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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luence of land-use type on surrounding temperature was studied the relationships

between land-use types and the air condition analyzing AWS (Automatic Weather Station) data

of Seoul from KMA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The distribution of air temperature

by land-use type has been influenced by the different heating and cooling rates.

The difference of heating rates depending on the land-use type was largest at 2~3hours after

sunrise and the difference of cooling rates was largest from 2hours before sunset to 2hours after

sunset with its maximum at sunset. The difference of cooling rates is greatest in a clear and calm

weather situation and the large difference in cooling rates between the green areas and built-up

area is up to 1.5˚C/h. By season, the difference of cooling rates is largest in fall and in turn

spring, winter and summer. In a cloudy or rainy day, the difference in heating and cooling rates

on land-use type is not distinct but the tendency is similar to a clear day.

In all seasons, the rate of difference occurrence of the daily range of temperature between the

green areas and built-up area was large, especially fall. In a fall with a clear and calm day, the

magnitude of the daily range of temperature between the green areas and built-up area was lar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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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전세계적으로 산업이 발달하고 인구가 증가함

에 따라 급속하게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도

시의 규모도 점차 거대해져 가고 있다. 이러한 도

시의 팽창은 녹지를 감소시키고, 도로 포장율이

나 건축물을 증가시키는 등 지표면의 피복상태를

변화시킨다. 이들의 복합적인 상호 작용으로 도

시지역은 기온이 상승하고, 응결핵의 역할을 하

는 오염물질이 많아지면서 미우(微雨)일수와 운

량, 안개일수는 증가하는 반면, 습도, 일사량, 풍

속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등 주변과는 다

른 도시 특유의 기후를 형성하게 된다.

특히, 도시의 피복상태는 도시 기온에 향을

미치는 주 요인인데, Emmanuel(1997)은 대기가

안정한 상태에서 도시의 토지피복이나 토지이용

은 주간의 도시기온 변화에 향을 미치기 때문

에 공간 분포 특성에서 열섬과 냉섬 현상이 같이

나타난다고 하 다. Shudo et al.(1997)은 다양한

토지이용 유형과 기온간이 관계를 회귀 분석한

결과 숲이나 농경지는 방온 효과가 있고 아스팔

트나 콘크리트로 구성된 시가지 지역은 평균과

최저 기온 모두 약 2℃정도 높아지는 승온 효과

가 있다고 하 다. Gallo et al.(1996)은 토지피복과

토지이용이 일교차에 미치는 향에 관한 연구에

서 관측지점의 토지이용 상태에 따라 계절별 일

교차는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하 다. 또한

Lee(1995)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20년

간의 토지이용변화 특성 및 규모를 분석하여 이

변화가 국지기후에 미치는 향을 파악하 다.

서울시는 1994년부터 도시 기상감시를 목적으

로 각 구별로 총 24개의 자동기상관측지점을 설

치하고 기온(평균, 최고, 최저), 강수, 풍향, 풍속

등의 기상요소를 기본으로 관측하고 있다. 그러

나 각 기상관측자료는 주변의 지리적 환경에 의

해 향을 많이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주변 토지

이용 상태가 다양한 서울시 자동기상관측지점들

을 중심으로 토지이용 유형이 최고, 최저, 평균

기온 및 일교차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여, 토지

이용 유형이 다양한 도시 환경이 기온 분포에 미

치는 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II. 연구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서울시 토지피복현황

도에서 작성한 토지이용도 및 22개의 자동기상관

측 지점에서의 시간별 기온, 일 평균 기온, 일 최

고 기온, 일 최저 기온 등의 자동기상관측자료와

기상청 발행의 09시 지상일기도, 항공기상연감,

지형도(1/10,000)이다. 토지이용도는 서울시가「서

울시 비오톱 현황조사 및 생태도시 조성지침 수

립(2000)」에 관한 조사에서 1999년 현재 도시화지

역을 34개 항목으로 세분하여 조사하고,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로 구분한 것을 연구 목적에 맞게 7

개 항목으로 재분류하 다(표 1).

자동기상관측 자료는 1995년부터 수집되었으나,

기온의 일 변화 값이 10분 간격동안 비정상적인

증감을 보이는 경우가 20% 미만인 1998년부터

2000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 다. 또한 기상관측

지점은 24개 지점 중 1998년 이후부터 관측 자료

가 없는 종로 지점과 새로 이전한 금천 지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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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서울시 자동기상관측 지점의 위치



제외한 22개 지점의 자료를 사용하 다(그림 1).

