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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한남금북정맥과 금북정맥을 대상으로 정맥에서 생성되는 찬공기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한남금북정맥에 위치한 청주시를 대상으로 상세 찬

공기 흐름을 파악한 후 관리전략을 제안했으며, 청주시 내에 설치된 지상기상관측소의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정맥의 야간기온저감 특성을 분석하였다. 찬공기 특성 분석을 위해서 독일에서 개발된 

KALM(Kaltluftabflussmodell) 모형을 활용하여 야간 6시간 동안 생성되는 찬공기 흐름 및 풍속, 

그리고 찬공기 층 높이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정맥에서 생성되는 찬공기

는 강해졌으며, 특히 한남금북정맥의 서쪽과 금북정맥의 북쪽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찬공기 생성 

360분 경과 후에는 평균적으로 약 0.45m/s의 찬공기 풍속이 분석되었으며, 최대 2.70m/s의 풍속

이 관찰되었다. 찬공기 층 높이는 평균적으로 104.27m, 최대 255.00m의 두께로 쌓였다. 청주시

의 찬공기 흐름의 풍속은 상당구가 0.51m/s로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찬공기 층의 높이는 

흥덕구가 48.87m로 높게 분석되었다. 야간기온저감 효과 분석 결과는 찬공기 층이 높은 청남대관

측소(-3.8℃)에서 저감정도가 가장 크게 나타남으로써, 정맥에서 생성된 찬공기의 영향이 야간기

온저감에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찬공기 특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찬

공기 생성이 활발한 정맥의 주요 산지 일대를‘온도조절기능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현재의 산

림 및 지형 보전에 대해 제안했으며, 생성된 찬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지역을‘온도조절

기능 확대지역’으로 지정하여 정맥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

남금북정맥과 금북정맥의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청주시의 바람길 계획 수립시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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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정맥, 찬공기, KALM, 바람길 계획, 산지관리

ABSTRACT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ld air generated in 
Hannamgeumbuk and Geumbuk-Jeongmaek and proposed their management strategies. 
We also suggested management strategies after analyzing detailed cold airflows for 
Cheongju located Hannamgeumbuk-Jeongmaek and we compared the degree of nighttime 
temperature reduction of the Jeongmaek by using data obtained from observatories 
located on Cheongju. We used KALM(Kaltluftabflussmodell), a cold air simulation model 
developed in Germanay and identified both cold airflows and altitude of cold air layers 
generated during 360minutes at night. As a result, the cold airflow generated in the 
Jeongmaek became strong and the cold air was appeared clearly in the western part of 
the Hannamgeumbuk-Jeongamek and in the northern part of the Geumbuk-Jeongmaek. 
The average velocity of cold airflow was recorded at 0.45m/s, and the maximum speed 
of cold airflow was recorded at 2.70m/s. The average height of the cold air layer was 
104.27m/s and the maximum thickness was 255.0m. The average velocity of cold 
airflows in Cheongju was 0.51m/s and the average height of cold air layer was 48.87m 
high. The highest degree of nighttime temperature reduction appeared in the 
Cheongnamdae observatory(-3.8℃), where the altitude of the cold air layer is high. The 
results showed that cooling effect of Jeongmaek actually affected the temperature 
reduction during nighttime. Based on the results, we designated the main mountain area 
of the Jeongmaek with active cold air generation as“cold air conservation areas”and 
proposed the current forest and topography conservation. We also proposed to designate 
areas that facilitate the cold airflows as“cold air management areas”and to complement 
the function of Jeongmaek. This study could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systematic 
management plans of the Jeongmaek.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can be 
applied as basic data for ventilation paths of Cheongju.

KEYWORDS : Jeongmaek, Cold air, KALM, Ventilation corridor plan, Forestland Management

서  론

도시열섬현상으로 인한 열환경 문제 즉, 폭염, 

열대야 증가와 함께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

환경 문제도 심각해졌다. 이러한 도시환경문제

는 인간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망까지 이르게 하

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환경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중 도시에 차고 신

선한 공기를 유입함으로써 폭염 및 열대야를 완

화시키고,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을 확산하

는 바람길이 대두되었으며, 산림청이 2013년 

제1차 산지관리기본계획을 통해 산림의 녹색 서

비스기능 중 '녹색 에어컨기능'을 강조하면서 바

람길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Eum and 

Son, 2016; Eum et al., 2018). 

바람길 계획은 도시 외곽의 산림에서 야간(일

몰 후~일출 전)에 생성되는 찬공기를 도시지역

으로 원활하게 끌어들이는 계획을 말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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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Eum, 2000; Eum, 2019), 찬공기는 바람길

의 핵심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Jung et al., 
2008). 따라서 효과적인 바람길 계획을 위해서

는 우선적으로 찬공기의 발생 지역 및 이동 경로

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Son et al., 2018). 

