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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    약

최근 도시의 미세먼지 및 열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써 바람길을 고려한 도시숲인 바람길숲 

조성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바람길숲 조성사업 대상 도시 중 하나

인 평택시를 사례로 바람길숲 조성 여건 분석(미세먼지 및 열환경 취약지역, 바람길숲 분포 현황, 

바람길 특성)을 수행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평택시의 바람길숲 조성방향을 제안하였다. 미세

먼지 및 열환경에 취약한 지역을 도출한 결과, 평택시의 동부생활권 내 시가지에서 미세먼지 및 

열환경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세먼지의 경우 평택화력발전소, 항만, 국도 1호선 

등 산업단지 및 도로에서 배출량이 높았다. 바람길숲 현황을 파악한 결과, 평택시 내에는 소규모의 

생성숲, 디딤·확산숲, 연결숲이 파편화되고 단절되어 분포하고 있었다. 평택시의 전반적인 바람길

의 특징은 무봉산 등에서 생성된 찬공기가 평택시 내로 강하게 유입되고 북서방향으로 흘렀다. 따

라서 평택시 내 존재하는 생성숲을 보전하고 장기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하며, 취약지역까지 찬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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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입될 수 있도록 디딤·확산숲 및 연결숲 조성이 중요하였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이 심각한 

산업단지 및 도로에는 미세먼지 차단을 고려한 연결숲을 조성하여 주변 지역으로 미세먼지가 확산

되지 않도록 식재기법을 적용해야 한다. 본 연구는 평택시의 바람길숲 조성사업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타 도시숲 조성 관리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바람길, 취약지역, 생성숲, 디딤·확산숲, 연결숲, 찬공기

ABSTRACT

Recently, as a plan to improve the particulate matter and thermal environment in the 

city, urban forests acting as wind ventilation corridor(wind ventilation forest) are 

promoted nationwide. This study analyzed the conditions for the creation of wind 

ventilation forest(vulnerable areas of the particulate matter and thermal environment, 

distribution of wind ventilation forest, characteristics of ventilation corridor) of  in 

Pyeongtae-si, one of the target cities of wind ventilation forest project. Based on the 

results, the direction of developing on the wind ventilation forest in Pyeongtaek-si was 

suggested. As a result of deriving areas vulnerable to particulate matter and thermal 

environment, it was most vulnerable in urban areas in the eastern area of 

Pyeongtaek-si. Especially, emissions were high from industrial complexes and roads 

such as the Pyeongtaek-si thermal power plant, ports, and the national road no. 1. The 

wind ventilation forest in Pyeongtaek-si was distributed with small-scale wind- 

generating forests, wind-spreading forests, and wind-connection forests fragmented and 

disconnected. The characteristic of the overall wind ventilation corridor in 

Pyeongtaek-si is that the cold air generated from Mt.Mubong, etc., strongly flowed into 

Pyeongtaek-si and flowed in the northwest direc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serve and expand the wind-generating forests in Pyeongtaek-si in the long term, 

and it was important to create wind-spreading forests and wind-connection forests so 

that cold air could flow into the vulnerable area. In addition, in industrial complexes and 

roads where particulate matter is generated, planting techniques should be applied to 

prevent the spread of particulate matte to surrounding areas by creating wind-spreading 

forests considering the particulate matter blocking. This study can be used not only as 

the basis data for wind ventilation forest project in Pyeongtaek-si, but also as the basis 

data for urban forest creation and management.

KEYWORDS : Wind Ventilation Corridor, Vulnerable Area, Wind-generating Forest, 

Wind-spreading Forest, Wind-connecting Forest, Cold Air

서  론

국내 주요 도시의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전

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Statistics Korea, 

2019), 뉴욕, 런던 등 기타 OECD 국가의 주요 

도시와 대비했을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19년 한국은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24.8

㎍/㎥로 OECD 국가 중 가장 나쁜 수준으로 나

타났다(IQAir, 2019). 미세먼지는 도시 환경뿐

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에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데, 미세먼지를 장기간 흡입했을 시 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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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폐질환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여 사망 

위험을 증가시킴에 따라 시민들의 관심이 급증

하고 있다(Yeo and Kim, 2019; Kim, 2020). 

이에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

고, 각종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그 중 산림청은 도시숲의 대기정화 및 기

후완화 기능에 주목하였고, 도시의 미세먼지 뿐

만 아니라 열환경을 개선하고자 2019년부터 전

국 시도를 대상으로‘바람길숲 조성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바람길숲 조성사업’이란 바람길을 고려한 

도시숲 조성사업으로써, 산림 등에서 생성된 차

고 신선한 공기(찬공기)를 도시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도시 외곽 산림과 도시 내 산재된 숲을 

연결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산림청에서 분류하

고 있는 바람길숲의 유형은 바람 생성숲, 연결

숲, 디딤·확산숲으로 구성되며, 생성숲은 도시 

외곽에 위치한 산림으로써 찬공기가 생성되는 

녹지를 의미한다. 연결숲은 생성숲 및 디딤·확

산숲을 연결하는 가로수, 하천변 녹지 등과 같

은 선적인 녹지공간을 말하며, 디딤·확산숲은 

도심 내 위치하는 공원 등 면적인 녹지를 의미

한다.

