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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nsitivity analysis of the WRF model according to the impact of nudging (e.g., nudging techniques and application 
domains) was conducted during high nocturnal ozone episode to improve the prediction of the regional ozone concentration in 
the southeastern coastal area of the Korean peninsula. The analysis was performed by six simulation experiments: (1) without 
nudging (e.g., CNTL case), (2) with observation nudging (ONE case) to all domains (domain 1∼4), (3) with grid nudging 
(GNE case) to all domains, (4)∼(6) with grid nudging to domain 1, domain 1∼2 and domain 1∼3, respectively (GNE-1, 
GNE-2, GNE-3 case). The results for nudging techniques showed that the GNE case was in very good agreement with those 
observed during all analysis periods (e.g., daytime, nighttime, and total), as compared to the ONE case. In particular, the large 
effect of grid nudging on the near-surface meteorological factors (temperature, relative humidity, and wind fields) was 
predicted at the coastline and nearby sea during daytime. The results for application domains showed that the effects of 
nudging were distinguished between the meteorological factors and between the time periods. When applied grid nudging until 
subdomain, the improvement effects of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had differential tendencies. Temperature was 
increased for all time, but relative humidity was  increased in daytime and was decreased in nighttime. Thus, GNE case 
showed better result than other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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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기온, 바람, 수증기, 경계층 높이와 같은 다양한 기상

요소들은 오존의 생성 및 소멸기작과  전구물질 생성과

정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Hanna, 1994; Mao 

et al., 2006; Seaman, 2000). Dawson et al.(2007)은 

오존농도와 기상요소의 상관성을 연구하여 기온이 5 K 

증가할 때 오존농도는 63% 증가하고, 풍속이 10% 감소

할 때 오존농도가 약 1% 증가함을 밝혀낸바 있으며, 

Jeong et al.(2010)은 대도시의 고농도 오존의 분포에 기

온과 풍속의 변화가 주는 영향을 분석하여 오존농도는 

기온과 정비례관계, 풍속과 반비례관계에 있음을 밝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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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 특히 기상요소의 영향은 야간 고농도 오존 발생

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Jeon(1999)과 Park(2006)은 부

산 연안에서 발생한 야간 고농도 오존일의 기상요소를 

분석하여 전날보다 낮은 최고기온과 일교차, 높은 최저

기온과 상대습도, 강한 풍속과 많은 운량 그리고 흐리거

나 비가 내리는 특징을 보임을 밝혀낸바 있으며, 

Eliasson et al.(2003)은 대기안정층 파괴와 결부되어 나

타나는 상부오존의 연직혼합과정과 국지/종관규모의 대

기운동에 의한 수평적인 오존수송을 야간 고농도 오존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오존농도 

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한 초기입력장 개선 및 물리옵션 

최적화 연구 등 다양한 기상모델 정확도 향상 연구가 진

행되어져 왔으며(Jeong et al., 2010; Lee et al., 2004; 

Stauffer et al., 2000; Pirovano et al., 2007), 최근에는 

자료동화의 일환인 객관분석기법(objective analysis 

technique)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Barna and 

Lamb, 2000; Choi et al., 2009; Choi and Lee, 2015; 

Liu et al., 2012; Yoon, 2009).

객관분석은 불규칙한 관측오차를 포함하고 있는 자료

를 활용하여 대기의 상태를 규칙적인 자료의 값으로 변

환하는 방법으로 FDDA (four dimensional data assimi 

-lation)을 수행한다. 너징(nudging)은 모델에서의 FDDA

로서 관측너징(observation nudging)과 분석너징(analysis 

nudging)이 있다. 분석너징은 배경장의 격자값과 관측

값의 차이를 구하여 새로운 초기장의 격자점으로 내삽하

는 방법으로, 초기입력장의 오차보정효과가 있으며 적용

하는 도메인에 따라 너징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분석너징은 그리드너징(grid nudging)과 스펙트럼

너징(spectral nudging)으로 나누어지며 일정한 층 이상

에 효과를 주는 공간분석너징(3D analysis nudging)과 

모델 최하층 이하에 효과를 주는 지상분석너징(surface 

analysis nudging)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펙트럼너징은 

격자 크기가 100 km 이상인 영역에서 지위고도요소에 

대해 너징을 추가 수행하는 특징이 있다. 관측너징은 관

측값의 영향반경을 고려하여 관측값과 모델값의 차이의 

가중 평균을 구한 후 격자에 더해주는 방법으로 모델 결

과값을 보정해준다.

