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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수목의 초미세먼지(PM2.5) 저감 효과에 대한 CFD 수치 모의: 
부산 감만동 지역을 대상으로

한상철 1)·박수진 2)·최원식 3)·김재진 4)†

CFD Simulations of the Trees’ Effects on the Reduction of Fine Particles (PM2.5):
Targeted at the Gammandong Area in Busan

Sangcheol Han 1)·Soo-Jin Park 2)·Wonsik Choi 3)·Jae-Jin Kim 4)†

Abstract: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effects of trees planted in urban areas on PM2.5 reduction using
a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model. For realistic numerical simulations, the meteorological
components (e.g., wind velocity components and air temperatures) predicted by the local data assimilation
and prediction system (LDAPS), an operational model of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were used as the initial and boundary conditions of the CFD model. The CFD model was validated
against, the PM2.5 concentrations measured by the sensor network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rees on
the PM2.5 reduction, we conducted the numerical simulations for three configurations of the buildings
and trees: i) no tree (NT), ii) trees with only drag effect (TD), and iii) trees with the drag and dry-
deposition effects (D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trees in the target area significantly reduced the
PM2.5 concentrations via the dry-deposition process. The PM2.5 concentration averaged over the domain
in DD was reduced by 5.7 μg m–3 compared to that in TD.
Key Words: PM2.5, CFD model, LDAPS, Trees’ drag, Trees’ dry deposition

요약: 본 연구는 전산유체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모델을 이용하여 도시 지역에서 수목이

PM2.5 저감에미치는영향을조사하였다. 현실적인수치모의를위해, 기상청에서현업으로운영중인국지예

보시스템(LDAPS)이예측한기상자료를 CFD 모델의초기·경계자료로사용하였다. CFD 모델성능검증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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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도시의발전과현대화의가속화로인해대기오

염이 악화되고 있으며, 대기 오염이 인간의 건강에 미

치는 영향이 주요 연구 주제가 되고 있다(Xing et al.,

2016). 여러국가의미세먼지자료를분석한연구(Ji et al.,

2018)에따르면, 미국, 서유럽과같이이미도시화와산

업화를거쳤던선진국의 PM2.5농도증가는자연적인배

경 농도 증가와 유사하지만, 도시화와 산업화가 급속

하게이루어지고있는개발도상국은심각한대기오염

으로고통받고있고, 높은수준의 PM2.5 농도에노출되

고있다. 이에따라대기오염문제에대한관심이높아

졌고, 대기오염문제해결을위한연구가활발해지고다

양해지는계기가되었다(Hwang, 2022).

PM2.5는 머리카락 직경의 1/20–1/30에 해당되는 작

은 크기의 미세먼지이다. PM2.5는 호흡기 계에 깊숙이

침투하여 폐 세포에 쉽게 흡착될 수 있어 인체에 미치

는 영향이 더욱 크다(Lim and Lee, 2014). 국제환경단체

인 그린피스가 2021년에 연간 평균 PM2.5 농도가 높은

국가를 발표하였는데,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2021년

까지 WHO 가이드라인의 3–5배까지 초과하였다(Air

Visual, 2021). 환경부의 연간 PM2.5 평균농도 자료에 따

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부산광역시 PM2.5 연평균

농도는 24.6 µg m–3으로 우리나라 대기환경기준(15 µg

m–3)보다 높은 도시이다. 초미세먼지의 발생 성분으로

기여하는 물질을 분석한 연구(Park et al., 2021)에서 2차

황산염(38%)을이어두번째로선박에서발생하는중유

연소(14%)가미세먼지기여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미세먼지유발생에대한선박배출가스기여도가최대

15%를차지한다는것을고려하였을때, 항만을포함하

고있는부산광역시는미세먼지발생에취약하다(Jeong

and Lee, 2022).

바람에의한미세먼지농도에미치는영향(Shin et al.,

2007; Chae et al., 2009; Park and Shin, 2017)이나미세먼지

농도와 기상 조건과의 관련성(Park, 2017)과 같은 기상

요소와관련된연구, 초미세먼지가인간에게미치는영

향에 관한 연구(Smith et al., 2016; Miller and Xu, 2018;

Yang et al., 2019; Han et al., 2021), 산불에 의한 미세먼지

발생 원인(An and Choi, 2021), 일산화질소에 의한 미세

먼지발생원인(Kim and Joo, 2021)과같은미세먼지발

생원인에관한연구등미세먼지에관한연구는상대적

으로활발하게진행되어왔지만, 수목을이용한 PM2.5저

감방안에관한연구는상대적으로부족한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도시지역을대상으로 PM2.5를저감시킬수

있는자연적요인중하나인수목의침적효과를고려하

여 전산유체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모

델을 이용한 수치 실험을 진행하고, 수목이 도시 지역

PM2.5 농도 저감과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CFD모델의수치모의능력은대상지역내에서 6개의

센서가측정한 PM2.5농도를이용하여우선검증하였다.

