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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도시는 산업화에 따른 극적인 공간적 변화로 대기오염 및 도시열섬현상 등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도시 외곽의 산림에서 생성된 신선하고 차가운 공기가 도심으로 이동하는 통로인 바람길은 

도시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공간계획적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찬공기는 도시의 지형 및 토지

이용에 따라 유동의 특성이 결정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

서 본 연구는 바람길 활용에 필요한 기초 자료 마련을 위해 경기도 수원시를 대상으로 KLAM_21 

모델을 통해 야간의 찬공기 유동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수원시의 찬공기는 주로 북쪽의 

대규모 산지인 광교산에서 생성되어 시가화지역으로 유입되며, 일몰 후 약 3시간이 지나서 도심까

지 찬공기가 유입되었다. 구별로 지형 및 토지이용의 특성에 따라 찬공기 층의 깊이, 풍속, 풍향이 

다르게 형성되고 있으며, 대규모 산림 인접 지역에서 찬공기의 유동이 활발하게 나타났다. 수원시 

도심으로 찬공기가 유동되는 주요 바람길은 3개이며 모두 하천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특히 

하천과 주변 녹지의 연결성이 높으면 효과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원시의 바람길 활용을 위

해서는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찬공기 유동에 대한 실측과 복합적 분석을 통해 기후지도를 작성

하고 주요한 바람길의 보전과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찬공기 유동, 바람길, 토지피복, KLAM_21

ABSTRACT 

Due to the dramatic spatial changes caused by industrialization,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air pollution and urban heat island phenomenon, etc. are occurring in 
cities. In this case, the wind corridor, which is a passage through which fresh and 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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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 generated in forests outside cities move to the downtown, can be used as a spatial 
planning method for improving urban environmental problems. Cold air is determined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flow depending on the topography and land use of cities, and 
based on this, the medium- and long-term plan should be established.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flow of cold air at night through the KLAM_21 model in Suwon-si, 
Gyeonggi-do, to prepare the basic data required to apply the wind corridors. As a 
result, it turned out that cold air of Suwon-si was mainly generated from Gwanggyo 
Mountain that is a large mountain area in the north, and flowed into the urbanization 
promotion area, and about three hours after sunset, cold air flowed into the downtown. 
By district, the depth, wind speed, and direction of the cold air layer were form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topography and land use. In the areas 
where large forests were adjacent, the flow of cold air was active. There are three 
main wind corridors where cold air flows to the downtown of Suwon-si, all of which 
are formed around rivers. Especially, if the connection between rivers and the 
surrounding green areas is high, the effect of wind corridors is found to be significant. 
In order to utilize the wind corridors of Suwon-si,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make climate maps through actual survey and complex analysis of cold 
air flow and establish mid-to-long-term plans for the conservation and expansion of 
major wind corridors.

KEYWORDS : Cold Air Flow, Wind Corridor, Land Cover, KLAM_21

서  론

산업화로 인해 도시는 극적이고 빠르게 그리

고 이전보다 더 큰 변화로 확장되었고 현재 도

시들이 차지하고 있는 넓은 지역과 공간적 구

조, 재질 그리고 녹지 부족으로 인해 기존과 다

른 기후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Alexandri and 

Jones, 2008). 세계보건기구는 도시에 사는 사

람들의 80%이상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기질 

수준에 노출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16). 이처럼 도시는 

짧은 시간에 일어난 공간적 변화로 인해 교외지

역과 다른 기후적 특성이 형성되고 대기오염에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온난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도시에서 강하게 나타나 도시민들의 휴

식과 건강에 영향을 줄 것이다(Smith and 

Levermore, 2008). 현대 사회는 인간의 건강

이 환경적인 조건과 불가분에 관계에 있다는 것

을 점점 인식하고 있다(Jackson, 2003). 따라

서 도시의 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

발전에 따른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었으며, 

교외지역과 달리 도시지역은 고밀화된 토지이용

과 산업 활동으로 인해 대기오염의 강도가 높으

며 열섬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지역

의 공간적 특성에 의해 형성되는 바람길의 활용

과 도입을 위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접근과 시도

가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의 바람길은 독일에서 나온 개념으로 도

시 외곽의 산림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된 차고 신

선한 공기가 녹지와 수공간 등의 생태축을 중심

으로 도심까지 이동하는 통로로서 공기 순환을 

촉진하여 대기오염 및 열섬현상 등을 개선할 수 

있다(Kim et al., 2007; Jung et al., 2008; 

He, 2018; Eum, 2019). 찬공기의 형성은 지

면의 초목, 지형, 노출 뿐만 아니라 단파 및 장

파 알베도와 토양의 열전도율 및 열용량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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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다(Kuttler, 2002).

