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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인간 건강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식생의 성장에도 영향을 주는 대기 오염 

물질 중 하나인 오존은 지표에서 복잡한  NOx-VOC 광화학 반응과 소멸 

과정들에 의해서 그 농도가 결정된다. 불충분한 관측과 수치 모의 연구로 아직 그 

불확실성이 큰 건식 침적 과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동아시아 지역에서 오존 

결정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3 차원 지역 규모 대기 화학 수송 모형인 WRF-Chem 

을 이용하였다. 여기서 널리 쓰이는 두 건식 침적 모수화 방안인 WRF-Chem 에 

쓰이는 Wesely  방안과 CMAQ 에 쓰이는 M3DRY  두 방안을 비교하였다. 똑같은 

기상장 조건에서 앞서 언급한 다른 두 건식 침적 모수화 방안을 이용한 건식 침적 

속도를 비교한 결과,  M3DRY 방안이 Wesely 방안을 사용하였을 때 보다 건식 

침적 속도를 낮게 모의해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여 주었다. 이 차이는 지면 유형에 

의존적인 지표면 저항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된 건식 침적 속도를 

미국 BEACHON-ROCS 관측 캠페인에서의 건식 침적 속도와 비교하였을때 

Wesely 방안을 사용한 모의 결과가 일변화를 잘 모의하는 점에서 관측과 더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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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지면 조건에 따라 오존 모의의 민감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 지면 사용 정보인 USGS 지면 사용 정보에서 MODIS 지면 

사용 정보로 바꾸어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잎 면적 지수의 변화와 도시 및 

건물 사용 정보의 할당으로 기공 저항이 증가하게 되어 건식 침적 속도가 내려가 

풍하측 지역에서 오존 농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지면 사용 

정보를 바꾸었을때 특히 일본에서 관측과 지표 오존 농도가 더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전구 물질의 배출과 화학반응, 수송 과정 등과 같은 다른 

요소들이 오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동아시아에서 오존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화학 물질 관측과 수치 모의가 결합된 통합적인 연구가 앞으로도 

필요할 것이다. 

 

주요어: 오존, 건식 침적, WRF-Chem, M3DRY, BEACHON-ROCS, MODIS 

학   번: 2011-20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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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역 규모 대기화학 모형에서 지표 오존 농도를 결정하는 요소는 배출량, 화학 

메커니즘, 기상장, 화학장의 초기값과 경계값 그리고 건식 침적 과정과 습식 침적 

과정이 있다(Jacob, 1999). 오존은 물에 잘 녹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Battino et al., 1983), 침적 과정 중 건식 침적 과정이 습식 침적 과정에 

비해 오존 농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류권 오존 소멸에서 건식 침적 

과정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5%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Lelieveld and 

Dentener, 2000). 

이러한 침적 과정은 미기상학적인 현상과 미시 물리적인 과정이 수반되어 

지역규모 모형에서는 분해할 수 없는 작은 규모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모형에서 

침적과정은 모수화 되어 표현된다(Seinfeld and Pandis, 1998). 이 모수화 과정에서 

침적과정의 불확실성이 발생하게 되는데, Ganzeveld and Lelieveld (1995)은 

모수화 방법을 이용한 건식 침적 속도를 사용한 지표 오존 농도 모의 결과와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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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의 건식 침적 속도를 사용한 결과를 비교하여 지역에 따라 차이가 35%에 이를 

정도로 변동성이 큰 것을 보였다.  

모형에서 오존의 건식 침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크게 공기역학적 

저항, 준층류 저항 그리고 지표면 저항이 있으며 이들 중 지표면 저항의 영향은 

매우 중요하다. 이들 중에서도 기공 저항은 건식 침적 속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Padro, 1996). 하지만 모형에서의 기공저항 계산은 관측과 비교하였을때 

불확실성이 크다. 서로 다른 두 건식 침적 모수화 방법에서 관측과 차이를 가장 

많이 일으킨 요소는 기공 저항 부분이었다(Wu et al., 2011).  

한편, Herwehe et al. (2011)은 미국 지역을 대상으로 두 지역 규모 모형에서 

동일한 배출량, 화학 메커니즘, 기상장 그리고 화학장의 경계장과 초기장을 

사용하여 지표 오존을 모의하였다. 두 모형의 지표 오존 농도는 최대 10ppbv 

이상으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주요한 원인은 건식 침적 속도의 차이에 의한 

것이었다. 이는 지표면 저항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3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건식 침적 모수화 방법에 따른 지표 오존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생각되나, 아직 동아시아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 규모 대기화학 모형을 이용하여 건식 침적 

모수화 방안과 지면 사용 정보에 따른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지표 오존 농도와 오존 

건식 침적 속도를 모의하고 관측 자료를 이용해 적합한 건식 침적 모수화 방안을 

검증하였다.  

모의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규모 모형과 배출량, 화학장의 초기장과 

경계장, 모형 모수화 방법과 기상장을 2 장에 설명하였고 3 장에서는 선택한 건식 

침적 모수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4 장에서는 건식 침적 모수화 방안에 따른 

지표 오존 농도 모의 결과를 나타내고, 5 장에서는 지면 사용 정보에 따른 건식 

침적 속도의 변화와 지표 오존 농도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6 장과 

7 장에서는 모의된 건식 침적 속도와 지표 오존 농도를 관측 결과와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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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형 설명 

2.1  사용한 모형 

동아시아 지역에서 대류권 오존 농도 모의를 위해서 사용한 모형은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 - Chem (WRF-Chem) version 3.3 으로써 미국 

국립기상연구소 National Center Atmospheric Research (NCAR) 에서 개발된 

모형이다(Grell et al., 2005). 이 모형은 기상 모형인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 (WRF)모형에 화학물질을 모의할 수 있는 모듈을 추가하여 만든 모형이다. 

기상 모형에 화학 모듈을 첨가한 형태이기 때문에 기상장을 WRF-Chem 모형 

내에서 실시간으로 모의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상장과 화학장의 상호작용을 on-

line 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Chapman et al., 2009). 

화학 모형에 들어갈 배출량을 생성하는 모형으로는 건국대학교에서 개발한 

Sparse Matrix Operator Kernel Emissions-ASIA (SMOKE-ASIA)를 

사용하였다(Woo et al., 2011). 이 배출량 모형은 Community Modeling & 

Analysis System 에서 개발한 대기화학수송 모형인 Community Multiscale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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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CMAQ)모형(Byun and Ching, 1999)을 위해 개발한 배출량 모형 Sparse 

Matrix Operator Kernel Emissions 를 동아시아 지역에 맞게 개량한 모형이다. 