수목이 PM2.5 농도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

하여, 대상 지역 내에 수목이 식재 되지 않았다고 가정

한경우, 수목이식재되어있지만바람에대한항력효

과만 존재한다고 가정한 경우, 수목의 항력 효과와 침

적효과가모두존재한다고가정한경우에대한수치실

험을수행하였다.

2. 연구 방법

1) CFD 모델

본 연구에서 사용한 CFD 모델은 Park et al. (2020a;

2020b)이 사용한 모델과 동일하다. 이 모델은 Yakhot et

al. (1992)이 제시한 재규격화군(renormalization group,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8, No.5-3, 2022

– 852 –

구대상지내에구축된 6개의센서에서측정한 PM2.5농도를이용하였다. 본연구에서는수목이 PM2.5농도분포

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하여, 수목이식재되지않았다고가정한경우, 수목이식재되어있지만바람에

대한 항력 효과만 존재한다고 가정한 경우, 수목의 항력 효과와 침적 효과가 모두 존재한다고 가정한 경우에

대한수치실험을수행하였다. 분석대상기간동안 PM2.5 저감효과가뚜렷하게나타난세가지영역중군부대

내의 PM2.5 평균농도를비교한결과, 수목이식재되지않은경우는 12.8 µg m–3, 수목의항력효과만고려한경

우는 12.5 µg m–3이나타났고, 수목의항력효과와침적효과가모두고려한경우는 6.8 µg m–3가나타났다. 수목

에의한건성침적이 PM2.5 농도를감소시키는효과가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RNG) 이론에 근거한 k-ε 난류 종결 방법을 채용한다.

이모델은 3차원비회전, 비정수, 비압축대기흐름계를

가정한 Reynolds averaged Navier-Stokes (RANS) 방정식

계에기반한다. 이 CFD모델은엇갈림격자계(staggered

grid system)를채용하고유한체적법(finite volumemethod)

과 semi-implicit method for a pressure-linked equation

(SIMPLE) 알고리즘을사용하여수치적분을수행한다.

2) 수치 실험 설계

본연구에서는항만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이인

접한부산광역시남구감만동지역을연구대상지로선

정하였다. 감만동은 남쪽에 감만부두가, 서쪽에 부산

항이 위치하고 철근 제조 공장(Fig. 1(a))과 정유 공장

(Fig. 1(a))이 위치해 있다. 이 지역은 해안에 인접해 있

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해륙풍의 영향을 크게 받

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 지역은 부산 C 초등학교가

중심에위치하고동서와남북방향으로각각 2 km인영

역이다. 대상 지역 내에는 해발고도 122.5 m의 홍곡산

이 위치하고 부산항 8부두 부근에 군부대가 위치한다

(Fig. 1(a)). 국토지리정보원이제공하는지리정보시스템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자료를사용하여대

상지역의 3차원지표경계입력자료를구축하였다(Fig.

1(b)). CFD모델의지표경계자료를효율적으로구축하

기위하여GIS의지형과건물자료를시계방향으로 53°

회전시켰다. 파란색은해안지역을, 노란색과초록색은

지형 고도를, 짙은 녹색은 수목을, 회색은 건물을 의미

한다. 상세한수목의메타정보(위치, 종류, 높이, 잎면적

지수 등)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터넷 지도를 참고하고

수차례현장방문을진행하였다. 상세흐름모의를위한

수치도면크기는 x, y방향으로 2000 m, z방향으로 200

m이다. 격자크기는 x, y방향으로 10 m, z방향으로 5 m

이고, 격자개수는 x, y방향은 200개, z방향은 40개이다.

