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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effect of artificial changes in geographical features on local wind was analyzed at the
construction site of bridge and fill-up bank in the southern part of Haui-do.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data an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model were used in this study. Three-dimensional
numerical topography based on the GIS data for the target area was constructed for the surface boundary
input data of the CFD model. The wind observations at an Automatic Weather Station (AWS) located in
Haui-do were used to set-up the model inflows. The seasonal simulations were conducted. The differences
in surface wind speed between after and before artificial changes in geographical features were analyzed.
The surface wind speed decreases 5 to 20% at the south-western part and below 2% of the spatial average
for salt field. There was also marked the effect of artificial changes in geographical features on local wind
in the westerly wind case for the target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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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에서는 지리정보시스템(GIS) 자료와 전산유체역학(CFD) 모델을 이용하여, 해상교량 건설

에 따른 하의도 남쪽 지역의 인공적 지형변화가 국지풍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수치모델의 지표 경계

입력 자료로써 대상영역의 3차원 수치지형은 GIS 자료를 기반으로 구축하였으며, 유입류는 하의도 자동기

상관측소(AWS)에서 관측된 바람자료로부터 설정하였다. 수치모의는 인공적 지형변화 전과 후에 대하여 계

절별로 수행하였으며, 인근 염전지역의 바람 차단 효과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지표풍속은 접속도로 건

설 구간에 인접한 남서쪽 지역에서 최대 유입류 대비 약 5~2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염전지

역 전체에 대한 지표풍속은 평균 유입류 대비 약 2% 미만 감소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서풍계열의 바

람은 상대적으로 인공적 지형변화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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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바람은 기압차에 의해 발생하는 기압경도력, 지구의

자전 운동에 의한 전향력, 유체의 곡률운동에 따른 원

심력, 지표면 거칠기에 의한 마찰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

용하여 나타나는 대기의 운동현상이다. 특히, 인간의 생

활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풍은 지표면과 대

기 간의 복잡한 역학적 상호관계로 인해 지형적 특징과

지리적 위치 등에 영향을 받아 그 변동성이 매우 크다

(Kim et al., 2015).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토면적이 비교

적 좁고 국토의 약 70% 정도가 산악지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삼면이 바다에 접해 있고 해안선이 복잡하며 연

안에 많은 섬들이 자리하고 있어, 국지적 지형 특성의

영향으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국지풍이 형성

된다(Kim et al., 2013; Park et al., 2013).

우리나라는 지난 수 십 년간 빠른 속도로 경제 및 산

업성장을 이룩하였고,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한 토지

개발과 인공 구조물의 건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

세에 있다. 이러한 국토 개발에 따른 대형 토목·건축

물의 건설 및 대도시화에 따른 아파트 단지와 같은 대

규모 고층 건물군의 형성 등으로 인한 지표 피복의 변

화는 기온, 강수, 일조, 안개, 바람 등 국지적인 기상 현

상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외력으로 작용한다(Kim et

al., 2011). 특히, 인공 구조물의 건설에 따른 인공적인 지

형의 변화는 기존의 국지적 대기의 흐름, 즉 국지풍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Kwon and Kim,

2015; Yang and Kim, 2015), 인공 구조물의 크기, 형태, 밀

도 등에 따라 주변 대기의 흐름은 매우 복잡하게 나타

난다(Lee and Kim, 2011; Zheng et al., 2015).

인공적 지형변화에 따른 국지풍의 크기(풍속) 및

방향(풍향)의 변화는 대상지역 내의 통풍, 환기, 역류,

정체, 오염물질의 확산 및 이동경로의 변화 등 국지적

미기상 및 대기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지역 생태계 및 인간 활동의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Lee et al., 2009;

Neophytou et al., 2011; Rakowska et al., 2014). 또한, 대형

토목·건축물 및 고층 건물 등 인공 구조물이 국지풍

등 국지적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다

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지리정보시

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자료를 활용

한 전산유체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모델링 기법이 있다(Lee and Kim, 2011; Jie et al., 2014;