Barna and Lamb(2000)은 MM5(Fifth-Generation 

NCAR/Penn State Mesoscale Model)모델과 CALMET 

/CALGRID모델을 이용하여 관측너징 적용 유무에 따른 

오존모의 실험을 실시하여 관측너징을 적용하였을 때 더 

향상된 정확도를 보임을 밝혀낸바 있으며, Otte(2008)은 

MM5모델과 대기질모델인 CMAQ (Models-3 community 

multiscale air quality)모델을 이용하여 분석너징 적용 

유무에 따른 비교분석을 통해 분석너징을 적용하였을 때 

일 최고 1시간 오존농도 모의 정확도가 향상 됨을 보였

다. Yoon(2009)은 그리드너징 중 공간분석너징과 지상

분석너징의 적용 유무에 따른 WRF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모델의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여 공간분

석너징과 지상분석너징 적용유무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

음을 밝혀낸바 있다. Liu et al.(2012)은 WRF모델을 이

용하여 스펙트럼너징과 그리드너징을 적용한 실험의 차

이를 분석하여 파수(wave number)만 적절하게 선택해

준다면 스펙트럼너징이 그리드너징보다 더 균형 좋은 결

과를 나타냄을 보였다. 이처럼 너징의 적용유무에 대한 

선행연구들뿐만 아니라 너징에 사용한 자료의 특성과 너

징옵션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 또한 선행되었다. Lee et 

al.(2004)은 기상모델인 MM5모델을 이용하여 기상요

소의 특징이 종관장과 유사한 관측값만 사용하여 객관분

석를 실시하였을 때 향상된 결과를 보임을 분석하였고, 

Choi et al.(2009)는 MM5모델을 이용하여 영향반경 및 

동화계수가 복잡지형 기상장 수치모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종관장의 상태에 따라 영향반경 및 동화계수를 

다르게 적용해야함을 밝혀낸바 있다.

이와 같이 너징 적용유무나 너징 옵션에 대한 연구는 

다수 선행되었으나, 너징종류의 차이나 적용도메인에 따

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기상의 영향이 중요하

게 작용하는 야간 고농도 오존일에 대한 자료동화에 따

른 기상민감도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농도 오존이 많이 발생하는 부산을 포함한 

한반도 남동해안지역의 오존농도 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

해 야간 고농도 오존일에 대한 너징종류 및 적용도메인

에 따른 WRF모델의 기상모의 민감도분석을 실시하였

다. 이는 남동해안지역의 기상민감도에 따른 오존농도 

예측 민감도분석을 위한 선행연구로 수행되어졌다.

2. 자료 및 연구방법

2.1. WRF 모델링 구성

대기질 모델의 기상입력자료 생성을 위하여 중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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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nested model domains. The bottom figure is 
enlarged details of the target areas (D4) and the 
red stars indicate the automatic synoptic observing 
system (ASOS) observed by Korea meteorology 
administration (KMA). 

기상모델인 WRF ver 3.6을 사용하였다. 초기 및 경계조

건은 NCEP/NCAR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national centers for atmospheric research)

에서 제공하는 FNL (final analyses)자료와 SST (sea 

surface temperature)자료를 이용하였다. FNL자료와 

SST자료는 1 °×1 °, 0.5 °×0.5 °의 공간 해상도를 가

지며 6시간, 일 간격의 시간 해상도를 가진다. 모델링 영

역은 Two-way nesting기법을 이용하여 동아시아영역

(27 km, D1), 한반도영역(09 km, D2), 영남권영역(03 

km, D3), 그리고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한 남동해안영역

(01 km, D4)으로 총 4개의 도메인으로 구성하였다(Fig. 

