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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the observation environment of surface wind at an automatic weather station
(AWS 288) located at Naei-dong, Mirang-si was analyzed using a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model and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The 16 cases with different inflow directions were
considered before and after construction of an apartment complex around the AWS 288. For three inflow
directions (south-south-westerly, south-south-easterly, and north-north-westerly), flow characteristics
around the AWS 288 were investigated in detail, focusing on the changes in wind speed and direction at
the AWS location. There was marked difference in wind speed between before and after construction of
the apartment complex in the south-south-westerly case. In the south-south-easterly and north-north-
westerly cases which were frequently observed at the AWS 288, the construction of the apartment complex
had no marked influence on the observation of surface w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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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에서는 전산유체역학 모델과 지리정보시스템 자료를 이용하여 밀양시 내이동에 위치한 자

동지상관측소(AWS 288)의 지상 바람 관측환경을 분석하였다. AWS 288 인근 지역에 건축 중인 아파트 단

지에 의한 관측환경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16방위의 유입류를 고려하였다. AWS 위치에서 수치 모의된 풍

속과 풍향 변화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고, 3가지 유입류(남남서풍, 남남동풍, 북북서풍)에 대해서는 AWS

288 주위의 흐름 특성을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남남서풍의 경우, AWS 288 지점에서는 남서쪽에 위치한 아

파트 단지의 영향으로 아파트 단지 건축 전과 후의 풍속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아파트 단지 건축 전에

상대적으로 높은 풍향 빈도가 나타난 남남동풍과 북북서풍의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건축 전 대비 건축 후의

AWS 288 지점에서 수치 모의된 풍속과 풍향 차이는 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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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수 십 년 전부터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도시화로 인

해, 도시 지역의 인구 밀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

이며, 소도시 지역의 대도시화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이러한 도시화로 인해 많은 도시 지역에서는 아파

트 단지와 같은 대규모 고층 건물의 건설이 진행되고 있

다. 도시 지역에서 건물은 대기의 흐름과 오염 물질의 확

산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요인중하나이다(Neophytou

et al., 2011; Rakowska et al., 2014; Kwon and Kim, 2014a

and 2014b; Kwak et al., 2015). 도시 지역 내의 높은 건물

밀도와 다양한 건물 크기 및 형태로 인해 대기 흐름은

더욱 복잡하게 나타난다(Lee and Kim, 2011; Zheng et

al., 2014). 이러한 대기 흐름은 도시 지역 내의 오염 물질

확산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친다(Kim et al., 2012; Kwak

and Baik, 2012; Kwak and Baik, 2014). 또한 도시 지역

은 인간 활동이 주로 이루어 지는 곳이기 때문에, 도시

지역 내에서 나타나는 대기 흐름 및 오염 물질 확산은

인간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이

유로 인해, 도시 지역의 대기 흐름과 오염 물질 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Chu et al., 2005; Hanna et

al., 2006; Lee et al., 2009; Lee and Kim, 2011; Neophytou

et al., 2011; Rakowska et al., 2014; Zheng et al., 2014; Kwak

et al., 2015).

현재 우리나라에는 기상자료 수집을 위한 자동기상

관측소(automatic weather station, AWS)가 다양한 지역

에 설치되어있다. 이러한AWS는 지상으로부터 10 m 고

도에서 지상 바람을 관측하기 때문에, AWS의 지상 바람

관측 자료는 건물 건축 등 주변 환경 변화에 의한 국지적

인 변화에 민감하다. 특히, AWS 주변에 고층 건물과 같

이 대기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는 경우, AWS

가 관측한 지상 바람 관측 자료는 AWS 주변 지역의 대

표적인바람자료로활용하기어렵다(Lee and Kim, 2011).

