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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topography and buildings around the automated synoptic
observing system (ASOS) on the observation environment of air temperatures and wind speeds and
directions using a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model. For this, we selected 10 ASOSs operated
by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Based on the data observed at the ASOSs in August during
the recent ten years, we established the initial and boundary conditions of the CFD model. We analyzed
the temperature observation environment by comparing the temperature change ratios in the case
considering the actual land-cover types with those assuming all land-cover types as grassland. The land-
cover types around the ASOSs significantly affected the air temperature observation environment. The
temperature change ratios were large at the ASOSs around which buildings and roads were dense. On
the other hand, when all land covers were assumed as grassland, the temperature change ratios were
small. Wind speeds and directions at the ASOSs were also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opography and
buildings when their heights were higher or similar to the observation heights. Obstacles even located at
a long distance affected the wind observation environments. The results in this study would be utilized
for evaluating ASOS observation environments in the relocating or newly organizing s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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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상청은지상에서종관기상관측과방재기상관측을

수행하고있다. 2021년 11월현재, 전국 98개지점의종관

기상관측소(automated synoptic observing system, ASOS)

가운영되고있다. 서울과부산종관기상관측소는 2017

년에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에서선정하는 100년관측소(Centennial Observing

Stations)로 선정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종관기

상관측소는WMO가권장하는관측환경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관측을수행하고있다. WMO에따르면, 지상

기상 관측을 위한 기기는 최소 10×7 m면적에 잔디가

덮여있는노장을갖추거나국지적대표성을갖는지면

에설치해야한다(Jarraud, 2018). 또한, 가파른경사면이

나 분지 등 국지적 지형 특성이 나타날 수 있는 지형을

피해야한다는등의기준을제시하고있다. 기상청에서

는 2017년부터 매년 WMO와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가제시한기준을준수할수있

도록 기온, 습도, 강수, 바람(풍향, 풍속), 일사, 일조 관

측환경을평가하여관측품질을지속적으로관리하고

있다.

WMO와 ISO는 토지 피복과 지상 장애물을 고려하

여현장에서목측과장비를이용해기온과바람관측환

경을 5개의등급으로평가하고있다. WMO와 ISO는태

양 고도각이 5°이상일 때, 주변 장애물에 의해 그림자

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을 기온 관측 지점 조건으로

권장한다. 관측지점경사도는 19°이하이고지면은 10

cm미만의 식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건물과 도로 같

은 열원과 수원으로부터 100 m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고, 면적은 반경 100 m이내에 10% 이하, 10–30 m범

위에서 5% 이하, 10 m이내에 1%를 만족해야 한다. 바

람 관측 지점은 주변 장애물 높이보다 30배 이상(작은

장애물로부터 15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고 거칠기

길이 등급이 4 이하일 때 관측에 적합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Kang and Kim (2020)은 WMO와 ISO가 제시한 관측

환경평가기준을기반으로토지피복지도, 수치지도, 일

조시간분석알고리즘을이용하여 ASOS기온, 바람, 일

조 관측 환경을 평가하였고, 관측 환경은 1 km이상의

원거리에위치한건물영향을받을수있다고분석한바

있다. 우리나라의종관기상관측소주변에는지형과건

물이복잡하게분포하고있기때문에, 현장관측만으로

장애물(특히, 원거리 장애물)이 관측환경에 미치는 영

향을상세하게분석하기에는한계가있다.

지형이복잡하거나건물이밀집한지역의대기흐름

과기온을상세하게분석하기위해서는고해상도수치

모델이 필요하다 . 전산유체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모델은수 m의해상도로수 km영역에

대한수치모의가가능하다. CFD모델을이용하여다양

한도시형태와실제도시지역을대상으로바람과기온

을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수치 모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Blocken et al., 2012; Brozovsky et al., 2021; Ku and Tsai,

2020; Liu et al., 2017; Zhang et al., 2021). Liu et al. (2017)은

도시지역을대상으로CFD모델을수행할때, 적절한거

칠기(roughness) 설정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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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전산유체역학 모델을 이용하여 기상청에서 운용하는 종관기상관측소(automated synoptic

observing system, ASOS) 10개지점을대상으로 ASOS 주변지형과건물이기온과바람(풍속, 풍향) 관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ASOS에서 최근 10년간 8월의 관측 자료를 기반으로 전산유체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모델의초기·경계자료를구축하였다. 실제토지피복을고려한경우와모든피복을초지