국외에서는 대표적으로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에서 도시 외곽에서 생성되는 신선하고 차가운 

공기를 도심으로 원활하게 유입할 수 있도록 도

시의 지형과 토지이용에 따른 온도와 찬공기 흐

름의 분포를 나타낸 기후지도를 개발하여 오픈

스페이스의 보존과 밀집지역의 녹지 증가를 목

표로 하는 계획과 규제를 권고하고 있다

(Cazmierczak and Carter, 2010). 국내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 바람길과 찬바람 유동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데 도시지역의 바람길 도

입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대구시와 창원시를 대

상으로 토지피복과 지형 등 지역적인 특성에 따

른 찬공기 생성과 유동에 대한 기능평가를 수행

하였다(Jung et al., 2008; Song and Park, 

2010). 또한 도시의 전반적인 찬공기 유동 파

악은 중규모(mesoscale) 차원의 접근이 적합한

데, 중규모에서 찬공기 유동의 수치모의가 가능

한 모델들을 활용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관련 

연구로는 KLAM_21을 활용해 찬공기 생성 기

능 평가에서 생성과 유동이 우수할 것으로 분석

된 지역을 대상으로 모의실험을 수행하거나

(Ryu et al., 2008), 모의실험 결과와 기상관측

망의 자료를 비교 및 검증하는 연구가 수행되었

다(Seo and Jung, 2017). MetPhoMod를 사용

해 바람유동 및 열환경을 분석해 서울기후분석

지도 개발하였고(Yi et al., 2011), 창원시를 대

상으로 야간시간대 공기순환성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모색하였다(Song and Park, 

2013). 그리고 낙남정맥 대상으로 도시의 바람

길 활용을 제시하기 위해 KALM에 의해 도출된 

결과를 근거로 찬공기 보전지역과 관리지역을 

제시하였다(Eum, 2019). 도시의 바람길 조성

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에는 찬공기 유동에 관한 

정보가 필수적이나 기존 연구에서는 행정구역이

나 토지이용에 따른 세부적 정보 제공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녹지의 영역이 증가할수록 야간의 냉각이 영

향을 미치는 범위는 커지나(Monteiro et al., 
2016), 개발된 도시에서는 찬공기의 주요 생성

지역인 산림 및 녹지가 부족하고 신규 확보가 

제한적이다. 환경 개선을 위해 차가운 공기의 

유동인 바람길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

에 따른 현황을 파악하고 다방면으로 접근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또한 도심과 인접하여 외곽으로 확장되어 

개발되는 지역에서는 기존 도심의 바람길을 훼

손하지 않는 계획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기오염 및 도시열섬현상 

등 도시의 환경문제 개선에 바람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 자료 마련을 위해 수도권에 위치한 

경기도 수원시를 대상으로 찬공기 유동을 분석

하고 특성을 파악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 대상지

수도권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며 대부분 도

시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대기오염 및 도시열섬

현상 등과 함께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다. 수도권의 도시 중 배 모양

의 주형 형태 분지로서 도시 외곽의 찬공기가 

도심으로 유동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도 수원시

를 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경기도 중남부에 위치한 수원시는 2002년에 

인구가 100만명을 넘어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4개의 구와 44개의 행

정동(법정동 56개, 2019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면적은 121.04㎢이며 북쪽의 광교산

(582m), 서쪽의 칠보산(238.5m)로 둘러싸인 

형태이다. 토지피복 구성(환경부 토지피복분류

도 기준)을 보면 시가화·건조지역이 37.4%, 

Used Area Agricultural Land Forest Grass Wet Land Barren Water

37.4% 13.0% 24.2% 12.1% 0.7% 10.9% 1.7%

TABLE 1. Current status of land cover in Suwon-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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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tudy area

FIGURE 1. Map of land cover in Suwon-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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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지역 13%, 산림지역24.2%, 초지 12.1%, 

나지 10.9%, 습지와 수역이 2.4%로 시가화·

건조지역이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림지역과 농업지역 순으로 많다(표 1, 그림

1). 

수원시의 산림지역은 도심의 북쪽과 서쪽을 

둘러싼 형태로 대규모 산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도심에는 팔달산, 숙지산, 여기산 등의 소규모 

산림이 위치하고 있다. 농업지역은 대부분 서쪽

과 남쪽에 잔존하고 있으며 경부선을 기준으로 

도심 외부에 위치하고 있다. 광교산에서 형성된 

물줄기가 도심을 관통하는 수원천을 형성하고 

있으며, 잔존하는 저수지와 이어진 하천들이 서

쪽의 농업지역을 중심으로 흐르는 황구지천과 

도심의 남쪽에서 합류하고 있다.

