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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구 온난화는 지구 표면의 평균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으로 현재 1880년에

비해 약 0.8℃정도의 기온이 상승했다(그림 1.1)1). 지구 온난화의 원인은 아직

까지 명확하게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온실가스를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꼽고

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지구 기온의 증가와 함께 지속적인 빙하, 해빙

의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극한 기후와 폭염의 증가, 가뭄과 폭우, 해양

산성화와 다양한 종의 멸종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1.1) 1951년~1980년 기온평균과 비교한

1880년~2011년까지의 육지-해양의 온도변화 그래프

지구 평균기온의 계속적인 상승현상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기상관측이 시작

된 이래 100년동안 평균기온이 약 1.5℃ 상승하였고(그림1.2), 이는 지구의 평

균 상승 온도의 약 2배에 달한다.

1) 《America's Climate Choices》(2012), Washington, D.C.: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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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

(그림 1.2) 1970~2009 연평균 평균 기온의 변화

일반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의해 평균기온이 상승하지만 도시화가 진행되지

않은 교외지역보다 도시지역의 기온 상승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2). 전문

가들의 예측에 의하면, 앞으로 지구온난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도시 지역의 기온 상승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3).

IPCC 보고서에 의하면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가 달성되더라도 지속적으

로 지구의 기온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도시의 혹

서 발생 빈도 증가 및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4). 향후 고온 발생이

더욱 잦아지고 심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시의 기온상승현상에 대한 대

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미기후는 도시, 교외 또는 한 건물이 위치한 곳의 국지적인 기

후 특성을 말하며, 지형, 수륙분포, 지표면 상태 등과 같은 자연적 요인과 건

물, 도로와 건물 외피 포장상태, 조경 등의 인공적 요인에 의해 다양하게 형

성된다. 일반적으로 대도시는 다양한 이유로 교외지역에 비해 더 높은 기온

미기후가 나타나는데, 이를 도시열섬현상이라고 한다(그림1.3).

2) 윤진일, (2002), 우리 나라의 기온상승-도시효과인가 지구온난화인가, 한국농림기상학회

지, 4(1), 58-63

3) 이관호, (2008), 건물 및 재생에너지에 관한 미래의 기후변화 예측.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28(1), 57-64

4) 이경미, 백희정, 박수희, 강현석, 조천호(2012), 고해상도 지역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

한 한국의 미래 기온극값 변화 전망, 대한지리학회지, 47(2), 208-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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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Vivek Bhardwaj : http://www.downtoearth.org.in/coverage/city-trapped-in-a-solar-oven-45291

(그림 1.3) 도시열섬현상 개념도

이러한 도시열섬현상을 조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녹지 및 수공간 조성, 바람

길 조성, 수공간 조성, 지붕과 도로면의 반사율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녹지

나 수공간 조성은 식재 그늘 조성 및 식재의 증발 잠열량 증대로 인해 열섬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옥상녹화 조성이나 반사율이 높은 쿨루프(Cool

roof) 페인트를 이용하여 옥상면의 반사율을 조절을 통해 표면온도를 낮을 수

있다. 하지만 도시를 구성하는 많은 건물군 중 일부 건물에 옥상녹화나 cool

roof를 적용하는 것으로는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에 따라 기후변화에 따른 승온 현상과 도시의 열섬현상 완화를 위해서는 개

별 건물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또는 도시 차원에서 접근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의 미기후 조절 전략으로 단지를 구성하는 표면

재질 특성의 변화에 따른 도시열섬저감 효과를 분석하고, 단지유형에 따른

도시열섬현상 저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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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단지 유형별 도시열섬현상 저감 방안제시를 위해 문헌고찰

을 통해 도시열섬현상의 발생원인과 저감 방안, 최근 연구 동향을 파악하였

다. 또한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 ; Automatic

Weather System)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서울시와 경기지역의 기온비교를 통

해 서울시의 열섬강도를 분석하였다.

두 번째로 도시표면 마감재(12종)에 따른 태양열 반사율 및 표면온도 측정

을 통해 마감종류에 따른 계절별 온도 변화 및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단지 유형에 따른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뮬레이션 분석을 위해 서울시의 자동기상관측지점 주변의 단지유형을 분

류하고, 대표지점을 선정하였으며, 측정한 반사율 및 표면온도변화를 바탕으

로 다섯가지 변수를 설정하여 도시열섬저감 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하였다. 적용요소로는 ① 지붕반사율, ②지붕+벽체반사율, ③도로 포장면

변화(아스팔트→콘크리트), ④옥상녹화 조성, ⑤건축물주변 식재 조성이다.

이와 같은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하여 단지유형별 도시열섬현상 저감 방안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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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흐름도는 다음의 <표 1.1>과 같다.

서 론

Ÿ 연구의 배경 및 목적

Ÿ 연구의 범위 및 방법

<표 1.1> 연구 흐름도

도시열섬현상 고찰

Ÿ 도시열섬현상의 정의 및 원인

Ÿ 도시열섬 저감 방안

Ÿ 도시열섬 관련 최근 연구 동향

Ÿ 서울시 도시열섬강도 현황 분석

도시표면 마감재에 따른 태양열 반사율 및 표면온도 측정

Ÿ 마감 종류별 반사율 측정

Ÿ 마감 종류에 따른 표면온도 변화 측정

단지 유형에 따른 도시열섬저감 시뮬레이션 분석

Ÿ 단지 유형 분류 및 분석 지역 설정

Ÿ 시뮬레이션 결과분석

1) 지붕반사율 변화에 의한 온도차

2) 지붕+벽체 반사율 변화에 의한 온도차

3) 도로 포장면 변화에 의한 온도차

4) 옥상녹화 조성에 의한 온도차

5) 건축물 주변 식재 조성에 의한 온도차

단지유형별 열섬효과 저감 방안

Ÿ 중저층주거지역-광진

Ÿ 고층주거지역-송파

Ÿ 상업지역-서초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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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명수정(2010))

(그림 2.1)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일반적인 온도 분포

제 2 장 도시열섬현상 고찰

2.1 도시열섬현상의 정의 및 원인

2.1.1 도시열섬현상의 정의

도시열섬현상은 도시지역이 주변 교외지역에 비해 높은 온도를 보이는 현

상을 의미하며, 1820년 영국의 Luke Howard가 런던의 높은 이상 기온을 설

명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제시된 개념이다5). 열섬현상에 의해 도시 전체가 마

치 비닐하우스처럼 주변과 공기가 섞이지 않고 따뜻하게 보존되는 온실효과

가 일어나게 되고, 도시화가 지표와 대기의 상태를 변화시켜 생기는 의도하

지 않은 기후변화의 예라고 할 수 있다6).

도시와 그 주변지역의 온도분포는 (그림 2.1)에서 보는 것과 같이 빌딩이

밀집된 도시 중앙부는 온도가 높고, 녹지가 많은 도시 외곽으로 갈수록 온도

가 떨어지는 현상을 보인다.

5) 홍제우, 홍진규, 이성은, 이재원(2013), 자동기상관측소의 국지기후대에 근거한 서울 도

시 열섬의 공간 분포,「대기」, 23(4), 413-424

6) 명수정(2010), 도시의 열섬현상 : 도시열섬현상의 일반적인 특징과 원인, 도시문제, 45(5

0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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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홈페이지, http://data.si.re.kr)

(그림 2.2) 서울의 여름철 평균기온 변화

우리나라에서도 도시 열섬현상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서

울은 면적에 비해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 열섬현상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림 2.2)은 서울지역의 열섬 발생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외

곽보다는 도심지역이 온도가 더 높게 나타났고, 특히 2005년보다 2012년이

더 높은 온도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출처 : 기상청홈페이지, www.kma.go.kr)

(그림 2.3) 서울시 평균기온 경년변화도

현재까지는 도시열섬현상을 정의하기 위한 상대적인 온도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는 상태이다7). Rosenzweig8)은 도시와 외곽지역의 온도차이가 3℃정

7) 권용석(2015), 환경도시 대구를 위한 도시열섬현상 저감 방안, 대구경북연구원 연구보

고서, p.11

8) Rosenzweig, C.(2007) Environmental monitoring, evaluation, protectionprogram. 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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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고 주장했으며, Akbari9)은 2.5~4.5℃ 수준에 있음을 조사하였다. 또한

Sykopp10)는 최대 6K(켈빈) 정도로, 도시열섬이 발생하는 도시 내부에서도 최

대 3K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서울의 경우 도심의 열섬지역과 교외지역과의 평균기온의 차를 조사한 연

구에서 최대 6℃, 최소 2℃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하였으며(기상연구

소, 1987), 상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 농업지역, 녹지 순으로 도시용도지역에

따라 기온 분포의 차이가 나타났다11).

2.1.2 도시열섬현상의 원인

도시의 기온상승과 열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1) 토양피복의 변화12)

도시 표면은 주로 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불투수 포장과 콘크리트 건물로

되어있다. 도시를 구성하는 많은 인공구조물은 자연적인 재료보다 태양열을

더 많이 흡수하고 보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인공구조물은 공기에 비

해 천배이상의 열을 지닐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한번 흡수된 열

은 잘 방출되지 않아 도시의 기온을 높게 유지하여 도시 전체가 열저장 창고

가 되게 된다. 도시 대부분의 빌딩은 물을 흡수하지 못하는 불투수층으로 수

분을 저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도상승에 대한 완충작용을 할 수 없게 되며,

도시의 짙은 표면색은 태양열을 보다 잘 흡수하여 높은 온도를 유지하게 된

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열섬현상 뿐만 아니라 풍향·풍속을 변화시키는 원인으

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도시 미기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뿐

만 아니라 배수처리시설의 과부하 및 물의 저장능력 상실로 인해 저지대 및

지하시설의 침수, 산사태 등 급경사지의 붕괴를 초래하기도 한다.

9) Akbari(2008), “Global cooling: increasing solar reflectance of urban areas to offset C

O2”Climatic Change.

10) Skuopp(1993), Stadtoekologie. Ulm:Gustav FISCHER

11) 오규식, 홍재주(2005), 도시공간 구성요소와 도시열섬현상의 관련성 연구, 한국도시설

계학회지, 6(1), 47-63

12) 명수정(2010),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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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연구원)

(그림 2.4) 30년간 토지이용 변화모습

2) 녹지의 감소

도시화는 기존의 산림 또는 녹지였던 곳의 개발을 통해 이루어진다. 나무는

더울 때 증산작용을 통해 일정온도를 유지하도록 돕지만, 도시화가 일어나면

산림이 파괴되고 토양층도 사라지게 된다. 또한 주거지나 도로변의 가로수의

경우는 그늘을 만들어 자연적인 냉방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러나 가속화

된 도시화로 인해 이러한 녹지 및 산림의 면적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온도완

충 기능의 상실뿐 아니라 도시 열섬현상 또한 가속화 되게 되었다.

(그림 2.4)은 1980년과 2010년의 서울시의 토지이용 변화모습을 보여준다.

시가지는 1980년 240.35㎢로서 전체면적의 39.71%에서 2010년에는 349.65㎢로

전체면적의 57.77%로 증가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농경지 및 산림면적은 각각

1980년의 115.96㎢, 147.21㎢에서 2010년에는 22.09㎢, 144.75㎢로 감소하였다.

현재는 전체면적 605.21㎢ 중에서 경작지면적이 27.80 ㎢로 4.59 %를 차지하

고 있으며, 임야면적은 145.62 ㎢로 24.06 %인 반면에, 대지면적은 216.54㎢

35.78%을 차지하고 있고 기타면적은 215.25㎢로서 35.57%이다.13)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을 보더라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고

있는 기준면적은 9㎡이지만 서울은 4.35㎡으로 다른 국가들의 주요 도시와

비교해서도 면적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표 2.1>.

13) 서울연구원, http://www.s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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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기준 1인당 도시숲 면적(㎡/1인)

영국, 런던 27

미국, 뉴욕 23

프랑스, 파리 13

대한민국, 서울 4.35

<표 2.1> 세계 도시숲 면적 비교

(출처 : 산림청)

3) 인공열의 공급

도심에는 에너지사용량이 높은 고층빌딩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다. 이러한

고층빌딩들은 많은 사람들의 이용으로 인한 전기 및 냉난방과 같은 에너지

사용량이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이동으로 교통량까지도

많아 도심지로 인공열을 공급하게 된다. 또한 도심지는 활발한 산업 활동에

의해 자동차·공장 배출가스, 난방·에어컨 등에 사용되는 에너지 소모량이 교

외지역과 비교해 크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냉방장치의 사용으로

악순환은 반복되게 되고, 조밀한 건축물 및 높은 고층빌딩들은 바람의 유입

을 차단하고 공기를 정체시켜 온도를 더욱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4) 지형 특성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의 지형 및 지리적 위치도 도시열섬에 영향을

미친다. 도시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인지 혹은 해안가에 위치하였는지

에 따라 도시열섬현상의 형성조건이 달라진다14). 바람이 통하지 않는 분지지

형은 평지에 비해 도시열섬현상이 더욱 빈번히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인 분지 지형인 대구광역시는 전국에서 폭염 및 도

시열섬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 도시로, 최근의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

30년간(1981-2010년)의 폭염위험도15)를 분석한 결과 대구광역시 모든 구·군

이 전국 상위 10위 위험지자체에 해당된다16).

14) 명수정, 전게서, 12-16

15) 폭염사망자 수를 종속변수로, 독거노인수, 폭염일수, 농립어업 종사자 수, 열대야일수

를 독립변수로 삼아 계수를 구하고 이를 기초로 사망위험도를 추정한 값

16) 권용석(2015), 전게서,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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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폭염발생현황 폭염위험도

<표 2.2> 대구광역시 열악한 열환경에 관한 통계자료

(출처:권용석(2015))

2.2 도시열섬 저감 방안

본 장에서는 기존 논문 고찰을 통해 제시된 도시열섬현상 저감 방안을 고

찰하였다.

2.2.1 옥상녹화

옥상녹화는 강우와 열섬완화뿐만 아니라, 대기와 소음의 저감, 야생동물 서

식처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도시화로 인해 파편화된 녹지와 생태적 단절

로 위협 받고있는 생태계를 회복하고 생물다양성 감소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기법으로 고려되고 있어17), 다양한 연구들이 계속될 뿐 아니라 건물 설계 시

옥상녹화를 적용하는 사례들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응직18)은 옥상녹화와 비옥상녹화 부분의 표면 온도 분포를 비교하였으

며, 옥상녹화가 미기후 개선과 열섬현상 완화요소로 효용성이 있는지 고찰하

였다. 그 결과 옥상녹화 부분의 평균온도가 비 옥상녹화의 평균온도보다

4℃~7℃정도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여 온도저감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에

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 변병설, 이병준(2002).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녹지확보방안. 수시연구보고서, 1-156

18) 이응직, 김준희(2012). 옥상녹화와 비 옥상녹화 표면의 온도변화 상관관계 고찰. 한국

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32(6), 13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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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원주(2008)19)는 도시 내 녹화공간의 활용측면에서의 옥상녹화를 실

제적으로 시공하고 모니터링함으로써 그 효과 및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는 연

구를 진행하였다. 사례연구를 통해 살펴본 결과 옥상녹화시스템을 적용한 세

대가 12~15%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외기온

도가 35℃이상 상승할 경우 에너지 소비가 17% 절감됨을 확인하였다.

2.2.2 도시 반사율 조정

쿨루프(Cool Roof)는 일반 지붕에 비해 높은 태양 반사율과 열방사율을 가

진 지붕시스템으로 유입되는 에너지의 많은 부분을 반사하고. 지붕에 흡수된

열을 빠르게 방사하여 주간의 강한 일사에도 다른 지붕에 지표 표면이 낮은

온도로 유지된다20). 이로써 실내에 발생 발생부하도 감소하게 되며, 도시열섬

완화, 건물 에너지 사용량 저감,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의 효과를 나타나게

된다. 김경아21)는 이러한 쿨루프를 건물모형실험에 적용하여 도시열섬완화

효과와 실내온도 측정 건물에너지 저감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김호민22)은

실내 축소모형 실험을 통해 쿨루프가 적용하였을 시의 온도저감 효과를 분석

하였으며, 류형택23)은 초고층 건물에서 원격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하여 지붕

색상에 따른 표면온도를 조사함으로써 쿨루프의 성능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백색으로 칠한 모형지붕의 표면온도는 다른 지붕에 비해 최대 20℃만큼

낮게 측정되어 실내로 유입되어 열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객관적인 근거

를 도출하였다.

2.2.3 녹지조성

나무는 시원을 그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땅속의 지하수 흡수하여 나뭇잎

의 증산작용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주변 공기를 시원하게 할 수 있다. 즉, 나

19) 김원주, 조용모, 남미아, 신상희. (2008). 에너지 절감을 위한 옥상녹화의 활성화 방안

과 모니터링.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2008(47), 1-125.

