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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고성토 도로건설 구간애서 거주민들이 고성토 도로가 생활환경에 영향과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성토 도로와 교량이 건설되는 도로구간을 연구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3차원 미기후모텔 ‘ Envi-met’을 이용하여 도로의 건설 전과 후에 온도장과 바람장의 변화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 

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바람장의 분석 결과， 고성토 구간의 도로가 기류의 흐름 방해하여 바람장의 급격한 변 

화를 나타내었으며， 대부분 분석공간에서 풍속의 감소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교량 구간의 도로는 풍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고， 풍속의 감소에 미치는 영향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온도장의 분석 결과， 고성토 도로가 기류의 유통과 흔합을 방 

해하여 분석공간의 내부에서 미세한 온도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도로건설 사업에서 수치모사의 이용이 미기후 변 

화와 교통사고 등과 같은 재난 가능성을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유용한 정 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액심용어 수치해석， Envi-met, 미기후 

ABSTRACT Recently, [nhabitants nearby the high embankment road have requested a civil cO l1l plaint on the environmen

ta l deteriorations and econo l1l ic harl1ls. This study was carried out nU l1lerical simulation using the 3-D microclimate 11l0del 

‘Envi-met ’ in order to investigate the variations of a flowfteld and a te l1l perature fìeld at the road sections with a high 

embankment and a bridge. About the sil1l ulation of flow fìeld , the wind fìeld has changed due to the diswrbance of air

flow by a high embankment road considerably. And the wind velocity decreased in the whole of simulation space wide ly. 

But, the wind velocity and wind direction sited loose to the section of a bridge, re lative ly. [n the results of a temperature 

fìe ld, the slight variations of temperature fìe ld were di scovered by the di sturb of the l1l ixing flow fro l1l a high el1l bank

l1lent road . These resu lts indicate that the nU l1l erical si l1l ulation can provide useful inforl1lation to mini l1l ize the disasters, 
such as tra에c accidents and various l1l icrocli l1latic environ l1lents in the transportation projects 

KEYWORDS nU l1lerica l simulation, Envi- l1let, l1l icrocli l1late 

1. 서 트르 
'- 높은 품질의 도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도로시 

설의 고급화와 주행성능， 경관 및 자연환경의 조화와 영향 

최소화 등이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산지와 평지가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지형 

조건에서는 평야지와 산지의 도로연결시에 급격한 구배가 

발생하게 되므로 대부분의 평야부에서 높은 성토구간이 

발생되는 일반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고성토 도로 

가 협곡의 전변에 위치한 평야부를 통과하는 경우 주변마 

최근 신규도로 투자건수는 감소하는데 비해 도로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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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에서 성토도로의 건설로 인해 조망권 침해와 도로의 단절 

등으로 생활환경의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고 

성토 도로는 상대적으로 주변 농지의 표고가 낮아지는 효과 

로 일조권 멍}해와 공기흐름 차단 등의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농작물의 수확량감소등의 경제적 피해와주변 지역의 열환 

경적 변화로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임은하， 등 

1 9%). 따라서 최근 고성토 도로구간의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들이 도로가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적인 피해를 최 

소화해 줄 것을요구하는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는실정이다 

건물 및 인공 구조물은 공기흐름의 변동을 유발시켜 국 

직적인 대기 순환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미기후와 오염물 

질 확산 등에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산곡풍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협곡과 인접한 고성토 도로는 인공 

구조물에 의해 공기의 흐름을 변화시켜 주변 환경이 악화 

로 인한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건물 및 인공구조물 주변의 유통 현상에 관한 연구는 오 

염물질 확산과 관련하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도로 협 

곡에서의 흐름 및 오염물질 분산에 대한 연구(김재진， 박종 

진 2005; 김재진， 백종진 2005; 박승부， 백종진 2007), 고층 건 

물과 아프트에 의한 기류변형과 열환경 변화에 관한 연구 

(정우식 2007; 장은숙 2005; 박명희， 김 해동 2006), 자동차 배 

기가스와 같은 도심지 대기오염물질 분산에 관한 연구(전 

영남， 송형운 2004)가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야외실험， 풍동실험， 수치실험 및 이론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 왔는데 이중에서 풍동실험이나 야외실험은 

실제 상황에서 흐름과 특성을 파악하므로 가장 현실적이 

고 실제 모습을 잘 파악할 수 있으나 연구과정에서 비용의 

투입이 높다. 이에 비해 연구비용이 낮고 다양한 주변 조 

건과 변수의 적용과 결과의 다양한 분석이 가능한 수치모 

형을 이용한 유동특성에 대한 연과가 꾸준하게 발전되고 

있다(임은하 등 1996; 김재진， 백종진 2005). 

