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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7) 가로녹지 조성 유형에 따른 도로변 보도 공간의 수직적 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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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도심지 불투수면적 중 50%를 차지하는 도로는 도시기온상승 및 폭염과 같은 열환경 악화의 중요한 요인

으로 볼 수 있다(Lee et al., 2013). 이러한 열환경 악화는 도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다(Lee et al., 2016).

이와 같은 도로의 열환경악화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 도로변 가로녹지 형태에 따른 기온 변화 등 다양한 
열환경 완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도로열환경의 영향범위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
는 도로의 열확산이 가로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가로공간 가로녹지의 수직적 기상변화를 분석
하여 향후 도시설계에 대한 기초자료로 이용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도로의 열확산에 따른 가로공간의 수직적 기상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과천시에 위치한 코오롱로를 중심으

로 기상측정을 실시하였다. 녹지구조는 총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Control은 LAI 0.0 수준으로 녹지가 
조성되어있지 않고 중앙분리대가 없는 유형으로 선정하였으며, LAI 2.0은 수관이 중(中)수준으로 조성된 녹
지와 중앙분리대녹지가 조성되어있는 장소로 선정하였다. LAI 4.0A는 수관이 밀(密)하고 중앙분리대녹지가 
조성되어있지 않은 곳으로 선정하였으며, LAI 4.0B는 수관이 밀(密)하고 중앙분리대녹지가 조성된 공간으로 
구분하였다.

측정지점은 도로 측(TA)과 보도 측(TB)으로 구분하여 기상요소를 측정하였으며, 수직적 기상변화를 파악
하기 위해 지면으로부터 0.5 m 간격으로 총 5개의 지점(T1-T5)을 선정하여 기온을 측정하였다. 기상요소는 
기온, 상대습도, 풍속, 표면온도, 일사량, 순복사량을 3반복 측정하였으며, 측정일은 2017년 6월부터 8월까지 
진행하였다. 측정시간은 11시부터 17시까지 측정을 진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유형별 대상지의 기상변화는 도로 측인 TA에서 Con‘t > LAI4.0A > LAI2.0 > LAI4.0B 순으로 측정되었

으며, 상대습도의 경우 Control > LAI4.0A > LAI4.0B > LAI2.0으로 측정되었다. 풍속의 경우 LAI4.0B > 
Control > LAI2.0 > LAI4.0A 순으로 나타났다. 보도 측인 TB의 평균기온은 Control > LAI4.0A > LAI4.0B 
> LAI2.0 순으로 측정되었으며, 상대습도는 LAI2.0 < LAI4.0B < LAI4.0A < Control 순으로 측정되었다. 평
균 풍속은 LAI4.0B > LAI4.0A > Control > LAI2.0순으로 측정되었다. 수직적 기온변화는 Control에서 T0m > 
T0.5m > T2.0m > T1.5m > T1.0m순으로 측정되었다. LAI2.0의 수직적 기온변화는 T0m > T0.5m > T1.0m > T1.5m > 
T2.0m, LAI4.0A는 T1.0m = T1.5m > T2.0m > T0.5m = T0m LAI4.0B는 T0.5m < T1.5m = T2.0m < T0m = T1.0m으로 측정
되었다. T1.0m = T0m > T2.0m = T1.5m > T0.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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