1). 대상지역의 지형과 지표면 상태를 현실적으로 반영

하기 위하여 SRTM 3sec (shuttle radar topography 

mission 3sec) 고해상도 지형고도와 EGIS (environ 

-ment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에서 제공하는 

토지피복자료를 사용하였다. 모델링 수행 시 사용된 물

리옵션 중 구름미세물리 모수화과정은 WSM (WRF 

single momentum) 5-Class graupel scheme을 적용하였

고, 복사과정에서 장파복사기법과 단파복사기법은 

RRTM (rapid radiative transfer model)과 RRTMG 

(rapid radiative transfer model for GCMs) scheme

을 사용하였다. 행성경계층과정은 YSU PBL (YonSei 

university planetary boundary layer) scheme을 사용하

였으며, 적운 모수화과정은 Kain-Fritsch scheme을 동

아시아영역(D1)에만 적용하였다.

사례일은 2012년 5월 4일부터 5월 8일로서 환경부에

서 제공하는 확정자료 중에서 최근 자료인 2012년을 이

용한 월별 오존농도의 장기간 변동 분석을 통하여 가장 

높은 오존 농도를 나타내는 5월의 야간 고농도 오존일을 

선정하였다. 정확한 해석을 위하여 오존 농도에 단기간 

영향을 줄 수 있는 강수일을 제외하였다. 사례일의 경우 

평균 45.16±18.82 ppb의 오존농도를 보였다. 6일과 8일 

야간(00 04 LST)에 고농도 오존이 발생하였으며 54.58 

±5.70 ppb의 평균오존농도를 보였다. 모델링 기간은 기

상/대기질 모델링의 초기불안정성 및 대기질 모델링 입

력자료 생성과정을 고려하여  5일의 spin-up 기간을 포

함하는 2012년 4월 30일부터 5월 10일로 설정하였다.

OBSGRI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동화과정과 보

간과정을 수행하였으며, NCEP에서 제공하는 지상과 고

층 관측자료를 사용하였다. 각 도메인별로 D1에는 

34,195개, D2에는 1,345개, D3에는 138개, D4에는 21

개의 관측자료가 사용되었다. 오존의 생성 및 소멸기작

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기상요소인 기온, 상대습도, 풍

속에 대해 관측너징과 분석너징을 수행하였다. 분석너징

의 경우 그리드너징을 사용하였으며 공간분석너징과 지

상분석너징을 동시에 실시하였다. 영향반경의 경우 원형

의 Cressman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영향계수의 경우 내

정값인 ×을 사용하였다.

2.2. 수치 실험 설계 및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객관분석 수행 시 너징종류과 적용도

메인에 따른 자료동화 효과를 분석하고자 총 6개의 실험

을 구성하였다. 관측너징과 그리드너징의 적용에 따른 

개선 효과를 살펴보고자 너징을 수행하지 않은 규준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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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2 RH2 WS10

