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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have investigated the wind speed variations over the leeward region when the strong wind blows. In this study 
we employ Envi-met numerical model to simulate the effect of surface boundary conditions. This model is applied for 
three cases which are characterized by land use and terrain height. The base case having natural geographical condition 
shows the weakest wind speed around lee side of Chunsudae. The others which remove the vegetation and cut off the 
terrain above 20 m ASL represent the stronger wind speed than base case. The main factor of this result is the surface 
friction. The distinct variation of wind is found at offshore area between Chunsudae and the southern part of village, 
but the northern part where is apart from Chunsudae shows a small variation of wind pattern. The weakening of wind 
speed around residential area is a maximum of 4~10 m/s when the wind blows in the village as strong as 55 m/s. The 
gust wind speed is weakened about 7~17 m/s in this case if the coefficient of gust wind adapted as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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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도시지역으로의 인구 집

중현상은 이것에 연계되는 사회적 직, 간접비용의 증

가, 부대시설의 확보를 위한 공간적 부족이라는 또 

다른 측면의 문제점을 유발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러

한 도시지역 난개발 확장 과정에서 환경보전이나 환

경대책이라는 측면의 고려는 거의 전무하였거나 중

요한 가치가 되지 못하였다. 즉, 개발에 따른 변화가 

사후 어떠한 환경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지, 또한 이

러한 변화에 의한 피해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한 정

확한 진단이 간과되어 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국민의 인식 속에는 양적 팽창과 양적 만족을 넘어서 

질적으로 향상된 생활을 하고 싶다는 ‘참살이 (well- 
being)’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적 개발에 따

른 자연환경의 변화와 이와 연관된 문제점의 제기를 

통해 다양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지속적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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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 Geographical condition around Chunsudae.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기본적으로 바람이나 기온과 같은 기상요소는 주변

의 지형적 조건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이화운 등, 2000; 
정우식과 이화운, 2003; Bossert, 1997). 특히, 바람은 

해당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지형적, 지리적 조건뿐만 

아니라 좁은 지역에서의 건물 등에 의해서도 많은 영

향을 받는다 (안광득 등, 2003; Baik and Kim, 1999). 
더욱 큰 관심적 문제는 지역개발에 의한 기상 환경변

화가 일상적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도 중요하지만 실제 큰 피해를 미칠 수 있는 강풍

의 종관적 상황에서 어떠한 문제를 발생시키는지도 무

척 중요하다. 예를 들어, 2003년 제 14호 태풍 ‘매미’
가 우리나라에 다가왔을 때, 마산과 통영일원에서 일

어났던 해일피해라든지, 부산항에 설치되어 있는 거대

한 타워크레인의 붕괴와 같은 현상은 일상적 기상조건

에서의 피해가 아니라 재해적 기상 상황에서 나타난 

대규모 인적, 물적 피해였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피해

는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조금만 신중하게 관

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느 정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

다는 점에서 무척이나 안타까운 사례라 할 수 있다. 즉, 
해일피해의 경우에는 태풍의 진로 및 강도로 볼 때 미

리 해안대피를 앞당길 수 있었던 것이며 부산항만의 

타워크레인 붕괴의 경우에는 설계 시에 부산항에 나타

날 수 있는 최대풍속을 예측해서 타워크레인의 내풍 

강도를 정확하게 설정하였다면 피해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었던 사례이다. 이처럼 일상적인 환경변화에 대

한 예측도 중요하지만 지역개발 및 변화로 인해 가중

될 수 있는 대규모의 기상재해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와 같이 강풍이 부는 재해적 기상상황에서 지역

적 개발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바람장의 변화를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적으로 수행되는 여러 가

지 개발 사업에 있어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지형적 변화

가 인근 지역에 미치는 미기상학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2. 연구 대상 지역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성동 천수대 일대를 대상으로 

천수대 지면조건변화에 따른 풍하지역의 미기상학적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기상 대기유

동장 수치모형을 이용하여 태풍이 내습할 때의 바람조

건에서 천수대 지면조건변화에 따른 바람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연구 대상지역은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덕도 

서쪽 연안의 중앙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마을을 위치한 

천수만은 남쪽과 북쪽에 돌출된 지형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지형, 지세를 보이고 있다. 표시된 연구대상지역

은 마을 남동쪽에 고도가 높아지는 구릉지가 위치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고도가 증가하는 개활지

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개괄적으로 살펴볼 때 비교적 

완만한 경사의 지형과 천수만 안쪽의 해안을 따라 주

거 지역이 분포하고 있음을 잘 볼 수 있다. 



정우식․박종길․이화운․김은별  171

Fig. 2. Surface boundary outlines of Envi-met model.

