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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ecessity of accurate high-resolution meteorological forecasts becomes increas-

ing in socio-economical applications and disaster risk management.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Post-Processing (KMAPP) system has been operated to provide high-resolution

meteorological forecasts of 100 m over the South Korea region. This study evaluates and

improves the KMAPP performance in simulating wind speeds over complex terrain areas using

the ICE-POP 2018 field campaign measurements. The mountainous measurements give a

unique opportunity to evaluate the operational wind speed forecasts over the complex terrain

area. The one-month wintertime forecasts revealed that the operational Local Data Assimilation

and Prediction System (LDAPS) has systematic errors over the complex mountainous area,

especially in deep valley areas, due to the orographic smoothing effect. The KMAPP repro-

duced the orographic height variation over the complex terrain area but failed to reduce the wind

speed forecast errors of the LDAPS model. It even showed unreasonable values (~0.1 m s
1

) for

deep valley sites due to topographic overcorrection. The model’s static parameters have been

revised and applied to the KMAPP-Wind system, developed newly in this study, to represent the

local topographic characteristics better over the region. Besides, sensitivity tests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model’s physical correction methods. The KMAPP-Wind sys-

tem showed better performance in predicting near-surface wind speed during the ICE-POP

period than the original KMAPP version, reducing the forecast error by 21.2%. It suggests that a

realistic representation of the topographic parameters is a prerequisite for the physical downscal-

ing of near-ground wind speed over complex terrain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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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해상도 기상 예측 정보는 다양한 사회 경제 분야

에서 널리 활용되는 기반 정보로서 정확한 기상 예측

정보의 산출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다(e.g., Pelland et al., 2013; Sheridan et al., 2018;

Seok et al., 2020). 기상 수치 모형은 예측 기상 정보

의 산출을 위해 널리 활용되는 도구이며, 다양한 종

류의 기상 수치 모형이 기상 현상에 대한 연구 목적

이나 기상 정보 제공을 위한 현업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상 수치 모형은 결정론적 대기 운

동 지배 방정식에 기초하고 있으나 초기/경계 조건,

수치 차분법, 물리 과정 모수화 등 다양한 불확실성

요소를 가지며(e.g., Palmer, 2000), 예측 기상 정보는

필연적으로 오차를 포함하게 된다. 기상 수치 모형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으나(e.g.,

Lott and Miller, 1997; Beljaars et al., 2004; Lee and

Park, 2008; Lee et al., 2011), 모형의 예측 오차는 피

할 수 없는 요소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상 수치 모

형의 예측 정보는 활용 목적에 맞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후처리 과정(post processing)을 거치게 된다(e.g.,

Howard and Clark, 2007; Sheridan et al., 2010; Pelland

et al., 2013; Sheridan et al., 2018).

국립기상과학원의 KMAPP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Post Processing) 모형 체계는 기상청

국지예보모형(Local Data Assimilation and Prediction

System: LDAPS)의 국지 기상장 예측 정보(1.5 km 격

자 해상도)를 이용하여 한반도 전 영역에 대해 100 m

격자 해상도의 고해상도 기상 정보를 산출하고 있다.

KMAPP 모형은 영국 기상청 Met Office에서 UM

(Unified Model) 모형의 수치 예측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초단기 현업 예보에 활용하기 위해 개발한 규모

상세화 모형인 UKPP (United Kingdom Post Processing)

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현업 예보 모형에서 표현하

지 못하는 아격자규모의 지형과 지표 정보의 영향을

예측 결과에 반영함으로써 상세한 공간 규모의 기상

요소를 산출하는 방안이다. 현재 KMAPP 체계는 기

상청 국지 예보 모델의 예측 주기를 따라 일 4회 주

기적으로 일사, 기온, 풍속의 예측 정보를 생산하고

있다. 이들 정보는 태양광 에너지와 풍력 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기상 지원을 위해 활용되고 있

으며, 공항 주변의 항공 기상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분

야에 고해상도 지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Seok et al.,

2020; Yun et al., 2021). 또한, KMAPP 모형의 예측

기상 정보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모형 예측 체계의

지속적인 검증을 수행하고 있다.

ICE-POP (International Collaborative Experiment for

Pyeongchang Olympic and Paralympics)은 2018년 2월

에 개최된 동계 평창 올림픽 지원을 위해 수행된 국

제 협력 연구 프로그램으로, 평창 지역을 대상으로 전

세계 12개국의 28개 기관이 국지 기상의 집중 관측과

수치 모델링을 수행하였다(e.g., Chandrasekar et al.,

2018; In et al., 2018; Jung et al., 2020). 지상 자동기

상관측소(automatic weather station: AWS), 라디오존

데, 강수/바람 라이다 등 다양한 플랫폼의 현장 및 원

격 측정 장비들이 주요 지역에 배치되어 운용되었으

며, 현업 국지예보모델을 포함하여 다양한 기관의 모

형으로부터 수치 예보 자료가 생산되었다. 이들 정보

를 바탕으로 동계 올림픽 운용을 위한 기상 정보를

지원하였다. 이 외에도 산악 지형에 의한 대기 경계

층 3차원 바람 구조 변화, 해양-대기 상호 작용을 통

한 강설 기작 분석 등 복잡 지형과 연계된 다양한 과

학적 연구 주제들도 목표로 함께 제시되었다. ICE-

POP 2018 캠페인 특별 측정 자료는 산악과 해양을

포함하는 복잡 지형 지역에서 수집되어 기상 현상 연

구뿐 아니라 복잡 지형 지역에서의 수치 모형의 예측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정보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ICE-POP 2018 캠페인 기간 동안 수