자동기상관측 지점의 자료는 점 자료 값이므로

토지이용 상태가 기온 특성에 미치는 향을 분

석하기 위하여 우선 각 관측 지점을 중심으로 반

경 1km 이내의 토지이용상태를 항목별로 나누어

면적 비율을 계산하 다(권 아, 2002). 항목별 비

율값에 근거하여 각 지점의 토지이용유형을 크게

시가지, 녹지, 수괴로 구분한 후 유형별로 기온

특성을 분석한다. 또한 기온은 토지이용과 같은

지리적 인자 뿐 아니라 기상학적 변수에 의해

향을 받기 때문에 자동기상관측 지점의 시간별

자료를 계절과 기상 상태에 따라 분류하 다. 계

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었으며, 기상 상

태는 그 날의 기압배치 유형, 강수현상의 유무,

운량, 풍속 등을 분석하여 맑은 날, 흐린 날, 강수

가 있는 날로 구분하 다. 기상 상태에 따른 분류

조건은 맑은 날의 경우, 서울에 향을 미치는 기

압배치 유형이 이동성 고기압이나 시베리아 고기

압, 북태평양 고기압, 오호츠크해 고기압 등이면

서 강수현상이 없는 날로 하 다. 흐린 날과 강수

가 있는 날은 서울이 저기압이나 전선, 기압골,

태풍 등의 향을 받으면서 강수량이 1mm 미만

이면 흐린 날로 하 고, 1mm 이상이면 강수가

있는 날로 하 다. 기상 상태에 따라 분류한 결

과, 연구기간 중 맑은 날이 52.6%(577일)로 가장

많았으며, 흐린 날은 27.3%(299일), 강수가 있는

날은 20.1%(220일)이었다. 평균풍속이 1m/sec 미

만인 날을 무풍으로 정의하여 무풍인 날과 평균

풍속이 1m/sec 이상인 날로 구분하 다.

기온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가열율 및 냉각

율과 일교차를 계산하 다. 가열율과 냉각율의

계산은 계절별로 기상 상태를 구분한 후 각 자동

기상관측 지점의 01시에서 24시까지 시간별 평균,

최고, 최저 기온의 평균을 구한다. 시간별 평균에

서 전(前) 시간의 차이를 구하여 양의 값이면 가

열율이고 음의 값이면 냉각율로 하 다. 선행 연

구(Upmanis et al., 1998)에 따르면 토지이용 유형

별 기온 변화 특성은 일출 시간과 일몰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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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토지이용도 분류 항목

서울시 토지이용현황 조사항목 재분류

주택지(단독주택지, 공동주택지, 농촌형취락지) ⇒ 주택지

혼합지(주거용과 상업용 건물 혼합) ⇒ 상업지

상업 및 업무시설지 ⇒ 상업지

공업지 ⇒ 공업지

공공용도지(교육시설, 행정시설, 병원 및 요양시설, 연구기관, 대규모 운동시설) ⇒ 공공용지

교통시설지(철도, 도로, 공항 및 관련시설) ⇒ 상업지

하수처리장, 유수지, 배수지, 정수장 ⇒ 하천 및 호수

도시부양 쓰레기매립장 ⇒ 나지
시설지 발전소, 쓰레기소각장 ⇒ 공업지

농수산물시장 ⇒ 상업지

나지(건설현장지역, 건설현장이 아닌 나지) ⇒ 나지

특수지역(군사시설, 묘지, 골프장, 식물원) ⇒ 산림 및 초지

문화유적지 ⇒ 산림 및 초지

도시 공원 ⇒ 산림 및 초지

하천 및 습지(연못, 하천, 계곡수, 습지) ⇒ 하천 및 호수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산림, 초지, 경작지, 식재지) ⇒ 산림 및 초지

서울시 토지이용현황 조사항목 재분류



전·후로 잘 나타나므로 계절별로 평균 일출시간

과 일몰시간을 계산하여 분석에 참고하 다. 또

한 전날의 최고기온에서 다음날 최저기온을 뺀

일교차는 관측 지점 주변으로 시가지 면적이 많

은 지점과 녹지 면적이 많은 대표 지점을 선정하

여 두 지점의 일교차의 차이를 계절별 및 기상

조건 별로 분석하 다.