3. 연구방법 및 결과 고찰

3.1 미기상 수치모델 (Envi-met)

연구에 사용된 Envi-met 모델은 독일 Bochum 대학

의 Bruce and Fleer (1998)에 의해 개발되었고, 2004
년에 최종 개선된 모델이다. Envi-met 모델의 장점은 

도시지역에 있어서의 지면, 건물, 식생, 그리고 대기의 

상호작용에 관한 미세규모 모델로서 뚜렷한 미세규모 

기상의 패턴을 만들어낸다는 점과 딱딱한 건물의 벽면

체 뿐만 아니라 숲과 같은 부드러운 모형도 모사할 수

는 있다는 점이다.
Envi-met 모델의 구성은 대기모델, 식생모델, 토양모

델, 그리고 지면과 건축물에 관한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Launder and Spalding, 1974; Mellor and Yamada, 1975; 
Clapp and Hornberger, 1978; Deardorff, 1978; Barden, 
1982; Yamada, 1982; Wilson, 1988; Tjernstrom, 1989; 
Asaeda et al., 1993; Liu, 1996; Bruse 1998).

3.2 모델링 설정영역과 타당성 검토 

3.2 1 모델링 영역

천수대의 지형 변화에 따라 천수대와 천수만 해상

을 포함한 천성동 마을 일대에서의 태풍 내습시 바람

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산 

영역을 설정하였다. 
계산 영역은 수평방향으로 격자간격 40 m로 하여 

동서방향 (x 방향)으로 50격자, 남북방향 (y 방향)으로

는 40격자로 구성하여 동서, 남북으로 각각 2000 m와 

1600 m의 범위로 설정하였고 연직방향 (z 방향)으로

는 지표부근에서의 상세한 계산을 위해 지표부근에서

는 조 한 격자간격을 가지고 상층으로 갈수록 넓어지

도록 (telescoping 방식, 20%)하여 25개 층의 950 m로 

설정하였다. 지표부근에서의 조 한 연직격자 간격을 

구성하여 지표부근에서의 복잡 다양한 물리량들의 정

확한 계산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바람장 예측을 위한 지표면 입력조건은 Fig. 2와 같

이 구성하였다. Fig. 2는 자연상태의 천수대를 나타낸 

것이다. 현재 천성동 마을의 건물과 도로 등을 제외한 

저고도지역은 수풀과 같은 식생으로 덮여있고 마을일

원을 벗어난 언덕과 야산, 그리고 천수대는 거의 모두 

15 m~20 m의 높이를 가지는 나무들로 덮여있다.

3.2.2 모델 결과의 타당성 검토

실제 연구 대상영역의 지형을 고려해 수치 모의한 

Envi-met 모델의 계산 결과와 관측값과의 비교를 통해

서 모델 계산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천성동 해안마을에 설치한 자동기상관측장비 

(Automatic Weather Station, 이하 AWS)에서 관측된 

기상자료를 이용하였다. AWS는 10분 간격으로 관측

을 수행하였다. 또한 천성동 해안마을의 3개 지점에서 

이동식 기상관측장비를 이용하여 AWS와 병행 관측을 

수행하였다. 이동식 기상관측은 2005년 11월 16일 주

간 (1200LST~1500LST)에 30분 간격으로 실시하였

다.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1400LST의 결과를 제

시한 것은 관측사정상 세 지점 모두에서 관측적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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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the observed with calculated wind speed (WS) and wind direction (WD).
16 November, 2005. 17 November, 2005.

1400 LST 0000 LST 0900 LST 1800 LST
P1 P2 P3 AWS AWS AWS AWS

WS
(m/s)

OBS 3.1 3.6 3.6 4.6 1.9 1.1 2.1
CAL 3.8 3.7 3.7 4.4 1.9 1.2 2.2

WD
(degree)

OBS 290 280 280 285 55 93 23
CAL 284 281 283 286 57 94 23

Fig. 3. Position of meteorological sites around Chunsudae.

요소 (주민의 이동, 차량의 주차 등)가 적어 관측값에 

가장 신뢰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Fig. 3은 관측이 수행

된 위치를 나타낸 그림이다. 이동식 기상관측과 AWS 
관측이 시작된 2005년 11월 16일은 우리나라가 전반

적으로 일중 북서풍이 우세한 날이었다 (Fig. 4). 
Table 1은 관측 기간 동안 이동식 기상관측장비와 

AWS에서 관측된 풍향, 풍속과 수치모델을 통해 계산

된 풍향, 풍속을 비교한 것이다. 주어진 풍향과 풍속을 

비교해 보면 분석에 사용하는 Envi-met 모델 계산결과 

값이 관측값과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결과를 통해서 천수대를 포함한 천성동 마

을 및 앞바다에서의 바람장의 진단과 예측에 있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델 결과값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후 지면조건별, 풍향별, 풍속별 천성동 해

안마을 일원과 마을 앞바다에서의 풍속을 분석할 때, 
수치모형의 결과값에 충분한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고 하겠다.