 

2.2 배출량 

SMOKE-ASIA 모형은 점, 선 그리고 면 배출원을 고려할 수 있고, 배출원의 

공간적 시간적 분포를 반영한 배출량을 생산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 사용한 

배출량은 Intercontinental Chemical Transport Experiment Phase-B 인벤토리 

자료에 기초하여 만들어졌다(Singh et al., 2006). SMOKE-ASIA 에서 배출량을 

만들때 화학 분화 메커니즘은 Carbon Bond 05 (CB05)을 토대로 하게 

되었다(Appel et al., 2007). WRF-Chem 에서 화학 분화 메커니즘으로 선택할 수 

있는 메커니즘들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SMOKE-ASIA 와 똑같이 CB05 를 

선택하지 못하고 가장 유사한 메커니즘인 Carbon Bond Mechanism version Z 을 

사용하였다(Zaveri and Peter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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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OKE-ASIA 배출량을 WRF-Chem 배출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단위 변환을 

포함한 배출 화학종의 변환을 시행하였다. 표 1 에 배출 화학종 변환표를 나타낸다. 

그러나 WRF-Chem 과 SMOKE-ASIA 의 화학 메커니즘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배출 화학종도 서로 완벽히 일치하지 않았다. SMOKE-ASIA 에서는 할당되지 

않은 휘발성유기화합물(NASN) 과 테르핀(TERP)이, WRF-Chem 에서는 

케톤(E_KET), 카르복실산(E_ORA2), 크레졸(E_CLS)이 서로 대응하는 배출 

화학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은 주요 배출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모의 결과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7

Table 1. Mapping table of emission species between SMOKE-ASIA and 

WRF-Chem. NASN, TERP, E_KET, E_ORA2, E_CLS have no 

corresponding pair. 

SMOKE-ASIA WRF-Chem SMOKE-ASIA WRF-Chem 

ALD2+ALDX E_ALD TOL E_TOL 

CO E_CO XYL E_XYL 

ETH E_OL2 ETHA E_ETH 

FORM E_HCHO ETOH E_C2H5OH 

ISOP E_ISOP IOLE E_OLI 

NH3 E_NH3 MEOH E_CH3OH 

NO E_NO NASN  

NO2 E_NO2 TERP  

OLE E_OLE  E_KET 

PAR E_PAR  E_ORA2 

SO2 E_SO2  E_C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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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화학장의 초기값과 경계값 

지역 규모 모형은 초기값과 경계값에 민감하다(Tang et al., 2009). 이번 

모의에서는 CMAQ 모형에서 사용하는 초기 조건과 경계 조건을 

사용하였다(ic/bc_profile_v7).  CMAQ 의 초기값, 경계값 생성 모듈은 위 두 

프로파일(ic/bc_profile_v7)의 값을 토대로 설정된 격자와 수직 층에 맞게 내삽하여 

초기값과 경계값을 생성한다. CMAQ 에서 초기값, 경계값을 생성할 때 사용한 

화학 분화 메커니즘으로 SMOKE-ASIA 배출량 변환 때와 마찬가지로 CB05 를 

사용했기 때문에 WRF-Chem 에 이 값들을 처방하기 위해서는 화학종이 변환이 

필수적이다. 표 2 에 화학종 변환을 나타내었다. CMAQ 화학종 중에 

과산화아세틱산(PACD), TERP 그리고 질산과산화아세틸(PANX)는 대응되는 

적당한 WRF-Chem 화학종을 찾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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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apping table of chemical species between ic/bc_profile_v7 

(CMAQ default initial and boundary condition profile) and WRF-Chem. 

PACD, TERP, PANX have no corresponding pair. 

ic/bc_profile_v7 WRF-chem ic/bc_profile_v7 WRF-Chem 

NO2 NO2 MGLY MGLY 

NO NO2 OPEN OPEN 

O3 O3 CRES CSL 

NO3 NO3 FORM HCHO 

OH HO ALD2 ALD 

HO2 HO2 PAR PAR 

N2O5 N2O5 OLE OLT 

HNO3 HNO3 TOL TOL 

HONO HONO ISOP ISO 

PNA HNO4 ETH OL2 

H2O2 H2O2 XYL XYL 

CO CO TERP  

SO2 SO2 ETHA ETH 

SULF SULF IOLE OLI 

PAN PAN ROOH OP2 

FACD ORA1 NTR ONIT 

AACD ORA2 C2O3 C2O3 

PACD  PANX  

MEPX OP1 NH3 N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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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모형 모수화 방법 

WRF-Chem 모의에 사용된 모형 모수화 방법을 표 3 에 나타내었다. 중심위치를 

북위 37.5 도 동경 120 도로 하여 람베르트 원뿔 도법을 이용해 수평으로 45km  

간격으로 가로 130 개, 세로 95 개의 격자로 이루어진 동아시아 영역을 설정했다. 

최고층의 기압을 50hPa 로 하여 에타 좌표계를 따르는 14 층의 수직층을 만들었다. 

장파 복사과정에는 Rapid radiative transfer model (Mlawer et al., 1997), 단파 

복사과정에는 Goddard 모수화 방법(Chou and Suarez, 1994)을 사용했다. 적운 

대류 모수화와 구름미세물리 모수화 방법으로는 각각 Grell-Dèvènyi (Grell and 

Dèvènyi, 2002) 와 Lin (Lin et al., 1983)을 사용했다. 또한 수직방향 혼합, 분산 

모수화 방법으로는 Eddy 분산 모수화 방법을 이용했다. 위 모수화 방법들은 

WRF 가 제공하는 많은 모수화 방안들 중에서 WRF-Chem 과 안정성있게 

실행되는 방안들이다. 그 외에 지표층 모수화와 지표면 모수화 그리고 행성경계층 

모수화 방법들은 WRF-Chem 에서는 제한된 모수화 방법만 사용 가능하다.  본 

모의에서는 각각 Monin-Obukhov (Monin and Obukhov, 1954), Unified 

National Centers for Envrionmental Prediction (NCEP) /NCAR/Air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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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ther agency scheme (Chen and Dudhia, 2001), Yonsei University Planetary 

boundary layer scheme (Hong et al., 2006)방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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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WRF-Chem simulation configuration. 