고층 건물 등과 같은 장애물에 의한 대기 흐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산유체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모델과 같이 상세 지형과 건물 정보

를 고려할 수 있고 고해상도 계산이 가능해야 한다

(Chu et al., 2005; Hanna et al., 2006; Lee et al., 2009; Lee and

Kim, 2011; Kwak and Baik, 2012; Kwon and Kim, 2014;

Kwon and Kim, 2014; Kwak et al., 2015). 이 CFD 모델은

기존의 기상 모델이 반영할 수 없었던 지형과 건물을 지

면 경계 자료로 사용하고 수십m 이하의 해상도 사용이

가능하며, 바람, 기온, 습도 등 주요 기상 요소에 대한 수

치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 지역의 대기 흐름과

오염 물질 확산에 관한 연구에서 많이 사용된다(Lee et

al., 2009; Lee and Kim, 2011; Kim et al., 2012; Kwak and

Baik, 2012; Kwak and Baik, 2014; Kwon and Kim, 2014;

Kwon and Kim, 2014; Kwak et al., 2015). CFD 모델에 필

요한 지면 경계 자료 구축을 위하여 대부분의 연구에서

는 상세한 지형과 건물 정보를 격자형식으로 제공하는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자

료를 사용한다(Chu et al., 2005; Lee et al., 2009; Lee and

Kim, 2011; Jie et al., 2014; Kwon and Kim, 2014).

본 연구에서는GIS 자료와 CFD 모델을 이용하여, 밀

양 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에 의한 대기 흐름

특성을 분석하고, 아파트 단지 건설이 밀양 내이동에 설

치된 AWS (AWS 288) 지점의 지상 바람 관측환경에 미

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총 4장으로 구

성되며, 제2장에서는 연구 방법에 대하여 서술하고, 제

3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분석하며, 마지막인 제4장에서

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에 대해 서술하였다.

2. 연구 방법

1) 전산유체역학 모델

본 연구에서는 Kim et al.(2014)의 전산유체역학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모델을 사용하여 대

상 지역의 흐름을 모의하였다. 이 CFD 모델은 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 (RANS) 방정식 계를 기초로 하

는 모델로, 3차원, 비정수, 비압축 대기 흐름 계를 가정

한다. 그리고 벽면 경계에서의 난류경계층 효과를 잘 반

영하기 위하여 Versteeg and Malalasekera(1995)의 벽면

함수를 사용한다. 난류 모수화를 위해서 RNG k-ε 난류

종결 방법을 사용하였다(Kim and Baik, 2004). 지배 방정

식 계는 Patankar(1980)가 제안한 Semi-Implicit Method

for Pressure-Linked Equation (SIMPLE) 알고리즘과 유한

체적법을 사용하여 엇갈림 격자계(staggered gri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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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수치적으로 풀이된다.

2) 실험 설계

본 연구에서는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에 위치한

AWS를포함한지역을대상지역으로선정하였다(Fig. 1).

내이동 AWS (AWS 288) 남쪽 인근 지역에는 대규모 아

파트 단지가 현재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 단

지 건설로 인한 대기 흐름 변화가 AWS 288 지점의 지상

바람 관측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AWS

288 지점의 위·경도는 35.491508 N와 128.74408 E이

다. AWS 288 지점은 대상 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

다. 서쪽에는 주로 농경지가 위치하고 동쪽에는 거주지

와 상업시설 등이 위치한다. 남쪽에는 밀양강과 아파트

단지 부지가 위치한다. 이 부지에는 높이 약 60 m(지상

20층 높이)의 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이다. 건설 중인 아

파트 단지 서쪽에는 같은 높이를 갖는 아파트 단지가 위

치한다. Fig. 2는 최근 10년(2004.10.01 - 2014.09.30) 간,

AWS 288 지점에서 관측된 풍향·풍속 자료 중 무풍

(< 0.2 m s-1)을 제외한 값을 이용하여 나타낸 바람 장미

이다. 이 지역은 북북서풍의 빈도가 가장 높고(11.74%),

5% 이상 10% 이하의 빈도로 북서풍, 서북서풍, 북북동

풍, 북풍, 남남동풍, 남풍, 북동풍이 순서대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나머지 풍계는 5% 이하로 매우 부분적

으로 나타났다.

수치 도면의 크기는 AWS 288 지점을 중심으로 동서

방향으로 1000 m, 남북 방향으로 1000 m이다. 격자 크기

는 x, y, z 방향으로 각각 10 m, 10 m 5 m이고, 격자수는

x, y, z 방향 모두 100개이다. Fig. 3은GIS 자료를 이용하

Analysis on the Observation Environment of Surface Wind Using GIS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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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ree-dimensional configurations of buildings and
topography around the AWS 288 (a) before and (b) after
construction of an apartment complex. The rectangles
and dots in red indicate the construction site of the
apartment complex and AWS 288, respectively.

