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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derstanding mountain weather is essential to the prevention and coping with forest disasters 

such as the wildfires and landslides that have occurred on the Korean peninsula, a land with 

large forest areas and complex terrain conditions. However, it is very difficult to accurately 

simulate irregular and local meteorological phenomena caused by complex terrain using 

numerical weather models. In the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WRF) model, which is a 

mesoscale model that is widely used for the numerical simulation of meteorological 

phenomena, parameterization reflecting topographic characteristics (subgrid-scale orography 

parameterization and slope/shading parameterization) have been developed, but research and 

appl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re insufficient. In this study, WRF simulations were 

performed for the entire period of April, including the wildfire period (from April 4 to 6, 2019) 

in Goseong, Gangneung, and Inje in Gangwon-do, and the applicability of two parameterizations 

was evaluated. The difference of meteorological elements (2 m temperature, 2 m relative 

humidity, 10 m wind speed, and accumulated precipitation) was analyzed according to the 

parameterization. The results of the 1-km high spatial resolution numerical simulation were 

compared with the observation data of 122 ground weather stations. The results of the subgrid-scale 

orography parameterization showed that the forecasting performance of 10m wind speed was 

greatly improved compared to the control experiment. The overestimated surface wind speed 

has decreased, reducing the RMSE by 53.0% and the bias by 56.7%. The slope/shading 

parameterization did not show much difference in values compared to the control experiment, 

but more realistically simulated the variability of the surface heat flow according to changes in 

solar altitude.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application of subgrid-scale orography 

parameterization and slope/shading parameterization can be sufficiently considered in numer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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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casting of the complex terrai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we suggest that it can improve the forecasting 

performance of mountain micrometeorology. 

Keywords: WRF 모형(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model), 복잡 지형(Complex terrain), 아격자 지형 모수화
(Subgrid-scale orography parameterization), 그림자/경사 모수화(Slope and shading parameterizations)

기호설명

ACPRE : 누적강수량(mm)

T2 : 2 m 온도(℃)

RH2 : 2 m 상대습도(%)

WS : 10 m 풍속(m/s)

1. 서 론

우리나라 국토면적(10,029,500 ha) 중 산림면적(6,335,000 ha)은 63.2%로 면적 대비 산림비율은 세계에서 

4위로 산림지역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국내에서 가장 넓은 산림지역이 강원도에 분포하고 있으며, 전체 중 

21.7%가 분포하고 있다1). 이와 같이 산림비율이 높은 지역은 일반적인 평지보다 복잡한 지형에 의해 기상현상

이 국지적이고 불규칙적으로 나타난다2-4). 우리나라의 경우 산악지역에 자동기상관측소(Automatic Weather 

Station, AWS)를 많이 구축하였지만, 인구가 많은 도시와 같은 평지에 비해 관측소의 공간밀도가 낮아4) 기상요

소들의 정확한 공간분포 파악이 어렵다5-7).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이상 기후·기상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Piñol et al.8)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산불의 빈도가 높아지고 더 강한 산불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마다 많은 산불피해

가 발생하고 있다.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산불피해대장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에서 총 4399건

의 산불이 발생하였고 8572 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이중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산불은 2855건, 

피해 면적은 6424 ha로 최근 10년 중 64.9%의 산불과 74.9%의 피해가 후반기에 발생하였다. 특히 2019년도에

는 총 3254 ha가 소실되었으며 4월 4일 강원도에서 2일간 지속된 대형 산불로 2832 ha가 소실되었다. 기후변화

에 관한 정부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4차 보고서9)에서는 집중호우와 태

풍과 같은 강한 강수현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기후시나리오에 따른 수치모의 결과에서도 강수량이 증

가할 것으로 나타났고10,11) 이에 따라 산사태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기상요소들의 공간분포 파

