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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AWS was installed in three areas to analyze creation and characteristics of local wind circulation through 

observation. According to the result, in night time when mountain wind is well developed showed temperature in A area 

located in Dalbigol valley and B area adjacent with the valley was lower than C area located in the lowland of the center of 

city by 1.5∼4℃. The wind speed was also shown two times stronger than C area. In addition, in terms of wind direction, A 

and B areas showed east wind consistently according to topographic shapes of Dalbigol valley with high altitude and 

residential sites of lowland with low altitude.

Although the C area didn’t show big changes in wind direction due to the effects of city structures, east wind is often seen 

so mountain wind from Dalbigol valley is found to have an effect at least. Through the analysis of temperature, wind speed, 

and wind direction, nigh time showed relatively cold mountain wind blew following Dalbigol valley, throughout residential 

sites and to the center of city with lowland. During the daytime, the temperature in the city with lowland and residential sites 

is constantly higher than A area located in Dalbigol valley, and strong wind speed following Dalbigol valley, and three areas 

have 200∼300° of main wind direction, so west valley wind throughout the city with lowland and following Dalbigol is 

clearly 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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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도시열섬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열

섬은 도심부로의 인구, 교통망의 집중화, 인공폐열, 

지표면 피복에 따른 녹지의 감소, 건물의 고층화에 따

른 열용량 변화와 대기 순환 환경의 악화 등 여러 요

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여 발생된다(Lansberg, 1981; 

Yamashita, 1995; Kanno 등, 2001). 도시열섬의 완화

는 온난화의 방지, 여름철 냉방에너지 이용 저감,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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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요구되고 있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예로서, 일

본 동경에서는 도심기온을 낮추기 위하여 동경에서 

인공열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동경역을 중심으로 위

치한 3개 구에서 배출되는 냉방 폐열을 동경만으로 수

송하여 처리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

업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기온저하 효과는 0.1℃ 

내외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0.1℃의 기온하강

이 가지는 의미는 지구온난화 속도(약 0.74℃/100년)

를 10년 이상 지연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

문에 이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4000여억원의 투자대

비 효율을 생각해 보면 사업성이 매우 크고 경제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Ichinose, 2002). 

이와 같이 다양한 여러 도시열섬 완화대책의 일환

으로 도시계획 수립시 도심지 건물을 효율적으로 배

치함으로써 바람을 활용하여 도시대기의 환기성을 극

대화하는 대기개선대책이 독일과 일본 등 선진외국에

서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도시가 위치한 지역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에서 발달하는 국

지풍의 순환을 이용하여 도시열섬을 억제하고 대기질

을 개선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Ichinose, 1998). 해안에 위치한 일본의 고베 및 

동경의 니혼바시, 중국의 상하이 등에서는 주간에 해

안으로부터 불어 들어오는 해풍을 도심지 내륙 안쪽

까지 진행시켜 도심지 기온과 대기오염 농도를 낮출 

수 있도록 도시구조를 개선하는 일에 노력하고 있다

(Ichinose, 1999; 一之瀨俊明, 1999; Mikami, 2005). 

또한 내륙 분지에 위치한 독일의 프라이부르그와 슈

투트가르트 및 일본의 나고야 등에서는 야간에 도시

의 고지대 산지에서 저지대 도심지로 불어오는 차가

운 산풍을 이용하여 야간의 도시열섬 현상을 억제하

고 도시의 환기기능을 개선하여 대기질을 향상시키려

는 노력을 하고 있다(日本環境省, 2001). 

우리나라의 경우, 전 국토의 70%가 내륙산악 및 분

지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내륙지역에 대구, 

대전 등 대규모 도시들이 위치하고 있어 산곡풍과 같

은 국지풍순환계를 이용한 도시환경개선이라는 방법

적 적용은 그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즉, 우

리나라의 내륙 대도시는 대부분 지형의 굴곡과 경사

가 복잡한 경사지와 저지대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 이

러한 특성으로 인해 유발되는 대표적 국지순환계인 

산곡풍의 특성을 이용하여 주거공간의 친환경적 쾌적

성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내륙 분

지형 대도시인 대구광역시를 대상으로 도심지에 위치

한 앞산의 달비골 계곡과 이 일대에 위치한 주거단지

를 대상으로 산곡풍의 발달과 그것이 유발하는 여름

철 야간 기온 저감효과를 관측을 통하여 평가하고, 국

지풍순환의 경로를 수치실험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하

였다.

