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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경상남도 창원시를 대상으로 MetPhoMod 모델링의 야간시간대 바람패턴결과를 이

용하여 공기순환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공기순환성 평가는 바람의 지속성과 교란성의 평가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바람의 지속성은 바람패턴의 풍속, 바람의 교란성은 풍향의 다양성 결과

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도시지역 중 공기순환성이 취약한 지역은 봉림동, 용지동, 반송동 등으

로 나타났으며, 특히 용지동과 상남동, 사파동의 고층아파트 및 상업지역, 단독주거지역에서 바람

정체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공기순환성이 취약하여 바람정체현상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공간개선을 함으로써 바람의 유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할 것이

며, 도시외곽에서 생성되는 바람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차원에서 바람길 조성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바람길, MetPhoMod, 공기순환성, 지리정보시스템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air ventilation using wind patterns of 

MetPhoMod program at nighttime focused on Changwon-si, Gyeongsangnam-do. 

Evaluation indices of air ventilation are wind resistant and retention used by results of 

each wind speed and diversity. The results are as follows. Vulnerable areas of air 

ventilation are Bonglim-dong, Bansong-dong, Yongji-dong and so on. In high-rise 

apartment, commercial area and single residential area of Yongji-dong, Sangnam-dong 

and Sapa-dong, wind is stagnated by high buildings. Therefore, these areas sh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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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 urban spaces to circulate the wind. And to inflow persistingly the fresh wind 

generated in a rural area, we think that the construction of wind corridor is suggested 

by development plan and policy wind corridor. 

KEYWORDS : Wind Corridor, MetPhoMod, Air Ventilation, GIS

서  론

최근 도시지역은 급격한 인구의 유입과 산

업화 등으로 인해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도시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시민의 생활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중에서 도시의 인공구조물의 

증가와 건물의 고층화, 녹지면적의 감소, 에너

지소비에 의한 인공열 방출,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온실효과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도시열섬

(Urban heat island)현상은 여름철 열대야와 

폭염을 유발하여 도시민의 불면증, 전력소비량 

증가, 그리고 생태계 교란까지 각종 피해를 일

으키고 있다(Yamamoto, 2006). 또한, 자동차

와 산업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도시지역에 축적되면서 어린이나 노인들의 호

흡기 장애를 일으키는 등 그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Myung, 2009).

이러한 도시열섬과 대기오염문제를 지속적

으로 완화하기 위해 최근에는 도시외곽지역에

서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을 이용하여 바람길을 

조성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의 자연적인 정화와 

열적으로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이 연구

되고 있다(Kim et al., 2006). 이와 같은 연

구들은 대체로 도시외곽지역에서 불어오는 바

람이 도시지역으로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배치, 층수, 밀집도, 피복특성 등을 

조절하거나(Yeo, 2008; Song, 2011), 도시지

역의 녹지네트워크를 조성하고자 하고 있으며

(Cha, 2006), 도시의 공간에 따른 기후현상을 

규명하여 개발계획에 적용함으로써 도시환경문

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Jung et al.(2008), Song and 

Park(2010)은 독일지역연구학회의 기후생태

적 기능에 대한 평가지침을 활용하여 공간 및 

지형적 특성에 따른 바람의 생성능력을 분석

하였고, 도시지역의 공기순환을 개선하기 위

해 야간시간에 차고 신선한 공기가 생성되는 

지역을 파악하여 바람길 조성을 위한 기초자

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Park et 
al.(2010)은 도시지역의 열환경 개선을 위해 

국지순환풍의 야간 기온저감효과에 대해 수치

실험을 통해 규명하였다. Ryu et al.(2008)은 

도시지역의 열악한 대기순환성 개선을 위해 

찬바람유동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도시공간

에 대한 바람생성기능을 분석하였다. Oke 

(2006)와 Stewart(2011)는 도시지역의 열

섬완화와 원활한 바람순환을 위해 도시공간을 

유형화하여 계획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Edward(2009)는 고(高)

