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과학회 2016년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제25권)
Proceedings of the Korea Environmental Sciences Society Conference, Vol. 25, 2016

PA4)

고층 아파트 배치 형태에 따른 풍환경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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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과거 대도시지역으로 인구의 급격한 유입현상이 최근에는 그 반대의 경향인 탈도시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
다. 이것은 도시지역에서 더 이상 마땅한 조건의 주거지역 조성 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점차적으로 어려워지
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이겠지만, 그와 더불어, 각 가정에서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주변 환경의 개선에
대한 막연한 불확실성 등이 더욱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족할 수 있는 도시 외곽지역 등에 점차적으로 주거지
개발을 가속화하고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탈도시화 현상을 유발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건설되고 있는 외곽지역 아파트 단지는, 과거 비교적 낮은 층수의 아파트 동을 조밀하게 배
치하던 것에서, 점차적으로 고층화화면서 아파트 단지 내에 공원 및 친수공간 등을 지상에 배치하여 친환경
적인 구성을 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와 더불어, 아파트 단지 내외부의 공기의 환기에 따른 아파트 단지 내
부에서의 대기오염 정체현상을 유발여부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쾌적한 대기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각 동별 배치에 따른 풍환경 형성 특성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창원시 진해구 일원에 조성 예정인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동별 배치를3가지
CASE로 구분하여 각 CASE별 수평 및 연직 바람분포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바람 분포를 상세히 살펴보
기 위하여 독일에서 개발된 미기상 수치모형인 Envi-Met V3.1을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연구의 대상지역인 창원시 진해구 일원의 지형적, 지리적 조건을 고려하여 기상조건을 설정한 후, 각
CASE별 수치모의를 수행한 결과, 이 지역의 주풍향인 남풍계열의 바람과 아파트 단지 북쪽으로 형성된 산
악구릉지대의 영향으로 남북방향의 아파트 동별 배치가 주된 구조를 가지는 경우에 유입풍계인 남풍계열의
바람이 북쪽으로 원활히 빠져나가면서 아파트 단지 내부에 공기의 정체 가능성이 비교적 낮을 가능성이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동서방향의 아파트 단지 배치의 경우, 유입풍계인 남풍계열의 바람이 동서로 형
성된 아파트 건물에 의해 서풍으로 편향되는 과정에 풍속편차에 의한 와류가 형성되어 아파트 내부에 공기
가 정체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도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