20) 김경아(2016), 쿨루프의 도시열섬 완화 및 건물에너지 저감 효과 분석, 창원대학교 환

경공학과 석사학위 논문

21) 김경아(2016), 상게서

22) 김호민(2015), 도시열섬저감을 위한 PCM과 Cool Roof 성능실험, 중앙대학교 건축공학

과 석사학위 논문

23) 류형택(2013), 초고층 건물에서 촬영된 열화상을 활용한 쿨루프 성능평가,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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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는 증산작용을 통하여 도시의 기온을 낮춘다. 한 그루의 나무는 하루동안

40갤런의 물을 증산할 수 있으며, 이것은 100와트 램프 100개가 하루 여덟시

간동안 발하는 열을 상쇄할 수 있다24).

차재규는 대구시의 도시섬현상 완화를 위해 도시 내 그린네트워크를 구축

하여 얻을 수 있는 온도저감효과를 분석하고, 도시열섬현상이 빈번하게 발생

하는 지역구에 그린네트워크를 조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윤희천25)는 대구시에서 도시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시행된 나무심기

운동을 통해 변화된 도시의 피복형태를 파악하고, 온도추출을 통해 도심의

온도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식생지역 증가에 따라 도시지역의 온도가

지역에 따라 0.4~0.8℃가량 낮아짐을 확인하였다.

2.3 도시열섬 관련 최근 연구 동향

지난 수십년동안 도시 지역과 그 주변 지역사이의 기상요소(기온, 풍습, 습

도, 강수 등)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수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26). 가

장 뚜렷한 도시의 기상 변화는 기온의 상승이며, 온도상승을 저감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도시열섬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크게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가능하다.

1)도시의 온도를 저감시키는 방안을 제시한 연구

차재규27)는 녹지 네트워크 및 바람길을 구축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송진

희28)은 옥상녹화에 의한 열섬현상 저감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윤희천29)은

녹지 증가에 따른 온도변화 분석을 통해 식생지역 증가에 따라 지역의 온도

24) 김수봉, 김기호, 조진희(2001), 도시열섬현상의 원인과 대책, 환경과학논집, 6, 63-89.

25) 윤희천, 김민규, 정갑용(2013), 도시열섬 완화를 위한 녹지증가에 따른 온도변화 분석,

한국측량학회지, 31(2), 143-150.

26) 이종범, 김재철, 장윤정(2012). 관측과 기상모델을 이용한 춘천지역의 도시열섬현상 연

구, 한국대기환경학회지, 28(2), 119-130.

27) 차재규, 정응호, 류지원, 김대욱(2007),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녹지네트워크 및 바

람길 구축, 한국지리정보학회지, 10(1), 102-112.

28) 송진희, 임재한, 강소라, 송승영(2013), 도심지 옥상녹화에 의한 열섬현상 저감 효과 분

석, 한국태양에너지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87-90

29) 윤희천, 김민규, 정갑용(2013),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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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0.4~0.8℃가량이 낮아짐을 확인하였다. 김경아30)는 건물모형 실험을 실시

하여 쿨루프 적용시의 도시열섬완화 효과와 건물에너지 저감 효과를 분석하

였다. 그 결과 지붕의 반사율과 방사율에 의해 지붕을 유입되는 에너지양, 축

적되는 에너지양, 방출되는 에너지양 그리고 표면온도까지도 차이가 나타났

다. 반사율·방사율이 높은 쿨루프는 다른 지붕에 비해 태양에너지의 유입 및

지붕에 축적되는 에너지량이 적어 주변 대기로 에너지를 빨리 방출하게 되

고, 그 결과 지붕 표면온도를 낮게 유지되어 도시열섬효과 및 건물에너지 저

감에도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온도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열섬강도를 분석한 연구

이종범31)은 춘천시의 기상관측을 통해 열섬강도의 분포 특징을 밝히고, 수

치모델을 이용하여 도시열섬현상 모사 결과를 실제 관측자료와 비교·평가하

였다. 김유진32)은 서울시에 위치한 기상관측소의 최근 10년동안의 기온자료

를 이용하여 도시 내 열섬의 공간분포를 파악하였고, 서울과 주변 3개 지역

과의 기온자료를 이용하여 시간별 열섬강도를 산출하였다.

3)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도시열섬을 분석한 연구

Wang33)은 캐나다, 토론토 지역의 도시 열섬효과 저감 전략 제시를 위해

도시유형별 도시의 형태와 밀도, 쿨포장, 쿨루프, 녹지 등을 변화시켜 온도저

감 효과를 비교하였고, O’Malley34)는 완화전략으로 녹지구성, 수공간구성, 반

사율 조정을 선정하여 지역별 온도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Stewart35)는 도

30) 김경아(2016), 전게서

31) 이종범, 김재철, 장윤정(2012), 상게서

32) 김유진(2012), 서울 도시 열섬의 공간분포 및 열섬강도 특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3) Wang, Y., Akbari, H(2016). Analysis of urban heat island phenomenon and

mitigation solutions evaluation for Montreal. Sustainable Cities and Society.

34) O’Malley, C., Piroozfar, P., Farr, E. R., Pomponi, F. (2015). Urban Heat Island

(UHI) mitigating strategies: A case-based comparative analysis. Sustainable Cities

and Society, 19, 222-235.

35) Alobaydi, D., Bakarman, M. A., & Obeidat, B. (2016). The Impact of Urban Form

Configuration on the Urban Heat Island: The Case Study of Baghdad, Iraq.

Procedia Engineering, 145, 8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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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열섬현상 분석을 위해 건축물의 높이 및 밀도별, 표면재료별로 도시의 유

형을 분류하고, 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도시유형을 도시에 적용하는 가이드라

인을 제시하였다.

구분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
요
선
행
연
구

저감

방안

제시

김수봉

외

(2004)
36)

도시 내

피복상태의

변화와 도시의

온도 및

대기질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도시내 바람길

도입과

조성방안 제안

대구의

위성영상

자료를 통해

도시의 바람과

관련된

토지피복분류,

지표온도추출,

경사도를

작성하여

바람길 분석

- 도시외부 및 내부의

신선한 공기를

도시내에서

순환시키기위한

바람길을 조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시를

동서방향으로 연결하는

‘ㅕ’자형 바람길을

구축하는 것을 제안

차재규

(2007)

지표면의

상태를 반영한

바람길 분석을

통해

녹지네트워크

구축 제안

- 토지피복과의

상관관계규명

- 바람길

시뮬레이션

분석

- 도시열섬현황과

토지피복분류를 바탕으로

녹지네트워크 연계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광역녹지네트워크와 세부

녹지네트워크 제안

방선규

(2016)
37)

도시열섬현상

및 건물에너지

절감을 위해

건물옥상에

상변화물질을

적용하여

온도절감효과

및 열성능 분석

- 축소모형

실험체 및

실험

-열섬현상 저감 및

건물에너지소비 절감을

위해 옥상구조체에

상변화물질을 삽입하여

표면 반사율과

상변화물질 종류에 따른

온도 저감효과 구조체에

미치는 열성능 측정

박기용

(2011)
38)

수공간 조성을

통한 도시의

열섬현상 저감

효과 분석

- 시뮬레이션

(ENVI-met)

분석

-대전시 내의 아파트

단지에 가상의 도시

인프라기술(수공간조성)

이 적용되었을 때

수공간조성이 열섬현상

제어에 미치는 효과 분석

<표 2.3> 선행연구 개요(1)

36) 김수봉, 정응호, 김용범(2004),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대구시 바람길 도입 및 조성

방안에 관한 연구, 환경과학논문집, 9(1), 143-156

37) 방선규(2016), 도시열섬효과 저감을 위한 PCM의 열성능 축소모형 실험, 중앙대학교

38) 박기용, 이선우, 심용주, 황희연(2011), 수공간 조성을 통한 도시의 열섬현상 저감효과

분석,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11(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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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

요

선

행

연

구

열섬

강도

분석

이종범

(2011)
39)

기상관측

자료를 통해

시·공간적인

열섬강도의

분포특징을

밝히기 위함

-기상데이터를

활용한 통계분석

- WRF수치

모델을

이용하여

실제관측자료

와 비교·평가

- 춘천지역을 대상으로

기상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시열섬현상 분석

- 도시열섬강도 분석

- WRF 모형을

이용하여 도시열섬

모사 및 평가

김유진

(2012)

- 서울 도시

내의

열섬공간

분포 파악

- 서울시의

열섬강도

산출

- 기상데이터

분석

- 최근 10년간

기상데이터를 통해

도시열섬공간의 분포

파악

- 서울과 주변 3개

지역과의 기온자료를

활용하여 시간별

열섬강도 산출

안지숙

(2006)
40)

- 대구시를

대상으로

계절별,

시간대별

열섬강도변

화의 특성

파악

- 기온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시열섬강도

의 시간변화

특성 분석

- 대구 시내의

중심부와 교외의

관측지점에서 얻어진

기온자료를 활용하여

도시열섬강도 산출

- 기상조건과 계절에

따른 시간변화 조사

윤용한

(2008)
41)

- 토지이용형

태가

계절별로

열섬현상에

미치는 영향

규명

- 정점관측과

이동관측을

통해 기온과

습도 측정

- 토지이용형태별

기온과 습도 분포,

풍향과의 관련성

등을 회기 분석을

통해 분석

<표 2.4> 선행연구 개요(2)

39) 이종범(2011), 전게서, p.119-130

40) 안지숙, 김해동(2006), 대구지역의 기상조건에 따른 도시열섬강도의 계절별 변화특성,

한국환경과학회지, 15(6), 527-532

41) 윤용한(2008), 토지이용행태에 따른 계절별 열섬현상의 강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지, 43(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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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

요

선

행

연

구

시뮬

레이션

활용한

열섬

분석

Wang

(2015)

- 캐나다, 토론토

지역의

도시열섬효과

저감 전략 제시

- 시뮬레이션

분석

- 도시의 유형별로

도시의 형태, 밀도,

쿨포장, 쿨루프,

녹지조성 등을

변화시켜 온도저감

효과 비교 분석

O’Malley

(2015)

- 도시열섬을

완화시키고,

도시를

회복시키는

전략 제시

- 시뮬레이션

분석

- 도시열섬

완화전략으로

녹지구성, 수공간구성,

반사율 조정을

선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적용 전후의 지역별

온도변화를 분석

Alobaydi

(2016)

- 고온건조지역의

도시열섬완화

전략 제시

- 시뮬레이션

분석

- 도시의 유형을

compact, attached,

detached 3가지로

나누어

도시열섬특성을

파악함

<표 2.5> 선행연구 개요(3)

2.4 서울시 도시열섬강도 현황분석

우리나라의 도시열섬현상 현황 파악을 위하여 서울시의 도시열섬강도 현황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상청의 자동기상관측장비(AWS, Automatic Weather System)에서 측정

한 기상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자동기상관측장비는 우리나라는 전국 시·군·구

에 500여 개의 위치에서 기상을 관측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기상 관측 요소

는 기온, 강수량 및 강수유무, 풍향, 풍속 등이다.

분석지역으로 선정한 서울지역은 국내의 대표적인 대도시로 열섬현상이 자

주 발생할 뿐만 아니라, 기상 관측소가 가장 조밀하게 위치하고 있어 도시

열섬 현상을 연구하기에 적합한 위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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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분석지역 및 기간

분석지역으로 선정한 서울시는 고층의 주거지역, 저층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다양한 건물의 유형이 밀집해 있는 대도시로, 많은 개발로 인해 도시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주변 경기지역의 도시화로 인해 도시

열섬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의 열섬강도를 분석하기 위해 서울시 및 수도권지역의 AWS 데이터

또한 함께 분석하였다. 분석지역은 <표 2.6>과 같이 서울지역의 28개소, 수도

권(경기지역) 51개소의 관측지점이며, 2012~2015년[3개년] 중 하절기(6~8월),

동절기(12~2월)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그림 2.5) 서울특별시 내의 기상 관측소의 위치

서울

(28)

강남 노원 성북 중구 북악산 영등포 강서

서초 동대문 용산 구로 성동 현충원 마포

강동 중랑 은평 강북 양천 서대문 한강

송파 기상청 금천 남현 도봉 광진 관악

경기

(51)

관악(레) 전곡항 대부도 성남 이동 광릉 중면

용문산 안산 운평 청운 고양 청산 평택

선단동 광주 안성 대신 남양주 백학 신서

내촌면 양동 가평 이동 청평 풍도 양주

고잔 여주 의정부 백암 도리도 화성 하면

신북 용인 신둔 능곡 도라산 시흥 일동

하개정 오산 장호원 과천 포천 적성 금촌

구리 창수

<표 2.6> 서울지역 및 경기지역의 AWS 관측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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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위치 주소 　용도

1 강남 서울특별시강남구봉은사로63길22서울삼릉초등학교 제2종일반주거지역

2 강동 서울특별시강동구고덕로183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제2종일반주거지역

3 강북 서울특별시강북구도봉로89길13강북구청 준주거지역

4 강서 서울특별시강서구우장산로10길112한국폴리텍1대학 제1종일반주거지역

5 관악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로1서울대학교대기환경관측소 자연녹지지역

6 광진 서울특별시광진구자양2동 제2종일반주거지역

7 구로 서울특별시구로구부일로893온수초등학교 제2종일반주거지역

8 금천 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대로104길31독산초등학교 제2종일반주거지역

9 기상청 서울특별시동작구여의대방로16길61기상청 제2종일반주거지역

10 남현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대부분 자연녹지지역

11 노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제2종+3종일반주거지역

12 도봉 서울특별시도봉구시루봉로173신방학초등학교 제1종일반주거지역

13 동대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서울시립대로163서울시립대학교 제2종일반주거지역

14 마포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제1종일반주거지역

15 북악산 서울특별시종로구북악산로267 자연녹지지역

16 서대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연세로50연세대학교 제2종일반주거지역

17 서초 서울특별시서초구우면로96서울교육대학교 제2종일반주거지역

18 성동 서울특별시성동구서울숲길18성수중학교 제2종일반주거지역

19 성북 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로77국민대학교과학관 제1종일반주거지역

20 송파 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픽로240롯데월드 일반상업지역

21 양천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동로298목동주차장 자연녹지지역

22 영등포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회대로53길20서울영동초등학교 준주거지역

23 용산 서울특별시용산구이촌로255신용산초등학교 제2종일반주거지역

24 은평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대부분 자연녹지지역

25 중구 서울특별시중구소파로83남산케이블카 제1종일반주거지역

26 중랑 서울특별시중랑구면목로57길32면동초등학교 제2종일반주거지역

27 한강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동로280여의도세모유람선 자연녹지지역

28 현충원 서울특별시동작구현충로210국립서울현충원 자연녹지지역

<표 2.7> AWS 관측지점과 위치정보

2.4.2 대표일 및 분석 시간대 선정

분석을 위해 하절기, 동절기 데이터 중 운량이 3미만이며, 월평균 기온과의

온도차가 가장 적은 날을 월의 대표일로 선정하고(표2.8~표2.9), 대표일별 06

시, 12시, 18시, 24시에 높은 온도를 나타내는 지역의 빈도수를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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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지역 : 서울시 28개소

· 분석기간 : 2012년~2015년(3개년), 6월~8월(여름), 12월~2월(겨울)

· 대표일 선정 : 운량 3미만, 월평균과 기온과의 온도차가 가장 적은 날

· 시간대 선정 : 일자별 6시, 12시, 18시, 24시

하절기

기간 월평균 기온

운량3미만

날짜 기온
월평균 기온과의

온도차

2012년 06월 24.1 06월 03일 23.3 -0.8

2012년 07월 25.4 07월 25일 25.8 0.4

2012년 08월 27.1 08월 02일 26.7 -0.4

2013년 06월 24.4 06월 05일 24.8 0.4

2013년 07월 25.5 07월 26일 26.5 1.0

2013년 08월 27.7 08월 20일 27.4 -0.3

2014년 06월 23.1 06월 06일 24.4 1.3

2014년 07월 26.1 07월 07일 27.1 1.0

2014년 08월 25.2 08월 28일 25.1 -0.1

<표 2.8> 하절기 월별 대표일 선정

동절기

기간
월평균

기온

운량3미만

날짜 기온
월평균 기온과의

온도차

2012년 12월 -4.1 12월 20일 -3.4 0.7

2013년 01월 -0.9 01월 14일 -2.1 -1.2

2013년 02월 -1.2 02월 15일 -1.2 0

2013년 12월 -0.2 12월 10일 0.3 0.5

2014년 01월 -0.7 01월 17일 -0.1 0.6

2014년 02월 1.9 02월 22일 2.2 0.3

2014년 12월 -2.9 12월 25일 -2.6 0.3

2015년 01월 -0.9 01월 11일 -0.4 0.5

2015년 02월 1.0 02월 06일 0.4 -0.6

<표 2.9> 동절기 월별 대표일 선정

2.4.3 분석결과

하절기, 동절기의 대표일의 시간대별 높은 온도 대를 나타내는 상위 5개 지

점의 빈도수를 살펴본 결과(표2.10), 06시에는 ‘영등포’, 12시에는 ‘서초’, 18시

에는 ‘송파’, 24시에는 ‘강남’이 주변지역에 비해 높은 온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열섬현상은 서울의 중앙부와 남쪽부에서 자주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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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수 순위 06시 12시 18시 24시

1 영등포 서초 송파 강남

2 서초 양천 광진 광진

3 송파 기상청(동작) 강남 송파

4 양천 서대문 중랑 서초

5 성동 강동 성동 중랑

<표 2.10> 시간대별 상위 온도를 나타내는 관측지점

시간 6시 12시

지역 영등포 서초구

경기지역 평균기온과의

온도차(℃)
4.0 1.3

위치

시간 18시 24시

지역 송파구 강남구

경기지역 평균기온과의

온도차(℃)
1.9 4.1

위치

<표 2.11> 시간대별 상위온도 관측지점 및 경기지역 평균온도와의 차이

이때 시간대별 서울시와 경기도와의 평균 온도 차이를 살펴보면(표 2.11),

06시 ‘영등포’의 온도가 경기지역 평균온도보다 약 4℃ 가량 높은 온도를 나

타냈으며, 12시에는 ‘서초’ 약 1.3℃, 18시에는 송파가 1.9℃, 24시에는 ‘강남’이

4.1℃ 높은 온도를 나타내 주간 시간대보다는 야간과 심야 시간대에 경기지

역과의 온도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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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도시표면 마감재에 따른 태양열 반사율

및 표면온도 측정

3.1 실험개요

도시 마감에 따른 미기후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건물 외피 재료 및 도로

포장재료에 대한 환경성능 실험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도시의 마감형태는 건물, 도로, 녹지 외(기타)로 구분하여 측정을 실시하였

으며, 표피 마감 형태에 따른 도시열섬저감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재료별 특

성을 조사하고, 반사율 및 표면온도변화를 실측하였다. 실험은

2015.08~2016.05까지 실외에서 약 9개월간 진행하였으며, 표면온도, 일사량을

측정하였다<표3.1>.