Statistics MBE RMSE IOA MBE RMSE IOA MBE RMSE IOA

Benchmark ±0.50 <2.00 0.80 - - - ±0.50 <2.00 0.60

Total

CNTL -1.72 2.19 0.87 13.67 17.13 0.79 -0.10 1.21 0.60

ONE -1.41 1.97 0.88 10.49 16.79 0.77 -0.13 1.22 0.58

GNE  0.75 1.79 0.92  6.41 11.06 0.90 -0.45 1.03 0.73

GNE-3  1.11 1.81 0.92  7.31 11.58 0.89 -0.11 1.05 0.71

GNE-2  0.63 1.63 0.93  7.29 12.31 0.87 -0.11 1.12 0.66

GNE-1 -0.57 1.63 0.93  7.36 12.80 0.87 -0.02 1.12 0.67

Daytime

CNTL -1.63 1.98 0.85 13.34 16.18 0.74 -0.39 1.18 0.66

ONE -1.41 1.82 0.86 10.10 15.44 0.72 -0.39 1.18 0.63

GNE  1.10 1.75 0.87  7.46 11.42 0.84 -0.62 1.07 0.75

GNE-3  1.27 1.57 0.90  8.33 11.52 0.85 -0.38 1.03 0.76

GNE-2  0.72 1.27 0.93  8.72 11.79 0.84 -0.42 1.08 0.71

GNE-1 -0.18 1.10 0.95  8.59 11.75 0.85 -0.33 1.05 0.72

Nighttime

CNTL -2.75 2.82 0.54  7.19 10.71 0.88 -0.20 1.62 0.35

ONE -2.46 2.73 0.48  1.61 15.49 0.66 -0.39 1.41 0.44

GNE -0.10 1.66 0.72  8.54 10.76 0.88 -0.52 1.22 0.65

GNE-3  0.75 2.07 0.63 10.27 13.77 0.82 -0.01 1.48 0.52

GNE-2 -0.03 2.27 0.52 11.61 14.74 0.80 -0.09 1.30 0.60

GNE-1 -2.70 2.91 0.57 14.33 16.65 0.81 -0.31 1.53 0.52

Table 1. Statistical evaluation between the observed and predicted meteorological parameters during total analysis period, 
daytime, and nighttime for Domain4

(CNTL)과 모든 도메인에 대해 관측너징을 수행한 실험

(ONE)과 모든 도메인에 대해 그리드너징을 수행한 실험

(GNE)을 설계하였고, 그리드너징 수행 시 너징을 적용

한 도메인에 따른 개선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여 각기 다

른 도메인에 적용한 실험을 추가 구성하였다. 그리드너

징을 D1에만 적용한 실험을 GNE-1, D1과 D2에 적용한 

실험을 GNE-2 그리고 D1, D2, D3에 적용한 실험을 

GNE-3이라 칭하였고, D1, D2, D3, D4에 적용한 실험

(GNE-4)은 앞선 GNE의 결과 값을 사용하였다.

각 실험별 최종도메인(D4)의 모의결과를 이용하여 오

존의 생성 및 소멸에 중요하고 고농도 오존이 주로 발생

하는 낮 시간(07 18 LST)과 야간 고농도일의 밤 시간

(00 04 LST)에 대해 오존농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상요소인 기온, 상대습도, 풍속을 분석하였다. 각 실험/

기상요소/시간대별 WRF모델링 결과의 모사능력을 평

가하기 위해 관측값과 모델결과값을 이용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정량적 평가지표로는 기상모델링 결과 평가

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중규모 기상모델 평가 기준지표

(US EPA, 2007)인 MBE (mean bias error), RMSE  

(root mean square error), IOA (index of agreement)와 

Taylor diagram(Taylor, 2001)에 이용되는 요약통계값

(standard deviation, SD; correlation coefficient, Cor)

을 사용하였다. 또한 낮 시간과 밤 시간에 대한 기상요소

별 수평분포 분석을 통해 너징종류 및 적용도메인에 따

른 모델링 결과를 비교하였고, 오존의 연직수송 모의에 

영향을 주는 PBL 고도 모의결과의 수평분포 분석도 수

행하였다.

3. 수치모델 결과 분석

3.1. 평균적/정량적 통계분석

전체기간과 낮/밤 시간에 대한 각 실험별 모델링 결과

의 정확도 개선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종관기상관측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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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2. Taylor diagram plotted for (a) T2, (b) RH2 and (c) WS10 for each experiments during total analysis period (red), 
daytime (blue) and nighttime (green). The azimuthal position gives the correlation, while the radial distance from 
the origin is proportional to the normalized standard deviation. The distance between the observation and a given 
point is proportional to the root mean square error (RMSE) between the observations and the predicted having the 
correlation and standard deviation of the given point.

(ASOS)에서 관측된 기상요소(기온, 상대습도, 풍속)와

의 통계지표를 Table 1에 나타냈으며, 요약통계값을 이

용한 Taylor diagram을 근거로 각 실험별 모델링 결과의 

정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Fig. 2). 미국 EPA에서 제시

하는 기준지표범위와 비교하였을 때, 각 실험/시간대별

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기상요소에 대해 

RMSE와 IOA는 기준지표보다 좋은 결과를 보였고 

MBE는 기준범위를 벗어나 약간 높은 값을 모의하였다.

