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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G3) 폭염저감을 위한 미세물입자 분사 시스템 적용 유무에 따른 
열환경 변화 연구

송원석 ․ 김도현 ․ 공석민 ․ 손혜림 ․ 신영준 ․ 이용희 ․ 권기욱 ․ 김학기 ․ 김원태1) ․ 윤용한 ․
김정호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1)연암대학교 환경조경과

1. 서론 
도시지역의 기온은 온실가스의 증가와 도시화로 인한 도시열섬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는 추세이다. 

이로 인한 기후 변화는 폭염과 같은 극단적 이상현상을 야기한다(최병철 등, 2006). 폭염은 높은 기온에 취약

한 노년층에게서 수많은 사망자를 내기도 하고, 수중 생태계나 빙하 등에도 영향을 주는 등 사회적, 경제적 

및 환경적으로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지영 등, 2006).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극

복하기 위해 물의 증발 잠열을 이용한 냉각법이 주목되고 있으며 물의 증발 잠열은 실내의 냉각에서 그 효

과를 나타낸 바 있다(Noriko 등,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의 증발 잠열을 이용하는 미세물입자 분사 

시스템을 적용하고 대상지 내 열환경 변화를 분석하여 향후 온도저감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이용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충북 충주시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녹색기술융합학과 전공실습장에서 2016년 3월부터 9월

까지 진행하였다. 미세물입자 분사를 통한 증발잠열의 효과를 통한 열환경 변화를 비교분석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측정일의 평균 일사량은 약 1,002 W/㎡, 평균 기온은 약 34.1℃으로 측정되었다. 실험구는 가

로 5 m, 세로 5 m의 Test-Bed를 제작하였으며 노즐은 총 12개의 노즐을 실험구 내부로 집중적으로 분사되도

록 설치하였다. 미세물입자 분사 시스템의 수직적 영향범위를 분석하기 위하여 분사높이를 1.5 m(Case A), 
2.5 m(Case B), 3.5 m(Case C)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미세물입자 분사에 따른 열환경 분석을 위하여 WBGT, 
MRT, UTCI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미세물입자 분사 시스템이 열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미세물입자 분사의 유무 간 WBGT, 

MRT, UTCI가 외부보다 내부가 낮은 경향을 나타냈으나, Case C의 경우 내부가 외부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

다. 내부와 외부의 WBGT는 Case A와 Case C의 경우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Case B > Case A >
Case C로 순으로 분석되었다. 내부와 외부의 MRT는 Case B > Case A > Case C로 나타났다. 내부와 외부의 

UTCI는 Case B > Case A > Case C로 나타났으며 Case B와 Case A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Case C의 경

우 내부의 UTCI가 외부의 UTCI보다 높게 나타났다. 미세물입자 분사에 따라 WBGT, MRT, UTCI 모두 

Case B에서 가장 큰 저감량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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