악에 한계가 있는 산악지역에서는 수치예보(Numerical Weather Prediction, NWP) 모형의 사용은 필수적이

고, 증가하는 산림재해를 대비하고 예방하여 피해를 줄이기 위해 그 정확도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탄소저감의 방법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나라 산악지역에 풍력발전 및 태양광발전 등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단지를 

조성할 때, 해당 에너지 자원의 평가 측면에서도 수치모형과 그 정확도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산악지역과 같



강원도 복잡지형에 대한 WRF 지형 보정 및 그림자/경사 효과의 수치모의 적용성 평가 _ 조용한 외

Journal of the Korean Solar Energy Society Vol. 41, No. 3, 2021 109

은 복잡지형에서는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산림재해의 예방과 대처를 어렵게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WRF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모형12)내에 지형적 특성을 반영하

는 연구가 진행되었다13-15). WRF 모형은 초기 버전부터 평원과 경사면의 지표풍속 편향을 보였는데16-19), 

Jiménez and Dudhia13)는 실제 지형을 보다 부드럽게 표현하여 발생하는 풍속의 편향을 보정하는 새로운 모수

화를 개발하였다. 이는 지형적 특성을 반영하는 연산자를 운동량 방정식에 도입하여 추가 항력을 생성한다. 새

로운 모수화는 고도가 높은 지점과 낮은 지점의 풍속 편향을 완화시켜 지표풍속 모의 성능을 개선시킨 결과를 

보였다. Lee et al.14)은 WRF 모형을 이용하여 Jiménez and Dudhia13)에서 제시된 방법을 우리나라에 최대 3km 

수평해상도까지 적용하였으며, 지표풍 표현의 개선이 산악지역의 강수 모의결과도 향상시킴을 보였다. 한편, 

산악지형에서 태양의 위치에 따른 경사면과 계곡의 복사 에너지 차이와 지형 그림자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가 

진행되었는데20-22), Colette et al.23)은 ARPS(Advanced Regional Prediction System)를 이용하여 모형에 그림자

와 지형에 따른 지표복사에너지의 변화을 구현하였다. 그림자/경사 모수화는 중규모 모형인 MM5 (Mesoscale 

Model version 5)와 WRF 모형에도 구현되어 있으며, 최근 Arthur et al.15)은 WRF 모형에 Immersed Boundary 

Method를 적용한 WRF-IBM에 해당 모수화를 적용함으로써 지표 열 플럭스를 더 현실적으로 모의하는 결과

를 얻었다.

복잡지형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수치 모형에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는 모수화가 개발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우리나라에 대해 해당 모수화를 적용한 수치모의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

잡지형의 수치모의 정확도 향상을 통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재해의 피해를 줄이고, 수치모형을 이용한 

에너지 자원 평가의 보다 높은 정확도를 제공하기 위해 아격자 지형 모수화와 그림자/경사 모수화를 한반도에 

적용하여 해당 모수화의 적용성 평가를 실시한다. 복잡한 지형적 특성을 보이는 강원도에 대해 최근 10년 내에 

가장 큰 피해를 유발한 강원 산불 사례를 포함한 2019년 4월 한 달간 수치모의 실험을 진행하고 그 결과는 지상

관측소의 관측값과 비교·검증된다. 본 연구는 앞서 설명한 Lee et al.14)의 실험을 보다 높은 수평 해상도에 대해 

적용하였으며, 우리나라에 대해 거의 수행되지 않은 그림자/경사 모수화의 적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분석방법

2.1 지형 효과를 고려한 모수화

Jiménez and Dudhia13)는 지표풍속이 평지에 대해 양의 편향을 보이고, 산과 언덕에 대해 음의 편향을 보이

는 것을 완화함으로써 지표풍속을 보정하는 아격자 지형 모수화를 개발하였다. 수치모의과정에서 지형이 이산

화될 때, 모형의 지형이 더 부드럽게 표현되어 실제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들은 실제 지형의 영향을 포함

하기 위해 운동량 보존 방정식에 무차원라플라시안 연산자와 지형의 표준편차에 의해 결정되는 를 사용하여 

싱크항을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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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첫 번째 모형 층의 동서풍 성분, 는 첫 번째 모형 층의 풍속, 는 마찰 속도 그리고 ∆는 첫 번째 

모형 층의 두께이다. 추가된 는 평지에서는 풍속을 감소시키고, 산과 언덕에서는 풍속을 증가시킨다.