밀집된 홍콩의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공기순환

성 평가를 실시하여 도시계획에 적용을 위한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선

행연구들의 공통점은 도시의 공간 및 주변의 

지형적 특성을 바탕으로 바람이 형성되는 지

역과 유입되는 지역을 분석하고 있으며 수치 

모델링과 GIS 기법 등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

만 비교적 기류의 흐름이 적어 바람정체가 빈

번히 발생하여 도시열섬 및 대기오염문제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야간시간대를 대상으

로 바람유동지역과 정체지역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시공간계획차원에서 도

시지역의 전반적인 공기순환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70% 정도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도시 주변이 산

으로 둘러싸인 분지지형이 많이 있는데, 이러

한 분지지형은 도시 내부에서 발생되는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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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won dae-ro

FIGURE 1. Study area

오염물질과 인공열 등이 도시 외부로 빠져나

가기 어려운 지형특성을 지니고 있어 도시내

부의 공기순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간구

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실제로 도시의 바람길 

조성에서 성공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시의 경우, 독일의 대표적인 공업

도시로서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형태의 

지형과 바람이 약해 기온 역전현상이 빈번히 

발생하여 대기오염문제가 심각한 지역이었지

만, 바람이동지역과 대기오염지역, 공간특성 

등의 정보를 담은 기후분석지도를 제작하여 지

역개발계획에 활용함으로써 도시지역의 대기오

염문제를 개선하고 있다(Seoul Development 

Institute, 2001; Song, 2011). 따라서 이러

한 사례를 보았을 때 도시의 바람길을 조성하

기 위해서는 도시공간에서 바람이 이동하는 

지역과 정체되는 지역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

하며, 특히 풍속이 약하고 도시열섬현상이 빈

번히 형성되는 야간시간대에는 공기순환성 악

화로 인해 도시열섬 및 대기오염문제가 가중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시 및 환경계획 차원에

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업

도시이면서 분지형태의 지형을 띈 경상남도 

창원시를 대상으로 중규모 기상모델링 프로그

램인 MetPhoMod를 활용하여 야간시간대의 

지형과 공간적 특성에 따라 국지적으로 발생

되는 바람패턴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도시지

역의 공기순환성을 평가하여 바람의 이동지역 

및 정체지역 파악과 공기순환성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았다.

연구 대상지 및 방법

1. 연구대상지

본 연구의 대상지는 우리나라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남해안과 인접한 경상남도 창원시

(N: 35°14′01.02″, E: 128°41′19.9

5″)로 설정하였다(그림 1). 창원시는 2010

년 7월에 인근의 마산시와 진해시를 통합하면

서 인구 약 100만 명 이상의 광역시 규모의 

도시로 성장하였고, 총 5개의 행정구로 구분

되어있다. 또한 과거 도농통합정책으로 인해 

천주산, 정병산, 비음산 등을 중심으로 농촌지

역과 도시지역이 확연하게 구분되어있는 특징

을 가지고 있다. 

도시지역은 창원대로를 중심으로 남으로는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북으로는 행

정시설,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이 집약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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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하고 있다. 지형적으로는 고도 500m 이

상의 높은 산지가 도시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분지형태를 띄고 있으며, 서쪽으로 마산만이 

위치해 있다.

창원시는 국가의 중화학기계공업 육성 시책

에 의해 산업기지 개발촉진구역으로 고시되고 

시로 승격한 이후, 12만 명이였던 인구수가 

현재에 이르고 있어 급격한 인구의 증가를 보

였다. 이에 부족한 주거공간이나 인프라를 구

축하고자 건축물이 고층화되고 교외지역으로 

개발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여름철 

도시 기온이 상승하여 도심열섬현상이 뚜렷하

게 형성되고 있으며(Song and Park, 2012), 

도심지의 차량 이동량 증가와 국가산업단지에

서 배출되는 악취와 대기오염물질 등으로 인

해 대기질이 악화되면서 지역주민의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http://www. 

changwon.go.kr).

2. 연구수행과정

본 연구는 도시지역의 공기순환성을 평가하

기 위해 그림 2와 같은 과정으로 연구를 진행

하였다. 우선 MetPhoMod 모델링을 분석하기 

위해 LiDAR로 촬영된 DTM(Digital Terrain 

Model)과 창원시의 토지이용도, 토지피복도를 

이용하여 입력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GIS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야간시간대인 20시~06시

의 평균 풍속과 풍향의 분석결과를 추출하였

다. 그리고 풍향은 풍향의 다양성을 분석하는

데 활용하였다.