집된 지상 측정 자료를 이용하여 KMAPP 모형의 겨

울철 복잡 지형 지역에서의 지상 풍속 예측 성능을

평가하고, 모형 지면 입력 정보의 갱신과 물리 과정

의 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예측 성능을 개선하고자 한

다. ICE-POP 2018 캠페인 측정 자료는 기상청에서 현

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상 측정망의 밀도가 성긴 영

동 복잡 지형 지역에서의 측정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KMAPP 예측 성능뿐 만 아니라 현업 LDAPS 모형의

지상 풍속 예측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기회

를 제공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

는 KMAPP 풍속 예측 독립 모듈(‘KMAPP-Wind’) 개

발과 주요 지면 파라미터의 개선 사항을 기술하고, 물

리 보정 방안에 대한 민감도 실험 구성과 복잡 지형

지역에서의 풍속 예측 성능 검증을 위한 모의 영역과

검증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KMAPP와

KMAPP-Wind 모형의 지면 파라미터를 비교하고 물

리 보정 방안에 대한 민감도 실험 결과를 기술하였다.

제4장에서는 2018년 2월 ICE-POP 캠페인 기간에 대

한 LDAPS, KMAPP, KMAPP-Wind 모형의 지상 풍

속 예측 성능을 평가하고 통계 검증을 통해 모형의

개선 결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요

약 및 결론은 제5장에 제시하였다.

2. 연구 방법

2.1 KMAPP-Wind 풍속 예측 독립 모듈 개발

본 연구에서는 국립기상과학원의 현행 KMAPP 모

형을 기반으로 풍속 예측 독립 모듈인 KMAPP-W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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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을 개발하였다. KMAPP-Wind 모형은 KMAPP 모

형의 풍속 예측 기능만을 분리한 모형으로, KMAPP

모형의 효율적인 성능 평가와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

공하고 독립적인 풍속 예측 모듈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하였다. Figure 1은 KMAPP-Wind 모형의 지상 풍

속 계산 흐름도를 나타낸다. LDAPS 1.5 km 격자 해

상도의 예측 바람장은 Arakawa-C 격자계에서 Arakawa-

B 격자계로 좌표 변환한 후 KMAPP 수평/연직 격자

해상도에 맞게 공간 내삽을 수행한다. 좌표계 변환 과

정은 Arakawa-B 격자계를 기반으로 하는 KMAPP 모

형의 입력 정보 생산을 위해 필요하다. 내삽된 예측

바람장은 해당 예측 지점의 지표 특성을 반영한 거칠기

보정(roughness adjustment)와 고도 보정(height correction)

과정을 순차적으로 거친 후 100 m 수평 해상도의 최

종 예측 풍속이 산출된다. 물리 보정 과정은 Howard

and Clark (2007)에 제시된 방안을 기반으로 하며, 다

음은 거칠기 보정과 고도 보정 과정을 상술한다.

2.1.1 거칠기 보정

거칠기 보정은 중립 대기에서 지상 부근의 풍속이

고도가 감소함에 따라 로그 함수 형태로 감소한다는

관측에 기반을 두고 있다(Grant and Mason, 1990). 현

업 예측 모형은 각 격자에서 산정된 지표면 식생 거

칠기 길이를 지표 상사 이론에 적용하여 운동량 교환

과정을 모의한다. 일반적으로 고해상도 모형이라고 할

지라도 격자 내 평균 식생 거칠기 길이는 실제 지표

특성값과 차이를 보이므로 예측 지점의 지표면 식생

거칠기 길이를 반영한 풍속의 보정이 요구된다. 해당

지점의 식생 거칠기 길이를 반영한 풍속의 연직 분포

는 다음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1)

여기서 uRA(z)는 연직 고도 z에서의 거칠기 보정 풍속이

며, u*는 마찰 속도(friction velocity), k는 von Karman

상수(= 0.4)이다. u(hRA)은 LDAPS 모형의 예측 풍속을

나타내고, hRA는 거칠기 보정 기준 고도(reference

height)로 풍속 연직 대수 분포의 상단을 의미한다. z는

풍속 보정 고도이며, z0는 해당 지점의 식생 거칠기

길이를 나타낸다.

2.1.2 고도 보정

바람장의 고도 보정은 예보 모형의 격자 지형 고도

와 해당 지점의 실제 지형 고도의 차에 의한 풍속 효

과를 보정한다(Howard and Clark, 2007). 이는 이상화

된 지형 위에서의 중립 대기 경계층 흐름에 대한 선

형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Jackson and Hunt, 1975;

Mason and King, 1985). 중립 대기 조건에서 삼각 함

수 형태의 단순화된 지형을 가정한 운동 방정식의 해

석해로부터 고도별 풍속 보정항은 다음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2)

여기서 uHC(z)는 연직 고도 z에서 보정 풍속 크기를

나타내며, u(hHC)은 고도 보정 기준 고도(hHC)에서

LDAPS 모형의 예측 풍속을 의미한다. 또한 는 지형

파수(wave number)를 의미하며, HHC(= HKMAPP 
HLDAPS)는 KMAPP-Wind와 LDAPS 모형의 지형 고도

차를 나타낸다. 고도 보정 기준 고도(hHC)와 지형 파

수()는 국지 지역의 지형 고도 특성 값으로부터 정

의되며, 각각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3)

(4)

여기서 H/2는 지형 피크 고도(orographic peak height)