Kwon and Kim, 2015; Yang and Kim, 2015). 이 기법은

GIS 자료로부터 상세 지형과 건물 등의 정보를 격자 형

식으로 제공받아 지표 경계 자료로 사용하고 국지적 대

기의 흐름을 수 십 m 이하의 초고해상도로 재현할 수

있는 수치모의 기법으로, 지형 및 인공 구조물에 의한

국지풍의 변화를 상세히 모사하여 평가할 수 있는 방법

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도서지역의 개발 사업이 활발

히 추진되면서,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연륙교 및 섬과

섬 사이를 연결하는 연도교 등 해상교량의 건설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해상교량의 경우, 시작점

및 끝점이 섬 또는 육지부와 맞닿는 접속도로 구간이 존

재하기 때문에 경사지의 절개 및 성토의 건설과 같은 인

공적 지형의 변화가 불가피하며, 이는 접속도로 구간 및

인접한 주변 지역의 국지적 기상요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도서지역의 경우는 염전 및

수산양식장 등 어민들의 생활권이 연안에 집중되어 있

어 국지적 기상환경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상세히 파악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최

서남단에 위치하여 다수의 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

상교량의 건설 사업이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신안

군의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GIS 자료와 CFD 모델을 이

용하여 해상교량 건설에 따른 접속도로 구간의 인공적

지형변화가 바람 차단 효과로 인한 풍속 저감 등 국지

풍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지형 및 인공 구조물에 의한 국지풍의

변화를 상세하게 예측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초고해상

도의 수치모의가 가능한 CFD 모델을 사용하였다. 이

모델은 미국 아르곤 국립 연구소에서 1995년에 개발한

모델의 초기 버전을 기초로 지난 20여 년 동안 국내·

외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며, 국지적 기상현상의

재현 및 평가, 그리고 그 정확도가 수많은 연구를 통하

여 검증된 모델이다(Kim and Baik, 2004; Kim, 2007;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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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Baik, 2010; Kim et al., 2014). CFD 모델은 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RANS) 방정식 계를 기반으로

하여 3차원 비정수 및 비압축 대기 흐름 계를 가정한 모

델로써 , 지배방정식 계는 Semi-Implicit Method for

Pressure-Linked Equation(SIMPLE) 알고리즘(Patankar,

1980)과 유한 체적법(Finite Volume Method)을 이용하여

엇갈림 격자계(Staggered Grid System)에서 수치적으로

해석된다. 또한, 난류 모수화는 Renormalizaion Group

(RNG) k-ε 난류 종결 방법을 사용하고(Yakhot et al.,

1992), 벽면 경계에서의 난류 경계층 효과를 잘 반영하

도록 벽면 함수(Wall Function)를 사용한다(Versteeg and

Malalasekera, 1995). 본 연구에서 사용한 CFD 모델의 지

배방정식 계 및 수치적 과정 등 자세한 사항은 Kim

(2007) 및Kim and Baik(2010) 등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건설이 진행 중인 전라남도 신안

군 하의도와 신의도를 연결하는 해상교량의 하의도 접

속도로 지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치모의 및 평가 대

상영역은 하의도 남쪽 연안 봉도리 및 오림리 등을 포

함하는 동서 625 m × 남북 625 m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Fig. 1). 해상교량의 접속도로는 대상영역의 북서쪽에

위치한 망매산과 남쪽의 봉도산 사이의 기존 해안도로

의 연장선에서 봉도산 중턱까지의 구간이며, 성토는 약

180 m의 구간에 대하여 높이 약 5~10 m, 폭 약 20 m 정

도로 건설될 예정이다. 특히, 이 지역은 천일염 생산지

로 접속도로 건설 구간과 인접하여 면적 72,500 m2의 염

Effect of Artificial Changes in Geographical Features on Local W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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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eographic Information of (a) contour lines, (b) buildings, (c) roads, and (d) coastline for the target area(indicated by the
rectangles) and its surrounding areas.