2. 연구대상지역

대구는 남쪽과 북쪽으로 앞산과 팔공산이 위치하

고 동서 방향으로도 해발고도 수백 m의 산으로 둘러

싸여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분지형 대도시이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연중 바람이 약하고 

기온의 연교차가 크며 대기질이 좋지 않아 다른 도시

에 비하여 환경쾌적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Kim, 2002). 그러나 식생이 우거진 산지 계곡지역 주

변에 위치한 주거공간의 경우에는 산지와 주거단지 

간에 산곡풍 순환구조가 형성되어 특히 야간에는 산

풍의 영향으로 쾌적한 기후환경 조건이 형성되어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oo 등, 2004). 대구에서는 이

러한 국지순환풍의 발원지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대표

적인 장소 중의 지역이 앞산에 위치하며 진천천의 발

원지 역할을 하고 있는 달비골 계곡지역이다. 달비골 

계곡은 이곳에 인접한 상인동과 월성지역 일대와 국

지풍 순환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주간에는 저지대인 주거단지에서 생성된 고온의 오염

된 공기가 달비골 계곡을 따라서 산정으로 불어 올라

가고, 야간에는 야간복사냉각으로 산정에서 생성된 

청정한 냉기류가 이곳 달비골 계곡으로 흘러 내려 저

지대에 위치한 주거단지로 불어 나감으로써 여름철 

야간기온을 낮추고 대기질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Koo, 2004).    

달비골 계곡은 대덕산(해발 약 600 m)과 청룡산(해

발 약 800 m) 사이에 존재하는 계곡인데 그 폭은 100

여m에 이른다. 계곡에는 연중 풍부한 수량의 계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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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topographic map and locations of observation areas.    

이 흐르고 있으며 키가 큰 나무들이 차지하는 면적비

율이 매우 높다. 달비골 계곡의 입구에서 서쪽방향으

로는 저지대를 따라서 대규모 아파트 주거단지가 발

달해 있으며, 주거단지의 끝에는 대구 최대의 산업단

지인 성서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다. 

3. 연구방법

3.1. 기상관측

조사 대상지역인 달비골 계곡은 대구의 남쪽을 둘

러싸고 있는 비슬산(이 산의 대구도심지역 부분을 앞

산이라고 지칭하고 있음)의 남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계곡이다(Fig. 1(a))18). 기상관측은 Fig. 1(a)의 표시

된 지역 내에 위치한 Fig 1(b)의 A와 B, 그리고 C의 3

개 지점에서 수행되었다. 이들 관측 지점은 달비골 계

곡과 저지대 주거단지 및 공단지역에 걸쳐 형성되는 

국지풍순환계의 특성과 기류분석을 위해 최적의 장소

로 판단되어 선정한 지점들이다. A지점은 해발 120 m

인 달비골 계곡의 시작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B지점은 

A지점에서 직선거리로 862 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비

둘기 아파트 단지 주변의 나대지로써 달비골 계곡으

로 이어지는 저지대 주거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C지

점은 주거단지 및 공단이 밀집한 저지대 도심지에 위

치한 한국 SGI 불교 건물 옥상(지상 7 m 높이)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 8월 16일 ∼ 17일 양일에 걸

쳐서 앞서 설명한 세 지점에서 기상관측을 수행하였

다. 연구대상일인 이날의 기상상태는 우리나라가 고

기압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종관규모의 바람이 약 

1.5 ㎧로 약하고, 평균 일조시간이 10시간 이상 지속

되어 국지순환풍의 생성에 유리한 조건을 가진 쾌청

한 상태를 나타내었다.