독일 등과 같은 국외 친환경 도시들은 오래전부

터 찬공기 생성지역을 파악하여 바람길 조성 방

안을 제시하고, 이를 도시 계획 단계에서 적용

해 왔다(Son, 2019).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의 약 63%가 산림지역

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도시지역이 산

림과 접해 있으며, 특히 한반도 산줄기 체계를 

이루는 백두대간과 백두대간에서 뻗어 나오는 

13개의 정맥은 도시지역 인근에 위치하여 입지

적·지형적 조건이 좋다(Eum and Son, 2016). 

즉, 정맥의 산지에서 생성된 찬공기는 바람길을 

따라 인근 도시로 이동하여 온도저감 및 미세먼

지 완화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녹색에어컨기능 

생성산지 및 이동통로 파악이 중요하다. 2018

년 산림청은 도시 바람길숲 조성 시범지역을 선

정하고, 올해 11개 도시를 대상으로 바람길숲 

조성 계획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내 바람길 관련 연구는 200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주로 주거단지

의 건축물 배치 및 밀집도에 따른 바람 유동성 

평가에 관한 연구(Park, 2006; Ryu, 2008; 

Seo, 2009; Son and Jung, 2009; Ryu and 

Ko, 2010; Lee, 2012)와 토지피복 및 지형적 

조건에 따른 찬공기 유동성 평가에 대한 연구

(Ru et al., 2008; Cha et al., 2007; Jung et 
al., 2008; Song and Park, 2010; Seo and 

Jung, 2017)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바람길이

나 찬공기 분석을 통해 도시계획적 활용 방안을 

제안한 연구(Eum et al., 2001; Kim and 

Jung, 2005; Shin, 2012; Eum and Son, 

2016)도 수행되었으나,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도시지역 내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um 

2019)이 낙남정맥 전역을 대상으로 찬공기 특

성을 분석하고 도시 바람길 조성에 찬공기를 활

용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나, 실제 

정맥에서 생성되는 찬공기의 효과를 검증하지 

못하였다. 이 외에 도시 외곽 산림의 지형 및 

토지이용에 따라 생성되는 찬공기 흐름을 분석

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관리전략을 제안한 연

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13개의 정맥 중 충청남북

도에 위치한 한남금북정맥과 금북정맥 일대를 

사례로 야간에 정맥의 고유한 지형 및 토지이용

에 따라 생성되는 찬공기의 전반적인 흐름을 분

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한남금북정맥을 지나는 도시 중 청

주시를 사례로 상세분석을 실시하여 지역적 특

성에 맞는 찬공기 관리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에서 선행되지 않았던 찬

공기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청주시 내에 위치

한 지상기상관측소의 관측자료를 통해 정맥의 

야간기온저감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

는 바람길의 핵심적 요소인 찬공기 특성을 파악

함으로써 향후 바람길 관리계획 수립시 기초자

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대상지 및 방법

1. 연구 대상지

본 연구의 대상지인 한남금북정맥과 금북정맥

은 충청남북도를 대표하는 산줄기로써, 충청남

북도를 포함하여 세종특별자치시와 경기도 일대

에 형성되어 있다(그림 1). 본 연구에서는 정맥

에서 야간에 생성되는 찬공기의 전반적인 영향

을 분석하고자 정맥을 지나는 주요 도시를 포함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한남금북정맥

과 금북정맥의 전체 길이(465.3㎞) 중 약 86%

를 포함하는 분석 범위인 가로 120㎞, 세로 80

㎞로 설정했으며, 해상도는 200m로 설정하였

다. 또한 한남금북정맥을 지나는 도시 중 규모

가 가장 큰 청주시를 상세 분석 대상지로 선정

하였다. 청주시는 충청북도 전체 인구의 약 

53%, 즉 84만여 명(Cheongju City, 2017)이 

거주하는 충청북도의 중심 도시이다. 향후 인구

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각종 산업단지시설

이 활발하게 들어서 있는 산업중심의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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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향후 열환경 및 대기환경 개선에 더욱 

유의해야할 지역으로써 야간에 정맥으로부터 생

성되는 찬공기의 효율적인 활용이 중요할 것으

로 판단되는 도시이다. 청주시의 분석범위는 도

시 전체를 포함하도록 가로 45㎞, 세로 45㎞로 

설정하고, 해상도는 90m로 하여 상세분석을 실

시하였다. 