로가정한경우에대해, 관측고도에서초기기온대비기온변화율을비교함으로써기온관측환경을분석하

였다. 기온관측환경은관측지점주위의토지피복에의한영향을많이받았다. ASOS 주변에지표면온도가

높은건물과도로가밀집한경우에기온변화율이크게나타났다. 반면, 모든토지피복을초지로가정한경우

에는 초기 기온 대비 기온 변화율이 작았다. 실제 토지 피복을 고려하여 관측 고도의 유입류 대비 풍속 변화

율과 풍향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풍속과 풍향 관측 환경을 분석하였다. 풍속과 풍향은 ASOS 주변에 관측 고

도보다높거나비슷한높이의지형과건물영향을크게받았으며, 원거리에위치한장애물에의한영향도나

타났다. 본연구결과는종관기상관측소의이전과신설단계에서관측환경평가에활용될것이다.



Blocken et al. (2012)은대학교캠퍼스를대상으로CFD모

델을이용하여보행자고도에서풍환경을조사하였다.

전산유체역학 모델을 이용하여 국내 지상관측소의

관측환경을평가한선행연구대부분은바람관측환경

평가에국한되었고(Kwon and Kim, 2015; Yang and Kim,

2015a; Yang and Kim, 2015b), 다수의 지상관측소의 기

온과바람관측환경을종합적으로평가한연구는매우

드물다. 본연구에서는 CFD모델을이용하여 ASOS 10

개지점주변의토지피복, 지형, 건물등이기온과바람

관측환경에미치는영향을배경바람의풍향에따라분

석하고자한다.

2. 연구 방법

1) 전산유체역학(CFD) 모델

본 연구에서 사용한 CFD모델은 Kim et al. (2014)이

사용한 모델과 동일하다. 3차원, 비정수, 비회전, 비압

축 대기 흐름 계를 가정하여 Reynolds-averaged Navier-

Stokes equations (RANS) 방정식을 풀이한다. 지배 방정

식 계는 유한체적법(finite volume method), 엇갈림 격자

계(staggered grid system), semi-implicit method for pressure-

linked equations (SIMPLE) 알고리즘을사용하여수치적

으로적분한다. CFD모델에대한자세한내용은 Kim et

al. (2014)에기술되어있다.

2) 실험 설계

본연구에서는기상청이운용중인종관기상관측소

(ASOS) 중에서수도권기상청(ASOS 119), 6개지방기상

청 (ASOS 159, 156, 104, 133, 143, 184), 2개 기상지청

(ASOS 131, 146)에 위치한 ASOS 9지점과 서울 ASOS

(ASOS 108)를 대상으로 기온, 풍속, 풍향 관측 환경을

분석하였다(Table 1).

ASOS주변의장애물(건물등) 온도와토지피복별로

차등 가열된 지표면 온도가 ASOS의 기상 관측 환경에

미치는영향을조사하기위하여, 국토교통부지리정보

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의건물, 등고

선, 표고점자료를이용하였고, 환경부환경지리정보시

스템(environmental geographic information service, EGIS)

의토지피복자료를이용하였다. 국토교통부의 GIS는

건물높이에관련된정보를층수로제공한다. 본연구에

서는건물한층높이를 3 m로가정하였다. 환경부EGIS

의세분류토지피복지도는 41개의세부항목으로분류

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분류(7개 항목)와 중분

류(22개 항목) 기준에 기반하여 건물, 도로, 나지, 초지,

수목, 수역등 6개항목으로재분류하였다. 본연구에서

선정한 ASOS 10개 지점을 대상으로 수치 영역을 구성

하고 GIS와 EGIS를 이용하여 3차원 지표 경계 자료를

구축하였다. 대상이 되는 ASOS가 중심에 위치하고 x

(동서), y (남북), z (연직) 방향의 크기가 각각 2000 m,

2000 m, 750 m인 수치 영역(이하, ASOS OOO영역)을

구축하였다(Fig. 1). x, y, z방향의 격자 크기는 각각 10

m, 10 m, 5 m이다.