현실적인 기상 경계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상

청에서 현업으로 운용하는 국지예보모델(local data

assimilation and prediction system, LDAPS)의 예보 자료

를 사용하였다. LDAPS는 3시간 간격으로 전지구예보

모델로부터 경계장을 제공받아 일 4회 48시간 예측을

수행하는수치예보시스템이다. 바람과미세먼지농도

를 모의하기 위해, LDAPS의 수평 바람 성분(u, v)과 온

위(potential temperature)를 CFD모델의 초기장과 경계

장으로사용하였다.

분석 기간은 현장 측정 기간 중 미세먼지 농도가 비

교적높은 2021년 10월 1일부터 4일까지를선정하였다.

환경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10월 중에서 10월

2일과 3일의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았다(PM10 농도:

38–39 µgm–3, PM2.5농도: 25–26 µgm–3). 미세먼지배경농

도는 도시대기측정소인 대연동 AQMS자료를 사용하

였다. PM2.5 배출량자료는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

(CAPSS)로부터부산광역시남구의 2019년도로이동오

염원과비산먼지배출량자료를산출하였다. 부산시의

PM2.5 배출량과 대기질 모델 입력 배출량에서 사용된

월별, 일별, 시간 별 배출 계수(Sun et al., 2014)를 이용

수목의 초미세먼지(PM2.5) 저감 효과에 대한 CFD 수치 모의: 부산 감만동 지역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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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mage for the target area around Gammandong, Busan: (a) A satellite image of the target area around the C
school, (b) three-dimensional configuration of buildings and trees for the target area. The yellow and red circles
in (a) indicate the C elementary School and Daeyeon air quality monitoring system (AQMS), respectively.



하여, 단위 면적당 시간별 PM2.5 배출량을 산정하였다.

PM2.5배출량을산정한방법은 Park et al. (2020)에서사용

한 방법과 동일하다. 이 방법을 통해 도로에서 배출되

는도시지역의 PM2.5 영향과농도분포특성분석을수

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 지역 내에 수목이 식재 되지 않

았다고 가정한 경우(no tree, NT), 수목이 식재 되어 있

지만바람에대한항력효과만존재한다고가정한경우

(trees’ drag effect only, TD), 수목의항력효과와침적효

과가 모두 존재한다고 가정한 경우(trees’ drag and dry-

deposition effects, DD)에대한수치실험을수행하였다.

투과성장애물에속하는수목은수목을통과하는대기

흐름에 압력 손실을 가함으로써 운동량을 감소시키는

저항력으로 작용한다(Ruck and Schmitt, 1986). PM2.5의

침적속도는입자크기에의존하고, 0.02–30 cm s–1 범위

를갖는다(Peters et al., 1992; White et al., 1970; Freer-Smith

et al., 2004; Giardina et al., 2018). 본 연구에서는 PM2.5 입

자의침적속도에해당되는 3 cm s–1로사용하여수치모

의를수행하였다. 도로에서배출되는 PM2.5의영향을조

사하기위해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 (CAPSS) 자료

를이용해 PM2.5 배출량을산정하였다.

3. 결과와 토의

1) PM2.5 측정 농도를 이용한 모델 검증

PM2.5 측정 농도를 이용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CFD

모델을 검증하기 위하여 Chang and Hanna (2004)가 제

시한 6가지통계적검증측도를이용하였다. Chang and

Hanna (2004)의 통계적 검증 측도와 각 검증 측도의 목

표값과추천범위를 Table 1에제시하였다.

Fractional bias (FB)와 geometric mean bias (MG)는 계

통 오차(systematic error)를 나타내는 측도로 모델의 정

확도를판단하는기준으로사용된다. Normalized mean

square error (NMSE)와 geometric mean variance (VG)는

우연 오차(random error)를 나타내는 측도로 계산 결과

의퍼짐정도를파악하여모델정밀도를판단하는기준

으로사용된다.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R)는데

이터간선형성을의미하고, fraction of predictions within

a factor of two of measurements (FAC2)는정규화된측정

2배이내의예측비율을의미한다. C0와 Cp는각각측정

농도와모델예측농도를나타내고, σ는표준편차를의

미한다. 부산 C초등학교를중심으로 PM2.5센서를설치

하였고(Figs. 2, 3), 센서가측정한농도를검증에사용하

였다. 센서 1, 2, 3은도로변에설치되어있으며, 센서 4,

5, 6은주거밀집지역에설치하였다.