수원시의 찬공기의 유동을 분석하기 위해 시

의 행정구역 전체를 포함해 찬공기의 주요 생성

지역인 주변의 산림지역을 반영할 수 있도록 

342㎢(18×18㎞)의 정방형 형태로 분석 대상

지역을 설정하였다(그림 2). 

2. 연구방법

연구대상지의 찬공기 유동 분석을 위해 독일 

기상청에서 찬공기 유동에 대한 환경 자문 도구

로 개발된 2차원 모델 KLAM_21(Kaltluft- 

Abfluss-Modell_21)을 활용하였다. KLAM_21

은 단층 찬공기 유동 모델로서 야간의 건조하고 

안정된 대기에서 표면 냉각이 시작된 이후 냉기

층의 깊이(높이), 속도, 방향 등을 도출할 수 있

다. 모델은 격자 기반으로 공간해상도 10∼

500m, 최대 3000×3000의 격자 범위에서 수

행이 가능하다(Sievers and Kossmann, 

2016).

분석을 위한 기본 입력 자료로는 고밀 도시지

역, 주거지역, 산림지역, 반포장지역, 산업지역, 

공원, 오픈스페이스, 포장지역, 수역 등 9개의 

기본 토지이용 분류를 포함해 약 20개의 사전 

정의된 토지이용 분류와 지형이며, 토지이용의 

경우 사용자가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

리고 각 토지이용 분류에 대한 물리적 매개 변

수로서 공기역학적 거칠기 길이, 건폐율, 평균 

건물 높이, 벽면 면적 지수, 울폐도, 평균 나무 

높이, 엽면적지수 등이 있으며 이는 사용자가 

변경하여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Sievers, 

2005; Sievers and Kossmann, 2016). 

수원시를 포함한 18×18㎞ 정방형 구역의 찬

  class z0g grz hg wai bg hv lai a

Urban(dense) 0.1 0.6 33.0 3.0 0.0 0.0 0.0 0.0

Residence 0.1 0.5 9.0 4.0 0.0 0.0 0.0 0.28

Forest 0.4 0.0 0.0 0.0 0.9 20.0 6.0 0.56

Half-Paved land 0.02 0.0 0.0 0.0 0.0 0.0 0.0 0.64

Industrial District 0.08 0.6 12.0 0.9 0.0 0.0 0.0 0.0

Park 0.1 0.0 0.0 0.0 0.2 20.0 6.0 1.0

Non-Paved land 0.05 0.0 0.0 0.0 0.0 0.0 0.0 1.0

Paved land 0.01 0.0 0.0 0.0 0.0 0.0 0.0 0.28

Water 0.001 0.0 0.0 0.0 0.0 0.0 0.0 0.0

Orchard 0.05 0.0 0.0 0.0 0.3 3.0 3.0 1.0

Garden 0.05 0.0 0.0 0.0 0.1 3.0 3.0 0.8

Quarry 0.01 0.0 0.0 0.0 0.0 0.0 0.0 0.3

Road 0.02 0.0 0.0 0.0 0.0 0.0 0.0 0.64

Railway 0.02 0.0 0.0 0.0 0.0 0.0 0.0 0.75

Scrubland 0.2 0.0 0.0 0.0 0.0 0.0 0.0 0.75

z0g: aerodynamic roughness length(m), grz: surface area fraction covered by buildings, hg: average building height(m), wai: wall area 
index,  bg: surface area fraction covered by trees, hv: average tree height(m), lai: leaf area index, a: fraction of the maximum local heat 
loss rate

TABLE 2. Modelling conditions for simulation of the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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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유동 분석을 위해 토지이용에 대한 입력 

자료는 KLAM_21의 기본 토지이용 분류에 과

수원, 채석장, 도로, 철도, 초지를 추가하여 환경

부의 세분류 토지피복분류도 중 2013년 및 

2014년에 제작된 자료를 병합 및 가공하여 분

류해 사용하였다. 각 토지이용별 물리적 매개 

변수는 고밀 도시지역과 주거지역의 평균 건물 

높이, 건폐율 등에 대한 값을 수정하였으며 나

머지는 기본 값을 사용하였다(표 2). 지형 자료

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1/5000 수치

지도의 등고선을 추출하여 Arcmap 10.3을 이

용해 DEM(Digital Elevation Model)을 생성하

여 사용하였다. 유동 분석의 분석해상도는 20m 

(900×900)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토지이

용과 지형 자료 모두 모델에서 요구하는 ASCII 

형태로 Arcmap 10.3을 이용해 변환하여 입력

하였다.