를 의미하고, A/S는 지형 실루엣 거칠기(orographic

silhouette roughness)를 나타낸다. hRA와 hHC는 거칠기

보정과 고도 보정의 크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로,

KMAPP-Wind에서 hRA는 hHC에 산악 효과를 반영한

u
RA

z  = 
u
*

k
-----

z

z
0

---- 
 ln  = u h

RA
 

z/z
0

 ln

h
RA

/z
0

 ln
------------------------,

u
HC

z  = u h
HC

 ezH,

h
HC

 = 
1


---,

 = 
A/S

H/2
---------,

Fig. 1. Flowchart of the KMAPP-Win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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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 인자(scaling factor)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2.2 모형 지면 파라미터와 개선

모형의 지면 파라미터인 지형피크고도(H/2), 실루엣

거칠기(A/S), 식생 거칠기 길이(z0)는 거칠기 보정과 고

도 보정 과정의 중요한 입력 자료이다. H/2는 산출 영

역에서 최고 지형 고도와 최저 지형 고도의 차이를

의미하는 값으로, 산출 영역 내 지형 고도의 표준 편

차(H)를 이용하여 다음의 식으로 모수화할 수 있다

(Webster et al. 2003).

(5)

한편, A/S는 아격자 지형의 수평 면적(A)과 전면적

(frontal area) (S) 비율을 의미하며, 다음의 식으로 정

의되며 방위별 섹션으로 계산한다.

(6)

여기서, 는 헤비사이드 계단 함수(Heaviside step

function)이며, H > 0 경우 (H) = 1이며 H  0 경우

(H) = 0이다. L은 방위별 섹션 길이를 나타낸다. 지

형 파라미터들은 100 m급 이상의 고해상도 지형 고

도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KMAPP 모형은 H/2와 A/S의 산출을 위해 위

해 30 m 해상도의 SRTM (Shuttle Radar Topography

Mission) 위성 추정 지형 고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지점 주변 90 × 90 m2 영역(3 × 3 격자)의 지형

고도를 이용하여 식(5)~(6)을 따라 계산한 후 이를

100 m 해상도로 공간 내삽하여 물리 보정 과정에 적

용하고 있다. KMAPP-Wind 모형에서는 이들 지형 파

라미터들을 LDAPS 격자 크기(1500 × 1500 m
2
)를 기

준으로 15 × 15 격자(100 m 해상도)의 지형 고도 자료

를 이용하여 새롭게 산출하였다. 이를 통해 LDAPS

모형의 예단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아격자 지형 고

도 정보가 풍속 상세화 물리 보정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S 파라미터를 결

정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방위별 지형 고도각을 이용

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7)

여기서, H()는 방위각  방향의 지형 고도각을 나

타내며, N는 방위각의 섹션 수를 나타낸다. A/S 값은

4 방위 이상에서 계산된 평균값으로 결정할 수 있으

나, 여기서는 16 방위 섹션에 대해 계산된 값을 평균

하였다. 지형피크고도와 실루엣거칠기는 거칠기 보정

과 고도 보정 과정에서 정의되는 기준 고도를 결정하

는 중요한 인자로 풍속 보정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Sect. 2.1).

현행 KMAPP 모형의 식생 거칠기 길이(z0) 파라미

터는 LDAPS 모형의 지면 피복 정보를 최근접 내삽

하여 거칠기 보정에 적용하고 있으나, KMAPP-Wind

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지면 피복 정보를 물리 보정에

반영하기 위해 기존 자료를 갱신하였다. 이를 위해 30 m

해상도의 환경부 지면 피복 자료를 LDAPS의 지표 모

형 MORUSES (Met Office Reading Urban Surface

Exchange Scheme; Porson et al., 2010a, b)의 지면 피

복 구분을 따라 분류한 후, 식생 거칠기 길이 조견표

(lookup table)를 이용하여 KMAPP-Wind 격자 해상도

의 자료로 산출하였다.

2.3 민감도 실험 구성

KMAPP-Wind 모형의 물리 보정 방안에 따른 지상

풍속 예측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민감도 실험을 구성

하였다. KMAPP-Wind 모형의 내삽 과정(‘INTP’), 거

칠기 보정(‘RA’), 고도 보정(‘HC’)의 적용 여부에 따

라 6가지의 모의를 각각 수행하였다. 고도 보정의 경

우, LDAPS와 KMAPP 모형의 지형 고도차(HHC)가

양의 값을 가지는 지점(‘언덕’)에서만 풍속 보정을 수

행하는 실험(‘HC (H > 0)’)을 모든 지점에서 고도 보

정을 적용하는 실험과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Table 1

은 민감도 실험의 구성을 요약하여 보여준다. 민감도

실험은 2월 전체 기간에 대해 예측을 수행하였으며

지상 측정 풍속 자료를 이용하여 모의 성능을 평가하

였다.

2.4 모의 영역과 측정 자료

Figure 2는 KMAPP와 KMAPP-Wind의 예측 성능

평가를 위한 지상 풍속 모의 영역과 지상 측정 지점

의 위치를 나타낸다. 모의 영역은 ICE-POP 캠페인이

있었던 영동 지역으로 설정하였으며, 2018년 2월 1일

부터 28일 기간에 대해 매일 0000 UTC 기준 1시간

H

2
---- = 2

H
.

A

S
--- = 

 H H

L
---------------------------,

A
S
--- = H  /N tan ,

Table 1. Configuration of the six sensitivity simulations of

the KMAPP-Wind model. ‘INTP’, ‘RA’, and ‘HC’ denote

the interpolation, roughness adjustment, and height correction

processes in the KMAPP-Wind model. ‘HC (H > 0)’

indicates height correction applied only for H > 0.