실험은 이후 실시되는 시뮬레이션의 변수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고, 시뮬

레이션을 통해 선정된 변수에 따른 영향을 실험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측정기간 2015.08.27.~2016.05.12.(약 9개월)

측정항목 태양열반사율, 표면온도, 일사량

표면변수

건물
콘크리트/녹색방수/ 쿨페인트/파란강판/

오렌지강판/EPDM/적색강판/회색강판

도로 아스팔트/보도블럭

녹지 외 (기타) 흙+잔디/흙

<표 3.1> 측정개요

도시를 구성하는 표면 변수에 관해 조사한 결과 지붕의 마감형태는 방수층

시공을 위해 녹색 우레탄 방수코팅과 콘크리트(회색 몰탈방수) 2종류가 대표

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일부 건물의 경우 금속마감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

외에 옥상공간을 활용하여 휴식처 제공을 위해 우드데크를 시공한 사례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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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EPDM42) 고무판을 활용하여 방수마감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최근에

는 옥상의 녹색 우레탄방수 및 회색몰탈방수를 흰색 페인트 또는 쿨페인트를

칠함으로써 여름철의 건물 온도를 낮추고 냉방에너지의 사용을 줄이는 사례

도 있어 쿨페인트 또한 변수로 추가하였다.

도로의 경우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마감을 한 경우가 대표적이며, 보도의

경우 보도블럭을 사용하여 마감하였다. 건물과 도로면 이외에도 녹지 및 흙

의 반사율 및 표면온도 변화를 측정하여 녹지 조성시의 온도저감 효과를 살

펴보고자 변수를 선정하였다.

(그림 3.1) 표면 변수 샘플

42) EPDM-에틸렌프로필렌고무(Ethylene Propylene rubber)란 에틸렌, 프로필렌, 다이엔

모노머로 이루어진 합성 고무의 노출용 방수재로 혼성 중합시켜 얻은 비결정성(非結晶

性) 고분자물질이다. 화학적으로 안정하며, 내열성과 내한성이 좋다. 유연성으로 작업이

탁월하며, 방수판, 방수용 Gasket, 방호 Fence용, 목욕탕의 호스, 건재용 스폰지 등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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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측정 장비

실험을 위한 측정 장비는 <표 3.2>와 같다. 휴대용 데이터로깅 일사계를

이용하여 측정일동안의 일사량을 측정하였으며, 알베도미터를 통해서 각 변

수별 태양열반사율(albedo)을 측정하였다. 또한 T-type 열전대를 샘플 표면에

부착하여 데이터로거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휴대용 데이터로깅 일사계 알베도미터

KIMO/LSL200
Abedometer / Hukseflux

(Second Class)

T-type 열전대 데이터로거

- midi LOGGER GL800/Graphtec

<표 3.2> 측정장비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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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마감재 종류별 반사율

건물

분류

콘크리트

녹색

우레탄방수 쿨페인트 파랑강판 오렌지강판

반사율 0.31 0.26 0.57 0.21 0.26

분류

적색강판 회색강판 EPDM

반사율 0.21 0.30 0.08

도로
분류

아스팔트 보도블럭

반사율 0.10 0.20

녹지

외

(기타)

분류

흙+잔디 흙

반사율 0.29 0.20

<표 3.3> 외피 종류별 반사율

지붕의 마감형태로 흔히 사용되는 녹색 우레탄 방수코팅과 콘크리트(회색

몰탈방수)는 건물의 2개소 이상을 선정하여 실측하였다. 녹색우레탄 방수코팅

의 반사율은 0.26, 0.27이며 콘크리트(회색 몰탈 방수)는 0.31, 0.27로 녹색 우

레탄 방수 코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쿨페인트의 경우 이보다 더 높은 0.57

을 나타냈으며, EPDM은 가장 낮은 0.08를 나타냈다. 금속재인 강판의 경우

색상에 따라 반사율에 차이가 발생했으며, 적색강판과 파랑강판은 0.21, 오렌

지강판 0.26, 회색강판 0.30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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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2015.08.24.~2015.08.30 주간 온도 그래프

도로의 경우 아스팔트재료의 경우 0.10으로 매우 낮았으며, 보도블럭의 경

우 마감 형태 및 색상에 따라 0.11~0.21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보도블럭의

경우 색상이 밝더라도 마감 표면의 거칠기가 거칠어 반사율이 지붕 마감재료

에 비해서 낮게 측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녹지를 대표하는 잔디의 겨울철 반사율을 0.29로 다른 마감재료에 비해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계절적인 요인을 반영한 것으로 여름철 반사

율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4 마감재 종류에 따른 표면 온도 변화

표면 온도변화는 계절별, 1주일간의 데이터를 살펴보고, 그중 일사량이 고

르게 분포하는 하루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계절은 6-8월을 여름, 3-5월과

9-11월을 중간기(봄/가을), 12-2월을 겨울로 구분하였다.

여름 중간기(봄/가을) 겨울

6-8월 3-5월/9-11월 12-2월

<표 3.4> 월별 계절구분

1)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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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류 강판류 건물 외

콘크

리트

녹색

방수

쿨

페인트

회색

강판

적색

강판

오렌지

강판

파랑

강판

아스

팔트
EPDM

보도

블럭
흙

흙

+잔디

외기

온도

2016.08.24 43.7 52.5 36.5 72.0 49.0 60.0 51.1 68.3 53.8 36.5 51.8 44.3 27.9

외기온과의

온도차
15.8 24.6 8.6 44.1 21.1 32.1 23.2 40.4 25.9 8.6 23.9 16.4 -

2016.08.25 33.3 36.9 30.4 60.8 36.6 51.5 39.2 57.5 46.4 32.9 38.0 34.8 25.8

외기온과의

온도차
7.5 11.1 4.6 35.0 10.8 25.7 13.4 31.7 20.6 7.1 12.2 9.0 -

2016.08.26 32.3 39.7 24.7 60.7 37.0 50.3 41.1 57.6 46.9 31.4 38.8 27.9 24.3

외기온과의

온도차
8.0 15.4 0.4 36.4 12.7 26.0 16.8 33.3 22.6 7.1 14.5 3.6 -

2016.08.27 41.1 50.3 33.7 69.0 47.2 58.2 49.7 66.1 53.1 33.8 49.4 36.6 25.2

외기온과의

온도차
15.9 25.1 8.5 43.8 22.0 33.0 24.5 40.9 27.9 8.6 24.2 11.4 -

2016.08.28 43.0 52.2 35.8 72.1 49.6 61.3 51.4 68.9 55.5 35.4 51.6 43.2 28.3

외기온과의

온도차
14.7 23.9 7.5 43.8 21.3 33.0 23.1 40.6 27.2 7.1 23.3 14.9 -

2016.08.29 42.5 51.3 36.0 66.5 44.6 57.3 49.7 64.6 51.4 34.6 49.3 43.0 28.2

외기온과의

온도차
14.3 23.1 7.8 38.3 16.4 29.1 21.5 36.4 23.2 6.4 21.1 14.8 -

2016.08.30 41.5 50.2 35.1 66.6 42.5 56.8 48.2 65.8 52.0 33.3 48.0 43.9 26.8

외기온과의

온도차
14.7 23.4 8.3 39.8 15.7 30.0 21.4 39.0 25.2 6.5 21.2 17.1 -

평균 39.6 47.6 33.2 66.8 43.8 56.5 47.2 64.1 51.3 34.0 46.7 39.1 26.6

순위 9 5 12 1 8 3 6 2 4 11 7 10 　

<표 3.5> 표면 변수의 최고 온도 및 외기온과의 차이(여름)

여름철은 2015년 08월 24일부터 29일의 1주일간 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이

때의 평균 최고 외기온은 26.6℃였다. 봄과 마찬가지로 12종의 변수 중 회색

강판의 최고온도 1주일 평균 66.8℃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으며, 이때 외기온

과의 평균 약 40.2℃가량의 차이를 나타냈다. 회색강판의 경우 약 70℃내외까

지 온도가 상승하였으며, 중간기(봄,가을)와 겨울에는 7순위로 나타나는 아스

팔트가 여름철에는 2순위로 비교적 온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오렌

지강판(56.5℃), EPDM(51.3℃), 녹색방수(47.6℃), 파랑강판(47.2℃), 흙(46.

7℃), 적색강판(43.8℃), 콘크리트(39.6℃), 흙+잔디(39.1℃), 보도블럭(34.0℃),

쿨페인트(33.2℃)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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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 구분

콘크리트류 강판류 건물외

콘크

리트

녹색

방수

쿨

페인

트

회색

강판

적색

강판

오렌지

강판

파랑

강판

아스

팔트

EP

DM

보도

블럭
흙

흙

+잔디

외기

온도

00-24

Max 44.8 53.9 36.9 71.3 48 60.1 52.8 69 55.6 36.8 52.7 42.7 29.9

Mean 25.4 28.3 22.6 33 26.5 27.5 28.8 29.7 26.6 24.7 27.6 24.6 23.2

Min 12.2 12.3 11.9 11.3 13.3 6.5 14.1 7 7.8 16.3 12.3 14.2 16.9

00-06

Max 17.9 18.4 17.5 17.4 19.8 15.2 20.1 14.9 17.1 20.6 17.9 18.1 20.7

Mean 15 15.3 14.8 15.2 17.2 11.8 17.2 11.8 13.6 18.7 15.3 16.1 19.3

Min 12.2 12.3 11.9 11.3 13.3 6.5 14.1 7 7.8 16.3 12.3 14.2 17.5

06-12

Max 39 46.6 32.4 71 44.9 59.1 47.8 68.1 53.2 36.5 48.4 41.3 26.2

Mean 23.3 25.5 20.4 43.2 27.2 34.6 28.4 38.3 31.8 26.5 27.7 25.1 22.3

Min 12.2 12.3 11.9 12.4 13.7 8 14.1 8.3 10 16.9 12.3 14.3 16.9

12-18

Max 44.8 53.9 36.9 71.3 48 60.1 52.8 69 55.6 36.8 52.7 42.7 29.9

Mean 40 47.7 33.6 53.1 39.1 45.9 44.6 51.1 41.8 30.9 45.4 35.6 28.2

Min 30.6 34.3 27.2 25.5 26.9 22 30.7 22.2 23.1 26.4 30 25 26

18-24

Max 30.7 34.6 27.1 25.4 27 22.3 31.8 22.4 24.1 26.3 30.4 25.2 26.8

Mean 23.2 24.7 21.8 20.6 22.5 17.7 24.8 17.6 19.2 22.7 22 21.4 23.1

Min 18.3 18.9 17.9 17.6 19.3 14.3 20.5 14.2 15.7 20.1 17.6 18.6 18.3

<표 3.6> 2015.08.24 시간대별 최고, 중간, 최저온도

(그림 3.3) 2015.08.24 일간 온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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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2016.04.09.~2016.04.16. 주간 온도 그래프

하루동안의 변수별 표면온도 및 외기온의 특징을 살펴보면 여름철의 외기

온은 야간시간에는 변수들에 비해 높고, 주간시간대에는 변수들에 비해 낮게

유지된다. 일사량이 가장 많은 12시 30분~3시경 녹색방수와 쿨페인트, 콘크리

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변수들이 가장 높은 온도를 나타냈으며, 녹색방수와

쿨페인트, 콘크리트의 경우 14시~14시 30분 사이에 최고온도를 나타냈다.

회색강판의 경우 최고온도를 나타내는 주간시간대에 외기온과의 온도차이

가 45.3℃로 나타났으며, 야간시간에 나타나는 최저온도와의 차이는 60.0℃로

나타냈다.

주간시간대에 높은 온도대를 나타내는 강판류의 경우, 일사량이 적어지는

16시 이후 시간대에는 가장 급격히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하여 다음날 일출시

점까지 타 변수들에 비해 더 낮은 온도를 나타낸다. 이날의 경우 오렌지강판

은 6.5℃까지 표면온도가 떨어졌으며, 최고온도와의 차는 53.6℃로 나타났다.

3) 중간기(봄/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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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류 강판류 건물 외

콘크

리트

녹색

방수

쿨

페인트

회색

강판

적색

강판

오렌지

강판

파랑

강판

아스

팔트
EPDM

보도

블럭
흙

흙

+잔디

외기

온도

2016.04.09 34.9 39.1 30.6 61.7 54.4 49.8 55.7 42.3 50.3 40.7 42.0 28.9 21.6

외기온과의

온도차
13.3 17.5 9.0 40.1 32.8 28.2 34.1 20.7 28.7 19.1 20.4 7.3 -

2016.04.10 36.7 42.9 31.3 64.8 57.8 53.4 59.6 45.8 53.1 44.2 45.7 29.4 19.6

외기온과의

온도차
17.1 23.3 11.7 45.2 38.2 33.8 40.0 26.2 33.5 24.6 26.1 9.8 -

2016.04.11 33.0 36.9 28.5 63.0 57.4 52.9 58.8 41.4 52.1 40.1 44.5 29.3 24.6

외기온과의

온도차
8.4 12.3 3.9 38.4 32.8 28.3 34.2 16.8 27.5 15.5 19.9 4.7 -

2016.04.12 32.0 38.0 30.1 64.3 57.8 53.7 59.9 42.5 52.8 39.4 40.4 27.9 22.5

외기온과의

온도차
9.5 15.5 7.6 41.8 35.3 31.2 37.4 20.0 30.3 16.9 17.9 5.4 -

2016.04.13 32.5 37.2 28.4 59.8 61.0 49.1 55.3 41.1 49.8 38.8 42.4 26.4 18.4

외기온과의

온도차
14.1 18.8 10.0 41.4 42.6 30.7 36.9 22.7 31.4 20.4 24.0 8.0 -

2016.04.14 39.8 45.4 34.6 69.0 60.4 56.2 62.2 48.6 56.2 47.4 51.1 33.1 24.0

외기온과의

온도차
15.8 21.4 10.6 45.0 36.4 32.2 38.2 24.6 32.2 23.4 27.1 9.1 -

2016.04.15 37.0 44.4 33.0 66.9 60.5 55.7 62.5 48.8 56.9 44.8 41.3 26.8 20.1

외기온과의

온도차
16.9 24.3 12.9 46.8 40.4 35.6 42.4 28.7 36.8 24.7 21.2 6.7 -

평균 35.1 40.6 30.9 64.2 58.5 53.0 59.1 44.4 53.0 42.2 43.9 28.8 21.5

순위 10 9 11 1 3 5 2 6 4 8 7 12 -

<표 3.7> 표면 변수의 최고 온도 및 외기온과의 차이(중간기)

중간기는 봄철인 2016년 04월 09일부터 16일의 1주일간의 데이터를 분석하

였으며, 이때의 평균 최고 외기온은 21.5℃였다. 12종의 변수 중 회색강판의

최고온도 1주일간 평균 64.2℃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으며, 이때 외기온과는

평균 약 42.7℃의 차이를 나타냈다. 회색강판의 경우 흐린날의 4월 9일을 제

외하면 60℃가까이 온도가 상승하였으며, 다음은 파란강판(55.1℃), 적색강판

(54.7℃), 오렌지강판(49.5℃)이 순으로 높은 온도를 나타냈다. 강판류의 경우

높은 열전도율로 인해 표면의 온도가 일출 이후 급격하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은 반사율이 낮은 EPDM(49.4℃)과 흙(41.3℃), 아스팔트(40.8)과 보도

