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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문 

1 . 제목 

CARE 기상정보수집시스댐 개선 및 방사능방재 관련 기상업무 운영가술 

개발 

11. 사업의 목적 및 펼요성 

사엽의 목적 

1. CARE의 방사능방재 기상자료 수집시스템(REMDAS) 개선 

2.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기상관측 및 예보자료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 확보 

3. 우리 나라의 조건에 적합한 방사능물질 수송 • 확산모델 운영 및 관련 기상지 

원업무 수행방향 제시 

사협의 쥬요생 

- 향후 CARE의 개선을 통하여 우리 나라가 자체적으로 방사선 대기수송 · 확산 

모델을 보유하게 될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신속， 정확한 방재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상청에서 생산하는 기상자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일 

이 필수적임 

- 신속 · 정확한 방사능방재대책 산출을 위해서는 각종 기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기상 수치예보모델과 대기확산 • 수송모델을 효 

과적으로 연계， 결과를 산출하여 방재업무를 지원해야 함 

- 우리 나라의 조건에 적합한 방사능 방재 기상지원업무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는 선진국의 방사능방재 관련 기상지원업무 현황을 조사， 기술습득을 통한 현 

운영체제 개선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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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사업의 내용 및 범위 

1. CARE의 방사능 방재 기상자료 수집시스템(REMDAS) 개선 

가. 방사능 방재에 필요한 기상자료의 조사 및 실시간 이용가능성 탐색 

나. 기상예보자료의 생산 · 운영현황 검토 및 이용방안 제시 

2. 국내 · 외 방사능물질 수송 및 확산모댈 사례조사를 통한 기술 확보방안 제시 

가. 국내 자체 개발된 방사능물질 수송 · 확산모델의 역학과정 및 실제활용사례 

조사 

나. 영국기상청의 방사능벼상모델 운영현황 및 실제활용사례 조사를 통한 우리 

나라의 기상지원업무 발전방향 모색 

3. 외국의 방사능관련 기상업무 및 운영기술 조사를 통한 기상지원업무 수행방향 

제시 

가. 독일을 중심으로 방사선비상사고에 대비한 유럽 비상대웅체계 조사 및 우리 

나라에의 적용가능성 탐색 

나. 독일기상청의 기상업무와 방사능 방재업무 연계운영현황 조사 

N. 결 과 

1. 기상청의 방사능에 관한 기상업무 현황 

기상청은 즉각적이고도 정확한 기상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초고속 네트워 및 각 

종 최신장비를 이용하여 실시간 기상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기상청 

에서 생산한 모든 관측 및 예보 · 분석자료는 우선 기상정보통신시스템 주전산기에 

수집된 다음 전용회선， 인터넷， FAX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된다. 

현재 기상정보통신시스템 주전산기와 연결된 전용회선을 통해 기상정보를 지원받는 

유관기관은 주요 언론사， 국방관련부처， 행정자치부， 수문관련기관， 항공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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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간예보사업체，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이다. 

능동적 정보전달체계를 통해 제공되는 기상정보의 종류는 국내 종관기상관측자 

료 및 GTS(Global Telecornmunication System)를 통해 수신된 전지구종관관측자 

료，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의 관측결과， 해상관측자료 및 고층관측결과， 위성자 

료 및 그래픽정보， 수치예보자료 등이 았다. 

기상청에서 생산하는 수치예보자료는 1991년 기상청 수치예보과가 신설된 이래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었다. 현재 예보현업에 운영되고 있는 수치예보 모델로 

는 전 구 예 보시 스 템 (Global Data Assimilation and Prediction System GDAPS) 

및 지 역 예 보시 스 템 (Regional Data' Assimilation and Prediction System 

RDAPS) , 그리고 지역예보시스템에 연계되는 파랑예보모델， 최고/최저기옹예보모 

텔 및 강수확률 예보모델 등이 있다. 가상청의 수치예보시스템은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전지구 모델 예보자료는 하루 4번 (00， 06, 12, 18 UTC) , 제한지역모델 예보 

자료 및 응용자료들은 하루 2번 (00. 12 UTC) 생산되고 있고 태풍 발생시에는 하 

루 4번( 00, 06, 12, 18 UTC ) 태풍 모형이 수행된다. 생산된 자료들은 기상청 본 

청 및 각 지방기상청 예보실에 실시간 제공되어 예보관들의 예보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선속 · 정확한 수치예보모텔 운영을 위해서 기상청은 기상예보 전용 컴퓨터를 

비롯한 최신 장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1999년 6월부터는 기상용 슈퍼컴퓨터 (NEC 

SX-5)를 도입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수치예보업무는 자료처리， 전구예보 시스 

템 (GDAPS) 수행， 지역예보 시스템(RDAPS) 수행， 태풍모델 및 지역파랑예보 시스 

템 수행， 웅용모델 수행 순으로 진행되는데， 이 중 지역예보 시스템은 현재 제한지 

역 모델인 MM5를 이용하여 동북아시아 지역의 48시간 예보결과를 3시간 간격으 

로 1일 2회 생산하고 있다. 이 모텔은 지속적으로 개선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기 

상청은 집중호우와 같은 국지악기상을 조기에 예측하여 기상재해를 방지하고자， 

현재 MM5를 비정수계(Non - Hydrostatic) 압축성 대기 모형으로 개선한 모댈을 시 

험 · 연구 중에 있다. 2000년 6월부터는 이 개선모형을 현업화하여 63km와 21km, 

7km 해상도로 각각 24시간 예보결과물을 생산， 기상예보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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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상청은 국지 악기상을 조기에 예측하여 신속히 전파하기 위하여 각종 기 

상관측자료 분배시스템인 방재기상정보시스템(MISS-DP)과 국지 악기상 예보시스 

템 (ARPS)을 결합하여 종합적인 방재지원체제를 마련하고자 시험 중에 있다. 

ARPS는 MM5와 같은 비정수계 압축성 대기 모형으로 수 미터에서 수백 킬로미터 

규모의 대기현상을 수치모사하기에 적합한 모형으로， 현재 기상용 슈퍼컴퓨터인 

SX-5를 이용하여，27km와 9km 해상도로 매일 2회 15시간 예보를 생산하고 있다. 

이 결과물은 1999년 6월부터 기상청 인트라넷을 통하여 예보현업에 제공되고 있 

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상청은 기상정보 제공 체계 및 기상예보 결과물 산 

출에 있어 첨단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전용회선을 통해 

기상관측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정확한 방사능 방재대책 수립 

을 위한 기상자원 이용 극대화를 위해서는 기상관측자료와 함께 기상수치예보모델 

결과물도 기존 전용회선을 통해 실시간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위 목적에 적합한 모텔로는 기상청 공식 현업활용 국지예보모델인 MM5 또 

는 현재 시험운영중인 ARPS가 있다. 

2_ 국내 • 외 방사능물질 수송 및 확산모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사능 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기 

상자료의 신속한 전달이 요구되고 이를 정밀한 대기수송 · 확산모텔에 적용시켜야 

하며， 적용결과는 신속한 비상대책을 통해 현실화되어야 한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방사능방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국가기상기구에서 대기수송 • 확산모텔을 수 

치예보모텔과 함께 실시간 운영함으로써 과학적으로 타당한 정보를 생산함은 물론， 

비상대웅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국내 과학자에 의해 개발 • 사용되고 있는 수송 · 확산모텔로는 현재 방사능방재 

업무에 활용되고 있는 서울대학교 대기경계층 실험실에서 개발한 라그랑지 입자확 

산모텔을 조사하였다. 이 모텔은 우리 나라와 같이 지형이 복잡하고 지표면이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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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지 않은 지역에 위치한 점오염원에 적합한 모형으로， 중 · 장거리 확산에서부 

터 충분히 작은 격자거리 내의 확산까지 폭넓게 적용할 수 었다. 이 모댈은 영흥 

도 화력발전소 및 월성， 고리， 울진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대기질 평가에 이용되어 

이미 검증받은 바 있으며， 현재 원전주변의 주민선량 평가체제의 기본모델로 활용 

되고 었다. 

외국의 경우， 영국기상청에서는 1986년 체르노빌 핵사고 이후 영국기상청과 원 

자력 에너지 연구원， 맨체스터 대학， Imperial College 등 산학연 공동으로 

NAME(Nuclear Accident ModEl)을 개발하였다. NAME도 역시 라그랑지안 형태 

의 모델이며， 방사선물질의 확산을 사고시점 기준 10일 후의 경로까지 예측 가능 

하다. 영국기상청에서는 NAME을 이용하여 1991년 쿠혜이트 유전화재시 영향분석 

을 실시한 바 있으며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와 공동으로 구소련 체르노빌 원 

전사고의 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에도 NAME을 활용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다양한 종류의 대기수송 및 확산모델이 각국의 실정에 맞 

게 개발 · 활용되고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 신속 · 정확한 확산예측결과 산출을 위 

하여 기상예측모델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나 

라도 우리의 실정에 맞는 방사능물질 수송 및 확산모델을 개발， 기상현업 예보모 

델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향후 선진국의 방사능 지원업무 

운영기술을 습득하여， 여러 외국의 기존모텔들을 우리 환경에 적용， 테스트 및 비 

교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3. 외국의 방사능관련 기상업무 및 응용기술 현황 

국가방사선비상대웅체제 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독일 기상청을 

중심으로 유럽의 비상대웅 체제를 검토하고， 독일기상청의 수치예보모델 운영 현 

황 및 비상대용시스템을 살펴보았다. 동시에 독일기상청의 방사능에 관한 기상업 

무의 중요성을 조사하고 운영기술의 우리 나라 기상청에서의 체제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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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기상청은 1999년 가을부터 새로운 수치예보시스템인 GME(전구모델)와 

LM(국지 비정역학 수치모델)이 가동에 들어갔다. 이 모텔은 독일기상청의 Cray 

T3E 1200 시스템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그 결과물은 해상상태 예측， 농업기상요소 

산출 및 환경분야 • 핵사고 대응 모텔인 궤적모델 (trajectory modeD과 라그랑지안 

입자확산모델 (Lagrangian Particle Dispersion Model : LPDM) 수행에 이용된다. 

유럽 및 독일 내 핵비상대웅체제의 구성원으로서 독일기상청은 거의 모든 유럽 

의 핵발전소로부터의 순궤적을 및 침적 수송 확산과정을 모벨을 이용하여 모의하 

고 있으며 , 모든 산출자료는 국가집 중관측 및 정 보체 계 (Integrated Measurement 

and Information System IMIS)에 저장한다. 또， 독일기상청은 40개소 대기중 방 

사선 관측망을 운영하여 매일 감마선 측정 및 알파선， 베타선 계산을 수행하고 있 

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항공기 관측을 실시하여 지상관측의 보충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적절한 비상대웅을 위한 국제협력을 수행함에 었어 독일기상청은 국가공식창구 

인 독일환경부 및 국제원자력기구(퍼EA) 등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다른 주변국들 

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수행하고 었다. 그리고， 전 유럽 통합 비상시 실시 

간의사결정시스랩인 RODOS(Real-time On-line Decision Support system for 

off-site emergency arrangement)를 개발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향후 방사능 비상사고에 대비한 국가비상대응체제를 수립하는데 있어 기상청의 

역할을 정립하고자 할 때， 독일기상청의 이러한 활동은 매우 좋은 예가 될 수 있 

으며， 우리 기상청의 방사능에 관한 기상업무개선 및 기관간 협력체제 개발시 모 

범이 될 만한 사례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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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 Tit1e 

Implementation of Operationa1 Meteorologica1 Information Service for 

CARE REMDAS 

n. Objective and Significances of the Project 

Obiective 

1. To improve CARE REMDAS 

2. To establish an efficient information network for data from weather 

observations and NWP models 

3. To identify a prormsmg transportation/dispersion model and optimum 

meteorological information support activi디es 

S Ïlmificance 

Efficient use of meteorological information provìded by KMA will be 

essential in establishing timely and accurate counter-measures against 

Nuclear Accident using own T !D models in the future 

- For a successful accomplishment, diverse meteorological information 

should be disseminated to KINS on a real-time basis including the 

productions from NWP models 

- Current system requires further implementation in its operation by 

introducing advanced technologies from existing operational systems in 

d~velope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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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Contents and scope of the Project 

1. Improvement of CARE REMDAS 

a. Identification of meteorological information required for Nuclear 

Emergency Response and their efficient use on a real-time basis 

b. Review of the productions and operations of KMA NWP models and 

their applications 

2. Suggestions on the improvements in Nuclear Emergency Response System 

from the case studies of both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a. Case study of a domestic model for Radioactivity T !D in terms of model 

dynamics and operation 

b. Investigation of promising support systems by reviewing the current 

status of T !D model in UK 

3. Recommendations on a promising meteorological information services based on 

foreign cases 

a. Examinations of DWD system, including EU for Nuclear Emergency 

Response 

b. Review on the meteorological information support by DWD for NERS 

N. Result 

1. Status of Nuclear Emergency related activities at KMA 

KMA(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is operating the 

Integrated(Combined) Meteorological Information System(COMIS) with advanced 

high speeci computer network on a real time basis in order to facilitate tim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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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reliable supply of meteorological information to civil sectors, mass media, 

and govemment offices that concems weather-related disasters at National 

leve1. Weather data from normal weather observations, weather forecasts and 

analysis are archived in the main database server at KMA, then disseminated 

to end-users through such diverse methods as designated network, Intemet, 

Fax, etc. Major clients consist of mass media, national defence agencies, 

ministry of domestic affairs, hydrology services, aeronautic services, 

environment services, private weather forecast companies, and KINS. 

The types of weather information being provided through this information 

dissemination systems are domestic synoptic observation data, globa1 synotic 

data collected through GTS, data from A WS(Automatic weather station), 

marine meteorologica1 observation, upper-air observation, satellite data and 

images, numerica1 weather prediction data etc. 

The numerical weather prediction data, considered as the most invaluable 

information among weather data, has been improved continuously since the 

Numerical Weather Prediction(NWP) Division was established in 1991. Currently 

various numerical prediction mödels are running at operational level: Global 

Data Assimilation and PredictionSystem(GDAPS), Regional Data Assimilation 

and Prediction System(RDAPS), and Wave Height Prediction model, statistica1 

models for max/min temperature and probabi1ity of precipitation. NWP models 

at KMA are operating on 24-hour basis with 4 productÎons(OO, 06, 12, 18 UTC) 

of GDAPS, 2 productions(OO, 12 UTC) from each RDAPS and the other models, 

respectively, and another 4 productions(OO, 06, 12, 18 UTC) from Typhoon 

models on1y when a Typhoon occurs. A11 these produced information are 

distributed on a re머 time basis to forecasters to support their forecast 

actlvltIes. 

In order to guarantee the reliable operation of NWP models, KMA is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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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at efforts to implement with higher performance equipments and facilities. A 

new Supercomputer has been established since June 1999 as a part of its 

effort. 

The processes of NWP are in the order of data assimilation, execution of 

GDAPS, RDAPS, Typhoon model and Wave height model. Currently RDAPS 

are producing 48 hours forecasts with 3 hours interval and twice a day by

using mesoscale model 깨α115". This model experiences continuous 

improvement; KMA has been conducting researches to validate MM5 that are 

modified as non-hydrostatic compressible atmospheric model for weather 

disaster prevention through early warning for abnormal weather phenomena 

such as intensive rainfalls. This model will be utilized at operational level from 

June 2000, producing the 24-hour forecasts with 63, 21 , 7 km resolutions. 