관측은 양일에 걸쳐서 24시간 연속으로 이루어졌

다. A지점에는 AWS를 설치하여 시간대별 기온, 습

도, 풍속, 풍향, 일사량 자료를 저장하고, 분석하였다. 

B지점에서는 지상관측과 지표관측을 동시에 수행하

여, 시간대별 기온, 습도, 풍속, 풍향, 일사량의 자료를 

얻어 분석하였으며 C지점에서는 주거 밀집지역 내의 

건물옥상에서 관측을 수행하여 일사량, 기온, 습도, 풍

향, 풍속의 시간대별 자료를 생산하고 분석을 수행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세 지점에서 관측된 요소 중에

서 풍향, 풍속, 그리고 기온자료를 활용하여 달비골 계

곡과 저지대 도심지를 걸쳐 형성되는 국지풍 순환계

의 형성유무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들 지점에서 관

측된 나머지 여러 지표면에서의 온도측정값과 상대습

도 및 일사량 자료도 지면조건이 도심지 국지풍순환

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는데 향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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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ynoptic weather charts at 09LST on 16 August and on 17 August in 2007.  

3.2. 국지풍 순환경로 파악을 위한 Envi-met 수치실험

본 연구에 사용된 전산유체역학모델인 Envi-met모

델은 독일의 Bochum 대학의 Michael Bruse(1998)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2010년에 Update 

된 3.1 BETA 4 버전을 사용하였다. Envi-met 모델의 

장점은 도시지역에 있어서의 지면, 건물, 식생 그리고 

대기의 상호작용에 관한 미세규모 모델로서 뚜렷한 

미세규모 기상의 패턴을 만들어낸다는 점과 딱딱한 

건물의 벽면체 뿐만 아니라 식생 등도 모델에 표현하

여 직접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이다.

Envi-met 모델의 구성은 대기모델, 식생모델, 토양

모델 그리고 지면과 건축물에 관한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모델을 이용하여 아파트 단지의 기류분석 및 

대기오염물질의 환기상태에 관한 연구(Jung, 2007)와 

지면조건별로 지형의 풍하측에서의 바람강도 분석

(Jung 등, 2006)과 같이 건물배치 및 지형에 따른 국지

바람분석 등의 연구를 통해 이 모델의 정확성 및 타당

성에 대해 검증된 바 있다.

3.2.1. 수치실험 대상지역

도심지에서 복잡한 형태의 건물구성과 도로망에 

따라 기류의 특성, 그리고 기온분포 특성을 자세히 살

펴보기 위한 수치실험를 수행하였다. 

수치실험 대상지역은 Fig. 1에 나타낸 달비골 지역

이며, 계산영역은 동서방향(x 방향)으로는 격자간격

을 10 m로 하여 220격자로 구성하였고 남북방향(y 방

향)으로는 격자간격을 10 m로 하여 140격자로 구성

하여 동서, 남북으로 각각 2200 m와 1400 m에 해당

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설정하였고 연직방향(z 방향)

으로는 격자간격 15 m의 20격자로 구성하였다. 

Fig. 1에 나타낸 달비골 지역의 구조물 및 식생분포

를 10 m 간격으로 정보를 도출하여 Fig. 3과 같이 수

치실험 입력자료를 구성하였다. 

3.2.2. 수치실험 조건

대상지역에서 국지순환풍 경로의 공간분포 및 특

성을 상세히 파악하기 위하여 실험대상일의 00LST와 

12LST를 대상으로 수치실험을 각각 수행하였다. 초

기 기상입력 자료는 달비골 계곡에 인접한 주거단지

에 설치된 B지점의 기상관측자료를 사용하였다. B지

점은 주야간에 걸쳐 저지대 도심지와 고지대인 달비

골 계곡이 이어지는 연결선 상에 위치하고 있어 주야

간의 풍계변화를 잘 살펴볼 수 있는 곳으로 판단하여 

이 지점에서의 기상관측자료를 초기입력  자료로 사

용하였다.

Table 1. Design of numerical simulations

CASE

Initial wind
Initial 

temperature(℃)Wind

speed(m/s)

Wind

direction(°)

00 LST 0.8 135 27.2

12 LST 0.4 297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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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urface boundary outlines of Envi-met modelling.

