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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diminish performance of Urban Heat Island (UHI) by site type according to reflectivity of roof 
surfaces. Methods : first of all, intensity and current state of heat island of Seoul has been analyzed by Automatic Weather System (AWS) 
data. Then, after categorizing the site type by middle and low-rise residential site(Gwangjin-gu), high-rise residential site(Songpa-gu), and 
commercial site(Seocho-gu), the temperature reducing effect has been analyzed by reflectivity of roof surfaces using simulation. Results : the 
temperature reduction in middle and low-rise residential site has proven to be more effective than high-rise and commercial site due to 
difference in density of buildings. Also the temperature reduction in summer is more effective than 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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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도시는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며, 그 

결과 주변의 교외지역과는 상이한 도시 특유의 기후가 

형성된다(Oke, 1987).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진

행되어온 도시화로 인해 주거공간과 산업시설에 대한 비

율이 급속히 확대된 반면 도시지역의 녹지비율은 지속적

으로 감소되어져 왔다(Hang, 2003). 이에 따라 도시 환경

적 측면에서 도시 자체가 발생시키는 열량은 증가되고, 

대기 오염 물질을 비롯한 지구 온난화를 유발시키는 물

질의 배출이 증가되어 미기후와 국지기후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Hang, 2003). 대표적인 현상으로 도시열섬

현상을 들 수 있다. 이는 도시지역이 주변 교외지역에 비

해 높은 온도를 보이는 현상을 의미하며, 1820년 영국의 

Luke Howard가 런던의 높은 이상 기온을 설명하기 위하

여 처음으로 제시된 개념이다(Hong, 2013). 이러한 도시열

섬현상은 기온의 상승뿐 아니라 에너지 사용 증가 및 이

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증가, 생태계 파괴 및 건강 등 사

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에 따라(Kim, 2015). 열섬

현상 분석 및 발생 저감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

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주택의 경우 지붕은 전체 냉방부하의 

약 14%정도의 영향을 미치며, 여름철 지붕표면의 높은 

온도는 건물의 냉방부하를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붕의 온도를 낮추는 것은 열섬현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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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실자의 쾌적감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 판

단된다. 최근 서울시는 옥상의 녹색 우레탄방수를 흰색 

페인트로 칠함으로써 여름철의 건물 온도를 낮추고 냉방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쿨루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열섬현상 저감을 위한 변수로 지붕의 

반사율을 설정하고, 지붕의 표면 반사율 변화에 따른 도

시의 열환경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는 추후 연구

되는 도시열섬현상 연구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 판단된

다.

1.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지붕 표면 반사율에 따른 단지의 유형별 도시열섬저감 

성능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

다. 먼저는 기상청의 서울시 AWS(AWS:Automatic 

Weather System)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울시의 열섬강도

를 분석하였다. 둘째, 단지의 유형을 중저층주거지역, 고

층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분류하고 대표지역을 선정하였

으며, 셋째, 선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반사율에 따른 도시

열섬 저감 성능을 분석하였다.

그림 1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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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서울지역 및 경기지역의 AWS 관측지점

2. 도시열섬현상 저감방안 이론고찰

지난 수십년동안 도시 지역과 그 주변 지역사이의 상

요소(기온, 풍습, 습도, 강수 등)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수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Lee, 2011). 가장 뚜렷한 

도시의 기상 변화는 기온의 상승이며, 온도상승을 저감하

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밖에도 도시

열섬의 강도를 분석하거나, 시뮬레이션을 통해 요소별 온

도저감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다.

첫 번째로는 도시의 온도를 저감시키는 방안으로 

Cha(2007)는 녹지 네트워크 및 바람길을 구축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Song(2013)은 옥상녹화에 의한 열섬현상 

저감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Yun(2013)은 녹지 증가에 

따른 온도변화 분석을 통해 식생지역 증가에 따라 지역

의 온도가 0.4~0.8℃가량이 낮아짐을 확인하였다. 

Kim(2016)는 건물모형 실험을 실시하여 쿨루프 적용시의 

도시열섬완화 효과와 건물에너지 저감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붕의 반사율과 방사율에 의해 지붕을 유입되

는 에너지양, 축적되는 에너지양, 방출되는 에너지양 그

리고 표면온도까지도 차이가 나타났다. 반사율·방사율이 

높은 쿨루프는 다른 지붕에 비해 태양에너지의 유입 및 

지붕에 축적되는 에너지량이 적어 주변 대기로 에너지를 

빨리 방출하게 되고, 그 결과 지붕 표면온도를 낮게 유지

되어 도시열섬효과 및 건물에너지 저감에도 효과가 있음

을 확인하였다.