기온의 경우, 규준실험인 CNTL은 전체기간과 낮 시

간에 -1.72 와 -1.63 의 MBE, 2.19 와 1.98 의 

RMSE, 0.87과 0.85의 IOA를 보였으나, 밤 시간에는 상

대적으로 낮은 IOA(0.54)와 높은 오차값(MBE: -2.75 , 

RMSE: 2.82 )을 보였다. 너징종류에 따른 영향 분석

에서는 GNE실험이 ONE실험보다 향상된 결과를 모의

하였다. GNE실험은 CNTL실험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IOA와 낮은 MBE, RMSE를 보였으며, 특히 밤 시간에 



 김태희 정주희 김유근

낮은 정확도를 보인 CNTL실험의 결과를 뚜렷하게 향상

시켰다. 반면, ONE실험은 전체기간과 낮 시간에 약간의 

개선 효과를 보였으나, 밤 시간에는 더 낮은 IOA를 모의

하였다. 적용도메인에 따른 영향 분석결과, 전체기간의 

각 실험별 IOA와 RMSE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MBE

는 GNE-1, GNE-2, GNE-3, GNE실험으로 갈수록 

-0.57 , 0.63 , 1.11 , 0.75 의 변화를 보였다. 적용

도메인에 따른 효과는 낮 시간과 밤 시간에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낮 시간에는 상위도메인(D1)에만 너징을 적용

한 실험(GNE-1)이 가장 향상된 결과를 모의하였으나, 

밤 시간에는 하위도메인(D2 D4)까지 너징을 적용할수

록 보다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상대습도의 경우, CNTL실험은 전체기간과 낮 시간

에 13.67%와 13.34%의 MBE, 17.13%와 16.18%의 

RMSE 그리고 0.79와 0.74의 IOA를 보였으나, 밤 시간

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IOA(0.88)와 낮은 오차 값(MBE: 

7.19%, RMSE: 10.71%)을 보였다. 너징종류에 따른 영

향 분석 결과는 기온과 동일하게 GNE실험이 ONE실험

보다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ONE실험은 전체기간과 낮 

시간에 오차 값이 소폭 감소하는 개선 효과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더 낮은 IOA를 모의하였다. GNE실험은 전

체기간과 낮 시간에 오차 값이 감소하고 더 높은 IOA를 

모의하는 개선 효과를 보였지만, 밤 시간에는 오차 값의 

소폭 증가와 CNTL실험과 동일한 IOA값을 보였다. 그

리드너징을 하위도메인까지 적용 할수록 전반적으로 오

차 값이 감소하는 개선 효과가 있었다. IOA의 경우 전체

기간과 밤 시간에 더 높은 값을 모의하였으나 낮 시간에

는 낮은 값을 모의하였다. 

풍속의 경우, CNTL실험은 전체기간과 낮 시간에 

-0.10 ms-1, -0.39 ms-1의 MBE와 1.21 ms-1, 1.18 ms-1

의 RMSE, 0.60, 0.66의 IOA를 보였다. 반면 밤 시간에

는 오차 값의 변화가 거의 없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IOA(0.35)를 보였다. 너징종류에 따른 분석 결과는 앞선 

기온, 상대습도와 동일하게 GNE실험이 ONE실험보다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GNE실험은 전반적으로 IOA의 