4. 결과 및 고찰

4.1. 지상의 기상일변화

4.1.1. 기온변화

Fig. 4는 A, B, C지점에서 관측된 시간대별 평균기

온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B지점과 C지점의 경우, 

주간시간대인 08시에서 16시까지 대체적으로 두 지

점의 기온값이 유사한 기온값 및 변화 경향을 보이고 

있고 A지점에서는 B, C지점에 비해 약 1∼2℃ 정도 

낮은 기온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현상은 여름철 주간

에는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는 도심지

에서의 지면온도가 식생으로 포장되어 있는 고지대 

계곡지역의 지면온도에 비해 높고, 이로 인해 관측된 

지면 부근 기온 또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심지 

및 주거단지에 설치된 B, C지점에서의 기온이 달비골 

계곡에 설치된 A지점에서의 기온보다 높게 나타난 것

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간대에 B, C 두 지점

에서의 기온값이 유사한 기온값을 보이며 B지점에서 

약간 높은 기온값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다음으로 설

명할 수 있다. Fig. 2의 종관일기도를 보면 대구를 포

함한 영남지역일대에 서풍계열의 종관바람을 판단할 

수 있으며 Fig. 6의 풍향시계열 관측 자료에도 주간에 

전반적으로 지표면 저지대 도심지에서 연구대상지역

의 동쪽에 위치한 고지대 달비골 계곡으로의 개략적

인 풍계를 판단할 수 있다. 즉, 이 시간대에 세 지점에

서의 풍향이 전반적으로 200°∼300°에 집중되어 있

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비록 그림에서 풍향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도심지 건물군에 의한 풍향의 

불규칙성을 고려할 때, 이 풍향각의 범위에서 바람이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종관일기도에서 

판단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달비골 계곡의 

남쪽과 서쪽, 그리고 북쪽에 위치한 도심지방향에서 

달비골 계곡이 위치한 동쪽 방향으로 불어가는 서풍

의 경향성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계곡에서 멀

리 떨어진 C지점을 거쳐 동쪽으로 진행하는 서풍계열

의 바람이 달비골 계곡으로 이어지는 B지점까지 약 2 

km의 거리를 지나오는 동안 도심지 지면으로부터 열

을 계속 공급받아 B지점에 도달한 공기는 C지점에 비

해 좀 더 가열되거나 거의 유사한 정도의 기온값을 나

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세 지점의 기온자료를 보면 A지점은 15시, B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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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ime variations of averaged air temperature at A, B and C points. 

은 17시, C지점은 19시에 기온의 하강이 나타나고 있

다. 이러한 현상은 Fig. 6의 풍향관측 자료를 통해 이

해할 수 있는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A지점에서

는 15시경에 풍향이 동풍계열의 바람인 산풍으로 급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15시부터 연구대상지역

의 동쪽에 위치한 달비골 계곡에서 서쪽의 도심지 방

향으로 바람이 불어가는 것으로 관측되었는데, 이때 

상대적으로 낮은 기온의 달비골 계곡 바람이 서쪽으

로 불어가면서 A지점의 기온하강을 야기한 것으로 분

석할 수 있다. 또한 B지점의 경우에도 16시 30분경이 

지나면서 풍향이 동풍계열로 급변하였고 이 또한 달

비골 계곡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의한 17시부터의 기

온하강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C지점의 경우에

는 풍향이 17시경부터 동풍계열의 바람으로 바뀌었지

만 C지점은 달비골 계곡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진 지

리적 영향으로 동쪽에서 불어오는 낮은 기온의 바람

이 C지점에 도달하는 과정에 기온이 높은 도심지를 

지나면서 C지점에 도달한 시점에서의 기온하강 효과

가 더디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Fig. 7의 

풍속시계열에 나타난 바와 같이 16시 이후에 세 지점

에 걸쳐 대략 0.5∼1 ㎧ 내외의 매우 낮은 풍속이 나타

나고 있고 이러한 느린 공기이동은 도심지를 거치면

서 저온의 공기가 다시 가열되어 C지점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야간 시간대에 나타난 지점별 기온차는 다음으로 

설명할 수 있다. 

