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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2) 대기안정층 연직 구조의 관측적 특성 고찰

김철희 ․ 조현영1) ․ 조유진 ․ 이나미 ․ 정소연
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1)부산대학교 환경연구원

1. 서론 

야간 대기 안정층에서 관측되는 대기의 연직 구조는 상당히 불확실하여 이층 이상의 다층 구조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구조는 기존의 단일 안정층으로만 분류되어 하나의 대기안정도 함수로 모든 연직 구조에 적용되

는 전통적인 지표 상사 이론(similarity theory)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조건이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관측 

특징에 기반하여 지금까지 지표 가까이의 안정층 난류만으로 대표하여 표현되는 상사 이론의 함수를 수정하고, 
야간의 다층 연직 구조에 적용할 수 있는 난류 매개변수화 연구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야간 다층 구조

가 미세먼지 고농도 시산에 빈번하다면 각 층별 난류 특성을 결정짓는 변수들을 적절히 다시 선정하여 무차원 

파라미터 값들로 개발하고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적절한 가정을 통하여 실제에 가까운 다층 난류 모델로 

개발할 가능성을 진단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국내에서는 대기 관측 기기의 도입으로 야간의 다양한 대기 경계층 연직 구조가 제한적으로 관측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도시 농림사업단(한국외국어대학교 소재)의 대기난류 관측결과인 과거 4년간(2016~2019년)의 운고

계(Ceilometer) 및 라이다 자료를 사용하였고, 최근 3년간의 400 m 보성기상탑에서 관측된 연직 난류 자료를 이

용하였다. 모델링 자료는 WRF 기상 모델 결과와 이를 이용한 WRF-Chem 모델링 결과를 분석하여, 야간의 난

류 특성과 모델링 결과의 상이성과 차이점을 분석하였고, 특히 야간의 대기경계층 구조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

하여 기온 및 난류장을 집중 분석하였다. 보다 실제 야간 대기에 가깝게 난류 이론을 개발하고 많은 관측적 사

실을 수집하여 이론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 오차를 분석하고 단계별 바람의 영향 등을 잘 고려하여 무차원

화하기 위한 난류 변수의 유효성(validity of scaling parameters) 성능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결론

적으로 야간 대기 안정층에 대한 세 층을 구조별로 구별하여 각각을 관측 자료 혹은 모델링 자료와 반복적으로 

비교 분석할 것이다.

3. 결과 및 고찰

최근 4년간의 운고계 및 라이다 관측 결과에서 대

기의 야간 다층구조(Multi-Layer)가 종종 관측되었고, 
연직으로 상당한 불연속 고도를 발견할 수 있었다(우
측 그림). 이는 연직으로 하나의 매개변수화를 도출

한 Monin-Obukhov 상사 이론을 적용하기 힘든 사

례로 보이며, 대기의 하층을 제외한 그 이상의 중상

층 대기안정도 구조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함을 반

증하고, 이를 통해 안정층 내부의 특성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관측적 연구와 

모델링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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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운고계로 관측된 2016년 봄철 야간 대기 연직 구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