Feature Selected configuration 

Domain East Asia on 45 km grid with 14 layers 

Domain top 50hPa 

Initial and boundary conditions ic/bc_profile_v7 

Emission SMOKE-ASA (Only anthropogenic) 

Longwave radiation RRTM 

Shortwave radiation Goddard 

Microphysics Lin (Purdue) 

Cumulus parametrization Grell-Devenyi 

Vertical diffusion Eddy 

Chemical mechanism CBMZ 

Surface layer physics Monin-Obukhov 

Land surface model Noah 

Planetary boundary layer YSU 

Photolysis Fas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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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기상장 

기상장을 모의하기 위한 초기값과 경계값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WRF 

Preprocessing System (WPS)에서 Gridded binary 형식으로 된 자료동화 재분석 

기상장을 설정한 모의 영역에 맞게 수평, 수직 내삽해 주어야한다. 이 모의에서는 

NCAR 에서 제공하는  NCEP Final Operational Model Global Tropospheric 

Analyses, continuing from July 1999 (ds083.2)자료를 사용하였다. 

 

 

 

 

 

 

 

 



 14

3. 건식 침적 과정 

3.1 건식 침적 

건식 침적 과정이란 난류에 의해서 화학 물질이 지표면에 부딪혀 지표에 

흡착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대기 화학 수송 모형에서 화학 물질에 대한 건식 

침적율은 건식 침적 속도를 도입하여 농도와의 곱으로 표현 할 수 있다. 

F = vdC  (1) 

식 (1)에서 는 화학물질의 건식 침적 속도를 의미하고 �는 농도를 의미한다. 

대기화학 수송 모형에서는 건식 침적 속도를 공기역학적저항( Ra ), 준층류저항( Rb ) 

그리고 지표면 저항( Rc)의 합의 역수로 계산하는 저항 유사법을 사용하고 있다. 

vd =
1

Ra + Rb + Rc  
(2) 

식 (2)에서 건식 침적 속도는 세 저항의 합의 역수로 표현되기 때문에 세 저항중 

가장 큰 값을 가지는 저항에 의해서 값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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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용한 건식 침적 모수화 방법 

본 연구에서는 WRF-Chem 의 기본 설정인 Wesely (1989)가 제안한건식 침적 

모수화 방안(앞으로 Wesely 방안이라 칭한다) 과 CMAQ 의 기본 설정(CMAQ 

기상장 변환 모듈인 Meteorology-Chemistry Interface Processor version 3.3 

(Otte and Pleim, 2010)사용)인 Pleim et al. (2001)이 제안한 M3DRY 건식 침적 

모수화 방안(앞으로 M3DRY 방안이라고 칭한다)을 WRF-Chem 에 적용해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Allen et al., 2009). 각각의 모수화 방법에서 공기역학적 저항, 

준층류 저항 그리고 지표면 저항을 모수화 하는 방식이 달라 건식 침적 속도에 

차이를 일으킨다. 

 

3.3 공기 역학적 저항 

공기 역학적 저항은 Monin-Obukhov 의 상사 이론에 따라 만들어진 안정도 

보편 함수를 이용해서 표현될 수 있다. 이 안정도 보편 함수는 모든 화학종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며 대기 상태의 안정도 유무에 따라 그 식이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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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 =
1

ku*

fh (z )
zz0

z 1

ò dz  (3) 

식 (3)에서 는 Von-Karman constant 로 보통 0.35 에서 0.4 사이의 값을 

가지며,u*는 마찰 속도, z1는 건성침적속도 계산 고도, z0 는 지표 거칠기 길이로 

지면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z 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이고, fh (z ) 는 안정도 보편 

함수 그리고 z 는 부력 파라미터로 z 를 Monin-Obukhov 길이로 나눈 값이다. 

Wesely 방안과 M3DRY 방안 모두 이 공기 역학적 저항값은 M3DRY 방안이 

대기가 매우 안정한 상태일때 z-less scale 방안을 적용하는 것 빼고는 안정도 

보편함수에서 미세한 계수 차이 말고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4 준층류 저항 

준층류 저항은 분자 확산에 의해서 발생하는 저항값을 의미하며 Wesely  방안과 

M3DRY 방안 모두 동일한 수식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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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 =
2(Sc / Pr)2/3

ku*

 (4) 

식 (4)에서 Sc 는 Schmidt number 로 점성(운동량) 분산율을 질량 분산율로 

나눈 값이다. Pr 는 Prandtl number 로 점성(운동량) 분산율을 열 분산율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Wesely 방안과 M3DRY 방안은 Sc, Pr 값에서 미세한 차이를 

나타낼 뿐 그 값은 거의 같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5 지표면 저항 

Wesely 방안과 M3DRY 방안 차이의 대부분은 지표면 저항 차이에 기인한다. 

지표면 저항은 지표면의 고유한 상태를 의미하는 저항으로 화학 물질이 지표면에 

부딪히는 순간 흡착되거나 다시 튕겨져나갈 수 있는데,  지표면이 화학 물질을 잘 

흡수할 수록 지표 저항의 값은 작게 할당될 것이다. 지표면 저항값은 지표면의 여러 

상태에 의존한다. 지표면 습도나 비와 눈의 유무, 온도와 같은 기상 변수에 

결정되거나 지표면 식생의 종류와 잎면적지수 그리고  엽육, 기공, 잎의 특성과 

같은 식생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요소도 있다. 만일 지표면위에 식생이나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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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요소(습도, 이슬, 눈, 비)가 없이 표면이 노출되면 지표면 자체의 특성이 지표면 

저항값을 결정할 것이다. 

 

1
Rc

= 1
Rsm

+ 1
Rcut

+ 1
Rdc + Rcl

+ 1
Rac + Rgs  

 (5) 

1
Rc

= fveg ( 1

Rs

DH2O

Dx

+ Rm
1

LAI

+ (1-D) LAI
Rcut

+D LAI
Rwetcut

+ 1

[(1-D)
Rgnd

+ D
Rgw

]+ Rinc

) 

+ (1- fsnow )(1- fveg )((1-D)
Rgnd

+ D
Rgw

)+ fsnow ((1-Ds )
Rsnow

+ Ds

Rsndiff + Rgw

) (6) 

식 (5)와 식 (6)은 각각 Wesely 와 M3DRY 방안에서 지표면 저항이 계산되는 

방법이다. 각 항에 대해서 뒤에서 설명한다. 

 

3.5.1 식생에 의한 지표면 저항 기여 

식생에 의한 지표면 저항은 잎 표면을 덮고 있는 cuticle (각피)에 의한 저항과 

잎의 stomata (기공)와 mesophyll (엽육)에 의해 결정된다. 각피에 이슬이나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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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에 따라 저항값이 달라지며 지표온도와 습도 그리고 태양 복사에 의해서 

기공의 열리고 닫힘이 조절되어 저항값이 결정된다. 