분석 시간은 모델이 야간의 찬공기 유동 상황

에 대한 모의실험이 가능하므로 일몰 후 8시간

을 설정하고, 찬공기에 대한 높이, 풍속, 풍향 

등의 결과물을 지정된 10개(15분,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8시

간)의 시간별로 도출되도록 수행하였다.

모델에서 도출된 결과물은 찬공기의 높이, 풍

속, 풍향 등은 ASCII 형태로 도출되며 모델에

서 이미지 형태와 일부 지정된 위치의 정량화된 

값을 확인할 수 있으나, 전체지역의 격자별 정

량화를 지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세한 지역의 

찬공기 유동에 대한 현황을 확인하고 공간적으

로 분석하기 위해 ACSII형태의 결과물을 

Arcmap 10.3에서 좌표체계를 가진 Raster 자

료로 변환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결  과

수원시를 포함하는 분석지역의 찬공기는 일몰 

후 시가화지역 인근에 위치한 대규모 산지에서 

생성되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도심으로 유동

되어 누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지역은 찬

공기 생성지역인 산지와 녹지가 적으며 대부분 

개발 밀도가 높은 시가화지역으로 구성되어 있

어 일몰 약 3시간 경과 뒤에 찬공기가 누적되고 

있다. 찬공기의 유동은 주형의 분지형태인 수원

의 지형적 특성상 도심 외곽의 산림지대를 포함

한 높은 지대에서 도심 내부로 유동하는 양상을 

보이며 주로 광교산에서 도심으로 유입되는 경

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유동 속도는 주로 계

곡부와 산림 인접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3).

KLAM_21의 모델에서 이미지화되어 도출된 

찬공기 유동의 결과물(그림 3)은 전체적이고 개

략적인 분석에는 유용하나 지역의 상세한 현황 

분석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20m 격자별로 찬공

기 층 높이, 유동 속도와 방향을 정량화하여 분

석하였다.

1. 찬공기 층 분석

일몰 후 지역적 특성에 따른 냉각 관련 선행 

연구에 따르면, 실측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일

몰 후 약 3∼4시간이 경과하면 냉각 속도의 차

이가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Holmer et al., 
2007). 수원지역의 모의실험 결과에서도 찬공

기 층의 깊이는 전반적으로 일몰 후 3시간까지 

급격하게 증가하고 4시간 이후로는 증가하는 추

세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몰 3시간 경

과 후 토지피복(대분류 기준) 유형별 찬공기 층

의 평균 깊이는 시가화·건조지역 22.5m, 농업

지역 28.5m, 산림지역 11.9m, 초지 20.8m, 습

지 34.9m, 나지 25.2m, 수역 34.7m로 나타났

다. 습지와 수역에서 찬공기 층이 가장 잘 발달

되어 있으며, 고도가 높은 산림지역에서 찬공기 

층의 깊이가 낮게 나타났다.

구별로 살펴보면 8시간 경과 후 누적된 찬공

기 층의 깊이는 권선구가 51.4m로 가장 높았으

며, 영통구 32.9m, 팔달구 35.9m로 유사하게 

나타났고, 장안구 19.7m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권선구가 높은 이유는 평균 고도가 37m로 다른 

구에 비해 낮고 농업지역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밀집되어 외부의 찬공기가 빠르게 유동되

어 누적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장안구는 찬공기 

생성지역인 산림지역의 비율이 45%로 높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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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고도가 130m로 가장 높기 때문으로 누적

된 찬공기 층의 평균 깊이가 낮은 것으로 판단

된다. 팔달구는 다른 구에 의해 둘러싸인 도심

에 위치하고 있고 산지와 녹지가 부족한 시가화

지역이 행정구역의 74.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찬공기의 누적이 상대적으로 느리게 진행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3, 4).