Case Description

C1 INTP + RA + HC (H > 0)

C2 INTP + RA + HC

C3 INTP + RA

C4 INTP + HC (H > 0)

C5 INTP + HC

C6 I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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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의 +36 h 예측을 수행하였다. KMAPP와 KMAPP-

Wind 모형의 예측 자료는 LDAPS와 동일한 시각에

거칠기/고도 보정된 예측 정보를 생산한다. Table 2는

모형 예측 성능의 검증을 위해 사용한 지상 측정소

지점을 나타낸다. ICE-POP 2018 기간 동안 AWS 측

정소는 28개소가 운영되었으며, 동계 올림픽 경기장

과 주변의 기상 상태를 주로 관측하였다. 겨울철 열

악한 산악 기상 조건과 주변 지형 지물의 영향으로

측정 오류를 포함한 AWS 지점을 제외한 16개소 자

료를 검증에 사용하였다. 산악-협곡 지형 지역에서

여러 측정 지점이 집중되어 있으며 측정 지점 고도

는 390 m부터 1416 m까지 넓게 분포하고 있어 복잡

지형 지역의 예측 성능을 평가하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상 풍속은 10분 평균 풍속 자료를 사용

하였으며, LDAPS 예측 자료는 측정 자료와의 비교

를 위해 측정 지점으로 선형 내삽을 수행하였으며

KMAPP과 KMAPP-Wind 예측 자료는 100 m의 높

은 수평 해상도로 산출되므로 최근접 내삽을 적용하

였다. 윈드라이다는 메이힐즈 산악 지역에서 운용되

었으며, 분석 기간동안의 대기 경계층(1 km 이내) 내

고도별 풍속의 시간에 따른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활용하였다.

Figure 3은 지상 AWS 측정 지점의 지형 고도와

LDAPS와 KMAPP 모형의 지형 고도를 비교하고 있

다. 고해상도 지형 고도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KMAPP 모형의 지형 고도는 측정 지점의 실제 고도

를 대체로 잘 표현하고 있다. 반면, LDAPS 모형의 지

형 고도는 측정 지점 고도에 비해 192 m에서 42 m

Fig. 2. (a) Simulation domain of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Post Processing (KMAPP) system for the ICE-POP

2018 field campaign. Shaded contours denote the topographic heights. (b) Location of the automatic weather station (AWS) and

wind lidar measurement sites with three sub-regions shown in (c) R1, (d) R2, and (e) R3.

Table 2. Surface automatic weather system (AWS) sites

deployed during the ICE-POP 2018.

Station ID Height (m) Longitude (
o
E) Latitude (

o
N)

2571 0390 128.614280 37.473367

2583 0709 128.324778 37.579428

2582 0791 128.323194 37.578169

2558 0775 128.685090 37.665976

2577 0764 128.684789 37.663897

2554 0812 128.682666 37.654497

2557 0760 128.688529 37.663803

2559 0770 128.688837 37.660066

879 0851 128.679607 37.660478

2572 0884 128.678925 37.661365

2573 0862 128.679351 37.661265

2570 1040 128.308053 37.575425

2553 0959 128.672603 37.650469

2579 1180 128.668860 37.618446

2578 1289 128.668881 37.615956

2560 1416 128.671891 37.612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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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LDAPS

모형의 경우, 지형 고도가 낮은 협곡 지역의 지형 고

도는 실제 고도보다 높게 나타나며, 지형 고도가 높

은 산악 지역의 지형 고도는 실제 고도보다 낮게 나

타난다(Fig. 3a). 이는 모형 격자 해상도 영향과 산악

지형 지역에서의 수치 불안정을 피하기 위해 적용된

지형 평활화 과정의 영향으로 분석된다(e.g., Webster

et al., 2003). KMAPP과 LDAPS 모형의 고도차(HHC)

는 LDAPS 모형의 협곡 지형 평활화가 이루어진 지

점에서는 음의 값을 가지며 산악 지형 평활화가 이루

어진 지점에서는 양의 값을 가진다(Fig. 3c). 해당 지

점에서는 협곡 지형 평활화가 산악 지형 평활화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복잡 지형 지역에서 전

반적으로 보여지는 특징이다.

2.5 검증 방법

모형의 풍속 예측 성능은 측정 자료를 이용하여 통

계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통계 검증 지수로는 평균 편

의 오차(mean bias error: MBE), 평균 제곱근 오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 일치도 지수(index of

agreement: IOA)를 이용하였다.

(8)

(9)

(10)

여기서, Pi와 Oi는 각각 시각 i에서의 예측값과 측정값

을 의미하며, 는 측정값의 시간 평균을 나타낸다. N

은 자료 수를 의미하며, 1시간 간격의 +36 hr 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Willmott (1981)을 따라 RMSE를 계

통 오차 성분(systematic bias component: RMSEs)과 비

계통 오차 성분(unsystematic bias component: RMSEu)

으로 분리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모형의 예측 오차

특성을 파악하였다. 각 성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1)

(12)

MBE = 
1

N
----

i=1

N
P
i
O

i
 ,

RMSE = 
1
N
----

i=1

N
P
i
O

i
 2,

IOA = 1

i=1

N
P
i
O

i
 2


i=1

N
P
i
O  + O

i
O 

---------------------------------------------------------,

O

RMSE
s
 = 

1
N
----

i=1

N
P̂Oi
 

2

,

RMSE
u
 = 

1

N
----

i=1

N
P
i
P̂ 

2

,

Fig. 3. (a) Topographic elevation of the 16 AWS sites and corresponding topographic heights represented by the KMAPP and

LDAPS models. (b) Topographic height difference between the model and the measurement at each AWS site. (c) Topographic

height difference between the KMAPP and LDAPS models (HKMAPP  HLDAPS) at each AWS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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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여기서 (= a + bOi)는 예측값과 측정값의 선형 회귀

로 계산되는 값이며, a와 b는 각각 선형 회귀 계수를

나타낸다. RMSEs는 모형의 물리 과정이나 입력 자료

를 통해 수정 가능한 오차를 의미하고, RMSEu는 임

의 오차(random error)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Willmott, 1981). 계통 오차 비율(systematic error

fraction: fSE)은 RMSEs
2/RMSE2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

에 따라 fSE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따라서, 계

통 오차 비율이 1에 가까울수록 모형 오차의 개선 가

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모형의 오차 특성을 파악하

기 위한 지표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e.g., Lee,

2011; Oh et al., 2020).