3.3 천수대의 지면조건 변화에 따른 풍환경 변화 
    분석

3.3.1 수치실험 설계

천수대의 지면조건을 천수대에서 절토와 벌목이 

수행되기 전의 자연 상태 지형 및 식생을 고려한 경

우 (base case)와 천수대의 지형은 변화시키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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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ynoptic weather chart on 16 November, 2005.

지형위에 있는 수목 등의 식생을 제거하였을 때의 경

우 (bare case), 마지막으로 천수대에서 고도 20 m이

상의 지형은 모두 절토하여 평지로 조성된 경우의 경

우 (20m case)인 3가지의 지형조건 (Fig. 5)을 설정하

였을 때의 바람장 특성과 변화 정도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지면조건을 설정한 것은 국지영역 바람장

에 있어 식생 및 지형고도 변화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더불어 

지면 절토에 있어 해발고도 20 m 이상의 지형을 모

두 제거한 경우는 이 지역에서의 개발 계획안에 포함

되어 있던 내용이다. 
Envi-met 모델에서는 지면에서의 식생과 토지이

용도를 구분하여 상세히 고려할 수 있다. 즉, 식생별

로 기공저항, 식생의 알베도, 식생 높이, 잎면적 도

를 할당할 수 있으며 토양수분도와 관련되어 있는 근

역 (根域, 뿌리영역) 도와 깊이 등도 고려할 수 있

다. 따라서 식생의 종류와 형태를 고려하는 경우 지

상 부근의 풍속과 풍향에 미치는 식생의 영향을 정확

하게 산정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풍속에 따른 천수대의 영향을 살펴보

기 위해 유입풍속을 7가지 경우로 설정하여 풍속별 

바람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풍향에 따른 천수대의 영향을 살펴보

기 위하여, 바람이 260° 방향에서 불어오는 경우의 

풍향에 대하여 지면조건별, 풍속별 바람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Fig. 6). 여기서 고려한 풍향인 260°는 

천수대를 거쳐 오는 바람에 의해 마을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한계 풍향각’으로 설정한 풍향이다. 본 연구

의 최종 목적이 마을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천수

대에서의 지면조건변화가 마을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므로 천수대가 위치하고 있

는 방향에서의 구분 한계 풍향각인 260° 풍향의 바람

을 살펴본 것이다. 이 풍향각보다 더 북서방향에서 

천성동 마을로 불어오는 풍향의 바람은 마을의 남서

쪽에 위치하고 있는 천수대와 관계없이 마을로 향하

기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반면 260°보
다 남서방향에서 마을을 향해 불어오는 바람은 천수

대를 거쳐 오는 바람이므로 260°를 기준으로 천수대

에 의한 바람의 변화를 상세히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다. 따라서 이 한계각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천성동 일대에서 나타나는 바람의 변화에 대한 천수

대 지형변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3.3.2 바람장 변화

유입 풍향 260°의 바람이 천수대를 지나 천성동 해

안마을로 불어오는 경우에 대한 바람장의 결과를 분

석하였으며 각각의 지면조건인 base case, bare case, 
20m case에 있어서 7가지 풍속 (25 m/s, 30 m/s, 35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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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 case

bare case

20m case

Fig. 5. Variations of surface boundary condition over the Chunsud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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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Input prevailing-wind direction considered in this study.

40 m/s, 45 m/s, 50 m/s, 55 m/s)이 불어오는 경우를 대

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지형조건별 (3가지 

case), 풍속별 (7가지 case) 각각의 모델링을 수행하여 

세부적으로 총 21가지 경우의 수치모델링이 수행되었

다. 더불어 높이에 따른 풍향, 풍속 분포와 조건에 따른 

풍속편차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고도 3 m와 10 m, 그
리고 20 m에서의 모델링 결과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이 모든 결과를 모두 제시하기에는 지면관

계상 제약이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가장 강한 풍속 

조건인 55 m/s의 풍속에 대해서 지형조건별 결과를 제

시하고자 한다. 나머지 풍속에 대한 결과는 뒤에서 도

표로 정리하여 마을 앞과 앞바다에서의 최대, 최소 풍

속 분석으로 나타내었다.

base case 모델링 결과

자연 상태의 천수대는 가장 높은 고도가 해발고도 

52 m를 가지는 지형으로 중심부가 높고 천수대의 가

장자리로 갈수록 낮아지는 구릉지 형태를 가지고 있

다. 또한 천수대에는 전체적으로 약 15~20 m의 수목

으로 덮여 있는 식생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조건

인 경우에 260°의 풍향과 55 m/s의 풍속을 가진 바람

이 천수대를 향해 불어올 때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Fig. 7a는 해발고도 3 m에서의 바람장을 나타낸 것