Chang and Hanna (2004)의 검증 측도를 이용해 CFD

모델의 성능을 검증하였다(Table 2). 센서가 측정한

PM2.5 농도와 비교했을 때, CFD모델은 대부분 지점에

서정밀도와정확도에대한통계적측도의권장범위를

만족시켰다. 그러나 4, 5번 지점의 MG, FB와 2, 6번의

MG, 3번지점에서 TD와DD실험의 FB권장범위는만

족시키지못했다. 수목의두효과를반영한DD실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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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PM2.5 sensors installed at the (a) roadsides
and (b) residential areas.

Fig. 2.  The locations of PM2.5 sensors in the target area.



RMSE가 TD와 NT 실험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다

(2–6%). 센서 설치 지점 주변에는 수목이 거의 식재 되

지않았기때문에(Fig. 2), 수목의건성침적효과가크지

않은것으로판단된다.

분석기간동안의 PM2.5측정농도와수치모의농도를

비교하였다(Fig. 4). 삼각형기호는측정농도를,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실선은 각각 NT, TD, DD실험 결과를

의미한다. CFD모델로분석기간동안 PM2.5 측정농도

를 비교한 결과, 모든 센서에서 측정값에 비해 과소 모

의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비교적 잘 수치 모의한 것으

로판단된다. 사거리중심에설치된 1번센서지점의경우,

도로에서 직접 배출된 PM2.5의 영향을 받아 다른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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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perfect values and recommended criteria of the statistical validation indices (Chan and Hanna, 2004)
Formula Recommended criteria Perfect value

FB (—C0 – —Cp)
0.5(—C0) + (—Cp) –0.3 < FB < 0.3 0

MG exp(——lnC0 – ——lnCp) 0.7 < MG < 1.3 1

NMSE
————(C0 – Cp)2
—————C0

—Cp,
< 1.5 0

VG —————–exp [(lnC0 – lnCp)2] < 4 1

R
———————
(C0 – —C0) (Cp – —Cp)———————σCp σC0,

> 0.8 1

FAC2 0.5 ≤ ≤ 2.0Cp

C0
> 0.5 1

Table 2.  Summary of the statistical validation indices calculated at the sensor locations
Site Statistical index NT TD DD Site Statistical index NT TD DD

1st
sensor

RMSE 5.18 5.08 5.20

4th
sensor

RMSE 7.21 7.18 7.30
NMSE 0.08 0.08 0.09 NMSE 0.16 0.16 0.16

VG 1.13 1.13 1.14 VG 1.20 1.20 1.21
R 0.85 0.86 0.86 R 0.89 0.89 0.89

FAC2 0.93 0.94 0.93 FAC2 0.89 0.92 0.90
MG 1.17 1.17 1.19 MG 1.42 1.41 1.43
FB 0.11 0.10 0.12 FB 0.31 0.30 0.31

2nd
sensor

RMSE 6.77 6.69 7.06

5th
sensor

RMSE 8.89 8.86 8.95
NMSE 0.14 0.13 0.15 NMSE 0.25 0.25 0.25

VG 1.23 1.23 1.26 VG 1.34 1.34 1.36
R 0.82 0.82 0.81 R 0.84 0.85 0.85

FAC2 0.86 0.87 0.85 FAC2 0.84 0.83 0.82
MG 1.36 1.34 1.38 MG 1.56 1.58 1.59
FB 0.22 0.21 0.23 FB 0.30 0.31 0.32

3rd
sensor

RMSE 7.13 6.79 6.98

6th
sensor

RMSE 6.02 6.00 6.18
NMSE 0.14 0.13 0.13 NMSE 0.12 0.12 0.13

VG 1.12 1.12 1.12 VG 1.18 1.18 1.20
R 0.79 0.83 0.83 R 0.86 0.88 0.88

FAC2 0.95 0.96 0.95 FAC2 0.93 0.91 0.91
MG 1.25 1.27 1.28 MG 1.29 1.31 1.33
FB 0.29 0.30 0.31 FB 0.21 0.23 0.24

Numbers in blue indicate the values satisfying the recommended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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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ntours of the surface (z=5 m) PM2.5 concentrations at (a) 06 and (b) 07 KST on October 4. The star
shape indicates the 3rd sensor position.

Fig. 5.  Wind vectors and contours of the surface (z=5 m) horizontal wind speeds at (a) 06 and (b) 07 KST on
October 4. The red star indicates the 3rd sensor location.

Fig. 4.  Time series of the PM2.5 concentrations measured and simulated at the locations of the (a) 1st, (b) 2nd, (c)
3rd, (d) 4th, (e) 5th, and (f) 6th sensors during the simulation period.



