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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G2) 일사량에 따른 도로의 열확산이 가로공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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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도심 내 인공 구조물과 도로면적의 증가는 불투수포장면적의 증가로 이어졌다. 불투수포장면은 토양과 달

리 물을 포함하지 않아 열을 소모하지 못하며, 열전도도가 높아 열을 저장한다(이송옥, 2010). 특히 잠열과 

야간 열에너지를 누적시켜 열대야를 야기하고(이유화 등, 2013) 도시 내 열환경을 악화시켜 도시민 건강에 

악영향을 주었다. 
열환경 완화를 위해 최근 토지피복 개발과 토지이용 유형에 따른 도로변 기온저감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

으나, 도로의 열확산 영향 범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사량에 따른 도로의 

열확산이 가로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일사량에 따른 기상변화를 분석하여 향후 도

시설계에 대한 기초자료로 이용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일사량에 따른 도로의 열확산이 가로공간에 미치는 영향 범위를 측정하기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위치한 위

례성대로를 중심으로 기상 측정을 실시하였다. 측정지점은 도로로부터 수직 1.5 m에서 수평 1 m간격으로 총 

5개의 지점(T1~T5)을 선정하였으며, 하루 평균 일사량에 따라 800±50 W/㎡, 400±50 W/㎡로 구분하였다. 기
상요소는 기온, 상대습도, 풍속, 표면온도, 일사량, 순복사량을 3반복 측정하였으며, 기상관측은 2016년 6월부

터 8월까지 연구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날은 제외하여 11시부터 17시까지 측정을 진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측정지점별 기상변화는 평균 기온의 경우 T1 = T2 > T3 > T5 > T4 순으로 측정되었다. 상대습도의 경우 

T5 > T4 > T3 > T2 > T1 순으로 측정되었다. 풍속의 경우 T1 > T2 > T3 > T4 > T5 순으로 측정되었다. 
표면온도의 경우 T1 > T2 > T3 > T4 > T5 순으로 측정되었다.

일사량에 따른 가로공간의 일평균 기온 차이는 일사량이 각각 800±50 W/㎡와 400±50 W/㎡에서 T1 (2.
1℃) > T2 (1.9℃) = T3 (1.9℃) > T5 (1.5℃) > T4 (1.3℃)로 측정되었으며, 상대습도의 경우 T1 (-13.2%) > 
T2 (-11.5%) > T3 (-11.0%) > T4 (-9.7%) > T5 (-9.5%)의 차이를 보였다. 풍속의 경우 T1 (0.85 m/s) > T2 
(0.41 m/s) = T3 (0.41 m/s) > T4 (0.12 m/s) > T5 (-0.03 m/s)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표면온도의 경우 T1 
(3.8℃) > T2 (3.2℃) > T3 (2.4℃) > T5 (2.3℃) > T4 (1.9℃)의 차이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일사가 강한 

800±50 W/㎡의 경우 아스팔트가 축열된 열에너지가 차량 통행에 의해 약 T1~T3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일사

가 약한 400±50 W/㎡의 경우 아스팔트에 축열된 열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적어 가로공간에 대한 영향이 미미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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