도심지의 경우에는 낮동안 가열된 아스팔트 및 콘

크리트에서 배출되는 열량, 그리고 냉방에 의해 배출

되는 열량 등에 의한 야간 기온 하강효과가 낮고 반면 

인공열 배출이 거의 없는 식생이 밀집된 달비골 계곡 

같은 산림지역은 기온 하강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

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주간시간대에는 B지점과 C

지점에서의 기온이 유사하게 나타난 것과 달리 야간

시간대에는 B지점이 C지점에 비해 낮은 기온을 보이

는 것도 B지점이 상대적으로 달비골 계곡에 인접해 

있는 영향으로 기온하강효과가 C지점보다 크게 나타

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즉, 앞산의 고지대에서 달

비골 계곡을 따라 불어 내려오는 산풍이 저지대 도심

지로 불어나가는 시간대는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경까지로 나타났으며 도심지에 위치한 C지점에 

비해 달비골 계곡과 계곡 입구 부근 주거단지에 위치

한 A, B지점에서의 풍속이 새벽으로 갈수록 뚜렷하게 

강한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이 시간대의 기온을 보면 달

비골 계곡인 A지점에 비해 도심지인 C지점에서의 기

온은 약 3∼4℃ 높게 지속적으로 나아나고 있고 B지

점 또한 A지점에 비해 약 1.5∼2℃ 높게 나타나고 있

어 고지대 산지에서 형성된 차가운 공기가 야간 산풍

에 의해 달비골 계곡을 따라 지속적으로 주거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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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ime variation of averaged wind speed at A, B and C points.

거쳐 저지대 도심지로 불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C지점에서 이 시간대 기온이 지속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은 도심지에 형성된 구조물의 재질이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덮혀 있어 야간에도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과 이들 구조물이 공기의 흐름측

면에서도 장애로 작용하여 차가운 공기가 빨리 도심

지로 흘러가지 못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다른 두 지

점에 비해 기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할 수 있

다.

4.1.2. 풍속 및 풍향변화

Fig. 5는 관측기간 동안 1시간 평균풍속의 시간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야간시간대를 보면 A지점과 B

지점에서의 풍속값이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도심지 가운데 위치한 C지점에서의 풍속은 다른 두 

지점에서의 풍속에 약한 풍속값을 보이고 있는데 특

히, 24시부터 다음날 07시까지는 A, B지점에 비해 약 

50% 정도의 풍속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야간시간

대에 고지대 산사면과 계곡과 같이 경사가 급한 지형

에서는 야간시간대에 냉각된 공기가 지표부근으로 하

강하여 경사지를 따라 저지대로 불어가기 때문으로, 

달비골 계곡에 위치한 A지점과 이 지점에서 멀리 떨

어지는 않은 B지점에서는 달비골 계곡을 통해 저지대 

도심지로 불어 나가는 산풍의 영향으로 도심지에 위

치한 C지점에 비해 높은 풍속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다. 또한 C지점은 A지점에서 약 2 km 이상 떨어진 저

지대 도심지인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야간

에 지표부근으로 하강하여 지면을 따라 불어가는 바

람이 이 지역에 밀집된 건물에 의해 흐름이 약화되어 

그 결과 낮은 풍속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주간시간대에는 일출시간대에 개활지 형태의 도심

지를 불어가는 C지점에서 급격한 풍속의 상승이 나타

났으며 A지점에서는 평지에 비해 고지대 경사면에서 

더 크게 유발되는 수평기압경도 차이에 의해 경사면을 

따라 산정상으로 불어 올라가는 곡풍의 빠른 발달로 

이 지점에서 풍속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6은 세 지점에서의 시간별 풍향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야간시간대에는 A

지점에서 동풍계열의 바람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

는데, 이는 야간에 냉각된 공기가 지면부근으로 하강

하여 공기의 수렴역할을 하는 좁은 달비골 계곡을 따

라 저지대 도심지로 지속적으로 불어 나가는 것을 나

타내고 있는 것이다. B지점 또한 달비골 계곡을 통해 

불어 나가는 공기가 이동하는 경로 상에 위치하고 있

어 풍향은 다소 변하였지만 균일한 형태의 풍향을 보

여 야간에 달비골 계곡을 통해 불어 나가는 공기가 이 

지점을 지속적으로 통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A지점과 B지점의 풍향관측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풍

향이 어느 방향으로 불고 있느냐 하는 것보다는 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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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ime variation of wind direction at A, B and C points.