그리고 공기순환성을 평가하기 위해 먼저 

공기순환성 평가지수를 산정하였으며, 바람 

지속성 평가지수는 풍속자료를, 바람교란성은 

풍향의 다양성 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이

러한 평가지수를 평균에 의한 중첩분석을 통

해 공기순환성 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등급화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공기순환성이 취약한 

바람정체지역의 파악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FIGURE 2. The process of this study

3. MetPhoMod 모델링 분석방법

1) 입력데이터의 구축

MetPhoMod 모델링은 Meteorology and 

Atmospheric Photochemistry Model의 약자

로 중규모(meso scale)와 국지적 규모(local 

scale)에서 기온 및 바람의 분포와 대기화학

물질의 농도 분포 등을 예측하는 3차원 기상

분석 프로그램이다(Eum, 2008; Song,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원시 도시지

역의 야간시간대의 국지적 바람패턴을 분석하

기 위해 MetPhoMod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분석 경계는 그림 3과 같이 분석대상지인 

창원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가로 47km×세

로 55km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모

델링 입력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입력데이터는 

DEM와 DTM, 토지이용도, 토지피복도를 이

용하였다. 통합이전의 창원시인 현재의 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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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km

55km

FIGURE 3. The boundary of MetPhoMod 

                modeling 

구와 성산구에는 정밀한 공간 및 지형특성정

보를 구축하기 위해 1:1,000 축척의 토지이용

도와 토지피복도, 그리고 공간해상도 1m× 

1m의 DTM을 활용하였고, 그 외 지역은 환경

부의 중분류 토지피복도와 1:5,000 축척의 수

치지형도를 이용한 DEM 자료를 적용하였다

(Changwon-si, 2009).

토지이용도와 토지피복도는 표 1과 같은 분

류기준을 적용하여 지표면의 공간특성을 유형화

한 Areal types을 분류하는데 활용하였다. 그리

고 표 2의 Areal types별 지표면 변수(ground 

parameters)를 적용하여 MetPhoMod 모델

링의 입력데이터로 이용하였다. 이러한 지표

면의 변수는 Areal types에 따라 나타나는 

일반적인 기후작용의 특징으로 지표면에서의 

열적특성과 바람의 유동과 관련된 변수이고, 

지표면의 거칠기(roughness length)와 알베

도(albedo), 방사율(emissivity), 열용량(heat 

capacity), 열확산(heat diffusivity)이 있으

며, 지표면으로 유입되는 에너지를 대기 중으

로 방출하거나 지표면으로 흡수하는 양을 결

정하여 대기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후와 바

람의 흐름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Eum, 

2008; Erell et al., 2011).

모델링 초기 입력 조건 중에서 분석일시는 

지형과 공간특성에 따라 발생되는 국지적인 

바람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여름철과 겨울철과 

같이 계절적 특성이 뚜렷하지 않은 평이한 수

준의 기후특성을 지닌 봄철의 춘분(2010년 3

월 21일)으로 선정하였다. 모델링 지속시간은 

24시간으로, 초기 바람장은 저풍속 상태인 

1m/s의 서풍으로 입력하였다. 그리고 모델링 

분석결과의 공간해상도는 도시의 공간계획에

서 일정단위를 결정함에 있어 공간해상도가 

수백m가 적당하다는 연구결과와 국지적 규모

(local scale)에서의 수평적인 크기를 고려하

여 200m×200m로 설정하였다(Yeo, 2008).  

2) 국지적 바람패턴 분석

MetPhoMod 모델링 분석결과 중 야간시간

대인 20~06시 사이의 평균 풍속과 풍향을 이

용하여 국지적인 바람패턴을 분석하였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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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l types Landuse characteristics Landcover characteristics

Water surfaces(WA) lake, river -
Trees(TR) forest, park, garden -

Unsealed areas(unS) agriculture, barren land -
Sealed areas without buildings(SwoB) road, parking area -

Sealed areas with variable buildings(SwVB) industrial area -

Low density areas(LD)

residential, commercial area

under 5 floors,
under 70% building ratio

Medium density areas(MD)
over 5 floors,

under 70% building ratio
High density areas(HD) over 70% building ratio

Source : Eum(2008), Song(2011).