토지 피복별 지표면 온도는 Bourbia and Awbi (2004)

의지표면온도일변화경향을이용하여 Park et al. (2016)

이 구축한 지표면 온도를 사용하였다. Park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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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formation on the locations (latitude, longitude, altitude) of the ASOSs considered in this study
ASOS name ASOS number Latitude (˚N) Longitude (˚E) Altitude (m)
Bukgangneung 104 37.80 128.86 75.24

Seoul 108 37.57 126.97 85.67
Suwon 119 37.27 126.99 39.81
Cheongju 131 36.64 127.44 58.70
Daejeon 133 36.37 127.37 70.22
Daegu 143 35.88 128.65 54.27
Jeonju 146 35.84 127.12 60.44
Gwangju 156 35.17 126.89 70.28
Busan 159 35.10 129.03 69.56
Jeju 184 33.51 126.53 20.79

Source: https://data.kma.go.kr/

https://data.k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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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ree-dimensional configurations of topography and buildings for the (a) ASOS 104, (b) 108,
(c) 119, (d) 131, (e) 133, (f) 143, (g) 146, (h) 156, (i) 159, and (j) 184 areas.



전산유체역학 모델을 활용한 여름철 종관기상관측소의 기온과 바람 관측 환경 평가

– 475 –

Fig. 2.  Distributions of the initial land surface temperatures (24-hr average) for the (a) ASOS 104,
(b) 108, (c) 119, (d) 131, (e) 133, (f) 143, (g) 146, (h) 156, (i) 159, and (j) 184 areas.



은 Bourbia and Awbi (2004)가관측한여름철지표면온

도의 일변화 경향과 각 토지 피복의 최고와 최저 온도

를 이용하여 각 토지 피복의 시간별 지표면 온도를 산

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Park et al. (2016)이 산출한

토지피복별 24시간지표면온도를평균하여지표면온

도로사용하였다(Fig. 2).

풍향에따른 ASOS의기상관측환경을분석하기위

하여 8방위(북동, 동, 남동, 남, 남서, 서, 북서, 북)의유입

류를고려하였다. 배경바람이수치도면으로유입되면

서진행하는발달과정을배제하기위하여충분히발달

(fully developed)한유입류를사용하였다. ASOS에서관

측한최근 10년(2010–2019년) 8월의풍속을이용하여, 풍

향별평균풍속(Table 2)을참고고도(z = 10 m) 풍속으로

사용한 중립 대기의 연직 풍속 분포를 가정(Castro and

Apsley, 1997)하고, 건물이 없는 평탄한 지형에서 수치

적분을 수행하여, 거리에 따른 연직 풍속 분포의 변화

가매우작은상태의유입류를충분히발달한유입류로

사용하였다(Lee et al., 2015). 8방위 풍향의 평균 풍속을

계산할때, 무풍(0.4 m s–1이하의풍속)은제외하였다.

초기 기온은 풍향별 평균 풍속과 동일하게 ASOS에

서 최근 10년간(2010–2019년) 8월의 평균 기온을 이용

하였다(Table 2). CFD모델은 충분히 발달한 유입류의

바람(수평 바람 성분, 연직 바람 성분), 기온, 난류운동

에너지, 난류운동에너지소멸률, 난류확산계수의연직

분포를이용하여 3,600초동안 1초간격으로수치적분

하였다.

3. 결과와 토의

1) 기온 관측 환경 분석

관측 지점 주변 토지 피복이 기온 관측 환경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관측소 주변의 실제 토지

피복을고려한경우(land cover temperature, LCT)와모든

토지피복을초지로가정한경우(grass land temperature,

GLT)의초기기온대비기온변화율(Tratio)을산출하였다.

Tratio는다음과같이정의하였다.

Tratio = =                          (1)

여기서, Tinitial은 초기 기온(°C)을 나타낸다(Table 2).

TLCT는 실제 토지 피복을 고려한 경우의 기온(°C)이고,

TGLT는 모든 토지 피복을 초지로 가정한 경우의 기온

(°C)이다. 기온관측고도는 ASOS지점고도(Table 1)로

부터 1.5 m이다.