시간대동안 지속적으로 균일한 풍향각의 바람이 불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도시규모의 풍계에서는 종

관바람장의 영향이 크고 매우 중요하지만 공간적으로 

좁은 국지영역에서의 풍계에서는 이들 종관바람장의 

영향보다는 해당지역에서의 지형적 조건과 도시구조

물의 영향이 더 크고 직접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주

목해야 한다. 즉, 비록 A지점과 B지점에서의 풍향각

은 차이가 있지만 이들 두 지점에서는 야간에 경사면

을 따라 불어 내려온 강한 산풍이 계곡이라는 지형적 

영향으로 야간시간대 동안 지속적으로 균일한 바람

으로 관측되었고 도심지 저지대에 위치한 C지점에서

는 구조물의 영향으로 A, B지점과 달리 약하고 불균

일한 바람이 관측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처

럼 연구대상영역인 가로, 세로 약 1∼2 km 영역 내에 

위치한 이들 세 지점에서의 종관적 바람조건은 거의 

동일하다는 점을 인식해 보면, 관측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좁은 공간 내에서도 다양한 풍계가 나타난다는 

것을 통해 공간적으로 좁은 지역에서의 풍계분석에는 

이처럼 국지적으로 형성, 소멸되는 산곡풍과 같은 국

지풍순환계에 대한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간시간대의 바람에 대한 분석은 앞서 기온분석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비록 시간대별로, 지점별로 큰 

변동성을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서풍계열의 바람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 주간에는 분지형 저지대인 

주거지역에서 앞산 달비골 계곡방향으로 바람이 불고

(곡풍), 야간에는 달비골 계곡에서 분지형 저지대인 

주거지역 쪽으로 바람이 분다(산풍)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기온, 풍속, 풍향의 관측결과를 분

석해 볼 때, 국지순환풍의 발원지로서의 기능을 갖는 

대표적인 장소 중의 한곳인 앞산에 위치하며 진천천

의 발원지 역할을 하고 있는 달비골 계곡과 계곡 인근

의 상인동과 월성지역 일대에서 국지순환풍이 형성되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지순환풍이 야간에 고지대 산사

면과 달비골 계곡을 따라 저지대 주거단지와 도심지

로 불어 들어감으로써 도시 열환경 측면에서 도심지 

기온저감과 대기질 측면에서 청정공기가 유입에 따른 

도심지 대기오염개선효과를 함께 기대할 수 있다.  

4.2. 수치모델 결과

이상에서 세 지점에서 관측된 기상자료를 바탕으

로 저지대 도심지와 고지대 달비골계곡에 걸쳐 국지

풍순환계의 형성과 특징에 대해서 시, 공간적으로 상

세히 분석하여 보았다. 

여기서는 앞서 설명한 Envi-Met 모델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지역 내에서 형성되는 상세한 기류흐름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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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I CASE II

Wind speed

(m/s)

Wind direction

(degree)

Wind speed

(m/s)

Wind direction

(degree)

OBS CAL OBS CAL OBS CAL OBS CAL

A site 0.6 0.6 225 291 1.1 0.8 82 124

B site 0.4 0.5 297 284 0.7 0.5 135 123

C site 0.8 0.6 257 270 1.0 0.7 152 132

Table 2. Comparison of the observed with calculated wind speed and wind direction

상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지역내에는 Fig. 1

과 Fig. 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저지대 도심지와 

주거단지에 복잡 다양한 형태의 구조물이 형성되어 

있고 이들 구조물 사이사이에 다양한 폭을 가진 도로

망이 복잡하게 이어져 있다. 이처럼 복잡 다양한 지면

조건에서 주간과 야간에 기류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

나고 있는지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

고자 하였다. 