이다. 천수대와 마을을 향해 거의 서풍으로 불어오는 

유입바람은 천수대의 뒤편 (천수대 동쪽) 풍하측에서 

전체적으로 풍향의 변위와 풍속의 약화가 뚜렷하게 나

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천수대를 향해 불어오는 

바람은 천수대의 지형에 막혀 좌우로 변위되는 바람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북부 천수대 바로 뒤의 

풍하측에서는 천수대를 돌아 불어 들어온 와류 (vortex)
에 의해, 풍향이 주변의 일반 풍계와 상당히 다른 풍향

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영향으로 천성동 마을

의 남쪽 일대에서 북서계열 풍향의 바람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마을의 중앙부와 북쪽에는 

유입 풍계와 유사한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

을 알 수 있다. 즉, 유입풍이 천수대를 거쳐오지 않는 

풍하 지역에서는 바람의 변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외에 천수대 북서쪽 해안을 따라 다소 큰 풍향과 풍

속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천수대 맞은편 지형의 모

서리 부분에서도 유사하게 풍향과 풍속의 변화가 나타

나고 있다. 풍속의 변화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는 이 그림만으로는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 이는 뒤에 

설명할 풍속편차 분석에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상과 같은 바람장의 분포는 해발고도 20 m (Fig. 7b)
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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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7. Distributions of wind vector in base case of 55 m/s inflow (3 m and 20 m asl).

(a)   (b)   

Fig. 8. Same as Fig. 7 except for bare case.

bare case 모델링 결과

천수대의 지형고도는 자연 상태로 고려하고 천수대

에 존재하고 있는 높이 15~20 m의 수목들을 모두 벌

목한 상태의 지형조건을 대상으로 수치실험을 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Fig. 8). Fig. 8a는 해발고도 3 m에서

의 바람장을 나타낸 것이다. 전반적으로 앞서 base 
case와 큰 차이점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천수

대 북서쪽 일대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러한 차이는 Fig. 9를 보면 자세히 볼 수 있다. 이 그림

은 base case와 bare case의 해발고도 3m 바람장을 함

께 나타낸 것이다. 붉은색 vector는 base case의 결과

이고 검은색 vector는 bare case의 결과이다. 260°의 

유입바람에 대해 풍하측인 천수대 뒤쪽에서 풍향과 풍

속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
히, 천수대의 북서쪽과 남서쪽의 모서리 해안지역 해

상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풍속의 강도

를 나타내는 화살표의 크기에 있어 큰 차이가 없는 것

처럼 보이지만 그림의 오른쪽 하단부에 있는 단위벡터

의 크기 (60 m/s)를 참고해 보면 화살표 크기의 작은 

차이도 약 10~15 m/s의 풍속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풍향과 풍속에 있어서의 뚜렸한 차이는 식생

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일정 높이 (15~20 m)
를 가진 식생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바람에 대해 마찰 

작용을 하게 된다. 즉, 지면이나 육지 부근으로 오면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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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mparison of wind vectors of base with bare cases at 3m asl.

수록 (상층에서부터 지면부근으로 오는 경우와 동일고

도의 해상에서 육지 쪽으로 오는 경우 모두) 식생에 의

한 마찰이 점차 크게 작용해서 풍속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상층과 지면사이의 풍속경도가 커져

서 와류가 형성되게 되고 마찬가지로 마찰이 없는 해

상과 육지부근에서의 풍속경도도 커져서 와류가 형성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 있어서도 천수대에 식생이 없

는 경우에는 천수대의 해안에서 비교적 마찰이 작아서 

주변 바람과 풍속경도가 작아지게 되고 따라서 풍향의 

변위가 크지 않지만, 식생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안부근으로 올수록 큰 마찰에 의해 주변 바다를 지

나는 바람과의 사이에 큰 풍속경도가 나타나게 되어 

결국은 풍향과 풍속에서 큰 변위가 나타나게 되는 것

이다. 하지만 육지에서 떨어진 해상으로 가면 갈수록 

천수대 뒤쪽 풍하 측에서 나타나는 풍향변위와 풍속변

차는 점차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방풍림에 대한일반적 정의와 같이 ‘방풍림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전방으로 수목 (樹木) 고도의 5~7
배 거리, 풍하방향으로는 30~35배 정도의 거리까지 영

향을 미친다. 그러나 방풍림이 풍속을 감소시키는 작

용은 수풀띠의 구성, 지형, 풍향 및 풍속 등에 따라 차

이가 생긴다. 또 수고가 크고 풍속이 크면 효과범위를 

증가시키지만 수고배수와 유효배수는 비례하지 않고 

수고배수에 비하여 유효배수는 적은 것이다. 경사면의 

수풀띠는 불어 올라가는 바람보다 불어 내리는 바람에 

대하여 방풍의 효과범위가 넓다(www.sanrimji.com).’
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풍하측으로 멀리 갈수록 풍

속감소효과는 작아지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에서도 이처럼 일반적 사실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즉, 식생이 모두 제거된 천수대의 풍하측 방향으로 

600~700 m 거리까지 풍향, 풍속에 있어 변화가 나타

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Fig. 9, Fig. 13a) 이 거리

는 천수대에서 제거된 수목 높이 (20 m)의 약 30~35배 

되는 거리이다. 또한 천수대 풍상측으로도 약 200여m 
정도 풍속의 변화를 볼 수 있다 (Fig. 13a). 하지만 위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풍상, 풍하측으로의 풍

속변화는 유입풍속과 식생 도 및 고도에 따라 지금의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Fig. 8b는 해발고도 20 m에서의 바람장 결과이다. 