온도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열섬강도를 분석한 연구로

Lee(2012)은 춘천시의 기상관측을 통해 열섬강도의 분포 

특징을 밝히고, 수치모델을 이용하여 도시열섬현상 모사 

결과를 실제 관측자료와 비교·평가하였다. Kim(2012)은 

서울시에 위치한 기상관측소의 최근 10년동안의 기온자

료를 이용하여 도시 내 열섬의 공간분포를 파악하였고, 

서울과 주변 3개 지역과의 기온자료를 이용하여 시간별 

열섬강도를 산출하였다.

또한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도시열섬를 분석한 연구

로 Wang(2015)은 캐나다, 토론토 지역의 도시 열섬효과 

저감 전략 제시를 위해 도시유형별 도시의 형태와 밀도, 

쿨포장, 쿨루프, 녹지 등을 변화시켜 온도저감 효과를 비

교하였고, O’Malley(2015)는 완화전략으로 녹지구성, 수

공간구성, 반사율 조정을 선정하고, 지역별 온도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Stewart(2012)는 도시열섬현상 분석을 

위해 건물물의 높이 및 밀도별, 표면재료별로 도시의 유

형을 분류하고, 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도시유형을 도시에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국내 열섬관련 연구의 경우, 도시열섬의 요소를 분석하

거나 열섬강도 및 현황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도시단위에 적용하여 요소별 성능을 분석한 연구는 미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를 통해 서울시의 열

섬현황 및 강도를 분석하고, 도시단위에 있어 도시열섬현

상 저감 요소인 지붕 반사율을 달리 적용하여 온도저감 

효과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3. 서울지역의 도시열섬현상 분석

3.1 개요

서울시의 열섬강도 현황분석을 위해 기상청에서 제공

하는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AWS는 기온, 풍속, 풍향, 그리고 강수량 등을 측정한 자

료로써 서울 지역의 관측소가 가장 조밀하여 서울 도시 

열섬 시공간적 구조를 연구하기에 유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3.2 분석지역 및 기간

연구 대상지인 서울시는 고층의 주거지역, 저층 주거지

역, 상업지역 등 다양한 건물의 유형이 밀집해 있는 대도

시로, 많은 개발로 인해 도시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주변의 경기지역의 도시화로 인해 도시

열섬현상이 더욱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분석지역은 서울시의 28개소 AWS 관측지점(표1)으로 

2012~2015년[3개년] 중 6~8월(하절기), 12~2월(동절기)의 

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주변지역인 경기지역의 51개소 

관측지점도 함께 분석하여 외곽지역과의 열섬강도를 비

교하였다.

3.3 대표일 및 분석 시간대 선정

분석을 위해 하절기, 동절기 데이터 중 운량이 3미만이

며, 월평균 기온과의 온도차가 가장 적은 날을 월의 대표

일로 선정하고(표2~표3), 대표일별 06시, 12시, 18시, 24시

에 높은 온도를 나타는 지역의 빈도수를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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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절기 월별 대표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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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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시간대별 상위 온도를 나타내는 관측지점

시간 6시 12시 18시 24시

지역 영등포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

경기지역 
평균기온과의  
온도차(℃)

4.0 1.3 1.9 4.1

표 5 시간대별 상위온도 관측지점 및 경기지역 평균온도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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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동절기 월별 대표일 선정

3.4 분석결과

하절기, 동절기의 대표일의 시간대별 높은 온도대를 나

타내는 상위 5개 지점의 빈도수를 살펴본 결과(표4), 06시

에는 ‘영등포’, 12시에는 ‘서초’, 16시에는 ‘송파’, 

24시에는 ‘강남’이 주변지역에 비해 높은 온도를 나타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 서울시와 경기도와의 평균 온도 차이를 살펴

보면(표5) 06시 ‘영등포’의 온도가 경기지역 평균온도

보다 약 4℃ 가량 높은 온도를 나타냈으며, 12시에는 

‘서초’ 약 1.3℃, 18시에는 송파가 1.9℃, 24시에는 

‘강남’이 4.1℃ 높은 온도를 나타내 주간 시간대보다는 

야간과 심야 시간대에 경기지역과의 온도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4. 단지유형별 지붕반사율(반사율)에 따른 온도변화 시

뮬레이션

 4.1 단지유형의 분류

서울지역의 관측지점의 위치를 ‘토지이용계획’에 따

라 유형을 구분하였으며, 도시 열섬현상의 발생빈도가 높

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을 대표유형으로 선정하고 상위

온도를 나타내는 지역을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

은 서초구, 주거지역 가운데 고층 아파트 지역이 많은 송

파는 고층주거지역으로, 저층 주택지역이 많은 광진구는 

중저층 주거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표

지역은 기상 관측소 인근의 지역 중 해당 용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300m×300m범위를 설정하였으며, 선정된 

지역은 표 6과 같다. 