한남금북정맥과 금북정맥을 지나는 지역은 청

주시, 천안시, 안성시 등이 있으며, 그 중 가장 

규모가 큰 도시는 청주시이다(그림 2). 따라서 

청주시에 시가화지역이 크게 형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산림 및 농업지역으로 분포하고 있다. 

정맥일대의 해발고도는 최대 760m로 오서산에

서 가장 높으며, 칠장산, 태조산, 좌구산 등이 

정맥에 포함되어 있다. 

청주시는 전형적인 분지지형으로써 좌구산을 

(a) Administrative district (b) Land use (c) Topography

FIGURE 2. Information of study area: Hannamgeumbuk-Jeongmaek and Geumbuk-Jeongmaek

FIGURE 1.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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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한남금북정맥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이다(그림 3). 4개의 구로 이루어진 청주시

는 중심에 시가화지역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를 

무심천이 남북으로 가로지르고 있다. 청주시의 

북서쪽에는 대규모 평지의 농업지역이 분포하

고, 북동쪽 및 남동쪽에는 한남금북정맥이 위치

해 크고 작은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

2. 연구방법

1) 찬공기 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정맥의 전반적인 찬공기 생성

정도와 상세 지역에서의 찬공기 분석을 모두 수

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석범위 및 해상도 설

정이 가능한 KALM(Kaltluftabflussmodell) 모

형을 활용하였다. 독일에서 개발된 KALM 모형

(Sch dler and Lohmeyer, 1994)은 바람이 거

의 없는 맑은 야간시간에 토지피복 및 지형적 

특성에 따라 생성되는 찬공기를 분석하는 모형

으로써, 복잡한 지형에서의 찬공기 특성을 분석

하는 데에 유용하다(Eum, 2019). 이에 따라 

KALM 모형은 독일의 산악지역 뿐만 아니라 한

국의 다양한 지역을 사례로 하여 분석에 활용되

었다(Eum and Son, 2016; Son and Eum, 

2017; Son et al. 2018; Eum, 2019).

KALM 모형은 유체 역학의 기본 방정식의 

단순화된 형식인 천수방정식(shallow-water 

equations)을 사용하는데, 이 방정식은 물이나 

찬공기와 같이 주변보다 더 조밀한 모든 유체의 

움직임을 설명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Eum and 

Son, 2016). 이러한 유체는 경사진 지형 위로 

흐르며, 수반 모양의 저지대에서 고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천수방정식은 흐름을 분석할 

때 표면과 공기 사이의 토지이용에 따른 마찰 

및 찬공기 생성정도, 지형 높이에서의 변화, 찬

공기 층의 두께에 의한 흐름의 변화 등을 고려

한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KALM 모형은 수치지형 

및 토지이용자료가 주요 입력자료로 활용되며, 

토지이용유형에 따른 4개의 매개변수(기온차, 

찬공기 생성률, 거칠기 길이, 영변위 높이)별 변

수값이 제공된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에서 제

공하는 수치지도를 사용했으며, 토지이용자료로

는 중분류 토지피복도의 22개 유형을 KALM 

모형에서 적용되는 7가지(Suburb, Forest, Open 

Land, City Center, Water, Traffic area, 

Industrial area) 유형으로 재분류하여 활용하

였다. 또한 토지이용유형에 따른 기온차 및 영

변위 높이값은 KALM 모형에서 제공하는 값을 

동일하게 적용했으나, 지표면 거칠기 길이와 찬

공기 생성률은 Eum(2008) 및 Eum et al. 
(2011)이 한국의 도시구조를 반영하여 재산정

한 값을 활용하였다(표 1). KALM 모형의 시뮬

레이션 시간은 야간 6시간 동안이며, 각 시간별

(60분, 120분, 180분, 240분, 300분, 360분) 

(a) Administrative district (b) Land use (c) Topography

FIGURE 3. Information of study area: Cheongju-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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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공기 흐름 및 찬공기 층 높이를 산정한다.

2) 야간 기온 저감 특성 분석

정맥의 산지에서 생성된 찬공기의 야간 냉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청주시 내에 설치되어 

있는 4개의 지상기상관측소(AWS, ASOS)의 

자료를 취득하여 실제 야간 기온 저감 정도를 

분석하였다(표 2). 그림 4는 관측소의 위치이

며, 청주 관측소는 청주시 도심, 우암산 관측소

는 우암산, 상당 관측소는 계곡지형, 청남대 관

Land cover type
Temperature difference 

[k]
Cold air production rate* 

[㎥/㎡h]
Roughness length* [m]

Zero-plane displacement height 
[m]