이 결과를 보면 앞서 3 m에서의 바람장 분포경향과 크

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고도에서도 여

전히 유입풍향에 대해 풍하측인 천수대 뒤쪽에서는 풍

향과 풍속에서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0m case 모델링 결과

여기서는 천수대 지상의 나무를 모두 벌목하고 해

발고도 20 m보다 높은 지형은 모두 해발고도 20 m로 

절토한 지면조건을 대상으로 수치실험한 결과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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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0. Same as Fig. 7 except for 20m case.

Fig. 11. Comparison of wind vectors of base with 20m cases at 3m asl.

하였다.
Fig. 10a는 해발고도 3 m에서의 바람장을 나타낸 

그림이다. 전반적으로 base case와 비교해 볼 때 천수

대 주변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Fig. 
11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앞서 base case와 bare case에
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천수대 주변에서 많은 차이를 보

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천수대 주변으로 풍향변위가 

크게 나타나고 특히 천수대 뒤쪽 풍하측에서 큰 풍향 

변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풍속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큰 맥락에서 

앞의 bare case에서 설명한 바와 유사하다. 즉, 천수대

에 있는 지면 부근의 식생분포가 지면과 육지의 마찰

을 강화시켜 풍속감소가 나타나고 이로 인한 주변과의 

풍속편차가 와류 흐름을 형성하게 되어 풍향변위가 동

반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20m case에서는 앞의 

bare case에서 본 것보다 더 큰 풍향 변위가 나타나고 

있다. 즉 천수대 뒤쪽 풍하측 넓은 일대를 자세히 보면 

bare case의 바람보다 좀 더 북쪽으로 향하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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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Mesh structure of calculation domain.

보여진다. 이러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자연 상태에서의 천수대는 고도 52 m에 15~20 m의 

수목이 존재하여 해발고도 50여m 까지는 천수대를 넘

어오는 바람 (남풍계열의 성분, v)이 약하지만 해발고

도 20 m로 절토한 후에는 고도 20 m보다 높은 고도에

서는 쉽게 천수대를 넘어오게 된다. 따라서 천수대를 

넘어오는 바람의 남풍계열이 천수대 뒤쪽 풍하측의 바

람성분과 합쳐져서 좀 더 북쪽으로 향하는 (남풍계열

의 바람성분으로 인해) 흐름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방
금 언급한 천수대 월류 (越流)는 Fig. 10b의 해발고도 

20 m에서의 바람장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앞서 설명한 

base case와 bare case의 해발고도 20 m 바람장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천수대 내

에서의 바람의 유무가 뚜렷하게 차이나고 있다. 

풍속별 최대, 최소지점 분석

여기서는 풍속별로 마을 일대에서 가장 강한 풍속

과 해당지점, 상대적으로 가장 약한 풍속과 해당지점

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Fig. 12는 모델 계산 영역

의 격자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Table 2는 260°의 풍향을 가진 바람이 천수대를 향

해 불어올 때 마을 일대에서 지형조건별, 풍속별 최대, 
최소지점과 그 지점에서의 풍속을 나타낸 것이다. 

3가지 지형조건 모두, 풍속이 강해짐에 따라서 최대

풍속, 최소풍속 모두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3가

지 지형조건 중에서 천수대의 지형과 수목 등 식생이 

모두 존재하고 있는 지형조건인 base case에서의 결과

가 bare case나 20m case 보다 전체적으로 풍속이 낮

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최대풍속과 최소풍속이 다른 

지형조건과 비교해서 높거나 낮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해서 전 영역에서 똑같은 경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조건에 따라 최대풍속이나 최소풍속 자체는 조금 강하

거나 약하게 나타났지만 전반적인 분포는 이와 다른 

경향을 나타낼 수 있다. 
최대풍속과 최소풍속에 대해서만 국한하여 살펴보

면 base case에서 가장 낮은 최대풍속과 최소풍속이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20 m 고도로 절토한 경우의 풍

속이 전체적으로 동일한 기상조건에서 base case보다 

강한 최대, 최소 풍속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식생

을 모두 제거한 bare case에서 가장 강한 최대, 최소 풍

속을 나타내었다. 
각각의 지형조건 내에서는 풍속에 따라 최대와 최

소풍속이 나타나는 지점이 거의 유사하다. 즉 base 
case에서는 풍속별로 최대풍속이 나타나는 지점이 마

을의 북쪽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최소풍속은 마을 

중앙부 안쪽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bare case
와 20m case에서는 최대풍속은 마을 중앙부 해안 가

까운 지점에서 나타났으며 최소풍속은 base case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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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aximun and minimum wind speed and its positions around residence.