구분 항공사진
비율

건물 도로 녹지

중저층

주거지역

-광진

50 50 0

고층 

주거지역

-송파

14 26 60

상업지역

-서초
30 70 0

표 6 대표지역의 범위 설정 및 요소별 비율 

 4.2 외피 반사율 실측

지붕 반사율에 따른 도시열섬저감 효과 분석을 위해 

재료별 특성을 조사하고, 반사율을 실측하였다. 외피는 

건물, 도로, 녹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건물지붕의 마감형태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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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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0.5

풍속 (m/s) 2.1 2.4

풍향(0:N..90:E..180:S..270:W) 70 290

온도

광진 27 0.8

서초 27.6 0.3

송파 29.7 1.6

상대습도(%) 75.6 59.8

내부온도(℃) 26 18

표 8 시뮬레이션 설정조건 

건
물

분
류

녹색 
우레탄
방수-1

회색 
몰탈-1

나무
데크

녹색 
우레탄
방수-2

회색 
몰탈-2

반
사
율

0.26 0.31 0.11 0.27 0.27

도
로

분
류

아스
팔트

포장
도로 
(판돌) 보도1 보도2 화산석

반
사
율

0.10 0.21 0.20 0.15 0.11

녹
지

분
류

잔디
(동절기)

반
사
율

0.29

표 7 외피 종류별 반사율

수층 시공을 위해서 녹색 우레탄 방수코팅과 회색 몰탈 

방수 2종류가 대표적으로 적용되고 있었다. 반사율은 건

물 2개소 이상 선정하여 실측한 결과 녹색 우레탄 방수

코팅은 0.26, 0.27이며, 회색 몰탈 방수는 0.31, 0.27로 녹

색 우레탄 방수코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 옥상 

공간을 활용하여 휴식처 제공을 위해 우드데크를 시공한 

사례도 있었으며, 우드데크의 경우 알베도가 0.11로 기존 

지붕보다 알베도가 낮아 태양복사 에너지의 유입 및 유

출이 많은 수 있으나, 열전도율이 매우 낮아 축열되는 복

사에너지가 적어 표면온도 상승으로 인한 온도 상승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로의 경우 아스팔트 도로는 반사율이 0.10으로 매우 

낮았으며, 보도의 경우 마감 형태 및 색상에 따라 0.11 ~ 

0.21까지 다양하였다. 보도블럭의 경우 색상이 밝더라도 

마감 표면의 거칠기가 거칠어 반사율이 지붕 마감재료에 

비해서는 낮게 측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녹지를 대표하는 

잔디의 동절기 반사율을 0.29로 다른 마감 재료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계절적인 요인을 반영한 것

으로 하절기 반사율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4.3 도시환경 시뮬레이션

 4.3.1 개요

설정한 단지 유형별 대표지역과 실측한 반사율을 활용

하여 지붕반사율에 따른 온도변화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하였다.

활용된 분석 프로그램은 ENVI-met으로, 도시의 공간을 

지표면, 구조물, 식생에 대한 정보를 격자 형태로 입력하

여 기류, 유체의 흐름, 온도, 습도, 복사에너지 등의 분포

를 3차원으로 예측할 수 있는 미기후 분석 프로그램이다.

시뮬레이션의 설정조건은 다음과 같다. 하절기는 8월

을, 동절기는 1월을 대표월로 정하고, 일별 데이터 중 운

량이 3미만이며, 월평균 기온과의 온도차가 가장 적은 날

을 월을 대표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에 사

용된 설정조건은 시간대별 AWS자료와 1981년~2010년(30

년) 평년값 자료를 활용하였다. 지역별 기온은 AWS 시간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평균 풍속 및 풍향, 습도 자료는 

해당 달의 평년값 자료를 사용하였다. 기후 평년값(30년)

에 따르면 월 평균 풍속은 1월 2.4m/s, 8월 2.1m/s이며, 

평균 습도는 1월 59.8%, 8월 75.6%이다. 건물 내부의 온

도는 계절별 실내적정 온도인 8월(하절기) 26℃, 1월(동절

기) 18℃로 설정하였다.