Fig. 3은 GLT기온 변화율 대비 LCT의 풍향별 기온

변화율 비를 나타낸다. 기온 변화율 비는 ASOS 133 지

점에서유입풍향이동풍일때, 0.01%로가장작게나타

났고, ASOS 184 지점에서 유입 풍향이 북동풍일 때,

7.53%로가장크게나타났다. 유입풍향에대해평균한

기온변화율비는ASOS 184 지점(6.47%), ASOS 159 지점

(4.09%), ASOS 143 지점(3.81%)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ASOS 146 지점(0.29%), ASOS 133 지점(0.33%), ASOS

104 지점(0.47%) 순으로낮게나타났다. 평균기온변화

율 비가 가장 크게 모의된 ASOS 184 영역과 가장 작은

TLCT
Tinitial
TGLT

Tinitial

TLCT
TG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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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Wind speeds and air temperatures for each inflow direction averaged in August from 2010 to 2019

ASOS
Average wind speed (m s–1) Average air-

temperature (°C)NE E SE S SW W NW N
104 1.6 1.8 1.8 1.6 1.7 1.4 1.7 1.7 24.72
108 2.0 2.6 2.1 2.8 3.4 2.5 2.0 1.5 26.83
119 1.8 2.5 2.2 1.7 1.8 2.2 1.7 1.5 26.71
131 1.8 2.6 2.0 1.7 1.5 1.5 1.5 1.6 27.09
133 1.8 2.6 2.5 2.1 1.4 1.3 1.2 1.3 26.84
143 1.2 2.6 2.4 1.9 1.7 2.3 1.7 1.3 27.19
146 1.3 1.8 1.7 1.7 2.0 2.3 1.9 1.8 26.95
156 2.4 1.9 1.8 2.6 2.4 1.6 1.3 1.5 27.08
159 2.9 2.5 3.0 4.0 5.1 3.7 2.2 2.8 26.90
184 3.7 3.2 2.9 2.0 3.3 3.1 2.9 2.8 27.69



ASOS 146 영역에대한상세분석을수행하였다.

Fig. 4는 ASOS 184 영역의위성사진, 토지피복, 북동

풍이 유입될 때의 관측 고도 기온 변화율을 나타낸다.

ASOS 184 지점 북쪽에는 바다가 위치하고 있고, 남쪽

으로건물이밀집되어있으며, 남동쪽방향으로지형고

도가 증가한다(Fig. 4(a)). ASOS 184 지점을 중심으로 반

경 100 m이내의지역에는주로건물과도로가분포하고

있고, 곳곳에 초지가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b)). LCT의지면으로부터 1.5 m고도에서기온분

포는 Fig. 2의 지표면 기온 분포와 유사하게, 도로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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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a) satellite image (from https://map.naver.com/) and (b) land-cover types, and the distributions of
the air-temperature change ratios at the measurement height around ASOS 184 for the northwesterly
case of (c) LCT and (d) GLT. The black thick rectangles indicate ASOS 184.

Fig. 3.  The ratios of air-temperatures at the ASOSs for each inflow direction in LCT to those in GLT.

https://map.naver.com/


물 영역에서 높은 기온, 수목과 초지 영역에서 낮은 기

온이나타났다. LCT의경우(Fig. 4(c)), ASOS 184 지점을

기준으로 풍하측 지역(①)에서 기온 변화율(71.1%)이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건물과 도로 온도의 영향

으로 분석된다. 관측 고도보다 낮고 바다가 위치한 북

쪽영역(②)에서는기온이거의변화하지않았다. GLT

의경우(Fig. 4(d)), 전반적으로기온상승이나타나지않

거나 5% 미만의기온상승효과가나타났다.

ASOS 146 지점은 산 지형 내부에 위치하고 있고 관

측지점으로부터약 70 m거리에건물이위치하고있다

(Fig. 5(a)). 그러나 ASOS 146 지점은주변지역보다높은

고도에위치하고있기때문에, 반경 100 m내에는관측

고도보다 높은 건물은 없다. ASOS 146 지점 주위에는

대부분 수목, 초지, 나지가 분포하고 있다(Fig. 5(b)).

ASOS 146 지점의경우, 유입류가북동풍일때, 관측지

점의 기온 변화율이 가장 낮았고, 이 때의 기온변화율

분포를 조사하였다(Fig. 5c and 5d). LCT의 경우에는 수

치 영역 내의 대부분 지역에서 초기 기온 대비 기온 변

화율이 10% 이내로나타났고, 관측지점반경 100 m내

에서는최대 8.12%의기온변화율이나타났다(Fig. 5(c)).