블럭(38.9℃), 녹색방수(37.2℃)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사율이 비교적 높은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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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 구분

콘크리트류 강판류 건물 외

콘크

리트

녹색

방수

쿨

페인

트

회색

강판

적색

강판

오렌지

강판

파랑

강판

아스

팔트

EP

DM

보도

블럭
흙

흙

+잔디

외기

온도

00-24

Max 34.9 39.1 30.6 61.7 54.4 49.8 55.7 42.3 50.3 40.7 42.0 28.9 21.6

Mean 18.5 20.2 17.3 22.4 20.2 19.0 20.5 21.2 19.4 18.9 18.1 16.8 14.0

Min 9.2 10.0 9.5 2.4 2.5 2.3 2.6 11.3 2.4 6.9 4.5 9.9 8.1

00-06

Max 12.9 13.4 13.0 11.8 11.6 11.6 11.7 13.7 11.7 12.0 11.3 13.1 13.0

Mean 12.3 12.7 12.4 11.3 11.1 11.1 11.2 13.1 11.2 11.7 11.0 12.6 12.5

Min 11.7 12.1 11.7 10.9 10.7 10.7 10.8 12.4 10.7 11.3 10.8 12.1 12.1

06-12

Max 30.1 32.9 26.2 60.7 54.0 48.7 54.3 38.4 49.2 36.5 39.2 27.6 19.1

Mean 17.7 18.5 16.6 32.3 28.9 26.7 29.1 21.6 27.0 19.4 21.0 17.7 14.7

Min 11.7 12.0 11.7 11.0 10.8 10.8 10.9 12.4 10.8 11.3 10.7 12.1 12.3

12-18

Max 34.9 39.1 30.6 61.7 54.4 49.8 55.7 42.3 50.3 40.7 42.0 28.9 21.6

Mean 30.0 34.0 26.6 38.8 34.5 32.2 35.3 34.3 33.1 33.0 32.0 23.8 17.9

Min 21.7 24.5 20.1 15.8 12.7 12.4 13.3 22.2 12.9 20.2 16.3 17.0 14.3

18-24

Max 21.7 24.4 19.9 15.6 12.7 12.4 13.1 22.9 12.9 20.1 16.2 17.0 14.2

Mean 14.1 15.6 13.7 7.3 6.2 6.1 6.4 15.7 6.3 11.4 8.2 12.9 10.7

Min 9.2 10.0 9.5 2.4 2.5 2.3 2.6 11.3 2.4 6.9 4.5 9.9 8.1

<표 3.8> 2016.04.10시간대별 최고, 중간, 최저온도

크리트(32.7℃)와 쿨페인트(28.8℃), 흙+잔디(27.8℃)순으로 나타났다. 어떤 변

수를 선정하였는지에 따라 최고기온의 차이가 32.2℃까지 크게 나타났으며,

열전도율 및 반사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5) 2016.04.10. 일간 온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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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2016.01.08.~2016.01.14 주간 온도 그래프

하루동안의 변수별 온도변화를 살펴보면 일출전인 06시 전까지는 12개 변

수의 온도가 외기온과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다가, 일출 이후에는 변수들의

온도가 각기 다르게 상승하기 시작한다. 그 양상은 일사량의 세기와 비슷하

게 나타나며 주간 데이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듯이, 회색강판과 파랑강판, 적

색강판, 오렌지강판과 같은 강판류와 EPDM의 온도가 최상위그룹으로 나타

났다. 중간그룹에 속하는 재료들은, 흙, 아스팔트, 보도블럭, 녹색방수이며, 콘

크리트, 쿨페인트, 흙+잔디는 비교적 낮은 온도분포를 나타냈다.

강판류의 최고 온도는 일사량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12시경 나타났으며, 강

판류를 제외한 변수들의 최고온도는 외기온의 온도가 가장 높은 1시~2시 사

이에 나타났다.

14시 이후부터는 변수들의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며, 강판류의 온도는 야

간에 가장 낮은 온도까지 떨어져 회색강판의 경우 주간의 최고온도(61.7℃)과

야간의 최저온도(2.4℃)의 차이가 59.3℃로 온도변화의 폭이 크게 나타났다.

흙+잔디의 경우 최고온도가 28.9℃로 외기온과의 차이는 불과 7.3℃가량 나

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변수 재료들에 비해 낮은 온도를 나타내어

기존의 건축물로 구성된 공간을 녹지 공간 또는 옥상녹화 공간으로 조성할

시 온도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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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류 강판류 건물 외

콘크

리트

녹색

방수

쿨

페인트

회색

강판

적색

강판

오렌지

강판

파랑

강판

아스

팔트
EPDM

보도

블럭
흙

흙

+잔디

외기

온도

2016.01.08 6.7 10.5 6.5 29.9 24.8 21.8 24.5 15.4 21.5 12.0 16.3 1.1 2.7

외기온과의

온도차
4.0 7.8 3.8 27.2 22.1 19.1 21.8 12.7 18.8 9.3 13.6 -1.6 -

2016.01.09 7.3 11.2 7.3 30.4 25.4 22.3 25.3 16.0 22.0 12.7 17.5 1.9 3.1

외기온과의

온도차
4.2 8.1 4.2 27.3 22.3 19.2 22.2 12.9 18.9 9.6 14.4 -1.2 -

2016.01.10 10.1 14.3 10.3 33.2 28.8 25.6 28.5 18.2 25.3 15.3 19.0 2.6 5.3

외기온과의

온도차
4.8 9.0 5.0 27.9 23.5 20.3 23.2 12.9 20.0 10.0 13.7 -2.7 -

2016.01.11 6.7 11.1 6.6 30.2 24.9 22.2 25.2 16.0 22.3 12.4 17.2 1.9 1.7

외기온과의

온도차
5.0 9.4 4.9 28.5 23.2 20.5 23.5 14.3 20.6 10.7 15.5 0.2 -

2016.01.12 5.8 10.3 5.8 28.7 23.5 21.2 24.2 15.2 21.2 11.6 16.3 1.0 1.5

외기온과의

온도차
4.3 8.8 4.3 27.2 22.0 19.7 22.7 13.7 19.7 10.1 14.8 -0.5 -

2016.01.13 4.9 8.6 5.1 31.0 26.5 24.1 27.2 12.7 23.1 10.2 15.5 3.0 1.6

외기온과의

온도차
3.3 7.0 3.5 29.4 24.9 22.5 25.6 11.1 21.5 8.6 13.9 1.4 -

2016.01.14 4.8 10.9 3.3 30.8 28.1 25.3 28.2 15.9 24.6 11.5 16.1 2.5 2.2

외기온과의

온도차
2.6 8.7 1.1 28.6 25.9 23.1 26.0 13.7 22.4 9.3 13.9 0.3 -

평균 6.6 11.0 6.4 30.6 26.0 23.2 26.2 15.6 22.9 12.2 16.8 2.0 2.6

순위 10 9 11 1 3 4 2 7 5 8 6 12 -

<표 3.9> 표면 변수의 최고 온도 및 외기온과의 차(겨울)

겨울철은 2016년 01월 08일부터 14일의 1주일간 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이

때의 평균 최고 외기온은 2.6℃였다. 다른 계절들과 마찬가지로 회색강판의

최고온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판류(회색강판, 파란강판, 적색강판, 오

렌지강판)의 최고온도는 20~30℃ 범위로 나타났다. 이때의 외기온과의 차이는

약 20~28℃가량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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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 구분

콘크리트류 강판류 건물외

콘크

리트

녹색

방수

쿨

페인

트

회색

강판

적색

강판

오렌지

강판

파랑

강판

아스

팔트

EP

DM

보도

블럭
흙

흙

+잔디

외기

온도

00-24

Max 6.7 11.1 6.6 30.2 24.9 22.2 25.2 16.0 22.3 12.4 17.2 1.9 1.7

Mean -3.9 -2.3 -3.1 -0.5 -3.5 -4.0 -3.2 -0.3 -4.2 -3.1 -3.7 -2.6 -2.3

Min -10.0 -8.2 -9.0 -11.8 -14.7 -14.7 -14.0 -6.8 -14.8 -10.1 -11.9 -5.0 -6.9

00-06

Max -4.5 -3.6 -3.1 -6.1 -8.2 -7.9 -7.5 -3.1 -8.1 -5.4 -7.5 -2.5 -0.8

Mean -6.9 -5.5 -5.7 -8.4 -10.8 -10.5 -10.0 -4.9 -10.7 -7.2 -9.3 -3.5 -3.0

Min -9.3 -7.4 -8.1 -10.8 -13.6 -13.3 -12.6 -6.2 -13.5 -9.3 -11.3 -4.6 -5.1

06-12

Max 2.4 5.2 4.1 27.5 22.7 19.8 22.3 11.7 19.3 4.2 13.7 0.8 -0.2

Mean -6.3 -4.4 -4.9 2.7 -0.3 -1.5 -0.8 -1.5 -2.0 -5.8 -3.9 -2.9 -3.6

Min -10.0 -8.2 -9.0 -11.8 -14.7 -14.7 -14.0 -6.8 -14.8 -10.1 -11.9 -5.0 -6.9

12-18

Max 6.7 11.1 6.6 30.2 24.9 22.2 25.2 16.0 22.3 12.4 17.2 1.9 1.7

Mean 2.9 5.3 2.5 11.9 7.6 6.5 8.1 8.7 6.6 6.3 7.5 -0.3 0.3

Min -2.7 -2.7 -2.1 -6.3 -9.7 -9.3 -8.9 -0.5 -9.6 -2.8 -6.6 -2.6 -1.3

18-24

Max -2.6 -2.7 -2.0 -6.0 -9.2 -8.8 -8.4 -0.5 -9.1 -2.4 -6.6 -2.3 -1.2

Mean -5.0 -4.4 -4.2 -8.1 -10.7 -10.4 -9.9 -3.7 -10.6 -5.8 -9.1 -3.5 -2.8

Min -7.6 -6.1 -6.7 -9.7 -12.6 -12.2 -11.6 -5.5 -12.6 -8.2 -10.4 -4.5 -4.5

<표 3.10> 2016.01.11. 시간대별 최고,중간,최저온도

(그림 3.7) 2016.01.11. 일간 온도 그래프



- 35 -

하루동안의 변수별 표면온도 및 외기온의 특징을 살펴보면 겨울철에는 변

수별로 야간시간대와 주간시간대의 온도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

다. 외기온의 경우 하루 최저 –6.9℃~ 최고 1.7℃의 온도분포로 최저-최고온

도의 차이가 8.6℃에 불과하지만 변수의 온도차이는 최저-최고가 약 40℃이

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야간시간대에는 약 –14℃~-5℃까지 표면온도가 떨어져 변수에 따라 약 1

0℃가량의 차이를 나타냈다. 야간시간대(00~06시, 18~24시)에 최저온도를 나

타내는 변수는 EPDM(-14.8℃)이었으며, 가장 높은 온도를 나타내는 변수는

흙+잔디(-4.5℃)로 나타났다. 흙+잔디를 구성할 경우 주간시간대에도 온도저

감 효과를 보여주지만, 야간시간대에도 온도를 표면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시켜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간시간대의 경우 일사량의 변화와 비슷하게 표면온도가 상승하고 하락한

다. 겨울철의 낮아진 태양의 고도로 인해 실험이 실시되는 위치에 09시~15시

사이에 일사가 비추게 되고, 이에 따라 표면온도가 상승하고 하락한다. 주간

시간대의 변수별 온도변화를 살펴보면 야간시간대와 마찬가지로 변수별로 온

도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른 계절들과 마찬가지로 회

색강판의 최고온도와 온도분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색이 칠해진 강판류

와 비교해 적게는 4.4℃~ 많게는 7.4℃가량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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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류 강판류 건물 외

콘크

리트

녹색

방수

쿨

페인트

회색

강판

적색

강판

오렌지

강판

파랑

강판

아스

팔트

EP

DM

보도

블럭
흙

흙

+잔디

여름 9 5 12 1 8 3 6 2 4 11 7 10

중간기 10 9 11 1 3 4 2 7 5 8 6 12

겨울 10 9 11 1 3 4 2 7 5 8 6 12

<표 3.11> 계절별 선정변수의 최고온도 순위

3.5 소결

본 장에서는 도시의 미기후 시뮬레이션에 앞서 도시의 마감 재료에 따른

환경성능 실험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도시의 마감형태를 건물/도로/녹지로

구분하여 12종의 표면 변수를 선정하고, 반사율과 표면온도 변화를 실측하였

다. 표면온도 실측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계절에 따른 선정변수의 최고온도 순위를 살펴보면, 사계절 모두 회색강판

의 온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파랑강판, 적색강판, 오렌지강

판과 EPDM으로 나타났다. 여름철에는 아스팔트의 온도가 다른 변수에 비해

높게 나타나 회색강판에 이어 2순위로 나타난 점이 다른 계절과의 특이점이

라 할 수 있다. 중간그룹은 흙, 보도블럭, 녹색방수 등이며, 콘크리트, 흙+잔

디, 쿨페인트는 하위그룹으로 나타났다.

봄~겨울철 표면온도 측정 실험결과, 계절에 따른 변수의 온도분포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으나, 어떠한 재료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최저1℃~최고40℃

가량의 외기온과의 차이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열전도율이 높거나, 반사율이 높으며, 열흡수율이 높은 재료 보

다는 열전도율이 낮고, 반사율이 높으며, 열흡수율이 낮은 재료를 활용하는

것이 도시열섬저감에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도시 내의 옥상녹화,

녹지 공간 조성 등을 통해 도시의 온도를 낮추는 것이 도시 환경 개선에 도

움을 줄 것이라 판단된다.



- 37 -

제 4 장 단지 유형에 따른 도시열섬저감 효과

시뮬레이션 분석

본 장에서는 3장에서 실시한 표면 반사율 및 계절별 표면온도변화를 바탕

으로 도시열섬저감에 대한 변수를 설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한 열섬현상 저

감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도시열섬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 주거지

역,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유형을 구분하고, 표준 지역을 설정하여 변수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4.1 시뮬레이션 개요

활용된 분석 프로그램은 ENVI-met으로, 독일 Bochum university의

Michael bruse 교수에 의해 1998년에 개발되었다43). ENVI-met은 격자형태

의 세밀한 미기후 변화를 모의 분석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도시지역

고층건물에 의한 주변 주거지역에의 미기후 변화 즉 기류, 유체의 흐름장, 온

도 및 습도의 분포를 모델링 할 수 있다. 또한, 도시환경의 지표(surface), 식

물(plant), 대기(atmosphere)의 상호작용을 기본적으로 미세규모단위로 모의실

험하기 위한 3차원 모델로서, 건축물·대기·지표면·식생 요소 간 소규모의 상

호작용의 분석이 가능한 비유체역학 모델44)이라고 할 수 있다.

4.1.1 시뮬레이션 설정조건

시뮬레이션 설정 조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하절기는 8월, 동절기는 1월을

대표월로 정하고, 일별 데이터 중 운량이 3미만이며, 월평균기온과 온도차가

가장 적은 날을 그 달의 대표일로 선정하였다. 시뮬레이션에 설정된 풍속, 풍

향, 상대습도의 데이터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1981년~2010년(30년) 평년값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시뮬레이션 시작 시간대의 기온은 대표일의 실제 온도

43) 김대환(2007), CO2 저감을 위한 대기환경영향평가기법에 관한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

시과학 대학원 환경공학과 석사학위 논문

44) 박기용, 이선우, 심용주, 황희연(2011),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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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하절기 동절기

시뮬레이션 일자 2014/08/28 2015/01/11

시뮬레이션 시작 시간 12:00 12:00

총 시뮬레이션 시간(h) 24 24

풍속 (m/s) 2.1 2.4

풍향(0:N..90:E..180:S..270:W) 70 290

온도

광진 27 0.8

서초 29.7 0.3

송파 27.6 1.6

상대습도(%) 75.6 59.8

내부온도(℃) 26 18

<표 4.1> 시뮬레이션 설정조건

값을 이용하였다. 또한 실내의 온도는 여름철, 겨울철의 실내적정온도인 여름

철 26℃, 겨울철 18℃로 설정하였다.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값은 <표 4.1>과

같으며, 시뮬레이션분석은 지붕반사율에 대해서는 하절기, 동절기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그 외 도로 및 건축물 주변 식재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에너지 사용에 미비한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도시열섬현상의 경우

동절기에는 도시열섬현상으로 인한 영향이 적으므로 하절기만을 고려하여 시

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4.1.2 설정변수

2장의 이론고찰을 통해 기존 연구에서 제안하는 도시열섬현상 저감 요소

중 대표적인 5가지를 선정하였다. 선정변수는 <표 4.2>와 같이 지붕반사율,

지붕+벽체반사율, 도로포장면 재질, 옥상녹화, 건축물 주변 나무조성으로, 시

뮬레이션을 통해 변수 적용 전/후의 온도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지붕 및 지붕+벽체 반사율은 3.3장의 실측한 마감 종류별 태양반사율을 바

탕으로 0.2/0.4/0.6로 조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표4.3>

또한 아스팔트포장을 콘크리트포장으로 변경했을 시의 온도변화를 알아보

기 위해 도로포장을 변경하여 실시하였으며, 옥상녹화 조성 시, 또는 건축물

주변에 녹지공간을 조성했을 시의 온도변화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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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설정 변수 설정 조건

1 지붕반사율 0.2/0.4/0.6

2 지붕+벽체반사율 0.2/0.4/0.6

3 도로 포장면 아스팔트→콘크리트변경

4 옥상녹화 유/무

5 건축물주변 나무조성 유/무

<표 4.2> 시뮬레이션 설정 변수

표면마감 측정 반사율  분석 변수

기존 녹색 우레탄방수 마감 0.26

0.2, 0.4, 0.6

총 3개로 분류

회색 몰탈방수 0.31

쿨페인트 마감 0.57

아스팔트 0.10

흙 0.20

<표 4.3> 측정 반사율 및 변수 선정 반사율

4.1.3 시뮬레이션 데이터 측정 지점

각각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나온 결과값은 (그림 4.1)과 같이 총 9개 지점

(A1~C3)의 공기온도를 분석하여 데이터를 산출하였다.