분석 시간대는 낮 시간대를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하였

다. 도시 열섬현상의 경우 현황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

이 낮 시간대보다는 저녁과 새벽시간대에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연구에서는 열섬현상뿐만 아니라 에너지 사

용 저감을 위한 피크부하 저감에 초점을 두어 낮 시간대

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나온 결과 값은 그림 2과 같이 총 9개 지점

(A1~C3)의 공기온도를 분석하여 평균온도를 비교하였으

며, 온도측정 높이는 지면높이 2m와 캐노피높이(건물최고

높이+3m)로 설정하여 측정지점 별 공기온도를 비교하였

다(표9).

높이 변수
중저층주거지역

(광진)

고층주거지역

(송파)

상업지역

(서초)

현황
평균높이 12.3m 43.8m 20.3m

최고높이 22.0m 53.0m 52.0m

측정

높이

지면 2.0m 2.0m 2.0m

건물높이 25.0m 56.0m 56.0m

표 9 선정지역의 높이 현황 및 시뮬레이션 측정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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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마감 측정 반사율  분석 변수

기존 녹색 우레탄방수 마감 0.26
0.2, 0.4, 0.6

총 3개로 분류
회색 몰탈방수 0.29

쿨페인트 마감 0.57

표 10 표면마감에 따른 측정 반사율과 분석 설정 변수

그림 2 시뮬레이션 측정 위치

4.3.2 설정변수

지붕재 반사율의 변화에 따른 도시열섬저감 현황을 분

석하기 위해 실측된 지붕재의 반사율을 바탕으로 지붕의 

알베도를 0.2, 0.4, 0.6으로 변화시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

였다.(표10) 

4.4 분석결과

 4.4.1 하절기

반사율을 0.2, 0.4, 0.6으로 변화시켜 실시한 하절기의 

시뮬레이션 결과(표 11~13), 반사율을 0.2(기준)에서 0.4로 

변경할 경우 2m높이에서는 평균 0.22℃, 캐노피 높이에서

는 평균 0.04℃가량 낮을 온도를 나타냈으며, 0.6으로 변

경할 경우에는 2m높이에서 평균 0.37℃, 캐노피 높이에서 

평균 0.08℃의 낮은 온도를 나타냈다(표 14). 건물 지붕의 

반사율만을 조정하였기 때문에, 건물의 비율이 비교적 높

게 나타난 중저층주거단지(광진)과 상업단지(서초)의 온도

저감 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건물 및 지붕층의 비율이 

낮은 고층주거단지(송파)지역의 경우에는 온도차이가 크

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캐노피 높이의 온도보다 2m위

에서 측정한 온도가 더 크게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저층주거지역(광진)

반사율

높이
0.2 0.4 0.6

2m

25m

표 11 반사율에 따른 중저층주거지역(광진)의 
시뮬레이션 결과(하절기)

고층주거지역(송파)

반사율

높이
0.2 0.4 0.6

2m

56m

표 12 반사율 변화에 따른 고층주거지역(송파)의 

시뮬레이션 결과(하절기) 

상업지역(서초)

반사율

높이
0.2 0.4 0.6

2m

56m

표 13 반사율 변화에 따른 상업지역(서초)의 

시뮬레이션 결과(하절기)

단지유형 측정 높이 온도
지붕면 반사율

0.2 0.4 0.6

중저층

주거단지

(광진)

2m

평균

온도
27.39  27.12 26.83 

편차 - ▼0.27 ▼0.56 

건물높이

(25m)

평균

온도
26.07  25.96 25.85 

편차 - ▼0.11 ▼0.22 

고층

주거단지

(송파)

2m

평균

온도
29.41  29.40 29.36 

편차 - ▼0.01 ▼0.05 

건물높이

(56m)

평균

온도
28.57  28.57 28.56 

편차 - 0.00 ▼0.01

상업단지

(서초)

2m

평균

온도
31.27  30.90 30.76 

편차 - ▼0.37 ▼0.51

건물높이

(56m)

평균

온도
29.15  29.15 29.15 

편차 - 0.00 0.00

표 14 단지유형별 지붕 반사율 변화에 따른 온도변화(하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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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2 동절기