높은 건물이 밀집한 ASOS 146 지점 남쪽(①)에서는 기

온 변화율이 25.16%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반면, GLT

의경우에는전체적으로 6% 이내의기온변화율이나타

났고, 관측 지점 반경 100 m내에서는 최대 5.07%의 기

온 변화율이 나타났다(Fig. 5(d)). 관측 지점 반경 100 m

내에서 LCT와GLT의최대기온변화율은큰차가나타

나지않았다. 이는 ASOS 146 지점주변이대부분수목,

초지, 나지로구성되어있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2) 풍속 관측 환경 분석

주변장애물이풍속관측환경에미치는영향을분석

하기 위하여, 유입 풍속 대비 관측 지점의 풍속 변화율

을분석하였다. 바람관측환경(풍속, 풍향)은실제토지

피복을고려한경우에대해분석하였으며, 관측고도는

ASOS지점고도(Table 1)로부터 10 m이다. Fig. 6은관측

지점에서수치모의한유입류대비풍속변화율을나타

낸다. 풍속 변화율은 ASOS 143 지점에서 유입 풍향이

북서풍일때 0.18%로가장작았고, ASOS 159 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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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same as Fig. 4 except for ASOS 146 and the northeasterly case.



북서풍일 때 76.03%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모

든유입풍향에대해평균했을때, ASOS 143 지점의풍

속 변화율이 가장 컸고(평균 30.32%, 최소 0.18%, 최대

69.48%), ASOS 119 지점의 풍속 변화율이 가장 작았다

(평균 11.47%, 최소 2.63%, 최대 30.69%). 그리고 ASOS

159 지점(평균 27.95%), ASOS 108(평균 25.37%) 지점순

으로 풍속 변화율이 크게 나타났고, ASOS 156 지점(평

균 14.08%), ASOS 131 지점(16.79%)의풍속변화율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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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a) satellite image (from https://map.naver.com/), (b) streamlines and contours of the horizontal wind speeds,
and (c) distribution of the wind-speed change ratios at the observation height around the ASOS 143 area for the
northeasterly case. The black thick rectangles indicate ASOS 143.

Fig. 6.  The ratios of wind speeds at the ASOSs for each inflow direction in LCT.

https://map.naver.com/


교적작았다.

평균 풍속 변화율이 가장 큰 ASOS 143 지점과 가장

작은 ASOS 119 지점을 포함한 수치 영역에 대해 상세

한분석을수행하였다. ASOS 143 영역에서는북서쪽부

터 남동쪽으로 강이 흐르고 건물이 밀집되어 있다(Fig.

7(a)). 대부분의 건물 높이는 관측 고도보다 낮지만, 관

측지점주위에는관측고도보다높은지형과건물이다

소 위치한다. 관측 고도보다 높은 건물이나 지형 때문

에, ASOS 143 영역에서는 대부분의 유입 풍향에서 풍

속 변화율이 크게 나타났고, 북동풍이 부는 경우의 풍

속 변화율이 69.48%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북동풍이

부는경우에는관측고도보다높은건물들(①, ② in Fig.

7(b) and 7(c)) 사이에서는부분적으로풍속이증가하였

지만, 건물에 의한 마찰 효과로 인해 풍하측에서 풍속

이감소하였다(Fig. 7(c)). 또한, 관측지점으로부터약 60

m풍상측에 위치하고 높이가 관측 고도(약 64 m)와 유

사한건물(③ in Fig. 8)에의해 ASOS 143 지점에서는약

한풍속이모의되었고풍속변화율이크게나타났다.

ASOS 119 영역은 지형 기복이 작고 대부분의 건물

높이도 관측 고도보다 낮았다(Fig. 9(a)). 즉, ASOS 119

지점주변에는풍속관측에영향을미치는환경요소가

적었기때문에관측지점의평균풍속변화율이낮게나

타났다. 특히, 관측지점서쪽에는건물이거의없기때

문에, 서풍이 부는 경우에는 ASOS 119 지점에서 수치

모의된풍속은유입풍속과유사하였고풍속변화율이

2.63%로가장작았다(Fig. 9(b) and 9(c)). 한편, ASOS 119

영역남쪽에관측고도보다높은건물이위치하고있고,

남풍이부는경우에풍속변화율이 30.69%로가장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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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he same as Fig. 7 except for ASOS 143 and the
westerly case.