바람길숲에 대한 개념은 산림청에 의해 2018

년에 처음 제안된 것으로 바람길숲에 대한 연구

는 현재까지 Eum et al.(2019) 과 Jang et al. 

2019)의 연구가 전부이며, 실제 도시 바람길숲 

조성계획과 관련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하

지만 바람길을 도시계획 및 녹지계획에 적용하

기 위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수행되어져 왔다. 

독일 슈투트가르트시는 대기질과 열환경 개선을 

위해 바람길을 도입한 대표적인 도시로써 1970

년대 후반부터 대기오염 현황조사, 미세기후 연

구를 통해 바람길을 도시계획의 요소로 고려해

왔다(Park et al., 2019). 또한 중국 청두시의 

최근 심각해진 대기오염 해소를 위해 Ren et 

al.(2018)이 청두시의 잠재 바람환경 평가, 도

시 바람길 개발 원칙 및 관리 등을 제시하여 도

시개발계획과 연계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

다. 국내의 경우 2000년대부터 관련 연구가 수

행되기 시작했는데, Eum(2000)은 바람길을 녹

지계획에 적용하기 위한 원칙들을 설정하고, 경

기도 용인시를 대상으로 바람길 분석을 통해 바

람길을 고려한 용인시 기본계획을 제안하였다. 

Shin(2012)은 전남 지역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찬공기 생성지역과 바람길을 파악하여 광역도시

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의 바람길 계획 지침

을 제시하였다. Kim and Jung(2005)은 대구

광역시를 대상으로 녹지 및 열섬 현황을 파악하

고, 바람길 형성 기능평가를 통해 대구광역시의 

바람길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방안을 제시하였

다. 이 외에 도시의 토지유형 및 지형특징에 따

라 형성되는 찬공기에 초점을 맞추어 바람길을 

분석하고 도시계획, 주거계획 등에서 활용 가능

한 방안을 제안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Eum, 

2019a; Eum, 2019b; Cha et al. 2019; Son 

et al., 2019). 

바람길숲을 주제로 한 연구는 Eum et al. 

(2019)이 바람길숲의 유형별로 특징을 고찰하

고, 대구시를 대상으로 각 유형의 등급화 기준

을 적용하여 바람길숲을 분석한 사례가 있다. 

바람길 개념에 기초한 바람길숲 유형별 특성에 

따라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람길숲 사업 

대상 도시 중 하나인 대구광역시에 적용함으로

써 실제 바람길숲 조성사업을 계획하는 데에 있

어 기초 자료를 제공한 데에 의의가 있다. Jang 

et al.(2019)은 바람길의 생성원리 및 조성원칙

을 파악하고, 바람길을 적용한 도시숲의 국내외 

적용 사례를 고찰하여 바람길과 도시숲의 관계

를 정립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바람길숲 개념

을 확립하고 바람길숲의 유형에 주목하여 기초 

분석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다양한 도시여건

을 가지는 대상지를 대상으로 이러한 분석 방법

들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그 중, 분지지형인 대

구광역시를 대상으로 선행 연구가 진행되었는

데, 다른 도시 여건을 가지는 대상으로 분석 방

법을 적용해보고 이를 통한 조성방안을 도출함

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바람길숲 조성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국내 미

세먼지 저감을 위해 주로 추진되고 있는 대기오

염물질 배출원 규제대책들과 달리, 바람길숲 조

성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숲을 계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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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길을 유도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 특성에 따른 적

합한 바람길숲의 배치 및 조성방법이 요구되기 

때문에 도시의 여건 분석을 통해 바람길숲을 체

계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

한 목적으로 계획되는 바람길숲의 조성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바람길숲 사업 대상 도시 중 하

나이자 대구광역시와 달리 고도가 낮고 평탄한 

지형을 지닌 평택시를 사례로 하여 바람길숲 도

시 여건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

세먼지 및 열환경 취약지역, 바람길숲 현황, 바

람길 특성을 분석하여 평택시 여건에 적합한 바

람길숲 조성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 대상지

본 연구는 바람길숲 사업 시범도시로 선정된 

평택시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평택시는 경기

도 최남단에 위치하며 동쪽으로 안성시, 남쪽으

로 천안시, 북쪽으로는 화성시 및 오산시와 접

하고 있다(그림 1). 평택시의 서쪽은 황해와 접

하고 있어 중국으로부터 미세먼지, 황사 등 환

경오염원이 직접적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도시

화로 인해 미세먼지가 효과적으로 확산 및 배출

되지 못한다(Pyeongtaek, 2014).

평택시의 총 면적은 458.25㎢(2017년 기준)

이며 4개읍, 5개면, 14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되

어 있다. 생활권은 크게 동부생활권(송탄, 고덕, 

남평택, 팽성생활권) 및 서부생활권(청북, 안중

생활권)으로 구분되며, 동부생활권에 주거 및 

상업지역이 밀집되어 있다(그림 2). 대도시인 

평택시는 외국인을 제외하고 523,881명(2020

년 6월 기준)의 인구가 거주하며, 해마다 인구

1. Paengseong-eup

2. Anjung-eup

3. Cheongbuk-eup

4. Jinwi-myeon

5. Seotan-myeon

6. Godeok-myeon

7. Oseong-myeon

8. Hyeondeok-myeon

9. Jungang-dong

10. Seojeong-dong

11. Songtan-dong

12. Jisan-dong

13. Songbuk-dong

14. Xinjiang 1-dong

15. Xinjiang 2-dong

16. Sinpyeong-dong

17. Wonpyeong-dong

18. Tongbok-dong

19. Vision 1-dong

20. Vision 2-dong

21. Segyo-dong

22. Poseung-eup

Legend

FIGURE 1.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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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가하고 있는데 고덕 국제신도시 등 대규모 