우선, 주간(12LST)시간대의 수치실험인 CASE I과 

야간(00LST)시간대의 수치실험인 CASE II 에서의 

초기조건은 Table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B지점에서 

관측된 풍향, 풍속, 그리고 기온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들 각각의 CASE 수치실험을 통해 도출된 결과들의 

정확도 검증을 위해 세 지점에서 관측된 00LST와 

12LST의 풍향, 풍속 자료와 수치실험에서 세 관측지

점에 해당하는 지점에서의 풍향, 풍속자료를 각각 비

교하였다(Table 2).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간(12LST)의 경우, 

전반적으로 지점별로 관측된 풍계특성을 수치실험에

서 잘 나타내고 있다. 즉, 개활지인 저지대 도심의 C지

점과 고지대 산사면으로 이어지는 달비골 계곡에 위

치한 A지점에서의 풍속이 주거단지인 B지점에서의 

풍속에 비해 강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관

측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볼 수 있다. 또한 풍향을 보더

라도 8월 19일의 종관일기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세 지점에 걸쳐 서풍계열의 바람이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주간에 저지대 도심지를 거쳐 고

지대 산사면에 위치한 달비골 계곡을 따라 고지대로 

불어올라가는 서풍계열의 곡풍이 잘 묘사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할 수 있다. 다만, 달비골 계곡인 A지점

에서의 관측풍향(남서풍)과 계산된 풍향(북북서풍)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본 연구의 수치실험 계산

영역에서 달비골계곡의 남쪽과 동쪽 지형이 많이 포

함되지 못하여 남서방향에서 달비골 계곡으로 유입되

는 남서풍계열의 바람과 동쪽으로 이어지는 달비골 

계곡을 따라 산정상부로 불어 올라가는 서풍계열의 

바람성분이 계산결과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여 북서

풍 계열의 바람성분이 더 과도하게 표출된 결과로 판

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원인에 의한 풍향각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관측풍향과 계산풍향 모두가 서풍계열

의 바람성분을 표현하고 있어, 달비골 계곡을 따라 산

정상부로 불어 올라가는 국지순환풍인 서풍계열의 곡

풍의 존재와 특성을 설명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

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설명한 주간 풍계의 전반적 분포결과는 

Fig. 7(a)에 나타내었다. 그림을 보면 바람을 나타내는 

벡터가 전영역에서 걸쳐 서풍계열의 바람이 전반적

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도심지 구조

물을 나타내는 검은색 건물 주변으로는 다양한 풍향

의 벡터가 나타나고 있지만 계산영역의 동쪽에 위치

한 저지대 도심지에서 주거단지를 지나 달비골 계곡 

지역으로 서풍계열의 바람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7(b)에 나타낸 풍향의 분포를 보더라도 

관측결과에서도 보았듯이 서풍계열의 바람이 영역 

전반에 걸쳐 잘 나타나고 있다. Fig. 7(c)는 풍속분포

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을 보면 도심지의 도로와 

앞산이 시작되는 경계지역을 따라 강한 풍속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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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7. Horizontal wind distributions of day case. ((a)wind vector, (b)wind direction, (c) wind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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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8. Same as Fig. 7, except for night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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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를 보면 야간(00LST)에도, 주간과 마찬가

지로 지점별 풍계의 특성을 수치실험에서 잘 나타내

고 있는데 야간에 산사면을 따라 달비골 계곡으로 불

어 내려가는 A지점에서 비교적 강한 풍속을 수치실험

의 결과에서도 볼 수 있으며 세 지점 모두 관측된 남동

풍 계열의 바람도 잘 나타내고 있다. 즉, 야간에 산정

상 일대에서 복사냉각 된 공기가 달비골 계곡이 위치

한 좁은 경사면을 따라 불어 내려오면서 비교적 강한 

동풍계열의 바람이 A지점에 형성되고 이 바람이 주거

단지를 지나 도심지로 불어 나가는 과정을 관측과 수

치실험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다만, A지점에서 

관측된 풍향과 계산된 풍향에 다소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또한 앞서 주간의 설명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달비골 계곡과 이어지는 동쪽의 고지대 계곡지형