TABLE 1. Classification criteria of areal types

Areal types
Roughness 

length, Z0(m)
Albedo Emissivity, ε

Heat capacity, 

c(J․kg-3․K-1)

Diffusivity, α

(m2․s-1)

WA 0.001 0.10 0.98 4,200 1.50
TR 1.070 0.12 0.98 1,200 2.78
unS 0.100 0.15 0.95 1,200 2.78

SwoB 0.010 0.18 0.92 900 6.46
SwVB 0.222 0.20 0.92 1,388 4.62

LD 0.441 0.17 0.92 1,565 4.34
MD 2.630 0.16 0.92 3,261 1.90
HD 0.714 0.15 0.92 1,816 3.27

Source : Eum(2008).

TABLE 2. Ground parameters of areal types

(a) Wind diversity 2 (b) Wind diversity 4 (c) Wind diversity 7

FIGURE 4. Analytical method of wind diversity 

의 높이는 국지적 규모에서의 수직높이와 건물 

지붕 높이를 고려하여 고도 10m로 설정하여 

추출하였다. 그리고 평균풍향의 결과자료를 이

용하여 바람의 교란정도를 표현하기 위해 그림 

4와 같이 ArcGIS 9.3의 Neighborhood 기능

을 이용하여 인접지역에 대한 풍향의 다양성 

정도를 분석하였다. 이는 밀집되고 고층의 건

물이 조성되어 있거나 지형의 굴곡이 많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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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일수록 바람의 교란이 심하여 다양한 방향

으로 바람이 분산됨으로서 풍향다양성 값이 

높아지며, 반대로 녹지와 수면, 초지 및 농경

지 지역 등은 바람흐름을 방해하는 지표면 요

소가 적기 때문에 일정한 풍향을 유지하여 풍

향다양성이 낮게 된다. 예를 들어 그림 4(a)

의 경우 해당 격자 주변에 풍향이 다른 값이 

2개 존재하여 바람이 일정함을 알 수 있으며, 

반대로 그림 4(c)는 7개의 다른 풍향이 존재

하여 지형이나 인공구조물 등에 의한 바람의 

교란이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4. 공기순환성 평가방법 및 등급화

본 연구에서 도시지역의 공기순환성은 바람

이 지속적으로 흐르는지와 교란정도를 파악하

기 위해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바

람의 지속성과 교란성으로 평가지수를 구분하

여 분석하였다. 바람의 지속성은 MetPhoMod

의 야간시간대 평균 풍속결과를, 바람의 교란

성은 풍향 다양성결과를 활용하였다.

평가지수 산정방법은 지표별로 일정한 목표

치를 설정하고 목표치의 달성여부를 0~100의 

척도로 환산해 그 달성도를 평가하는 환경성

과지수(Environment Performance Index, 

EPI) 산정방식을 이용하였다(Kim, 2011; 

Song, 2011). 지표의 속성 값이 클수록 긍정

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바람의 지속성에 대한 

지수는 식 (1)을,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바람의 교란성에 대한 지수는 식 (2)를 통해 

분석하였다.

 







×




(1)

 







×






(2)

여기서 T는 목표치로 바람의 지속성 평가

에서는 평균풍속 결과 중 최대값으로 설정하

였고, 바람의 교란성 평가에서는 풍향 다양성

에서 최소값으로 설정하였다. V는 속성 값으

로 바람의 지속성 평가에서는 평균 풍속 값을, 

바람의 교란성에서는 풍향 다양성 값을 의미

한다. Max는 최대치, Min는 최소치를 의미하

며 평균 풍속결과와 풍향 다양성의 분석결과 

중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평가지수 산정결과를 통해 평균

에 의한 중첩분석을 실시하여 공기순환성을 

평가하였으며, 최종적으로 5개의 등급으로 분

류하였다. 등급 분류는 데이터를 분류할 때 

임의의 분류군 평균값과 해당 분류군에 포함

되는 실제 데이터들 간의 차이를 가장 작게 

함으로서 분류군 안의 데이터 변이를 가장 작

게 하여 등급 간의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

는 Jenk’s Natural Break Method를 적용하

였다(Murray and Shyy, 2000; Jung et al., 
2008; Song and Park, 2010).  