본 연구에서는 미기상 수치모형을 이용하여 산곡풍 발 

생이 우세한 협곡의 전면에 고성토 도로가 건설되는 경우 

기류 흐름과 열환경 변화에서 어떠한 영뽑 미치는지 살 

펴보고 미기상 환경변화 요인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2. 자료및방법 

2.1 타wi-met 모덜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을 위해 독일 B∞hurn대학의 Bruse 

에 의해 개발되고， 2009년에 최종 개선된 Envi-met 3. 1 미 

기후 모델을 사용하였다. 이 수치모델은 “환경 기상” 시률 

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지면， 건물， 식생， 대기의 상호작용에 

흔/국재난관21표준학희 논문증/ 제4권 제j흐 

관한 미세규모(M icroscale)의 단위로 국지 기상변화를 예 

측하는 모델이다(http:νwww.en끼-met.com) . 해상도는 수평 

규모로 수십m-L뉴km 정도로 개개의 건축물과 구조물， 지 

형， 식생， 지면 표현이 가능하며， 비압축， 비발산가정하에 

서 3차원 바람장의 계산 등의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Envi-met 모댈은 대기모형， 식생모형， 토양모형， 그리고 지 

면과 건축물에 관한 식으로 좁은 영역의 상세한 기상정보 

를 도출하는 장점 이 있다(정우식 등 2006). 

Envi-met 모델은 미기상 예측모댈로서 여러 연구에서 다 

양한 분야의 수치해석에 사용되었다 정은 Envi-met 모댈 

을 사용하여 개발로 인한 지형변화가 국지 바람장에 어떻 

게 영향을 미치는 지 수치모의하였고(정우식 등 2006; 정 

우식 등 2006), 아파트단지 환기경로 파악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박은 고층 건물에 의한 열환경변화를 Envi

met 모댈로 수치모의하였다(박명희， 김해동 2060). 국외에 

서는 Brus양} Fleer가 Envi-met 모델을 이용하여 지표면 식 

생대기와의 상호작용에 관한 시율레이션을 하였고(Bruse 

and Fleer(1998), Ali-Toudeπ와 Mayer는 도시협곡의 외형비 

와 s이ar orientati on이 열전도(outdoor thermal comfort)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수치모의를 한 바 있다(Ali-Toudent and 

Mayer(2006). 

Envi-m하 모댈은 Wmdows운영체제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프로그램은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수치 

모의 결과는 LEONARDO라는 자체의 결과해석 및 분석 전 

용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ASCIJ형태로도 나타낼 수 있다 

2.2 연구 대상지역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임실군 덕치면 일중리 인근에 

사진 • 연구 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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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한 회문산과 성미산 협곡과 인접한 평야지에 고성토 

도로의 건설과 교량 설치가 계획된 공간을 연구 대상지역 

으로설정하였다 

연구 대상지역에서 신설 도로는 사진 I과 같이 북쪽 산 

지에서 귀림천을 통과하는 교량 구간과 평야부 농경지에 

건설되는 고성토 구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성토 도로 

(성토높이 16- 18 m)는 명야부에서 북쪽에서 남쪽 방향으 

로 가로질러 통과하고， 도로의 서측에는 회문산과 성미산 

협곡의 입구가 위치하며， 동측은 명야부가 개방된 지형적 

특성을 타나내고 있다. 또한， 협곡에서 시작된 귀림천이 

남서쪽에서 북동방향으로 유하하고 있다. 

주거지역은 회문산과 성미산 협곡의 입구에 일중마을이 

위치하고， 동측의 농경지가 넓게 펼쳐진 평야부에는 소규 

모 건축물과 신촌마을 등이 산재되어 있다. 