택시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농경지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점차 시가지 등 

도시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평택시는 낮은 산지와 구릉지, 평야지역이 많

은 도시로, 표고 50m 이하가 전체면적의 약 

94%를 차지하고 있다(Pyeongtaek, 2018). 동

고서저형 지형으로 동쪽에는 무봉산, 백운산, 부

락산 등이 위치하며 서쪽에는 함봉산, 무성산 

등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평택시에는 국가하천

인 안성천, 진위천, 오산천 등이 있는데, 모든 

하천은 본류인 진위천과 안성천으로 유입되어 

평택호를 거쳐 아산만으로 유입된다. 그 중 진

위천은 평택시를 남북으로 관류하고 있어 도시환

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Pyeongtaek, 2018).

2. 바람길숲 조성 여건 분석 방법

바람길숲 조성을 위한 도시의 여건 분석은 크

게 취약지역 분석, 바람길숲 분석, 바람길 분석

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바람길숲 계획의 주요 

목표인 취약지역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및 열환

경에 취약한 지역을 파악하고자 했으며, 평택시

의 바람길숲 현황 및 전반적인 바람길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바람길숲 조성을 위한 기초 분석

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에 대

한 정보는 표 1과 같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Songtan

Godeok

Nampyeongtaek

Anzhong

Cheongbuk

Paengseong

Estern-Area

Western-Area

Mt. Mubong

Mt. Toebong

Mt. Cheondeok

Anseongcheon (Riv.)

Mt. Baegun

Mt. Burak

Mt. Hambong

Mt. Museong

Jinwicheon (Riv.)

Asan Bay
Pyeongtaek L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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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 Myeong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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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gbok (Riv.)

Seojeongri (Riv.)

(a) District(Living area) (b) Satellite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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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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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ite information of Pyeongtaeki-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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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세먼지 및 열환경 취약지역

평택시 내 국가에서 관리하는 대기오염측정소

는 총 5곳으로 보간법을 활용하더라도 평택시 

전역에 대한 미세먼지 농도 현황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공하

는 국가 대기오염물질 격자별 배출량 자료

(2018)를 활용하여 평택시 일대의 미세먼지를 

분석하였다.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는 

대기정책지원시스템(Clean air policy upport 

systen, CAPSS)을 통해 산정되며, 9개의 대기

오염물질(PM2.5, PM10, CO, NOx 등)을 대상으

로 산출된다. 본 연구에서는 점, 면, 이동오염원

에서 발생하는 PM2.5 격자별 배출량(해상도: 1

㎞×1㎞)을 각각 구한 후 합산하여 최종 배출량 

자료를 구축하였다. 

열환경에 취약한 지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상청 동네예보자료를 활용하여 폭염 일수 및 

열대야 일수를 산출하였다. 동네예보자료는 전

국을 3시간마다 읍, 면, 동 단위로 날씨 예보를 

제공하는 서비스(해상도: 5㎞×5㎞)이며 본 연

구에서는 2018년 7월부터 8월까지 측정된 자료

를 보정하여 활용했다. 보정방법은 통계적 내삽 

방법인 GPRM(Gaussian Process Regression

Model) 기법을 통해 해상도 1㎞×1㎞로 재구

축하여 상세성과 정확성을 높였다(Yang et al., 

2019).

2) 바람길숲

바람길숲 유형별(바람 생성숲, 연결숲, 디

딤·확산숲) 분포 현황을 파악하고 등급화하기 

위하여 Eum et al.(2019)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람길숲 유형별 분석 방법을 참고하되, 평택시

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 방법을 재설정하였다. 

바람길숲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면, 바람 생성숲

은 도시 외곽에 위치한 산림을 의미하며 산림의 

밀도가 클수록 찬공기의 생성이 활발하다. 연결

숲은 하천, 도로 등에 위치한 선형녹지로써 찬

공기의 이동을 더욱 원활하게 하며, 하천 및 도

로 협곡을 형성하는 지형적 구조를 통해 찬공기

를 수송하는 통로의 기능을 수행한다. 디딤·확

산숲은 도심의 면적인 녹지공간으로써 어린이공

원, 근린공원 등이 있으며 주변지역과의 기온차 

및 기압차에 의해 평지바람을 발생시켜 바람길 

생성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Eum et al., 2019). 