찬공기 생성지역인 산림지역보다 수혜지역인 

도심에서 누적되는 찬공기가 바람길 활용을 위

한 방안 마련에 실질적인 기초자료로 가치가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구별 행정구역에서 

산림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찬공기 층의 

평균 깊이 값을 정량화한 결과, 모든 구에서 값

이 증가하였다. 특히 장안구의 경우 다른 구에 

FIGURE 3. Current status of cold air flow after 3 hours from sunset

Used Area
Agricultural 

Land
Forest Grass Wet Land Barren Water

Gwonseon-gu
31.3% 25.9% 18.4% 10.7% 1.3% 11.3% 1.1%

Area: 47.166㎢, Average altitude: 37m 

Yeongtong-gu
37.6% 4.1% 17.4% 16.1% 0.3% 22.0% 2.5%

Area: 27.677㎢, Average altitude: 65m

Jangan-gu
31.5% 7.0% 45.0% 10.2% 0.4% 4.0% 1.9%

Area: 33.341㎢, Average altitude: 130m

Paldal-gu
74.6% 0.6% 6.1% 13.0% 0.1% 3.8% 1.8%

Area: 12.856㎢, Average altitude: 53m

TABLE 3. Current status of land cover by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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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높게 증가하였다. 이는 장안구의 행정구역

에서 지형이 높은 산림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표 5). 

장안구는 행정구역 북쪽에 위치한 광교산에서 

생성된 찬공기가 도심으로 유동하여 누적되고 

있으며, 광교저수지 부근에서 가장 많이 찬공기

  15 minutes 30 minutes 1 hours 2 hours 3 hours 4 hours 5 hours 6 hours 7 hours 8 hours

Gwonseon-gu 4.2m 6.7m 11.1m 18.8m 26.5m 33.3m 38.6m 43.3m 47.7m 51.4m

Yeongtong-gu 3.9m 6.1m 9.6m 16.0m 20.3m 22.9m 25.6m 28.2m 30.7m 32.9m

Jangan-gu 3.8m 5.8m 9.1m 13.8m 15.9m 16.7m 17.2m 17.8m 18.7m 19.7m

Paldal-gu 2.1m 3.3m 4.9m 8.9m 16.9m 21.7m 24.8m 28.2m 32.1m 35.6m

TABLE 4. Average depth of cold air layers by district

  15 minutes 30 minutes 1 hours 2 hours 3 hours 4 hours 5 hours 6 hours 7 hours 8 hours

Gwonseon-gu 4.2m 6.8m 11.5m 19.6m 27.8m 34.9m 40.5m 45.4m 49.9m 53.8m

Yeongtong-gu 4.0m 6.5m 10.6m 18.1m 23.0m 26.1m 29.3m 32.3m 35.2m 37.8m

Jangan-gu 3.7m 6.3m 11.3m 19.2m 22.8m 24.2m 25.1m 26.1m 27.8m 29.6m

Paldal-gu 2.1m 3.3m 5.0m 9.2m 17.6m 22.7m 25.9m 29.5m 33.5m 37.1m

TABLE 5. Average depth of cold air layers by district except forest areas

a) 1 hours b) 3 hours
0. Pajang-dong, 1. Jeongja-dong, 2. Imok-dong, 3. Yuljeon-dong, 4. Cheoncheon-dong, 5. Yeonghwa-dong, 

6. Songjuk-dong, 7. Jowon-dong, 8. Yeonmu-dong, 9. Sanggwanggyo-dong, 10. Hagwanggyo-dong, 11. 

Seryu-dong, 12. Pyeong-dong, 13. Gosaek-dong, 14. Omokcheon-dong, 15. Pyeongni-dong, 16. 

Seodun-dong, 17. Guun-dong, 18. Tap-dong, 19. Geumgok-dong, 20. Homaesil-dong, 21. 

Gokbanjeong-dong, 22. Gwonseon-dong, 23. Jangji-dong, 24. Daehwanggyo-dong, 25. Ipbuk-dong, 26. 

Dangsu-dong, 27. Paldallo 1(il)-ga, 28. Paldallo 2(i)-ga, 29. Paldallo 3(sam)-ga, 30. Namchang-dong, 31. 

Yeong-dong, 32. Jung-dong, 33. Gucheon-dong, 34. Namsu-dong, 35. Maehyang-dong, 36. Buksu-dong, 

37. Sinpung-dong, 38. Jangan-dong, 39. Gyo-dong, 40. Maegyo-dong, 41. Maesanno 1(il)-ga, 42. 

Maesanno 2(i)-ga, 43. Maesanno 3(sam)-ga, 44. Godeung-dong, 45. Hwaseo-dong, 46. Ji-dong, 47. 

Uman-dong, 48. Ingye-dong, 49. Maetan-dong, 50. Woncheon-dong, 51. Iui-dong, 52. Ha-dong, 53. 