(그림 4.1) 시뮬레이션 측정 지점 위치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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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측정 높이는 지면높이 2m와 캐노피 높이(건물최고높이+3m)로 설정

하여 측정지점 별 공기온도를 비교하였다<표 4.4>.

높이 변수 중저층주거지역(광진) 고층주거지역(송파) 상업지역(서초)

현황
평균높이 12.3m 43.8m 20.3m

최고높이 23m 53m 52m

측정

높이

지면 2m 2m 2m

건물높이 26m 56m 56m

<표 4.4> 대상지역의 높이 현황 및 측정 높이

4.2 단지 유형 분류 및 분석 지역 설정

도시 마감재의 변화에 따른 도시열섬 저감 효과 분석을 위하여, 건물의 배

치 및 밀집도에 따라 단지를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4.2.1 서울시 단지 유형 분류

서울지역의 AWS 관측지점 기준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따라 단지 유

형을 구분하였다. 구분 결과 1 2종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대부분녹지지역

및 준주거지역, 일반 상업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지역이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4.5>. 28개의 관측소 중 대부분 자연녹지지

역과 자연녹지지역도 2곳, 5곳의 관측소가 위치하여 있으나, 녹지지역보다는

건축물이 밀집하여 있는 곳에서 도시열섬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함으로 주거지

역과 상업지역을 분석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주거지역은 건축물의 밀도가 높

은 중저층주거지역과 밀도가 비교적 낮은 고층주거지역으로 구분하였다.

분석지역은 앞서 실시한 열섬강도 분석 자료를 통해 중저층, 고층 주거지역

과 상업지역 가운데 상위 온도를 나타내는 지역을 도시 유형의 대표지역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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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자연녹지지

역

자연녹지지

역

일반상업

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제2종+3종

일반주거지

역

준주거지역

은평 양천 서초 강서 광진 노원 강북

남현 한강 도봉 송파 영등포

북악산 마포 강동

관악 성북 동대문

현충원 중구 중랑

기상청

서대문

강남

용산

금천

성동

구로

<표 4.5> 관측지점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따른 유형 구분

4.2.2 표준 지역 설정

위의 기준에 따라 중저층 주거지역은 광진의 주택단지를, 고층주거지역은

송파의 고층 아파트 단지를 선정하였으며, 상업지역은 빌딩 및 다양한 사업

시설이 위치한 서초를 선정하였다. 대표지역은 기상 관측소 인근의 지역 중

해당 용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의 300m×300m범위를 설정하였으며, 선정된

지역은 <표 4.6>과 같다.

중저층 주거지역인 광진은 건물의 비율과 도로의 비율이 각각 50%, 녹지비

율 0%로 건물의 비율이 다른 송파, 서초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고층

주거지역인 송파는 건물 14%, 도로 26%, 녹지 60%로 고층 아파트 주변에

많은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상업지역은 녹

지는 없지만, 도로의 비율이 70%로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건물의

비율은 30%로 중저층주거지역보다는 낮게, 고층주거지역보다는 높게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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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공사진 비율
건물 도로 녹지

중저층

주거

지역

-광진

50 50 0

고층

주거

지역

-송파

14 26 60

상업

지역

-서초

30 70 0

<표 4.6> 대표지역의 범위 설정 및 요소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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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 서초 송파

건물

모델링

아스

팔트

포장

콘크

리트

포장

옥상

녹화

주변

식재

조성

<표 4.7> 변수 조정에 따른 시뮬레이션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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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시뮬레이션 결과

4.3.1 지붕 반사율 변화에 의한 온도차이(0.2/0.4/0.6)

(1) 중저층주거지역(광진)

중저층주거지역(광진)

반사율

높이
0.2 0.4 0.6

H=2

H=26

<표 4.8> 반사율 변화에 따른 중저층주거지역(광진)의 시뮬레이션 결과(하절기)

A1 A2 A3 B1 B2 B3 C1 C2 C3 평균 ΔT

0.2
(기준)

26.62 26.77 - 27.02 - - 27.12 - - 27.39 -

0.4 26.35 26.44 - 26.67 - - 26.84 - - 27.12 ▼0.27

0.6 25.99 26.12 - 26.32 - - 26.55 - - 26.83 ▼0.56

<표 4.9> 하절기의 광진구 H=2(m) 측정지점의 온도 (단위 :℃)

(‘-’는 건물이 위치한 경우를 의미하며, ΔT는 기준 대비 온도편차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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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A2 A3 B1 B2 B3 C1 C2 C3 평균 ΔT

0.2
(기준)

25.85 25.7 25.48 26.15 26.12 25.98 26.51 26.46 26.38 26.07 -

0.4 25.68 25.58 25.45 25.96 25.98 25.95 26.32 26.33 26.35 25.96 ▼0.11

0.6 25.51 25.46 25.43 25.77 25.95 25.92 26.12 26.22 26.31 25.85 ▼0.22

<표 4.10> 하절기의 광진구 H=26(m) 측정지점의 온도 (단위 :℃)

(ΔT:기준대비 온도편차)

반사율을 0.2, 0.4, 0.6으로 변화시켜 실시한 광진구의 하절기 시뮬레이션 결

과, 0.2(기준 반사율)에서 0.4로 변경할 경우 2m높이에서 평균 0.27℃, 캐노피

높이에서 평균 0.11℃의 온도저감 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0.6으로 변경할 경

우에는 0.2(기준 반사율)과 비교해 2m높이에서는 0.56℃, 캐노피 높이에서는

0.22℃의 온도저감 효과를 나타냈다.

중저층주거지역(광진)

반사율

높이
0.2 0.4 0.6

H=2

H=26

<표 4.11> 반사율 변화에 따른 중저층주거지역(광진)의 시뮬레이션 결과(동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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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A2 A3 B1 B2 B3 C1 C2 C3 평균 ΔT

0.2
(기준)

10.74 9.78 - 12.03 - - 12.74 - - 10.67 -

0.4 10.65 9.67 - 11.94 - - 12.67 - - 10.57 ▼0.09

0.6 10.55 9.56 - 11.85 - - 12.59 - - 10.47 ▼0.20

<표 4.12> 동절기의 광진구 H=2(m) 측정지점의 온도 (단위 :℃)

(‘-’는 건물이 위치한 경우를 의미하며, ΔT는 기준 대비 온도편차를 뜻함)

A1 A2 A3 B1 B2 B3 C1 C2 C3 평균 ΔT

0.2
(기준)

9.08 8.92 8.88 9.83 9.44 9.17 10.18 9.83 9.53 9.43 -

0.4 9.07 8.88 8.84 9.82 9.4 9.11 10.17 9.79 9.47 9.39 ▼0.03

0.6 9.06 8.84 8.79 9.82 9.37 9.06 10.16 9.76 9.41 9.36 ▼0.07

<표 4.13> 동절기의 광진구 H=26(m) 측정지점의 온도 (단위 :℃)

(ΔT:기준대비 온도편차)

반사율을 0.2, 0.4, 0.6으로 변화시켜 실시한 광진구의 동절기 시뮬레이션 결

과, 0.2(기준 반사율)에서 0.4로 변경할 경우 2m높이에서 평균 0.09℃, 캐노피

높이에서 평균 0.03℃의 온도저감 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0.6으로 변경할 경

우에는 0.2(기준 반사율)과 비교해 2m높이에서는 0.20℃, 캐노피 높이에서는

0.07℃의 온도저감효과를 나타냈다.

하절기과 비교해 반사율에 따른 동절기의 온도저감 효과는 적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하절기와 마찬가지로 캐노피높이보다는 2m높이에서 온도저감효과

가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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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주거지역(송파)

반사율

높이
0.2 0.4 0.6

H=2

H=56

<표 4.14> 반사율 변화에 따른 고층주거지역(송파)의 시뮬레이션 결과(하절기)

(2) 고층주거지역(송파)

A1 A2 A3 B1 B2 B3 C1 C2 C3 평균 ΔT

0.2
(기준)

- 29.55 28.98 29.4 29.71 29.44 28.92 29.45 29.55 29.41 -

0.4 - 29.53 28.97 29.39 29.71 29.44 28.91 29.52 29.52 29.40 ▼0.02

0.6 - 29.51 29.02 29.38 29.71 29.44 28.9 29.44 29.44 29.36 ▼0.05

<표 4.15> 하절기의 송파구 H=2(m) 측정지점의 온도 (단위 :℃)

(‘-’는 건물이 위치한 경우를 의미하며, ΔT는 기준 대비 온도편차를 뜻함)

A1 A2 A3 B1 B2 B3 C1 C2 C3 평균 ΔT

0.2
(기준)

28.56 28.57 28.57 28.57 28.57 28.57 28.56 28.56 28.56 28.57 -

0.4 28.56 28.57 28.57 28.57 28.57 28.57 28.56 28.56 28.56 28.57 0.00

0.6 28.56 28.56 28.57 28.57 28.57 28.57 28.56 28.56 28.56 28.56 0.00

<표 4.16> 하절기의 송파구 H=56(m) 측정지점의 온도 (단위 :℃)

(ΔT:기준대비 온도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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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주거지역(송파)

반사율

높이
0.2 0.4 0.6

H=2

H=56

<표 4.17> 반사율 변화에 따른 고층주거지역(송파)의 시뮬레이션 결과(동절기)

반사율을 0.2, 0.4, 0.6으로 변화시켜 실시한 송파구의 하절기 시뮬레이션

결과, 0.2(기준 반사율)에서 0.4로 변경할 경우 2m높이에서 평균 0.02℃, 캐노

피 높이에서 평균 0.00℃의 온도저감 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0.6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0.2(기준 반사율)과 비교해 2m높이에서는 0.05℃, 캐노피 높이에서

는 0.00℃의 온도저감효과를 나타냈다.

A1 A2 A3 B1 B2 B3 C1 C2 C3 평균 ΔT

0.2
(기준)

- 10.26 10.34 10.64 10.56 10.23 10.37 10.48 10.49 10.44 -

0.4 - 10.21 10.29 10.61 10.53 10.19 10.35 10.45 10.46 10.40 ▼0.03

0.6 - 10.18 10.26 10.61 10.53 10.18 10.35 10.45 10.45 10.39 ▼0.04

<표 4.18> 동절기의 송파구 H=2(m) 측정지점의 온도 (단위 :℃)

(‘-’는 건물이 위치한 경우를 의미하며, ΔT는 기준 대비 온도편차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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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A2 A3 B1 B2 B3 C1 C2 C3 평균 ΔT

0.2
(기준)

8.23 8.22 8.23 8.22 8.22 8.22 8.23 8.22 8.22 8.22 -

0.4 8.22 8.22 8.22 8.22 8.22 8.22 8.22 8.22 8.22 8.22 0.00

0.6 8.22 8.22 8.22 8.22 8.22 8.22 8.22 8.22 8.22 8.22 0.00

<표 4.19> 동절기의 송파구 H=56(m) 측정지점의 온도 (단위 :℃)

(ΔT:기준대비 온도편차)

또한, 반사율을 0.2, 0.4, 0.6으로 변화시켜 실시한 송파구의 동절기 시뮬레

이션 결과, 0.2(기준 반사율)에서 0.4로 변경할 경우 2m높이에서 평균 0.03℃,

캐노피 높이에서 평균 0.04℃의 온도저감 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0.6으로 변

경할 경우에는 0.2(기준 반사율)과 비교해 2m높이에서는 0.05℃ 저감되었으

며, 캐노피 높이에서는 온도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건축물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광진구의 경우 여름철과 겨울철 모두 온도가

저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송파구의 경우 대지와 비교해 건축물이

적어 여름철에는 지면높이에서는 0.2~0.5℃가량 저감되었고, 캐노피 높이에서

는 온도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겨울철 또한 반사율을 조정해도 0.1℃

이내로 온도가 저감되거나, 높이에 따라서는 거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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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서초)

반사율

높이
0.2 0.4 0.6

H=2

H=56

<표 4.20> 반사율 변화에 따른 상업지역(서초)의 시뮬레이션 결과(하절기)

(3) 상업지역(서초)

A1 A2 A3 B1 B2 B3 C1 C2 C3 평균 ΔT

0.2
(기준)

30.98 30.25 - 32.44 30.91 31.53 - 31.36 32.46 31.27 -

0.4 30.87 30.19 - 30.22 30.77 31.32 - 31.21 32.27 30.90 ▼0.37

0.6 30.76 30.14 - 30 30.62 31.1 - 31.06 32.07 30.76 ▼0.52

<표 4.21> 하절기의 서초구 H=2(m) 측정지점의 온도 (단위 :℃)

(‘-’는 건물이 위치한 경우를 의미하며, ΔT는 기준 대비 온도편차를 뜻함)

A1 A2 A3 B1 B2 B3 C1 C2 C3 평균 ΔT

0.2
(기준)

29.11 29.11 29.11 29.14 29.14 29.15 29.2 29.21 29.22 29.15 -

0.4 29.11 29.11 29.11 29.14 29.14 29.15 29.19 29.21 29.22 29.15 0.00

0.6 29.1 29.1 29.11 29.13 29.13 29.15 29.18 29.21 29.22 29.15 ▼0.01

<표 4.22> 하절기의 서초구 H=56(m) 측정지점의 온도 (단위 :℃)

(ΔT:기준대비 온도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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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서초)

반사율

높이
0.2 0.4 0.6

H=2

H=56

<표 4.23> 반사율 변화에 따른 상업지역(서초)의 시뮬레이션 결과(동절기)

반사율을 0.2, 0.4, 0.6으로 변화시켜 실시한 서초구의 하절기 시뮬레이션 결

과, 0.2(기준 반사율)에서 0.4로 변경할 경우 2m높이에서 평균 0.37℃ 온도가

저감되었으며, 캐노피 높이에서 온도의 변화가 없었다. 또한, 0.6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0.2(기준 반사율)과 비교해 2m높이에서는 0.52℃, 캐노피 높이에서

는 0.01℃의 온도저감효과를 나타냈다.

A1 A2 A3 B1 B2 B3 C1 C2 C3 평균 ΔT

0.2
(기준)

12.24 10.85 - 12.26 12.05 10.51 - 10.71 9.87 11.37 -

0.4 12.22 10.81 - 12.24 12.04 10.46 - 10.66 9.82 11.30 ▼0.07

0.6 12.19 10.77 - 12.22 12.02 10.41 - 10.61 9.76 11.26 ▼0.11

<표 4.24> 동절기의 서초구 H=2(m) 측정지점의 온도 (단위 :℃)

(‘-’는 건물이 위치한 경우를 의미하며, ΔT는 기준 대비 온도편차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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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A2 A3 B1 B2 B3 C1 C2 C3 평균 ΔT

0.2
(기준)

7.84 7.82 7.81 7.85 7.82 7.82 7.9 7.87 7.85 7.84 -

0.4 7.84 7.82 7.81 7.85 7.82 7.82 7.9 7.87 7.85 7.84 0.00

0.6 7.83 7.83 7.83 7.83 7.83 7.83 7.83 7.83 7.83 7.83 ▼0.01

<표 4.25> 동절기의 서초구 H=56(m) 측정지점의 온도 (단위 :℃)

(ΔT:기준대비 온도편차)

또한, 반사율을 0.2, 0.4, 0.6으로 변화시켜 실시한 송파구의 동절기 시뮬레

이션 결과, 0.2(기준 반사율)에서 0.4로 변경할 경우 2m높이에서 평균 0.07℃

저감되었으며, 캐노피 높이에서 온도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사율을 0.6으

로 변경할 경우에는 0.2(기준 반사율)과 비교해 2m높이에서는 0.11℃, 캐노피

높이에서는 0.01℃의 온도저감 효과를 나타냈다.

반사율에 따른 하절기의 온도변화를 정리하면 <표 4.26>와 같다.

