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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10) 최근 2년간 서울 선정릉 지역의 복합센서 관측망을 활용한 
녹지냉각효과 분석

김근회·김백조·이영곤
국립기상과학원 응용기상연구과

1. 서론 
최근 산업이 발달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도시의 지속

적인 발달은 도시 인구 집중 및 도시 지표와 토지이용 등의 변화를 심각하게 발생시키고 있다. 도시화는 고
온 현상의 강도와 빈도를 증가시켜 열사병과 이상 고열로 사망률을 증가시킨다(Stott et al., 2004; Tan et al., 
2007). 기온 증가는 도심 지역과 주변 교외 지역 간의 기온차이를 야기시키는데 이러한 현상을 도시열섬효과
(Urban Heat Island Effect)라고 한다. 이를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으로 최근 도심 녹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
고 있다. 녹지는 도심의 구성 물질과 수분함유랑, 공기역학적 및 열적 성질이 다르므로 도심과는 다른 과정
을 통하여 기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Oke, 1989; Givoni, 1991). 도시에 녹지를 조성하면 주변보다 상대적
으로 기온이 하강하여 부분적으로 하강기류가 발생하고 냉각된 공기가 주변으로 유입되어 도시의 열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2. 자료 및 방법
도심과 녹지가 인접한 지역의 기상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선정릉 일대를 

연구지역으로 선정하고 복합기상센서(WXT520, Vaisala)를 활용하여 16개 지점의 관측망을 구축하였다. 도심
과 녹지의 기온은 각 계절별로 해당 시간의 자료를 평균하여 사용하였다. 계절의 구분은 봄(3-5월), 여름(6-8
월), 가을(9-11월), 겨울(12-2월)로 하였다. 도심 녹지의 냉섬 효과는 도심의 기온과 녹지의 기온 차이로 월별
로 해당 시간의 기온차를 평균하여 구하였다. 도심과 녹지의 비습은 기온, 상대습도, 대기압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하고 각 계절별 시간 평균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도심과 녹지의 기온차는 여름에 크고 겨울에 작게 나타났다. 기온차가 최대인 시간은 여름 16시에 2.78℃, 

겨울 22시에 1.72℃로 태양일사의 영향이 큰 여름에는 주간에 태양일사의 영향이 작은 겨울에는 야간에 나
타나 여름철 녹지 지역 식생의 일사 차단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계절별 기온차는 주간보다 야간에 
크게 나타났지만 여름과 가을의 경우 주간에도 상당한 기온 저감 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식생의 증발산 효과
는 도심과 녹지의 비습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비습의 계절적 변화 특성은 여름에 크고 겨울에는 큰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여름과 가을의 경우 일변화를 살펴보면 주간에 큰 비습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식생과 
수목의 성장과 연관된 활발한 증발산 효과를 나타내는 요소였다. 도심과 녹지의 기온과 비습 분석을 통하여 
여름철 주간에는 식생의 태양에너지 차단과 식생의 증발산 작용이 녹지 지역의 기온을 낮추는 원인임을 확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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