향상이 크게 나타났다(0.13, 0.09, 0.30). 특히 기온과 동

일하게 밤 시간에 낮은 정확도를 보인 CNTL실험의 결

과를 뚜렷하게 향상시켰다. ONE실험은 전체 모델링기

간과 낮 시간에 낮은 IOA를 모의하였으나 밤 시간에는 

0.44의 IOA를 보이며 소폭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그리

드너징을 하위도메인까지 적용 할수록 RMSE가 감소하

는 개선 효과를 보였지만 MBE와 IOA에 대한 일정한 경

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적용도메인에 따른 효과는 시간

대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전체기간과 밤 시간에는 

GNE실험이 가장 개선된 결과를 보였으나 낮 시간에는 

GNE-2실험이 가장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

Taylor diagram 분석 결과(Fig. 2)는 앞선 통계지표 

분석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기온, 상대습도, 풍속에 대해 

GNE실험이 ONE실험보다 높은 상관계수와 1에 가까운 

표준편차비를 보이며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특히 GNE

실험은 앞선 통계지표 분석과 동일하게 밤 시간의 기온

에 대해 뚜렷하게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적용도메인에 

따른 영향은 너징을 하위도메인까지 적용할수록 기온의 

경우 전체기간과 낮 시간의 정확도가 낮아졌으며 밤 시

간의 정확도는 높아졌다. 상대습도와 풍속의 경우 일정

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D4까지 너징을 

적용한 GNE실험이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전반적

으로 좁은 변동범위를 보였으나, 기온의 경우 너징종류

에 따른 밤 시간의 변동범위가 0.37로 상대적으로 큰 변

동범위를 보였다. 

너징종류에 따른 영향분석에서는 전반적으로 GNE실

험이 ONE실험보다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특히 GNE실

험은 밤 시간에 기온과 풍속의 뚜렷한 정확도 향상을 보

였다. 이는 그리드너징의 과대모의경향으로 인해 야간고

농도오존일의 밤 시간에 나타나는 높은 기온을 잘 모의

한 것으로 판단되며, 내륙과 해양의 기온 차에 대한 모의 

정확도가 향상됨에 따라 풍속의 정확도가 향상된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ONE실험은 전반적으로 낮은 정확도를 

보였다. 적용도메인에 따른 영향은 기상요소와 시간대별

로 차별적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GNE실험이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특히 상대습도의 경우 하위도메

인까지 너징을 적용할수록 오차가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

였다. 이러한 통계분석 결과의 기상요소/시간대별 차이

는 오존모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특

히 밤 시간의 기온과 풍속에 대한 정확도 향상은 야간고

농도오존 모의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

된다. 

3.2. 수평분포 분석

너징종류와 적용도메인에 따른 공간적인 영향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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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각 실험별 기온, 습도, 풍속 모의 결과와 CNTL

실험 결과의 수평분포 차이를 낮 시간(Fig. 3)과 밤 시간

(Fig. 4)에 대해 나타냈다. 또한 오존의 연직 수송 모의

에 영향을 주는 PBL고도의 수평분포(Fig. 5)를 분석하

였다.

낮 시간(Fig. 3)의 경우, 너징종류에 따른 영향은 앞선 

통계분석 결과와 유의하게 GNE실험이 ONE실험보다 

크게 나타났다. GNE실험의 자료동화 효과는 도메인전

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기온과 습도에 대한 효

과는 내륙과 해양의 경계인 해안선 인근 내륙에서  뚜렷

하게 나타났으며 풍속은 연안인근 해양에서 뚜렷하게 나

타났다. GNE실험은 도메인전역에서 높은 기온을 모의

하였으며 일부 산간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습도

를 낮게 모의하였다. 또한 전반적으로 풍속을 낮게 모의

하였으나 거제도와 해안선 인근 내륙에서는 높게 모의하

였다. ONE실험은 GNE실험과 동일하게 자료동화 효과

가 도메인전역에서 나타났으나 GNE실험에 비교하여 작

은 효과를 보였다. ONE실험은 도메인전역에서 기온을 

높게 모의하고 습도를 낮게 모의하였으며, 풍속은 일부

지역을 제외한 영역에서 낮게 모의하였다. 적용도메인에 

따른 영향은 너징을 하위도메인까지 적용할수록 도메인

전역에서 기온을 높게 모의하는 경향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내륙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GNE-1실험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일부 산간지역에서의 높은 습도모의가 

GNE-2실험부터 나타났으며 높은 습도 모의 경향은 

GNE-2, GNE-3, GNE실험으로 갈수록 증가하였다. 또

한 일부 산간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낮은 습도모의경

향은 증가하였으며, 특히 해안선 인근 내륙과 해양에서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너징을 하위도메인까지 적용