III. 결과 및 토의

1. 토지이용 유형 분류

도시의 기온 분포는 동일한 종관 기상 상태 하

에서도 도시의 특성, 즉 지형, 토지이용, 시가지의

공간적 구조와 형태, 도시 구조물의 열적 특성과

같은 물리적인 인자와 도시의 기능에 따른 인공

열의 방출량 등과 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하여

같은 도시 내에서도 기온이 지역적으로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이현 ,

1985). 또한 기상학적 변수들과는 달리 지형이나

토지이용 등과 같은 지리적 인자의 향은 시간

에 따른 변동이 크지 않다(Upmanis and Chen,

1999).

표 2는 각 자동기상관측지점별로 주변 1km 범

위내의 토지이용 상태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면적

비율을 계산한 것이다. 토지이용유형은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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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서울 자동기상관측지점 주변 1km 내의 토지이용 비율

토지이용 시가지 녹 지 수 괴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나 지 합 계 공공용지
산림 및 합 계 하천 및
항목 초지 호수

강 남 19.9 6644..66 0.0 0.6 85.2 5.9 9.0 14.8 0.0

동대문 27.6 5588..55 0.2 3.4 89.8 7.7 2.6 10.2 0.0

중 랑 32.4 5544..44 0.0 0.4 87.2 3.9 6.9 10.8 2.0

서 초 14.7 5566..55 0.6 1.6 73.4 12.8 13.9 26.6 0.0

강 서 16.7 5533..99 0.0 0.0 70.6 4.5 24.9 29.4 0.0

동 작 28.9 5511..66 1.1 2.0 83.6 7.0 8.3 15.3 1.1

송 파 34.4 47.4 0.0 2.9 84.7 4.1 7.6 11.7 3.6

양 천 27.3 46.0 2.4 1.9 77.5 7.0 12.0 19.0 3.5

성 동 7.4 46.3 8.9 0.3 62.9 17.5 19.4 36.9 0.1

강 동 32.2 22.0 0.0 0.6 54.7 7.5 32.1 39.6 5.7

은 평 31.7 25.3 0.0 0.5 57.4 4.2 38.4 42.6 0.0

등포 7.4 46.5 2.2 1.8 57.9 3.7 11.4 15.1 27.0

마 포 26.7 40.5 0.0 2.8 70.0 8.0 2.3 10.3 19.7

북한산 0.0 0.0 0.0 0.0 0.0 0.0 110000..00 100.0 0.0

관 악 1.7 2.6 0.0 0.6 4.8 22.9 7722..33 95.2 0.0

노 원 8.1 10.5 0.3 8.5 27.4 4.2 6688..22 72.3 0.3

중 구 13.0 18.3 0.0 0.0 31.3 3.3 6655..33 68.7 0.0

성 북 27.9 5.0 0.0 0.8 33.8 3.0 6622..66 65.6 0.6

도 봉 32.7 11.7 0.0 0.1 44.5 1.7 5533..66 55.3 0.2

서대문 23.0 21.0 0.0 0.6 44.7 28.0 27.3 55.3 0.0

한 강 6.7 18.5 0.0 0.5 25.8 1.7 12.4 14.2 60.1

용 산 8.2 10.1 0.0 3.9 22.2 2.0 36.1 38.0 39.8

100.0

95.2

72.3

68.7

65.6

55.3

55.3

60.1

39.8

85.2

89.8

87.2

73.4

70.6

83.6

84.7

77.5

62.9

54.7

57.4

57.9

70.0

토지이용 시가지 녹 지 수 괴
항목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나 지 합 계 공공용지 산림 및 합 계 하천 및
지점명 초지 호수



상업지, 공업지, 나지 등과 같이 도시적 특성을

가지는 항목은 시가지로 분류하 고, 공공용지와

산림 및 초지는 녹지로, 하천 및 호수 등은 수괴

로 분류하 다. 시가지의 특성을 나타내는 토지

이용 유형중 주거지나 나지보다는 상업지 주변의

기온이 높게 나타나는데, 강남 관측 지점의 경우

상업지의 면적 비율이 64.6%로 가장 높았고 동대

문, 중랑, 서초, 강서, 동작 등도 상업지의 비율이

50% 이상으로 높았다. 북한산과 관악 지점은 녹

지의 비율이 90%가 넘었으며, 노원, 중구, 성북,

도봉, 서대문 등도 50% 이상이었다. 그러나 수목

의 유형에 따라 기온에 미치는 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토지이용도에서 의미하는 녹지는 교목

이나 관목, 잔디 등의 구분이 없다. 따라서 관측

지점 중심으로 반경 1km 범위 내의 녹지율을 10

개 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별 녹지율 포함 비율

을 계산한 결과 북한산이나 관악 지점은 녹지율

90% 이상인 구간의 비율이 7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강과 용산은 토지이용 유형 중 수괴

항목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주변

토지이용상태의 면적 비율에 따라 각 관측지점들

을 토지이용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표 3과 같다.