2.3 대상지역 기상현황 

본 연구에서는 고성토 도로의 건설로 인한 공기의 유동 

특성과 열환경의 변화 등에 대한 수치모사를 위해 연구 대 

상지역이 소재한 임실군의 기상관측 자료를 분석하여 

Envi-met의 입 력자료를 구성하였다 

미기상 수치모형에 입력되는 기상자료는 표 l 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06년 임실관측소의 관측자료， 고도에 따른 풍 

속변화는 Decan의 Power law Eq 을 사용하였으며， wind 

그림 1 수치모사의 모덜링 영역 

profi le exponent는 O.l 5(안정도 D, 시골지 역)을 적용하였다. 

풍향은 산곡풍이 우세한 기상조건을 반영하여 고성토 도 

로에 의한 미기후 변화의 예측을 위하여 바람이 NNW에 

서 ENE방향으로 도로와 직교하는 풍향을 적용하였다 

2.4 모델링 영역 

고성토 도로에 의한 주변지역에서 대기의 유통특성과 

옹도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그림 I과 같이 수치모사 

공간을 구성하였다. 수치모사 공간은 x방향으로 800 m, y 

방향으로 800m를 설정하였고， x방향으로 80개(격자 간격 

10m) y방향으로 80개(격자 간격 1 0m)의 격자로 구성하였 

다. 연직방향(z방향)은 20개의 층으로 설정， 격자 간격은 

1 0 m로서 teles∞ping 옵션을 선택하여 상층으로 갈수록 5% 

씩 고도를증가시켜 394m까지를모텔링 영역을구성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수치모사 결과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치모시를 수행하는 대상 도로는 협곡과 

인접한 평야지에 고성토 도로(최대 16- 18 m)의 건설과 하 

천부(귀림천)에 교량의 설치가 계획되어 있다. 따라서 도 

로 건설로 인한 바람장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도로 및 교량 

구간에서 바람장 변화를 비교하기 위하여 x축과 수직방향 

에서 분석공간을 200 m, 400 m, 600 m의 3개 구간으로 분 

할하고 y-z 단변에서 바람장 분포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구조물이 고도에 따른 기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 

해 도로중앙， 풍상측， 휩}측에서 고도별 풍속분포를 분석 

그림 2 수치모사 결과의 분석 설정도 

‘bαna/of The K.α-ean Society of Societa/ Security, VoI. 4,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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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또한， 열환경 변화의 분석을 위해서 전체 수치모 

사 지역과 계획노선 주변지역의 2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수치모사 결과의 분석을 위하여 설정된 분석공간을 그 

림 2에 나타내었다 

3.2 바람장 분석 결과 

그림 3은 도로의 건설전， 그림 4는 건설후에 바람장 공 

간분포를 수치모사한 결과로서 40 m의 고도(z)에서 x-y단 

면의 공기 유동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도로의 건설 전후에 

(E) 

>

X( m) 

그림 3. 도로건설 전의 바람장(z=40 m) 

(E) 

>

그림 4. 도로건설 후의 바람장(z=4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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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도로 건설전후 풍속 변화 

구분 
전체분석공간 인접지역 

풍속(m/s) 풍속(m1s) 

건설전 1.73 1.88 

건설후 1.36 0.86 

증감량 -0.37 1.02 

증감율(%) -2 1.39 -54.26 

바람장 변회를 분석한 결과， 고성토 도로가 통과하는 지 역 

은 인공 구조물의 설치로 기류의 유동 방해와 변동으로 도 

로의 풍상측과 용하측에서 급격한 바람장의 변화가 나타 

났다. 

표 2는 전체 수치모사 공간과 도로 인접지역에서 도로 

건설 전후에 풍속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이다. 고성토 도로 

는 수치모사 공간에서 평균 풍속을 0.37 m/s(2 1.39%), 도로 

인접지역은 풍속을 1.02 m/s(54 .26%) 감소시켜 도로와 인 

접한지역에서 풍속감소의 영향이 더욱크게 나타났다， 

표 3 도로 건설전후 풍속의 변화 면적 

표 3은 도로건설 전후에 전체 수치모사 공간에서 풍속 

이 변화한 면적을 분석한 결괴를 나타낸 것이다 풍속이 

증가된 지역은 면적대비 1.5%(평균 0.06 111/s 증가)， 풍속이 

감소된 지역은 98.5%(평균 0.34 m/s 감소)로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성토 도로는 기류의 유 