결과 및 고찰

1. MetPhoMod 입력데이터 구축 결과

MetPhoMod 모델링의 입력데이터인 지표

면 거칠기, 알베도, 방사율 등의 5개의 지표면 

변수와 DTM 및 DEM, 그리고 지표면 변수를 

분석하기 위해 활용되는 Areal types을 분류

한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도시지역은 고층아

파트나 상업지역이 밀집된 지역에서 지표면의 

거칠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콘크리트

와 아스팔트 등 인공적 재질로 피복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알베도가 높고 방사율과 열용량

이 낮은 지역이 많았다. 이는 주간시간에 태

양의 복사에너지에 의해 데워진 지표면 온도

로 인해 상승기류가 발생하여 열적난류현상을 

유발하게 되어 풍속이 저하될 수 있으며, 야

간시간대에도 자동차 폐열과 주거지역에서 발

생되는 인공열 등으로 인해 이러한 현상이 발

생될 수 있다(Song, 2007). 따라서 도시지역

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인공적

인 공간요소가 집약적으로 밀집되어있는 형태

이기 때문에 도시외부에서 유입되는 바람이 

차단되거나 정체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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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ind speed (b) Wind direction (c) Wind diversity

FIGURE 6. Wind speed of nighttime at 10m elevation above ground

(b) Roughness length (c) Albedo (d) Emissivity

(e) Heat capacity (f) Diffusivity (g) DTM

(a) Areal types

FIGURE 5. Analytical results of MetPhoMod input data

특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국지적 바람패턴 분석결과

MetPhoMod 모델링을 이용하여 야간시간

의 풍속, 풍향, 풍향다양성의 국지적 바람패턴

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우선 평균 

풍속의 경우, 도시지역은 대체로 1.5m/s 이하

의 풍속이 많았으며, 곳곳에 1m/s 이하의 저 

풍속 지역이 분포하고 있었다. 반면에 산 능

선과 계곡부에서 풍속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그림 6(a)), 이는 야간시간대의 

바람특성상 산 능선부로부터 차고 신선한 공

기가 계곡지역으로 모이면서 바람이 생성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Song and Park, 2010).

풍향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도시지역은 

대체로 동풍, 남동풍, 북동풍이 부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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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 duration>

<Wind disturbance>

<Air ventilation evaluation>

(a) Air ventilation evaluation (b) Air ventilation grade

FIGURE 7. Results of evaluation and grade of air ventilation 

나타났다(그림 6(b)). 즉, 도시지역의 동쪽과 

남쪽에 위치한 정병산과 불모산, 장복산 일대

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도시지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풍향의 다양성 결과에서

도 나타났듯이, 바람의 분산정도가 크지 않고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6(c)). 

따라서 야간시간대 도시지역의 국지적인 바

람패턴은 동쪽과 남동쪽, 북쪽에 위치한 산으로 

부터 차고 신선한 바람이 유입되고 있지만, 도

시지역의 인공적인 공간요소로 인해 바람흐름

이 지속되지 못하고 정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공기순환성 평가 및 등급화 결과

공기순환성 평가지수인 바람지속성과 바람

교란성을 이용하여 공기순환성을 평가하고, 

Jenk’s Natural Break Method에 의해 분류

된 표 3의 평가점수별 등급기준으로 공기순환

성을 등급화한 결과는 그림 7과 같다. 도시지

역에서 공기순환성이 양호한 1, 2등급 지역은 

주로 산 능선부와 도시지역 곳곳에 분포하고 

있으며, 반대로 공기순환성이 취약한 4, 5등급 

지역은 단독주거지역과 일부 고층아파트 지역

에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체로 도시

지역은 풍향이 일정하여 바람의 교란성 평가에

서는 양호한 반면, 풍속이 대체로 낮아 바람의 

지속성 평가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구역별로는 봉림동과 용지동, 반송동 

등에서 공기순환성이 비교적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이 일대는 고층아파트와 단