             260°

Inflow
ws

Base case Bare case 20m case
Max. Min. Max. Min. Max. Min.

Grid point ws
(m/s)

Grid 
point

ws
(m/s)

Grid 
point

ws
(m/s)

Grid 
point

ws
(m/s)

Grid 
point

ws
(m/s)

Grid 
point

ws
(m/s)

25 m/s 37,30 23.75 40,21 12.03 37,17 24.56 40,21 18.44 37,17 23.97 40,21 18.33
30 m/s 37,30 26.45 40,21 17.82 37,17 27.78 40,21 20.76 37,17 27.12 40,21 20.66
35 m/s 37,29 32.26 40,21 22.97 37,17 33.71 40,21 26.21 37,17 33.27 40,21 26.11
40 m/s 37,30 32.51 40,21 25.93 37,17 35.27 40,21 26.25 37,17 34.58 40,21 26.13
45 m/s 37,29 36.37 40,21 27.78 37,17 39.87 40,21 29.67 37,17 39.22 40,21 29.57
50 m/s 37,29 43.19 40,21 34.73 37,17 46.96 40,21 36.06 37,17 46.56 40,21 35.73
55 m/s 37,29 47.99 40,21 32.79 37,17 51.77 40,21 40.23 37,17 51.56 40,21 40.28

사한 마을 중앙부 안쪽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base case에서 최대풍속으로 나

타났던 지점에서의 풍속은 다른 두 경우인 bare case나 

20m case에서도 높은 풍속을 나타냈으며 풍속 또한 

base case와 거의 유사했다. 그러나 bare case와 20m 
case에서는 오히려 마을 중앙부 해안 가까운 지점에서 

그보다 더 높은 풍속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들 경우에

서 최대풍속지점이 마을 중앙부 해안 가까운 부분으로 

결정된 것이다. 이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base case에서는 천수대에 분포하고 있는 식생에 의한 

풍속저감효과가 천수대 뒤편 풍하측에 나타났기 때문

에 연장선상에 위치한 마을 중앙부에서의 풍속 또한 

다소 약화되었지만, bare case와 20m case에서는 천수

대 뒤편에서의 풍속저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하여 마

을 중앙부로 향하는 풍속의 감소 또한 약하게 나타났

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천수대에 의한 풍

속저감효과가 많았던 base case에서는 마을 중앙부가 

아닌 마을의 북쪽지역에서 최대풍속지점이 나타난 것

이다. 

지면조건별 풍속편차 분포

앞에서는 단지 지형조건별, 풍속별로 최대풍속과 

최소풍속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천수대의 지형조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천성동 해안 

마을을 포함한 천수만 일대에서의 풍속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점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동일한 기

상조건별 3가지 지형조건에 따른 풍속변화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Fig. 13a는 해발고도 3 m에서 자연 상태의 천수대

를 고려한 base case 풍속값과 천수대의 식생을 제거

한 bare case의 풍속값을 뺀 풍속편차분포를 나타낸 그

림이다. 천수만 바깥의 해상을 제외하고 거의 전 영역

에서 음(-)의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거의 전 영역에 

걸쳐서 bare case에서의 풍속값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천수대의 북쪽과 남쪽 해안 부근

의 해상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앞서 

base case의 바람장 설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목 

등의 식생에 의한 마찰의 영향으로 풍속감소의 정도가 

크게 차이 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천수대 뒤쪽

의 풍하측에서도 최대 약 10 m/s 내외 정도로 bare 
case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풍속의 변화에 

있어 방풍림 역할을 하는 천수대 수목의 영향에 대해

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중요한 점은 마을 중앙부 남쪽 해안 부근의 육상과 

연안에서 4~6 m/s의 풍속차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다. 즉, 동일한 풍향, 풍속의 조건에서 자연 상태의 천

수대에 비해 식생이 존재하지 않는 천수대를 가정하는 

경우에 4~8 m/s 정도 바람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풍속차이의 수평분

포는 고도 20 m의 결과 (Fig. 13b)에서도 유사한 경향

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천수대의 자연 상태를 고려한 base case의 

풍속값에서 천수대를 절토하여 고도 20 m로 평활화 

한 20m case의 풍속값을 뺀 풍속편차를 분석하였다. 
마찬가지로 음(-)으로 나타난 부분이 천수대를 절토한 

경우, 풍속이 강해지는 영역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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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3. Difference of wind speed between base and bare cases (3 m, 20 m asl).

(a)   (b)   

Fig. 14. Same as Fig. 13 except base case and 20m case.