동에 영호별 미쳐 풍속을감소시키며，풍속 감소는 0.34 1깨S 

로써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협곡과 인접한 평야부에 고성토 도로가 건설되는 경우， 

도로의 인접지역에서 바람장이 크게 변화되고 풍속도 감 

소하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도로와 이격된 지역도 

간접적 영향으로풍속이 감소되어 인접지역 뿐만아니라주 

변지역의 기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 그림 6, 그림 7은 각각 도로와 평행한 x축 방향 

으로 200 111, 400 111, 600 111 구간에서 도로의 건설 전후에 

y-z단면의 바람장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고성토가 발생하는 200 111와 400 111 구간에서 y-z 단면 

바람장은 풍상측에 상승기류의 형성과 풍속의 감소， 풍하 

측에 하향기류의 형성과 풍속이 감소되는 유동특성을 나 

타내었다. 고성토 도로의 상단부는 고도(z)가 증가함에 따 

라 풍속도 증가하는 특성과 성토 구조물에 의한 영향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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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y-z 단면에서 바람장(x=20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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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y-z 단면메서 바람장(x=40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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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y-z 단면메서 바람장(x=60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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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8 풍하측의 고도멸 평균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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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도로중앙의 고도별 평균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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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10. 풍상측의 고도별 평균풍속 

도(z) 300 m 이상까지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량으로 건설되는 600 m 구간에서 y-z 단면의 바람장 

은 교량 설치로 인해 풍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고， 

풍속의 감소도 고성토 도로와 비교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협곡과 인접한 펑야지에 도로를 건설하는 경우 

노선 주변의 특성과 차량의 안정운행 등을 고려하여 고성 

토 발생을 최소화하거나 바람장 변화에 영향이 작은 교량 

등으로 설계하는 것이 미기상 환경변화와 교통사고 등의 

재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성토 도로의 풍상측， 도로중앙， 풍하측에서 고도별 풍 

속분포를 각각 그림 8, 그림 9,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약 

60 m 이하의 고도(z)에서는 풍상측， 도로중앙， 풍하측에서 

도로의 건설전과 비교하여 풍속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80 m 이상의 고도에서는 풍속이 더욱 크게 증가되 

었고 약 350 m 근처에서 수렴되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고도별 풍속의 변화가 큰 풍상측은 높이 45 m에서 80.1%, 

56 m에서 19.1% 감소되고， 풍협은 높。135 m에서 63.1%, 

45 m에서 42 .5%, 56 m에서 22.5%로 감소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협곡과 인접한 평야부에 고성토 도로 

의 건설은 풍속을 감소시켜 풍하측에 차량의 배기가스의 

(E) 

>

X(m) 

그림 11 . 도로건설 전의 온도장(z=4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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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그림 12 도로건설 후의 온도장(z=40 m) 

축적과 야간에 협곡에서 형성되는 산풍의 진행을 방해하 

여 오염물질의 확산이 원활하지 못하여 기상조건에 따라 

서는 국지적 고농도 정체현상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을 것 

으로판단된다. 

3.3 온도장 분석 결과 

그림 11은 고성토 도로의 건설전， 그림 1 2는 건설후에 

옹도장 공간분포를 수치모사한 결과로서 높이(Z) 40 m의 

x-y단면에서 기옹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도로의 건설 전후 

에 옹도장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고성토 도로의 인공 구 

조물이 기류의 유동과 흔합을 방해하여 분석공간 내부에 

미세한 온도 변화를 나타내었다. 

표 4는 도로의 건설 전후에 전체 분석공간에서 기온 변 

표 4. 도로 건설전후 온도 변화 

구분 
전체 분석공간 인접지역 

기온(OC) 기옹(OC) 

건설전 18.55 18.32 

건설후 18.72 18.8 

증감량 0.17 0.48 

증강율(%) 0 ‘ 89 2.55 
L 」←←

한국X/I!::::띈션/표준학최 논운즙/ 제4권 제1호 

Pot Temperature 

291.08 K 

29 1.~2 K 

291.76 K 

292.11 K 

292.45 K 

292 .79 1( 

293.13 K 

293 .• UK 

293.81 K 

29'1 .1 5 K 

〈이ace OeSCl'l pbol、〉

화의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고성토 도로는 전체 수치 

모사 공간에서 평균 기온을 0. 17 0 C(0.89%), 도로의 인접지 

역은 0.48 0C(2 .55%)를 증가시켜 도로와 인접된 지역에서 

기옹 변화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표 5는 전체 수치모사 공간에서 도로건설 전후에 옹도 