지점에비해 3가지실험에서모두평균 1–3 µg m–3 정도

로 농도가 높게 수치 모의되었다(Fig. 4(a)). NT실험은

10월 4일오전 8시에 2번센서지점에서, 10월 4일오전

7시에 3번 센서 지점에서 PM2.5 측정 농도를 과대 모의

하였다(Figs. 4(b), (c)). 주거밀집지역에위치한 4번, 5번,

6번센서지점에서는수목이거의식재되어있지않기

때문에수목의효과가나타나지않았다. 이로인해 3가

지실험이수치모의한 PM2.5 농도가연구기간동안유

사한수준을나타냈다(Figs. 4(d), (f)). CFD모델이 3번센

서지점의 PM2.5 농도를과대모의한 10월 4일오전 7시

의 대상 지역 상세 바람 분포(Fig. 5)와 PM2.5 농도 분포

(Fig. 6)를분석하였다.

10월 4일오전 6시와 7시의, 풍속분포를보면, 3번센

서 지점 주변의 풍속이 감소(2.5 → 0.5 m s–1)한 것을 확

인할수있다. 풍속이감소하면서 3번센서주변의 PM2.5

농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Fig. 6). 도로에서 배출

되는 PM2.5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CAPSS자료를 이

용해 PM2.5배출량을산정하였다. 출근시간에해당되는

오전 7시에는 자동차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도로의

PM2.5 배출량이 많았다. 즉, 10월 4일 오전 7시에는 3번

센서 주변 지역에서 낮은 풍속이 수치 모의되었고, 높

은 배출량이 산정되면서 CFD모델이 측정 PM2.5 농도

를과대모의한것으로분석된다.

2) 수목이 PM2.5 농도 분포에 미치는 영향

수목유무와수목의건성침적효과고려전·후의지

면(z = 5 m) PM2.5 농도분포특성을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2021년 10월 2

일 (토) 15시를분석하였다. 이시각에는북동풍계열바

람이대상지역으로유입되었다. 북동풍이유입되면서

PM2.5가 남서 방향으로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높은

지형앞에서는 PM2.5가부분적으로축적되는것을볼수

있다. 이와 같은 부분적인 PM2.5 축적은 홍곡산 주변

(white circles in Fig. 8)에서볼수있다. 홍곡산남쪽과북

쪽부근의 PM2.5 농도차가큰이유는홍곡산풍상측(북

동쪽) 사면에는 경계 지역의 배경 농도 PM2.5가 유입되

면서 높은 농도가 나타난 반면, 홍곡산의 풍하측(남서

쪽) 사면은 배경 흐름으로부터 차폐되는 안락처 효과

(shelter effect) 때문에낮은 PM2.5 농도가나타난것으로

분석된다. 수목이 PM2.5 농도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정

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대상 지역 내에 수목이 다

수 식재된 구역과 수목이 거의 식재 되지 않은 구역을

선정하였다(Fig. 7). 수목이거의식재되지않은교차로

구역(squares in Fig. 8)의세가지실험평균 PM2.5 농도는

18.66 µg m–3로나타났다. 반면, 교차로지역을제외한 3

곳 중 비교적 교차로 지역과 인접한 A제강 인근 도시

숲(blue circles in Fig. 8) 구역의 세 가지 실험 평균 PM2.5

농도는 10.27 µg m–3로 나타났다. 즉, 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 지역의 PM2.5 농도에 비해 자동차 통행량

이거의없는지역의 PM2.5 농도가크게감소(약 55%)하

였는데, 이는 자동차에 의한 국지적인 PM2.5 배출이 주

변 지역의 PM2.5 농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

미한다. A제강인근도시숲(blue circles in Fig. 8) 구역의

경우, NT, TD, DD실험의 PM2.5 농도는각각 13.1, 11.99

(NT실험의 91.6%), 5.7 µg m–3(NT실험의 43.5%, TD실

험의 47.5%)로 모의되었다. 군부대 숲(red circles in Fig.