In addition, KMA is developing an Integrated Meteorological Information 

System for disaster-prevention support amllng to distribute early prognosis 

timely to end-users for local weather disasters by combining 

MISS-DP(Meteorological Information Service System for Disaster Prevention), 

which provides diverse weather information, with ARPS. ARPS, non-hydrostatic 

compression model like MM5 and appropriate for numerical prediction on 

atmospheric phenomena with the scales from several meter to several Km in 

space, produces 15 hour lead time forecasts with the spatial resolutions of 27 

and 9 Km twice a day from the Supercomputer SX -5. The outcomes from this 

model have been being used for producing forecasts at operational level via 

Intranet since June 1999. 

As reviewed in the above, KMA operates highly efficient systems in 

information disseminatiön and forecast production. Since KMA only supplied 

synoptic observation and A WS data to CARE so far, it will be desirable to 

extend KMA’s support for CARE into the outputs from NWP models in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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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make better use of meteorological inform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efficient emergency response measures against Nuclear Disasters. For better 

use of MWP outputs in the establishment of Nuclear Emergency Response 

System it will be effective to employ NWP models that are current1y in 

operation. Either MM5 or ARPS on a real time basis wil1 be the prOITllsmg 

candidate for practical purposes from the viewpoint of model dynamics and 

spatial resolution, 

2. Trajectory and Dispersion Models for Radioactive Particles 

In order to establish sound and systematic Nuclear Emergency Response 

Program(NERP), first of all it requires timely dissemination of meteorological 

data, detailed atmospheric transport and dispersion models, and early 

establishment of emergency measures at site. In several developed countries 

NMS(National Meteorological Services) is closely collaborating with Nuclear 

Disaster Prevention Program(NDPP)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NERP by 

producing appropriate outputs and by operating Trajectory and Dispersion 

models together with NWP models on a real time basis. 

We reviewed the Lagrangian Particle Dispersion Model(LPDM) that are 

developed at the Planetary Boundary Layer Laboratory of SNU(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being employed at operational level. This model is appropriate 

for point contamination source within uneven surface regions like in Korea with 

complex topography. It can be applied broadly to describe the dispersions either 

over long -range or in short-range transportation with small width grids 

because it was designed to simulate the transportation and dispersion of 

individual particles by the wind fields and turbulence fields calculated from 

meso-scale models. It has been validated already by applying to the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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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air qualities in the surroundings nearby Y oungheung Power Plant, several 

Nuc1ear Power Plants at Wolseong, Gori, Uljin, and also being used as a 

reference model for the evaluation systems of radioactivity near Nuc1ear Power 

Plants. 

Meteorological Agency in UK developed NAME(Nuc1ear Accident ModEI) to 

predict long-range transportation of radioactive substances as well as chemical

and biological-toxicants through joint researches together with Nuc1ear Energy 

Institute, University of Manchester, Imperial college in 1986 after Chernovil 

accident. NAME also belongs to Lagrangian group and can predict 10 days 

trajectory after initial exposure of radioactive substances. It maintains the same 

domain and grid width to MAUK’s NWP model and calculates both horizontal 

and vertical advection, dispersion and deposition like the model in Korea. 

MAUK applied this model to assess impacts of Oil field in Kuwait in 1991 and 

머so jointly with ECMWF of Chernovil accident in Russia. 

On a global aspect, various models for atmospheric transportation and 

dispersion have been developed and used considering each country ’ s situation. 

In case of developed countries these models are preferably being operated 

together with weather prediction models for better dispersion forecasts. From 

long-term viewpoint it will be necessary for us to develop transport and 

dispersion models that can work simultaneously with NWP models. Thus we 

should make efforts to apply, verify, and validate diverse existing models in 

advance alImng at developing own models that can meet our nation specific 

demands. 

3. Radioactivity-related Meteorological services in foreign countries 

Since the nuc1ear accident at Chernovil in 1986, in most of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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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ies NMS has played leading role in NERP by developing and operating 

models for transportation, dispersion and deposition of Radioactive substances 

under large-scale nuclear accidents from Nuclear Power Plants. Here Europe ’s 

NERP will be introduced primarily focusing on DWD, considered as an 

excellent case, in terms of operational status of NWP model and status of 

NERP. 

DWD switched to GME, a new NWP, and LM, operated on Cray T3E 1200, 

that produces model input data for marine forecasts, agrometeorological detailed 

information as well as models for environment and radioactivity related 

accidents such as trajectory model and LPDM. 

DWD also plays an important role both in Europe and within the country as 

a member of ERMS. Trajectory models are calculating forward trajectory from 

most of nuclear power plants in Europe using EM outcomes at DWD and 머so 

are running at local surveillance center twice a day. LPDM can simulate global 

particle trajectory, deposition, transportation and dispersion with a resolution of 

50 km by the outputs from GME and LM, and for specific regions calculate 

concentrations using forecast data with 7 km of horizontal resolution. Such an 

integrated ERMP is φerated by menu • driven interfaces so that forecasters can 

easily run and display, then all the productions are archived into the National 

Integrated Measurement and Information System(IMIS) and shared among all 

European countries. 

At present the measuring network of DWD for radioactivity in the 

atmosphere consists of 40 measuring stations. Besides other instruments, each 

station is equipped with a nuclide specific measuring step-feed filter system 

continuously surveying the radioactivity in air by gamma-ray spectrometry. 

The data from the measuring stations are regularly transmitted to the Central 

Office at Offenbach every two hours. The data from the measuring 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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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results of the radiochemical laboratory are transfered to the computer 

network IMIS immediately after having been controlled. 

The DWD and the EMU as the national contact point for the Intemational 

Atomic Energy Agency(IAEA) are both parts of the structures embedded in 

intemational arrangements. To assist countries that do not have adequate 

emergency preparedness capabilities the IAEA has several different 

programmes. It also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RODOS(Real-time 

On-line Decision Support system for off-site emergency arrangement) , being 

developed with supports from the Commissions Nuclear Fission safety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me. The main objective is to develop a system that 

is comprehensive and suited for broad application across Europe. Such activities 

by DWD regarding nuclear accidents will be a good prototype for the future 

role of KMA expected in establishing and collaborating national nuclear 

emergency response managemen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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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I 1 장 서 트를 
L...-

우리 나라는 방사선 비상사고 발생시 방사능방재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방사능 방재대책 기술지원 전산시스템(CARE)을 이용 

하고 있다. CARE에서는 실시간 피폭해석시스템 (Following Accident Dose 

Assessment System FADAS)을 이 용하여 , 비 상사고시 단거 리 (사고지 점 lOkm이 

내)의 방사선 피폭량을 계산할 수 있으며 현재 중 · 장거리에 관한 예측시스템을 

보완하여 종합적 방사선영향평가체제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려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다. 

향후 CARE의 개선을 통하여 우리 나라가 자체적으로 방사선 대기수송 · 확산 

모델을 보유하게 될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신속， 정확한 방재대책을 수 

립하기 위해서는 기상청에서 생산하는 기상자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펼수 

적이다. 특히 방사성물질 장거리 수송확산 모델로부터 신속 · 정확한 결과를 산출 

하는 데 있어 기상정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우선 기상관측자료 

를 실시간으로 연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기상예보 결과를 대기확산 및 수송모 

델의 입력자료로 활용하여 기상예보결과가 나오는 즉시 대기중 방사선물질의 수송 

경로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몇몇 선진국에서는 기상 수치예보모델과 대기확 

산 · 수송모델을 효과적으로 연계， 결과를 산출하기 위하여 기상청에서 직접 모델 

을 운영하여 방사능 업무부처와 함께 방재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선진국의 대기확산모델 운영 현황 및 적용기술에 대해 조사한 내용 

을 바탕으로 방사능방재 기상자료 수집시스템을 개선하고， 우리 나라의 조건에 적 

합한 중 · 장거리 대기확산 및 수송모델의 운영 및 관련 기상업무 수행방안을 제시 

하여， 장기적 안목에서 기상청에서 현재 생산되고 있는 관측자료 및 수치예보자료 

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장에서 

는 현재 기상청의 실시간 기상정보제공체계에 대하여 설명하고， 현업운영중인 수 

치예보모델 및 방재지원 업무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3장에서는 방사능물질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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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예측에 사용중이거나 사용 가능한 국내 · 외 장거리 수송확산모벨에 대하 

여 조사， 분석 및 비교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외국 기상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방 

사능에 관한 기상업무 현황 및 관련 모델 운영에 관한 조사 결과를 독일기상청을 

중심으로 하여 4장에서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의 연구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진행계획 및 활용방안을 결론에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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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2 장 기상청의 방사능에 관한 기상업무 현황 

제 1 절 질시간 기상정보제공체계 

정보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기상정보에 대한 요구가 급 

증하고 었다. 특히， 기상재해 및 방사능 사고와 같은 비상사태시 재해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화간 기상정보의 전달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초고속 네트원 빛 인터넷을 연결하고， 슈퍼컴퓨터 및 차세대 

기상정보통신시스템(NEXCOMM)을 도입을 추진하는 등 기상청 정보화 기반 구축 

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기상정보를 필요로 하는 방재기관 및 민간 · 

언론기관， 기타 국가기관에 즉각적이고도 정확한 기상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 

간 기상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기상청의 실시간 기상정보 전달 체계는 신속 · 정확한 기상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기상정보의 전달속도 향상은 물론 전달방식을 다양화하고 활용성 

을 강화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고 국가방재활동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축되었 

으며， 지속적인 개선을 통하여 국가업무 능률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 체제 하에서 기상청에서 생산하는 기상정보가 대외 전달되는 경로는 그림 1 

과 같다. 기상청에서 생산한 관측 및 예보 · 분석자료는 우선 기상정보통신시스랩 

주전산기언 NR4636 및 웹서버 등에 수집된 다음 전용회선 인터넷 FAX 등 다양 

한 매체를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된다. 민간예보사업자 및 유관기관에는 전산시스랩 

간에 전용회선을 통한 능동적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보 · 특보자료는 

FAX 동시통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료 발생 즉시 관련기관에 통보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현재 기상정보통선시스템 주전산기와 연결된 전용회선을 통해 기상정보를 지 

원받는 유관기관은 주요 언론사， 국방관련부처， 행정자치부， 수문관련기관， 항공관련 

기관， 환경부， 민간예보사업체，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이다. 

능동적 정보전달체계를 통해 제공되는 기상정보의 종류는 국내 종관기상관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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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및 GTS를 통해 수신된 전지구종관관측자료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의 관측 

결과， 해상관측자료 및 고층관측결과， 위성자료 및 그래픽정보， 수치예보자료 등이 

있다. 

기상정보 

일반국민 

예보사업자 

-----------~ 유관기관 
활 FAX통보 

동시동보시스탱 iε 도=- Ä-I 튿} • ‘:::> L..:...::::::::! • 
능동 전달 

---'-“ 융 
그림 1. 기상정보 대외 전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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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상청의 수치예보모텔 

기상청 수치예보과는 1990년 12월에 신설되었다. 그 이듬해인 1991년 수치예보 

과는 극동아시아 예보 모댈(Far East Limited Model : F - LAM) 및 파랑예보 모델 

을 현업에 도입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이후 한반도 지역을 상세하게 예보 

할 수 있도록 한반도 국지예보 모델(Korea Limited Area Model K -LAM)을 개 

발하고 수치모텔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지역예보를 위해 PPM (Perfect Prog 

Method)을 도입하여 운영하여 왔다. 

그런데， F-LAM과 K-LAM은 일본기상청의 전구예보자료(Grid Point Value 

GPV)를 초기 및 경계자료로 사용하는 예보 체계로 되어 있어서 GTS(Global 

Telecommunication System)를 통해 예 보자료 압 수가 불가능하거 나 통신 망에 장애 

가 발생할 경우 예보자료 생산이 지연되거나 불완전한 예보자료가 생산되는 사례 

가 적지 않게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상청 자체의 전 

구모델의 운영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위하여 1993년도에는 전구모델을， 1994년 

에는 자료동화 과정을 기상청 자체 시스템에 적합하게 변환하여 전구예보시스템 

(Global Data Assimilation and Prediction System GDAPS)을 개발하였다. 

또한， 기존의 F-LAM과 K-LAM을 조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지역예보 시스템 

(Regional Data Assimilation and Prediction System RDAPS)을 구축하였고， 지 

역 예보 시스템에 연계되는 파랑예보 모델， 최고/최저 기온예보모댈 및 강수확률 

예보모델을 재구성하였다. 

한편， 1999년 6월 슈퍼컴퓨터의 도업에 따른 Computing 능력의 향상효과를 예 

보업무에 반영키 위해 제한지역 모델을 upgrade(기존 MM4에서 MM5 모댈로) 하 

여 사용중에 있다. 또한， 전지구모델의 자료동화 과정도 좀 더 많은 관측자료가 

이용될 수 있게끔 일정을 조정하였다. 

현재 기상청의 수치예보 시스템은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전지구 모델 예보자 

료는 하루 4번( 00, 06, 12, 18 UTC) , 제한지역모델 예보자료 및 응용자료들은 하 

루 2번( 00, 12 UTC) 생산되고 있고 태풍 발생시에는 하루 4번( 00, 06,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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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C) 태풍 모형이 수행된다. 생산된 자료들은 기상청 본청 및 각 지방기상청 

예보실에 실시간 제공되어 예보관들의 예보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1. 컴퓨터 시스탬 

가- 개요 

수치예보모댈의 운영을 위해서는 고속의 컴퓨터가 필요하다. 이는 대기의 현상 

을 대량의 자료를 이용하여 방대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이다. 1999년 6월 기상용 

슈퍼컴퓨터가 도입되기 전까지 기상청 수치예보과에서는 일본 후지쓰사의 

VPX220/10을 이용하여 각종 수치예보모델 운영 및 기상분석을 수행하였다. 한편， 

대덕의 시스템공학연구소(SERD의 Cray YMP C90을 이용하여 현업 백업 (backup) 

운영 및 수치예보모텔 개발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디스크 용량 부족 및 처리속도가 

늦어 어려움이 많았다. 기상청 수치예보 전용 시스템의 전산기 구성은 주전산기로 

기상예보용컴퓨터 (VPX220/10) 1대 SERVER로 W/S 상위기종인 SUN 

CENTER2000 1 대， 지능단말기로 SUN SP ARC20 10대가 있으며， 1999년 6월부터 

기상용 슈퍼컴퓨터가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나- 기 상예 보용 컴 퓨터 ( VPX220!10 ) 

’ 95년 3월 23일 세계기상의 날에 정식 운영되기 시작한 기상예보용 컴퓨터는 

일본 후지즈사의 VPX220/10 이다. 이 기종의 도업이전에는 대덕 시스템 공학 연 

구소(SERD의 슈퍼컴퓨터를 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용하였다. 

(1) 중앙처라장치 

중앙처리장치 즉 CPU의 성능은 1.25GFlops로 1초에 부동소수점 연산을 12억 5 

천만번 계산을 한다. 일반 범용 컴퓨터는 SCALAR CPU만 탑재되어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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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컴퓨터처럼 빠른 연산을 위해서는 계산전용의 CPU 일반적으로 vector CPU 

라 불리는 중앙처리장치가 따로 탑재된다. 따라서 기상예보용 컴퓨터는 SCALAR 

CPU 1 개와 VECTOR CPU 1개를 가지고 있으며 이 연결 방식은 Pipe를 사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총 파이프는 7개로 Main Storage Unit(MSU)와 Vector Unit 

를 연결하는 Load/Store Pipe 2개， Mask pipeline 2개， multiply & add/logical 

pipeline 2개， divide pipeline 1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또한 일반 UNIX에서는 

vector CPU를 제어하는 Operating System 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VPX에서는 

VPO라는 소프트워l 어가 탑재되어 이를 가능하게 한다. 