장 변화로 기온이 변화된 면적을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 

이다. 수치모사 결과， 기온이 증가된 지역은 전체 면적대 

비 99.8%(평균 0.17 0 C 증가)이고， 감소된 지역은 0.2%(평 

균 O.O I OC 감소)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성토 도로의 건설은 주변지역에서 온도장을 

변화시켜 기옹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기옹 

증가량은 평균 0.1 7 0C로써 높지 않으나 기상조건 등에 따 

라 주변지역에서 더욱 큰 기옹변화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판단된다. 

본 연구의 수치모사 결과에서 온도 변화는 수치적으로 

작은 값을 나타내지만， 고성토 도로의 건설에 의한 공기순 

표 5. 도로 건설전후 기온의 변화 면적 
1 ’ 면적 (%)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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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및 열확산 감소， 여름철의 무풍현상， 도로 구조물의 시 

각적 압박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면 지역주민에게 심 

리적 장해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도 나타날 것으로 판단 

된다. 

4. 결 르르 
'-

본 연구에서는 전북 임실군 덕치면 일중리에 소재한 회 

문산과 성미산 협곡과 인접된 펑야지에 고성토 도로와 교량 

설치가 계획된 지역을 중심으로 미기상 수치모델인 Envi

met을 이용하여 기류의 유동특성과 열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수치모사하였다. 일반적으로 김은 협곡에서 산곡풍이 우세 

한 기상조건을 반영하기 위해여 도로와 직교하는 NNW측 

에서 ENE방향으로 바람이 진행하는 풍향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바람장 분석 결과， 고성토 도로의 통과 지역은 기류의 

유동 방해와 변동으로 풍상측과 풍하측에서 바람장의 급 

격한 변화를 나타내었다 전체 공간은 평균 풍속이 0.37 m/s 

(2 1.39%), 인접 지 역은 풍속이 1.02 m/s(54.26%) 감소되 어 

인접한지역에서 풍속감소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면적 

대비 풍속이 증가된 지역은 1.5% , 감소된 지역은 98.5%로 

대부분의 분석공간에서 감소가 나타났다. 고성토 도로의 

풍상측은 상승기류의 형성과 풍속 감소， 풍하측은 하향기 

류의 형성과 풍속 감소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도로의 상단 

부는 고도(z)가 증가함에 따라 풍속이 증가되고 300m 이 

상까지 성토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 

량이 건설된 구간은 풍향에 영향도 크지 않고， 풍속의 감 

소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고성토 도로는 건설전과 

비교해 고도(z) 약 60m 이하에서는 풍속이 감소， 80m 이 

상의 고도에서는 풍속이 증가， 약 350m 근처에서는 수렴 

되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온도장 분석 결과， 고성토 도로는 기류의 유통과 혼합이 

방해하여 분석공간 내부에 미세한 온도 변화를 나타내었 

다. 전체 분석공간의 평균 기온은 0.17 0C(0.89%), 인접지 

역은 0 .48 0 C(2.55%) 증가시켜 인접지역에서 기온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기온이 증가된 지역이 전체 

면적대비 99.8%(평균 0.17 0 C 증가)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감소된 지역은 0.2%(평균 O.OI OC 감소)로 나타났다 따라 

서 고성토 도로는 주변지역의 옹도장을 변화시켜 기온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기옹 증가는 0. 17 0C로 

써 높지 않으나 기상조건 등에 따라서 주변지역에 더욱 큰 

기온변화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미기상모댈인 Envi-met을 이용하여 협곡 

과 인접하여 고성토 도로가 건설되는 지역에서의 바람장 

과 온도장을 수치모사하고 그 특성을 분석해 보았다. 이와 

유사하게 도로의 건설 분야에서 여러 입지환경과 구조물 

설치 등에 대하여 수치모사를 수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미기상 변화의 특성과 교통사고의 발생요인 등을 파악함 

으로써 재난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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