독주거지역, 상업지역이 밀집된 곳으로 풍속

은 북쪽의 정병산이 위치한 지역에서 대체로 

1.5m/s 이상으로 비교적 빠르게 불지만 도시

지역으로 갈수록 풍속이 저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봉림동의 산림과 도시지역이 접하

는 지역에서는 풍속 다양성이 높아 바람의 교

란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rades Evaluation score

1 70 - 100
2 60 - 70
3 52 - 60

4 43 - 52
5 0 - 43

TABLE 3. Score of each evaluation 

classified by natural break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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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ve district Score Administrative district Score

Gaeumjeong-dong 60.2 Sungju-dong 58.6
Meonggok-dong 54.5 Yongji-dong 51.1
Bansong-dong 49.5 Ungnam-dong 54.7
Bongnim-dong 50.3 Uichang-dong 58.3

Sapa-dong 53.7 Jungang-dong 58.6
Sangnam-dong 59.4 Palyong-dong 56.3

TABLE 4. Evaluation score of air ventilation by each administrative districts

Wind stagnation 
region

Bongnim-dong

Meonggok-dong

Bansong-dong

Palyong-dong

Jungang-dong

Sangnam-dong

Sapa-dong

Gaeumjeong-dong

Mt. Jeongbyeong

Yongji-dong

Mt. Cheonjusan
Wind pattern

under 1m/s
1 – 1.5m/s
over 1.5m/s

<Landuse types>
Single-family residential

Multi-family residential

Rural village

Central business district

General commercial district

Industrial

Residential-Commercial

Residential-Industrial

Other

Educational

Public office

Hospital and Sanatorium

Research institute

Sports facilit ies

Culture facilities

Culture facilities

Religious facilities

Rail and relation facilities

Road and relation facilities

Airport and relation facilities

Harbor and relation facilities

Filtration plant

Retarding reservoir

Distributing reservoir

Generation and Transmission facilit ies

Oil storage and Pipeline facilities

Sewage treatment facilities

Disposal facilities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Neighborhood park

Children park

Green buffer zone

Scenery green zone

Public open space

Square

Golf course

Cemetery

Heritage site

Amusement park

Botanical garden

Urban green other

Construction site

Open space

Mine

Paddy 

Field

Orchard

Nursery field

Greenhouse

Livestock production facilit ies

Pasture

Natural forest

Plantation 

River

Lake and Reservoir

Sea

Military and Security facilities

Unclassification

FIGURE 8. The spatial distribution of wind patterns in urban area 

따라서 인공구조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공기

순환성이 취약한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그

림 8과 같이 용지동과 상남동, 사파동 일대의 

고층아파트 및 상업시설지역, 그리고 단독주

거지역에서 풍속이 1m/s 이하의 바람의 정체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9

는 용지동 및 상남동, 사파동 일대의 바람정

체지역에 대해 바람의 수직방향과 수평방향의 

흐름을 파악하여 공간특성이 바람흐름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수평방향은 풍속을 나타내며, 수직방향은 수

평을 기준으로 위를 향할수록 양(+)의 값을, 

아래로 향할수록 음(-)의 값을 가진다. 먼저 

W→E 단면방향의 결과를 보면, 단독주거지가 

위치한 지역에서 수평방향의 풍속은 비교적 

높고 수직방향은 아래를 나타내고 있으며, 고

층아파트 지역을 지날수록 풍속은 낮아지고 

수직방향은 위를 향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9(b)). N→S 방향의 경우, 도시공원을 

지날수록 수직방향은 아래를 향하고 있으며, 

공공시설지역과 고층의 상업지역을 통과할수

록 수직방향이 위를 향하고 풍속이 저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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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The relationship between landuse and wind features of vertical and horizontal 

            cross section within 1km around Yongji-dong

것을 알 수 있다(그림 9(c)). 즉, 이 일대는 

고층의 상업시설 건물이 바람 흐름을 막아 바

람정체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반면에 단독주거지에서 바람의 수직방향이 아

래로 향하는 것으로 보아 인공열의 발생에 따

른 상승기류의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는 MetPhoMod 모델링 분석을 봄