옥상녹화, 벽면녹화, 자투리녹화 등 소규모 녹지 

또한 주변 기온저감 역할을 함으로써(Wong et 

al., 2003) 디딤·확산숲의 종류에 포함된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바람길숲의 기초 DB를 

구축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임상도

(2015)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연속주제도 

중 도시계획 공간시설 자료(2019)를 활용하였

다. 임상도는 우리나라 국토의 대표적인 산림지

도로 임상, 수종, 영급, 관밀도 등 다양한 속성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지도로써 본 연구에서는 

Database Source Year Cell size

Vulnerable
area

National air pollutants emission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2018 1km

Digital forecasts Korean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2018 1km

Wind
Ventilation

forest

Forest type map Korea Forest Service 2015 1:25,000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9 -

Landsat 8 U.S. Geological Survey 2019 30m

Digital map
(building)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2019 1:5,000

Digital elevation model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2018 30m

Wind ventilation 
corridor

Digital elevation model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2018 30m

Land cover map Ministry of Environment 2018 30m

TABLE 1. Attribute information of analysis data used for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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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00 지도를 사용하였고, 보다 정확한 DB

를 확보하고자 실제 위성지도와 비교하여 자료

를 재가공하였다. 도시계획 공간시설은 광장, 공

원, 공공공지, 시설녹지(완충녹지, 경관녹지, 기

타시설녹지 등)로 분류되는데 현재 조성된 지역

과 계획된 시설까지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위성지도와 비교를 통해 현황에 적합한 자

료로 재가공하였다.

구체적인 바람길숲 유형별 DB 구축 방법으로 

먼저 생성숲은 임상도에서 도시 내 위치한 도시

계획 공간시설과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도

시 외곽 산림에 해당하는 부분을 추출하였다. 

디딤·확산숲은 연속주제도 중 도시계획 공간시

설의 광장, 공원, 공공공지와 같은 면적 녹지공

간을 추출하여 DB를 구축했다. 한편 연결숲은 

선형의 녹지인 가로수, 하천변 녹지 등을 의미

하는데, 이에 대한 공간 DB를 획득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공간시설 중 시설

녹지(완충녹지, 경관녹지, 기타시설녹지 등)를 

추출하여 연결숲 DB로 구축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구축한 바람길숲 DB를 각 

유형별로 등급화 하였다. 생성숲은 임상도의 밀

도 즉, 산림 교목의 수관 점유 면적에 따라 3개

의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임상도의 밀도는 밀

(교목의 수관점유 면적이 71% 이상인 임분), 

중(교목의 수관점유 면적이 51~70% 이하인 임

분), 소(교목의 수관점유 면적이 50% 이하인 

임분)로 총 3개의 등급으로 나뉘며, 이를 기준

으로 1등급에 가까울수록 바람 생성이 활발한 

생성숲으로 판단하였다. 

디딤·확산숲은 식생 활력도를 기준으로 보편

적으로 사용되는 Natural Breaks를 이용하여 2

개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상대적인 활력도를 비교

하였다. 식생 활력도 판단을 위해서는 가장 일반

적으로 사용되는 식생지수인 NDVI(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를 분석하였다. 

NDVI는 식 1과 같이 계산할 수 있으며, NIR은 

근적외선 파장대역 영상이며, RED는 가시광선 

적색파장대의 영상이다. 녹색 식물인 경우에는 

가시광선 영역의 반사율이 근적외선 영역보다 

작으므로 NDVI 값이 양수로 나타난다. 본 연구

에서는 식생 활력도가 충분히 나타나도록 봄, 

여름, 가을 중 구름양 10% 미만을 조건으로 위

성영상을 검색했으며, 그 결과 가장 선명한 영

상이 나타난 2019년 5월 16일 Landsat TM 8 

영상을 활용하여 식생지수를 산정하였다.

 


                  (1)

연결숲은 연결숲 조성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8년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람통로 네트워크 분석 

자료(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2018)를 활용하였다. 바람통로 

네트워크는 고도가 높은 산지에서 도시의 건물 

배치에 따라 찬공기가 유동되어 바람이 모이는 

곳을 나타내는 것으로, GIS 수문 모델링을 기반

으로 분석된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수치표고모델(Digital Elevation Model, DEM)

을 이용하여 바람통로 네트워크 분석의 입력자

료를 구축하였고 건축물 자료를 사용해 1km 격

자를 기준으로 건축물들의 높이 추정 및 평면적

비·입면적비·영면변위·거칠기길이를 계산하

였다. 총 8차수로 구분되는 바람통로 네트워크 

중 평택시의 공간구조에 적합하도록 주요 차수

인 3~7차수를 추출하여 연결숲 조성 활용 가능

지를 도출하였다. 

3) 찬공기 특성

평택시의 전반적인 찬공기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독일에서 개발된 찬공기 분석 모형인 

KALM(Kaltluftabflussmodell)을 활용하였다. 

KALM은 바람이 불지 않는 맑은 야간 시간의 

찬공기 흐름과 찬공기층 높이를 산정하는 모형

(Schӓdler and Lohmeyer, 1994)으로써, 일반

적인 기상모형과 달리 토지피복 및 지형적 특성

에 의해 생성되는 찬공기(nocturnal drainage 

flow) 특성을 분석하는 데에 특화되었다(Eum 

and Son, 2016; Eum, 2019c).

분석을 위한 주요 입력자료로 토지피복 및 지

형자료를 활용하였다. 토지피복자료는 환경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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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공하는 중분류 토지피복지도(2018년 제

작)를 이용했으며, KALM 모형에 적용하기 위

해 22개의 중분류 토지피복 유형을 7개의 토지

이용유형(Suburb, Forest, Open land, City 

center, Water, Traffic area, Industrial area)

으로 재분류하였다. 또한, 토지이용 유형별 매개

변수(기온차, 찬공기 생성률, 거칠기 길이, 영변

위 높이) 중 지표면 거칠기 길이 및 찬공기 생

성률은 한국 도시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Eum(2008) 및 Eum et al.(2011)에서 제공하

는 값을 이용하였다. 지형자료의 경우 국토지리

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수치지도(2018년 제작, 

축척 1:5,000)의 등고선을 추출한 후 

DEM(Digital Elevation Model)을 생성하여 입

력자료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평택시 전역 및 외곽 산림을 

포함하도록 42㎞×36㎞를 분석범위(해상도: 

150m)를 설정했으며, 야간 6시간 동안을 시뮬

레이션 후 시간별 찬공기 풍속 및 찬공기층 높

이, 주요 바람길을 도출하였다.