3. 산출 지면 파라미터와 민감도 실험 결과

Figure 4은 모의 영역에 대해 기존 지면 파라미터

와 갱신 자료를 비교하고 있다. 기존 자료의 H/2는 복

잡 지형 지역을 포함한 모의 영역 대부분 지역에서

RMSE
2
 = RMSE

s

2
 + RMSE

u

2
,

P̂

Fig. 4. Comparison of the original (left panels) and modified (right panels) (a-c) topographic peak height (H/2), (d-f) the

silhouette roughness (A/S), and (g-i) vegetation roughness length (z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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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m 이내의 낮은 값을 보여주고 있다(Fig. 4a). 반

면, 갱신 자료는 복잡 지형 지역에서 100 m 내외의

전형적인 값을 보이며(최대 311 m), 해안 등 평탄 지

역에서는 수십 m 내외의 값을 보인다(Figs. 4b, c). A/S

의 경우, 산악 지역에서 평탄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

로 높은 값을 보이는 공간 분포는 유사하게 보이지만

갱신 자료는 산악 지역이 보다 넓고 뚜렷하게 나타난

다(Figs. 4d, e). 기존 자료의 A/S는 0.1 이하 구간에서

가장 높은 빈도(~55%)를 보이지만 갱신 자료는 0.1~0.3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인다(Fig. 4f). 이

는 복잡 지형 지역에서 지형 파라미터의 산정 영역을

확장한 결과로 볼 수 있다. Met Office UK 중규모 모

형의 모의 영역에서 산정된 H/2와 A/S의 전형적인 값

은 각각 20~500 m와 0.02~0.20으로 제시되었다(Howard

and Clark, 2007). 두 대상 영역의 지형적 특성 차이

가 있지만 갱신 지면 정보가 기존 자료에 비해 정성

적인 일치도가 높게 나타난다. 한편, 갱신 자료의 z0

는 기존 자료에 비해 높은 공간 해상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산악 지역에서의 값은 다소 낮은 값을 나타

낸다(Figs. 4g, h). z0의 전반적인 크기 분포는 지형 파

라미터에서의 변화에 비해 작은 변화를 보인다(Fig. 4i).

Figure 5은 KMAPP과 KMAPP-Wind 모형에서 계

산된 거칠기 보정 기준 고도(hRA)와 고도 보정 기준

고도(hHC)의 공간 분포와 모의 영역 내 빈도를 비교

하고 있다. KMAPP의 hRA는 대부분 지역에서 수십 m

이내의 낮은 값으로 산정되고 있으나(Fig. 5a), KMAPP-

Wind는 평탄 지역(50~100 m)보다 산악 지역(100~

400 m)에서 높은 값을 보였다(Fig. 5b). 모의 영역 내

hRA 값의 분포는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Fig.

5c). 한편, KMAPP의 hHC는 대부분의 지역(약 80%)에

서 100 m 이하의 낮은 고도를 보이며 약 15%의 지점

에서는 1000 m 이상의 값을 나타내는 매우 불균일한

분포를 보인다(Figs. 5d, f). KMAPP-Wind의 hHC는 모

의 영역에서 95~477 m의 값을 보이며, 평탄 지역과

산악 지역에 의한 차이가 뚜렷하게 보인다(Figs. 5e-

f). 지형 파라미터를 갱신한 KMAPP-Wind는 KMAPP

에 비해 현실적인 분포를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Figure 6는 KMAPP과 KMAPP-Wind에서 계산된 측

정 지점별 거칠기 보정 풍속과 고도 보정 풍속을 비

교하고 있다. KMAPP의 경우, 거칠기 보정 풍속은

2.0~0.5 m s
1로 모든 지점에서 음의 풍속 보정을

Fig. 5. Comparison of the original (left panels) and modified (right panels) (a-c) reference height for roughness adjustment (hRA)

and (d-f) reference height for height correction (h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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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으며 hRA와 매우 높은 선형 상관 관계를 보였다

(Fig. 6a). 고도 보정 풍속은 9.3~2.4 m s1의 범위 값

을 보이면서 HHC와 매우 높은 선형 상관 관계를 보

였다(Fig. 6b). 특히, KMAPP의 지형 고도가 LDAPS

지형 고도에 비해 낮은 협곡 지점의 경우에는 고도

보정 풍속이 매우 큰 값(약 10 m s1)을 보여 KMAPP

예측 풍속이 협곡 지역에서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원인이 되었다. KMAPP에서는 음의 풍속 값을 최소

풍속 한계값(0.1 m s1)으로 설정하였다. KMAPP-Wind

의 경우, 동일 지점들에 대해 거칠기 보정 풍속은

0.1~0.6 m s1를 보였으며(Fig. 6c), 고도 보정 풍속은

4.4~7.9 m s1의 값을 보였다(Fig. 6d). hRA의 뚜렷한

증가로 인해 KMAPP에 비해 거칠기 보정 풍속의 선

형 상관성과 크기는 낮아졌으며, 대체로 양의 방향으

로 보정되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협곡 지점에서 고

도 보정 풍속은 여전히 음의 방향으로 보정이 일어나

고 있으나 고도 보정 풍속의 크기가 감소하여 KMAPP

에서 보이는 비정상적인 풍속 과소 예측 문제가 완화

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는 지면 입력 정보의 산출 방

식이 지상 풍속의 예측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침을 의

미한다.