WRF 모형에서 격자점의 직접 및 확산 성분의 하향태양복사플럭스(로 표시)는 평평한 지형에 입사되는 

것으로 가정되어 각 수평 격자점에서 계산된다. 경사 모수화와 그림자 모수화를 적용하면 Garnier and 

Ohmura24)와 Zängl25)에 따라 는 주변 지형으로 인한 경사와 그림자를 기반으로 수정된다.

    
cos 

cos  (2)

여기서 는 지형 효과에 의해 보정된 태양복사, 는 지형의 법선 벡터에 대한 태양천정각, 는 평평한 

지형을 가정한 태양천정각 그리고 는 확산되는 의 비율이다. 경사 모수화가 적용되면 태양 복사는 지형

의 표면 법선 벡터에 대한 태양천정각을 기준으로 수정되어, 태양과 직각에 가까운 표면일수록 태양복사가 증

가하게 된다. 그림자 모수화가 적용되면 태양과 격자점 사이에 그어진 선이 설정된 그림자 길이 내에서 다른 지

형과 교차한다면, 그림자 마스크가 1로 설정되고 cos 가 0이 되어 확산만을 고려하게 된다.

2.2 모형 설정 및 실험 설계

아격자 지형 모수화와 그림자/경사 모수화를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WRF 모형 3.7.1 버전을 사용하였다. 

모의 기간은 2019년 3월 31일 00UTC부터 5월 1일 00UTC이고, 모든 실험은 spin-up 시간을 포함하여 각 2일

씩 진행되었다. 결과 분석은 적분 시작 15시간 이후부터 24시간동안의 결과를 사용하여 최근 10년간 강원도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힌 산불이 발생한 시기(2019년 4월 4일부터 6일까지)를 포함한 총 30일이다. 입력 자료는 

NCEP/NCAR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National Centers for Atmospheric Research)

에서 제공하는 수평해상도 1°×1°의 6시간 간격 GDAS FNL을 사용했다. 모형 도메인은 총 4개로 수평 해상도

는 도메인 1 (d01)이 27 km, 도메인 2 (d02)가 9 km, 도메인 3 (d03)이 3 km, 도메인 4 (d04)가 1 km 이며, 단방

향 둥지격자기법(One-way nesting)을 적용했다. Fig. 1에는 도메인 설정과 각 모형에서 표현된 각 도메인의 지

형고도를 나타내었다.

모형의 설정은 Table 1에 표시하였으며, 미세 물리 과정은 WSM6 방안26), 장파 및 단파 복사 물리 과정은 

RRTMG 방안27), 행성 경계층 과정은 YSU 방안28), 지면 물리 과정은 수정된 MM5 Monin-Obukhov 방안29), 

지면 모형은 Noah LSM30)을 사용하였다. 적운 모수화는 Kain-Fritsch 방안31)을 사용하였으며, 수평 격자 해상

도가 5 km 이상인 d01과 d02에만 적용하였다. 수행된 수치모의실험은 Table 2에 나타내었으며, 지형의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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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는 모수화를 적용하지 않은 규준 실험(이하 CTL)과 아격자 지형 모수화를 적용한 실험(이하 TOP), 그림

자/경사 모수화를 적용한 실험(이하 SSE) 총 3가지이다.