Fig. 1. The satellite picture for the target area around Naei-dong
AWS (AWS 288) (from http: //map.naver.com).

Fig. 2. A windrose at the AWS 288 for the period of 01 October,
2004 ~ 30 September, 2014. The windrose excludes
calm case that wind speed is less than 0.2 m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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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아파트 단지 건설 전·후에 구축한AWS 288 지점 인

근 지역의 지형을 나타낸다. 아파트 단지 건설 후의GIS

자료는 아직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 단

지의 조감도를 바탕으로 구축하였다.

아파트 단지 건설이 주변 대기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16가지 풍향(북풍, 북북동풍, 북동풍,

동북동풍, 동풍, 동남동풍, 남동풍, 남남동풍, 남풍, 남남

서풍, 남서풍, 서남서풍, 서풍, 서북서풍, 북서풍, 북북서

풍)에 대해 수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유입류의

풍속 자료는 AWS 288 지점에서 최근 10년(2004.10.01 -

2014.09.30) 동안 관측한 자료로부터 무풍(< 0.2 m s-1)을

제외한 풍속의 평균 값(1.71 m s-1)을 사용하였다. 수치

시뮬레이션의 시간 간격은 0.5초이고, 7200초까지 수치

적분하였다. 유입 경계에서 바람(U, V, W)의 연직분포

는 평균 풍속 자료와 Castro and Apsley(1997)가 제안한

연직 분포[식 (1) - (3)]를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난류운

동에너지(k)와 그 소멸률(ε)의 연직 분포는 각각 식 (4)와

(5)를 통해 결정된다.

         U(z) = ln (  ) cos q,                                     (1)

         V(z) =  ln (  ) sin q,                                     (2)

         W(z) = 0,                                                            (3)

         k(z) = (1 _ )2,                                           (4)

         ε(z) = .                                                    (5)

여기서, u*는 마찰 속도, κ는 von Karman 상수(= 0.4),

z0는 거칠기 길이(= 0.05 m), δ는 경계층 두께(= 1000 m),

그리고 Cμ는 난류운동에너지와 소멸률에 대한 경험적

상수 (= 0.0845)를 의미한다(Yakhot et al., 1992).

3. 결과와 토의

1) 아파트 단지 건설이 AWS 288 지점의 지상바람
관측에 미치는 영향

16 방향의 유입류에 대해, 아파트 단지 건설 전과 후

에 AWS 288 지점에서 수치 모의된 지상(10 m) 풍속과

풍향을 분석함으로써, 아파트 단지가 AWS 288의 지상

바람 관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Fig. 4는 각

유입류 풍향에 대해 아파트 단지 건설 전과 후에 AWS

288 지점에서 수치 모의된 지상 바람의 풍향과 풍속을

나타낸다. 아파트 단지 건설 전과 후의 풍향 차이는 크

게 나타나지 않았다. 최근 10년 동안, 약 6.8%의 빈도로

나타났던 남남동풍의 경우, 건설 전·후의 풍향 차이는

약 7.9°로 16가지 유입류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다른

유입류들의 경우, 5° 이내의 작은 풍향 차이를 보였다.

즉, 아파트 단지 건설이 AWS 288 지점의 지상 풍향 관

측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북서풍 - 동

북동풍과 남남동풍 - 남서풍이 유입되는 경우에는 풍속

이 감소하였다. 최근 10년 동안, 약 4.1%의 빈도를 보였

던 남남서풍이 유입되는 경우에 가장 큰 풍속 차이(약

0.98 m s-1 감소)가 나타났고, 남풍이 유입될 때에는 약

0.73 m s-1가 감소함을 볼 수 있다. 서풍, 서북서풍, 북서

풍, 동풍, 동남동풍, 남서풍이 유입되는 경우에는 오히

u*
κ

z
z0

z
z0

u*
κ

u*
2

Cμ1/2
z
δ

Cμ3/4 k3/2

κ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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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10‒m wind direction and (b) wind speed simulated
at the AWS 288 before (black circles) and after (white
triangles) the construction of the apartment complex.
The bars indicate difference in wind direction and
wind speed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construction.
Note that the difference in wind direction is expressed
in the absolut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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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풍속이 증가하였다. 서풍이 유입될 때, 풍속 증가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약 0.34 m s-1). 이 장의 2절에서는 최