Table 3은 KMAPP-Wind의 물리 보정 방안에 따른

민감도 실험의 예측 성능을 비교하고 있다. 2018년 2

월 전 기간에 대해 지점별 모의 성능을 산출한 후 지

점 평균값을 제시하였다. 내삽 과정과 고도 보정 과

정을 적용한 실험 5의 MBE, RMSE, IOA는 0.05 m

s1, 1.82 m s1, 0.53로 나타나 실험군 중에서 가장 좋

은 예측 성능을 보였다. 거칠기 보정을 함께 수행한

실험 2는 실험 5에 비해 다소 낮은 예측 성능을 보여,

지상 풍속 예측에 거칠기 보정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

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도 보정을 적용하지 않

Fig. 6. Comparison of the wind speed increments by (a and c) roughness adjustment and (b and d) height correction simulated

by the KMAPP model using the original topographic parameters (upper panels) and the modified topographic parameters

(lower panels).

Table 3. Statistical evaluation results of the KMAPP-Wind

sensitivity simulations (MBE: mean bias error, RMSE: root

mean square error, IOA: index of agreement).

C1 C2 C3 C4 C5 C6

MBE (m s
1

) 1.34 0.24 1.24 1.21 0.05 1.02

RMSE (m s1) 2.47 1.91 2.48 2.42 1.82 2.39

IOA 0.50 0.53 0.49 0.49 0.53 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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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실험 3과 6) 고도 보정을 HHC > 0 조건에서만

적용한 경우(실험 1과 4)에는 RMSE가 2.4 m s1로 증

가하였다. 민감도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KMAPP-Wind

의 지상 풍속 예측은 LDAPS 예측 풍속에 공간 내삽

과정과 고도 보정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이를

LDAPS와 KMAPP 모형과 비교하였다.

4. 결 과

4.1 측정 풍속과 LDAPS 예측 풍속 비교

분석 기간의 현업 LDAPS 국지예보모형의 풍속 예

측 성능을 측정 자료와 비교를 수행하였다. KMAPP

모형에 의한 물리 보정이 적용되기 이전의 예측 모형

의 성능을 먼저 평가하였다. Figure 7은 2018년 2월

기간의 윈드라이다 측정 지점(메이힐즈)에서 측정된

풍속과 LDAPS 모형의 예측 풍속의 연직 분포를 비

교하고 있다. 종관 기상 조건의 변화에 따라 동 기간

의 일별 풍속 변화가 뚜렷하다. 특히, 2월 10~14일 기

간과 22~24일 기간에 대기 경계층 상부에서는 30 m

s1 이상의 매우 강한 풍속이 측정되었으며, 대기 경

계층 상부의 강한 풍속은 지표 부근까지 연장되어 있

는 특징을 보여주었다(Fig. 7a). 지상 400 m 고도에서

측정-예측 풍속의 비교는 해당 지점에서의 풍속의 크

기와 시간 변화를 대체로 잘 모의하고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Fig. 7b). 이 지점은 산악 상부에 위치하고 있

어 모의 영역의 종관 예측이 대체로 잘 이루어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

Figure 8은 동일한 기간 동안 지상 AWS 지점에서

의 측정된 풍속과 LDAPS 예측 풍속을 비교하고 있

다. 측정 지점의 지형 고도를 고려하여 S2560(1416 m),

S2553(959 m), S2571(390 m)을 선정하였다. 지점별 측

정 풍속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S2560에서 5.04 ± 1.63

m s1, S2553에서 4.34 ± 1.47 m s1, S2571에서 1.63 ±

0.98 m s1로 나타나, 지점의 고도가 낮아짐에 따라 풍

속이 감소하는 특징을 나타내었다. 또한, 윈드라이다

지점에서 측정된 풍속(400 m a.g.l.)과 선형 상관 계수

는 0.940, 0.905, 0.676으로 나타나, 지점 고도가 높을

수록 지상 풍속과의 상관 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LDAPS 예측 풍속은 모형은 S2560에서 4.93 ± 1.20 m

s1, S2553에서 4.65 ± 1.19 m s1, S2571에서 3.40 ± 1.38

m s1로 나타나, 지형 고도가 높은 지점에서 과소 모

의 경향을 나타내고 지형 고도가 낮은 지점에서 과대

모의하는 경향을 보였다. 엄밀하게는 LDAPS 모형의

지형 고도와 실제 측정 지점의 지형 고도의 차이(Fig.

3)에 기인한 예측 경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산악

지역의 과소 평가된 모형 지형 고도는 풍속의 과소

Fig. 7. (a) Time-height section of the wind speed retrieved from the wind lidar deployed at the Mayhills site during February

2018. The wind speed is presented every 3 h time interval. (b) Comparison of the wind lidar-derived and the LDAPS-simulated

wind speeds at 400 m altitude above the ground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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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편의(bias)를 보이고(e.g., S2560), 협곡 지역의 과

대 평가된 모형 지형 고도는 해당 지점의 풍속 과대

모의 편의를 보여준다(e.g., S2571). 이는 LDAPS 모

형의 지형 평활화가 복잡 지형 지역에서의 풍속 예측

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KMAPP과

KMAPP-Wind 모형은 지점의 지표 정보를 반영한 물

리 보정 과정을 포함하고 있어 LDAPS 예측 결과를

보정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한다. 