Suburb  4.0  0.0 0.441 2.0

Forest  8.0 30.0 1.070 5.0

Open land 10.0 15.0 0.100 0.0

City center  2.0  0.0 0.714 5.0

Water  4.0  0.0 0.001 0.0

Traffic areas, airports  6.0  0.0 0.010 1.0

Industrial areas  4.0  0.0 0.222 5.0

*Eum(2008); Eum et al.(2011)

TABLE 1. Land cover types and their parameters used in this study (Eum and Son, 2016; 

Eum, 2019)

Station name Station number Station type* Elevation(m)
Height of observation(m)

Temperature Wind speed

Uamsan 327 AWS 127.5 - -

Cheongju 131 ASOS 58.7 1.7 10.0

Sangdang 624 AWS 244 - -

Cheongnamdae 888 AWS 96.6 - -

*AWS : Automatic Weather System/ ASOS : Automated Synoptic Observing System

TABLE 2. Information of meteorological stations located in Cheongju-si

FIGURE 4. Location of meteorological stations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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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소는 대청호로 둘러싸인 골프장 부근에 위치

한 것이 특징이다.

사용한 관측자료일은 기온이 높은 여름인 

2016년 8월을 기준으로 하였다. 찬공기는 바람

이 거의 없는 맑은 야간시간에 생성되기 때문에 

분석에 활용한 자료 또한 구름이 많고 비가 온 

날 및 관측값이 없는 날을 제외하였다. 따라서 

8월 한 달(31일) 중 총 23일 동안의 시간별 평

균 기온을 산정했으며, 야간 기온 저감 정도는 

해가 지고 난 후인 밤 9시부터 해가 뜨기 전인 

이튿날 6시까지의 기온차를 비교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한남금북·금북정맥의 찬공기 특성

1) 찬공기 흐름의 풍속 및 찬공기 층의 높이

한남금북정맥과 금북정맥 일대에서 생성되는 

찬공기 흐름의 풍속과 찬공기 층의 높이를 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5는 시간에 따른 

찬공기 흐름의 풍속이다. 한남금북정맥의 서쪽

과 금북정맥의 북쪽에서 찬공기의 풍속이 뚜렷

하게 증가하고 있다. 찬공기 생성이 시작되는 

초기 60분은 정맥을 중심으로 풍속값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찬공기가 

발달하여 지역별로 풍속이 다르게 분포하고 있

다. 찬공기 생성 360분 경과 후에는 평균적으로 

약 0.45m/s의 찬공기가 흘렀으며, 최대 2.70m/s

의 풍속이 나타났다. 

시간에 따른 찬공기 층의 높이는 그림 6과 

같이 나타났으며, 점차 찬공기가 두껍게 쌓이고 

있다. 360분 경과 후에는 평균적으로 104.27m

의 찬공기가 쌓이고, 최대 255.00m의 찬공기 

층이 나타났다. 이러한 찬공기는 골짜기와 계곡

지형을 따라 높게 쌓이며, 농경지, 평지와 같은 

평평한 지형에서는 넓게 분포하고 있었다.

2) 찬공기 흐름

그림 7은 한남금북정맥과 금북정맥 일대의 

찬공기 흐름 개요이며, 찬공기의 이동방향을 뚜

렷하게 구분하기 위해 화살표로 분석결과를 보

완한 것이다. 찬공기의 주요 흐름은 크게 네 가

지로 나타났으며, 정맥에 위치한 칠장산, 태조

산, 가야산, 좌구산 등에서 찬공기 생성이 활발

하다. 각 산지 일대에서 생성된 찬공기는 인근

지역으로 흐르고 있는데, 칠장산 일대에서 생성

된 찬공기 흐름이 약 55㎞ 이상 이어져 충청남

(a) 60min (b) 120min (c) 180min

(d) 240min (e) 300min (f) 360min

FIGURE 5. Hourly variation in the velocity of the local cold air in Hannamgeumbuk-Jeongmaek 

and Geumbuk Jeongmaek during six hours after sunset from KALM model simulations



한남금북·금북정맥 일대의 찬공기 특성 분석을 통한 청주시 찬공기 관리방안 / 손정민 ·엄정희 159

도 일대까지 영향을 미침으로써 가장 원활하게 

흐르고 있다.