8) 구역의경우, NT, TD, DD실험의 PM2.5 농도는각각

12.84, 12.54 (NT 실험의 97.7%), 6.8 µg m–3(NT 실험의

53%, TD 54.3%)로나타났다. 국지적 PM2.5 배출원과다

소거리가떨어지고중간에위치한건물에밀접한지역

(blue and red circles in Fig. 8)에서는수목의항력효과만

을고려한경우(TD)에도 PM2.5농도가감소하였다. 이는

수목이풍속을감소시키지만, 배출이없는지역이고중

간에 위치한 건물에 의한 안락처 효과로 인해서 PM2.5

농도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수목의 건성 침

적을고려(DD)하였을때에는수목잎으로의침적에의

해 PM2.5 농도가 비교적 크게 감소하였다. 홍곡산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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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zones [urban forest in A steel Mill (P1), urban
forest in the army troops (P2), Honggok Mountain
(P3), and intersection (P4)] where the average
concentrations were calculated for comparison.



의경우(white circles in Fig. 8), NT, TD, DD실험의 PM2.5

농도는각각 12.98, 12.78(NT실험의 98.5%), 8.23 µg m–3

(NT실험의 68.3%, TD실험의 69.4%)로나타났다. 홍곡

산 지역에서도 역시 건성 침적에 의한 농도 감소 효과

가 비교적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교차로 구역

의 경우(squares in Fig. 8), NT, TD, DD실험의 PM2.5 농

도는 각각 19.74, 18.31(NT 실험의 92.7%), 17.92 µg m–3

(NT실험의 90.8%, TD실험의 97.9%)로나타났다. 교차

로 지역은 수목이 많이 식재 되어 있는 A제강 인근 도

시숲, 군부대숲, 홍곡산에비해높은 PM2.5농도가나타

났다. 그러나교차로지역은수목이고려된 TD실험과

DD실험이 NT실험에 비해 PM2.5 농도가 감소하는 효

과가 나타났지만, TD실험과 DD실험의 PM2.5 농도가

거의비슷한수치로나타났다. 이는자동차통행량이많

은교차로지역에서발생하는국지적인 PM2.5배출이수

목의항력효과, 건성침적효과보다주변지역의 PM2.5

농도에미치는영향이크다는것으로분석된다.

4. 요약 및 결론

본연구에서는 CFD모델을이용하여도시지역에서

수목이 PM2.5 농도 저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미세먼지유발생에대한선박배출가스기여도가높다

라는선행연구들을기반으로국내최대규모의항만을

포함하고있는부산광역시의의감만동지역을연구대

상지역으로선정하였다. 현실적인수치모의를위해기

상청에서 현업으로 운용하는 국지예보시스템이 예측

한 기상 자료를 CFD모델의 초기·경계 자료로 사용하

였다. CFD모델검증을위해대상지역내에 PM2.5 센서

6개를 설치하여 측정한 농도를 이용하였다. CFD모델

이 수치 모의한 PM2.5 농도는 통계적 검증 지수의 추천

범위를대부분만족하였다.

수목 효과에 따른 PM2.5의 공간 분포 특성을 분석하

기위해세가지실험조건[수목이없는경우(NT), 수목

항력 효과만 고려한 경우(TD), 수목 항력 효과와 마찰

효과를 고려한 경우(DD)]에 대해 수치 실험을 진행하

였다. 부산 감만동 지역을 대상으로 PM2.5 농도를 모의

하여 수목이 다수 분포한 지역에 대해 세 가지 실험의

농도를 비교한 결과, 수목의 항력 효과와 침적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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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ntours of the PM2.5 concentrations in (a) NT, (b)
TD, and (c) DD experiments at 15KST on October
2. The circles in (b) and (c) indicate the areas where
the PM2.5 concentrations significantly decreased,
and the squares indicate the intersection with higher
PM2.5 concentrations compared to other areas.



고려한실험에서초미세먼지저감효과가가장크게나

타났다. TD실험의 PM2.5농도는NT실험에비해약 5%

가, DD실험은 TD실험에비해약 30%가저감되었다.

수목항력효과만고려한경우에는수목에의해풍속이

감소하지만, 배출원과떨어져있고건물에의해차폐되

는 지역에서는 PM2.5 농도가 감소하였다. 수목의 항력

효과와 건성 침적을 고려한 경우, 수목 잎으로의 침적

현상에의해 PM2.5 농도가비교적크게감소하였다.

본연구에서는CFD모델을이용하여수목의항력효

과와 침적 효과가 PM2.5 농도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중

점적으로 분석하였다. 향후, 도시 내에 잘 조성된 숲이

나 공원을 대상으로 정밀한 측정과 CFD수치 모의를

수행함으로써수목이 PM2.5 농도감소에미치는영향을

정량적이고체계적으로조사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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