Fig. 1 WRF domain configuration and terrain height (m) expressed in the model of each domain

Table 1 WRF model configuration 

Version v3.7.1

Sinulation period 2019. 03. 31. 00 UTC-05. 01. 00 UTC

GRIB Datasets 6-hourly NCEP GDAS FNL

Domain

Domain

(126.9782°E,

 37.5666°N)

D1

D2

D3

D4

27 km

9 km

3 km

1 km

110 × 100

160 × 169

259 × 259

238 × 238

Vertical levels 33

Model top pressure 50 hpa

Nesting approach One way

Model physics

Microphysics WRF single‐moment 6‐class

LW Radiation Rapid Radiative Transfer Model for GCMs

SW Radiation Rapid Radiative Transfer Model for GCMs

Surface layer Revised MM5 Monin-Obukhov

Land surface Unified Noah land-surface model

PBL Yonsei University

Cumulus Kain-Fritsch (new Eta) (Only D1, D2)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Journal of the Korean Solar Energy Society Vol. 41, No. 3, 2021112

Table 2 Overview of performed experiments 

EXPERIMENT

CTL Control run (Default)

TOP
Subgrid-scale orography parameterization

(Topographic correction for surface winds)

SSE
Slope and shading parameterizations

(Neighboring-grid shadow effects and slope-dependent radiation)

2.3 관측자료 및 분석 방법

각 실험의 모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강원도에 설치된 KMA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의 

ASOS (Automated Synoptic Observing System) 14개 지점과 AWS 59개 지점, NIFoS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의 AMOS (Automatic Mountain Meteorology Observation System) 49개 지점으로 총 122개 

지점의 관측 자료를 사용하였다. Fig. 2는 강원도 내 지상관측소의 분포를 나타낸다. 모형 검증에 사용된 기상 

요소는 2 m 온도(℃), 2 m 상대습도(%), 10 m 풍속(m/s), 누적강수량(mm)을 사용하였다. TOP 실험과 SSE 실

험은 CTL 실험과 비교하여 모의된 기상 요소의 수평 분포와 연직 온도(℃), 수증기 혼합비(g/kg), 풍속(m/s)의 

분포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고 실험 지역 내에 위치한 관측소의 관측값과 비교하였다. SSE 실험의 

경우 모의된 지면온도와 하향태양복사플럭스의 수평 분포와 태양천정각에 따른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시간에 

따른 2 m 온도의 수평 분포와 연직 분포를 추가로 살펴보았고, 동사면과 서사면으로 관측소를 구분하여 모의값

과 관측값을 비교·평가하였다.

Fig. 2 Locations of the measurement stations in Gangwon-do. Dashed line is the latitude of cross sections (37.5°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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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결과 검증은 도메인 d04에 위치한 전체 관측소의 관측값과 관측소가 위치한 격자에서 얻은 모의값과 비

교되었다. 정량적인 분석을 위해 각 기상요소의 Bias, RMSE (Root Mean Square Error)를 구하여 비교하였다. 

Bias는 관측값에 비해 모형의 모의값이 치우친 정도로 양(음)의 값일 경우 과대(과소)모의함을 알 수 있다. 

RMSE는 모형의 모의값이 관측값과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의 차이를 가지는지 나타낸다. Bias와 RMSE는 다음

과 같이 계산하였다.

Bias 




  



 (3)

RMSE  






  




 (4)

여기서 은 관측 및 모의 시간 수이고, 는 관측값, 는 관측값의 평균, 은 모의값, 은 모의값의 평균이

다. 통계값은 사용 가능한 모든 관측소 관측값의 평균(이하 OBS)과 관측소가 포함된 격자에서 모의된 값의 평

균과 비교되었다.

3. 결과 및 토의

3.1 아격자 지형 모수화

Fig. 3에는 분석 기간(2019. 04. 01. 00 KST-04. 30. 23 KST) 동안 모의된 2 m 온도, 2 m 상대습도, 10 m 풍

속의 평균과 누적강수량에 대한 CTL 실험의 수평 분포 및 TOP 실험과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CTL 실험과 비교

하여 TOP 실험은 평평한 지형과 경사면에서는 풍속이 감소하고, 언덕과 산 정상부에서는 풍속이 증가하였다. 