Fig. 14a는 해발고도 3m에서 두 경우의 풍속편차분

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천수대의 북쪽과 남쪽 해안 부

근 해상에서 큰 풍속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천수대를 

20 m로 절토한 경우가 자연상태의 천수대를 고려한 

경우보다 훨씬 강한 풍속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

한 풍속강화는 천수대 뒤쪽의 풍하측 해상을 거쳐 마

을까지 길게 나타나고 있으며 앞서와 유사하게 마을 

중앙부의 남쪽 육상과 연안에서 4~10 m/s 정도 차이가 

나타나서 천수대 절토에 따른 풍속강화가 나타나고 있

음을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해발고도 20 m 
(Fig. 14b)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고도에 따른 풍속 분포

여기서는 지형조건에 따른 연직방향의 풍속분포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대상영역 내에 위

치한 10곳의 지점을 대상으로 지면 (해면)에서 고도 

200 m까지 대기하층의 연직풍속분포를 분석하였다. 
대상으로 선정한 풍속비교 지점의 위치는 Fig. 15와 같

다. 천수대의 조건변화에 따른 천수대 풍하측에서의 

풍속 변화가 주된 관심이므로 천수만 안쪽 해상에서와 

마을을 대상으로 비교지점을 선정하였다. 
Fig. 16의 풍속비교 그림을 보면, 지점 1과 지점 6은 

주어진 풍향 260°에 대해 천수대 뒤쪽 풍하측 지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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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Sites for analysis of vertical wind speed.

이다. 두 지점 모두에서 지형조건별로 큰 풍속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260° 풍향의 경우와 유

사하게 자연상태의 천수대인 경우에서 가장 약한 풍속

을 보이고 있고 식생을 제거한 천수대의 경우가 좀 더 

강한 풍속을, 그리고 20m 고도로 절토한 경우에 가장 

강한 풍속을 보이는 것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지점 4와 지점 5, 지점 7, 그리고 지점 8은 260°의 유

입풍향에 대해서 천수대의 영향이 작을 것으로 판단되

는 앞바다의 지점으로 볼 수 있다. 즉, 260°의 풍향에 

대해서는 이들 지점으로 불어오는 바람은 천수대를 거

쳐서 오지 않으므로 천수대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예상대로 이들 지점에서의 연직

풍속 분포도를 보면 3가지 지면조건별 풍속의 차이는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점 9와 지점 10은 260°의 유입풍향에 대해서 천

수대의 영향이 작을 것으로 판단되는 마을의 지점으로 

볼 수 있다. 지점 4, 5, 7, 8과 마찬가지로 지점 9와 지

점 10으로 불어오는 바람은 천수대를 직접 지나오는 

바람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에

서 설명한 앞바다 지점들과 마찬가지로 지점 9와 지점 

10에서 지면조건별 연직풍속 분포에는 차이가 거의 나

타나고 있지 않다. 
지점 2와 지점 3은 260°의 유입풍향에 대해서 천수

대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천수대 뒤쪽 풍하

측에 위치한 지점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들 지역은 앞

서 풍속편차 분석에서도 보았듯이 지면조건별 풍속차

이가 나타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앞서의 풍속편

차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들 지점에서 풍속의 연

직분포를 보면 지면조건별로 뚜렷한 풍속차이가 나타

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천성동 마을을 향해 

260° 풍향의 바람이 55 m/s의 풍속으로 천수대를 거쳐 

불어오는 경우에, 천수대의 지형변화 (절토)와 식생변

화 (벌목)는 천수대의 풍하측에 위치한 해상과 천성동 

마을 일대에 풍속 강화 현상을 일으킬 것으로 판단된다.

3.4 돌풍계수를 고려한 풍속변화 분석

태풍에 동반되는 돌풍 (gust wind)은 강한 난류흐름

으로서 매우 짧은 시간규모에서 해석해야 정확한 추정

이 가능한데 이는 현재의 수치모델 기술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것은 수치모형으로부터 추정한 풍속은 

어디까지나 평균 풍속장을 의미하는 것이지 최대순간

풍속, 즉 돌풍 풍속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평균풍속 관측자료나 기상수치모델결

과가 있을 경우, 돌풍은 다음 식으로 계산된다 (Zhou 
and kareem, 2002).

V max (T ) =  G (T ) V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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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Distributions of vertical wind speed in each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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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V max
는 돌풍, V mean

은 평균풍속, G는 돌풍

계수 (gust factor), 그리고 T 는 풍속평균시간(averaging 
time)이다. 