찬공기의 주요 흐름을 살펴보면, 칠장산 일대

에서 생성된 찬공기가 안성시의 대규모 농경지 

및 안성천을 따라 서쪽으로 강하게 발달하고 있

으며, 안성시 중심을 지나 평택시까지 흐르고 

(a) 60min (b) 120min (c) 180min

(d) 240min (e) 300min (f) 360min

FIGURE 6 Hourly variation of the altitude of the local cold air layers in the vicinity of 

Hannamgeumbuk-Jeongmaek and Geumbuk Jeongmaek during six hours after sunset from 

KALM model simulations

FIGURE 7. Outline of the local cold airflows in 

Hannamgeumbuk-Jeongmaek and Geumbuk-Jeongm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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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URE 8. Detailed local cold airflows of Hannamgeumbuk-Jeongmaek and 

Geumbuk-Jeongm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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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그림 8(a)). 평택시를 지난 찬공기는 남쪽

으로 이동하여 당진시 및 아산시로 흘러 들어갔

으며, 예산군까지 영향을 미침에 따라 한남금북

정맥과 금북정맥의 가장 중요한 찬공기 흐름으

로 판단되었다. 

가야산 일대에서 생성된 찬공기는 인근 지역

인 충남 예산군과 서산시를 중심으로 흘러들어 

가며, 농경지를 지나 점차 발달하고 있다(그림 

8(b)). 가야산 남쪽에 위치한 홍성군에서는 예

산군을 통과한 찬공기 흐름이 남쪽으로 이동하

고 있지만 점차 약해지며, 오서산 일대에서 생

성된 찬공기도 홍성군의 일부 농경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오서산 일대의 찬공기는 주

로 보령시로 흐르는 것이 관찰되었다.

태조산은 천안시에 위치한 금북정맥의 주요 

산지로써 찬공기 생성이 활발하며, 칠장산에서 

생성된 찬공기와 합류하여 천안시로 흐르는 중

요한 근원지이다(그림 8(c)). 아산시 내에 있는 

영인산은 정맥에 포함되지 않지만, 찬공기 생성 

및 발달에 기여하여 아산시의 찬공기 흐름에 주

요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인산에서 

생성된 찬공기는 아산시 중심에 위치한 농경지 

및 나지, 곡교천을 따라 흘러 당진시 및 예산군

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봉수산은 인근

에 시가지가 위치해 있지는 않지만, 예산군, 아

산시, 공주시의 중심지로 흐르는 찬공기를 생성

하고 있다. 

좌구산을 중심으로 한 한남금북정맥 일대는 

찬공기 생성이 활발하며, 청주시와 증평군 등 

주변 도시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그림 

8(d)). 특히 청주시 중심 시가지뿐만 아니라 대

부분의 농경지까지 원활하게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은 분지형태로 인해 빠져나

가지 못하고 상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주시 상세 찬공기 특성

1) 행정구역별 찬공기 흐름의 풍속 및 찬공기 

층의 높이

그림 9는 청주시의 행정구역별로 찬공기 흐름

의 풍속 및 찬공기 층의 높이를 비교한 결과이다. 

찬공기의 풍속은 평균적으로 상당구(0.51m/s)에

서 가장 높았으며, 서원구(0.48m/s), 청원구

(0.44m/s), 흥덕구(0.39m/s) 순서로 높게 나

타났다. 반면, 찬공기 층의 평균 높이는 흥덕구

(48.87m)에서 가장 높았으며, 상당구(47.34m), 

청원구(45.06m), 서원구(39.71m) 순서로 나타

났다. 따라서 상당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

적으로 찬공기 흐름의 풍속 및 층의 높이에 있

어 모두 높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당구에 한남금북정맥의 주요 

산인 좌구산이 위치해 있어 찬공기 생성이 활발

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상세 찬공기 흐름

(a) Velocity of the cold airflow (b) Altitude of the cold air layers

FIGURE 9. Average values of the velocity of cold airflow and altitude of cold air layer by 

administrative districts in Cheongju-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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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은 청주시 찬공기 흐름에 대한 개요

이며, 분석된 세 가지 주요 흐름을 확대한 결과

는 그림 11이다. 먼저, 청원구 일대(1번 지역)

에서는 한남금북정맥의 좌구산 및 구녀산에서 

생성된 찬공기가 청원구 중심으로 강하게 흘러

내려가고 있다. 찬공기가 생성되는 골짜기 하단

에 위치한 저수지(상기, 연평, 비흥저수지)는 찬

공기의 흐름을 더욱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

다. 한편, 상당구의 농경지에서는 찬공기층이 높

지만, 상대적으로 흐름이 약하게 나타났다. 

청주시 중심 지역에서는(2번 지역) 한남금북

정맥의 망산, 우암산, 것대산 등에서 생성된 찬

공기가 골짜기를 따라 중심 시가지로 흘러 들어

오고 있다. 청주시 도심을 흐른 찬공기는 무심

천과 합류하여 남쪽으로 원활하게 이동하고 있

음에 따라 청주시 대부분의 개발지에서는 흐름

이 원활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산업지역

(청주일반산업단지)에서는 흐름이 약해지고 있

었다. 