단지유형 측정 높이 온도
지붕면 반사율

0.2(기준) 0.4 0.6

중저층

주거단지

(광진)

2m
평균온도 27.39 27.12 26.83

ΔT - ▼0.27 ▼0.56

건물높이(26m)
평균온도 26.07 25.96 25.85

ΔT - ▼0.11 ▼0.22

고층주거단지

(송파)

2m
평균온도 29.41 29.40 29.36

ΔT - ▼0.01 ▼0.05

건물높이(56m)
평균온도 28.57 28.57 28.56

ΔT - 0.00 ▼0.01

상업단지

(서초)

2m
평균온도 31.27 30.90 30.76

ΔT - ▼0.37 ▼0.51

건물높이(56m)
평균온도 29.15 29.15 29.15

ΔT - 0.00 0.00

<표 4.26> 단지유형별 지붕 반사율변화에 따른 온도변화(하절기)

(‘-’는 건물이 위치한 경우를 의미하며, ΔT는 기준 대비 온도편차를 뜻함)

반사율을 0.2, 0.4, 0.6으로 변화시켜 실시한 하절기의 시뮬레이션 결과, 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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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0.2(기준)에서 0.4로 변경할 경우 2m높이에서는 평균 0.22℃, 캐노피 높

이에서는 평균 0.04℃가량 낮을 온도를 나타냈으며, 0.6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2m높이에서 평균 0.37℃, 캐노피 높이에서 평균 0.08℃의 낮은 온도를 나타냈

다. 건물 지붕의 반사율만을 조정하였기 때문에, 건물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중저층주거단지(광진)과 상업단지(서초)의 낮시간대의 온도저감 효과

가 크게 나타났으며, 건물 및 지붕층의 비율이 낮은 고층주거단지(송파)지역

의 경우에는 온도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캐노피 높이의 온도보

다 2m위에서 측정한 온도가 더 크게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사율에 따른 동절기의 온도변화를 정리하면 다음 표<표 4.27>와 같다.

단지유형 측정 높이 온도
지붕면 반사율

0.2(기준) 0.4 0.6

중저층

주거단지

(광진)

2m
평균온도 10.67 10.57 10.47

ΔT - ▼0.10 ▼0.20

건물높이(26m)
평균온도 9.43 9.39 9.36

ΔT - ▼0.04 ▼0.07

고층주거단지

(송파)

2m
평균온도 10.44 10.40 10.39

ΔT - ▼0.04 ▼0.05

건물높이(56m)
평균온도 8.22 8.22 8.22

ΔT - 0.00 0.00

상업단지

(서초)

2m
평균온도 11.37 11.30 11.26

ΔT - ▼0.07 ▼0.11

건물높이(56m)
평균온도 7.84 7.84 7.83

ΔT - 0.00 ▼0.01

<표 4.27> 단지유형별 지붕 반사율변화에 따른 온도변화(동절기)

(‘-’는 건물이 위치한 경우를 의미하며, ΔT는 기준 대비 온도편차를 뜻함)

동절기의 시뮬레이션의 결과, 하절기과 마찬가지로 반사율이 높일수록 온도

가 저감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반사율을 0.2(기준)에서 0.4로 변경할

경우 2m높이에서는 평균 0.06℃, 캐노피 높이에서는 평균 0.01℃가량 온도가

낮은 온도를 나타냈으며, 0.6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2m 높이에서는 평균 0.1

2℃, 캐노피 높이에서는 평균 0.03℃의 낮은 온도를 나타냈다. 하절기과 마찬

가지로 캐노피 온도보다는 지상 2m의 높이에서 온도변화가 더 크게 나타났

으며, 하절기 결과와 비교해 동절기의 온도변화가 적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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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지붕+벽체 반사율 변화에 의한 온도차이(0.2/0.4/0.6)

(1) 중저층주거지역(광진)

(그림 4.2) 광진-지붕+벽체 반사율 변화에 따른 온도차(2m)

A1 A2 A3 B1 B2 B3 C1 C2 C3 평균 ΔT

0.2
(기준)

32.22 32.83 - 31.92 - - 31.87 - - 32.21

0.4 31.09 31.70 - 30.79 - - 30.74 - - 31.08 ▼1.13

0.6 30.83 31.44 - 30.53 - - 30.48 - - 30.82 ▼1.39

<표 4.28> 지붕+벽체 반사율 변화에 따른 광진 측정지점별 온도

(높이=2m, 시간:15:00) (단위 :℃)

(‘-’는 건물이 위치한 경우를 의미하며, ΔT는 기준 대비 온도편차를 뜻함)

2m의 높이에서 분석한 광진의 시뮬레이션 결과, 지붕+벽체의 반사율 변경

시 일출이후의 시간대부터 변수간의 온도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비교적

건축물의 비율이 높은 광진의 경우 기준이 되는 반사율 0.2에서 0.4로 변경

시 일간 평균 0.58℃가량이 저감되었으며, 0.6으로 변경 시 0.77℃가량이 저감

되었다. 하루 중 가장 높은 기온을 나타내는 15시의 온도분포 비교 시 0.4로

변경했을 시에는 1.13℃가량이 저감되었으며, 0.6으로 변경 시에는 1.39℃가량

이 저감되어 온도가 저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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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광진-지붕+벽체 반사율 변화에 따른 온도차(26m)

A1 A2 A3 B1 B2 B3 C1 C2 C3 평균 ΔT

0.2

(기준)
29.86 30.15 30.53 29.61 29.79 30.06 29.43 29.48 29.52 29.83

0.4 29.24 29.53 29.91 28.99 29.17 29.44 28.81 28.86 28.90 29.21 ▼0.62

0.6 29.02 29.31 29.69 28.77 28.95 29.22 28.59 28.64 28.68 28.99 ▼0.84

<표 4.29> 지붕+벽체 반사율 변화에 따른 광진 측정지점별 온도

(높이=26m, 시간:15:00) (단위 :℃)

(ΔT:기준대비 온도편차)

56m의 높이에서 분석한 광진의 시뮬레이션 결과, 0.2→0.4로 반사율 변경

시 일평균 0.31℃의 온도가 저감되며, 0.2→0.6 변경 시에는 0.44℃의 온도가

저감되었다. 최고 온도를 나타내는 16시에는 0.4, 0.6 변경 시 각각 0.62℃,

0.84℃가량의 온도가 저감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온도차이는 반사율

0.4에서 0.6으로 변경하는 것보다 0.2에서 0.4로 변경하는 경우 더 많은 온도

저감 효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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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층주거지역(송파)

(그림 4.4) 송파-지붕+벽체 반사율 변화에 따른 온도차(2m)

A1 A2 A3 B1 B2 B3 C1 C2 C3 평균 ΔT

0.2

(기준)
-　 35.98 36.29 36.07 35.62 35.73 35.74 35.02 35.94 35.80 -

0.4 - 35.27 35.46 35.40 34.99 35.04 35.15 34.48 35.34 35.14 ▼0.66

0.6 - 34.95 35.13 35.06 34.69 34.74 34.84 34.19 35.1 34.84 ▼0.96

<표 4.30> 지붕+벽체 반사율 조정에 따른 송파 측정지점별 온도

(높이=2m, 시간:15:00) (단위 :℃)

(‘-’는 건물이 위치한 경우를 의미하며, ΔT는 기준 대비 온도편차를 뜻함)

2m의 높이에서 분석한 송파의 시뮬레이션 결과, 비교적 건물의 비율이 적

은 송파구의 경우 지붕 및 벽체 반사율에 따른 온도저감 효과는 타 유형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 반사율인 0.2→0.4로 변경 시 일간 평균

0.39℃의 온도가 저감되었으며, 0.6으로 변경 시 0.57℃의 온도가 저감되었다.

최고온도를 나타내는 15시에도 각각 0.66℃, 0.96℃가량의 온도가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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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송파-지붕+벽체 반사율 변화에 따른 온도차(56m)

A1 A2 A3 B1 B2 B3 C1 C2 C3 평균 ΔT

0.2

(기준)
32.21 32.21 32.21 32.21 32.21 32.21 32.21 32.21 32.21 32.21 -

0.4 32.11 32.11 32.11 32.11 32.11 32.11 32.11 32.11 32.11 32.11 ▼0.10

0.6 31.89 31.89 31.89 31.89 31.89 31.89 31.89 31.89 31.89 31.89 ▼0.32

<표 4.31> 지붕+벽체 반사율 조정에 따른 송파 측정지점별 온도

(높이=56m, 시간:15:00) (단위 :℃)

(ΔT:기준대비 온도편차)

56m의 높이에서 분석한 송파의 시뮬레이션 결과, 2m의 높이의 분석결과보

다는 온도저감이 덜 이루어지지만, 송파구에 적용된 다른 변수들에 비해서는

온도저감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기준 반사율인 0.2→ 0.4로 반사율을 변경했을 시에는 일간 평균 0.06℃가량

의 온도가 저감되었으며, 0.6으로 변경했을 시에는 0.19℃의 온도가 저감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온도변화 폭이 가장 큰 시간대는 기온이 가장 높은

온도대를 나타내는 15시였으며, 이때의 온도차는 각각 0.10, 0.32℃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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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업지역(서초)

(그림 4.6) 서초-지붕+벽체 반사율 변화에 따른 온도차(2m)

A1 A2 A3 B1 B2 B3 C1 C2 C3 평균 ΔT

0.2

(기준)
34.31 34.62 - 36.31 36.81 36.63 - 35.60 35.73 35.72

0.4 33.59 33.83 - 35.73 36.18 36.01 - 34.91 35.18 35.06 ▼0.66

0.6 33.33 33.64 - 35.33 35.83 35.65 - 34.62 34.75 34.74 ▼0.98

<표 4.32> 지붕+벽체 반사율 조정에 따른 서초 측정지점별 온도

(높이=2m, 시간:15:00) (단위 :℃)

(‘-’는 건물이 위치한 경우를 의미하며, ΔT는 기준 대비 온도편차를 뜻함)

2m의 높이에서 분석한 서초의 시뮬레이션 결과, 일출이후의 시간대부터 변

수간의 온도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건물이 비율이 중간이 속하는 서초의

경우 지붕 및 벽체의 반사율 조정으로 인한 온도저감 효과 또한 중간값을 나

타내고 있다.

기준 반사율인 0.2에서 0.4로 반사율을 변경했을 시에는 일간 평균 0.44℃가

량의 온도가 저감되었으며, 0.6으로 변경했을 시에는 0.67℃의 온도가 저감되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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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서초-지붕+벽체 반사율 변화에 따른 온도차(56m)

A1 A2 A3 B1 B2 B3 C1 C2 C3 평균 ΔT

0.2

(기준)
30.85 30.83 30.85 30.84 30.83 30.83 30.84 30.82 30.83 30.84

0.4 30.4 30.4 30.4 30.4 30.4 30.4 30.4 30.4 30.4 30.4 ▼0.44

0.6 30.0 29.9 30.0 30.0 29.9 29.9 30.0 29.9 29.9 29.9 ▼0.94

<표 4.33> 지붕+벽체 반사율 조정에 따른 서초 측정지점별 온도

(높이=56m, 시간:15:00) (단위 :℃)

(ΔT:기준대비 온도편차)

2m의 높이에서 분석한 서초의 시뮬레이션 결과, 기준 반사율인 0.2에서 0.4

로 반사율을 변경했을 시에는 일간 평균 0.28℃가량의 온도가 저감되었으며,

0.6으로 변경했을 시에는 0.56℃의 온도가 저감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온도변화 폭이 가장 큰 시간대는 기온이 가장 높은 온도대를 나타내는 15시

였으며, 이때의 온도차는 각각 0.44, 0.9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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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도로 포장면 변화에 의한 온도차이

광진 서초 송파

건물

모델링

아스

팔트

포장

콘크

리트

포장

<표 4.34> 도로 포장면 변화 시뮬레이션 모델링

도시의 도로 포장면의 대부분은 아스팔트로 덮여 있다. 햇빛을 받은 아스팔

트는 많은 열을 비축하며, 도시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됨에 따라 이러

한 아스팔트포장재를 반사율이 높은 콘크리트 포장으로 변경했을 때의 온도

변화를 알아보고자 <표 4.34>과 같이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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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저층주거지역(광진)

(그림 4.8) 광진-도로포장면 변화에 따른 온도차(2m)

A1 A2 A3 B1 B2 B3 C1 C2 C3 평균 ΔT

아스

팔트
32.22 32.83 - 31.92 - - 31.87 - - 32.21

콘크

리트
31.26 31.87 - 30.96 - - 30.91 - - 31.25 ▼0.96

<표 4.35> 도로 포장면 변화에 따른 광진 측정지점별 온도

(높이=2m, 시간:15:00) (단위 :℃)

(‘-’는 건물이 위치한 경우를 의미하며, ΔT는 기준 대비 온도편차를 뜻함)

2m의 높이에서 분석한 광진의 시뮬레이션 결과, 도로 포장면의 변화로 인

한 일간 평균 0.51℃의 온도가 저감되었다. 오전시간대에는 평균 0.68℃가량

감소하였으며, 18시까지는 1.05℃이상 두 포장재에 따른 온도차이가 발생하지

만, 18시 이후 야간시간대에는 두 변수간의 온도차이가 0.05℃ 이내로 나타나

온도저감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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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광진-도로포장면 변화에 따른 온도차(26m)

A1 A2 A3 B1 B2 B3 C1 C2 C3 평균 ΔT

아스

팔트
29.86 30.15 30.53 29.61 29.79 30.06 29.43 29.48 29.52 29.83

콘크

리트
29.57 27.62 28.00 27.08 27.26 27.53 26.90 26.95 26.99 29.54 ▼0.29

<표 4.36> 도로 포장면 변화에 따른 광진 측정지점별 온도

(높이=26m, 시간:16:00) (단위 :℃)

(ΔT:기준대비 온도편차)

26m의 높이에서 분석한 광진의 시뮬레이션 결과, 도로 포장면의 변화로 인

한 일간 평균 0.16℃의 온도가 저감되었다. 오전시간대에는 평균 0.27℃가량

감소하였으며, 18시까지는 0.25℃이상 두 포장재에 따른 온도차이가 발생하지

만, 18시 이후 야간시간대에는 두 변수간의 온도차이가 0.05℃ 이내로 나타나

온도저감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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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층주거지역(송파)

(그림 4.10) 송파-도로포장면 변화에 따른 온도차(2m)

A1 A2 A3 B1 B2 B3 C1 C2 C3 평균 ΔT

아스

팔트
-　 35.98 36.29 36.07 35.62 35.73 35.74 35.02 35.94 35.80 -

콘크

리트
- 35.76 36.07 35.85 35.40 35.51 35.52 34.80 35.72 35.58 ▼0.22

<표 4.37> 도로 포장면 변화에 따른 송파구 측정지점별 온도

(높이=2m, 시간:15:00) (단위 :℃)

(‘-’는 건물이 위치한 경우를 의미하며, ΔT는 기준 대비 온도편차를 뜻함)

고층주거지역인 송파의 경우 도로면적에 해당하는 비율은 26%가량으로 세

유형 중 비율이 가장 적다.

2m의 높이에서 분석한 송파구의 시뮬레이션 결과 높이 06시부터 09시까지

는 두 포장면의 온도분포가 비슷하게 나타나다가 09시~15시에는 포장재간의

온도차이가 발생했다. 11시경에는 콘크리트 포장이 아스팔트포장보다 0.38℃

가량 온도가 낮게 나타나며, 최고온도에서는 0.22℃가량 차이가 발생한다. 일

사량이 약해지는 16시 이후부터는 두 포장재간의 온도차이가 0.1℃이하로 미

미하게 나타나지만, 콘크리트포장의 온도가 더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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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송파-도로포장면 변화에 따른 온도차(56m)

A1 A2 A3 B1 B2 B3 C1 C2 C3 평균 ΔT

아스

팔트
32.21 32.21 32.21 32.21 32.21 32.21 32.21 32.21 32.21 32.21 -

콘크

리트
32.21 32.21 32.21 32.21 32.21 32.21 32.21 32.21 32.21 32.21 -

<표 4.38> 도로 포장면 변화에 따른 송파구 측정지점별 온도

(높이=56m, 시간:16:00) (단위 :℃)

(ΔT:기준대비 온도편차)

56m의 캐노피 높이에서 분석한 송파구의 시뮬레이션 결과 두 포장재에 따

른 변화는 미비하게 나타났다. 시간에 따른 기온변화를 살펴보면 포장재에

따른 온도 차이는 모두 0.05℃미만으로 나타나 포장재 변화로 인한 온도저감

효과는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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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업지역(서초)

(그림 4.12) 서초-도로포장면 변화에 따른 온도차(2m)

A1 A2 A3 B1 B2 B3 C1 C2 C3 평균 ΔT

아스

팔트
34.31 34.62 - 36.31 36.81 36.63 - 35.60 35.73 35.72

콘크

리트
32.66 32.97 - 34.66 35.16 34.98 - 33.95 34.08 34.07 ▼1.65

<표 4.39> 도로 포장면 변화에 따른 서초구 측정지점별 온도

(높이=2m, 시간:14:00) (단위 :℃)

(‘-’는 건물이 위치한 경우를 의미하며, ΔT는 기준 대비 온도편차를 뜻함)

상업지역인 서초의 경우 도로면적에 해당하는 비율은 70%가량으로 세 유

형 중 가장 크다.