Fig. 8.  The streamlines and contours of horizontal wind speeds in the y-z plane along —–AB in Fig. 7(b).



3) 풍향 관측 환경 분석

실제 토지 피복을 사용한 경우에 대해 분석한 풍향

변화는ASOS 143 지점에서남서풍이부는경우에 0.02°

로 가장 작았고, ASOS 159 지점에서 북서풍이 부는 경

우에 129.88°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Fig. 10). 평균 풍향

변화는 ASOS 159 지점이 가장 컸고(평균 28.24°, 최소

4.65°, 최대 129.88°), ASOS 104 지점이가장작았다(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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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he (a) satellite image (from https://map.naver.com/), (b) wind vectors and contours of the horizontal wind speeds,
and (c) distribution of the wind-direction changes at the observation height around the ASOS 159 area for the
northwesterly case. The black thick rectangles indicate ASOS 159.

Fig. 10.  The wind-direction changes for each inflow direction.

https://map.naver.com/


7.79°, 최소 2.36°, 최대 15.12°). ASOS 159 지점에서풍향

변화가 큰 경우(북서풍)와 ASOS 104 지점에서 풍향 변

화가가장작은경우(북서풍)에대해상세분석하였다.

Fig. 11은 ASOS 159 영역의 위성 사진, 북서풍이 불

때관측고도의바람벡터, 수평속도분포, 풍향변화를

나타낸다. ASOS 159 지점 주위에는 다수의 건물이 분

포하고 있지만, 관측 지점의 고도가 건물 높이보다 높

다(Fig. 11(a)). 관측 지점 북쪽과 북서쪽에는 보수산이

위치하고있고(① in Fig. 11(a)), 남동쪽에는바다가위치

하고있다. 북서풍이부는경우, 보수산후면에 2차순환

이형성되고(Fig. 11(b)), 보수산남동쪽에서는유입류와

다른 풍향이 나타나는 지역이 넓게 분포한다(② in Fig.

11(c)). 이 때, 관측 지점이 2차 순환이 나타나는 범위에

포함되면서관측지점에서는남풍(185.12°)이모의되었

다. 관측 고도에서 풍향 변화는 주로 관측 지점과 북서

쪽에 위치한 보수산 사이에서 나타났고, 그 이외의 지

역에서는풍향변화가거의나타나지않았다. 북풍과북

동풍이부는경우에도비교적풍향변화가크게나타났

고(북풍: 22.1°, 북동풍: 20.5°), 남풍이부는경우에풍향

변화(4.65°)가가장작았다.

ASOS 104 영역은 관측 지점 주위에 주로 구릉지가

위치해 있고, 관측 지점 근거리에 낮은 건물이 위치하

고 있다(Fig. 12(a)). 서쪽과 남서쪽에는 관측 지점 고도

보다약 20 m정도높은지형이위치해있다. 관측지점

의북서쪽에는주로관측고도보다낮은건물이위치하

고 지형 고도도 낮아서 풍향 변화가 크지 않았다(Fig.

12(b) and 12(c)).

4. 요약 및 결론

기상청에서 운용 중인 종관기상관측소(ASOS) 10개

지점을 선정하여 CFD모델을 이용하여 ASOS의 기온,

풍속, 풍향관측환경을분석하였다. 선정한 ASOS에서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기간동안 8월에관측한 8방

위의풍향별평균풍속을이용하여충분히발달시킨유

입류를 이용한 수치 모의를 수행하였다. 초기 기온과

배경 대기 기온은 각 ASOS의 10년간 8월 평균 기온을

이용하였다. 보다 현실적인 수치 모의를 위하여, 국토

교통부의 수치지형도(version 2.0)와 환경부의 토지피

복지도를 이용하여 3차원 지표면 경계 입력 자료를 구

축하였다. 기온 관측 환경은 실제 토지 피복을 고려한

경우와토지피복을모두초지로가정한경우에대해수

치 모의하였다. 모든 토지 피복을 초지로 가정한 경우

의 기온 변화율과 실제 토지 피복을 고려한 경우의 관

측고도에서기온변화율을비교하여관측지점주변의

토지피복별차등가열영향을분석하였다. 8방위의유

입 풍향에 대해 평균적으로 기온 변화율이 가장 큰 지

점은ASOS 184 지점이었고가장작은지점은ASOS 146

지점이었다. ASOS 184 지점주변에는지표면기온이높

은 건물과 도로가 밀집되어 있어, 실제 토지 피복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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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The same as Fig. 11 except for ASOS 104.