풍속의 감소는 경사가 급한 영동 지역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고, 풍속이 감소된 지역을 따라 온도는 감소, 상대습

도는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누적강수량의 경우 동해안을 따라 증가하였고 고도가 높은 산맥을 따라 감소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Lee et al.14)의 결과와 같이 지표풍이 감소하는 지역을 따라 표면으로부터의 

잠열 플럭스가 감소하여 지표 온도는 감소, 상대습도는 증가하였고 지표풍이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수증기의 수

렴이, 지표풍이 증가하는 지역에서는 수증기의 발산이 일어나 수증기 재분배에 의한 누적강수량의 차이가 나타

나게 된다.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Journal of the Korean Solar Energy Society Vol. 41, No. 3, 2021114

Fig. 3 Averaged horizontal distribution of the CTL (top) and averaged horizontal distribution difference (TOP-CTL, bottom). 

The solid line represents terrain height expressed in the model at 300 m intervals

Fig. 4 Averaged vertical distribution of the CTL (top) and averaged vertical distribution difference (TOP-CTL, bottom). The 

latitude of cross sections is 37.5°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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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는 온도, 수증기 혼합비, 풍속의 분석 기간 평균 CTL 실험 연직 분포와 TOP 실험과의 차이를 나타내었

다. 실제지형과 달리 모델에서는 이산화된 지형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연직 단면도를 나타낸 위도는 

37.5°N, 경도는 126.9°E-129.4°E 로 서울, 경기도(하남, 양평), 강원도(황성, 평창, 강릉) 그리고 동해를 포함한

다. 지형이 복잡한 강원도 산악 지역에서 기상요소의 등고선이 평지에 비해 복잡하게 나타났으며 TOP 실험과 

CTL 실험의 풍속 차이는 수평 분포와 같이 지표 근처는 감소하였고, 고도가 높은 산 정상부나 언덕과 같은 지형

에서는 주변에 비해 감소하는 정도가 적거나 증가하였다. 풍속의 감소는 고도가 변하는 경사면을 따라 강하게 

나타났다. 온도의 경우 영동 지역에서 경사가 급격하게 변하는 산악 지역을 따라 감소하는 것을 제외하고 강원

도 지역에서 TOP 실험의 온도가 더 높게 모의되었다. 이는 수평 분포에서 나타난 결과와 잘 일치함을 보인다. 

수증기 혼합비는 영서 지역의 산악 지역에서 감소하였고, 영동 지역과 서울 및 경기도에서는 증가하였다. 지표 

풍속의 변화로 인해 서풍 계열의 바람이 영서 지역에서 약화되고, 산 정상부에서 강화되어 앞서 설명한 바와 같

이 수증기 재분배가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Table 3에는 분석 기간 동안 강원도에 위치한 관측소의 누적강수

량 평균과 관측소가 위치한 격자점의 누적강수량의 평균을 비교하여 얻어진 통계값을 나타내었다. 관측값보다 

CTL 실험과 TOP 실험 모두 과대모의하였지만 TOP 실험에서 RMSE가 1.61 mm 감소하였다.

Table 3 Statistics of the CTL and TOP accumulated precipitation (mm)

OBS CTL TOP

Avg Avg RMSE Bias Avg RMSE Bias

ACPRE 62.20 77.90 29.58 15.70 77.93 27.97 15.73

Fig. 5는 2 m 온도, 2 m 상대습도와 10 m 풍속의 관측값과 CTL 실험, TOP 실험의 시계열을 나타내었고, Table 

4에는 시계열에 대한 통계값을 제시하였다. TOP 실험의 결과는 10 m 풍속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나타났다. 