(2) 주기억장치 

VPX에 탑재된 주가억장치는 1GB이다. 물론 UNIX는 가상기억장치를 사용하며， 

VPX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효율적인 가상기억장치의 사용은 성능을 증가시키는 요 

소로서 작용한다. PC에서도 마찬가지로 메모리의 효과적인 활용은 성능을 증가시 

킨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VPX는 설지로 processor가 벡터와 스칼라로 나뉘어 

지기 때문에 메모리 역시 벡터와 스칼라가 분리하여 사용한다. 실제메모리 1GB는 

벡터용으로 512MByte, 그 나머지가 커널과 스칼라의 범용메모리로 사용된다. 벡터 

프로세서는 벡터용으로 나뉘어진 메모리 512Mbyte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VPLIMIT( Vector Process Limit) 4 한다. 이 VPLIMIT는 변경가능한 변수 

이며 사용중 최적의 변수를 찾아 설정해준다. 

(3) 부대장벼 

가상예보용 컴퓨터에는 이 외에도 총 45GB의 보조기억장치가 8개의 광채널로 

연결되어 있어 안정적이고 빠른 접근을 보장하며 채널 캐비넷 카트릿지 및 마그 

네틱 테이프 장치 등 여러 부대장비를 갖추고 있다. 또， VPX는 일반 범용컴퓨터와 

달리 하드웨어적인 자기진단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모템을 통해， 이상 발견시에는 

일본의 MART CENTER로 직접 이상의 내용을 자동으로 통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MART CENTER에서는 이상내용을 직접 파악 모템을 통해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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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드웨어적인 고장을 조치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프로그램 기능이 추가나 보강되었을 경우 출장의 필요없이 온라인으로 

수정 보완이 가능하다. 

VPX220/1O은 SVR4 UNIX (VECTOR CPU 사용을 위 한 기 능 추가) 운영 체 계 

를 기본으로 하여 FORTRAN/C Compiler 둥 많은 소프트웨어를 탑재하고 있어 

수치예보 운영， 개선 및 연구개발에 이용되고 었다. 

다- 기상용 슈퍼컴퓨터 

기상청은 1999년 6월부터 기상용 슈퍼컴퓨터를 도입，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 

슈퍼컴퓨터는 초당 1.280억번(PC 10만대를 합친 처리 능력)의 기본연산 처리능력 

을 가지고 있으며 처리속도를 기준할 때 전세계 슈퍼컴퓨터 중 50위권 안에 드는 

고성능 컴퓨터이다. 컴퓨터 내부에서는 167~ 의 병렬형 벡터 프로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첨단 전자두뇌 (CPU)다 이론적으로 8 GFlops의 성능을 가지고 있어， 총 

128 GFlops의 성능을 가지고 대기방정식을 계산하고 있다. 각 전자 두뇌들은 초 

당 80억번의 고속연산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 전자두뇌의 계산이 먼저 끝나면， 계 

산이 끝나지 않은 다른 전자 두뇌의 계산을 이어받아 골고루 계산부하를 받도록 

설계되어 었다. 한 전자두뇌의 계산결과는 초당 10억개 이상의 전자정보를 실어 

나를 수 있는 고속 신경망을 통해 인근의 전자두뇌에 전달된다. 주기억장치 메모 

리는 128GBytes (4GB 모률 32개)이고， 보조기억 장치는 1.4TBytes(18GB * 90개) 

를 보유하고 있으며 RAID 3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슈퍼컴퓨터의 도입과 함께 

모델 계산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분석능력도 크게 향상되었다. 

기상청에서는 현업활용중인 수치예보모델을 슈퍼컴퓨터에 이식하여 1999년 6월 

부터 결과물을 생산， 이용하고 었으며， 계산능력 향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모 

텔의 격자를 세분화하고 모텔 내의 역학 및 물리과정을 재정비하는 등 모델 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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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슈퍼컴퓨터에서 가동중인 수치예보모텔별 출력자료 현황 

I확출력‘'Ät호￡ 일 출력량 월 출력량 비고 
모빨t영 수행횟수 

(비율 %) 파알수 크가(MB) (MBytes) (GBytes) 

00, 12 57 1,001.38 
GDPS 3,345.00 100.35 14.47 

06, 18 43 671.12 

00, 12 56 . 903.44 
G106 3,176.60 95.30 13.74 

06, 18 45 684.86 

MM5 00, 12 120 7,527.87 15,055.74 451.67 65.12 

RDPS 00, 12 75 492.48 없4.96 29.55 4.26 

RWAM 00, 12 39 149.32 298.64 8.96 1.29 

GWAM 00, 12 30 103.76 207.52 6.23 0.90 

MOSL 00, 12 10 20.09 40.18 1.21 0.17 

WNTM 00, 12 57 4.67 9.34 0.28 0.04 

KLMN 00, 12 11 0.65 1.30 0.04 0.01 

00, 12 455 10,203.66 
합계 23,119.28 693.58 

06, 18 423 1,35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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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 장비 

이밖에 선마이크로사의 최근 발표작인 SP ARC 20 Workstation 10대가 수치예 

보과에서 통신용 및 모니터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System LAN(203)을 통하여 

기상통신용 컴퓨터로부터 동경자료와 북경자료를 VPX와 SC2000에서 수신하고 있 

고， 생산된 각종 일기도 및 예보 자료도 System LAN을 통하여 기상통신용 컴퓨 

터로 전송되고 있다. 기상청 자체 랜(190)을 통하여 기상청 내의 통신이 이루어지 

고 있고， 예보실의 EP프로터 및 자동통보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또， 인터넷상에서 최근 가장 문제가 되는 보안(정보보호)사고에 대응하기 위하 

여 기상청 수치예보과에서는 1995년 12월 Sun사의 방화벽 (FireWall 1.2)을 설치하 

였다. 이 방화벽은 라우터와 수치예보과 LAN 사이에 위치하며， 페켓필터링， 라우 

터 콘트롤， 어플리케이션 레벨 지원까지 가능하다. 방화벽은 내부 보안지침에 의거 

원칙적으로는 내부에서 외부로의 모든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외부에서 내부로 

의 접속은 서버에 FTP, SMTP(머1 일)， http( 웹) 서비스만 가능하게 되어 었다. 이 

방화벽 운영에서는 특정 사이트의 어드레스를 호스트로 등록하여 그 호스트에서 

내부 특정 호스트로 지정된 서비스만 가능하게 제한 할 수 있다. 

2. 수치예보모델의 수행과정 

수치예보 업무는 자료처리， 전구예보 시스템(GDAPS) 수행， 지역예보 시스템 

(RDAPS) 수행， 태흥모텔 수행(태풍 발생시)， 지역파랑예보 시스템(ReWAM) 수행， 

웅용모델(최고/최저 기온， 강수확률， 장마지수 둥) 수행 순으로 진행된다. 

가- 자료 처리 

수치예보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관측자료를 입수하고 최적의 분석체 

계를 통해 정확한 분석자료를 생산하는 과정이 펼요하다. 보다 정확한 관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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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보하기 위해 지 역기상센터 (Regional Meteorological Center)인 일본과 인접국 

인 중국으로부터 전문형식의 관측자료를 입수받아 이를 해독하고 품질을 검사하 

는 자료처리 과정을 거친다. 

자료처리 과정을 거친 관측값들은 그래픽 처리되어 지상일기도 및 상층일기도 

(925, 850, 700, 500, 300, 200 hPa 등)로 그 려 진 다. 

나. 전구예보 시스탱 

자료처리 과정을 마친 후 전구예보 시스템 (Global Data Assirnilation and 

Prediction System, GDAPS)이 수 행 된다. 

품질검사를 거친 관측자료들은 바로 전구예보모텔에 압력되는 것이 아니고 6시 

간 전에 모텔에서 예보된 자료와 통합， 분석되어 하나의 격자화된 모델 입력자료 

를 생성하는 자료동화 과정을 거친다. 

자료동화과정이 끝나면， 동화된 자료들을 입력자료로 하여 바로 전구모델이 수 

행된다. 전구모델은 측면경계조건의 문제가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긴 예보를 생산 

할 수 있는 반면， 예보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외부강제조건인 경계값문제를 고려해 

야 하므로， 생물권모형과 같은 물리과정을 포함하게 된다. 전구모델의 예보영역은 

전지구(320X 160) 이며， 수평공간 분해능은 1.1250 

(늑 110km 간격)， 연직으로는 21 

개의 층을 갖는다. 수평계산은 구면조화 함수에 의한 파형법을 이용하며， 연직계 

산에는 차분법을 이용한다. 예보시간은 84시간으로 1일 4회 (00， 06, 12, 18 UTC) 

수행된다. 모텔에서 다루어지는 주요물리과정으로 단파복사， 장파복사， 적운모수 

화， 대규모 웅결， 전층 대류， 중력파 저항， 대기 경계층， 해양 접지층， 육지 물수지 

과정 둥이 있다. 

모텔 수행이 끝나면， 결과자료를 GRIB형식으로 보관하고， 주요 결과들을 그림 

으로 출력하는 그래픽 작업이 이루어진다. GRIB이란 세계기상기구(WMO)가 채 

택한 데이터 압축 방식으로 비트지향 데이터변환 포뱃을 말한다. 기상청 GDAPS 

및 RDAPS의 결과자료들은 바로 이 GRIB형식으로 보관된다. 그리고， 전구예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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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에서 산출되는 그렴으로는 북반구 예상도(지상 500 hPa) 및 GDAPS영역 예 

상도(지상， 850, 500 hPa) 등이 었다. 

표 2는 전구예보시스템의 개요를 요약한 것이다. 향후 슈퍼컴퓨터의 도업에 따 

라 모델예측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입력자료로 이용하는 기상관측자료의 종류 

를 늘리고， 경계자료 (지형， 토지이용도， 토양 수분도 등)를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었다. 그리고， 모형 분해능을 삼각절단 106에서 216으로 향상시키는 작업을 

계획중에 있다. 

역향파정 

보텔 영합/ 

수i당 격자 

수평 최대 i혜수 

연쩍 총수/ 상단 

면적 좌표폐 

불핵과정 

표 2. 전구예보 시스템 (GDAPS)의 개요 

정수계， 오일러 형식의 지배방정식계 

전지구 

320(동서 ) x 160(남북)， 1.125
0 

(약110km)간격 

삼각 절단 106 

21층 / 10 hPa 

p- (J hybrid 

수평 확산 선형 2차 Laplician 

연 직 확산 Mellor and Yamada Level-2 완결 모형 

적 운 모수화 Modified Kuo 

복사과정 단파복사와 장파복사 

육지수문과정 식물권 모형 (SiB) 

중 력 파 저 항 Palrner et. al. (1986) and Iwasaki et. al. (1989) 

해수면온도 월평균 기후값 + NOAA weakly mean anomaly 

지면성질 기후평균값의 초기장으로부터 예측 

00 UTC 84시 간 / 12 UTC 240시 간 

- 영역: 192 x 97, 16층 등압면 

- 시간 : 현재 -84시간 예보자료， 6시간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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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예보 시스템 

잔 ~It 예 _li~ 시스댐 수행이 끝나띤 지역에보 시스템(Regional Data Assimilation 

and PredicLion Svstem ‘ RDAPS) 이 수 행 된 다. 

x1 역예펜L 오덴으l 초기 추성 값과 측면 강계 조건 등은 전지구 모델의 출릭 자 

갑쉰 이용하고 였다. 지역 오텔은 측띤 경 1'11 조건의 분저l 점으로 얀해 예보 시간이 

2연 정도로 ~11 한되어 있다 1999년 슈퍼컴퓨터의 도입파 함께 저l 한지역모텔은 종 

찬 의 1\11\14에 서 MM5토 upgrade 되 었 다. 

현새 운영증인 지역 예보 시스템 (M1\15)은 기존 사스템에 비하여 모텔의 수평 

분해능은 40km에서 ::30km보， 떤작 층수는 2::3층에서 33층으로 늘렸으며， 모텔 영역 

유 4~00km x 4160km에 서 5700km X 5100km 로 확상하였으며(그럼 2) ， 모델의 상 

한온 100 hPa에서 50 hPa로 연장하였다. 

시상iq 상층의 기준면 고도는 물콘 유의고도면 자료룹 활용할 수 있는 객관분 

삭 고{정윤 작가하였으며， 4차원 자료동화파정 (FDDA)블 통하여 자료이용의 효과륜 

주디}화하였디←. 또찬 물리 적 과정에서는 석운모수화 방법으로 Kein - Freich 방법을 

새택하고 았으며， 구픔과 상호 작용하는 꽉시- 모수화 방안블 빛 5층 지표모델이 

새 ~-r~_ 이 전가되였디→. 

행성 정겨l 승의 모수화 방안으로는 MRF 모수화 방안판 이용하고 있다. 

사익 ùl1보시스렌은 1 띤 2회 운영되고 였으며 12사간의 자료판화 파정 (Nudging) 

파 %사간의 예보파정파 전 · 후 처리과정이 71 상청 슈퍼캄퓨터에서 1시간 정도 소 

요되고 있으며 3사간 간작으갚 출녁자갚륜 생산하고 있다. 기존에 출팍되고 있던 

12사간 낀-격 예상도 종함장-)쿄죠 여l 상인 /1fli 종합장02시간 간격‘ 4 장)， 500hPa 고 

도상파 싱대와도， 그러고 시상 11 압징 i'} 강수량， 500hPa, ~50hPa 온도장 그라고 

700hPa 노진온도 9} 싱승퓨( 12사간 간거， 4 장)， :3사간 간각 강수 예상도，::3사간 간격 

700hPa 피 ~:JOhP(1 습수 예상도， 3 사 간 간각 1000hPa 지 상 풍속， 수덤파 가온 예 상 

도， 3시간 간걱 slp;mél 착하승 상대습도 여1 성도판 포함힌 6λl 간 간각의 종합장， 서 

윤 ?r 또힘힌 6 새 정의 지검변 ;3 시간 낀각 예상도， 대풍 에상도， PBL 고도와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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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도 예상도， 인트라넷상에서 칸라 그래픽 파 동영상 자료 등을 새로이 생산하 

고 있다. 

170 

leo 
115。

i흩g 

130 

1훌O 

110 

100 

gO 

ac 

'70 

60 

50 

40 

30 

20 

10 

그림 2 지역예보시스템(RDAPS)의 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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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지역예보모델(MM5， 정수계 및 비정수계)의 개요 

MM5(비정수계) 

Dynamic frame 정수계 비정수계 

Horizontal 

Resolution 
30krn 63km 21krn 까‘m 

Dimension 171 x 191 71 x88x43 88X 121 x43 l06x 106x43 

Time steps 60 180 50 30 

Vertical layers / 33층 시그마면 43층 시그마면 

Model top /50hPa /50hPa 

Forecast time 48시간 24시간 

FDDA Analysis 

(4차원자료통화기법) nudging 
Analysis nudging 

Lateral BC Relaxation 
Time and inflow/outflow dependent 

relaxation 

Explicit Moisture I Mixed phase (water vapor, cloud, rain, ice, snow) 

Deep convection Kain-Fritch None 

Planetary boundary Nonlocal boundary layer 

Ground temp 5-1ayer soil model 

Radiation 구름과 상호 작용하는 복사 모수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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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료 압축 과정， 모렐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산출하는 검증 과정 및 

웅용 모벨의 초기자료를 산출하는 과정 등이 후처리과정에 포함되어 었다. 압축된 

기상자료 및 예상 일기도를 포함한 모든 산출물들은 실시간으로 통신용 컴퓨터에 

전송되어 지방기상청 및 유관기관에 제공되고 있다. 