이 계산영역에 적게 포함되어 그 결과로 동쪽에서 불

어 내려오는 산풍의 강도가 과소평가되어 실제와 다

르게 남서풍 계열의 바람으로 편향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야

간에 앞산에 위치한 달비골 계곡을 통해 불어 내려오

는 동풍계열의 바람을 수치모델이 잘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8(a)는 00LST의 바람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야간에 달비골 계곡지역에

서 시작되는 동풍 및 남동풍계열의 지점별 관측결과

에서와 같이 영역 전반에 걸쳐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풍향분포를 나타낸 Fig. 8(b)를 보더라도 동풍 

및 남동풍 계열이 바람이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다. 풍

속분포를 나타낸 Fig. 8(c)를 보면 주간과 마찬가지로 

도로와 앞산 경계를 따라 강한 풍속분포를 알 수 있고 

특히, 도심지의 건물군 일대에서는 구조물의 배치와 

형태에 따른 바람의 정체지역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

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대기정체에 따른 대

기질의 악화가 심화될 수 있어 도심지 대기환경에 악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5. 결 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내륙 분지형 도시인 대구의 

도심에 위치한 앞산에서 발달한 계곡인 달비골과 이 

부근에 위치한 주거단지를 대상으로 산곡풍의 발달과 

그것이 유발하는 여름철 야간 기온 저감효과를 관측

을 통하여 평가하고, 국지풍순환의 경로를 수치실험

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국지풍순환계의 형성과 그 특징을 관측을 통

해 분석하기 위해 세 지점에 AWS를 설치하여 분석한 

결과, 산풍이 잘 발달하는 야간시간대에는 달비골 계

곡에 위치한 A지점과 계곡 인근에 위치한 B지점에서

의 기온이 도심지 저지대에 위치한 C지점에 비해 약 

1.5∼4℃ 정도 낮게 나타났으며, 풍속 또한 C지점에 

비해 2배 정도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풍향을 보더라

도 고도가 높은 달비골 계곡과 고도가 낮은 저지대의 

주거단지 및 도심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형적 형상대

로 A지점과 B지점에서 동풍계열의 바람이 균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C지점에서는 도심

지 구조물의 영향으로 풍향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래도 동풍계열의 바람이 다수 

나타나고 있어 달비골 계곡을 통해 불어나오는 산풍

이 적게나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기온, 풍속, 풍향의 관측결과 분석을 통해 야간

시간대에는 상대적으로 차가운 산풍이 달비골 계곡을 

따라 주거단지를 거쳐 저지대의 도심지로 불어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간에도 저지대 도심지와 주

거단지에서의 기온이 달비골 계곡에 위치한 A지점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은 것과 달비골 계곡을 따라 흐르

는 강한 풍속, 그리고 세 지점에서의 주풍향이 200∼

300° 인 점을 볼 때 저지대 도심지를 지나 달비골 계

곡으로 흐르는 서풍계열의 곡풍이 뚜렷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관측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대상지역내에서 

형성되는 기류의 형상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살펴보

기 위하여 Envi-Met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살펴본 결

과, 전반적으로 주간에는 곡풍인 서풍계열의 바람이, 

야간에는 산풍인 동풍계열의 바람이 연구대상영역 전

반에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도심지로 갈

수록 복잡 다양한 구조물의 영향으로 기류의 정체에 

따른 풍속의 약화와 개활지 도로를 따라 산풍과 곡풍

이 잘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수치실험을 

통해 도시내 바람길 확보와 도시 대기질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도시구조 계획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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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관측자료 분석하고 수치실험을 통해 도시

내 소규모 지역에서 국지순환풍이 뚜렷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도시내 열

섬현상 완화와 도시 대기질 개선이라는 정책추진에 

있어 도시 내부에서의 자정작용이라는 측면에서 중요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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