2. 토지이용 유형별 가열율 및 냉각율 특성

토지이용 유형에 따른 기온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유형별로 구분된 기상관측 지점 중 유형

별 특성을 가장 잘 반 하는 지점을 대표 지점으

로 선정하여 계절별로 기상 조건에 따라 비교하

다. 우선, 시가지 유형을 대표하는 지점으로는

전체 85%이상이 시가지이면서 상업지의 비율이

가장 높은 강남 관측 지점을 선정하 다(그림 2).

녹지 유형은 녹지 면적 비율도 높고 녹지율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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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토지이용상태의 면적 비율에 의한 토지이용 유형 분류

토지이용 유형관 측 지 점 명

시가지
강남, 동대문, 중랑, 서초, 강서, 동작, 송파, 
양천, 성동, 강동, 은평, 등포, 마포

녹 지 북한산, 관악, 노원, 중구, 성북. 도봉, 서대문

수 괴 한강, 용산

토지이용 유형 관 측 지 점 명

그림 3. 관악 관측 지점 주변의 토지이용도

그림 2.  강남 관측 지점 주변의 토지이용도

그림 4. 한강 관측 지점 주변의 토지이용도



은 북한산과 관악지점 중 관악 지점(120m)으로

하 는데, 그 이유는 북한산은 고도가 460m이기

때문에 고도에 따른 기온 차이를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그림 3). 수괴 유형을 대표하는 지점으

로는 수괴 포함 비율이 가장 높았던 한강 지점으

로 하 다(그림 4).

1) 계절별 맑은 날의 가열율 및 냉각율 특성

봄철 맑은 날의 가열율의 특성을 보면 주변 토

지이용상태가 대부분 녹지인 관악, 북한산, 도봉,

노원 지점의 경우, 가열되는 폭이 일출 2~3시간

후에 최대 으며 가열율은 2℃/h 이었다. 반면,

시가지에서의 최대 가열율은 녹지에서보다 1시간

늦게 나타났으며, 1.8℃/h 내외 다. 가열되는 폭

이 가장 낮은 수괴(1.6℃/h)에서는 가열율이 최대

가 되는 시간도 시가지나 녹지보다 늦은 일출 5

시간 후 다. 10시 이후부터는 녹지에서의 가열율

은 낮아져(1℃/h 이하) 시가지에서의 가열율 보

다 더 작거나 비슷했다. 봄철 맑은 날의 냉각은

녹지에서는 일몰 4시간 전부터, 시가지에서는 일

몰 3시간 전부터 시작되었다. 토지이용 유형별 냉

각율의 차이는 일몰시에 최대를 나타냈다가 점차

줄어들어 일몰 2시간 후부터는 녹지와 시가지에

서의 냉각율이 1℃/h 내외로 비슷했다. 녹지에서

는 일몰 전·후 냉각율이 대부분 1.5~2℃/h인 반

면, 토지이용 유형이 시가지에 해당하는 강남, 중

랑, 동대문, 송파 지점에서는 1℃/h 내외 다. 수

괴에서는 일몰시의 냉각율은 시가지에서보다

0.2~0.3℃/h 정도 더 컸으나, 변화 경향이 시가지

에서와 비슷했다(그림 5).

여름철 맑은 날의 기온 변화율 특성을 보면, 녹

지에서의 가열율은 일출 2~3시간 후에 최대

(1.6~2.5℃/h) 으며, 시가지와 수괴에서는 일출

4~5시간 후가 최대(1.5℃/h) 다. 여름철 맑은 날

의 냉각율 특성은 녹지에서는 일몰 4시간 30분전

부터 냉각이 시작되고, 시가지에서는 그보다 1시

간 늦은 일몰 3시간 30분전부터 냉각되었다. 토지

이용 유형별 냉각율의 차이는 봄철과 마찬가지로

일몰시에 최대 으며, 일몰 1~2시간 후부터는 녹

지에서와 시가지에서의 냉각율이 1℃/h 이하로

비슷했다(그림 6).