 

3.5.2 기공 저항과 엽육 저항 

Rs = Ri{1+[200(G + 0.1)-1]2}{400[Ts (40-Ts )]
-1}  (7) 

Rm = (H * / 3000+100 f0 )-1 (8) 

Rsm = Rs

DH2O

Dx

+ Rm  (9) 

식 (7), (8), (9)는 Wesely  방안에서 기공저항( Rs ), 엽육 저항( Rm )을 구하는 

방법이다. 식 (7)에서 Ri 는 지면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계수, G 는 태양 복사(단위: 

W m-2 )이고Ts는 지표 온도(단위: 섭씨)이다. 식 (8)에서 H * 는 유효 헨리 법칙 

상수(오존의 경우 H * 은 0.01 이다)이고 f0 는 생명 물질 산화 반응 계수이다(오존의 

경우 f0 은 1 이다). 식 (9)로 기공 저항과 엽육 저항이 계산된다. DH2O
, Dx 는 각각 

물과 x 물질의 분자 확산도이다(오존의 경우 두 확산도 비율값 ( DH2O
/ Dx )은 1.6 

정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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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3DRY 방법에서 기공 저항과 엽육 저항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Rsm = Rs

DH2O

Dx

+ Rm
1

LAI
 (10)  

식 (10)은 식 (9)와 거의 같다. LAI 는 leaf area index 로 잎 면적 지수이다. 

기공저항을 구하는 Rs 모수화 방법에서 복잡한 식을 따르게 된다(Noilhan and 

Planton, 1989). 

오존에 대해서 M3DRY 경우에 엽육 저항은 0 s m-1 으로 주어지고 Wesely 의 

경우에도 엽육 저항값은 0.01 s m-1 정도로 매우 작게 주어진다. DH2O
/ Dx 인 분자 

확산도 비율값도 두 모수화 방법이 거의 같기 때문에 기공 저항을 구하는 식의 

차이가 두 모수화 방법의 큰 차이를 불러오게 된다. 기공 저항을 구하는 방법에서 

두 모수화 방법이 고려하는 요소가 다르나 M3DRY 방안에서는 LAI 로 나누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낮은 값을 나타낸다. 하지만 식 (6)에서 보듯이 

1 보다 작은 식생 분율(� )이 곱해지면 지표면 저항의 기여도가 줄어들어 

오히려 Wesely 방안이 더 낮은 기공 저항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작은 

값을 가지는 기공 저항은 낮 동안에 지표면 저항을 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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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각피 저항 

Rcut = Rlu(H * /100000+ f0 )-1 + Rice  (11) 

Rice =1000exp[-Ts - 4] (12) 

Rcut = [ 1
3Rlu

+10-7 H * + f0

RcutO3

]-1 (13) 

RcutO3
= [ 1

3000
+ 1

3Rlu

]-1(14) 

RcutO3
= [ 1

1000
+ 1

3Rlu

]-1 (15) 

식 (11)부터 식 (15)는 Wesely 방안에서 각피 저항을 나타낸다. Rice은 얼음이 

있을 때의 표면 저항값을 의미한다. 식 (11)은 이산화질소와 오존에 대한 기준값을 

Rlu 으로 상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유효 헨리 법칙 상수와 생명 물질 산화 반응 

계수를 토대로 각 화학물의 대한 각피 저항을 계산하게 된다. 각피에 이슬이 있거나 

빗방울이 있다면 식 (13) 을 사용하고, 오존의 경우는 각피에 이슬이 있을 때는 식 

(14), 빗방울이 있을 때는 식 (15)를 적용한다. 

(1-D) LAI
Rcut

+D LAI
Rwetcut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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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ut = 3000 a
a0

(17) 

Rwetcut =
125000
H *RTw

 (18) 

Rwetcut =1250  (19) 

Rwetcut =1000 a
a0

= Rsnow  (20) 

식 (16)부터 식 (20)까지는 M3DRY 방법일때 각피 저항이다. D는 각피의 습한 

정도를 나타낸다. 각피가 건조할때는 식 (17)를 사용하고 습할 때는 식 (18)를 

사용하며( R는 이상기체 상수, Tw는 이슬점 온도이다), 오존의 경우 습할 때는 식 

(19)을 사용한다. 표면 온도가 섭씨 0 도 이하이면 식 (20)로 모수화된 식을 

사용한다. 이 값은 Rsnow 로 표면이 눈으로 덮혀 있을 때의 저항값과 같다. �는 

반응성, a0 는 기준 반응성으로 8 이란 값을 가진다. 

오존의 경우 Wesely 와 M3DRY 방안 모두 각피 저항을 구하는 식은 다르나 

가장 작은 저항값이 지표면 저항을 결정하는 병렬연결의 특성상, 큰 값을 가지는 

각피 저항은 지표면 저항값 결정에 기여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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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식생층 내 저항 

Rdc =100[1+1000(G +10)-1](1+1000q )-1  (21) 

Rcl = [ H *

105 Rcls

+ f0

Rclo

]+ rice (22) 

Wesely 방안에서 식생층 내 저항은 식 (21)과 식 (22)로 표현된다. 식 (21) 은 

지면이나 식생에 태양광으로 부력이 존재하거나 경사진 언덕의 식생층을 바람이 

통과할때 생기는 저항이다. q 는 지면이 기울어진 정도를 호도로 표현한 것인데 

현재 WRF-Chem 안에는 0 으로 주어져 있다. 식 (22)는 잎, 가지, 나무의 줄기 

등에 의해 생기는 저항이다. Rcls , Rclo  는 각각 이산화황과 오존의 경우에 관측된 

기준 저항값이다. 

Rinc =
14LAI10z0

u*

(23) 

M3DRY 방안에서는 식 (23)으로 주어진다. 캐노피층내에서 공기역학적 저항을 

모수화한 식이다. 10z0 은 식생층의 높이로 간주할 수 있다. 식생층 내 저항은 

식생의 의한 저항과 표면 노출의 의한 저항값을 보완해 주는 역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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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표면 노출에 의한 저항 

Rgs = [ H *

105 Rgss

+ f0

Rgso

]+ rice  (24) 

식 (24)는 표면이 노출되었을때 Wesely 방안에서의 저항값이다. 이 식의 형태는 

식 (22)와 유사하다. Rgss , Rgso 는 각각 이산화황과 오존의 경우에 관측된 기준 

저항값이다. �는 식생 높이와 밀도에 관련된 항으로 지면 종류에 따라 할당된다. 