Fig. 1. Satellite image for the target area(from http://map.naver.
com). The rectangle indicates the construction site of fill-
up bank.



전이 위치하고 있다. 국지적 기상요건은 천일염 생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적정한 바람은 소금물이

소금으로 결정되기 위해 기온 및 일조 등과 함께 중요

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염전 주변에 성토 건설과 같은

인공적 지형의 변화는 바람의 통로(바람길)를 차단하여

통풍을 방해하는 등 소금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CFD 모델링을 위한 대상영역의 3차원 지표 경계 자

료(수치지형)는 격자 형식(Raster Format)의GIS 자료를

기반으로 구축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14년도에 제작된 1:5000 축척의 수치지도(Version 2.0)

로부터 추출된 대상영역의 등고선, 건물, 도로, 해안선

자료를 사용하였다(Fig. 2). 등고선 자료에 대한 내삽법

을 이용하여 모든 수평 격자점에 대한 건물 높이 자료

를 구축하고(Lee et al., 2009), 생성된 등고선과 건물 높이

자료 및 도로자료를 중첩한 다음, 해안선 자료를 이용

하여 육지와 바다를 구분하여 대상영역의 3차원 수치

지형을 구축하였다. 또한, 해상교량 건설 후의 지형은

앞서 구축된 자료를 기반으로 해상교량 및 접속도로 구

간 건설의 조감도 및 도면 등을 참고하여 수치적으로 구

현하였다.

수치모델의 유입류 경계 조건은 대상지역의 북쪽

약 4.3 km지점에 위치한 하의도 자동기상관측소

(Automatic Weather Station, AWS 716)에서 관측된 2014

년도 1년 동안의 풍향 및 풍속자료를 기반으로 설정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지역의 계절별 국지풍의 특성

을 고려하기 위하여, 1시간 간격의 관측 자료를 기반으

로 봄(3월~5월), 여름(6월~8월), 가을(9월~11월), 겨울

(12월~2월)에 대하여 평균적인 바람 특성을 분석하였

으며, 16방위별 풍향 분류 및 풍향별 풍속 빈도 계산 등

을 통하여 계절별 주풍(주된 풍향 및 풍속)을 도출하여

수치모델의 유입류를 설정하였다.

수치모델의 공간해상도는 초고해상도 미세규모 수

치모의를 위하여, x, y, z 방향에 대하여 모두 2.5 m 간격

의 등격자계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대상영역의 수

평 격자수는 x, y방향으로 각각 250개로 구성하였고, z

방향의 연직층은 100개로 구성하였다. 수치실험(시뮬

레이션)은 각 계절별로 해상교량 및 접속도로 구간 건

설 전·후에 대하여 수행하였으며, 시간 간격을 1초로

하여 총 3,600초까지 수치 적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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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Numerical topography for the target area (a) before and (b) after construction of bridge and fill-up bank.



3. 결과 및 고찰

1) GIS 기반 수치지형 구축

대상영역의 3차원 수치지형은 GIS 자료를 기반으로

구축하였으며, 수치모델의 지표 경계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치모델에서 설정한 격자체계와 동일한 2.5m

해상도를 적용하였다. Fig. 3은 해상교량 및 접속도로 구

간 건설 전·후에 대하여 구축한 대상영역의 수치지형

을 나타낸 것이다. 건설 전에 해당하는 Fig. 3(a)의 경우

는 인공적 지형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현재 상태에 대하

여 구축된 수치지형으로, 2차원 수평단면을 살펴보면

Fig. 1에서 보인 대상영역의 위성사진과 비교하여, 건물,

염전, 도로 등이 잘 구현되었고, 해안선을 따라 해안과

육지의 구분도 명확하게 구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3차원 형상의 경우에도 산악지역의 높이 및 경사 등

지형의 굴곡과 지형 높이에 따른 주거지역의 형상 등이

잘 구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Fig. 3(b)는 앞서 구축된

Fig. 3(a)의 수치지형에 해상교량 및 접속도로 구간 건설

에 따른 인공적 지형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접속도로 구

간의 성토 건설에 의한 인공구조물이 구현되었으며, 이

설도로 및 봉도산 좌측 경사면을 지나는 해상교량의 형

상 등도 구현되었다. 또한, 접속도로 성토 및 이설도로

등의 건설 구간과 중첩되는 위치에 있는 기존 건물들은

철거를 가정으로 제거하였다.

