A GCM simulation study of the

influence of Saharan evapotranspiration and surface-

albedo anomalies on July circulation and rainfall. Mon.

Wea. Rev., 116, 2388-2400.

       , and W. E. Smith, 1984: The influence of surface

roughness of desert on the July circulation. Bound.-Layer

Meteor., 33, 15-49.

Zhao, M., A. J. Pitman, and T. Chase, 2001: The impact of land

cover change on the atmospheric circulation. Climate

Dyn., 17, 467-477.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SyntheticBoldness 1.0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Unknown

  /Description <<
    /FRA <FEFF004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7000650072006d0065007400740061006e0074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7400e900730020006400270075006e00650020007200e9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e9006c0065007600e90065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61006d00e9006c0069006f007200e90065002e00200049006c002000650073007400200070006f0073007300690062006c0065002000640027006f0075007600720069007200200063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c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2000200035002e00300020006f0075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PDF documents with higher image resolution for improved printing quality. The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Reader 5.0 and later.)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650069006e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65006e002000420069006c0064006100750066006c00f600730075006e0067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60065007200620065007300730065007200740065002000420069006c0064007100750061006c0069007400e40074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4006500720020006d00690074002000640065006d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d00200075006d0061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d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000700061007200610020006f006200740065007200200075006d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4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d0065006c0068006f0072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e>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6a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c00650064006f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100740020006600e5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6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NLD <FEFF004700650062007200750069006b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20006f006d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400650020006d0061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5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65002000610066006200650065006c00640069006e00670073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500200076006f006f0072002000650065006e0020006200650074006500720065002000610066006400720075006b006b00770061006c00690074006500690074002e0020004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75006e006e0065006e00200077006f007200640065006e002000670065006f00700065006e00640020006d0065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2e>
    /ESP <FEFF00550073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f0070006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10075006d0065006e0074006100720020006c0061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1006c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90072002e0020004c006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9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e00e4006900640065006e002000610073006500740075007300740065006e0020006100760075006c006c0061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c0075006f00640061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1002c0020006a006f006900640065006e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6c00610061007400750020006f006e0020006b006f0072006b006500610020006a00610020006b007500760061006e0020007400610072006b006b007500750073002000730075007500720069002e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1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d0020006a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2d006f0068006a0065006c006d0061006c006c00610020007400610069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1006c006c0061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c006c0061002e>
    /ITA <FEFF00550073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75006e00610020007200690073006f006c0075007a0069006f006e00650020006d0061006700670069006f00720065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640069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d00690067006c0069006f00720065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79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65006f0070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e00e40072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7500700070006c00f6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300680020006400e40072006d006500640020006600e50020006200e40074007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KOR <FEFFd5a5c0c1b41c0020c778c1c40020d488c9c8c7440020c5bbae300020c704d5740020ace0d574c0c1b3c4c7580020c774bbf8c9c0b97c0020c0acc6a9d558c5e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b9ccb4e4b824ba74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2edc2dcc624002e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9ccb4e0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CHS <FEFF4f7f75288fd94e9b8bbe7f6e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ff0c5c065305542b66f49ad8768456fe50cf52068fa87387ff0c4ee563d09ad8625353708d2891cf30028be5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4ee54f7f75280020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4e0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48c66f49ad87248672c62535f00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5b9a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05542b8f039ad876845f7150cf89e367905ea6ff0c4fbf65bc63d066075217537054c18cea3002005000440046002065874ef6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3ca66f465b07248672c4f86958b555f3002>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