 동절기의 시뮬레이션의 결과(표 15~17), 하절기과 마

찬가지로 반사율이 높일수록 온도가 저감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반사율을 0.2(기준)에서 0.4로 변경할 경우 

2m높이에서는 평균 0.06℃, 캐노피 높이에서는 평균 0.0

1℃가량 온도가 낮은 온도를 나타냈으며, 0.6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2m 높이에서는 평균 0.12℃, 캐노피 높이에서는 

평균 0.03℃의 낮은 온도를 나타냈다(표 18). 하절기과 마

찬가지로 캐노피 온도보다는 지상 2m의 높이에서 온도변

화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하절기 결과와 비교해 동절기

의 온도변화가 적게 나타났다.

중저층주거지역(광진)

반사율
높이

0.2 0.4 0.6

2m

25m

표 15 반사율 변화에 따른 중저층주거지역(광진)의 
시뮬레이션 결과(동절기)

고층주거지역(송파)

반사율
높이

0.2 0.4 0.6

2m

56m

표 16 반사율 변화에 따른 고층주거지역(송파)의 
시뮬레이션 결과(동절기) 

상업지역(서초)

반사율
높이

0.2 0.4 0.6

2m

56m

표 17 반사율 변화에 따른 상업지역(서초)의 
시뮬레이션 결과(동절기)

단지유형 측정 높이 온도
지붕면 반사율

0.2 0.4 0.6

중저층

주거단지

(광진)

2m

평균

온도
10.67  10.57 10.47 

편차 - ▼0.10 ▼0.20

건물높이

(25m)

평균

온도
9.43  9.39 9.36 

편차 - ▼0.04 ▼0.07

고층

주거단지

(송파)

2m

평균

온도
10.44  10.40 10.39 

편차 - ▼0.04 ▼0.05

건물높이

(56m)

평균

온도
8.22  8.22 8.22

편차 - 0.00 0.00

상업단지

(서초)

2m

평균

온도
11.37  11.30 11.26 

편차 - ▼0.07 ▼0.11

건물높이

(56m)

평균

온도
7.84  7.84 7.83

편차 - 0.00 ▼0.01

표 18 단지유형별 지붕 반사율 변화에 따른 온도변화(하절기)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상청의 서울시 AWS 데이터를 통해 

서울시의 열섬강도를 분석하였으며, 단지의 유형 분류 및 

유형별 대표지역을 선정하여 지붕 반사율에 따른 시뮬레

이션 분석을 실시하였다. 

1) 시간대별 AWS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06시에는 

‘영등포’, 12시 ‘서초’, 16시와 24시에는 ‘광진’이 

주변지역에 비해 높은 온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지역과의 평균 온도 차이를 살펴보면 주간 시

간대보다는 야간과 심야 시간대에 온도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2) 지붕층의 반사율을 0.2, 0.4, 0.6을 변화시켜 실시한 

하절기의 시뮬레이션 결과 건물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중저층주거단지(광진)과 상업지역(서초)의 온도저

감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반사율에 따라 0.2일 때를 기

준으로 0.4로 변경시 2m높이에서는 평균 0.22℃, 캐노피 

높이에서는 0.04℃가량 낮은 온도를 나타냈으며 0.6으로 

변경 시 2m 높이에서 평균 0.37℃, 캐노피 높이에서 평균 

0.08℃의 낮은 온도를 나타냈다.

3) 동절기의 시뮬레이션 결과 또한 하절기와 마찬가지

로 반사율이 높을수록 온도가 저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반사율이 0.2에서 0.4로 변할 경우 2m높이에서

는 평균 0.06℃, 캐노피 높이에서는 평균 0.01℃가량 온도

가 낮게 나타났다. 0.6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2m 높이에서

는 평균 0.12℃, 캐노피 높이에서는 평균 0.03℃의 낮은 

온도를 나타나 동절기보다는 하절기의 온도변화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지 유형에 따라 도시열섬의 요소 적용 시 지

붕 반사율 조정의 경우 건물의 밀도가 낮은 지역보다는 

높은 지역에 효과적이며, 온도가 높은 여름철에 온도저감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경우 열섬 저감을 위한 다양한 요소 가운데 

- 495 -



지붕 반사율만을 고려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나, 

추후 진행되는 연구를 통해 도시의 유형의 체계적 분류 

및 유형별 도시열섬저감 요소 적용에 관한 연구를 진행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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