2) 관측기반 계절별 유입류 분석

Fig. 4는 하의도 AWS에서 관측된 기상관측자료를 바

탕으로 한, 대상지역의 계절별 바람(풍향 및 풍속)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 4(a)에 보인 봄철의 경우, 주

풍향은 북풍(N) 21.2% 및 북북서풍(NNW) 9.8%로 북풍

과 북서풍계열의 바람이 우세하였고, 주풍향에 대한 주

풍속은 1.6~3.3 m s-1의 바람이 28.2%로 가장 높은 빈도

를 보였으며 평균 2.74 m s-1로 나타났다. 여름철의 경우

는 Fig. 4(b)에 보인 바와 같이 모든 풍향에 대하여 대체

적으로 비슷한 빈도가 나타났으나, 북풍(N, 9.8%)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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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Wind observations (wind-rose) at the Haui-do AWS 716 for (a) spring, (b) summer, (c) autumn, and (d) winter in the year of
2014.



남서풍(WSW, 9.3%)이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또한, 여름철의 주풍향에 대한 주풍속은 1.6~3.3 m s-1의

바람이 35.7%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평균 2.20

m s-1로 다른 계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한 바람이 불

었다. Fig. 4(c)에 보인 가을철의 경우는 북풍(N) 24.6%

및 북북동풍(NNE) 13.2%로 전반적으로 북풍계열의 바

람이우세하였으며, 주풍향에대한주풍속은 1.6~3.3 m s-1

의 바람이 31.4%로 평균 2.86 m s-1로 나타났다. Fig. 4(d)

에 보인 겨울철의 경우, 주풍향은 북풍(N) 26.3% 및 북

북동풍(NNE) 17.6%로 가을철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

고, 주풍향에 대한 주풍속은 1.6~3.3 m s-1의 바람이

27.8%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평균 2.97 m s-1로

다른 계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었다. 결

과적으로 대상지역의 계절별 바람은 모든 계절에 대하

여 북풍계열의 바람이 우세하였으나, 여름철의 경우는

남서풍계열의 바람도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또한, 주풍향에 대한 주풍속은 상대적으로 여름이 약하

고 겨울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1.6~3.3

m s-1의 바람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 대상지역은 모든

계절에 대하여 평균적으로 3.0 m s-1미만의 미풍지역임

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치모

델의 계절별 유입류를 Table 1과 같이 설정하였다. 유입

류의 풍향은 각 계절별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두 개

의 주풍향으로 설정하였고, 풍속은 주풍향에 대한 평균

풍속으로 설정하였다.

3) 인공적 지형변화에 따른 국지풍 변화

본 연구에서는 앞서 구축된 대상영역의 수치지형과

관측자료로부터 설정된 계절별 유입류를 수치모델의

경계조건으로 하여, 해상교량 및 접속도로 구간 건설

전·후에 대하여 수치모의를 수행하였다. 또한, 접속

도로 구간에 건설되는 성토에 의한 인공적 지형변화가

유발할 수 있는 바람 차단 효과와 이로 인한 인근 염전

지역의 풍속 저감의 정도를 중점적으로 분석 및 평가

하였다.

Fig. 5(a)는 봄철의 주풍향이 북풍과 북북서풍인 경우

에 대하여 인공적 지형변화에 따른 염전지역의 지표풍

속변화(건설 후 풍속 - 건설 전 풍속)를 나타낸 것이다.