Yeongtong-dong, 54. Sin-dong, 55. Mangpo-dong

FIGURE 4. Depth of cold air layer in major time z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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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누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몰 3시간 경과 

후 산림 또는 저수지와 인접한 정자동, 영화동, 

천천동이 찬공기 층의 깊이가 높게 형성되고 있

었다. 권선구는 행정구역 외부의 산지와 서쪽의 

칠보산 등에서 생성된 찬공기가 유동되어 농업

지역을 중심으로 찬공기 층이 높게 형성되고 시

간이 경과할수록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

몰 3시간 경과 후 농업지역이거나 농업지역에 

인접한 평리동, 대황교동, 고색동, 장지동이 찬

공기 층의 깊이가 높게 형성되었다. 영통구는 

북쪽의 광교산 일대에서 생성된 찬공기가 시간

이 경과할수록 남쪽의 도심으로 유동되어 누적

되고 있다. 일몰 3시간 경과 후 매탄동의 찬공

기 층의 깊이가 높게 형성되고 있다. 팔달구는 

도심지역으로 광교산에서 생성된 찬공기가 유동

하여 수원천 주변으로 층을 높게 형성하고 있으

며, 일몰 3시간 경과 후 팔달로 1가, 북수동, 팔

달로 2가 등에서 찬공기 층의 깊이가 높게 나타

났다(그림 4).

2. 찬공기 풍속 및 풍향 분석

수원지역 찬공기의 속도는 생성지역인 산림지

역 계곡 기저부와 인접한 지역에서 높게 형성되

고 있으며, 수혜지역인 시가화지역 중심에서 낮

게 나타났다. 일몰 후 산림지역 주변 및 농업지

역 등 찬공기가 유입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찬공

기의 풍속이 높아지다가 시간이 경과하면 도심

지역에서는 풍속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몰 3시간 경과 후 지표면에서 5m 높이 기준 

토지피복(대분류 기준) 유형별 찬공기의 평균 

풍속은 시가화·건조지역 0.35m/s, 농업지역 

0.44m/s, 산림지역 0.15m/s, 초지 0.41m/s, 

습지 0.44m/s, 나지 0.50m/s, 수역 0.58m/s로 

나타났다. 수역에서 찬공기의 평균 풍속이 가장 

빠르며, 산림지역을 제외하면 시가화·건조지역

의 평균 풍속이 가장 낮다.

구별로 지표면에서 5m 높이 기준 평균 풍속

을 보면 일몰 2∼3시간 경과 시점에 가장 높게 

형성되었다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몰 

2시간 경과 시점에서 권선구 최대 1.89m/s, 평

균 0.31m/s, 영통구 최대 3.21m/s, 평균 

0.40m/s, 장안구 최대 4.17m/s, 평균 0.39m/s, 

팔달구 최대 1.94m/s, 평균 0.23m/s로 찬공기

의 풍속이 형성되고 있었다. 도시 외곽의 높은 

산림지역이 행정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장안구와 

영통구에서 다른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균 풍

속이 높게 나타났다. 최대 풍속은 산림과 인접

하여 계곡기저부가 많은 장안구에서 가장 높게 

c) 4 hours d) 6hours

FIGURE 4. Continued



도시 바람길 활용을 위한 수원시 찬공기 유동 분석 / 차재규 ·최태영 ·강다인 ·정응호 33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구별 행정구역 내에서 산림지역을 제외한 지

역의 찬공기 풍속 현황을 살펴보면 장안구와 영

통구가 다른 구에 비해 행정구역 전체 대상 평

균값보다 상승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풍속이 나

타나고 있다. 권선구와 팔달구는 거의 변화가 

없는데 산림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서 나

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표 7). 각 구별로 풍속

이 높은 지역은 권선구에서는 탑동, 호매실동, 

고색동, 영통구는 신동, 매탄동, 하동, 장안구는 

영화동, 조원동, 연무동, 팔달구는 팔달로 2가, 

중동, 영동이다(그림 5). 

수원시 행정구역내 찬공기의 풍향을 알아보기 

위해 유동이 활발한 일몰 후 3시간 경과 후 보

퍼트 풍력 계급 1이상인 0.3m/s의 풍속을 가지

는 지역을 대상으로 풍향 값을 결합하여 그림 6

과 같이 지도화하였다. 도시 외곽의 대규모 산

지에서 형성된 찬공기가 계곡을 따라 유동되어 

주로 하천이나 저수지 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

로 선형으로 연결되는 풍향이 나타나고 있다. 