Rgnd =1000 a
a0

 (25) 

Rgw =
25000

H *
 (26) 

식 (25)는 M3DRY 방안에서 수체를 제외한 표면이 노출되었 경우의 저항값을 

모수화한 식이다. 식 (26)은 표면이 물로 덮혀 있을때 적용할 수 있는 식이라고 볼 

수 있다. 

Rc = Rwater =
(Sc
Pr

)2/3

k(rair / rwater )1/2 H *RTwu*

 (27) 

표면이 바다나 호수와 같이 완전한 수체라면 식 (27)과 같은 식을 적용하게 된다. 

여기에서rair / rwater 는 공기와 물의 밀도의 비이다. 표면 노출에 의한 저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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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 저항의 영향이 없는 밤동안에 지표면 저항값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많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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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식 침적 모수화 방법에 따른 동아시아 지역의 지표 

오존 농도 

WRF-Chem 을 이용해 2004 년 3 월 31 일 부터 5 월 31 일까지 모의를 

수행하였다. 4 월 한달간을 Spin up time 이라고 상정하고 실제 5 월 한달간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5 월을 선택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한반도에서 5 월경에 지표 

오존이 가장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WRF-Chem version 3.3 을 기준으로 

Wesely 건식 침적 모수화 방안 중 각피 저항 부분의 공식 오류를 바로잡고 식생이 

없는 곳에서 식생 저항값이 반영되는 모순적인 부분과 �의 상한 제한을 수정한 

뒤 모형을 돌렸다. 

그림 1a 는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USGS)지면 사용 정보이다. 

표 4 에서 각 분류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시하였다. USGS 지면 사용 정보에 

따르면 한국에는 사바나형태의 식생이 대부분을 뒤덮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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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 USGS 24-category land use data in WRF-Chem domain. (b) 

IGBP-Modified MODIS 20-category land use data converted to USGS 

24-category land use categories in WRF-Chem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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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USGS 24-category land use categories. 

Land Use Category Land Use Description 

1 Urban and Built-up Land 

2 Dryland Cropland and Pasture 

3 Irrigated Cropland and Pasture 

4 Mixed Dryland/Irrigated Cropland and Pasture 

5 Cropland/Grassland Mosaic 

6 Cropland/Woodland Mosaic 

7 Grassland 

8 Shrubland 

9 Mixed Shrubland/Grassland 

10 Savanna 

11 Deciduous Broadleaf Forest 

12 Deciduous Needleleaf Forest 

13 Evergreen Broadleaf 

14 Evergreen Needleleaf 

15 Mixed Forest 

16 Water Bodies 

17 Herbaceous Wetland 

18 Wooden Wetland 

19 Barren or Sparsely Vegetated 

20 Herbaceous Tundra 

21 Wooded Tundra 

22 Mixed Tundra 

23 Bare Ground Tundra 

24 Snow or 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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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 는 Wesely 방안을 적용한 오존의 건식침적속도의 5 월 평균값을 나타낸다. 

오존의 건식 침적 속도는 해양에서 낮고 육지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낸다. 또한 중국 북동부에서 중국 내륙지역으로 이어지면서 오존 건식 침적 

속도가 강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오존 건식침적 속도의 육지간 차이와 

지역마다의 차이는 그림 1a 에서의 지면 사용 정보의 형상과 매우 흡사하다 이는 

건식 침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저항값은 지표면 저항인 것을 보여준다. 해양에서 

건식 침적 속도가 낮은 이유는 식생이 없기 때문으로 기공과 엽육, 각피에 의한 

저항값이 존재하지 않아 해면 노출에 의한 큰 저항값이 건식 침적 속도 계산에 

반영된다. 육지에서 건식 침적 속도의 차이는 지면 사용 정보에 따른 식생의 종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Wesely 방안에서는 24 종의 USGS 분류를 다시 11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다루고 있다. 각 항목마다 서로 다른 저항 계수가 할당되고, 

지표면 저항의 값이 변해 건식 침적 속도가 달라지게 된다. 

그림 2b 는  Wesely 방안을 적용하였을 때, 지면 오존 농도의 5 월 평균값이다. 

오존 농도의 분포를 살펴보면, 고도가 높은 중국 서부 지역을 제외하면 중국의 

풍하측 지역인 황해, 남해를 포함해서 한국과 일본 서남부에서 높은 값을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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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 볼 수 있다. 이것은 동아시아 주 배출원인 중국 동부에서 생성된 오존이 황해와 

남해를 거쳐 한국과 일본으로 수송되는 것을 의미한다. 봄철은 계절풍의 영향이 

약하기 때문에 서쪽에 있는 중국의 오존이 한국과 일본으로 잘 수송될 수 있다. 

특히 이동성 고저기압이 있을때 이런 현상은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 (Oh et al., 

2010). 중국 해안가의 홍콩, 상해와 한국의 서울, 일본의 오사카 같은 대도시에서는 

오존의 전구 물질인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많이 배출되지만 질소 산화물인 

일산화질소와 이산화 질소 (NO + NO2 = NOx) 가 많이 배출되어 NOx 에 의한 

적정반응으로 오존이 지역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2c 는 M3DRY 방안을 적용한 오존의 건식침적속도의 5 월 평균값이다. 

Wesely 방안과 마찬가지로 해양에서 낮고 육지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인다. Wesely 방안보다 오존의 건식침적 속도의 차이가 크게 보이지 않는데 

이것은 M3DRY 방안에서 오존의 건식침적 속도를 더 낮게 모의하기 때문이다. 

평균 건식침적 속도의 차이는 그림 2e 에서 0.14 cm s-1 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M3DRY 방안의 평균값 0.10 cm s-1 의 1.4 배에 이르는 차이로, Wesely 방안을 

채택했을 때 모의에서 건식 침적 과정에 의해 오존이 2.4 배 많이 소멸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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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Wesely 방안의 건식 침적 속도가 높지만 앞서 그림 

2a 에서 본 것과 유사하게 중국 북동부에서 중국 내륙으로 이어지면서 그 차이가 

뚜렷하게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양상은 지면 사용 정보의 양상과도 유사하다. 

두 건식침적 모수화 방안의 차이는 지면 사용 정보와 관련한 지표면 저항의 차이인 

것을 보여준다.  