봄철 북풍의 경우, 지표풍속은 지형의 변화가 있는 접

속도로 건설 구간에서 가장 가깝게 위치한 염전의 남서

쪽 지역에서 최대 0.2 m s-1 감소하였다. 그러나 북동쪽

으로 갈수록 풍속의 차이는 감소하여 대부분 지역에서

0.1 m s-1 이하의 풍속 저감 현상이 나타났으며, 인공적

지형변화에 따른 염전지역 전체에 대한 지표풍속은 평

균 0.04 m s-1 감소하였다. 봄철에 북북서풍이 부는 경우

에도 접속도로 구간 건설 전과 후의 염전지역의 지표풍

속의 차이는 남서쪽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

으나, 북동쪽으로 갈수록 풍속 차이가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염전지역 전체에 대한 지표풍속은 평균 0.02 m s-1

의 감소를 보였다. 또한, 염전지역은 대부분 평탄한 지

형이나 부분적으로 약간의 굴곡이 존재하였으며, 이로

인한 지형효과가 반영되어 수치적으로 매우 미미한 수

준이나 풍속이 다소 증가하는 영역도 존재하였다. 이는

지형의 굴곡으로 인한 연직흐름에 변화가 발생하면 수

치해석의 측면에서 에너지(질량) 보존에 의해 대기의

수평적 흐름속도인 풍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으

로 사료된다. 결과적으로 접속도로가 건설되는 구간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바람 차단의 영향이 다소 존재하였

으나 전반적으로 그 정도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

는 해상교량 및 접속도로 구간이 대상지역의 남서쪽에

거의 남북방향으로 건설되기 때문에 봄철 북풍계열의

국지풍 변화(바람 차단으로 인한 염전지역의 풍속 저

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여름철에 주풍향이 북풍인 경우에는 Fig. 5(b)에 보인

바와 같이, 염전의 남서쪽 지역에서 최대 0.12 m s-1의 풍

속 차이가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0.02~0.06

m s-1의 비교적 작은 풍속 저감 현상이 나타났고, 염전지

역 전체에 대한 지표풍속은 인공적 지형변화에 의해 평

균 0.03 m s-1 감소하였다. 여름철 주풍향이 서남서풍인

경우에는 염전의 남서쪽 지역에서 중심 부근 일부 지역

까지 최대 0.5 m s-1 정도의 풍속 감소가 나타났다. 또한,

염전의 서쪽과 동쪽 지역에서는 약간의 지형 굴곡의 영

향으로 일부 풍속이 증가하는 영역이 나타났고, 동쪽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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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easonal inflows for the numerical model
Season Wind direction(16-direction) Wind speed(m s-1)
Spring N, NNW 2.74
Summer N, WSW 2.20
Autumn N, NNE 2.86
Winter N, NNE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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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ifferences in surface wind speed between after and before the construction for seasonal inflows.



역에서 최대 0.35 m s-1 이상의 풍속이 증가하였다. 그러

나 최대 변동 지점에서 멀어질수록 풍속 차이는 점차 감

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염전의 북서쪽 지역은 0.1 m s-1

이하의 풍속차로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염전지역 전체

에 대한 지표풍속은 평균 0.04 m s-1 감소하였다. 따라서

주풍향이 서남서풍인 경우에는 유입류의 흐름이 접속

도로 건설 구간과 거의 직각 방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앞서 분석한 북풍계열의 유입류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풍하지역인 염전지역은 상대적으로 인공적 지형변

화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이로 인해 지표풍속의 차이

가 지역별로 크게 나타났다.