바람길숲 조성여건 분석 결과

1. 취약지역 분석

1) 미세먼지

평택시의 PM2.5 오염원별 배출량 분석 결과

는 그림 3과 같다. 점오염원은 아산국가산업단

지 경기원정지구 및 오성천연가스발전소에서 다

른 지역에 비해 연간 배출량이 높게 나타났다. 

[ 평택시 미세먼지 취약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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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Result of emissions by sources of particulate matter type in Pyeongtaek-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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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오염원은 아산국가산업단지, 평택현곡 일반산

업단지, 송탄생활권, 남평택생활권 일대가 포함

되었으며, 특히 남평택생활권에 밀집된 주거 및 

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오염원의 경우 

서해안 항만 일대를 포함하여 차량 통행이 많은 

국도 1호선, 평택제천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에서 연간 배출량이 높게 나타났다.

미세먼지 오염원별 배출량을 모두 종합한 결

과, 평택시 서쪽에 위치한 아산국가산업단지 및 

서해안 항만 일대에서 PM2.5 배출량이 가장 높

았고, 그 외 국도 1호선, 평택제천 고속도로, IC 

및 JC 등 차량 통행량이 많고 교통량이 집중되

는 곳에서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게 

나타났다(그림 4). 특히 송탄생활권 및 남평택

생활권은 국도 1호선이 관통하고 생활권 내에서

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것

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오염원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인근 생활권 내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까지 유입되지 않도록 미세먼지 차

단을 고려한 연결숲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되었다. 

2) 열환경

기상청 동네예보자료를 활용해 평택시의 

2018년 7~8월의 폭염 및 열대야 일수를 분석

한 결과, 폭염 및 열대야 일수 분포는 각각 15 

~34일, 17~27일로 나타났다(그림 5). 평택시 

내 폭염 및 열대야가 심각한 지역은 주거 및 상

업지와 일반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동부생활권

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

다. 폭염 일수는 송탄, 고덕, 남평택생활권에 걸

쳐 높게 분포했으며, 열대야 일수는 고덕생활권 

및 남평택생활권 일대에서 높게 나타나 생활권 

내 주거지 및 상업지역이 열환경에 취약한 것으

로 판단되었다. 

2. 바람길숲 분석

1) 바람 생성숲

평택시의 바람 생성숲 분포 현황은 그림 6a

와 같이 나타났다. 생성숲의 총 면적은 39.11㎢

로 평택시 전체 면적 대비 약 8%를 차지하였

다. 평택시 동측에 무봉산, 퇴봉산 등이 바람 생

성숲으로 분류되었으며 서측에는 오봉산, 함봉

산 등이 존재하였다. 평택시는 파편화된 산림으

로 인해 생성숲 또한 소규모의 산림들이 단절되

고 분산되어 분포하고 있었다. 

그림 6b는 임상도의 밀도를 기준으로 생성숲

을 등급화한 것이며, 등급별 면적을 산출한 결과,  

1등급 19.16㎢, 2등급 19.46㎢, 3등급 0.49㎢

로 나타났다(표 2). 송탄생활권 및 안중생활권

34

15 Songtan Living Area

days

Nampyeongtaek
Living Area

Godeok
Living Area

Estern-Area

27

17

days

Nampyeongtaek
Living Area

Godeok
Living Area

(a) Heatwave days (b) Tropical night days

FIGURE 5. Result of heat vulnerable area in Pyeongtaek-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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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생성숲이 분포하고 있으

며, 1등급 생성숲의 면적도 크다. 하지만 평택

시는 생성숲의 면적이 적고 분산되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밀도가 높은 산림이더라도 찬공기 

생성이 유리한 지역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 평

택시 내 1등급 생성숲은 동측의 무봉산, 매봉산, 

퇴봉산 일대와 서측의 함봉산, 오봉산, 무성산 

일대에 대부분 분포하고 있다.

Grade 1 (high)
Grade 2 (medium)
Grade 3 (low)

(a) Wind-generating forests (b) Classification for wind-generating forests

FIGURE 6. Result of Wind-generating forests in Pyeongtaek-si

Songtan Godeok Nampyeongtaek Paengseong Cheongbuk Anzhong Total

area
(㎢)

ratio
(%)

area
(㎢)

ratio
(%)

area
(㎢)

ratio
(%)

area
(㎢)

ratio
(%)

area
(㎢)

ratio
(%)

area
(㎢)

ratio
(%)

area
(㎢)

ratio
(%)

Grade 1 9.49 24.27 0.28 0.72 0.63 1.60 0.26 0.66 3.93 10.04 4.57 11.69 19.16 48.99

Grade 2 5.86 14.98 0.41 1.06 0.90 2.30 0.83 2.11 2.75 7.04 8.70 22.26 19.46 49.75