그림 2d 는  M3DRY 방안을 사용하였을때 지면 오존 농도의 5 월 평균값이고, 

그림 2f 은 M3DRY 방안과 Wesely 방안을 채택했을때 지면 오존 농도의 5 월 

평균값의 차이이다. M3DRY  방안의 평균 지면 오존 농도값은  Wesely 방안 

모의보다 큰 값을 보인다. 모의된 오존의 극값은 황해에서 나타나고 그 값은 거의 

70ppbv 에 이른다. 육지의 건식침적 속도의 값이 크지 않기 때문에 소멸하는 

오존의 양이 적어서 Wesely 모의와 다르게 육지에서도 상당히 높은 지면 오존 

농도를 보여준다. 평균적으로 높은 지면 오존 농도로 인해서 NOx 의 배출이 많은 

도시지역에서의 NOx 적정이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그림 2f 의 두 건식 침적 모수화 방안에 따른 지표 오존 농도의 차이에서는 

황해와 동해 그리고 북해도까지 지표 오존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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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주요 배출원이 해안가에 있어 생성된 오존이 풍하측으로 전달되기 때문이다. 

해양에서의 건식 침적 속도는 육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지만 해양 위에서는 건식 

침적 외의 특별한 오존 소멸 과정이 없어 풍하측에서 오존은 크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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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 Average dry deposition velocity of ozone in May 2004 with 

Wesely. Average value is 0.24 cm s-1. (b) Average concentration of 

surface ozone with Wesely. Average value is 36.0 ppbv. (c) Average d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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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osition velocity of ozone with M3DRY. Average value is 0.10 cm s-1. 

(d) Average concentration of surface ozone with M3DRY. Average value 

is 41.6 ppbv. (e) Difference between average dry deposition velocity of 

ozone with M3DRY and that with Wesely. Average value is 0.14 cm s-1. 

(f) Difference between average concentration of ozone with M3DRY and 

that with Wesely. Average value is 5.6 ppb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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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ely 와  M3DRY 방안은 건식침적양으로는 해양에서 차이가 크다. Wesely 

의 해양에서의 지표면 저항값 (2000 s m-1)을 M3DRY 에 이식하고 모형을 

같은기간 돌린 결과 그림 3b 에서 보듯이 규준 실험에 비해 해양에서 평균 오존 

농도가 매우 많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육지에서 오존 농도의 차이는 육지의 

건식 침적 속도 차이와 공간상 분포에 변이가 존재한다. 바람에 의한 오존의 수송 

및 배출원의 의한 적정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높은 배출원이 

있는 대도시에서는 적정 효과로 오존 농도의 차이가 거의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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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 Difference between average dry deposition velocity of ozone 

in May 2004 with M3DRY changing sea surface resistance of Wesely 

and that with M3DRY. (b) Difference between average concentration of 

surface ozone with M3DRY changing sea surface resistance of Wesely 

and that with M3DRY scheme. 

 

 

 

 

 

 

 



 37

5. 지면 사용 정보가 동아시아 오존 건식 침적 속도에 

미치는 영향 

WPS 에서  지면 사용 정보로 USGS 자료 뿐만 아니라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자료도 사용할 수 있다. 건식 침적 과정 

모수화 방안은 USGS 24 개 항목에 맞추어 작성되었기 때문에 MODIS 자료를 

USGS 형식에 맞게 변환이 필요하다. MODIS 자료는 20 개의 항목을 가지고 있어 

관련도에 따라 MODIS 자료를 USGS 항목에 대응시켰다. 이는 표 5 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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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apping table of land use categories between USGS 24-

category land use categories and IGBP-Modified MODIS 20-category 

land use categories. 

MODIS USGS MODIS  USGS  

Evergreen Needeleleaf Forest Evergreen Needleleaf 1 14 

Evergreen Broadleaf Forest Evergreen Broadleaf 2 13 

Deciduous Needleleaf Forest Deciduous Needleleaf Forest 3 12 

Deciduous broadleaf Forest Deciduous Broadleaf Forest 4 11 

Mixed Forest Mixed Forest 5 15 

Closed Shrubland Shrubland 6 8 

Open Shrubland Mixed Shrubland/Grassland 7 9 

Woody Savanna Savanna 8 10 

Savanna Savanna 9 10 

Grassland Grassland 10 7 

Permanents Wetland Herbaceous Wetland 11 17 

Cropland Irrigated Cropland and 

Pasture 

12 3 

Urban and Built-up Urban and Built-up Land 13 1 

Cropland /Natural Mosaic Cropland/Grassland Mosaic 14 5 

Snow and Ice Snow or Ice 15 24 

Barren or Sparsely Vegetated Barren or Sparsely Vegetated 16 19 

Water Water Bodies 17 16 

Wooded Tundra Wooded Tundra 18 21 

Mixed Tundra Mixed Tundra 19 22 

Barren Tundra Bare Ground Tundra 2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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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b 는 USGS 항목으로 변환시킨 MODIS 지면 사용 정보이다. USGS 자료 

정보와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은  중국 내륙 북부에 혼합 툰드라 지역이 관목 

지역으로 변한것과 중국 남부의 작물, 풀, 관목, 사바나,  낙엽 활엽수림과 한국의 

사바나가 혼합림으로 된 것과 홍콩, 상해, 서울, 도쿄 등 대도시에 도시 및 빌딩 

지면 사용 정보가 할당되었다는 점이다. 

그림 4a 과 4c 은 각각 Wesely 방안과 M3DRY 방안에서 USGS 지면 사용 정보 

대신 MODIS 지면 사용 정보를 사용했을 때 오존 건식 침적 속도와 기존의 USGS 

지면 정보를 사용했을 때의 오존 건식 침적 속도의 5 월 월평균 차이를 본 것이다. 

그림 4a 에서 오존 건식 침적 속도는 중국 내륙 북부와 중국 남부에서 MODIS 

자료를 사용할 때 감소하는데 이는 Wesely 방안 내의 지면 사용 정보(11 가지로 

나뉜다) 가 유형 6 에서 유형 3 으로 바뀌면서 기본 입력되는 기공 저항 계수가 

커졌기 때문이다. 반대로 그림 4c 에서는 M3DRY 방안의 경우 혼합림으로 바뀐 

중국 남부 지역과 한반도에서는 건식 침적 속도가 증가하는데 이것은 각 USGS 

지면 사용 정보 항목마다 지정된 잎 면적 지수가 혼합림인 경우는 높아서 기공 

저항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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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S 지면 사용 정보에 따른  지표 오존 농도의 변화를 Wesely 방안과 