2m의 높이에서 분석한 서초지역의 시뮬레이션 결과 일출 시간인 06시부터

온도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하루종일 두 포장재간의 온도차이가 발생한

다. 최고온도를 나타내는 14시에는 1.65℃가량의 차이가 발생했으며, 일 평균

0.95℃의 온도가 저감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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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서초-도로포장면 변화에 따른 온도차(56m)

A1 A2 A3 B1 B2 B3 C1 C2 C3 평균 ΔT

아스

팔트
30.85 30.83 30.85 30.84 30.83 30.83 30.84 30.82 30.83 30.84 -

콘크

리트
30.81 30.79 30.81 30.80 30.79 30.79 30.80 30.78 30.79 30.80 ▼0.04

<표 4.40> 도로 포장면 변화에 따른 서초 측정지점별 온도

(높이=56m, 시간:15:00) (단위 :℃)

(ΔT:기준대비 온도편차)

56m의 캐노피 높이에서 분석한 서초의 시뮬레이션 결과 두 포장재에 따른

시간대별 온도차는 0.5℃미만으로 나타났다. 14시에는 콘크리트포장의 온도가

아스팔트 포장보다 0.06℃ 낮게 나타났으며, 최고온도를 나타내는 15시에는

0.04℃의 차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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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옥상녹화 조성에 의한 온도차이

광진 서초 송파

건물

모델링

옥상

녹화

<표 4.41> 옥상녹화 조성 시뮬레이션 모델링

옥상녹화의 경우 기존의 비녹화 지붕에 비해 열전도율이 낮아 외기온도가

구조물로 전달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건축물의 냉방에너지 절약

에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녹화지역은 일사의 반사 및 증발산 작용을 통해

도시 열섬효과를 완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지붕재를 옥상

녹화로 변경했을 때의 온도변화를 알아보고자 모든 건축물의 지붕층에 옥상

녹화를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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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저층주거지역(광진)

(그림 4.14) 광진-옥상녹화 조성 따른 온도차(2m)

A1 A2 A3 B1 B2 B3 C1 C2 C3 평균 ΔT

옥상

녹화

미조성

32.22 32.83 - 31.92 - - 31.87 - - 32.21

옥상

녹화

조성

30.32 30.93 - 30.02 - - 29.97 - - 30.31 ▼1.90

<표 4.42> 옥상녹화 조성에 따른 광진 측정지점별 온도

(높이=2m, 시간:15:00) (단위 :℃)

(‘-’는 건물이 위치한 경우를 의미하며, ΔT는 기준 대비 온도편차를 뜻함)

2m의 높이에서 분석한 광진의 시뮬레이션 결과, 옥상녹화로 인한 일간 평

균 1.08℃의 온도가 저감되었다. 옥상녹화 적용 시 오전시간대부터 두 변수가

온도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온도저감 효과는 야간시간대까지 지속되었다.

측정지점별 온도차이가 가장 큰 시간대는 15시로 옥상녹화 적용 시와 비적용

시의 온도 차이는 1.9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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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광진-옥상녹화 조성 따른 온도차(26m)

A1 A2 A3 B1 B2 B3 C1 C2 C3 평균 ΔT

옥상

녹화

미조성

29.86 30.15 30.53 29.61 29.79 30.06 29.43 29.48 29.52 29.83

옥상

녹화

조성

29.32 29.32 29.32 29.32 29.32 29.32 29.32 29.32 29.32 29.32 ▼0.51

<표 4.43> 옥상녹화 조성에 따른 광진 측정지점별 온도

(높이=26m, 시간:16:00) (단위 :℃)

(ΔT:기준대비 온도편차)

26m의 높이에서 분석한 광진의 시뮬레이션 결과, 옥상녹화 조성으로 인해

일간 평균 0.28℃의 온도가 저감되었다. 최고온도를 나타내는 16시에는 옥상

녹화시와 옥상녹화 미조성시의 온도차이가 0.51℃가량 발생했으며, 오전시간

대부터 나타난 온도저감효과는 18시 이후에도 일정시간 지속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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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층주거지역(송파)

(그림 4.16) 송파-옥상녹화 조성 따른 온도차(2m)

A1 A2 A3 B1 B2 B3 C1 C2 C3 평균 ΔT

옥상

녹화

미조성

-　 35.98 36.29 36.07 35.62 35.73 35.74 35.02 35.94 35.80 -

옥상

녹화

조성

- 35.94 36.25 36.03 35.58 35.69 35.70 34.98 35.90 35.76 ▼0.04

<표 4.44> 옥상녹화 조성에 따른 송파 측정지점별 온도

(높이=2m, 시간:15:00) (단위 :℃)

(‘-’는 건물이 위치한 경우를 의미하며, ΔT는 기준 대비 온도편차를 뜻함)

2m의 높이에서 분석한 송파지역의 시뮬레이션 결과 건물의 비율(14%)이

적어 옥상녹화의 적용 면적이 비교적 적은 송파지역의 경우 옥상녹화시와 비

옥상녹화시의 온도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낮시간과 밤시간대 모두 온

도차이가 0.05℃미만으로 나타나 고층주거지역의 경우 옥상녹화로 인한 온도

저감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71 -

(그림 4.17) 송파-옥상녹화 조성 따른 온도차(56m)

A1 A2 A3 B1 B2 B3 C1 C2 C3 평균 ΔT

옥상

녹화

미조성

32.21 32.21 32.21 32.21 32.21 32.21 32.21 32.21 32.21 32.21 -

옥상

녹화

조성

31.99 31.99 31.99 31.99 31.99 31.99 31.99 31.99 31.99 31.99 ▼0.02

<표 4.45> 옥상녹화 조성에 따른 송파 측정지점별 온도

(높이=56m, 시간:16:00) (단위 :℃)

(ΔT:기준대비 온도편차)

2m 높이에서와 마찬가지로 캐노피 높이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요소간의 온

도차이가 0.05℃미만으로 나타났으며, 옥상녹화로 인한 온도저감 효과는 미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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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서초-옥상녹화 조성 따른 온도차(2m)

(3) 상업지역(서초)

A1 A2 A3 B1 B2 B3 C1 C2 C3 평균 ΔT

옥상

녹화

미조성

34.31 34.62 - 36.31 36.81 36.63 - 35.60 35.73 35.72

옥상

녹화

조성

32.99 33.30 - 34.80 35.22 35.03 - 34.07 34.15 34.22 ▼1.50

<표 4.46> 옥상녹화 조성에 따른 서초구 측정지점별 온도

(높이=2m, 시간:14:00) (단위 :℃)

(‘-’는 건물이 위치한 경우를 의미하며, ΔT는 기준 대비 온도편차를 뜻함)

상업지역인 서초의 경우 건물의 비율은 30%가량이다. 2m의 높이에서 분석

한 서초지역의 시뮬레이션 결과 일출이후의 시간대인 07시부터 옥상녹화시와

옥상녹화 미조성시 간의 온도차이가 발생한다. 하루 중 가장 높은 기온을 나

타내는 14시에는 두변수간의 온도차이가 1.50℃ 가량 나타나며 하루 평균0.6

9℃가량 온도가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밤시간대의 온도차이는 1℃미만

으로 나타났지만, 낮 시간대에는 온도차이가 1℃이상으로 크게 나타났다. 또

한, 다른 변수들과 달리 옥상녹화 적용의 경우 온도저감효과가 밤시간대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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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서초-옥상녹화 조성 따른 온도차(56m)

A1 A2 A3 B1 B2 B3 C1 C2 C3 평균 ΔT

옥상

녹화

미조성

30.85 30.83 30.85 30.84 30.83 30.83 30.84 30.82 30.83 30.84 -

옥상

녹화

조성

29.75 29.75 29.76 29.76 29.76 29.76 29.76 29.76 29.76 29.76 ▼1.08

<표 4.47> 옥상녹화 조성에 따른 서초구 측정지점별 온도

(높이=56m, 시간:15:00) (단위 :℃)

(ΔT:기준대비 온도편차)

56m의 캐노피 높이에서 분석한 서초지역의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옥상녹

화조성시와 옥상녹화미조성시의 온도차이가 나타났다. 기온이 가장 높은 15

시에 1.09℃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냈으며, 하루 평균 0.41℃가량 온도가 저

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밤 시간대에도 온도저감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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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건축물 주변 식재 조성에 의한 온도차이

광진 서초 송파

건물

모델링

주변

식재

조성

<표 4.48> 건축물 주변 식재 조성 시뮬레이션 모델링

도시에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도시의 생태학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녹지의 조성은 도시화된 도심내의 경관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와 같은 오염물질을 흡수하여 도시열섬현상 완화에도 영향

을 주며 도시의 기온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건축물 주변에 다양한 식재를 조성하였을 때의 효과를 관찰하기

위해 <표4.48>과 같이 변수를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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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저층주거지역(광진)

(그림 4.20) 광진-건축물 주변 식재 조성 따른 온도차(2m)

A1 A2 A3 B1 B2 B3 C1 C2 C3 평균 ΔT

식재
미조성

32.22 32.83 - 31.92 - - 31.87 - - 32.21

식재
조성

30.34 30.95 - 30.04 - - 29.99 - - 30.33 ▼1.88

<표 4.49> 건축물 주변 식재 조성에 따른 광진 측정지점별 온도

(높이=2m, 시간:15:00) (단위 :℃)

(‘-’는 건물이 위치한 경우를 의미하며, ΔT는 기준 대비 온도편차를 뜻함)

2m의 높이에서 분석한 광진의 시뮬레이션 결과, 건축물 주변 식재조성으로

인한 일간 평균 0.51℃의 온도가 저감되었다. 07시이후부터 온도차가 발생하

기 시작하며 최고온도를 나타내는 15시에는 두 변수간 1.88℃가량의 온도차

이가 나타났으며, 야간에도 식재조성에 의한 효과는 지속되어 평균 0.8℃가량

의 온도가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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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광진-건축물 주변 식재 조성 따른 온도차(26m)

A1 A2 A3 B1 B2 B3 C1 C2 C3 평균 ΔT

식재
미조성

29.86 30.15 30.53 29.61 29.79 30.06 29.43 29.48 29.52 29.83

식재
조성

29.56 29.56 29.56 29.56 29.56 29.56 29.56 29.56 29.56 29.56 ▼0.27

<표 4.50> 건축물 주변 식재 조성에 따른 광진 측정지점별 온도

(높이=26m, 시간:16:00) (단위 :℃)

(ΔT:기준대비 온도편차)

26m의 높이에서 분석한 광진의 시뮬레이션 결과, 건축물 주변 조성으로 인

해 일간 평균 0.31℃의 온도가 저감되었다. 최고온도를 나타내는 16시에는 식

재 조성시와 미조성시의 온도차이가 0.27℃가량 발생했으며, 오전시간대부터

나타난 온도저감효과는 18시 이후에도 일정시간 지속됨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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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층주거지역(송파)

(그림 4.22) 송파-건축물 주변 식재 조성 따른 온도차(2m)

A1 A2 A3 B1 B2 B3 C1 C2 C3 평균 ΔT

식재
미조성

-　 35.98 36.29 36.07 35.62 35.73 35.74 35.02 35.94 35.80 -

식재
조성

- 35.80 36.11 35.89 35.44 35.55 35.56 34.84 35.76 35.62 ▼0.18

<표 4.51> 건축물 주변 식재 조성에 따른 송파 측정지점별 온도

(높이=2m, 시간:15:00) (단위 :℃)

(‘-’는 건물이 위치한 경우를 의미하며, ΔT는 기준 대비 온도편차를 뜻함)

2m의 높이에서 분석한 송파지역의 시뮬레이션 결과, 건축물주변 식재 조성

시 일간 평균 0.12℃의 온도가 저감되었으며,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게 나타

나는 15시의 경우에도 두 변수간의 온도 차이는 0.18℃가량으로 매우 적게

나타났다. 기존에 조성된 녹지공간의 비율이 높았던 송파의 경우, 건축물 주

변 식재조성으로 인한 온도저감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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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송파-건축물 주변 식재 조성 따른 온도차(56m)

A1 A2 A3 B1 B2 B3 C1 C2 C3 평균 ΔT

식재
미조성

32.21 32.21 32.21 32.21 32.21 32.21 32.21 32.21 32.21 32.21 -

식재
조성

32.11 32.11 32.11 32.11 32.11 32.11 32.11 32.11 32.11 32.11 ▼0.10

<표 4.52> 건축물 주변 식재 조성에 따른 송파 측정지점별 온도

(높이=56m, 시간:16:00) (단위 :℃)

(ΔT:기준대비 온도편차)

56m의 높이에서 분석한 송파지역의 시뮬레이션 결과 또한 주변식재조성에

따른 온도 차이는 미미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주변 식재 조성 시

일간 평균 0.06℃의 온도가 저감되었으며, 가장 큰 온도 차이를 나타내는 16

시의 온도 비교 시에도 0.1℃의 차이만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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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업지역(서초)

(그림 4.24) 서초-건축물 주변 식재 조성 따른 온도차(2m)

A1 A2 A3 B1 B2 B3 C1 C2 C3 평균 ΔT

식재
미조성

34.31 34.62 - 36.31 36.81 36.63 - 35.60 35.73 35.72

식재
조성

32.77 33.10 - 34.58 35.56 35.25 - 34.18 34.36 34.26 ▼1.46

<표 4.53> 건축물 주변 식재 조성에 따른 서초구 측정지점별 온도

(높이=56m, 시간:14:00) (단위 :℃)

(‘-’는 건물이 위치한 경우를 의미하며, ΔT는 기준 대비 온도편차를 뜻함)

2m의 높이에서 분석한 서초지역의 시뮬레이션 결과, 건축물주변 식재 조성

시 일간 평균 0.92℃의 온도가 저감되었다. 기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14시

의 경우 1.46℃가량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16시에는 최대 1.52℃의 온도차이

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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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 서초-건축물 주변 식재 조성 따른 온도차(56m)

A1 A2 A3 B1 B2 B3 C1 C2 C3 평균 ΔT

식재
미조성

30.85 30.83 30.85 30.84 30.83 30.83 30.84 30.82 30.83 30.84

식재
조성

29.48 29.48 29.48 29.48 29.48 29.48 29.48 29.48 29.48 29.48 ▼1.36

<표 4.54> 건축물 주변 식재 조성에 따른 서초구 측정지점별 온도

(높이=56m, 시간:14:00) (단위 :℃)

(ΔT:기준대비 온도편차)

56m의 높이에서 분석한 서초지역의 시뮬레이션 결과, 건축물주변 식재 조

성시 일간 평균 0.82℃의 온도가 저감되었다. 기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15

시의 경우 건축물 주변에 식재가 조성된 경우 1.36℃가량 낮은 온도를 나타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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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소결

본 장에서는 단지 유형에 따른 도시열섬저감 효과 시뮬레이션 분석을 위해

3가지의 단지유형을 설정하고, 다섯가지 도시열섬 저감요소를 설정하였다.

단지의 유형은 서울지역의 AWS 관측지점 기준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에 따라 단지 유형을 구분하였다. 서울지역의 28개의 관측소 중 ‘대부분 자연

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도 2곳, 5곳 위치하여 있으나, 녹지지역보다는 건축

물이 밀집하여 있는 곳에서 도시열섬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함으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분석 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주거지역은 건축물의 밀도가 높은

중저층주거지역과 밀도가 비교적 낮은 고층주거지역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2

장에서 실시한 열섬강도 분석 자료를 통해 중저층, 고층 주거지역과 상업지

역 가운데 상위 온도를 나타내는 지역을 단지 유형의 대표지역으로 선정하였

다.

도시열섬 저감요소는 기존 논문고찰을 통해 변수를 설정하였으며, 이는 ①

지붕반사율(0.2, 0.4, 0.6), ②지붕+벽체반사율(0.2, 0.4, 0.6), ③도로 포장면 변

화(아스팔트→콘크리트), ④옥상녹화 조성, ⑤건축물주변 식재 조성이다.