4.2 LDAPS/KMAPP/KMAPP-Wind의 지상 풍속

예측 성능 검증

2018년 2월 기간 동안 각 지점별 KMAPP과 KMAPP-

Wind 모형의 지상 풍속 예측 결과를 LDAPS 예측과

함께 비교하였다. Figures 9와 10은 각각 LDAPS 모

형이 풍속을 과대 예측한 지점과 양호한 예측 성능을

보인 지점에서의 36시간 평균 풍속을 비교하고 있다.

여기서 ‘양호’한 예측 지점은 MBE < ±1 m s1인 지점

으로 정의하였다. S2554 지점에서 KMAPP은 분석 기

간 동안 LDAPS의 과대 모의 경향을 적절히 보정하

고 있어 예측 성능을 향상을 보여주고 있다. KMAPP-

Wind는 LDAPS에 비해 예측 성능이 개선되었으나

KMAPP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Fig. 9a). S2558 지점

에서는 KMAPP과 KMAPP-Wind 모두 측정 풍속에

가까운 값으로 예측 성능이 개선되고 있다(Fig. 9b).

S2577 지점에서 KMAPP-Wind의 예측 성능은 일부

향상을 보여주나 KMAPP은 LDAPS와 유사한 과대

풍속을 보여준다(Fig. 9c). S2582 지점의 경우, KMAPP

은 풍속을 0에 가까운 값(모형 설정 최소값 0.1 m s1)

으로 예측하여 뚜렷한 과대 보정을 보이나 KMAPP-

Wind는 이러한 과대 보정 양상을 감소시켜 대체로 좋

Fig. 8. Comparison of the measured and simulated near-ground wind speed during February 2018 at (a) S2560, (b) S2553, and

(c) S2571. The wind speed values are presented every 1 h time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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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예측 성능을 보이고 있다(Fig. 9d). 풍속 과대 보

정은 KMAPP의 지형 고도가 LDAPS 모형의 지형 고

도에 비해 낮은 협곡 지역에서 고도 보정 과정에 의

해 발생하였다. 복잡 지형 지역에서 KMAPP의 비정

상적인 풍속 과대 보정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KMAPP-Wind는 이러한 문제를 일부 개선하고 있다.

한편, LDAPS의 풍속 예측이 양호한 지점들에서의 예

측 성능을 살펴보면, S879와 S2570 지점에서 KMAPP-

Wind는 LDAPS와 유사한 예측을 보여 좋은 성능을

유지하였으나 KMAPP은 풍속의 과대 보정으로 측정

풍속을 과소 모의하는 경향을 보였다(Figs. 10a, b).

S2578와 S2560 지점에서 KMAPP과 KMAPP-Wind는

LDAPS와 함께 측정 풍속을 전반적으로 잘 모의하였

다(Figs. 10c, d).

Figure 11은 전체 지점에 대한 LDAPS, KMAPP,

KMAPP-Wind의 지점별 지상 풍속 예측 성능을 비교

하고 있다. 지점 측정 풍속은 측정 지점 고도에 대체

로 비례하여 증가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체

지점 평균 풍속은 3.54 ± 1.68 m s1로 나타났다. 한편,

모형 평균 풍속은 LDAPS 모형이 4.61 ± 0.35 m s
1

,

Fig. 9. Comparison of the LDAPS, KMAPP, and KMAPP-Wind simulated near-ground wind speed against the measurements

during February 2018 at (a) S2554, (b) S2558, (c) S2577, and (d) S2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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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PP이 3.04 ± 1.73 m s1, KMAPP-Wind 모듈이

3.59 ± 1.69 m s1로 나타났다. LDAPS 모형은 측정 지

점 고도가 모형 지형 고도에 비해 낮게 위치한 지점

에서는 지상 풍속의 과대 모의 경향이 뚜렷한 특성을

보였으며(e.g., S2571-S2559), 측정 지점 고도가 모형

지형 고도와 잘 일치하는 지점들에서는 대체로 좋은

모의 성능을 보였다(e.g., S879-S2560) (Fig. 11a).

KMAPP은 LDAPS 모형이 과대 모의하는 지점에서

물리 보정을 통해 지점 풍속이 감소하였으며 대부분

지점에서 예측 오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지만 일부 지점(e.g., S2582, S2582, S2583)에서는 모

형 설정 최소값(0.1 m s1)이 나타나 과대 보정이 뚜

렷하였으며, 이러한 과대 보정 경향은 LDAPS 모형의

예측 성능이 양호한 일부 지점들(e.g., S879, S2570,

S2572, S2573)에서도 MBE/RMSE를 오히려 증가시켰

다. 반면, KMAPP-Wind는 대부분 지점에서 KMAPP

에 비해 좋은 성능을 보였으며, 특히 LDAPS 모형이

과대 모의하는 지점에서 예측 성능의 개선이 뚜렷하

였다(Figs. 11b, c). IOA 지수에서도 KMAPP-Wind는

S2554 지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점에서 KMAPP에

Fig. 10. Comparison of the LDAPS, KMAPP, and KMAPP-Wind simulated near-ground wind speed against the measurements

during February 2018 at (a) S0879, (b) S2570, (c) S2578, and (d) S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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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향상된 값을 보였다. KMAPP 모형은 일부 지점