철로 설정하여 지표면에서 방출되는 온도가 

높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여름철을 대상

으로 분석하였을 경우에는 에어컨의 실외기의 

사용량이 많고, 지표면의 온도도 높기 때문에 

이 지역은 상승기류에 의한 열적난류의 영향

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용지동 및 상남동, 사파동 일대의 바

람정체지역은 주거 및 상업시설이 밀집된 지

역이기 때문에 거주 및 유동인구가 많으며, 

차량 이동량도 매우 많은 지역이다. 그러므로 

야간시간대 바람정체현상이 빈번히 발생할 경

우 열대야 현상의 가중과 대기오염물질이 축

적될 우려가 있어 지역 주민의 생활 및 건강

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일대에 공기순환성을 개선하기 위해 적절

한 공간설계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이 지역 주변에는 북쪽의 정병산

과 동쪽의 불모산이 위치하고 있으며, 바람이 

도시지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이러한 바람의 주요 유입지역은 도시의 

바람길 조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역이므로 

개발이 제한되어야 하며, 또한 바람 이동지역

에 대해 녹지조성, 건축물 높이 제한 및 배치

형태를 달리하여 바람이 지속적으로 유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간설계방안이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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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는 도시지역의 바람길 조성을 위해 

경상남도 창원시를 대상으로 야간시간대의 공

기순환성 평가를 실시하여 바람이동지역과 정

체지역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MetPhoMod 중규모 기상분석 프로그램을 이

용하였다. 분석은 MetPhoMod 모델링 결과 중 

야간시간대 고도 10m 높이의 풍속과 풍향의 

다양성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각각 바람지속성

과 바람교란성의 공기순환성 평가지수 산정하

여 중첩분석을 통해 평가결과 도출 및 등급화

하여 바람이동지역 및 정체지역을 파악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MetPhoMod 모델링의 야간시간대 국지적인 

바람패턴을 분석한 결과, 도시지역은 1.5m/s 

이하의 풍속이 많았으며, 반대로 산 능선과 

계곡부에서 풍속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풍향은 대체로 동풍이 불며, 풍향의 다

양성은 산 능선부와 일부 계곡지역에서 높은 

반면, 도시지역은 다양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공기순환성

을 평가한 결과 공기순환성이 취약한 바람정

체현상이 발생하는 곳은 도시외곽의 산림에서 

지형의 굴곡이 심한 지역이나 고층의 아파트

와 상업시설 지역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에서 용지동과 상남동, 사림동 일대의 단독

주거지와 고층아파트, 상업시설이 밀집된 지

역에서 넓은 범위에 걸쳐 풍속 1m/s 이하의 

바람정체지역이 나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공간특성에 따른 바람의 수직 및 수평방

향의 흐름을 살펴본 결과 주로 고층의 인공구

조물이 바람흐름을 막아 정체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창원시의 경우, 공단지역에서 발생되는 악

취문제로 인해 인근 지역주민의 민원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사람의 호흡기 질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초미세먼지 PM2.5

의 발생량이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의 

3~4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지역 

내 대기오염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http://www.idomin.com). 따라서 공기순환

성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오염물질이 외부의 

신선한 공기에 의해 희석되지 못하고 축적될 

우려가 있어 대기오염문제를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시지역의 공기순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바람길 도입이 필요하며, 도시 외곽에서 형성

되는 차고 신선한 바람이 도시내부로 지속적

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차원에서 바

람유입지역과 주요 이동통로 지역에 대한 공

간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는 봄철의 야간시간대를 대상

으로 바람패턴과 공기순환성 평가를 분석하였

는데, 추가적으로 여름과 가을, 겨울을 대상으

로 계절별로 국지적인 바람패턴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공기순환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활용된 

MetPhoMod 모델링의 입력데이터인 지표면 

변수는 도시의 지리적 위치와 공간유형에 따

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내의 도시공간특

성을 고려한 유형의 분류와 그에 따른 지표면 

변수를 측정 및 분석하여 모델링에 적용하고 

분석결과를 도출할 것이며, 또한 본 연구에서 

분석된 바람정체지역에 대해 미기후 규모에서

의 바람패턴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도시지구

단위계획 차원에서의 공기순환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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