근 10년 동안 비교적 잦은 빈도로 나타났고, 아파트 단

지 건설 후에 풍향과 풍속 변화가 예상되는 남남동풍과

남남서풍이 부는 경우에 대해서 상세한 흐름 특성을 분

석하고, 이 장의 3절에서는 바람장미 분석 결과, 가장

빈도가 높은 북북서풍(주풍)이 부는 경우에 대해서 상

세한 흐름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아파트 단지 건설 전·후의 풍향·풍속 차이가 큰
경우

이 절에서는 앞 절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아파트 단

지 건설 전·후의 풍향 차이가 가장 큰 남남동풍과 풍

속 차이가 가장 큰 남남서풍 에 대해 상세한 흐름 특성

을 분석하였다. Fig. 5는 남남서풍이 부는 경우에 아파

트 단지 건설 전·후의 바람 벡터장과 연직 성분 속도

분포를 나타낸다. 붉은 선으로 표시한 지역이 아파트 단

지 건설 예정 부지다. 아파트 단지 건설 전, 예정 부지에

서는 유입류 풍향과 유사한 비교적 단순한 흐름 패턴이

나타났다(Fig. 5a). 그러나, 아파트 단지 건설 후에는 건

설 전에 비해 매우 복잡한 흐름 패턴이 나타났다. 아파

트 단지 건설 후, ⓐ 지역에서는 질량 보존을 만족시키

기 위한 채널링(channeling) 효과로 인해 수평 풍속이 매

우 강하게 나타났다(Fig. 5b). ⓐ의 남쪽 지역에서는 유

입된 흐름이 아파트 단지에 부딪힌 후, 편향되어 남서

풍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 지역에서는 유입류 풍향

과 반대인 북북동풍이 나타난다. 흐름이 아파트와 같은

높은 건물에 부딪히게 되면 정체점이 형성되고, 정체점

을 기준으로 흐름이 분리된다. 정체점 위로는 상승 기

류가 아래로는 하강 기류가 나타나며 건물 양 옆으로 발

산하는 흐름은 건물 측면을 따라 건물 풍하측으로 흐르

게 된다. 이와 같이 분리된 흐름은 건물 풍하측 (재부착

점, reattachment point)에서 수렴한다. 건물에 의해 분리

된 영역 내에는 재순환 영역(recirculation region)이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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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Wind vectors at surface [(a) and (b)] and contours of vertical wind component at z = 10 m [(c) and (d)] around the AWS 288
before (left panel) and after (right panel) the construction in the south-south-westerly case. A red dot indicates the AWS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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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재순환 영역의 수평 단면을 보면, 두 개의 에디

가 순환하는 형태를 보이는데 , 이를 이중에디순환

(double-eddy circulation)이라고 부른다. ⓑ 지역을 포함

하는 건물의 풍하측의 재순환 영역에서는 앞서 설명한

이중에디순환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따라 ⓑ

지역에서는 유입류와 반대 방향의 풍향이 나타남을 확

인할 수 있다. AWS 288 지점 부근에는 비교적 낮은 건

물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건설 전에는 유

입류와 풍향과 풍속이 유사하고(Fig. 5a), 약한 상승 운

동이 나타났다(Fig. 5c). 그러나, 아파트 단지 건설 후에

는 AWS 288 지점이 아파트 단지 풍하측에 형성된 재순

환 영역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풍속이 감소하였고, 약

한 하강 기류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Figs. 5b and

5d).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았지만, 연직 운동 변화

는 AWS 288 지점에서의 수분속(moisture flux)이나 현열

속(sensible heat flux) 관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Fig. 6은 남남서풍이 불 때, 아파트 단지 건설 전·후