수원시 북쪽에 위치한 광교산의 영향으로 남풍 

계열의 풍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교산에서 생성된 찬공기가 수원시 도심 내

부로 유입되는 3개의 주요 유동 경로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하천 자체가 냉각 효과를 가지

고 있으며, 식생이 많고 개방성이 높을 때 효과

적인데(Hathway and Sharples, 2012), 주요 

유동 경로 모두 하천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

다. 첫 번째로 수원천을 중심으로 장안구와 팔

달구까지 연결되는 경로이다. 하천 주변에 동공

원, 영산공원, 팔달공원 등 소규모 산림이 있고, 

하천과 인접한 녹지의 영향으로 찬공기의 바람

길이 가장 뚜렷하게 형성되어 도심까지 연결되

고 있다. 두 번째 장안구의 서호천을 중심으로 

여기산과 서호까지 연결되는 경로이다. 중간에

서 풍속이 다소 약해지다가 서호 인근에서 다시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세 번째는 동수원 IC 배

후의 계곡부터 광교중앙공원, 광교호수공원과 

원천리천 주변으로 이어지는 경로이다. 주택지

역이 밀집된 지역에서 찬공기가 흩어지며 풍속

이 약해지다가 공원 인접지역에서 풍속이 강해

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5 minutes 30 minutes 1 hours 2 hours 3 hours 4 hours 5 hours 6 hours 7 hours 8 hours

Gwonseon-gu
max 2.27 1.64 1.91 1.89 1.64 1.34 1.17 1.01 1.00 0.96

mean 0.12 0.20 0.29 0.31 0.30 0.24 0.19 0.15 0.11 0.09

Yeongtong-gu
max 2.46 3.11 3.22 3.21 3.21 3.20 3.20 3.19 3.19 3.18

mean 0.18 0.27 0.37 0.40 0.37 0.34 0.30 0.26 0.23 0.21

Jangan-gu
max 2.17 2.89 3.59 4.17 4.15 4.11 4.11 4.10 4.09 4.07

mean 0.14 0.23 0.32 0.39 0.37 0.36 0.34 0.33 0.30 0.28

Paldal-gu
max 1.23 1.38 1.40 1.94 2.04 1.72 1.69 1.40 1.21 1.22

mean 0.05 0.08 0.11 0.23 0.36 0.32 0.27 0.21 0.16 0.13

TABLE 6. Speed of cold air flow by district (Unit: m/s)

15 minutes 30 minutes 1 hours 2 hours 3 hours 4 hours 5 hours 6 hours 7 hours 8 hours

Gwonseon-gu
max 2.27 1.64 1.91 1.89 1.64 1.34 1.17 1.01 1.00 0.96

mean 0.12 0.21 0.30 0.33 0.32 0.25 0.20 0.15 0.12 0.10

Yeongtong-gu
max 2.46 3.11 3.22 3.21 3.21 3.20 3.20 3.19 3.19 3.18

mean 0.20 0.31 0.42 0.46 0.43 0.39 0.33 0.29 0.26 0.23

Jangan-gu
max 2.17 2.89 3.59 4.17 4.15 4.11 4.11 4.10 4.09 4.07

mean 0.16 0.29 0.46 0.59 0.55 0.53 0.50 0.46 0.43 0.39

Paldal-gu
max 1.23 1.39 1.40 1.94 2.04 1.72 1.69 1.40 1.21 1.22

mean 0.05 0.08 0.11 0.24 0.38 0.34 0.28 0.21 0.16 0.13

TABLE 7. Speed of cold air flow by district except forest areas (Unit: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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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hours b) 3 hours

c) 4 hours d) 6hours
0. Pajang-dong, 1. Jeongja-dong, 2. Imok-dong, 3. Yuljeon-dong, 4. Cheoncheon-dong, 5. Yeonghwa-dong, 

6. Songjuk-dong, 7. Jowon-dong, 8. Yeonmu-dong, 9. Sanggwanggyo-dong, 10. Hagwanggyo-dong, 11. 

Seryu-dong, 12. Pyeong-dong, 13. Gosaek-dong, 14. Omokcheon-dong, 15. Pyeongni-dong, 16. 

Seodun-dong, 17. Guun-dong, 18. Tap-dong, 19. Geumgok-dong, 20. Homaesil-dong, 21. 

Gokbanjeong-dong, 22. Gwonseon-dong, 23. Jangji-dong, 24. Daehwanggyo-dong, 25. Ipbuk-dong, 26. 

Dangsu-dong, 27. Paldallo 1(il)-ga, 28. Paldallo 2(i)-ga, 29. Paldallo 3(sam)-ga, 30. Namchang-dong, 31. 