Grade 3 0.25 0.63 0.00 0.00 0.00 0.00 0.01 0.03 0.00 0.00 0.24 0.60 0.49 1.26

Total 15.60 39.88 0.69 1.78 1.53 3.91 1.10 2.80 6.68 17.08 13.51 34.55 39.11 100

TABLE 2. Area of wind-generating forest by living area

Mosangol Park

Deokdongsan Park

Baedari Park

Grade 1 (0.25-0.44)
Grade 2 (0.0-0.25)

FIGURE 7. Result of wind-spreading forests in Pyeongtaek-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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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딤·확산숲

평택시 내 존재하는 디딤·확산숲은 총 8.85

㎢로 평택시 전체 면적 대비 1.93%를 차지하였

다. 그림 7과 같이 남평택생활권과 고덕생활권

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남평택생활권

에서는 하늘자생 식물원, 배다리 생태공원, 덕동

산 근린공원 등 비교적 큰 규모의 디딤·확산숲

이 위치하였다. 고덕생활권에는 댕단산, 함박산, 

바람산 등 파편화된 산림이 디딤·확산숲으로 

분류되었으며 여염근린공원 등이 새로 조성되고 

있는 숲으로 파악되었다. 

디딤·확산숲을 식생활력도로 2등급화 한 결

과, 1등급 디딤·확산숲은 5.65㎢, 2등급 디

딤·확산숲은 3.20㎢로 1등급이 더 많은 면적

을 차지하고 있다(표 3). 남평택생활권에서 

2.28㎢로 가장 많은 디딤·확산숲이 분포하며, 

팽성생활권에서 0.40㎢로 가장 적게 분포하였

다. 1등급 디딤·확산숲으로 덕동산 근린공원, 

모산골 근린공원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공원

이 도출되었으며, 2등급 디딤·확산숲은 기타 

어린이 공원, 소공원 등 소규모 녹지공간이 주

로 포함되었다. 배다리 생태공원과 같은 수변공

간을 포함한 지역은 식생 활력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2등급으로 분류되었다. 

3) 연결숲

연결숲 DB 구축 결과, 그림 8과 같이 평택시

의 동측에 시설녹지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

었다. 남평택생활권과 고덕생활권 등 시가화지

역의 가로녹지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

FIGURE 8. Result of constructing wind-connecting 

forests data

Songtan Godeok Nampyeongtaek Paengseong Cheongbuk Anzhong Total

area
(㎢)

ratio
(%)

area
(㎢)

ratio
(%)

area
(㎢)

ratio
(%)

area
(㎢)

ratio
(%)

area
(㎢)

ratio
(%)

area
(㎢)

ratio
(%)

area
(㎢)

ratio
(%)

Grade1 1.79 20.23 0.97 10.96 1.13 12.77 0.33 3.73 0.42 4.75 1.01 11.41 5.65 63.84

Grade2 0.42 4.75 0.98 11.07 1.15 12.99 0.07 0.79 0.16 1.81 0.42 4.75 3.20 36.16

Total 2.21 24.97 1.95 22.03 2.28 25.76 0.40 4.52 0.58 6.55 1.43 16.16 8.85 100

TABLE 3. Area of wind-spreading forest by livi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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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으며, 평택시 서측은 포승산업단지와 안중

생활권, 청북생활권 등에 연결숲이 넓게 분산되

어 있었다. 동부생활권과 달리 서부생활권 간 

거리가 멀어 연결숲이 단절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외에 연결숲 조성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을 파악하고자 바람통로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

과는 그림 9와 같이 나타났다. 바람통로 네트워

크는 평택시의 낮은 고도 및 평탄한 지형으로 

인해 안성천, 진위천, 통복천, 서정리천 일대 등 

하천 및 국도 1호선, 철도 등 주요 도로를 따라 

형성되었다. 바람길숲과 바람통로 네트워크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바람통로에 위치한 바람길

숲도 존재하나 연결되지 않은 녹지도 다수 분포

하였다.

3. 찬공기 특성 분석

평택시의 전반적인 찬공기 특성을 파악하고자 

KALM 모형을 이용하여 야간에 생성되는 찬공

기 분석을 실시하였다. 평택시 전역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시간별 찬공기 풍속은 그림 

10과 같이 나타났다. 평택시 북쪽 산지(무봉산 

및 퇴봉산 일대) 및 외곽에 위치한 천덕산 등에

서 찬공기 생성이 활발하며, 일몰 후 초기 시간

(60분)에 가장 많은 찬공기가 발생되고 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평택시 내부로 찬공기가 강

해지며, 6시간 경과 후에는 평균적으로 약 0.2 

~0.6m/s의 찬공기가 흘렀다. 풍속이 가장 강해

지는 구간은 진위천 일대로 약 1.4~1.6m/s의 

찬공기가 형성되었다.

찬공기층 높이는 그림 11과 같이 시간이 경

Anseongcheon (Riv.)

Tongbokcheon (Riv.)

Jinwicheon (Riv.)

Seojeongricheon (Riv.)