의 풍향·풍속 차를 나타낸다.  아파트 단지 건설 후, 풍

향 변화가 가장 큰 지역은 아파트 단지의 풍하측으로 최

대 약 180°의 풍향 차가 나타났다(Fig. 6a). 이는, 앞에서

도 설명한 바와 같이, 아파트 단지 풍하측에 이중에디

순환이 형성되면서 유입류와 반대 방향의 흐름이 나타

나기 때문이다. 풍속의 경우, 아파트 단지 풍하측에서

풍속이 감소한 지역이 광범위하게 나타났고, 최대 약

1.21 m s-1까지 풍속이 감소하였다(Fig. 6b). 그러나, 아파

트 단지의 남쪽과 서쪽 일부 지역에서는 풍속이 증가하

였다. 아파트 단지 건설로 인한 바람장 변화는 AWS 288

지점까지도 영향을 미쳤다. 풍향의 경우, 아파트 건설

전·후의 차는 2.33°로 큰 영향은 없었지만, 풍속의 경

우, 아파트 건설 전·후의 차는 약 -0.98 m s-1로 건설 전

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남남동풍의 경우, 남남서풍 경우와 마찬가지로 건설

전·후의 바람장은 아파트 건설 부지를 제외한 지역에

서는 변화가 거의 없다. 아파트 단지 건설 전, 예정 부지

에서는 유입류와 동일한 풍향이 나타나고, 풍속도 거의

일정하다. 건설 후, 아파트 단지의 풍상측에서는 이중에

디순환이 나타난다. 아파트 단지 풍상측에서 나타나는

흐름 분리는 아파트 단지 동쪽의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

아파트 단지 동쪽에 위치한 건물들은 대부분 높이가

10 m 이하인 낮은 건물이기 때문에 바람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대신, 이 지역에서는 아파트 단지에 의

해 분리된 흐름의 영향이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단지 풍하측에서 흐름 재부착이 일어나고 재부착 점을

향해 수렴하는 흐름의 영향으로 아파트 단지 북쪽 지역

의 풍향이 남남동풍에서 남동풍 계열로 변화하였다

(Figs. 7a and 7b). AWS 288 지점이 이 영역에 포함되면

서, 풍향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아파트 단지

건설 전, 예정 부지의 풍상측과 풍하측에서 상승 운동

이 나타나는데(Fig. 7c), 이는 지형 영향에 기인한 것이

다. 아파트 단지 건설 후, 아파트 단지 풍상측의 상승 운

동이 더욱 강화되었고, 풍하측의 상승 운동은 약화되어

하강 운동이 나타났다(Fig. 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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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ntours of difference in (a) wind direction and (b) wind
speed between after and before the construction in the
south-south-westerly case. A black dot indicates the
AWS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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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은 남남동풍이 불 때, 아파트 단지 건설 전·후

의 풍향·풍속 차를 나타낸다. 아파트 단지 건설에 의

한 풍향 변화가 주로 나타나는 지역은 아파트의 풍하측

으로 최대 180°의 차이를 보였다. 아파트 단지에 부딪힌

흐름이 아파트 단지 양 옆을 돌아감에 따라, 아파트 단

지 측면에서도 풍향 변화가 미세하게 나타났다(Fig. 8a).

특히, 아파트 단지 풍하측의 북서쪽보다는 북동쪽의 풍

향 변화가 상대적으로 넓게 나타났다. 풍속은 최대 약

1.33 m s-1까지 감소하였다. 반면, 아파트 단지의 측면 일

부 지역에서는 풍속이 증가하였다. AWS 288 지점에서

풍향과 풍속은 각각 7.9°, -0.05 m s-1 변화하였다.

Analysis on the Observation Environment of Surface Wind Using GIS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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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he same as in Fig. 6 except for the south-south-easterly case.

Fig. 7. The same as in Fig. 5 except for the south-south-easterly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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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풍(북북서풍)에 대한 상세 바람장 분석

이 절에서는 AWS 288 지점에서 주풍으로 관측된 북

북서풍에 대해서 아파트 단지 건설 전·후의 풍향과 풍

속 변화를 분석하였다. Fig. 9는 북북서풍이 부는 경우

에 아파트 단지 건설 전·후의 바람 벡터장과 연직 성

분 속도 분포를 나타낸다. 주풍 방향에 대해 AWS 288

지점은 아파트 단지 풍상측에 위치하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의 영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북북서풍의 경우

는 남남서풍이나 남남동풍 경우에 비해, 아파트 단지

영향이 나타나는 지역이 좁게 나타났다. 남남서풍이나

남남동풍의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의 경계가 수치 도면

의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형성됨에 따라, 아파트 단지

에 부딪힌 흐름 분리가 넓게 일어나고 아파트 단지 풍

하측 재순환 영역이 넓은 지역에서 형성되었다. 반면,

북북서풍이 부는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내의 개개 건물

에 의해 흐름 분리가 일어나고 개개 건물의 풍하측에

재순환 영역이 형성되면서 아파트 단지의 영향이 비교

적 좁은 지역에 국한되어서 나타났다(Figs. 9b and 9d).