흥덕구 일대(3번 지역)는 한남금북정맥 일대

(좌구산, 망산 등)에서 생성된 찬공기의 흐름이 

청원구 및 상당구를 지나고 있다. 또한 이 흐름

은 부모산에서 생성된 흐름과 합류하여 흥덕구

의 대규모 농경지까지 원활하게 흐르고 있지만, 

분지지형으로 인해 찬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상쇄되고 있다. 한편 기존 농경지 자리에 개발

단지들이 위치해 있는데, 그 중 오송역세권 도

시개발구역은 찬공기 흐름이 좋은 곳에 위치해 

있으나 오송국가산업단지는 상대적으로 찬공기 

흐름이 약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

3) 야간 기온 저감효과

그림 12는 청주시 내에 위치한 지상기상관측

소의 8월 시간별 평균 기온을 산정한 것이다. 

밤 9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야간 기온 저감 정

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3과 같이 청남대(-3.8

1℃), 청주(-3.65℃), 상당(-3.21℃), 우암산

(-2.65℃) 관측소 순서로 기온저감정도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청호로 둘러싸인 골프장

에 위치한 청남대관측소는 찬공기 흐름이 보통

FIGURE 10. Outline of the local cold airflows in Cheongju-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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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일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하루 중 기

온이 가장 높고 찬공기 층 높이가 높아 야간 기

온 저감 정도도 가장 크게 나타났다. 청주관측

소의 경우 청주시 도심에 위치해 있어 대부분의 

시간에 기온이 높게 나타났으며, 찬공기 층 높

이는 보통이나 찬공기 흐름이 좋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야간 기온 저감이 크게 나타난 것

으로 판단된다. 상당관측소는 하루 중 가장 낮

은 기온이 나타난 곳인데, 이는 관측소의 노장 

해발고도(244m)가 가장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상당관측소가 위치한 곳은 찬공

기 층 높이가 높으나, 찬공기 흐름이 약하기 때

문에 야간 기온 저감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야간기온저감 정

도가 가장 적은 우암산관측소의 경우 산에 위치

해 있어 낮 기온이 낮고, 찬공기 흐름 및 찬공

기 층 높이 모두 낮기 때문에 기온 저감 정도가 

가장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상대적으

로 찬공기 흐름 및 찬공기 층 높이가 높은 관측

소에서 야간 기온 저감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

(a) 

(b) 

(c) 

FIGURE 11. Detailed local cold airflows of Cheongju-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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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 정맥에서 생성된 찬공기의 영향이 실제 

야간 기온 저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관리방안

1) 한남금북·금북정맥 일대 찬공기 관리방안

찬공기 특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남금북

          Observatories
Time

Uamsan Sangdang Cheongnamdae Cheongju

12:00 31.76 31.23 32.23 31.92

13:00 32.56 32.10 33.24 32.64

14:00 33.01 32.73 33.94 33.23

15:00 33.06 33.26 34.23 33.64

16:00 31.36 33.09 34.47 33.89

17:00 29.56 32.22 33.74 33.74

18:00 28.43 30.63 32.76 33.07

19:00 27.48 27.46 31.25 31.95

20:00 26.76 25.57 29.83 30.67

21:00 26.09 24.53 28.79 29.73

22:00 25.73 23.89 27.95 29.10

23:00 25.43 23.51 27.48 28.82

0:00 25.13 23.16 27.13 28.32

1:00 24.79 22.80 26.71 27.99

2:00 24.24 22.44 26.35 27.50

3:00 23.84 22.06 25.96 27.08

4:00 23.46 21.71 25.57 26.76

5:00 23.40 21.43 25.31 26.25

6:00 23.44 21.32 24.98 26.08

7:00 24.49 22.05 25.45 26.55

8:00 26.34 24.19 27.04 27.45

9:00 27.88 26.77 28.46 28.66

10:00 29.63 28.46 29.71 29.96

11:00 31.00 30.01 31.00 32.21

Degree of reduction* 2.65 3.21 3.81 3.65
*Reduction means the nighttime temperature reduction from 21:00 to 05:00.

TABLE 3. Hourly average of air temperature data in August 2016

FIGURE 12. Hourly variation of observed air temperature in August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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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맥과 금북정맥의 온도조절을 위한 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한남금북정맥과 금북정맥의 산지 

중 찬공기 생성이 활발한 주요 산림 일대를 

‘온도조절 기능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현재

의 산림 및 지형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또한 생성된 찬공기의 흐름을 더욱 원활하

게 해주는 지역으로‘온도조절 기능 확대지역’

으로 지정하여 정맥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그림 13).