할수록 해양의 높은 풍속모의와 내륙의 산발적인 풍속모

의 경향이 점차 감소하였으며 해양에서 뚜렷하게 나타났

다. PBL고도의 경우(Fig. 5, Top), 너징종류에 따른 영

향은 앞선 기상요소분석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특히 

GNE실험은 기온, 습도분포와 유사하게 내륙에서 자료동

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해안선 인근 내륙에서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ONE실험은 자료동화 효과가 

희미하게 나타났으며 일부 내륙지역에서는 낮은 PBL고

도를 모의하였다. 적용도메인에 따른 영향은 기온분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너징을 하위도메인까지 적용할수록 

내륙에서 높은 PBL고도를 모의하였으며 해양에서 낮은 

PBL고도를 모의하였다.

밤 시간(Fig. 4)의 경우, 너징종류에 따른 영향은 전반

적으로 기온과 습도는 내륙에서, 풍속은 해양에서 뚜렷

하게 나타났다. GNE실험은 낮 시간과 동일하게 자료동

화 효과가 도메인전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해양보

다 내륙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GNE실험은 도메인전역

에서 기온과 습도를 높게 모의 하였으며, 내륙에서 기온

과 풍속의 산발적인 분포가 보였다. ONE실험은 낮 시간

보다 자료동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부산 일부지

역과 밀양과 김해사이의 산맥을 따라 높은 기온과 낮은 

상대습도를 모의하였다. 기온과 습도에 대한 적용도메인

에 따른 영향은 도메인전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너

징을 하위도메인까지 적용 할수록 기온을 높게 모의하는 

경향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해양에서 증가경향이 뚜렷하

게 나타났다. GNE-1실험은 기온을 과소 모의한 해안선 

인근 내륙지역과 해양에서 습도를 높게 모의하였다. 또

한 내륙에서 높은 풍속모의 분포가 산발적으로 나타났으

며 해양에서 풍속을 높게 모의하였다. 너징을 하위도메인

까지 적용 할수록 내륙 동부지역에서 습도를 높게 모의하

는 경향이 증가하였으며 나머지 도메인영역에서는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내륙의 산발적인 높은 풍속모의 

경향이 증가하였으며 일부 해양에서의 높은 풍속모의 경

향이 감소하였다. PBL고도의 경우(Fig. 5, Bottom), 너

징종류에 따른 영향은 앞선 기상요소분석과 유사한 결과

를 보였다. 특히 GNE실험은 기온분포와 유사하게 내륙

에서 자료동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산발적인 분

포를 보였다. ONE실험은 자료동화 효과가 희미하게 나

타났으며 일부 내륙과 해양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PBL고

도를 모의하였다. 적용도메인에 따른 영향은 내륙에서 

해양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부산을 기준으

로 동쪽해양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PBL고도를 모의하

였으나 남쪽해양에서는 낮은 PBL고도를 모의하였다. 너

징을 D3까지 적용할수록 일부내륙에서 높은 PBL고도 

모의 경향이 증가하였으나 D4까지 적용한 GNE실험의 

경우 높은 PBL고도 모의 경향이 감소하였다.

너징종류에 따른 영향은 전반적으로 GNE실험이 

ONE실험보다 크게 나타났다. ONE실험은 낮 시간보다 

밤 시간에 자료동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GNE

실험은 해양보다 내륙에서 뚜렷한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GNE실험은 CNTL실험에서 해양과 유사한 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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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Horizontal distribution of differences in T2, RH2 and WS10 between each experiments (ONE, GNE, GNE-3, 
GNE-2, GNE-1) and CNTL during daytime, respectively. 