현재 기상청 수치예보과는 집중호우와 같은 국지악기상을 조기에 예측하여 기 

상재해를 방지하고자， MM5를 비정수계 압축성 대기 모형으로 개선한 모델을 시 

험 • 연구중에 었다. 2000년 6월부터는 이 개선모형을 현업화하여 63km와 21km, 

까ill1 해상도로 각각 24시간 예보결과물을 생산 기상예보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표 3은 지역예보시스템으로 현업운영 또는 시험운영중인 정수계와 비정수계 

MM5의 개요를 정리한 것이다. 

라. 태풍모댈 

태풍발생시에는 태풍모델이 수행된다. 현재 운영중인 태풍모형으로는 BATS와 

GFDK 둥 두가지 종류이다. BATS는 1일 4회 (00， 06, 12, 18UTC), GFDK는 1일 2 

회 (06， 18 UTC) 수행되며， 출력물로 태풍의 예상 경로도를 제공한다. GDPAS와 

RDAPS도 모델수행과정에서 자체적으로 태풍의 이동경로 예상도(00， 12 UTC)를 

산출한다. 

마. 지역파랑예보 시스탬 

해양모텔은 해양상태(해상풍 천해파고 심해 파고 등)의 분석 및 예측을 위해 만 

들어진 모델이다. 그중 지역파랑예보모델(Regional Wave Model, Re W AM) 해양모 

델의 수행을 위해 지역예보 모렐(MM5)의 바람장 자료가 이용된다. 

모텔영역은 1150 

- 1500 E. 200 

- 500 N 이고 격자간격은 141 x 121 로 0.25。

간격이다. 예보시간은 48시간으로서 1일 2회 (00， 12 UTC) 수행된다. 출력물로는 

3시간 간격으로 제공되는 해상풍， 파고， 파향 자료 등이 었다. 

표 4에 지역파량예보시스템에 대한 개요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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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지역파랑예보 시스템 (Regional Wave Model, ReWAM) 개요 

모델 영역 115 0 - 150 oE, 20 0 - 50 oN 

수평격자간격 141 x 121, 0.25。 간격 

예보샤깐 48시간 (3시간 간격 출력) 

결과자료 해상풍， 파고， 파향 자료 

바. 응용 모탤 

GDPAS와 RDAPS는 기상현상에 대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지 

만， 최고/최저기온 및 강수확률 등과 같이 각 관측지점에 대한 상세한 기상요소들에 

관해서는 예보를 하지 못한다는 제약성이 었다. 각 관측지점에 대한 상세한 예보 

를 위하여 수치예보 결과자료를 통계적으로 응용처리하는 응용모델이 운영되고 있 

다. 1 일 2회 (00， 12UTC) 수행되는 응용모벨의 주요 결과물로는 최고/최저 기온， 강 

수확률 등이 있다. 

3. 수치예보결과물의 활용 

기상청에서 생산되는 수치예보자료는 일반 예보업무에 중요한 자료로 이용됨은 

물론， 수문， 항공， 해양， 농업， 방재， 군작전， 학술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수치예보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예측정보를 생산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수치예보자료는 일반 예보업무를 담당하는 예보관들에게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예측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좀 더 과학적인 예보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수문분야에서는 탬 및 하천 주변의 강우예측을 위해(수자원 공사의 강우량 예측 

및 댐관리 업무 등) , 항공분야에서는 비행계획 생산 및 악기상 조기 파악을 위해(항 

공사의 운항관리 및 관제업무 등)， 해양분야에서는 해상 실황 파악 및 악기상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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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해양경찰청의 선반관리 및 조난선박 구조 업무 등) 농업분야에서는 작물 

생장예측 및 그를 통한 효율적인 농업정책 수립을 위해(농업과학기술원의 벼멸구 

비래 예측 등) 수치예보자료가 활용되고 있다. 

아울러， 기상과 관련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자들， 그리고 기상정보를 가공하여 

상품화하는 민간예보사업자들 또한 수치예보자료의 가장 중요한 수요자중 하나이 

다. 

그 밖에 광범위한 기상재해 및 악기상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대책본부의 방재활동， 기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고 기상변화에 효과적으 

로 대처해야만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공군과 해군의 군작전 업무 등도 수치예보 

자료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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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기상청의 국지악기상예보시스템 

집중호우와 같은 중규모 이하의 기상 현상은 많은 재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지 

만 시간， 공간적 규모가 작아 예측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뇌우 규모 기상현 

상에 대한 수치예측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초기장의 도출이며， 이는 시 · 공간 

적으로 조밀한 관측시스템이 구축되어야 가능하다. 

기상청에서는 집중호우와 같은 국지 악기상을 조기에 예측하여 신속히 전파하기 

위해 약 18 km 해상도로 매분 기상요소를 관측하여 수집하는 국지기상연속감시시 

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종관， 레이더， 위성관측 자료와 함께 국지기상 감시자료 분배 

를 위하여 웹기반의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와 같은 관측 및 분배 기반 위에 국지 악기상을 실시간으로 수치 예측하기 위 

하여 , 미 국 오클라호마 대 학의 CAPS(Center for Analysis and Prediction of 

Storms)에서 개발하여 토네이도를 비롯한 폭풍예보에 활용하고 있는 국지 악기상 

예보시스템(Advanced Regional Prediction System: ARPS , Xue et al, 1995)을 도입 

하고 지형조건이 매우 다른 우리나라 환경에서도 이 시스템이 잘 적용될 수 있는지 

시험하기 위하여 ‘97년부터 4년 계획으로 「국지 악기상 예보 시스템 한반도 적용설 

험 (Test of ARPS over Korean Environment: T AKE) J 을 시작하였다. 

1. 모델 개요 

국지 악기상 예보시스템인 ARPS는 비정수 압축성 대기 모형으로 수 미터에서 

수백 킬로미터 규모 현상을 수치 모사하기에 적합하다. 이 모델의 지배 방정식은 

운동량， 열， 질량， 수분 함유량， 난류 운동 에너지 등에 대한 예단 방정식과 상태방 

정식으로 구성되어 었다. 이 방정식들은 모댈의 하층 경계에서 지형에 따른 좌표면 

을 가진 곡률 좌표계에서 완전한 보존 형태로 표현된다. 그 밖에 지면 온도， 지중 

온도， 지변 수분， 지중 수분， 2층 토양 모형에서 캐노피 (canopy) 수분에 대한 예단 

방정식도 포함되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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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PS에 초기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료동화시스템인 ADAS (ARPS 

Data Assimilation Sytem, Brewster, 1996)는 압 력 된 지 상관측자료， 고층관측자료 

등의 품질 검사를 마친 후 관측 밀도 변화에 상대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Bratseth 

scheme(1986)을 이용하여 초기 추정장에 관측 자료의 정보를 이양시키는 객관분석 

을 실시한다. 객관 분석된 자료로 연직 바람 속도를 진단하고 3차원 발산을 최소화 

하는 강제를 통하여 3차원 바람장을 조절시키는 자료초기화 과정을 거쳐 초기분석 

장을 생산한다. 특히 습기 변수에 상세한 초기조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성과 레이 

더 자료를 이용하는 구름분석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 표 5에 ARPS에 대한 개요를 요약하였다. 

표 5. ARPS(Advanced Regional Prediction System)의 개요 

모헬 재요 3차원 비정역학적 압축대기에서의 역학모텔 

격차 체계 Arakawa C 격자체계 

연직좌표계 지형좌표계 

지표면풀려과정 변 형 Businger공식 

칼자내 혼활과정 
상수인 혼합계수 사용， Smagorinski mixing coefficient 

1.5차 종결 난류 혼합과정 

성긴격자계에서 2차 Leapfrog방법 사용 

시칸적분법 조밀한 격자계에서 Crank-Nicholson 방법 사용 

(음파소거) 

홉면경계조건 
Regid wall / Periodic / Zero gradient / Radiation 

boundary condition / Externally-forced lateral boundary 

껏u하환 경껴}조건 Regid wall / Periodic / Zero grad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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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델 운영 

현재 가상청 슈퍼컴퓨터인 SX-5에 섣치되어 있는 ARPS는 매인 00, 12UTC륜 

초기 시간으로 하여 15시간 예보를 하고 있으며 27km과 9km의 두 가지 수평해상 

도에 대 하여 한방향 둥지 격 자계 (one way nesting) 환경 으로 구축되 어 았다 27km 

계산영역익 증심은 34.0 uN, 126 oE이고 격자수는 99 x 107 x 53이며， 9km 계산영역 

의 중섬은 36.5 oN , 126 oE이고 격자수는 115X 155x53이다. 두 경우 모두 평균 연 

직 격자 간걱은 400m이다. 두가지 수평해상도에 대한 겨l 산영역과 지형이 그램 3과 

4 이l 나타나 였다. 

AHPS감 이용한 예보 수행에 있어 초기자료는， 27km 해상도의 경우 지역예보시 

스템의 12시간 예보장올 초기 추정장으로 하여 ARPS의 전처라고}정 모델인 

ADAS(ARPS Data Ana1ysis System)에서 GTS칠 동해 수선된 종관기상관측자료 

와 AWS , 위성자료‘ 레이더 자료 능윤 동화(assimilation)한다.9km 해상도륜 가지 

고 겨1 산힌 경우에는 초가 추정장은 27km 해상도 수행결과룹 9km로 내삽한 것을 

사용한다. 

경제자료든 27km 해상도 수행의 경우 지역예보사스템 예보결과를 사용하며， 

9km의 경우는 ARPS의 27km 해상도 예보결과콸 9km 간격으로 내삽하여 사용한 

다. 이때 27km의 경계자료는 3시간마다 정의하여 주고， 9km의 경우에는 2시간마다 

성의하여 준다. 

이러힌 환경하에 ’99. 6. 1 임부터 ARPS룹 실시간 운영하여 이룹 기상정 인트라 

넷플 통해 예보 현업에 제공하고 있다. 

- 43 -



그림 3. ARPS 27km 격자간격 계산영역의 지형 

그림 4. ARPS 9km 격자간격 계산영역의 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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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물의 저장 및 활용 

현재 ARPS는 기상청 기상개발관실에 의하여 시험운영중이며， 장차 국지 악기상 

예보시스템의 주요 모델로서 국지규모의 악기상 예측 및 각종 재해대책 수립의 지 

원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ARPS의 계산 결과는 27km.9km 모두 1시간 간격으 

로 저장한다. 출력 자료의 포뱃은 64bit이며， 이를 32bit binary로 변환하여 자료를 

사용하여 기상청 인트라넷에 그래픽으로 표출한다. 또한 ARPS의 검증을 위하여 

text 포뱃으로 지표， 850, 500, 200 hPa 고도의 변수 중 누적강수량， 포차， 기온， 해 

면기압， 지위고도， 바람 등을 몇 개를 tape에 저장하고 있다. 

1999년도 현재까지 수행된 국지 악기상 예보시스템 한반도 적용실험의 결과를 

볼 때 뇌우 규모 예보를 위한 초기 관측 자료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ARPS는 높 

은 해상도를 가지고， 소규모로 급격히 발달하는 악기상을 예보하는데 상당한 가능 

성을 보여주고 있다. 기상청의 국지 악기상 예보시스템은 현재 현업화를 위한 전 

반적인 열개를 갖추고 때00년 현업운영을 목표로 기상청 슈퍼컴퓨터에서 실시간 시 

험 운영중에 있으며 그동안 축적된 ARPS 예보결과의 정량적 검증이 진행되고 있 

다. 

ARPS는 현재 기상청에서 현업 활용되는 모델 중 지역예보시스템의 MM5와 함 

께 가장 고해상도의 결과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국지 규모의 대기운동에서 고려해 

야 하는 대기 역학과정 및 물리과정이 자세허 묘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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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3 장 국내 • 외 방사능물질 수송 및 확산모델 

제 1 절 개 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사능 비상대비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상자 

료의 신속한 전달이 요구될 뿐 아니라， 자연상태를 가장 가깝게 모사할 수 있는 

정밀한 대기수송 · 확산모델이 있어야 하고， 위 결과물을 바탕으로 효과적이고 신 

속한 비상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종합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중， 대기 수송 및 확산모댈은 방사능 비상사고시 뿐 아니라 정상시， 그리고 

장기적언 영향평가 및 대책 수립시에도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일부 선진국에서 

는 방사능방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기상청에서 대기수송 · 확산모델을 수치 

예보모텔과 함께 실시간 운영함으로써 과학적으로 타당한 정보를 생산함과 동시에 

비상대용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본 장에서는 국내 과학자에 의해 개발된 모델 중 현업에 사용되고 있는 라그랑 

지 입자확산모델(서울대학교 대기경계층실험실 개발)과， 영국기상청에서 현엽 운영 

중인 NAME (Nuclear Accident ModED에 대하여 각각 개요 및 기본방정식을 살 

펴보고， 실제 이용사례를 조사하였다. 

제 2 절 국내 수송확산모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널리 사용되어온 대기 확산 모텔은 Gaussian 확산 모댈 

을 기반으로 미국 EPA에서 개발한 UNAMAP에 포함되어 있는 모댈들이 사용되 

어 왔다. 그러나 이들 모델들은 여러 가지 이상적인 가정하에서 개발된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지형이 복잡하고 지표면의 성질이 균질하지 않은 곳에서 

는 거의 사용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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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내 과학자에 의해 개발된 모댈들 중， 본 장에서는 

서울대학교의 라그랑지안 입자확산모델의 개요 및 이용 현황을 살펴보았다. 라그랑지 입 

자 확산 모텔은 복잡한 지형에 위치한 발전소와 같은 점오염원에 적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모형으로 간주되고 있다. 

1. 모델 개요 

지금까지 대기오염 확산 연구에 주로 많이 사용되어 온 방법은 대기를 안정도 

별로 분류하고 한 지점에서 관측한 바람 자료를 이용하여 확산 방정식의 해를 수 

치모댈화한 가우시안 방법과 중규모 격자계에서 얻은 기상장을 사용하여 이류-확 

산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오일러리안 방법이었다. 

그러나 가우시안 방법은 한 지점의 바람 관측 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대륙 · 

해양의 불균질성 및 복잡한 지형 효과를 반영하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와 같이 산업시설이 주로 해안가에 위치해 있고 지형이 대단히 복잡한 경우， 대기 

확산 평가에 부적절하다. 그러나 라그랑지 모델은 복잡한 지형 그리고 난류의 고 

유한 특성을 잘 모의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해안가에 위치한 

점오염원의 경우， 해륙풍 모델과 같은 중규모 기상장 모델과 결합할 경우 훌륭한 

대기 확산 예측 및 분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었다. 

오일러리안 방법은 점오염원에 배출된 오염물질의 농도 경도를 정확하게 나타 

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작은 격자 거리를 만들 수 없는 어려운 점이 었다. 그뿐 

만 아니라 이류 scheme의 수치적 확산과 plume의 크기가 강한 난류의 크기에 비 

하여 적을 시에는 경도 전달법을 적용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의 적용에 

는 한계가 있다. 

라그랑지 scheme은 배출원에서 배출된 개개의 입자가 중규모 모텔에서 얻어진 

바람장과 난류장에 의해서 수송， 확산되어 가게 만들어진 모텔이므로 이류-확산 

모댈의 단점을 제거할 수 있다. 또한 라그랑지 모텔은 중규모 모댈에서 얻어진 

기상장 속에서 공간상으로 어디서나 배출량과 일치하게 입자를 배출시켜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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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간격으로 수송， 확산시킬 수 있으므로 발전소와 같은 점오염원에 적용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모텔이다. 