우선,‘온도조절 기능 보전지역’으로는 칠장

산, 가야산, 오서산, 태조산, 봉수산, 좌구산 일

대를 지정하였다. 먼저 칠장산 일대는 한남금북

정맥과 금북정맥의 산지 중 가장 큰 찬공기 흐

름을 생성하는 지역으로써, 인근에 위치한 안성

시뿐만 아니라 평택시, 아산시까지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현재의 원활한 

찬공기 흐름을 위해서 반드시 보전이 필요한 지

역이다. 다음으로 가야산에서 생성된 찬공기는 

서산시와 예산군을 중심으로 흘러 들어가며, 오

서산 일대에서 생성된 찬공기는 보령시로 영향

을 미쳤다. 또한, 태조산 일대의 찬공기는 좌구

산에서 생성된 찬공기와 합류하여 천안시로 흐

르는 중요한 근원지이며, 봉수산은 예산군, 아산

시, 공주시로 흐르는 찬공기 생성 산지였다. 마

지막으로 좌구산 일대에서 생성된 찬공기는 청

주시, 증평군 등 주변 도시의 원활한 찬공기 흐

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산지였다. 따라서 온

도조절 기능 보전지역으로 지정한 각 산림지역

에 대해 현재의 찬공기 생성과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전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온도조절 기능 확대지역’으로는 영인산 

일대를 지정하였다. 영인산은 정맥에 포함되지 

않지만, 칠장산 일대에서 생성된 찬공기와 합류

하여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으로 더욱 원활한 

흐름을 형성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보전계획이 

요구되며, 영인산 주변 농경지 및 나지, 곡교천

에서는 추가적인 건물개발 및 조림 등도 지양하

여 현재의 흐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청주시 찬공기 관리방안

청주시의 바람길 활용을 위한 상세 찬공기 관

리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앞서‘온도조

절기능 보전지역’으로 지정한 좌구산 일대를 

우선적으로 보전함으로써, 청주시의 원활한 찬

공기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특히 

좌구산과 그 일대의 구녀산 골짜기에 위치한 저

(a) Velocity of the cold air (b) Altitude of the cold air layer

FIGURE 13. The cold air analysis results and location of observa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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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Management strategies for preserving and enhancing the local cold 

air functions in the Hannamgeumbuk-Jeongmaek and Geumbuk-Jeongmaek

FIGURE 15. Management strategies for preserving and 

enhancing the local cold air functions in the Cheongju-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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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상기, 연평, 비흥저수시)는 찬공기의 흐름

을 발달시켜 청원구의 농경지 및 나지에 효과적

으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저수지 주변의 개

발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좌구산 일

대에 위치한 우암산, 망산, 것대산 등의 계곡 및 

골짜기에서는 지형을 따라 찬공기가 도심으로 

흘러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지

형 보전도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생성된 흐름

을 남쪽으로 더욱 발달시키는 무심천에 대해 훼

손을 금지하고, 현재의 하천구역대로 보전해야 

함을 제안한다. 흥덕구 일대의 농경지 및 나지

는 현재의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모산 일

대를 보전해야 하는 반면, 오송국가산업단지 및 

청주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한 지역에서는 상대적

으로 흐름이 약하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

하다. 찬공기가 정체했을 경우 대기오염이 발생

하지 않도록 미세먼지차단숲 조성, 옥상녹화, 가

로수 조성 등 추가적인 녹지 확보 등을 통해 찬

공기 흐름을 생성 및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Conclusions

본 연구는 한남금북정맥과 금북정맥에서 야간

에 생성되는 찬공기의 특성을 알아보고, 정맥을 

지나는 도시 중 청주시를 사례로 하여 상세 찬

공기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남금북정맥과 금북정맥의 온도조절기능을 보

전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제안했으며, 청주시에

서 찬공기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였다. 

찬공기 특성 분석을 위해서는 독일에서 개발된 

KALM 모형을 이용하여 야간 6시간 동안 발생

하는 찬공기 흐름의 풍속 및 찬공기 층의 높이, 

그리고 찬공기 흐름을 파악했으며, 정맥의 온도

조절기능 효과를 확인하고자 관측자료를 활용하

여 야간기온저감정도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한남금북정맥과 금북정맥에서 생

성된 찬공기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었으며, 찬

공기 생성 360분 경과 후에는 평균적으로 약 

0.45m/s, 최대 2.70m/s의 풍속이 나타났다. 찬

공기 층의 높이는 평균적으로 104.27m가 쌓이

고 있었으며, 최대 255.00m까지 두꺼워졌다. 