려한경우와모든피복을초지로가정한경우의기온변

화율차가크게나타났다. 반면, ASOS 146 지점주변은

주로수목, 초지, 나지로구성되었고, 관측지점근거리

에건물이위치했지만건물높이가관측고도보다낮았

기때문에기온관측에큰영향을미치지않았다.

풍속과 풍향 관측 환경 평가는 실제 토지 피복을 고

려한경우에대해서분석을수행하였고, 관측고도에서

유입류 대비 풍속 변화율과 풍향 변화를 조사하였다.

평균 풍속 변화율이 가장 큰 지점은 ASOS 119 지점이

었다. ASOS 143 지점 주변에는 관측 고도보다 높거나

비슷한높이의지형과장애물이다소위치하고있었다.

대부분의유입풍향에서주변지형과건물들에의한마

찰 효과로 인해 풍속이 감소하였다. ASOS 119 지점 주

변의지형과건물은대부분관측고도보다낮았기때문

에평균풍속변화율이가장작았다.

전 풍향에 대해 유입류 대비 평균 풍향 변화가 가장

큰 지점은 ASOS 119 지점이었고, 관측 지점 북쪽과 북

서쪽에위치한높은구릉지영향을받은것으로분석되

었다. 평균 풍향 변화가 작은 지점은 ASOS 104 지점이

었다. 관측지점주변의지형기복이다소컸지만, 지형

고도가관측고도와유사하거나낮아서풍향변화는크

지않은것으로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ASOS에서 관측된 기온, 풍속, 풍향

자료에는주변장애물영향이반영되어있을것으로분

석되었다. 특히, 기온관측환경은관측고도와주변지

형이나 건물 높이 차뿐만 아니라 지표면 토지 피복 영

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온 관측은 표면 온도가

높은도로와건물주위나인공열이배출되는지역보다

는초지와같이상대적으로지표면온도가낮고인공열

배출이적은토지피복으로구성하는것이적합한것으

로판단된다. 다만, 관측지점주변에건물과도로가위

치해도, 관측 고도보다 낮다면 건물, 도로의 높은 지표

면 온도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ASOS 184

지점과같이주변에도로나건물이밀집하고관측고도

가높지않는지점은기온관측에미치는주변환경의영

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관측 지점 주변의 토지 피복을

개선시키거나관측지점이전을고려할필요가있다고

판단된다. 바람(풍속, 풍향) 관측은 원거리(ASOS 143 –

관측지점으로부터약 500 m이상)의높은건물이나근

거리에위치한관측고도와유사한높이의건물영향을

받을수있다. 본연구에서분석한대부분의 ASOS지점

은 주변 장애물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주변보다 다

소 높은 곳에 위치했다. 그러나 도시 개발이나 재개발

로 인한 고층 건물 신축은 관측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도시 개발 또는 재개발 계획에

대비한종관기상관측소의관측환경유지방안확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도시지역은고층건물이밀집되어있고

토지피복이다양하기때문에, WMO가권장하는, 현장

목측과장비에기반하여원거리의지형물영향을반영

하지못하는관측환경평가방법을 ASOS관측환경을

평가하는데 적용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CFD모

델을 이용한 관측 환경 분석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

방법을 적용하면 ASOS의 관측 환경을 정량적으로 상

세하게평가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또한, ASOS의

이전과신설을위한지점선정시, 사전관측환경평가

를통한지점선정의적정성평가에도기여할것으로기

대된다. 본 연구는 여름철에 국한하여 관측 환경을 분

석하였기때문에다른계절에대한추가적인분석이필

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계절의 토지 피복별 지표

면 온도 산출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중립대기 조건을 가정하였기 때문에, 안정도별

연직분포를이용한모의결과와의비교를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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