돌풍계수는 근본적으로 바람의 난류특성에 기인하

는 것이므로 정량적인 결정은 현재의 과학기술로도 매

우 어려운 일이므로 현장에서 직접 관측하여 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재 연구대상지역에는 

태풍이 통과하는 시점동안에 축적된 기상관측자료가 

없으므로 이와 연관된 기존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돌풍

계수 결정 방법을 사용하였다. 
‘부산항 컨테이너 크레인 태풍피해 원인조사 용역

(2003)’ 연구에서는 태풍 매미가 내습했을 당시 신감

만 부두와 자성대부두에서의 크레인 붕괴 사고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들 부두에서의 돌풍계수를 산정하

였다. 
이 연구에서는 관측된 기상자료를 바탕으로 돌풍계

수를 산정한 결과, 관심지역으로 유입되는 바람이 지

형의 영향을 받지 않고 불어오는 경우에는 낮은 돌풍계

수 (1.3~1.4)를 나타내지만 풍향에 따라서 유입바람이 

지형을 거쳐서 불어오는 경우에는 돌풍계수가 높게

(1.7~2.1) 나타나게 되어 결국 만내에 위치하고 있고 주

변의 지형적 영향을 받는 신감만 부두에서의 돌풍계수

는 1.7~2.1 범위라고 추정하였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 연구 (Zhou와 Kareem, 2001)에서 제시한 결과와

의 비교를 통해 최종적으로 신감만 부두의 돌풍계수를 

미국토목학회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ASCE)에서 제시한 하중계수와 하중조합 기준인 

ASCE-7-98 code의 Exposure B 등급값인 ‘1.75’로 결

정한 바 있다.
연구대상영역인 천수대를 포함한 천성동 마을 지역

의 지형적 조건을 보면 마을을 중심으로 남서방향의 

해상에 천수대의 지형이 돌출되어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태풍과 같은 정도의 바람이 불 때, 전 풍향

에 대해서가 아니라 천수대를 거쳐 마을에 도달하는 

바람 (260° 풍향)이 천수대의 지면변화에 따라서 어떻

게 변화할 것인가를 보는 것이 주요 관심이다. 
이상의 내용을 참고하면 신선대 부두에서의 돌풍계

수 조건과 260° 풍향의 바람이 불어올 때의 천성동 마

을에서의 돌풍계수 조건 (바람이 지형을 거쳐 불어오

는 조건)이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건축물이

나 구조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대순간풍속 

(gust)을 예측하기 위해 관심영역인 천성동 마을에서

의 돌풍계수는 Exposure B 등급의 ‘1.75’로 결정하였

다. Table 3은 돌풍계수 1.75를 적용하여 나타낸 마을

에서의 유입풍속별 순간최대풍속이 나타나는 위치와 

풍속값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앞서 분석했던 풍속편차를 

분석해 보면 마을 중앙부와 남쪽 해안 인근의 육상과 

해상에서 나타났던 4~10 m/s의 풍속차이는 돌풍계수 

‘1.75’를 적용하여 최대순간풍속 (gust)으로는 약 7~ 
17 m/s 정도의 풍속차이를 나타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이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대순간풍속을 고려한다면 지면조건

에 따라 나타났던 평균풍속에 비해 훨씬 더 큰 풍속차

이를 나타내게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강한 바람이 부는 경우에 있어 무분

별한 지형개발에 의해 지역적 기상변화가 어떠한 정도

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미기상 수치모델인 Envi-met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 자연상태의 지형조건을 가진 경우 (base 
case)와 지형고도와 형태는 자연적 상태로 유지하지만 

천수대 지표에 있는 수목 등의 식생을 모두 제거한 경

우 (bare case) 그리고 해발고도 20 m 이상의 지형은 

모두 절토하여 평활화한 경우 (20m case)에 대해서 비

교, 분석해 보았다. 
동일한 풍향과 강한 풍속을 가지는 바람을 적용한 

경우, 자연 상태의 지면조건 (base case)에서 식생을 

제거한 경우 (bare case)와 지형을 절토한 경우 (20m 
case)에 비해 전반적으로 풍속이 약하게 예측되었다. 
이는 지면에 있는 수목 등의 식생을 제거하거나 절토

하는 경우에 지형의 풍하측에서 바람이 강화된다는 것

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최대순간풍속을 분석하였다. 실제적으로 

바람에 의한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피해는 평균풍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최대순간풍속인 돌풍 (gust)에 의한 

것이다. 선행연구를 참고해 연구 대상지역인 천성동 

마을의 돌풍계수 1.75를 적용한 결과, 자연 상태의 천

수대에 비해 식생을 제거한 경우나 20m로 절토한 경

우에 약 7~17 m/s정도 강한 최대순간풍속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여러 방면에서의 개발 사업은 주어진 현 여건에 비

추어 볼 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행이 되어질 것이

다. 하지만 개발사업에 있어 동반되는 환경변화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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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짐작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주위환경 변화를 가

져올 수 있으므로 많은 개발사업에 있어 인간의 삶을 

질을 더욱 쾌적하게 하고 지속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

도록 사업 시행 전에 사전 환경검토를 현재의 환경영

향평가보다 더욱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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