한남금북정맥과 금북정맥에서는 주로 칠장산, 

태조산, 좌구산 등에서 찬공기가 뚜렷하게 생성

되었으며 생성된 찬공기는 주변 지역으로 원활

하게 이동하였다. 특히, 칠장산에서 생성된 찬공

기는 안성시의 대규모 농경지 및 안성천을 따라 

서쪽으로 강하게 이동하며, 평택시, 당진시, 아

산시까지 발달하였다. 가야산 일대에서 생성된 

찬공기는 예산군과 서산시로, 오서산 일대에서 

생성된 찬공기는 홍성군 및 보령시로, 태조산에 

생성된 찬공기는 천안시로, 봉수산은 예산군, 아

산시, 공주시로, 좌구산의 찬공기는 청주시 및 

증평군으로 인근 도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청주시의 상세 찬공기 분석 결과, 상당구에서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흐름(0.51m/s)이 나타났

으며, 찬공기 층 높이는 평균적으로 흥덕구

(48.87m)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남금북정

맥의 좌구산 및 구녀산 일대는 청원구 중심으로 

강한 흐름을 만들어 내며, 산지의 골짜기 하단

에 위치한 저수지를 따라 흐름이 더욱 확대되었

다. 한남금북정맥의 망산, 우암산, 것대산 등에

서 생성된 찬공기는 청주시 중심 시가지로 원활

하게 흘렀으나, 일부 산업지역에서는 흐름이 약

해지고 있었다. 또한 흥덕구 일대의 농경지에서

도 흐름이 원활했는데, 분지형태로 인해 흐름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상쇄되고 있었으며, 이 곳에 

위치한 오송국가산업단지는 상대적으로 흐름이 

약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

다. 다음으로, 청주시 내에 위치한 지상기상관측

소의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야간 기온 저감 정도

를 분석한 결과, 청남대관측소에서 기온 저감 

정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청남대관측소는 하

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곳으로, 찬공기 흐름은 

보통이나 찬공기 층 높이가 높아 기온저감 효과

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찬공기 흐름 및 찬공기 층 높이가 

낮은 지역에 위치한 우암산관측소에서 기온 저

감 정도가 가장 적게 나타남에 따라서 실제 야

간 기온 저감 효과에 찬공기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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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남금북정맥 

및 금북정맥과 청주시의 찬공기 관리방안을 제

안하였다. 우선, 찬공기 생성이 활발한 칠장산, 

가야산, 오서산, 태조산, 봉수산, 좌구산 일대를 

‘온도조절 기능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현재

의 산림 및 지형을 보전해야 한다. 특히 칠장산 

일대는 정맥의 산지 중 가장 큰 찬공기 흐름을 

생성하는 지역으로써, 현재의 원활한 찬공기 흐

름을 위해 반드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다. 또

한 생성된 찬공기의 흐름을 더욱 원활하게 해주

는 영인산 일대를‘온도조절 기능 확대지역’으

로 지정하여, 정맥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주시의 경우‘온도조절기능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좌구산의 영향을 강하게 받

고 있기 때문에, 좌구산 일대를 우선적으로 보

전함으로써 현재의 원활한 흐름을 유지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대부분의 청주시 도심에서는 

흐름이 원활했지만, 일부 산업단지에서는 흐름

이 약하게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단지

에서는 찬공기 정체 현상으로 인해 대기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미세먼지차단숲 조성, 

가로수 조성, 옥상녹화 등 녹지 확보를 통해 찬

공기를 생성 및 확산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한남금북정맥, 금북정맥을 대상으로 

찬공기 생성지역 및 이동통로를 파악함으로써, 

정맥의 체계적인 관리계획 및 향후 인근 도시의 

바람길 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주시는 21세기 후반 충북지역 

중 열지수, 불쾌지수, 폭염에서 가장 취약할 것으

로 예상되고 있으며(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2017, 2012), 인구증가와 함

께 산업단지시설 증가 등 도시지역에서의 개발

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향후 열환경 및 대기환경 개선에 더욱 유의해야

할 지역으로, 야간에 정맥으로부터 생성되는 찬

공기의 효율적인 활용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

는 도시이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청주

시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바람길 관리

계획, 기후변화 적응 대책, 이와 관련한 정책 및 

사업 수립 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실질적인 바람길 계획에 있어 찬공기 특

성 뿐만 아니라 주간의 바람특성을 동시에 고려

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된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

한 정맥의 녹색에어컨기능 확대 관리방안을 산

림기능구분도에 실제적으로 반영하고, 청주시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

해서는 법·제도적 측면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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