(e.g., S2582, S879, S2570, S2573)에서 LDAPS 예측

보다 낮은 IOA 지수 값을 보였으나 KMAPP-Wind는

이들 지점에서 LDAPS와 유사한 IOA 값을 나타내었

다(Fig. 11d). 전반적으로 IOA 값은 지점별 0.3에서

0.7 수준의 값을 보였으며, 복잡 지형 지역에서 지점별

편차가 큰 특징을 보였다. Table 4는 LDAPS, KMAPP,

KMAPP-Wind 모형의 지점별 지상 풍속에 대한 예측

성능 검증 결과를 비교하고 있다. KMAPP-Wind의 지

점 평균/편차 MBE와 RMSE는 0.05 ± 1.15 m s1와

1.82 ± 0.36 m s1로 나타나, LDAPS와 KMAPP에 비해

뚜렷한 성능 개선을 보여주었다. 또한, IOA는 0.53 ±

0.08의 값을 보여서 LDAPS와 KMAPP에 비해 전반

적으로 향상된 성능을 나타내었다. KMAPP-Wind의

지상 풍속 예측 성능 향상은 복잡 지형 지역에서 모

Fig. 11. (a) Comparison of the LDAPS, KMAPP, and KMAPP-Wind simulated near-ground wind speeds against the

measurements during February 2018. (b-d) Statistical comparison of the LDAPS, KMAPP, and KMAPP-Wind simulated near-

ground wind speed in terms of (b) mean bias error (MBE), (c) root mean square error (RMSE), and (d) index of agreement

(IOA). Hatched areas in (b) and (c) denote systematic MBE and RMSE, respectively.

Table 4. Statistical evaluation results of the surface wind

speeds simulated by the LDAPS, KMAPP, and KMAPP-

Wind models.

LDAPS KMAPP KMAPP-Wind

MBE (m s1) 1.08 ± 1.53 0.49 ± 1.90 0.05 ± 1.15

RMSE (m s
1

) 2.32 ± 0.66 2.31 ± 0.80 1.82 ± 0.36

IOA 0.51 ± 0.12 0.49 ± 0.09 0.53 ±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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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지형 특성 정보(i.e., H/2, A/S)의 현실적인 산출이

예측 성능 향상에 중요함을 보인 결과이다. 한편,

KMAPP-Wind의 전반적인 예측 성능 향상에도 불구

하고 계통 오차 비율(fSE)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

는 것은 향후 추가적인 모형 개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5. 요약 및 결론

평창 지역을 중심으로 수행된 ICE-POP 2018 캠페

인은 국내 대표적인 복잡 지형 지역인 영동 지역의 3

차원 기상 정보를 다양한 측정 플랫폼에서 수집하여

복잡 지형 지역에서의 기상 현상의 이해와 예측 모형

의 검증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ICE-POP 측정 자료를 이용하여 국립기상과학

원의 기상 자원 예측·분석 시스템인 KMAPP 체계의

겨울철 복잡 지형 지역에서의 지상 풍속 예측 성능을

평가하고 KMAPP-Wind 모형의 개발을 통해 개선하

였다.

LDAPS 국지 예보 모형은 산악 지역, 특히 협곡 지

역에서 지상 풍속의 과대 모의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

났으며, KMAPP은 물리 보정(거칠기 보정과 고도 보

정)을 통해 과대 모의 풍속을 감소시켰다. 하지만

LDAPS 지형 고도에 비해 낮은 지점에서 풍속의 비

정상적인 과대 보정이 일어나는 문제를 보였으며, 반

대로 LDAPS 지형 고도에 비해 높은 지점에서는 풍

속의 과대 모의가 발생하였다. 산악 지역에서의 KMAPP

예측 성능 향상을 위해 지형 입력 정보의 산정 방식

을 개선하고, 이를 풍속 예측을 위한 독립 모듈로 개

발한 KMAPP-Wind에 적용하였다. KMAPP-Wind를 이

용한 민감도 실험은 지면 입력 정보의 갱신을 통해

거칠기 보정과 고도 보정의 기준 고도를 현실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또한 산악 지형 지역에서 모형의 지

형 고도 차이에 의한 고도 보정 효과가 거칠기 보정

효과에 비해 크게 나타남을 보였다. 복잡 지형 지역

에서 거칠기 보정의 효과는 지상 풍속 예측 성능 향

상에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2월 기간에 대한 16개소 AWS 지점별

LDAPS, KMAPP, KMAPP-Wind의 지상 풍속 예측 성

능을 비교한 결과에서 KMAPP-Wind는 LDAPS와

KMAPP에 비해 뚜렷한 예측 성능의 개선을 보여주었

다. 전체 기간의 지점 평균 MBE와 RMSE는 각각

0.05 ± 1.15 m s1와 1.82 ± 0.36 m s1로 나타났으며, 이

는 산악 지역에서의 지상 풍속 예측 결과로 좋은 성

능을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e.g., Emery et al.,

2001; Borge et al., 2008; Oh et al., 2020). 복잡 지형

지역에서 LDAPS 모형의 지상 풍속 예측 오차는 산

악 지형의 지형 평활화 효과가 뚜렷하게 보였으며, 이

는 높은 fSE로 나타났다. KMAPP-Wind는 총 16 지점

중 13 지점에서 KMAPP에 비해 좋은 성능을 보였으

며, 반면 KMAPP은 2 지점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성

능을 보였다. KMAPP-Wind는 KMAPP의 비정상적인

과대 보정을 개선하였으며, 특히 LDAPS의 과대 모의

가 컸던 지점을 중심으로 예측 성능의 개선이 뚜렷하

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ICE-POP 2018 기간의 겨울철 영동

지역에 대해 개선된 KMAPP의 모의 성능을 평가하

였다. 향후 계절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장기간의

예측 성능 평가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산악 지

역에서의 측정 기상 정보의 지속적인 수집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현행 KMAPP 모형은 중립 대기 조건을

기반으로 한 물리 보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보다 현실

적인 풍속 상세화를 위해서는 대기 안정도를 고려할

수 있는 풍속 진단 보정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KMAPP-Wind의 예측 결과는 복잡

지형 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지역의 상세 바람장 정보

의 제공을 위해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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