Fig. 5(c)에 보인 가을철 주풍향이 북풍인 경우, 염전

지역의 지표풍속변화는 지형의 변화가 있는 접속도로

건설 구간에 인접한 남서쪽 지역에서 최대 0.13 m s-1 감

소하였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0.1 m s-1 이하의 비교적

작은 풍속 저감 현상이 나타났으며, 해상교량 및 접속

도로 건설에 따른 염전지역 전체에 대한 지표풍속은 평

균 0.04 m s-1 감소하였다. 가을철에 북북동풍이 부는 경

우에는 북동쪽 일부 지역에서 근소한 풍속 증가가 나타

났으나,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최대 풍속

저감은 0.31 m s-1로 북풍의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

로 큰 변화를 보였으며, 염전지역 전체에 대한 지표풍

속은 평균 0.06 m s-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

의 주풍향이 북풍과 북북동풍인 경우(Fig. 5(d)), 인공적

지형변화에 따른 염전지역의 지표풍속변화는 전반적

으로 Fig. 5(c)에 보인 가을철의 경우와 매우 유사한 양

상을 보였으며, 염전지역 전체 평균 0.04 m s-1(북풍) 및

0.05 m s-1(북북동풍) 감소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지형

에 의한 기류의 변화가 주풍향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

문이며, 주풍향이 북풍과 북북동풍으로 동일한 가을철

과 겨울철의 경우는 유입류의 크기(풍속)에 따른 정도

의 차이는 발생하나 그 양상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GIS 자료와 CFD 모델을 이용하여 인

공적 지형변화가 국지풍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대상영역은 해상교량 건설로 인하여 인공적 지형변화

가 진행되고 있는 신안군 하의도 남쪽의 접속도로 건설

구간과 국지적 기상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근 염전지역을 포함하는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수치

모델의 지표 경계 자료로 사용되는 3차원 수치지형은

GIS 자료를 기반으로 구축하였다. 먼저, 인공적 지형변

화가 발생하지 않은 현재 상태에 대하여 대상영역에 포

함되는 지형, 건물, 염전, 도로, 해안선 등을 수치적으로

구현하였고, 이에 해상교량 및 접속도로 구간 건설에

따른 인공적 지형변화를 반영하였다. 수치모델의 기상

경계 조건으로써 유입류는 하의도 AWS에서 관측된 풍

향 및 풍속자료를 기반으로 한 계절별 주풍 분석을 통

하여 설정하였다. 봄철의 주풍향은 북풍과 북북서풍,

여름철의 주풍향은 북풍과 서남서풍, 가을철과 겨울철

의 주풍향은 북풍과 북북동풍으로 설정하였고, 풍속은

주풍향에 대한 평균 풍속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

하여 각각 2.74 m s-1, 2.20 m s-1, 2.86 m s-1, 2.97 m s-1로 설

정하였다.

수치모델링은 해상교량 및 접속도로 구간 건설 전·

후에 대한 대상영역의 3차원 수치지형과 계절별 유입

류를 기반으로 2.5 m 간격의 초고해상도 등격자계를 적

용하여 수행하였으며, 인공적 지형변화에 따른 국지풍

변화와 이로 인한 인근 염전지역의 바람 차단 효과(풍

속 저감)의 정도를 계절별로 예측·평가하였다. 바람

차단 효과는 모든 계절에 대하여 지형의 변화가 있는 접

속도로 건설 구간에서 가장 가깝게 위치한 염전의 남서

쪽 지역에서 나타났으며, 지표풍속은 최대 0.1~0.5 m s-1

(유입류 대비 약 5~20%)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북동쪽으로 갈수록 풍속의 차이는 감소하였

고, 일부 지역에서는 지형효과로 인하여 다소 풍속이 증

가하는 영역도 존재하였다. 또한, 해상교량 및 접속도로

구간 건설에 따른 염전지역 전체에 대한 지표풍속은 평

균 0.02~0.06 m s-1(유입류 대비 약 2% 미만)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대상지역은 주풍향이 모든 계

절에 대해 전반적으로 북풍계열이기 때문에, 대상지역

의 남서쪽에 거의 남북방향으로 건설되는 해상교량 및

접속도로 구간의 인공적 지형변화가 국지풍의 변화에

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

나 접속도로가 건설되는 구간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바

람 차단 효과로 인한 풍속 저감의 영향이 다소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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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특히 접속도로 건설 구간과 직각 방향의 서풍

계열의 바람은 상대적으로 인공적 지형변화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인공 구조물의 형상, 위치, 외관

비 등에 따른 주풍향별 영향에 대한 상세한 평가가 향

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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