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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5) 일사조절에 따른 기화냉각장치가 열환경 효과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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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에너지 사용의 증가와 콘크리트 구조물과 같은 불투수 포장 면적이 증가함에 따

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과 인공배열의 증가 등 환경문제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도시기온의 상승과 같은 
도시열섬현상을 야기시켰다(Joo et al., 2014).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물의 증발잠열을 이용하여 대기 중에 기화냉각장치를 이용하여 대상지 주변
의 온도를 낮추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기화냉각장치를 이용하여 에너지소비 절감을 목
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일사조절에 따른 기화냉각 장치의 열환경 변화에 관한 연구는 미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화냉각장치와 일사조절 여부를 변수로 폭염 대응을 위한 기화냉각 장치의 실증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폭염 및 열환경 완화 효과검증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기화냉각장치와 일사조절에 따른 외부 열환경 분석을 위하여 연구대상지는 충북 충주시 건국대학교 글로

컬캠퍼스 녹색기술융합학과 전공실습장으로 선정하였다. 실험구 유형은 대조구의 성격인 Tcontrol과 기화냉각
장치만 적용된 Tmist, 일사조절만 적용된 Tcanopy, 기화냉각장치와 일사조절이 모두 적용된 Tmist+canopy으로 총 4
가지 유형을 조성하였다. 

조사분석방법으로는 기화냉각장치에 따른 열환경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실험구 내부의 1.5 m에서 측정하
였다. 열환경분석은 기온, 상대습도, 풍속, 일사 등 자동기상관측기와 열선 풍속계를 이용하여 3반복 측정하
였으며, 실험구 내 열쾌적성 분석을 위한 흑구온도, 습구온도, 건구온도는 측정지점에 흑구온도계와 건․습구
온도계를 설치하여 측정하였다. 측정기간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 2017년 6월부터 9월까지 
진행하였다. 열쾌적지표로는 WBGT, MRT, UTCI를 산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실험구의 평균기온 분석결과 Tcontrol > Tmist > Tmist+canopy 순으로 분석되었으며, Tcontrol 대비 다른 유형에서 

평균기온은 낮은 결과를 보였으며, 상대습도는 Tmist+canopy > Tmist > Tcontrol로 Tmist+canopy에서 가장 높게 측정되
었다. 

열쾌적 지표인 WBGT의 경우, Tcontrol > Tmist > Tmist+canopy 순으로 나타났으며, MRT의 경우, Tcontrol > Tmist 
> Tmist+canopy 순으로 나타났다. UTCI의 경우 Tcontrol > Tmist > Tmist+canopy 순으로 나타났다. 일사조절에 따른 평
균기온 분석결과 Tcanopy > Tmist+canopy 순으로 나타났다. 기화냉각장치 적용에 따른 열환경 조절효과가 양호하
게 나타났으며, 향후 기화냉각장치 적용 시 물입자의 크기에 따른 열환경 분석에 관한 추가 모니터링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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