National Road No. 1

Railroad

Wind-generating forests

Wind-spreading forests

Wind ventilation network

FIGURE 9. Result of wind ventilation network in Pyeongtaek-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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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10. Hourly variation in the velocity of nocturnal cold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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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함에 따라 점차 두껍게 쌓이고 있으며, 평택

시 내 대부분 지역에서는 찬공기층이 넓게 분포

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평택시가 

산지가 적고 경사가 대부분 완만한 지형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6시간 경과 후에는 최대 

107m의 찬공기층이 북쪽 산지 일대 계곡 지형

에서 두껍게 쌓였다. 이 곳은 진위천 상류 일대

로써 다른 지역에 비해 깊은 계곡지형이기 때문

에 많은 찬공기층이 쌓이고 있었다. 따라서 진

위천 일대는 평택시 내 찬공기 풍속 및 찬공기

Mt. Mubong

Mt. Toebong

Jinwicheon (R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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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 0.2

0.2 – 0.4

0.4 – 0.6

0.6 – 0.8

1.2 – 1.4

1.4 – 1.61.0 – 1.2

0.8 – 1.0

Value (m/s)

FIGURE 10.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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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t. Toebong

Jinwicheon (Riv.)

Anseongcheon (Riv.)

Mt. Mu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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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 10.0

10.0 – 20.0

20.0 – 30.0 60.0 – 70.0

70.0 – 80.0

90.0 – 100.0

100.0 – 110.030.0 – 40.0 50.0 – 60.0

40.0 – 50.0

Value (m)

FIGURE 11. Hourly variation in the height of nocturnal cold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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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높이가 가장 많이 발달되는 지역으로 판단되

었다. 

평택시의 찬공기 흐름 개요는 그림 12와 같

이 나타났다. 북쪽 산지(무봉산 및 퇴봉산 등) 

및 외곽 천덕산 일대에서 형성된 찬공기가 진위

천을 따라 평택시 내로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 

안성시 및 천안시 일대에서 형성된 찬공기는 평

택시 남측의 대규모 농경지와 안성천 일대를 따

라 평택시의 중심 시가지(남평택생활권)로 유입

되고 있다. 흐름의 주요 방향은 남동풍이며, 평

택시 중심을 지난 찬공기는 청북읍과 포승읍을 

통해 화성시로 빠져나가며, 평택호와 아산만 일

대를 통해 서해안으로 흘러 나가고 있다. 따라

서 아산국가산업단지 등 남서쪽 산업단지 일대

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주변 시가지로 미치

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나, 낮 시간동안

의 서해안에서 불어오는 해풍의 영향이 야간의 

찬공기의 영향 보다 강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차

단을 반드시 고려해야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평택시 바람길숲 조성 방향

바람길숲 조성 여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평

택시의 바람길숲 조성 방향을 제시하였다(그림 

13). 평택시는 소규모의 생성숲, 디딤·확산숲, 

연결숲이 분산되어 분포하고 있어 바람길숲의 

연결성이 부족하였다. 특히 바람 생성숲은 숲의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파편적으로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평택시의 찬공기 생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요 생성숲인 무봉산, 매봉산, 퇴봉산, 

함봉산, 무성산 등 산림을 보전하고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 생성숲 주변에 있는 경사 

5도 이상인 지역을 활용하여 산림을 조성함으로

써 찬공기 생성을 더욱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 

찬공기가 흐를 수 있는 최소 경사는 산림과 같은 

높은 식생이 분포하는 지역에서 최소 5°이상의 

경사가 요구되기 때문이다(Jang et al., 2019). 

평택시 도시숲 조성관리계획(Pyeongtaek, 2019)

에서 제안하고 있는 산림단절지 연결계획과 연

계하여 생성숲을 장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또한 평택시 내로 유입되는 찬공기의 

Mt. Mubong

Mt. Toebong

Mt. CheondeokMt. BurakMt. Myeongbong

Mt. Cheolbong

Mt. Maebong

Mt. Deokamsan

Mt. Baegun

Mt. Seong
Cheonan-si

Hwaseong-si

Anseong-si

Mt. Hambong

Mt. Museong

FIGURE 12. Overview of cold air flow in Pyeongtaek-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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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통로지역인 송탄생활권의 진위천 

일대와 팽성생활권의 대규모 농경지 및 안성천 

일대의 개발행위를 막고, 지속적으로 찬공기를 

유입시켜야 한다.

생성숲에서 생성된 찬공기가 취약지역까지 원

활히 유입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택시 내 체계

적인 디딤·확산숲 및 연결숲 조성이 중요하다. 

특히 평택시 내 미세먼지 및 열환경 취약지역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동부생활권에 우선적

으로 바람길숲을 조성해야 한다. 송탄생활권, 고

덕생활권, 남평택생활권에 디딤·확산숲 및 연

결숲 지역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현재 고덕

국제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고덕생활권은 택지개발 시 바람통로 네트

워크로 도출된 서정리천을 중심으로 녹지 등 개

발계획을 마련함으로써 현재의 찬공기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 주거 및 상업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남평택생활권의 경우 녹지조성을 위한 부

지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옥상녹화, 벽면녹화, 자

투리공간 녹화 등을 통해 디딤·확산숲을 조성

하고, 안성천 및 통복천 일대의 연결숲을 강화

하여 시가지로의 찬공기 흐름을 유도할 것을 제

안한다. 또한, 생활권 내 분포하는 2등급 디

딤·확산숲을 대상으로 녹음수, 수관폭이 큰 교

목 등으로 수목을 보식하고, 공원의 포장을 초

지로 변경하여 식생활력도를 높여야 한다

(Howe et al., 2017).