M3DRY 방안인 경우를 그림 4b 와 그림 4d 에 도시하였다. 건식 침적 속도 

변화도와 유사한 공간 분포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Wesely 방안의 경우 

중국 내륙 북부와 남부에서 오존이 증가하고, M3DRY 방안은 중국 내륙 남부에서 

오존이 감소한다. 두 건식 침적 모수화 방법 모두 홍콩, 상해, 서울 도쿄 등 

대도시에서 오존 농도가 증가한다. 그 이유는 MODIS 지면 사용 정보에서 이들 

지역을 도시 및 건물 지면 사용 정보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지면 사용 정보가 도시 

및 건물이 되면 작은 잎 면적 지수와 큰 기공 저항 계수가 할당되어 기공 저항이 

올라가 건식 침적 속도가 낮아진다. 면적은 크지 않으나 오존의 전구 물질 배출원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의 오존 농도는 풍하측 오존 농도에도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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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a) Difference between average dry deposition velocity of ozone 

in May 2004 with Wesely using MODIS land use data and that with 

Wesely using USGS land used data. (b) Difference between average 

concentration of surface ozone with Wesely using MODIS land use data 

and that with Wesely using USGS land used data. (c) Difference between 

average dry deposition velocity of ozone with M3DRY using MODIS 

land use data and that with M3DRY using USGS land used data. (d) 

Difference between average concentration of surface ozone with M3DRY 

using MODIS land use data and that with M3DRY using USGS land 

us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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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식 침적 속도와 관측과의 비교 

NCAR 의 Atmospheric Chemistry Division 에서 Manitou Forest Observatory   

(MFO)에서 관측된 Bio-hydro-atmosphere interactions of Energy, Aerosols, 

Carbon, H2O,Organics & Nigrogen-Rocky Mountain Organic Carbon Study 

(BEACHON-ROCS)자료를 이용하여 건식 침적 속도를 산출하였다. 관측 지점은 

서경 105.10250°, 북위 39.10065°에 있으며 2010 년 8 월 7 일 부터 31 일까지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건식 침적 속도를 구하는 방법은 Tsai et al. 

(2010)의 방법을 참고하였다. 상사 이론에 가정하여 경도 방법을 사용하면 건식 

침적 속도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Baldocchi et al., 1988). 

  ∗∗ (28) 

c* = kDc / [ln((z2 - d0 ) / (z1 - d0 ))-Yh ((z2 - d0 ) / L) 

+Yh ((z1 - d0 ) / L)]  (29) 

vd = F / c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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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8) 에서 ∗는 마찰속도이고(m s-1), 식 (29)에서 c*는 에디 밀도(mg m-

3)이다. k 는 폰 카르만 상수(0.4)이고, z2, z1 는 관측된 높이로 각각  25m, 12m 

이다. Dc는 z2, z1 에서 관측된 농도의 차이, d0 는 영면 변위이고, L 은 Monin-

obukhov 길이이다. 적분된 안정도 함수인 Yh 는 Businger et al. (1971)의 수식을 

도입하였다. 오존 속 값(F)을 구하여 z2 에서 관측된 오존 농도로 나누면 건식 침적 

속도를 구할 수 있다. 

오존 건식 침적 속도 관측값을 구할때 가정은 각각의 층에서 오존 농도를 구할때 

필요한 기상변수가 12m (z1), 25m (z2)가 아닌 14.1m 27.8m 의 자료를 사용하였고, 

마찰속도와 Monin-Obukhov 길이는 25.3m 에서 구해진 값을 사용하였다.  

신뢰성 있는 건식 침적 속도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관측되는 오존의 

건식 침적 속도(0.0 ~ 2.0 cm s-1)외의 구간에 속하는 건식 침적 속도의 값은 

제외하였다. 관측 지점에서의 식생 높이(h)의 값은 15m 이지만 식생 높이에 

선형적인(d0=a*h)영면 변위의 선형계수(a)의 변동성은 0.55 ~ 0.78 정도로 매우 

큰 편이기 때문에(Garratt, 1994; Lovett and Reiners, 1986; Perrier, 1982), 이에 

대한 민감도 분석도 같이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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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에서 오존의 건식 침적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람베르트 원뿔 도법으로중심 

위치가 서경 105.074°, 북위 39.072°의 30km  간격인 가로 18 개 세로 15 개의 

격자를 만들어 건식 침적 속도를 구하였다. 비교 결과를 그림 5 에 나타내었다. 

검은 선으로 표현된 관측 값과 비교해 볼때, 빨간색 선으로 표현된 Wesely 방안이 

관측의 변동성을 잘 모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에 비해서 M3DRY 방안은 

건식 침적 속도를 낮게 모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침에 오후에 건식 침적 

속도의 높은 관측값도 Wesely 방안은 잘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낮 

동안의 건식 침적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공 저항값이 Wesely 방안인 경우에 더 

적합한 값이 산출되기 때문인 것이다. 다만 밤시간의 매우 낮은 건식 침적 속도는 

상대적으로 작은 지표면 저항을 가지는 Wesely 방안에서는 모의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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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Comparison between model simulation and observation of dry 

deposition velocity.  Black cross line is observation when zero 

displacement height equals 0.55h, black diamond line is observation 

when zero displacement height equals 0.66h, black asterisk line is 

observation when zero displacement height equals 0.78h, red triangle line 

is model value with Wesely, and green rectangle is model value with 

M3D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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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측과 모의된 지표 오존 농도의 비교 

한국 국립환경과학원 한반도 지표 오존 관측자료와 일본 지역의 Acid 

Deposition Monitoring Network in East Asia (EANET) 지표 오존 관측자료를 

각각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지표 오존 관측 자료 간주하였다. 사용한 데이터의 

기간은 2004 년 5 월 한달로 모형의 모의기간과 일치한다. 국립환경과학원 자료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하루 동안 기기의 결함으로 결측되거나 농도가 낮아 0 으로 

관측된 횟수가 25% 이하인 자료만 사용하였다. 또한 200 여개에 이르는 관측 

지점중 지표 오존을 잘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7 개의 특별,광역시(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인천, 울산)를 선정하였다. EANET 자료는 동아시아 지역에 여러 

관측 지점이 있지만 시간마다 오존 농도 관측을 하는 9 개 지역(Banryu, Happo, 

Hedo, Ogasawara, Oki, Rishiri, Sadoseki, Tappi, Yusuhara)에 대해서 모형과 

비교를 수행하였다. 