RMSE는 2.17 m/s에서 1.02 m/s로 53% 감소했고, Bias는 1.78 m/s에서 0.77 m/s로 57%가 감소되며 과대모의 

되는 경향이 크게 감소되었다. 10 m 풍속의 모의 결과가 개선됨에 따라 다른 기상요소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2 

m 온도는 두 실험 모두 주간에는 과소모의, 야간에는 과대모의하였으나 TOP 실험에서 RMSE가 0.01℃, Bias는 

0.07℃ 감소하였다. 2 m 상대습도는 두 실험 모두 과소모의하였지만 TOP 실험에서 RMSE는 0.24% 감소, Bias는 

0.16% 감소하였다. WRF 모형에서 온도와 습도는 지표에서 나오는 현열과 잠열에 영향을 받고, 현열과 잠열은 지

표와 대기사이의 온도, 습도 차이와 얼마나 잘 섞이는지 나타내는 Aerodynamic Conductance (AC)에 비례한다. 

여기서 AC는 바람에 비례하는 함수로 지표 풍속이 수정되는 TOP 실험에서 풍속이 약해지는 지점을 따라 AC가 

감소하며 현열이 감소하여 대기 하층의 온도는 감소, 2 m 상대습도는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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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ime series of observed and simulated 2 m temperature, 2 m relative humidity and 10 m wind speed

Table 4 Statistics of the CTL and TOP time series for 2 m temperature (°C), 2 m relative humidity (%) and 10 m wind speed (m/s)

OBS CTL TOP

Avg Avg RMSE Bias Avg RMSE Bias

T2   8.61   8.73  1.32  0.12  8.66   1.31  0.05

RH2 60.43 55.65 11.80 -4.77 55.81 11.56 -4.61

WS   2.34   4.13  2.17  1.78  3.11   1.02  0.77

3.2 그림자/경사 모수화

Fig. 6은 분석 기간 평균 기상요소들의 CTL 실험 평균 및 SSE 실험과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CTL 실험과

의 값의 차이는 TOP 실험과 비교하여 적게 나타났다. 기상요소들의 차이는 2 m 온도가 감소한 지역을 따라 10 

m 풍속이 감소하고, 2 m 상대습도는 증가하였다. 이는 모수화가 적용됨으로써 경하향태양복사가 수정되어 나

타난 결과이다. 하향태양복사가 증가(감소)하는 지역을 따라 2 m 온도와 지면 온도가 증가(감소)하게 되는데, 



강원도 복잡지형에 대한 WRF 지형 보정 및 그림자/경사 효과의 수치모의 적용성 평가 _ 조용한 외

Journal of the Korean Solar Energy Society Vol. 41, No. 3, 2021 117

지면 온도의 증가(감소)가 더 크게 나타나 지표로부터 나오는 현열 및 잠열 플럭스가 증가(감소)하고 이러한 변

화는 다른 기상요소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Fig. 7에는 분석 기간 평균 하향태양복사와 지면온도의 CTL 실험의 

수평 분포와 SSE 실험과 CTL 실험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SSE 실험과 CTL 실험의 차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

이 하향태양복사가 증가한 지역을 따라 지면온도가 증가함을 보였고, 지면온도는 2 m 온도가 증가한 정도보다 

더 크므로 지면에서 나오는 열 플럭스는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증가와 감소의 분포는 지상에서 보다 산악 지

역의 경사면에서 강하게 나타났고 남사면과 북사면을 따라 나타났다. 이는 복잡지형에서 생기는 그림자의 영향

과 전체기간을 평균하였을 때, 태양이 동쪽과 서쪽에 위치한 경우는 서로 상쇄되고 실제 태양의 고도가 남쪽으

로 기울어진 것이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Table 5는 기상요소의 전체 기간 평균 시계열에 대한 CTL 실험 및 SSE 실험의 통계값을 나타내었다. SSE 실

험의 시계열 통계값은 누적강수량의 RMSE와 Bias가 개선된 결과를 보였지만 나머지 기상요소에서는 CTL 실

험과 비교하여 변화가 거의 없다. 이는 수평 분포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기상요소들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전체 평균으로 인해 동사면과 서사면의 차이가 상쇄되어 전체 평균에서는 모수화의 영향이 제대로 나타

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자, 경사 모수화의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SSE 실험의 2 m 온도에 대한 

시간 평균 분포도를 살펴보고 관측소를 사면에 따라 구분하여 기상요소들의 일주기 변동의 통계값 분석을 수행

하였다.

