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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ewly developed eight-directional collector was installed at five different locations in the coastal area after its 

functionality was verified through experiments. Based on the airborne chloride amount measured for one year, the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airborne chlorides were examined by direction. In terms of direction, a large amount of 

airborne chlorides was collected, not only in the direction facing the coast but also in the opposite direction. The 

amount measured at effective three directions was 1.5 times that measured at non-effective three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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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비래염분 포집위치(축척 1 : 3.2km)

1. 서 론

비래염분의 전달에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바람은 불규칙적이며, 다양한 방향에서 포집되는 것을 기존연구에서 확인하였다
1)2)

. 본 연구에서는 

해안지역에 있어 1년간 8방향의 비래염분 포집을 실시, 포집된 비래염분량을 토대로 방향별 비래염분의 분포특성을 분석하였다.

2. 비래염분의 포집

2.1 8방향 포집기

기존연구에서 개발된 8방향 포집기
3)
를 이용하여 포집하였으며, 이는 각 방향별 포집기의 정면으로 유입되는 비래염분에 방향성을 부여하기 

위해 포집기 후면에서 유입되는 역풍을 차단하는 원리로 되어 있다.

2.2 비래염분의 포집위치

그림 1는 비래염분을 포집한 위치를 나타내었으며, 표 1은 포집

기가 설치된 지리적 조건에 맞춰 유효 3방향과 비유효 3방향을 구

분한 것이다. 유효 방향의 선정은 해안선에서 포집기까지 이격거리

가 최소가 되는 3방향을 선택한 것이다.

3. 분 석

그림 2는 각 지점에서 1년간 방향별로 포집된 비래염분을 나타

낸 것이다. 해안을 바라보는 방향인 유효방향뿐만 아니라 비유효방

향에서도 비래염분이 골고루 포집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은 5

개 지점에 있어 8방향에서 포집된 비래염분을 전체 8방향 평균, 유

효 3방향 평균, 비유효 3방향 평균으로 분류하여 나타낸 그래프이

다. 5개 지점 모두 유효방향이 비유효방향에 비해 비래염분이 많이 포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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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oint A (B) Point B

그림 2. 방향별 비래염분 분포(1월～12월 평균 예)

그림 3. 전체 8방향 평균, 유효 3방향 평균, 비유효 3방향 평균 비래염분량

비교(1월～12월 평균)

4. 결 론

8방향 포집방식을 적용한 결과 해안을 바라보는 방향뿐만 아니라 타방향에서도 다량의 비래염분이 포집되고 있다. 이는 해안지역 구조물의 

내염설계시 방향성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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