한편, 선형의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국도 1호

선,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 도로에서

는 미세먼지가 보도로 침입하지 않도록 식재배

치를 하며, 미세먼지 흡착 및 흡수를 위한 수종

을 배치한다. 아산국가산업단지, 서해안 항만 등 

대규모 산업단지와 같은 미세먼지 발생지역의 

경우 최대한 주거지와 멀리 위치하도록 차단숲 

Cold air

Anzhong

Cheonbuk

Paeng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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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eongtaek

Godeok

Songtan

Mt. Mubong
Jinwicheon (Riv.)

Pyeongtaek Port

Pyeongtaek Thermal Power Plant

National Road No. 1

Gyeongu Expressway

Cold air inflow area

Vulnerable area

Vulnerable dense area

Wind flow

Air pollution vulnerable areas

Heat wave vulnerable areas

Value (m)

FIGURE 13 Result of wind ventilation fores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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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의 연결숲을 조성하고, 연결숲 조성 시 식

재 밀도를 높이고 폭이 넓은 식재공간을 확보하

도록 해야 한다. 

결  론

본 연구는 평택시를 사례로 바람길숲 조성 여

건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택시의 바람길

숲 조성 방향을 제안하였다. 바람길숲 조성 여

건은 평택시 전역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및 열환

경 취약지역, 바람길숲 현황, 찬공기 특성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미세먼지 취약지역을 분석한 결과, 평

택시의 아산국가산업단지, 서해안 항만 등 산업 

및 공업단지를 포함하여 국도 1호선, 서해안고

속도로, 안성 JC 등 도로에서 PM2.5 농도가 높

게 나타났다. 열환경은 주거, 상업, 산업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동부생활권을 중심으로 취약했으

며, 특히 송탄생활권, 고덕생활권, 남평택생활권

의 시가지에서 폭염 및 열대야 일수가 높았다. 

둘째, 바람길숲 분석 결과, 평택시 내 바람 

생성숲과 디딤·확산숲의 면적은 평택시 면적 

대비 10.47%로 적었고, 소규모의 바람길숲이 

파편화되어 분포했기 때문에 평택시는 우선적으

로 생성숲의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주요 바람 생성숲은 무봉산, 매봉산, 퇴봉산, 함

봉산 등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1등급 및 2등

급 생성숲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디딤·확산숲

은 남평택생활권과 고덕생활권에 집중적으로 분

포하고 있었는데, 모산골 근린공원, 덕동산 근린

공원 등이 비교적 큰 규모로써 1등급 디딤·확

산숲으로 분류되었으며, 2등급 디딤·확산숲은 

소규모 녹지공간이 분류되었다. 연결숲 또한 동

부생활권에 시설녹지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

었으나, 서부생활권에서는 생활권 간 거리가 멀

어 연결숲이 단절되어 있었다. 이 외에 바람통

로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연결숲으로 활용 가능

한 지역을 도출한 결과, 안성천, 진위천, 국도 1

호선 등 주요 하천 및 도로 일대로 파악되었다.

셋째, 평택시의 야간 찬공기 특성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흐름의 경우 평택시의 남동쪽에

서 불어오는 찬공기가 북서쪽으로 흘러나가는 

형태를 나타냈다. 세부적으로는 송탄생활권의 무

봉산 일대에서 찬공기 생성이 가장 활발하고, 생

성된 찬공기가 진위천을 따라 강하게 유입되었

으며 남쪽 팽성생활권의 대규모 농경지 및 안성

천을 따라서도 찬공기가 강하게 흘러들어 왔다.

마지막으로 바람길숲 조성 여건 분석 결과를 

통해 평택시의 바람길숲 조성방향을 제안하였

다. 주요 바람 생성숲인 무봉산, 매봉산 등을 보

전하고 점차 확대 조성하여 생성숲의 역할을 강

화시켜야 한다. 또한, 평택시 내로 가장 강한 바

람 이동통로인 진위천 및 안성천 일대도 보전하

여 지속적인 찬공기 흐름을 유지시킨다. 평택시

의 동부생활권 내 시가지에서는 미세먼지 및 열

환경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 바

람길숲을 우선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시가지 내 

바람길숲 조성 지역을 최대한 확보하여 도시 외

곽에 위치한 바람 생성숲에서 생성된 찬공기를 

중심지까지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체계적인 디

딤·확산숲 및 연결숲 조성이 중요하였다. 미세

먼지 발생이 심각한 국도 1호선, 아산국가산업

단지 등은 인근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미세먼지

가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숲 개념으로 연결숲을 

조성해야 하였다.

본 연구는 바람길숲 조성 여건 분석을 실시함

으로써 평택시의 체계적인 바람길숲 조성을 위

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실제 바

람길숲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 데에 있어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대응 도시숲 조성관리 계획과 

같은 관련 도시숲 조성 및 관리계획, 바람길 조

성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본 연구를 바탕으로 평택시의 바람길숲 

대상지별 상세 분석을 통해 용도지역별 또는 바

람길숲 유형에 따른 상세 바람길숲 전략을 마련

함으로써 실질적인 바람길숲 설계를 위한 연구

가 필요하며, 국내 다양한 도시를 대상으로 바

람길숲의 체계적인 조성을 위해 다양한 공간 데

이터 및 기상 자료들의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고해상도 위성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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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나 현장조사와 같은 방법을 통해 바람길숲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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