가- 모댈방정식-

라그량지 입자 확산 모텔은 연속적으로 배출되는 입자들의 위치를 계속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McNider， 1981; Arritt, 1985; Park.,1994). 즉 t+ L1t 에서의 입자 

의 위치는 

X i ( t+ L1t) = X j( t) + (강(t) 十 μi’ (t ))L1t 

(i= 1. 2, 3 ) 

여기서 Xj는 한 입자의 좌표계상에서의 공간상의 위치를 나타내고 Uj는 업자 

가 위치한 곳의 종관 바람과 중규모 바람을 합한 바람 성분을， μ1’는 입자가 위치 

한 지점의 난류 성분을， 그리고 L1t는 입자의 배출 시간 간격을 나타낸다. 종관 및 

중규모 바람장은 기상모델로 얻어지나 난류장은 Langevin ，방정식 (Physick et a1., 

1994)을 풀어 얻어진다. 

Markov과정 에 의 한 난류장 ’ L 
μ1 τr 

μi’ (t+ L1t) = RL. i( L1t)Uj’ (t) + (1- RL. j(L1 t)) 1/2κ" (t)+ δj. i 1 - R L. j( L1 t) ) wd 

로 주어진다. 여기서 RL. i는 i바람 성분의 라그랑지 자기상관 함수이며， 이는 다 

음과 같이 매개변수화 할 수 었다. 

R L . i( L1t) = exp (-뤘) 

여기서 TL. i는 i쪽 방향의 라그랑지 적분 시간 스케일이며， 이는 오일러 적분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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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 ， TE. i로 표시할 수 있다. 즉， 

TL. i= βTE. i 

여기서 β는 라그랑지 적분시간 스케일과 오일러 적분시간 스케일과의 비 (McNider 

et 머.， 1988)로서 기상모델의 바람장과 이의 분산으로부터 

ou· 

로 계산된다. 이때 제한조건은 β값이 10을 념을 수 없다. 또한 오일러 적분 시 

간 스케일 ， TE. i도 기상모텔의 바람장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즉， 

T E. i = O. 2À ïI ( 강2+ 김2+ 강2) 1/2 

여기서 À j는 i방향의 특성 길이 스케일로서 각 방향의 난류 스펙트럼의 최대 파장 

으로 계산된다. 이 파장은 대기 안정도에 따라서 변화하는데 대기가 불안정할 때 

는 Àz는 대기경계층의 높이， h와 z/L의 값으로 추정할 수 있다(K머m머 et al., 

1976). 즉， 

A ={ O 또-繼 I z/L I 

1.8h( 1-앉P( ~뽕) - O.0003exp (뽕) 

만약 O~z~ I L I 
만약 I L I ~z~O.lh 
만약 O.lh~z~h 

대기가 안정할 때는 Kaima1 et a1.(1972)에 따라 

A z - z -
O.55+0.8z/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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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결정된다. 한편 수평 방향의 특성 길이 스케일은 대기 안정도에 상관 없이 모 

두 Kaimal et 떠.(1976)의 결과에 따라 

À x À y 1.5h 

로 표시된다. 

식 (2)의 ut(t)는 i 방향의 무작위 바람 성 분으로서 

Ui N (J v.i 

로 주어진다. 여기서 N은 평균이 0이고 편차가 1인 정규 분포의 무작위 수를 나타 

내며 0ν， i는 i 성분 바람의 표준 편차를 나타낸다. 식 (2)의 δlJ는 Kronecker delta 

를 나타내며， Wd는 표류 연직 바람 성분의 보정값 (Legg and Raupach, 1982)으로 

서 

a(~) 
W .. 1 , ~ ----::-'-'--d - .1. L , 3 az 

로 계산할 수 있다. 

무작위 연직 난류 성분(W")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하지 않고 왜도(skewness)되 

어 나타난다. 이 왜도는 대기의 안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Chiba， 1978). 즉 

양의 왜도는 대기가 불안정할때， 그라고 음의 왜도는 안정할때 나타난다. 이 왜도 

를 모텔에서 취급하기 위해서는 무작위 연직 난류속도 성분(w")은 

w" = JG + + (1/ JX; - - M, 왜도 >0 일때 

w" = (11J )G+ + JG- + M, 왜도 <0 일때 

로 보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G+와 G 는 각각 평균이 。이고 표준편차가 1인 정규분 

포에서 얻은 양과 음의 무작위 성분이고， J와 M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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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0.028 + 0.6 1 Sk 1 

M = 0.541 Sk 1 

로 주어진다. 여기서 Sk는 왜도 함수로서 아래와 같이 표시된다. 

o0.6 
r. 1"0/... ..,... IT ;~1/4 In ,... IT '\ + 1 , 존〈이0 일때 

S .，.ι = J 0ι.680 -1퍼5z치/1ιLυJ- i기개i/씬l 

" l 0α.2꾀(f f2 +애0ι.J1L， f 〉개0 일 때 

따라서 표류(식 (11))와 왜도 (식 (12))의 보정을 고려해서 연직 방향의 입자의 위 

느
 」

치
 

z(t + ßt) z(t)+(W(t)+W" (t)+Wd)ßt 

로 주어진다. 

나. 연기 상승 방정식 

시율레이션하는 기간에 배출된 입자들의 높이는 휘인 연기 (bent-over plume)의 

상승을 지배하는 방정식으로 결정된다 <Briggs, 1975) , 연기는 건조 단열적인 운동 

을 하며， 연기의 냉각은 상승할 때 팽창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으로 가정한다. 

부력 보존 방정식은 

브갑 
dt - S(Mp/Meff)wV 

a ao 
로 주어진다. 여기서 Fp는 부력속이고， S는 안정도 매개변수로 S=-브---효 

Oa 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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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기의 연직 상승 속도， V=Ur2으로 연기 체적속， Mp/Meff는 유효 연직 운동량 

속에 대한 실제값의 비로 Physick gt 떠.(1992)에 따라 o.μ4로 가정하였으며， r은 

연기의 반경， 그리고 U는 수평 풍속을 ()a는 주위 공기의 온위를 나타낸다. 

운동량 보존 방정식은 

브앤요 
dt F P 

로 주어진다. 여기서 Mp=wV 로 연직 운동량속을 나타낸다. 

연기의 반경 (r)은 높이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r = ß oZ, 여기 

서 β 。= 0.6으로 가정) 하면， 가상 원점으로부터 상숭한 연기의 높이 zp는 

브굶 3wV/(U생) 
dt 

로 표시 된 다 (Briggs, 1975; Kim and Park, 1993). 

식 (16), (17), (18)의 굴뚝 높이에서의 초기조건으로 부력속은 

F 0 g(To- T a)wor;/T 0 

이고， 운동량속은 

Mo = [훨]wgrg 

로 표시된다. 여기서 To는 연기의 온도， Wo는 연기의 배출 속도， rs는 굴뚝의 반경， 

그리고 Ta는 주변 공기의 온도를 나타낸다. 

굴뚝의 꼭대기에서 연기의 반경이 0이 아니므로 연기의 반경이 0이 되는 가상 

적인 원점은 굴묵의 꼭대기에서 아래쪽으로 Z잉= β 01"，。 인 위치에 존재하게 된다. 

초기 연기 반경 r。는 실제 굴뚝에서 배출되는 질량속과 휘인 연기로 가정한 경우 

의 t = 0 (초기)에서의 질량속과 같다는 조건 하에서 구해진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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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 rs(T a w o/ToU) 1I2 

대류경계층 내에서의 연기의 최종 상승 높이는 연기의 난류 운동에너지 소멸율 

(.~ p)과 대기의 난류운동에너지 소멸율( E a) 이 같아지는 높이로 정의할 수 있다. 즉 

Ep 1.5w3/z 

Ea 0.55w;/h 

여기서 w*는 난류속도 스케일로서 

w. (-폴뼈써) 1/3 

로 표시된다. 

대기가 안정할 때는 연기가 연직 방향으로 진동하게 되므로 최종 상승 높이는 

연기의 부력속 Fp가 초기 부력속 Fo의 5%가 되는 높이로 정의한다. 

이상에 열거한 조건을 사용하여 식 (16). (17) , (18)의 해를 구하면 대기가 중립 

안정도일때 (S=O) 가상 원점에서의 연기 상승 높이는 

z~(t) 3(Mot + 0.5F야 2) /0.36U 

가 되고 대기가 안정할 경우에는 (S>O) 

zg(t) = 3뻐 、 1η sin(v'(ü.꿇St) 
p ,., 0.36U (0 “‘ [

- ---뺏 ‘ [ cos(η[뻐혀 -1] 

로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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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상 오염 농도 채산 . 

. 어느 주어진 시간의 오염 농도 계산은 분석 영역을 격자화하여 격자체적(6x6 

Y 6z)내에 들어 있는 입자의 수로 계산이 된다. 따라서 계산된 오염 농도는 배출 

된 업자의 수， 평균을 취한 시간， 격자체적의 크기에 따라서 변화하게 된다. 

오염 농도 계산에 있어서 라그랑지 입자 확산에 사용되는 업자에 가상적인 오 

염물질의 질량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배출원에서의 배출량과 일일 공정과정 

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었다. 만약 오염물질의 배출율이 QE g/sec이고 입자 배출율 

이 일초에 n개라면， 입자 하나가 가지게 되는 격자 체적내에 하나의 입자가 나타 

내는 농도는 Q'= QE/ (n 6x6y6Z)가 된다. 따라서 Q는 n과 6x6y6z의 크기에 

따라서 영 향을 받게 된다. 

라그랑지 업자 확산 모텔은 일일 공정율에 따른 오염 배출율의 시간의 따른 변 

화까지도 쉽게 처리할 수 았을 뿐만 아니라 복잡한 지형에서도 적용 가능하므로 

경도법이나 상사법보다 훨씬 유리한 방법이긴 하지만 정확한 농도 계산을 위해서 

는 많은 업자를 배출시켜야 하는 어려운 점과 격자 체적의 크기를 어떻게 선택해 

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이 아직 연구되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Kemel dei1sity estimator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Yamada et a1., 1989). 이 방법은 각 업자가 puff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이 puff의 농도 분포는 정규 분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농도를 계산 

하는 방법이다. 이때 필요한 각 방향별 확산 거리는 이 입자가 경과해 온 곳의 바 

람의 표준편차를 시간 적분하여 구해진다. 

지상 오염 농도 계산시 입자가 지상에서 완전 반사되는 대선에 침적 속을 감안 

하여 업자의 가상적인 질량을 감소시켜 오염 농도를 계산하게 된다. 

지금 가상적인 질량 Qk를 가진 라그랑지 업자가 공간상의 한점 (Xk, Yk, Zk)에 

있을 때 이 입자로 인한 지상 오염 농도는 

Q(x , y , O) = 

Q (Xk f)2 (y다)2 zg 
k 2τ~←一가견;;r.-걷강E← 

(“(강i치)30'이‘k‘。X‘Joky6kkz e e v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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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주어진다. 여기서 (j kx, (j ky, (j kz는 각각 X, y , z 방향의 k번째 라그랑지 업자와 

관련된 확산거리의 표준편차이다. 이러한 농도 분포와 침적 속도 Vd로 인해 지표 

면의 침적속은 

= F 짧값f -냄활 -냄옆찮 
e e e 

로 주어진다 . 

.L::l. t 시간 동안에 지표에 침적된 총 질량， Qd는 

(Xk - X)2 (yι _y)2 
Qk .6 t e 고닮 r∞ r∞ -날강r- 」꿇」 

d (ν 2π)3(jkx(jky (jkZ J-∞ J-∞ V d e e ~V ky dx dy 

로 된다. 

따라서 초기에 Qk의 질량을 가진 라그랑지 입자가 .L::l. t 후에 침적으로 인하여 

Qd만큼 질량을 잃어버리고 Qk’= Qk- Qd 만큼 질량을 가지고 옮겨가게 된다. 이렇 

게 질량 감소된 라그랑지 입자들의 분포로부터 Kernel densityestimator 방법으로 

지상 오염 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즉 지상 오염 농도 Co(X, y. 0)는 

Co(X. y , 0) 까잃 빌객_k_ 않 r - ~ JXk-
Xtl 

(β;')3 음1 1 (jkρkyOkz p | 2 oix | 

않P[ -융 (y랬.yy) 2 ] • exp [ _繼]}

여기서 확산 표준편차 거리 (j j는 Ta1yor의 가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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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t~2T L.i 이면 O'i 0' v.it 

만약 t>2T L. i 이 면 , 혀 2 T L. i O' v.i t 

:로 주어진다. 

i 방향으로 t+ L::::. t 후의 확산 거리는 

O'i(t + .t.t) = α(t)+ O' v.i .t. t • 만약 t~ 2T L.i 

야(t+ .t. t) = 혀(t)+2cfv. i T L . i .t. t • 만약 t> 2T L.i 

로 계산할 수 있다. 

2. 모탤 적용 사혜 

본 모텔은 영흥도 화력발전소 및 월성 • 고리 • 울진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대기 

질 평가에 이용된 바 있으며， 현재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전주변의 주민선량 평가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 기본모델로 이용되고 었다. 또， 

다음과 같이 지적 재산권(전산프로그램，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1조 제 1항에 의 

거 보호)이 둥록되어 있다. 

1) K -SLBP(Sea and Land Breeze Program) 

- 동록일 : 1998.4.16 

- 둥록번호 : 98-01-12-1871 

- 둥록자 : 박순웅 외 4인(서울대， 전력연구원) 

- 동록기관 : 한국컴퓨터프로그랩보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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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 -LADP(Lagrangian Atmospheric Dispersion Program) 

- 둥록일 : 1998.4.16 

- 등록번호 : 98-01-12-1872 

- 등록자 : 박순웅 외 4인(서울대， 전력연구원) 

- 둥록기관 : 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 

제 3 절 영국기상청의 방사능벼상대응모델 

1. 영국기상청의 비상사고 대응 모델 운영 배경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전에는 영국 기상청 단독으로 개발한 

가장 단순하고 기초적인 모델을 운영하고 있었다. 단지 바람자료만 이용하여 거 

리 및 시간에 내삽법을 이용한 Trajectory 모델이다. 사고 이후 영국에서는 국가 

방사능 사고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영국에서의 피해 가능성을 분석하고 기상청이 

중섬이 되어 방사능 물질뿐만 아니라 화생방， 생물학적 물질을 포함하여 장거리 

수송을 예측하기 위한 모텔 개발을 시작하였다. 특히 이들 물질이 수백 수천 krn까 

지 이동하면서 침적 변환 동으로부터 증가 혹은 감소되는 양까지 감안하여 수송 

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모댈은 기상청에서 원자력 에너지 연구 

원， 벤체스터대학， Imperial College 둥이 참가한 산.학，연 공동으로 만들어졌으며 

NAME(Nuc1ear Accident ModEl)로 명 명 되 었다. 

2. 모델 소개 

NAME는 Lagrangian 형태의 모델이며， 대기 중에서 수많은 업자들이 바람과 

확산에 의해서 수송되도록 묘사하고 있다. 확산은 매 Time step마다 임의로 

(Ramdom walk) 입자의 위치가 변하도록 되어있다. 하루 이틀 등의 장시간， 장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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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입자 수송은 평균 종관 바람장에 따라 변하도록 되어있다. 

각각의 입자들은 방출된 물질의 방사능 정도， 및 질량에 따라 할당되며， 대기중 

농도는 주어진 고도의 격자내의 부피를 감안하여 모든 업자의 농도를 합한 값으로 

계산한다. 연속배출인 경우 배출량은 매시간으로 입력되며 또한 매 시간 간격으 

로 격자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했다. 따라서 15분 간격으로 각 입자 질량의 

4분의 1이 격자값으로 할당된다. 