Fig. 6 Averaged horizontal distribution of the CTL (top) and averaged horizontal distribution difference (SSE-CTL, bottom). 

The solid line represents terrain height expressed in the model at 300 m interv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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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veraged horizontal distribution of the CTL (left) and averaged horizontal distribution difference (SSE-CTL, right). 

The solid line represents terrain height expressed in the model at 300 m intervals

Table 5 Statistics of the CTL and SSE time series for 2 m temperature (°C), 2 m relative humidity (%), 10 m wind speed (m/s) 

and accumulated precipitation (mm)

OBS CTL SSE

Avg Avg RMSE Bias Avg RMSE Bias

T2    8.61   8.73    1.32   0.12   8.72   1.33   0.11

RH2 60.43 55.65 11.80 -4.77 55.66 11.82 -4.76

WS   2.34   4.13   2.17   1.78   4.12   2.17   1.78

ACPRE 62.20 77.90 29.58 15.70 77.64 29.02 15.44

Fig. 8에는 SSE 실험의 온도에 대한 일출시간대(05 KST-09 KST)와 일몰시간대(16 KST-20 KST)의 평균 

수평 분포를 나타내었다. 일출시간 SSE 실험과 CTL 실험의 차이의 수평 분포(Fig. 8a)는 07 KST 에서 눈에 띄



강원도 복잡지형에 대한 WRF 지형 보정 및 그림자/경사 효과의 수치모의 적용성 평가 _ 조용한 외

Journal of the Korean Solar Energy Society Vol. 41, No. 3, 2021 119

는 차이가 나타났다. -1.5℃에서 0.7℃의 분포를 보이며 동사면에서 온도를 높게, 서사면에서는 온도를 낮게 

모의하였다. 일몰시간 수평 분포 차이(Fig. 8b)에서는 18 KST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 -1.5℃ 에서 0.5℃의 분

포를 보이며 일출시간과 반대로 서사면의 온도가 증가하고 동사면의 온도가 감소하였다. 나머지 시간에서는 

±0.3℃ 사이로 07 KST와 18 KST에 비해 값의 차이는 적지만 동사면의 온도 증가와 서사면의 온도 감소는 여

전히 나타난다. 두 경우 모두 온도의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났다. Fig. 9에는 연직 분포를 나타내었다. 연직 온도는 

수평 분포에서와 같이 산악지역을 따라 동사면과 서사면의 온도 변화가 나타났다. 비록 고도가 높고 해가 뜨고 

지는 시간에 국한되어 나타나지만 SSE 실험의 결과는 태양의 고도에 따른 열흐름을 보다 현실적으로 모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형에 의해 생기는 그림자의 길이 변화가 1 km의 수평 해상도에서 정확히 

표현되기 어려워 그림자의 길이가 긴 경우 효과가 잘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Fig. 8 Averaged 2 m temperature horizontal distribution of the CTL and averaged horizontal distribution difference (SSE- 

CTL). (a) shows 05-09 KST. (b) shows 16-2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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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Averaged air temperature vertical distribution of the CTL and averaged air temperature vertical distribution difference 

(SSE-CTL). (a) shows 05-09 KST. (b) shows 16-20 KST

Table 6에는 관측소를 사면향에 따라 구분하여 CTL 실험과 SSE 실험 모의값과 관측값의 일주기에 대한 통

계값을 나타내었다. 사면향이 45-135°인 관측소는 동사면(E)으로, 225-315°인 관측소는 서사면(W)으로 구분

하였다. 수평 분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TL 실험과 값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일주기 변동 그래프

(Fig. 10)에서도 TOP 실험의 풍속과 같이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결과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림자/경사 효과가 크

게 나타나는 일출(07 KST) 및 일몰(18 KST) 시간에서 기상요소들의 차이가 나타났다.