아파트 단지 건설 전에는 풍하측으로 갈수록 고도가 감

소하면서 하강 기류가 넓은 지역에서 나타났으나(Fig.

9c), 아파트 단지 건설 전에는 건설 후에는 아파트 단지

의 풍하측 인근 지역에 부분적으로 상승 기류가 나타났

다(Fig. 9d).

Fig. 10은 아파트 단지 건설 전·후의 풍향·풍속 차

를 나타낸다. 북북서풍이 부는 경우, 아파트 단지 건설

에 의해 아파트 단지 풍하측에서 최대 177°의 풍향 변

화가 나타났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파트 단지 내

개개 건물에 의한 영향이 나타나면서 풍향과 풍속 변

화가 발생한 지역은 개개 건물 풍하측으로 국한되어

나타났다. 풍속은 최대 1.28 m s-1까지 감소하였고, 아

파트 단지 측면에서는 풍속이 다소 증가하였다. AWS

288 지점은 아파트 단지 풍상측에 위치하기 때문에,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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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he same as in Fig. 5 except for the north-north-westerly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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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과 풍향 변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풍향 -2°, 풍속

-0.08 m s-1).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에 위치한 자

동기상관측소(AWS 288) 인근 지역에서, 아파트 단지 건

설이 AWS 288 지점의 관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리정보시스템(GIS) 자료와 전

산유체역학(CFD) 모델을 이용하여 아파트 단지 건설

전, 대상 지역의 대기 흐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최근

10년간 관측한 지상 바람 관측 자료를 분석을 선행하였

고 평균 풍속(1.71 m s-1)을 전산유체역학 모델의 입력 자

료로 활용하였다. 아파트 단지 건설이 AWS 288 지점의

관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16가지 풍

향의 유입류에 대해 아파트 단지 건설 전과 후에 AWS

288 지점에서 수치 모의된 풍향과 풍속을 분석하였다.

아파트 단지 건설은 AWS 288 지점의 풍향에는 큰 영향

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8° 이하)되었다. 그러나, 바

람장미 분석 결과, 비교적 잦은 빈도로 나타나는 남남

서풍과 남풍의 경우에는 각각 풍속이 57%와 43%까지

감소하였다. 아파트 단지 건설이 AWS 288 지점 주변의

상세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아파트 단

지 건설 전·후의 풍속 차가 가장 큰 남남서풍, 풍향 차

가 가장 큰 남남동풍, 주풍인 북북서풍에 대한 상세 흐

름을 분석하였다. 세 경우 모두 아파트 단지 건설 전에

는 아파트 단지 건설 예정 부지에서는 유입류에 비해 크

게 왜곡되지 않은 흐름이 나타냈다. 그러나, 아파트 단

지 건설 후에는 아파트 단지에 의해 풍하측에서 재순환

영역(이중에디순환)이 형성되었다. 남남서풍과 남남동

풍의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에 의한 흐름 분리가 넓은 지

역에서 일어나면서 풍하측에서 큰 이중에디순환이 형

성되었다. AWS 288 지점에서는 이중에디순환의 영향

으로 풍속이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아파트 단지 건설

은 AWS 288 지점의 연직 성분 속도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수분속이나 현열속 등의 관측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북북서풍이 부는 경우에는 AWS 288 지

점이 풍상측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에 의

한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AWS에서 관측한 자료는 주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지역의 대표적인 기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지적인 주변 환경 영향 파악이 선

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지리정보시스템 자료

와 전산유체역학 모델이 자동기상관측소의 관측환경

을 평가하는데 유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관측환경 평가 기법을 자동기상관측소의 관측환경 등

급 평가에 적용한다면, 관측 자료 사용자에게 해당 자

동기상관측 자료의 국지 기상 대표성에 대한 유용한 정

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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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he same as in Fig. 6 except for the north-north-
westerly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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