입자의 활동도는 각 입자의 방사능 반감에 따라 혹은 지표면에 건성 침적 혹은 

습윤 침적에 따라 달라진다. 습윤 침적을 계산하기 위해서 5분 간격으로 생산되 

는 레이더 자료로부터 강수량을 산출하여 이용한다. 또한 레이더 자료뿐만 아니 

라 강수량 추정을 위해서 수치예보 모델을 구동시키고 있다. 이 모텔은 입자의 

질량 변화(농도변화)를 매 15분마다 출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방사능 누출 사고는 폭발사고를 동반하고 있으므로 초기 방출시 방 

사능 물질이 열에 의해서 연직 방향으로 상승되는 것이므로 연지방향의 상승 거리 

및 시간을 고려했다. 수평방향의 장거리 수송은 영국기상청의 수치예보자료를 이 

용하여 Lagrangian 형태로 계산된다. 방사선물질의 확산은 누출사고 시점을 기준 

으로 10일 후의 경로를 출력 가능하다. 현재 영국기상청에서는 이 모델을 기상청 

Hitachi EX 100 컴퓨터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비록 이 모델의 출력 자료가 주어진 시간에 방사선 물질의 농도장과 그때까지 

의 건성 및 습성 침적에 관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지만 NAME 모텔은 기본적으로 

trajectory의 routine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모텔은 주프로그램의 적분이 시작 

되기 전에 back trajectory를 계산할 수 있다. 이것은 사전의 경고 없이 나타나는 

방사선 사고를 감지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Back trajectory는 방사선 물 

질의 방출 지점을 정확하게 찾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trajectory는 모텔 적분 과정에서도 계산 가능하다. 처음 partic1e이 방출 

된 후 매시간 경계층 내에서의 평균 trajectory를 계산하여 사용가능하며 만약 2차 

원으로 계산하면 어떤 층에서의 trajectory가 계산될 수 있다. 이러한 trajectory는 

모델의 출력과 동시에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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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댈 격자 

모텔의 격자간격은 영구기상청의 수치예보모텔(Unified ModeD과 같이 위도 
1.25도 경도 0.8333도의 광역 격자와 국지 제한 영역으로 위， 경도 0.4425도로 약 
49km의 격자 간격을 가지고 있다. 연직방향의 격자 간격은 지형을 고려하고 지표 
면 기압으로 Norrnalized된 격자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모텔에서 적용하고 있는 격자 구조는 그림 5에서 보여주고 있다. 

'1-tevef$ 、

.104 

” / 
i 

i
ι
ι
 

그림 5. Nuclear Accident ModeHNAME)의 격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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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력자료 

압력 자료 중 강우량 자료가 방사선 물질의 침적에 중요하게 기여하므로 잘 예 

측되어야 한다. 강우량 자료는 위성 레이더 및 수치예보 자료를 동시에 입력되고 

있다. 한편 일반 종관자료는 4차원 자료 동화 과정을 수행한 후 기상청 예보 모텔 

에 입력된다. 

다- 확싼 모탤 

(1) 수명 이류 및 확산 

Paπicle의 수송은 15분의 시간 간격으로 전방차분하여 계산되며 바람 자료는 3 

시간 혹은 6시간 간격으로 예보된 자료를 내삽하여 계산한다. 이류는 3차원 전 방 

향으로 이루어지며 연직방향은 수평방향에 비하여 아주 적기 때문에 거의 무시된 

다. 수평방향의 이류에 확산 부분이 첨가되며 확산은 주로 난류에 의해서 지배된 

다. 

(2) 연 직 확산 및 entrainment 

연직방향의 시간간격은 경계층내의 large eddy의 tum over time에 지배되며 다 

음과 같이 계산된다. 

~t = ZνW* 15 min 

여기서 Zi는 경계층 높이， W*는 대류속도 여기서 계산된 ~t는 경계층 내에서 

난류의 특성을 간직하고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 경계층 내에서의 확산의 난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Particle의 entrainment 과정은 경계층 top에서 역전 현상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이는 경계층의 높이의 변동에 의해서 결정된다. 경계층 상부에서의 

확산은 주로 중력파의 파괴， 구름에 의한 이동 둥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이과정의 

모수화는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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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계층 높이 

경계층에서의 대류 및 확산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계층의 높이를 결정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경계층의 높이를 결정하는데는 두가지 방법 즉 대기안정도 

지수(리처드슨수) 혹은 기온감율을 파악하여 결정하게 된다. 이 모텔에서는 안정 

도 지수인 리처드슨 수를 사용하며 그 값이 1.0 이상인 위치를 경계층의 top으로 

본다. 

R .. =-ß-aB/az 
- T (aαjaz) 2 

여기서 Ri의 값은 온위( B )와 바람(u)의 연직 구배에 의해서 결정된다. 특히 리 

처드슨수의 부호는 온위의 연직구배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기옹이 상층으로 감 

소하면 리처드슨수는 음의 값을 가져서 대기가 불안정하여 난류가 있으며 반대로 

기온이 증가하면 리처드슨수가 양의 값을 가지면서 대기는 안정함을 나타낸다. 안 

정도의 결정값은 주로 리처드슨수가 1.0인 값을 기준으로 분리한다. 

라. 첨적과정 

Particle이 지표면에 침적하는 과정을 일반적인 운영모텔에서 간단하게 모수화 

하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 중의 하나이다.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침적과정을 건성 

침적， 습성침적 및 눈에 의한 침적으로 분류하고 었다. 

(2) 건성침적 

건성침적은 지표변의 특성 즉 토양 식물체층 및 바다 등에 따라 다른 침적계 

수를 주어서 계산되고 또한 침적되는 정도는 대기의 난류에 의한 영향이 크다. 침 

적율(F)은 대기중에서의 Particle의 농도에 바례한다. 

F = /1 dC(Z) 

/l d 는 침적계수로 지표면에서 언접한 곳에서 결정되므로 지표면의 특성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난다. 한편 p따ticle의 크기에 따라 침적과정 다르다.10μm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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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는 작은 이하의 0.1μm 았고 경향이 침적되는 의해서 중력에 입자는 큰 

일 반적 으로 0.03-10μ m의 입 laminar 층에서 Browinian 운동에 의해서 침적된다. 

자의 침적계수는 0.036m/s 에서 O.01m/s이며 입자가 더 크면 침적계수는 상대적으 

로 커진다. 침적을 계산하는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쁘=-(~브+-L)c+」학따 exp(-객보” dt "z i r /~ , r .... ~p \ Z i 

r 는 시간규모를 나 기체와 업자의 침적계수를 나타내고 lI d 와 wd는 여기서 

타낸다. 

(2) 습성침적 

비반웅성 기체는 공기중에서 침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오 

약한 비가 내릴 때 1 효과적으로 의하여 침적된다. 염물질은 공기중에서 강수에 

만큼 침적된 시간동안 침적되는 양은 1-2일 동안 건성침적에 의해서 제거되는 양 

따라서 비는 간헐적으로 내리지만 비에 의한 습성침적 량은 상당하다. 지표면 다. 

결정 농도와 강수율에 의해서 으로 침적되는 습성 침적량은 공기중의 오염 물질의 

된다. 

D=ωC R O.79 

습성침적과정에는 있다. /-‘ 
T 계산될 경험식으로 같은 위와 D는 습성침적량 

Rainout은 오염 이루어진다. mechanism에 의 해 서 두 가지 rainout와 washout의 

것이며 침적되는 때 내릴 비로 구름이 -
후
 

흡수된 뾰
 

구름입자 물질이 

일반적으로 오염물질을 떨어뜨리는 것을 말한다. 떨어지면서 washout은 빗 방울이 

습성침적에 의한 배가 된다. 까‘ 
T 의한 침적의 washout에 의한 침적이 rainout에 

농도 변동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x -κ
 -
-
따
 

A( hr- 1) =820 R O•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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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A는 15OOm(h)의 높이에서 경험적으로 구한 scavenging coefficient이다. 

(3) 눈애 의한 첨적 

고위도 지방에서는 상대적으로 눈에 의한 침적량도 많게된다. 일반적으로 눈에 

의한 침적은 비에 의한 침적보다 효과적이지 못하다. 눈에 의한 scavenging 

coefficient A 는 

A( hr- 1)=3.6 R O •깨 

로， 비에 의한 제거율의 약 1/23 정도이다. 그러나 눈이 많이 내리는 극지방에서 

는 이것이 주 침적과정으로 볼 수 있다. 

3. 모델 적용 사혜 

가- 쿠해이트 유전화재 사례 

1991년 쿠웨이트에서 발생한 유전화재는 그 규모가 대한 했으며 이로 인한 오 

염물질 주로 smoke(C)는 거의 전세계로 퍼져나갔다. 이것으로 인하여 지구의 복 

사 균형을 파괴하여 기후 변동의 한 원언을 제공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이산화탄소의 증가가 나타났으며 이는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사고 발생 후 영국기상청에서는 NAME 모델을 페르시아 걸프 지역을 중심 

으로 수행하여 영향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텔은 연직 방향으로 100mb 높이 까지 

포함하였다. 결과 smoke의 짙은 plum은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여 높은 층까지 상 

승되어 대기중에서 지속 시간이 길어져서 확산 영역이 확대되었으며 그 영향도 오 

래갔다. 걸프 지역을 중심으로 모텔 결과 나타난 확산 과정 및 농도 분포를 그림 

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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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쿠웨이트 유전화재 사례시 NAME 수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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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 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 사례 

1986년 5월 26일 구 소련의 체르노빌에서 발생한 원전 사고는 그 피해 규모가 

엄청났으며 유럽 및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영국 기상청에서는 원전 사고 후 유 

럽중기예보센터 (ECMWF)와 공동으로 NAME 모델을 수행하여 영향 평가를 실시 

하였다. 배출된 방사선 물질은 북서 방향으로 확산되어 하루가 지난 후 유럽의 

Baltic 해안까지 수송되었다. 일부 적은 양이지만 폐쇄 저기압에 의해서 스칸디나 

비아 반도에까지 수송되었다. 그 후 북서 유럽뿐만 아니라 중남 유럽에까지 확산 

되고 영국의 일부 지역에도 약하나마 방사선 물질이 검출되었다. ECMWF의 수치 

예보 모텔과 NAME모델의 확산 결과를 보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그 :>O-Ui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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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B죄 ε93-5 없 
홉뿔 5.a용해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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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1986년 5월 체르노빌 원전사고에 대한 NAME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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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저14 장 외국의 방사능관련기상업무 및 응용기술 현황 

제 1 절 개 요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서 대형 방사능 및 유해 독극물 둥의 누출 사고가 발생할 

때 그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들 물질의 확산 경로를 예측 

하여 사전에 대피 동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전세계적으로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에너지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화력 및 수력을 이용한 전력 공급에 

는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원자력 발전소를 지속적으로 건설 

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는 대량의 전력을 생산 공급하는 반면에 사고가 발생하 

면 그 피해는 이루 말 할 수 없다. 지난 9월 30일 일본 도카이무라 지역에서 방사 

능 누출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우리도 사고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피부로 

실감하였다. 

1986년 4월 26일 구 소련의 키예프 북동쪽 100krn에 위치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사고는 전 세계인을 놀라게 하였다. 이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원 

자력 발전소의 대형 방사능 누출사고에 대비하여 기상청에서 방사능 물질의 수송， 

확산， 침적 과정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현업 개념으로 운영하면 

서 긴급 사태를 대비하고 있다.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에서는 산학연 

협동으로 NAME 모텔을 개발하여 기상청에서 기상수치예보모델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호주 및 독일기상청도 기상수치예보모델의 결과물을 업력자료로 하는 대 

기수송 및 궤적모델을 운영중에 있다. 그리고， 독일기상청은 전 유럽을 포함하는 

비상대응체제 내에서 기상지원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선 

진국들 중에서도 국가방사선비상대응체제 내에서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독일 기상청을 중심으로 유럽의 비상대웅 체제를 설명하고 독일기상청의 수치예보 

모텔 운영 현황 및 비상대응시스램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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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독열기상청의 방사능벼상업무 

1. 독일기상청의 수치때보시스탬 

가- 개요 

15개월 이상의 시험가동기간을 거친 후， 독일기상청은 1999년 가을부터 새 수치 

예보 시스템인 GME와 LM이 가동에 들어간다. GME는 새로운 20면-6각형 격자점 

방식의 전구모델이며， LM은 국지적 비정역학 지역모델이다. 이 절에서는 독일기상 

청이 수치예보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과 모벨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나. 컴퓨터 시스탬 

MPP(Massively Parallel Processors 대 단위 병 렬 처 리 기 )를 갖춘 Cray T3E 

1200 시스템이 DWD의 새로운 주처리기이다. 이 컴퓨터는 7927H 의 응용 

( application) 처 리 단위 (Processing Elements, 207H 는 0.5 GByte, 7727H 는 128 

MByte 메모리를 갖춘)와 127H 의 명령처리단위 그리고 127H 의 실행 시스템 처리단 

위를 갖추고 있다. 각 처리단위는 1.2GFlops의 최대 처리능력을 갖고 있으며 일반 

적인 NWP 프로그램에 대해 모든 응용처리단위를 사용하여 64GFlops 이상의 수행 

속도를 실현해왔다. Cray T3E에서 수행되는 프로그램들은 표준 MPI(message 

passing interface) 루틴을 호출하여 프로세서간에 정보를 교환한다. 

2*10 프로세서와 5.5 GByte 메모랴， 1700 GByte의 디스크(fail-safe RAID 시스 

템) 용량을 가진 SGI Origin 2000 시스템이 데이터 서버로 사용된다. 모든 관측자 

료(BUFR code)와 모델의 결과(GRIB1 code)는 거대한 ORACLE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된다. 예를 들어 174시간까지의 GME 예보모델을 수행하면 12GB의 데이터가 

생성되고， 48시긴-까지의 LE 예보모델을 수행하면 5GB 정도의 데이터가 생긴다. 

하루치 NWP 생성자료는 40 GB를 넘게된다. NWP 데이터의 기록은 75TByte의 

자료를 REDWOOD 카세트에 담는 AMASS(Archival Management And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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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관측치해독(deco버ng) 및 그래픽과 같은 대부분의 과정들은 이른바 “운영 서버” 

인 SGI Origin 2000 시스템 (8+12 프로세서와 2.5+3.8GB의 메모리)상에서 이루어진 

다. 

다. 수치예보모댈 

(1) 전지 구 모델 GME 

GME는 이전세대의 전구모댈인 GM(Global Model)과 EM (European ModeD을 

대신하는 새로운 모델므로 GME라고 이름붙였다. 이 모텔은 20면←6각형 격자 

(Sadourny et 려.， 1968), 유한차분법 과 내삽과정 (Baumgardner,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ies)을 사용한다. GME 격자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구안에 20면 

체를 위치시킨다. 구와 접촉하는 점은 127~ 이다. 이 특별한 점들은 대원호로 연결 

되어 20개의 둥변삼각형을 형성한다. 이 삼각형의 변을 세분하여 더 작은 등변삼 

각형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계속하여 원하는 해상도를 얻어낼 수 있다. 모델의 

모든 변수들은 삼각형의 정점 (A-grid)에 위치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들은 전 

지구를 통틀어 20%이내의 면적오차를 가진다. GME의 다른 특징들은 다음과 같 

다. 

• 지 역구형좌표계 Oocal spherical coordinate)를 사용하고 단위 벡터는 동쪽과 

북쪽을 향하도록 정 한다. 

• 중심의 격자점과 그 점을 둘러싼 6개의 격자점 (5개는 127~ 의 특별한 점들 중 

에서)을 선형 결합하여 2차 정확도(2-order accurate)의 ? , ?2 를 계산한 

다. 