Table 6 Statistics of the CTL and SSE diurnal cycle for 2 m temperature (°C), 2 m relative humidity (%) and 10 m wind speed (m/s)

OBS CTL SSE

Avg Avg RMSE Bias Avg RMSE Bias

E

T2   9.19   9.33 0.56  0.14   9.32 0.58   0.12

RH2 59.88 54.35 6.94 -5.53 54.37 6.97 -5.50

WS   2.23   4.01 1.79  1.78   4.00 1.78  1.77

W

T2   8.22   8.21 0.78 -0.01   8.21 0.76 -0.02

RH2 62.03 56.72 7.62 -5.31 56.71 7.60 -5.32

WS   2.16   4.06 1.91  1.90  4.05 1.91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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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Diurnal cycle of observed and simulated 2 m temperature, 2 m relative humidity and 10 m wind speed. (a) East- 

facing aspect station. (b) West-facing aspect station.

4. 결 론

아격자 지형 모수화는 평지와 경사면에서 풍속을 더 낮게, 산 정상부와 언덕과 같은 지역에서 풍속을 더 높게 

모의하였다. 아격자 지형 모수화의 적용은 풍속이 감소한 지역을 따라 2 m 온도가 감소하고 2 m 상대습도는 증

가하였다. 지표풍의 변화는 수증기 재분배를 유발하여 강수역과 누적강수량의 변화가 나타났다. 관측값과의 비

교에서 아격자 지형 모수화를 적용한 모의 결과에서 10 m 풍속에서 큰 개선이 나타났으며 CTL 실험에 비해 

RMSE는 53%가 감소하였고 Bias는 57% 감소하여 실제 관측값에 가까워지며 2 m 온도와 2 m 상대습도에서도 

모의 성능의 개선이 나타났다.

그림자, 경사 모수화는 태양천정각에 따라 생기는 경사면의 가열과 지형에 의해 생기는 그림자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냉각을 고려하여 하향태양복사를 수정한다. 이로 인해 2 m 온도 및 지면 온도가 변화하였고 현열 및 

잠열 플럭스가 변화하며 다른 기상요소에도 그 영향이 나타났다. CTL 실험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태양천정각

의 영향으로 하향태양복사가 증가하는 지역을 따라 2 m 온도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실제 태양의 고도가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남사면에서는 증가, 북사면에서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일몰과 일출 시간에는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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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치에 따라 동사면과 서사면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모의 결과가 나타났다. 그림자/경사 모수화의 영향은 고

도가 높은 산악 지역과 해가 뜨고 지는 특정 시간대(07 KST, 18 KST)에서 크게 나타났다.

복잡지형을 띄는 강원도에 대해 수행한 아격자 지형 모수화와 그림자/경사 모수화의 결과로 나타난 지표 풍

속 모의 개선과 보다 현실적인 열흐름 및 온도 모의를 통해 두 모수화 모두 산악 지역에 대한 수치모의 실험에 

적용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될 수 있으며 복잡지형 및 산악미기상 수치 모의 정확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산림재해의 예방 및 대비와 풍력 및 태양광발전 자원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록 그림자/경사 모수화는 아격자 지형 모수화와 같이 정량적으로 큰 개선

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추후에 더 높은 수평해상도, 다른 모수화와의 조합의 수치모의 실험 수행과 산악기상관

측망과 플럭스 타워에서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관측값과의 비교를 통해 충분히 개선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산악 지역에 대해 부족한 아격자 지형 모수화와 그림자, 경사 모수화 적용성을 

평가한 연구로써 후속 연구의 기초연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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