오존농도 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한 자료동화기법에 따른 WRF모델의 기상민감도 연구

Fig. 4. Horizontal distribution of differences in T2, RH2 and WS10 between each experiments (ONE, GNE, GNE-3, 
GNE-2, GNE-1) and CNTL during nighttime,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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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을 보이던 해안선 인근 내륙지역의 기상요소를 개선

하여 내륙과 유사한 모의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초기입

력장의 오차보정을 통해 내륙지역의 관측자료가 반영되

어 개선된 입력장이 계산과정에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 적용도메인의 효과는 너징을 하위도메인까지 적

용 할수록 낮 시간과 밤 시간에 차별적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인 기상요소 및 PBL고도에 대해서 일정한 경향성

을 보였다. 이러한 적용도메인에 따른 효과의 경향성은 

그리드너징의 평활화(smoothing)로 인한 결과로 판단된

다. 시간대별 내륙과 해양에서의 기온, 습도, 풍속, PBL

고도 차이는 오존모의에 있어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되며, 특히 기온의 차이는 해상풍과 같은 중규모 기상현

상에, PBL고도 차이는 연직수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남동해안지역의 오존 농도 예

측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너징종류 및 적용도메인에 따

른 WRF모델의 민감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기온, 

상대습도, 풍속 그리고 PBL고도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전체기간과 낮/밤 시간에 대한 정확도 개선 효과와 공간

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너징종류에 따른 자료동화 효과는 관측너징보다 그리

드너징을 적용한 실험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초기

입력장의 오차보정에 따른 자료동화 효과가 결과값 오차

보정에 따른 효과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그

리드너징을 적용한 실험은 밤 시간에 기온과 풍속의 뚜

렷한 정확도 향상을 보였다. 공간적 자료동화 효과는 낮 

시간과 밤 시간에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낮 시간에는 기

온과 습도는 해안선 인근 내륙에서, 풍속은 연안인근 해

양에서 뚜렷한 자료동화 효과를 보였으며, 밤 시간에는 

전반적으로 해양보다 내륙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면 

관측너징을 적용한 실험은 전반적으로 낮은 정확도를 보

였으나 약간의 개선효과가 있었다. 공간적 자료동화 효

과는 밤 시간에 낮 시간보다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도메

인전역에서 높은 기온과 낮은 상대습도 그리고 낮은 풍

속을 모의하였다. PBL고도에 대한 그리드너징을 적용한 

실험의 자료동화 효과는 기온과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낮 시간에는 해안선 인근 내륙에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

났으며, 밤 시간에는 부산지역을 기준으로 동쪽해양에서

는 높은 PBL고도를, 남쪽해양에서는 낮은 PBL고도를 

모의하였다. 

적용도메인에 따른 자료동화 효과는 너징을 적용하지 

않은 실험과 비교하여 기상인자/시간대 별로 다소 차이

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그리드너징을 최종도메인인 남

동해안영역(D4)까지 적용한 실험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리드너징을 상위도메인(D1)부터 하위도메인(D2

D4)까지 적용 할수록 낮 시간에는 기온을 높게 모의하는 

경향과 습도를 낮게 모의하는 경향이 증가하였으며, 밤 

시간에는 높은 기온 모의 경향이 증가하였고 습도의 경

우 내륙 동부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습도를 높

게 모의하는 경향이 소폭 감소하였다. 풍속은 시간별로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PBL고도는 기온의 

모의 경향과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너징종류 및 적용도메인에 따른 자료동화 효과는 전

반적으로 그리드너징을 최종도메인까지 적용하였을 때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종관적 기압패턴의 균형을 보

정시키는 그리드너징의 특징으로 인한 결과로 사례일의 

기압패턴에 따라 향상정도가 달라 질수 있다. 또한 지역

적 특성과 모의하고자하는 오존일의 특성에 따라 달라 

질수 있으며, 영향반경 및 영향계수와 같은 세부 옵션 설

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는 세부 옵

션 핸들링에 앞선 선행연구로서 오존 모델링에 필요한 

기상입력자료 구축 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 나타난 시간대별 기상요소들의 정확도와 수평분포 차

이는 오존모의에 있어 화학반응 및 수송, 확산 등에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다. 따라서 추후 본 연구 결과를 바

탕으로 자료동화 기법에 따른 대기질 모델링을 수행하여 

오존농도 모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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