• 주위의 3개 격자점을 이용한 쌍일차 내삽법 (bilinear interpolation) 

• 주위의 12개 격자점을 이용한 4차 내삽법 (biquadratic interpolation) 

• 수분을 고려하지 않은 모텔에 대해서 Eulerian 처리， semi -implicit 시간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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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도 멘수에 대 해 서 는 semi - Lagrangian 이 퓨 석 용← 

• 판합 띤 끽 좌표(Simmons and Burridge. 19써 ) 

• 예만 맨수: 지띤 끼암 가온 수평바람성분 l:l 1 수증가입→ 구픔내 수분량(구텀-내 

)~ 성 링;도 판 추 가 예 정 임 ) 

• El\:I/DM의 란라고{성 Fr 암 부 채택하고 아격자 규모 지형 단린 (su b .. grid scale 

orographic drag)판 모수화(by Lott and Miller, 1997) 

• 증분( incremcnta]) 디 지 털 필터 링 초가 화 (by Lynch et a1., 1996) 

( ~lVfE의 초 71 상태는 6시 간 사이플의 최 적내삽볍(Iιonnberg and Shaw , 1987) 에 

가」죠한 4-D 자료 동화가법에서 팔어내어진다. 또한 해면온도(해맹의 경계도 포함 

히여)는 00 UTC마다 분석된다. 

그띤 8은 섣행 격자 크 71 60km의 GME에서 지형파 격자크가 480km의 20 1건 6 

zl 팽 걱자칠 보여주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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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실행격자크기 60km인 독열기상정 전구모델(GME)의 지형. 

20면 -6각형 격 자는 480km 해상도의 격 자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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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모델 LM 

지역모델 LM (Local MoceD은 지역의 기후를 평가하고， 다양한 규모에 대하여 

(최소 1ωm 격자간격에 이르는)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메조 β 와 메조 y 규 

모의 대가운동에 대한 수치예보를 수행하기 위하여， GME 안에 둥지격자(nesting) 

체계로 운영되도록 설계하였다. 

LM은 습윤한 대기내의 압축성 비정역학적인 흐름을 표현하는 원시 정-열역학 

방정식들에 기반하고 있다. 연속 방정식은 섭동 기압(perturbation pressure)에 관 

한 방정식으로 대체되고 이 섭동 기압은 3개의 속도성분， 기온， 수증기량， 구름내 

수분량과 함께 예단변수가 된다. 모델의 방정식들은 회전 좌표계와 지형에 의한 

연직 좌표계상에서 계산된다. 변환의 자코비안 행렬을 수치적으로 계산하면 연직 

좌표와 격자늘어남(grid stretching)은 적용하려는 문제에 맞추어서 쉽게 변환할 수 

있다. 

공간적 인 분리 는 엇 격 자(staggered Arakawa-C/Lorenz grid)상에 서 표준 2차 

유한차분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시간에 대한 적분은 Klemp와 Wilhelmson의 시간 

쪼개기 (time splitting) 기술에 Skamarock과 Klemp(1992)이 확장시킨 기술을 함께 

사용하여 Leapfrog 방법으로 수행하고 결과로써 음파와 중력파항을 풀어낸다. 

LM의 물리적 패키지는 기존 DM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나， 

현재 구름， 난류운동， 토양상태 둥에 대한 새로운 모수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자료동화는 끼워넣기 (nudging) 방법을 사용하여 SYNOP이나 wind 

profiler data같이 짧은 시간 간격으로 관측된 자료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림 9는 LM의 모델 영역 (domain)과 지형 (topography)을 나타내고 있으며， 표 

6에서는 독일기상청의 수치예보 시스템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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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 Topography (m), ds N 7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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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독일기상청 지역모델(LM)의 모델 영역과 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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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독일기상청의 새로운 수치예보모델 시스템 개요 

~렐병 
<

GME、; LM 
<

정역학， 20면체-6각형격자， 

Ar하mwa-A 
비정역학， 회전위경도격자， 

모델 개요 Arakawa-C, 
Eulerian/ semi - Lagrangian, 

split-explicit(수평 ), implicit( 연 직 ) 
semi -implicit 

격자 크기 50 km 7 km 

격자점 수 163842 325 x 325 

연직층 수 31 35 

영역 전지구 독일 및 주변 영역 

측변경계 GME L1 tLB=1h 

최적내삽법에 기초한 간헐적 

자료동화 
4차원 자료동화， 6h 주기， 3-h 끼워넣기법에 기초한 연속적인 

관측창(window) ， 자료 동화， 00 UTC의 해수면 온도 

00 UTC의 해수면 온도 

증분 디지털 펼터링， 3-h 단열 

초기화 후방 적분， 3-h 비단열 전방 적분， 초기화 불필요 

분석시간 중심 

예보 범위 
00, 12UTC는 174시 간， 

00，12，18UTC에 48시 간 
18UTC는 4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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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 수치예보결과물 및 활용 

(1) 수치 예보모델의 컬과물 

모든 GME/LM 분석과 예보장의 결과는 Grib-code{FM 92-때， version 1)에 저 

장된다. 표 7은 GME와 LM이 만들어낸 변수장을 보여준다. 

GME의 분석과 초기화된 분석장은 00, 06, 12 그리고 18 UTC에 얻어지며， LM 

의 경우는 분석장이 한 시간 간격으로 저장된다. 

예보장은 다음과 같다: 

GME: - full domain(164.000; 31개층) 

1h -> 78h : 매 1시 간 

81h -> 168h: 매 3시 간 

LM : - full domain{325*325 격 자점 ， 35개 층) 

1h -> 48h : 매 l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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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a. 독일기상청 수치예보모텔에서 산출되는 다층장(Multi-level 

fields). 분석결과는 A , 초기화된 분석자료는 iA, 예보는 F로 

표시된다. 

GME LM 
71호 버‘- '1‘- 명 단위 

A iA F A F 

U 동서 바람 m/s o o o o o 

V 남북 바람 m/s o o o o 

W 연 직 바람 (component) m/s o o 

OMEGA 연직 바람 속도(velocity) Pa/s o O 

T 기온 K o o O o o 

P 기압 Pa o o 

FI 지오포텐셜 m2/s2 o o O 

QV 비습 kg!kg O o o o o 

QC 구름내 비수분량 kg!kg o o o o o 

CLC 운량 % o o o o 

1) LM의 회전 좌표계에 대하여 

2) GME : p-levels 1000, 950, 900, 850,700,500,400, 

300, 250, 200, 150, 100, 50, 30 hPa 

LM: 1000, 950, 850, 700, 600, 500, 400, 300，똥0， 200 hPa 

3) LM : 1000, 2000, 3000, 500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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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b. 독일기상청 수치예보모텔에서 산출되는 등압면과 등고면의 다 

층장 

Gl\1E LM 
폴라단우f 

A iA F A F 

기 압 고도로 내 삽됨 Onterpolated to pressure levels)2 

U 동서 바람 m/s o o o o o 

V 남북 바람 m/s o o o o o I 

OMEGA 연직 바람 Pa/s o o o o 

T 기온 K o o O o o 

FI 지오포텐셜 m2/s2 o o 0 o O 

RELHUM 상대습도 % O o O o O 

높이 고도로 내삽됨 Onterpolated to height levels)3 

U 동서 바람 m/s o o 

V 남북 바람 m/s o o 

W 연직 바람 m/s o o 

T 기온 K o O 

P 기압 Pa o o 

RELHUM 상대습도 % o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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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치예보결과의 활용 

새로운 수치예보사스템의 결과는 우선 해상상태를 예측하는 데 활용된다. 독일 

기상청은 Geesthacht에 있는 GKSS 연구소와 긴밀히 협력하여 GSM(Global Sea 

state Model 전지 구 해수면 모델)과 LSM (Local Sea state Model 지 역 해수면 

모댈; 발틱해， 북해， 아드리아해를 포함하는 고해상도의 격자 모델)을 개발하였다. 

GSM은 3시간 간격으로 제공되는 GME의 바람예보에 따라 수행되고， LSM은 LM 

의 바람자료를 및 GME의 바람장(LM의 영역외에 대하여)을 사용하여 해상상태 

예측결과를 산출한다. 

그리고， 농업분야에서는 농업기상과에서 개발한 세분화된 토양 모델을 LM과 함 

께 운영하여 농업기상에 필요한 요소를 산출하고 었다. 

환경분야에의 응용이나 핵사고에 대한 대응 분야에서는 수치예보모델의 결과를 

궤적모델(trajectory modeD과 라그랑지안 입자확산모델(Lagrangian Particle 

Dispersion Model LPDM)에 적용시켜 오염물질의 이동경로와 가능 위험요소를 

예측한다. 두 모델은 1시간 간격의 GME나 LM 기상예보자료를 사용하여 계산을 

수행한다. 

2. 독일기상청의 환경비상대응체제 

가. 개요 

독일 기상청은 국제원자력 기구(Intem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와 세 계 기 상기 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에 의 해 개 발된 국제 

비상체제(intemational emergency programme)의 일원일 뿐 아니라 독일내 핵비상 

대응체제의 구성원이다. 방사능 예방 보호 법령에 의거하여 독일기상청은 방사선 

의 측정 및 확산 계산에 대한 임무가 있다. 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기상전용통신 

망과 컴퓨터망을 이용하여 저장되고 국가집중관측 및 정보체계 (the national 

Integrated Measurement and Information System : IMIS)로 전송되어진다. 국가간 

-77-



의 협약에 의거하여， 독일기상청에서 생산한 기상학적 결과물들은 독일의 국가공 

식창구(German nationa1 contact point)를 통하여 전세계로 배포된다. 

나- 독일기상청의 방사능 측정업무 

독일기상청의 방사능에 관한 업무는， 일반행정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IMIS의 골격 안에서 자료를 생성하고， 전송， 수집， 검증하는 일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인 자료생성과정은 상시관측과 집중관측 등 두가지의 과정으로 이루 

어져 있는데， 핵과 관련된 경우는 집중 관측이 시작된다. DWD의 관측망의 확장과 

LPDM이 기반을 둔 확산 모댈의 개발이 새로운 개념이 되었다. 

현재， 독일기상청이 대기중 방사선 관측망은 40개소로 이루어져 있다. 각 관측 

소는 기본기상요소 관측장비 뿐 아니라 감마선계측기를 이용하여 환경방사능을 정 

규 감시하게 되어 있다. DWD의 매일 매일의 보고서가 그림 4에 제시되었다. 동시 

에 다른 장비로 알파선 그리고 베타선도 계산되어진다. 

측정된 자료는 정기적으로 매 2시간마다 Offenbach에 위치한 중앙 사무소 

(Central Office)로 전송된다. 이 자료와 방사능 화학 연구실로부터의 결과는 제어 

된 후에 즉시 IMIS의 컴퓨터망으로 전송되어진다. 이렇게 집적된 자료는 기상관측 

자료와 함께 방사성물질이 대기중 이동 및 확산 등을 계산하는 데 이용된다. 

사고의 유형에 따라， 방사선 구름은 대류권계면둥 아주 높은 곳에 존재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항공기 관측이 필요하다. 이러한 항공기 관측을 통해 방사선 

구름의 위치와 감마선량 둥을 측정하여， 특별히 방사능 유출의 원인과 사고의 정 

확한 경위를 모를 때 지상 관측의 보충자료로 이용한다. 

다. 방사선물질의 수송 및 확산 예측 

방사선 오염물질의 수송과 확산의 예측을 위하여 독일기상청에서는 궤적 모텔 

과 LPDM등 2개의 모텔을 이용하고 있다. 

궤적의 계산은 오염된 공기궤의 위치변화의 초기 ‘추정에 이용된다. 최근에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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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적에 대한 계산이 각 방사선 감시 측정소에서 하루에 2번(OOUTC와 12UTC) 이 

루어지며 Europa - Model을 이용하여 대부분의 유럽의 핵발전소로부터의 순궤적에 

대해 계산이 이루어진다. 모든 결과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비슷하게， 높은 분해능05 km)을 가진 수치 예측 모델을 이용하여 독일， 체코， 

스위스의 모든 핵발전소와 몇몇 프랑스 발전소에서 순궤적이 계산되어진다. 

LPDM은 배출된 입자의 경로를 계산함으로서 건성 및 습성침적 그리고 수송， 

확산 과정을 모의한다. 농도는 대기의 box들 내의 입자의 개수를 세어서 결정한다. 

침적량은 강수 또는 지표와의 접촉을 통한 질량 결손과 지표에 지속적으로 축적되 

는 양으로 계산되어진다. 

기상학적 입력자료는 독일기상청의 수치예보모델인 GME와 LM의 결과를 이용 

한다. 1999년 9월부터 전지구적인 계산은 50km의 분해능을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 

게 되었으며， 제한된 지역에 대한 농도 계산은 7km의 수평격자간격을 가지는 기상 

예보자료를 활용하여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 

확산에 대한 계산은 4가지 방사능 물질， 즉 zirconium-95, iodine-131 , 

tellurium-132 그리고 cesium-137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계산은 예측에 대한 미리 

정해진 시간 간격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종합적 방사능비상대응프로그램은 메뉴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담당예보관이 작 

동시킨다. 이 시스템에서는 표， 그림， 궤적 위치， 방사선 농도장을 자동 산출하여 

즉시 IMIS망으로 전달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산출된 자료는 프로그램의 입력자료 

로 사용된 방사능 측정자료와 함께 IMIS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라- 비상대응을 위한 국채협력 수행 

예측된 기상정보를 이용한 확산 계산은 국내 의사결정과 국제 협약에 있어 매 

우 중요한 문제이다. 독일기상청은 IAEA에 대한 국가 접촉 기관으로 국제 협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적절한 비상 대체 능력을 가지지 못한 나라를 위하여 파EA에 

서 수행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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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규모의 핵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조기경보협 

약에서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변국에 즉각적으로 경고하게 되어 있으 

며， 보조협약에 의하여 핵사고의 피해가 없는 나라로부터도 적절한 도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증한다. 따라서 국내 기관 및 국제 기관 그리고 기상청과 다른 

기구들간의 연락 체제에 대하여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비상대응체제 내에서의 독일기상청의 위상이 그림 10에 제시되었다. 핵 비상사 

태 발생시 독일기상청은 내부의 비상프로그램 구동을 위한 정보를 머EA와 환경부 

(Feder，떠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 

: BMU) 또는 다른 곳에서 제공받는다. 퍼EA에 의해 제공되는 핵 사고에 관한 정 

보는 GTS를 통하여 전 세계로 배포된다. 이는 모든 국가기상기구 (National 

Meteorological Services NMSs)와 지 역 특별 기 상서 비 스 기 구(Regional Specialized 

Meteorological Services RSMCs)에 제공된다. RSMCs는 EER 결과물에 대한 

IAEA와 NMSs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자료를 제공한다. RSMCs의 확산 모델의 결과 

물은 국가 접촉 기관으로 팩스로 전달된다. 

동시에 독일기상청은 BMU의 요구에 따라 공기중 궤적과 농도의 확산， 침적을 

계산한다. 이러한 결과물은 컴퓨터망 IMIS를 통해 국가 접촉 기관과 외국에 전송 

된다. 또한 DWD의 모든 결과물(기상학적 결과물 그리고 관측 결과)는 BMU에 의 

해 유럽연합 내 다른 나라의 국가공식창구로 전송된다. 

현재， 유럽에는 핵 비상시 정보의 신속한 교환을 위한 현업시스템으로 ECURIE 

가 있다. ECURIE는 1987 1년 Council Decision의 결과로 설립되었다. 실용적인 측면 

에서， 메시지의 포뱃은 IAEA에서 사용되는 CIS(the extended Convention 

Information Structure)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통용 자료 base를 생성하는 데 적 

합한 ECURIE의 메시지내의 각각의 자료의 표준 문장과 포뱃을 보증한다. 