Yeong-dong, 32. Jung-dong, 33. Gucheon-dong, 34. Namsu-dong, 35. Maehyang-dong, 36. Buksu-dong, 

37. Sinpung-dong, 38. Jangan-dong, 39. Gyo-dong, 40. Maegyo-dong, 41. Maesanno 1(il)-ga, 42. 

Maesanno 2(i)-ga, 43. Maesanno 3(sam)-ga, 44. Godeung-dong, 45. Hwaseo-dong, 46. Ji-dong, 47. 

Uman-dong, 48. Ingye-dong, 49. Maetan-dong, 50. Woncheon-dong, 51. Iui-dong, 52. Ha-dong, 53. 

Yeongtong-dong, 54. Sin-dong, 55. Mangpo-dong

FIGURE 5. Speed of cold air flow in major time z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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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는 도시 환경문제인 대기오염과 도시

열섬현상 등의 개선에 외곽의 산림지역에서 생

성되는 찬공기를 도심으로 도입하는 바람길 활

용을 위한 기초 자료 마련을 위해 경기도 수원

시를 대상으로 찬공기 유동 분석을 수행하였다. 

지형과 토지이용 등 수원의 공간적 특성에 따른 

야간의 찬공기 유동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독일 

기상청에서 개발한 KLAM_21 모델을 통한 모

의실험을 수행하고 도시 내부의 찬공기 층 깊

이, 풍속, 풍향을 정량화하여 지역적인 현황을 

파악하였다.

모의실험 결과 수원시의 찬공기는 일몰 후 주

로 도시의 북쪽에 광범위하게 형성된 광교산 등 

산림지역을 중심으로 생성되어 시간이 경과할수

록 남쪽의 도심 내부로 유동하는 경향을 보였

다. 이는 수원시가 주형 형태의 분지로 북쪽의 

고도가 높고 남쪽이 열려있는 구조의 지형적 특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구별로 찬공기의 특성을 보면 수원시 북쪽에 

위치한 장안구와 동쪽에 위치한 영통구는 광교

산이 행정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어 직접적인 영

향을 받는 지역으로 계곡 기저부를 중심으로 찬

FIGURE 6. Direction of cold air flow after 3 hours from sun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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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의 풍속이 매우 높으며, 평균적으로 찬공기 

풍속이 다른 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권선구

는 지형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외곽 산지에서 

유입된 찬공기가 농업지역을 중심으로 층을 높

게 형성하고 있으나 풍속은 낮게 나타났다. 팔

달구는 도심에 위치한 수원의 중심지역으로 시

가화지역의 비율이 다른 구의 두 배 이상이며 

대규모 산지와 이격되어 있어 찬공기 층과 풍속

이 낮게 나타났다.

도시의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신선하고 

차가운 공기가 도심까지 유동하는 것이 중요한

데 수원시에서는 3개의 주요한 찬공기 바람길이 

형성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요 바람길은 모

두 도심에서 자연적인 요소로서 외곽의 산림지

역과 가장 연결성이 뛰어난 하천을 중심으로 형

성되고 있으며 하천과 주변 녹지와의 연계성이 

높은 지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수원시 바람길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다. 주요한 찬공기 생성 및 공

급지역인 광교산의 계곡 기저부가 있는 장안구

와 영통구에서는 수원천, 서호천, 원천리천을 중

심으로 도심으로 찬공기가 유동되는 바람길의 

시발점이다. 따라서 시가화지역과 산림지역이 

인접한 지역에서는 도시 확장에 따른 계곡기저

부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계

곡기저부와 하천이 연결된 지역에서는 도심까지 

유동되는 찬공기의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인 개

선 계획이 필요하다. 권선구는 찬공기 층의 발

달이 양호한 농업지역과 인접한 시가화지역에 

찬공기가 유입되도록 소규모 바람길을 발굴하고 

이와 연계할 수 있는 공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도심에 위치한 팔달구는 광교산의 찬공

기가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주요 바람길인 

하천을 중심으로 시가화지역의 녹지가 연결되도

록 하고 개방성 개선을 위해 건축물 조성과 배

치에 대한 장기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향후 수원시 찬공기 생성지역과 주요 유동지

역의 보전 및 개선을 포함한 바람길 활용의 실

질적인 중장기 공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지규모의 모의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계곡기저

부 및 하천 등에 대한 실측과 다양한 규모의 모

의실험을 수행하고 추가 분석을 통해 찬공기 유

동에 대한 상세한 정보 및 지도 구축이 필요하

다. 또한 바람길 도입으로 개선 가능한 대기오

염과 도시열섬현상 등 환경문제에 대한 지역적 

현황을 반영한 복합적인 분석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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