시뮬레이션은 ENVI-met이라는 도시 미기후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

며, 반사율 0.2/ 아스팔트 포장/ 옥상녹화 미조성/건축물주변 식재 미조성의

상태를 기준으로 변수 조절에 따른 온도저감효과를 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건축물의 비율이 높은 중저층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경우

건축물의 반사율 조절에 따른 온도저감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건축

물의 반사율 조절 보다는 옥상녹화 조성, 건축물 식재 조성으로 인한 온도저

감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층주거지역의 경우 연구에서 설정한 다섯

가지 변수로 인한 온도저감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인 단지유형별 시뮬레이션 결과는 5장을 통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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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단지유형별 열섬효과 저감 방안

5.1 개요

본 장에서는 4장에서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단지유형별 다섯

가지 변수(① 지붕반사율, ②지붕+벽체반사율, ③도로 포장면 변화, ④옥상녹

화 조성, ⑤건축물주변 식재 조성)의 적용에 따른 온도저감효과를 분석하고,

단지유형별 열섬효과 저감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5.2 중저층주거지역-광진

(그림 5.1) 광진-변수 조정에 따른 시간대별 평균 온도(2m)

변수 일평균 온도 ΔT

지붕+벽체

반사율조정

반사율(0.2)/포장-아스팔트 27.37 -

반사율(0.4) 26.79 ▼0.58

반사율(0.6) 26.60 ▼0.77

콘크리트 포장 26.86 ▼0.51

식재 조성 26.34 ▼1.03

옥상녹화 조성 26.29 ▼1.08

<표 5.1> 광진-변수 조절에 따른 일평균 온도 차(2m)

(ΔT:기준대비 변수적용에 따른 온도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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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송파-변수 조정에 따른 시간대별 평균 온도(2m)

광진의 경우 건물 및 도로의 비율이 50:50인 지역으로, 타 변수들에 비해

건물의 반사율 조절에 따른 온도저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됐지만, 건물의

지붕 및 벽체의 반사율을 조정하는 것보다는 건축물 주변의 식재조성, 건축

물 지붕층에 옥상녹화 조성과 같은 도시내의 녹지공간 조성과 도로의 반사율

을 높이는 것이 온도저감에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건축물의 반사율 조절을 통해서는 일평균 0.58~0.77℃의 온도저감효과를 볼

수 있었으며, 콘크리트 포장면의 변경으로는 일평균 0.51℃, 식재조성을 통해

서는 1.03℃, 옥상녹화를 통해서는 1.08℃ 온도가 저감되었다.

시뮬레이션에서의 반사율은 각 재료가 가지는 열전도도나 열방사율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재료의 단순 반사율 값만을 입력한 결과 값으로, 실

제 적용 시에는 위와 같은 요소들로 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판

단된다.

5.3 고층주거지역-송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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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일평균 온도 ΔT

지붕+벽체

반사율조정

반사율(0.2)/포장-아스팔트 30.64 -

반사율(0.4) 30.25 ▼0.39

반사율(0.6) 30.07 ▼0.57

옥상녹화조성 30.62 ▼0.02

식재조성 30.52 ▼0.12

콘크리트포장 30.49 ▼0.15

<표 5.2> 송파-변수 조절에 따른 일평균 온도 차(2m)

(ΔT:기준대비 변수적용에 따른 온도편차)

송파의 경우 건물, 도로, 녹지의 비율이 14:26:60으로 기존에 조성된 녹지비

율이 높은 지역이다. 건축물의 비율 또한 적어 옥상녹화나 건축물 주변 식재

조성, 건물의 반사율 조정 등으로 인한 온도저감 효과가 적을 것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일평균 온도에서도 나타나듯이 지붕 및 벽체의 조정을 통해서는 0.2→0.4

변경시 0.39℃ 감소, 0.2→0.6 변경시 0.57℃가량이 감소하였으며, 옥상녹화를

통해서는 0.02℃의 온도가 감소하였다. 또한 건축물 주변 식재 조성을 통해서

는 0.12℃, 포장면의 변화를 통해서는 0.15℃의 온도변화가 나타났다. 가설설

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저층 주거지역인 광진과 상업지역인 서초지역보다는

변수적용으로 인한 온도저감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고층주거지역의 계획 시에는 현재의 고층주거 단지 조성과 같이

바람길 조성, 녹지공간 조성 등 단지 단위의 계획을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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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서초-변수 조정에 따른 시간대별 평균 온도(2m)

5.4 상업지역-서초

변수 일평균 온도 ΔT

지붕+벽체

반사율조정

반사율(0.2)/포장-아스팔트 29.21 -

반사율(0.4) 28.77 ▼0.44

반사율(0.6) 28.54 ▼0.67

옥상녹화조성 28.52 ▼0.69

식재조성 28.28 ▼0.92

콘크리트포장 28.26 ▼0.95

<표 5.3> 서초-변수 조절에 따른 일평균 온도 차(2m)

(ΔT:기준대비 변수적용에 따른 온도편차)

서초지역의 경우 건물과 도로의 비율을 30:70이며, 도로를 주변으로 고층의

빌딩이 들어서있으며, 건축물의 밀도는 광진지역과 송파지역의 중간정도이다.

반사율 0.2, 아스팔트 포장을 기준으로 반사율을 0.2→0.4로 조정 시 일평균

0.44℃, 0.2→0.6으로 조정 시 일평균 0.67℃가량의 온도가 저감되었다.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지붕 및 벽체 반사율을 조정하는 것 보다는 건축물 주

변에 식재를 조성하거나 옥상녹화를 조성하는 것과 같은 녹지공간을 조성하

는 것이 도시의 온도를 낮추는 데에는 효과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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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도로 포장면의 반사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건축물

주변의 식재를 조성하는 것만큼의 온도저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5.5 소결

단지유형별 도시열섬현상 저감요소 적용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중저층주

거지역(광진)과 상업지역(서초)은 건축물의 반사율을 기준 반사율 0.2(녹색우

레탄방수 수준)에서 0.4, 혹은 0.6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건축물 주변에 식재를

조성하거나 옥상녹화를 조성하는 것이 도시의 온도를 낮추는데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의 아스팔트 포장를 반사율이 높은 콘크리트 포장으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일평균 0.5~0.9℃가량의 온도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층주거지역(송파)의 경우 설정한 5가지의 변수로 인한 온도저감 효

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조성된 녹지의 비율이 높고, 건축물

의 비율이 낮아 녹지조성 및 건축물 반사율 조정 등으로 인한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건축물의 비율이 높은 중저층주거지역, 상업지역과 같은 단지의 경

우 옥상녹화 조성 및 건축물 주변 식재 조성 같은 녹지 공간 조성 등을 통해

도시의 온도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며, 고층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지금과 마

찬가지로 초기에 단지를 계획할 시 녹지공간 및 바람길 확보 등을 통해 단지

의 온도를 저감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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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도시열섬현상 저감을 위한 도시의 미기후 조절 전략으로 도

시 표면의 조절 변수를 선정하고, 변수적용에 따른 단지유형별 온도저감 효

과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고찰을 통해 도시열섬현상의 발생원인과 저감방안, 최근연구

동향을 파악하였으며,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AWS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울

지역의 시간에 따른 열섬강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도시표면 마감재(12종)에 따른 태양열 반사율 및 표면온도의 측정을

통해 마감종류에 따른 계절별 온도 변화 및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활용

하여 단지 유형에 따른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하였다.

두번째로 서울시를 대상으로 기상청의 AWS(Automatic Weather System)

데이터를 통해 서울시의 열섬강도를 분석하고, 도시의 대표유형을 중저층주

거지역, 고층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구분하여 대표지역을 선정하였다. 또한

시뮬레이션에 적용될 도시의 반사율 변수선정을 위해 실측을 통해 변수별 반

사율과 계절에 따른 표면온도변화를 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 분석을 위해 서울시의 자동기상관측지점 주변의 단지유형을 분

류하고, 대표지점을 선정하였으며, 측정한 반사율 및 표면온도변화를 바탕으

로 다섯가지 변수를 설정하여 도시열섬저감 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하였다. 적용요소로는 ① 지붕반사율, ②지붕+벽체반사율, ③도로 포장면,

④옥상녹화, ⑤건축물주변 식재 조성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문헌 고찰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시열섬현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불투수 포장, 콘크리트와 같은 토양 피복의 변화와 녹지의 감소,

인공열의 증가, 지형의 영향 등이 있으며, 도시열섬현상을 저감하는 요소는

옥상녹화, 녹지조성, 쿨루프 적용 등과 같은 도시의 반사율 조정 등이 있다.

최근 진행된 도시열섬현상 관련 선행연구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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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할 수 있으며, 도시의 온도를 저감시키는 방안을 제시한 연구와 온도데

이터분석을 통해 열섬강도를 분석한 연구,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도

시열섬현상 저감 전략을 제시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둘째, 서울시의 도시열섬강도를 시간대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06시에는 ‘영등포’, 12시에는 ‘서초’, 16시에는 ‘송파’, 24시에는 ‘강남’이 주변

지역에 비해 높은 온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냈으며, 도시 열섬현상은 서

울의 중앙부와 남쪽부에서 자주 발생하였다. 시간대별 서울시와 경기도와의

평균 온도 차이를 살펴보면 06시 ‘영등포’의 온도가 경기지역 평균온도보다

약 4℃ 가량 높은 온도를 나타냈으며, 12시에는 ‘서초’ 약 1.3℃, 18시에는 송

파가 1.9℃, 24시에는 ‘강남’이 4.1℃ 높은 온도를 나타내 주간 시간대보다는

야간과 심야 시간대에 경기지역과의 온도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셋째, 외피 종류별 표면 온도변화를 실측 및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면온도는 계절에 따라 온도의 범주에는 차이가 나타나지만, 온도분포에

대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계절모두 열전도도와 표면 방사율이

높은 강판류(회색강판, 파랑강판, 적색강판, 오렌지강판)의 온도가 상위그룹으

로 높게 나타났으며, 흙, 보도블럭, 녹색방수 등이 중간그룹, 콘크리트, 흙+잔

디, 쿨페인트는 하위그룹으로 나타나 열전도도가 낮거나, 반사율이 높은 재료

일수록 낮은 표면 재료들이 사용될 경우 도시의 온도를 낮추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단지유형별 도시열섬저감 요소 적용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중저층주거지역(광진), 고층주거지역(송파), 상업지역(서초) 세 지역 모두

건축물의 반사율 조정을 통한 온도저감 효과보다는 건축물 지붕층의 옥상녹

화, 건축물 주변의 식재 조성으로 인한 온도저감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으

며, 도로의 비율이 높은 광진 및 서초의 경우 아스팔트에서 콘크리트로의 도

로 포장재 변화로 일평균 0.95℃가량의 온도가 저감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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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존에 녹지의 비율이 높고, 도로포장의 비율이 적은 고층주거지역인 송

파의 경우 선정된 변수로 인한 온도저감 효과는 미미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고층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초기에 단지를 계획할

시 녹지공간 및 바람길 확보 등을 통해 단지의 온도를 저감시키는 노력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는 여름철의 온도저감 효과만을 고려하였으나, 추후 연

구에서는 변수를 통한 동절기의 온도변화 및 건축물 에너지 분석을 통해 도

시의 온도 저감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에 있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연

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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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단지 유형에 따른

열섬현상 저감 방안에 관한 연구

정 주 리

건축공학과 건축설비 및 에너지전공

중앙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 박 진 철

지구 온난화로 인해 지구의 온도는 지난 100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특히 도시지역은 교외지역보다 기온 상승의 폭이 더 크게 나타난다. 일반적

으로 대도시는 교외지역에 비해 더 높은 기온을 나타내는데, 이를 도시열섬

현상이라고 한다. 이러한 도시열섬현상을 조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옥상녹화,

수공간조성, cool Roof 적용 등이 있지만, 도시를 구성하는 많은 건물군 중

일부 건물에 옥상녹화나 cool roof를 적용하는 것으로는 도시 열섬현상을 완

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에 따른 승온현상과 도시의

열섬현상 완화를 위해서는 개별 건물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또는 도시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도시의 미기후 조절전략으로 단지를 구성하는 표면 재질 특성의 변화

에 따른 도시열섬효과를 분석하고, 단지유형에 따른 도시열섬현상 저감 방안

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고찰을 통해 도시열섬현상의 발생원인과 저감방안, 최근연

구동향을 파악하였으며,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AWS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울

지역의 시간에 따른 열섬강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도시표면 마감재(12종)에 따른 태양열 반사율 및 표면온도의 측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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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마감종류에 따른 계절별 온도 변화 및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활용

하여 단지 유형에 따른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뮬레이션 분석을 위해 서울시의 자동기상관측지점 주변의 단지유형을 분

류하고, 대표지점을 선정하였으며, 측정한 반사율 및 표면온도변화를 바탕으

로 다섯가지 변수를 설정하여 도시열섬저감 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하였다. 적용요소로는 ① 지붕반사율, ②지붕+벽체반사율, ③도로 포장면,

④옥상녹화, ⑤건축물주변 식재 조성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열섬현상에 요인을 주는 요인은 토양피복의 변화, 녹지의 감소,

도시내 인공열 증가, 지형의 영향등이 있으며, 저감요소는 옥상녹화, 녹지조

성, 쿨르프 적용과 같은 도시의 반사율을 조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

둘째, 서울시의 도시열섬강도를 분석한 결과 도시열섬현상은 주로 서울의

중앙부와 남쪽부에서 자주 발생하였으며, 주간시간대보다는 야간시간대에 경

기지역과의 온도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셋째, 외피종류별 표면온도변화를 실측한 결과 표면온도는 계절에 따라 온

도 범주에는 차이나 나타나지만, 온도분포에 대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열전도율이 높으며 표면 방사율이 높은 강판류가 가장 높은 온도대

를 나타냈으며, 흙, 보도블럭, 녹색방수 등이 중간그룹, 콘크리트, 흙+잔디, 쿨

페인트가 하위그룹으로 나타났다.

넷째, 단지유형별 도시열섬저감 요소 적용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중저층

주거지역(광진), 고층주거지역(송파), 상업지역(서초) 세 지역 모두 건축물의

반사율 조정을 통한 온도저감 효과보다는 건축물 지붕층의 옥상녹화, 건축물

주변의 식재 조성으로 인한 온도저감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도로의 비

율이 높은 광진 및 서초의 경우 아스팔트에서 콘크리트로의 도로 포장재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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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로 일평균 1.0℃가량의 온도가 저감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에 녹

지의 비율이 높고, 도로포장의 비율이 적은 고층주거지역인 송파의 경우 선

정된 변수로 인한 온도저감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는 여름철의 온도저감 효과만을 고려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변수를 통한 동절기의 온도변화 및 건축물 에너지 분석을 통해

도시의 온도 저감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에 있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어 : 도시열섬현상, 단지유형, 미기후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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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rface temperature of Earth has been steadily rising over the past

100 years due to global warming. Especially, temperature in urban areas

increase much more than suburban areas and it is called urban heat island

(UHI) phenomenon. There are several solutions to control UHI

phenomenon such as green roof system, water space construction, and

cool roof system. However, application of green roof system and cool roof

system to some of the buildings which compose the city has a critical

limit. Therefore, in order to diminish the temperature rising and UHI

phenomenon due to climate change of the city, it needs to approach from

the viewpoint of site or city, rather than the viewpoint of individual

buildings. This study is aims at analyzing UHI phenomenon by

characteristics of surface materials and suggesting the solutions to reduce

UHI phenomenon by types of complex.

The method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Literature reviews were conducted to analyze the cause, dimin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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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and recent trends of UHI phenomenon, and the strength of heat

island in Seoul was analyzed by using AWS (Automatic Weather System)

data provided by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Then, the

characteristic of seasonal temperature changes was analyzed by surface

materials of city (12 types) through measuring the solar reflectivity and

surface temperature.

For the simulation analysis, in addition, the type of complex near the

meteorological observation in Seoul was classified to select representative

site. Based on measured reflectivity and surface temperature changes,

simulation about UHI phenomenon was conducted by setting 5 parameters;

reflectivity of roof, reflectivity of roof and wall, road pavement, green roof

system, and planting around the build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factors affecting UHI phenomenon are change of soil cover,

reduction of green areas, increase of artificial heat in city, effect of

topography. And there are solutions to reduce UHI phenomenon by

changing reflectivity of city such as rooftop greening, greenery composing

green areas.

Second,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UHI phenomenon in Seoul, UHI

phenomenon occurred mostly in central and southern areas of Seoul. Also

the gap between temperature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appeared to

be much more at night than daytime.

Third, as a measurement of surface temperature changes by surface

type, the surface temperature varies with season, but there is no

significant change in temperature distribution. The steel plates which have

high thermal conductivity and high emissivity showed the high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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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zone. Subsequently, the soil, pavement block, and green

waterproofing were belonged to the middle group, and the concrete, soil +

grass, and cool paint were in the subgroup.

Fourth, as the results of simulating the UHI reduction factor by types

of complex, it showed that the effect of temperature reduction on the

building roof layer is more effective than adjusting the reflectivity of

buildings such as green roof system, planting near the buildings in both

the low-rise residential district (Gwangjin), high-rise residential district

(Songpa), and commercial district. In case of Gwangjin and Seocho where

the road ratio is high, the daily average temperature is reduced about 1.

0℃ by the change of road material. In case of high-rise residential

district (Songpa) where the percentage of green area is high and road

pavement ratio is low, on the other hands, it is analyzed that the

temperature reduction effect was unclear.

Finally, the effect of temperature reduction was considered only in

summer. In the further study, however,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temperature change in winter and the building energy to consider

economical efficiency in energy savings as well as temperature reduction

of the cities.

Keyword : urban heat island, type of complex, Microclimate simul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