또， EURDEP 프로젝트는 어떤 나라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도 원하는 정보를 추 

출할 수 있고 그것을 표준 포뱃으로 변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함으로써 

자료의 중복을 방지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이탈리아 Ispar에 위치한 협동연구센터 

의 중앙 데이터베이스와 각국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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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라고， 비상시 섣사간 의사결정시스템인 RODosmeal • time On-line Decision 

Support system for ()ff-site emergency arrangement)가 the Commission Nuclear 

Fisson Safety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me의 지 원으로 개 밥되 고 있다 

주요 목적은 전 유랍을 통틀어서 석용하기에 삭합하며 포괄적인 사스템을 구축하 

는데 였다. 

18 개국의 유립국가로부터의 40개 기관이 이라한 사스템을 구축 받전시키는데 

기여하고 였다. RODOS의 개받파 운영을 동해 얻을 수 있는 주요한 이득은 아래 

와 같다. 

• 부지지역 밖익 비상 판랴 처1 저l 달 향상시카기 위한 유럽 자원의 효과적 이용 

• 현새 또는 미래의 국가 시스템의 최상 상태를 포함시카기 위한 상용 기반 구 

:ι: 

τ듀「 

• 츄성 자갚의 교환파 국가간 동선땅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반 구축 

• 사스템의 포판성에 근거해서 의사 결정권자탑에 대한 좀더 일관된 지원 

• 의사 결정 파정의 투명성 향상 

• 유법에 영향윤 ]]1 칠지도 모르는 미래의 사고에 대한 좀더 적절하고 조화로운 

대응 

바상시 현엽 대책을 보증하가 위한 섣힘파 연습이 국내 그리고 국제적 협정 

OMIS , EU , OECD/NEA, WMO/IAEA)의 승인 하에 선시되는데， 뜩언가상청은 이 

바한 협정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가·지원하고 있다. 그 임환으로 독띤가상청은 

1996년 11 윌 OECD/NEA가 주관힌 INEX 2 섣힘과 관련된 결과불을 저l 시하였다. 

스위스 핵빈→전소 Leibstadt에서 1996년 11월 7연 06:15 UTC에 사고가 받생한 것 

으로 가정하고， BMU에 의해 EER 체제가 시동되었으며 독열기상청은 BMU의 요 

구에 따라 배춤시간 배출지점의 순 궤적에 대한 결과델 산출하였다. 결과는 

IMIS 시 스템 으보 잔송， 저 장되 였다. 

얀에서 살펴본 바와 ;샅이 국가 또는 국제 비상대응제저l 내에서 뜩얼 71 상청의 

환등은 매우 적극적이며 효율적이다. 또한 운영증인 모텔 역사 매우 좋은 결파륜 

보이고 였다. 향후 우리나라의 비상대응제제 개선시 침고할 만한 좋은 예라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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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집중관측 및 정보체계(1 

‘ GTS를 통해 입수된 비상사고 전문 및 정보 
• 독일기상청의 생산물 (관측자료， 궤적， 확산모델 계산결과 등) 

• RSMCs로부터 배포된 확산예측정보 

그림 10. 유럽의 핵 비상대응 체계 (독일을 증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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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l 5 장 요 약 Q.I 
~ 

1. 기상청의 방사능에 관한 기상업무 현황 

결 트료 
‘--

우리나라는 방사선 비상사고 발생시 방사능방재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KINS 

의 방사능 방재대책 기술지원 전산시스템(CARE)을 이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 내 

설시간 피폭해석시스템(FADA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상입력자료를 제공하 

는 방사능방재 기상자료 수집시스템을 개선하고자 기상청의 실시간 기상정보제공 

시스램 운영현황 및 방사능 방재분야에서 펼요한 기상자료의 실시간 배분방안을 겸 

토하였다. 그리고， 예측기반의 피폭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기상예측정보， 즉 

기상수치예보자료의 생산현황을 조사하고 이의 이용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상청은 기상정보를 필요로 하는 방재기관 및 민간 · 언론기관， 기타 국가기관에 

즉각적이고도 정확한 기상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초고속 네트워 및 각종 최신장비를 

이용하여 설시간 기상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기상청에서 생산한 모 

든 관측 및 예보 · 분석자료는 우선 기상정보통신시스템 주전산기에 수집된 다음 전 

용회선， 인터넷， FAX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된다. 현재 기상정보 

통신시스템 주전산기와 연결된 전용회선을 통해 기상정보를 지원 받는 유관기관은 

주요 언론사， 국방관련부처， 행정자치부， 수문관련기관， 항공관련기관， 환경부， 민간 

예보사업체，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이다. 

능동적 정보전달체계를 통해 제공되는 기상정보의 종류는 국내 종관기상관측자 

료 및 GTS(Global Telecommunication System)를 통해 수신된 전지 구종관관측자 

료，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의 관측결과， 해상관측자료 및 고층관측결과， 위성자 

료 및 그래픽정보， 수치예보자료 등이 었다. 

기상청에서 생산하는 예측기상정보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수치예보자 

료는 1991년 기상청 수치예보과가 신설된 이래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예보현업에 운영되고 있는 수치예보 모델로는 전구예보시스템 (Glob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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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milation and Prediction System GDAPS) 및 지 역 예보시스템 CRegiona1 

Data Assimilation and Prediction System RDAPS) , 그리고 지역예보시스템에 

연계되는 파랑예보모델 최고/최저기온예보모댈 및 강수확률 예보모텔 등이 있다. 

기상청의 수치예보시스템은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전지구 모댈 예보자료논 하 

루 4번 (00， 06, 12, 18 UTC) , 제한지역모델 예보자료 및 응용자료들은 하루 2번 (00， 

12 UTC) 생산되고 있고 태풍 발생시에는 하루 4번( 00, 06, 12, 18 UTC ) 태풍 

모형이 수행된다. 생산된 자료들은 기상청 본청 및 각 지방기상청 예보실에 실시 

간 제공되어 예보관들의 예보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신속 · 정확한 수치예보모델 운영을 위해서 기상청은 기상예보 전용 컴퓨터를 

비롯한 최신 장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1999년 6월부터는 기상용 슈퍼컴퓨터 (NEC 

SX-5)를 도입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수치예보업무는 자료처리， 전구예보 시스 

템 (GDAPS) 수행， 지역예보 시스템 (RDAPS) 수행， 태풍모델 및 지역파랑예보 시스 

템 수행， 응용모델 수행 순으로 진행되는데， 이 중 지역예보 시스템은 현재 제한지 

역 모델인 MM5를 이용하여 동북아시아 지역의 48시간 예보결과를 3시간 간격으 

로 1일 2회 생산하고 있다. 이 모델은 지속적으로 개선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기 

상청은 집중호우와 같은 국지악기상을 조기에 예측하여 기상재해를 방지하고자， 

현재 MM5를 비정수계 (Non - Hydrostatic) 압축성 대기 모형으로 개선한 모댈을 시 

험 · 연구 중에 있다. 2000년 6월부터는 이 개선모형을 현업화하여 63km와 21km, 

ηan 해상도로 각각 24시간 예보결과물을 생산 기상예보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기상청은 국지 악기상을 조기에 예측하여 신속히 전파하기 위하여 각종 기 

상관측자료 분배시스템인 방재기상정보시스템 (MISS-DP)과 국지 악기상 예보시스 

템 (ARPS)을 결합하여 종합적인 방재지원체제를 마련하고자 시험 중에 있다. 

ARPS는 hαt15와 같은 비정수계 압축성 대기 모형으로 수 미터에서 수백 킬로미터 

규모의 대기현상을 수치모사하기에 적합한 모형으로， 현재 기상용 슈퍼컴퓨터인 

SX-5를 이용하여， 2ηan와 9km 해상도로 매일 2회 15시간 예보를 생산하고 있다. 

이 결과물은 1없9년 6월부터 기상청 인트라넷을 통하여 예보현업에 제공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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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상청은 기상정보 제공 체계 및 기상예보 결과물 산 

출에 있어 첨단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전용회선을 통해 

기상관측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종관기상관측자료 및 자동 

기상관측자료만이 실시간 피폭해석시스템(FADAS)의 입력자료로 제공되고 있는데. 

앞으로 정확한 방사능 방재대책 수립을 위한 기상자원 이용 극대화를 위해서는 기 

상청의 수치예보모델 결과물도 함께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앞으로는 기 

상청의 수치예보모텔 운영 개선과 발맞추어 시 · 공간적으로 가장 상세한 정보를 

산출하는 수치모벨의 결과물을 기존 전용회션을 통해 실시간 활용하는 방법이 가 

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기상수치예보모댈 결과물을 방사능방재대책 수립에 안 

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업 운영중인 기상예측모델을 이용해야 한다. 모델 

역학 및 해상도， 그리고 기상청의 모델운영정책을 고려할 때， 국지예보모댈언 

MM5 또는 ARPS의 예측결과를 실시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2. 국내 • 외 방사능물질 수송 및 확산모델 

국가 방사능 방재대책 수립을 위한 기술지원에 있어 기상분야의 지원업무를 효 

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피폭 예측 및 평가에 이용되는 방사성물질 수송 · 확 

산 모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국내 · 외에서 개발， 현업에 활용되고 

있는 방사능물질 수송 · 확산모델 2가지의 모델역학을 조사하고， 모벨별 운영기법 

및 체계， 실제 활용사례를 살펴보았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사능 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기 

상자료의 신속한 전달이 요구되고 이를 정밀한 대기수송 · 확산모댈에 적용시켜야 

하며， 적용결과는 신속한 비상대책을 통해 현실화되어야 한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방사능방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국가기상기구에서 대기수송 • 확산모델을 수 

치예보모댈과 함께 실시간 운영함으로써 과학적으로 타당한 정보를 생산함은 물론， 

비상대응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국내 과학자에 의해 개발 · 사용되고 있는 수송 · 확산모델로는 현재 방사능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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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활용되고 있는 서울대학교 대기경계층 실험실에서 개발한 라그랑지 업자확 

산모텔을 조사하였다. 이 모텔은 우리 나라와 같이 지형이 복잡하고 지표면이 균 

일하지 않은 지역에 위치한 점오염원에 적합한 모형이다. 배출원에서 배출된 개개 

의 입자가 중규모 모텔에서 얻어진 바람장과 난류장에 의하여 수송， 확산되는 과 

정을 계산하는 모델이므로， 중 · 장거리 확산에서부터 충분히 작은 격자거리 내의 

확산까지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 이 모텔은 영홍도 화력발전소 및 월성， 고리， 울 

진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대기질 평가에 이용되어 이미 검증받은 바 있으며， 현재 

원전주변의 주민선량 평가체제의 기본모델로 활용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영국기상청에서는 1986년 체르노빌 핵사고 이후 영국기상청과 원 

자력 에너지 연구원， 맨체스터 대학， Imperial College 등 산학연 공동으로 방사능 

물질 뿐 아니라 화학적， 생물학적 유해물질의 장거리 이동을 예측할 수 있는 

NAME(Nuclear Accident ModED을 개발하였다. NAME도 역시 라그랑지안 형태 

의 모델이며， 방사선물질의 확산을 사고시점 기준 10일 후의 경로까지 예측 가능 

하다. 이 모벨은 영국기상청의 수치예보모델과 같은 영역 및 격자간격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라그랑지 입자확산모델과 마찬가지로 수평 · 연직 이류 및 확 

산， 침적과정 동을 산정한다. 영국기상청에서는 NAME을 이용하여 1991년 쿠웨이 

트 유전화재시 영향분석을 실시한 바 있으며，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와 공동 

으로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에도 NAME을 활용하였 

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다양한 종류의 대기수송 및 확산모델이 각국의 실정에 맞 

게 개발 · 활용되고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 신속 • 정확한 확산예측결과 산출을 위 

하여 기상예측모텔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나 

라도 우리의 실정에 맞는 방사능물질 수송 및 확산모델을 개발， 기상현업 예보모 

댈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 환경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 

하기 위해서는， 여러 외국의 기존모델들을 우리 환경에 적용， 테스트 및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 대기수송 및 확산모댈과 기상예측모텔과의 연계 기술이나， 기 

상청과 방사능관련기관， 국가비상대응체제 내 다른 기관과의 연계성 및 조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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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에 관한 기술을 선진국으로부터 습득하는 일도 수행되어야 하겠다. 

3. 외국의 방사능관련 기상업무 및 응용기술 현황 

1986년 4월 26일 구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의 폭발사고 이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대형 방사능 누출사고에 대비하여 국가기상기구에서 

방사능 물질의 수송， 확산， 침적 과정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현 

업 개념으로 운영하면서 긴급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선진국 중에서 

도 국가방사선비상대응체제 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독일 기상청을 

중심으로 유럽의 비상대응 체제를 검토하고， 독일기상청의 수치예보모델 운영 현 

황 및 비상대응시스템을 살펴보았다. 동시에 독일기상청의 방사능에 관한 기상업 

무의 중요성을 조사하고 운영기술의 우리 나라 기상청에서의 체제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독일기상청은 1999년 가을부터 새로운 수치예보시스템인 GME(전구모댈)와 

LM(국지 비정역학 수치모델)이 가동에 들어갔다. 이 모델은 독일기상청의 Cray 

T3E 1200 시스템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그 결과물은 해상상태 예측， 농업기상요소 

산출 및 환경분야 · 핵사고 대응 모델인 궤적모댈 (traj ectory modeD과 라그랑지안 

입자확산모델 (Lagrangian Particle Dispersion Model LPDM) 수행에 이용된다. 

독일기상청은 유럽 및 독일 내 핵비상대응체제의 구성원으로써 매우 중요한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궤적모델은 EM의 결과를 이용하여 거의 모든 유럽의 

핵발전소로부터의 순궤적을 계산하고 있으며， 각 방사선 감시측정소에서도 하루 2 

번 모델 계산을 수행하고 있다. LPDM은 GME와 LM의 결과를 이용하여 전지구적 

인 입자경로 및 침적， 수송， 확산과정을 50km 분해능을 가지고 모의할 수 있으며， 

제한된 지역에 대한 농도 계산은 η(m의 수평격자간격을 가지는 기상예보자료를 

활용하여 계산한다. 이러한 종합적 방사능비상대응프로그램은 메뉴방식으로 작성 

되어 예보관이 쉽게 작동， 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모든 산출자료는 국가집 

중관측 및 정보체계(Integrated Measurement and Inforrnation System IMI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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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되어 유럽 전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독일기상청은 40개소 대기중 방사선 관측망을 운영하여 매일 감마선 측정 

및 알파선， 베타선 계산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상자료와 함께 방사선 측정자료룹 

IMIS에 전송 • 저장하여 방사선물질의 대기중 이동 및 확산을 계산하는 데 이용한 

다. 또， 특별한 경우에는 항공기 관측을 실시하여 지상관측의 보충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적절한 비상대웅을 위한 국제협력을 수행함에 있어 독일기상청은 국가공식창구 

인 독일환경부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다른 주변국들 

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기관간 · 국가간의 각종 정보 및 자 

료 전달에 있어 독일기상청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 유럽 통합 비상시 

실시간의사결정시스템인 RODOS(Real-time On-line Decision Support system for 

off-site emergency arrangement)를 개발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향후 방사능 비상사고에 대비한 국가비상대웅체제를 수립하는데 있어 기상청의 

역할을 정립하고자 할 때 독일기상청의 이러한 활동은 매우 좋은 예가 될 수 있 

으며， 우리 기상청의 방사능에 관한 기상업무개선 및 기관간 협력체제 개발시 모 

범이 될 만한 사례라 하겠다. 특히， 독일의 현업 기상수치예보모델과 대기수송 및 

확산모텔의 연계 운영 기술 및 정보 데이터베이스 운영체계는 매우 효율적이며， 

위 기술을 습득한다면 향후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확산모델을 개발， 운영하는 데 

있어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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