 그림 6a 는 한국에서의 시간 평균 지표오존 농도 일변화를 본 것이고 그림 6b 는 

EANET 시간 평균 지료오존 농도 일변화를 그린 그래프이다. 붉은 가위 모양 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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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S 지면 정보 자료와 M3DRY  모의이고, 주황 세모 모양 선이 USGS 지면 

정보 자료와 M3DRY, 하늘색 마름모양 선은 MODIS 지면 정보 자료와 Wesely 

모의를 의미하고 초록색 십자가 선은 USGS 지면 정보 자료와 Wesely 모의를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모형이 관측값(검은 동그라미)보다 높게 모의하는 것을 알 

수 있고 EANET 에서는 모형이 관측값보다 낮게 모의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MODIS 지면 사용 자료를 사용한 모의가 USGS 지면 사용 정보를 사용한 

모의보다 오존을 조금 더 많이 모의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결과 한국 관측 

비교에서는 과대 모의가 나타나고 EANET  관측과 비교에서는 관측값에 좀 더 

가까워 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오존의 건식 침적의 효과는 전반적으로 모형 

모의 영역내 지표 오존 농도를 평행이동 하는 효과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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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a) Diurnal variations of hourly average concentration of 

surface ozone on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NIER) 

Korean observation sites. Black circle indicates observation on NIER 

observation sites, green cross indicates simulation with Wesely scheme 

using USGS land use data on NIER observation sites, blue diamond 

indicates simulation with Wesely scheme using MODIS land use data on 

NIER observation sites, orange triangle simulation with M3DRY scheme 

using USGS land use data on NIER observation sites and red scissors 

shape simulation with M3DRY scheme using MODIS land use data on 

NIER observation sites. (b) Diurnal variations of hourly average 

concentration of surface ozone on EANET Japanese observation sites. 

Categories are same with the case of NIER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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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론 

WRF-Chem 을 이용해 서로 다른 두 건식 침적 모수화 방법인 Wesely 와 

M3DRY 를 사용하여 지면 오존을 모의하였다. 두 모수화 방안이 오존 건식 침적 

속도를 다르게 모의해 지표 오존 농도를 달리 모의하게 된다. 두 건식 침적 모수화 

방법 모두 저항 유사법을 이용해서 건식 침적 속도를 구하게 되는데, 공기 역학적 

저항과 준층류 저항은 그 값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차이의 

원인은 지면 저항값에 있으며 지면 저항 구성 요소 중에 낮 시간동안의 모의에서는 

기공 저항이 큰 영향을 차지하고  밤 시간동안에서의 모의에서는 지표면 노출에 

의한 저항이 큰 영향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esely 방안이 모의 격자 

대부분 지역에서 M3DRY 방안보다 높은 건식 침적 속도를 보인다. 이는 낮 

시간동안의 경우에 Wesely 방안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공 저항을 보이기 때문이다. 

M3DRY 방안의 기공 저항값도 Wesely 방안보다 크지는 않지만 지표에서 식생 

분율의 값이 상당히 낮아 기공 저항이 지면 저항에 기여하는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면 저항이 Wesely 보다 상대적으로 큰 값을 나타나게 한다. 밤 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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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기공 저항에 의한 부분은 줄어들고 지표면 노출에 의한 저항값이 주를 이루게 

되는데, Wesely 방안의 경우 이 값이 M3DRY 방안 보다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밤 시간에도 건식 침적 속도가 M3DRY 방안 값 보다 크게 나타난다. 식생이 없는 

바다 표면에 경우 오존은 수체에 잘 녹지 않지만 바다 위에서 오존의 소멸 과정은 

대부분 건식 침적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에 저항값을 크게 모의하고 있는 M3DRY  

방안을 채용한 모의가 낮은 건식 침적 속도로 인하여 높은 지표 오존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수체 위의 오존에 대한 지표 저항을 Wesely 방안으로 바꾼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지표 오존이 Wesely 방안 정도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면 사용 정보를 USGS 에서 MODIS 으로 바꾼 민감도 분석에서는 지면 

사용 정보 변화와 잎 면적 지수의 변화로 지표면 저항이 변하게 되어 건식 침적 

속도가 변하게 되었다. 특이할 사항은 MODIS 자료를 이용한 경우 건물 및 도시 

정보 유형의 지면이 늘어나게 되어 도심 지역에서 건식 침적 속도가 급감해 

풍하측에 오존농도를 높이는 결과를 보여준다. MFO 에서 관측한 오존의 연직 

분포를 통해서 오존의 건식 침적 속도를 구할 수 있었다. 영면 변위의 변동폭이 큰 

것을 고려해 민감도 분석을 시행하여 나온 오존의 건식 침적 속도와 모형의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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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한 결과 Wesely 결과가 관측 결과과 더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표면 오존 농도를 국립환경부 자료와 EANET 자료와 비교한 결과 한국 

관측 지점에서는 Wesely  방안과 유사하고 일본의 경우에는 M3DRY 방안과 

유사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지표 오존 농도 결정에는 건식 침적 말고도 배출량, 

기상장, 화학 메커니즘등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관측과 모형의 모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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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s of dry deposition on 

ozone cocentration in surface air 

over 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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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zone, one of key air pollutants, affects human health and vegetation growth 

in surface air where its concentrations are determined by complex NOx-VOC 

photochemistry and loss processes.  We use a 3-D regional atmospheric 

chemistry transport model (WRF-Chem) to understand processes determ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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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zone in East Asia, in particular, focusing on the dry deposition process that 

has a large uncertainty because of insufficient observational and numerical 

studies in East Asia. Here we compare two widely used dry deposition 

parameterization schemes: Wesley versus M3DRY schemes used in WRF-

Chem and CMAQ models, respectively. Simulated dry deposition velocities with 

those two schemes under the identical meteorological conditions show 

considerable differences such that the M3DRY computes lower dry deposition 

velocity than that of the Wesely scheme. This discrepancy is due to the 

parameterization of surface resistance dependent on surface types. A 

comparison of the simulated versus observed dry deposition velocity at a 

BEACHON-ROCS site in the United States shows that simulated values with 

the Wesley scheme are relatively in good agreement with observations in 

reproducing diurnal variation. We conduct sensitivity simulations by changing 

from USGS land use information to MODIS land use information to understand 

the sensitivity of ozone simulations to the surface condition. Changes in 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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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index and areas of urban and building type result in increases in stomata 

resistance that causes a decrease in dry deposition velocity resulting ozone 

increases in downwind regions. Ozone simulations with the improved dry 

deposition scheme are in better agreement with observations especially in Japan. 

However, other factors including emission of precursors, chemistry, and 

transport affect ozone significantly and an integrated analysis with both a suit 

of chemical observations and numerical studies is required to enhance our 

understanding on ozone in 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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