가을철 맑은 날의 경우도 다른 계절과 마찬가

지로 일출 30분 후부터 가열이 되기 시작하여 일

출 2~3시간 후에 토지이용 유형별 가열율의 차

이가 최대 다. 녹지에서는 가열되는 폭이 일출

2~3시간 후에 2.5~3.1℃/h로 가장 컸으며, 시가

지와 수괴에서는 4~5시간 후에 가열율이 최대로

시가지에서는 1.5~2℃/h, 수괴에서는 1~1.5℃/h

이었다. 녹지와 시가지에서의 가열율은 12시 이후

부터는 1℃/h내외로 비슷한 경향이었다. 가을철

맑은 날의 경우는 복사 냉각에 의한 냉각율의 차

이가 가장 크기 때문에 토지이용 유형에 따른 차

이가 다른 계절보다 컸다. 냉각은 녹지에서는 일

몰 3시간 전부터, 시가지에서는 일몰 2시간 전부

터 시작되었으며, 녹지와 시가지간의 냉각율의

차이는 일몰시에 가장 컸다. 특히 관악 지점에서

는 일몰시 냉각율이 최대 2.1℃/h에 달했다. 토지

이용 유형이 녹지인 지점에서의 냉각율은 대부분

1.5~2.5℃/h내외인 반면, 시가지와 수괴에서는 서

서히 냉각되기 때문에 1℃/h 미만이었다. 녹지와

시가지간의 냉각되는 폭의 차이는 최대 1.5℃/h

다. 일몰 2시간 후부터는 녹지에서의 냉각율도 1

℃/h 미만으로 시가지에서와 비슷했다(그림 7).

겨울철 맑은 날의 경우도 가열은 일출 30분 후

부터 시작되었으며, 녹지에서의 가열율은 일출 2

시간 30분 후인 10시에 2~2.6℃/h로 최대 다. 시

가지와 수괴에서는 녹지에서보다 한시간 늦은 오

전 11시에 가열율이 최대(1~1.8℃/h)를 나타냈다.

겨울철 냉각율의 특성을 보면, 녹지에서는 일몰 2

시간 전부터 냉각이 시작되었으며, 시가지에서는

일몰 1시간 30분전부터 시작되었다. 녹지에서의

냉각율은 최대 1~1.5℃/h이었고, 시가지에서는

0.5~1℃/h이었다. 녹지에서는 일몰 1시간 후까지

도 시간당 1℃이상 냉각되었으나, 일몰 2시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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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는 0.5~1℃/h로 시가지에서의 냉각율과 비슷

했다(그림 8).

일반적으로 맑고 풍속이 약한 날은 토지이용

유형별 가열율과 냉각율의 차이가 크다. 맑은 날

의 계절별 토지이용 유형에 따른 가열율의 차이

는 봄철의 경우, 일출 3시간 후에 가장 컸고 여름

철, 가을철, 겨울철에는 일출 2시간 30분 후에 가

장 컸다.

야간에는 복사냉각이 기온 차를 유발시키는 주

요 원인이기 때문에 토지이용 유형별 냉각율의

차이가 중요하다(Hamada and Mikami, 1998). 특

히 냉각율은 계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가열되는 시간이 8~10시간 정도인데 반하여, 냉

각은 일몰 2~3시간 전부터 일출 때까지 14~16

시간정도 진행되므로 가열율보다 기온에 미치는

향이 더 크다. 맑고 풍속이 약한 날에 토지이용

유형별 냉각율의 차이가 가장 컸으며, 일몰 2시간

전부터 일출 2시간 후까지가 두드러졌다. 계절별

로는 대기 중에 수증기가 적고 복사냉각이 활발

한 가을철, 봄철, 겨울철, 여름철의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2) 흐리거나 강수가 있는 날의 가열율 및 냉각

율 특성

흐리거나 강수가 있는 날의 경우에도 계절별로

녹지와 시가지간의 가열율과 냉각율의 차이는 있

지만, 맑은 날의 경우처럼 토지이용 상태를 크게

반 하지는 못해 토지이용 유형에 따른 기온 변

화 특성이 명확하지 않았다. 특히 강수가 있는 날

은 거의 구분이 없었다.

계절별로 보면 봄철 흐린 날의 토지이용 유형

별 가열율의 차이는 일출 2시간 후에 최대 다.

녹지에서의 가열율은 최대 1~1.3℃/h이었고, 시

가지에서는 1℃/h내외, 수괴에서는 0.7℃/h로 토

지이용 유형에 따른 가열율의 차이는 0.5℃/h 정

도로 적었다. 냉각율 특성을 보면, 녹지에서는 일

몰 4시간 전부터 냉각이 발생했지만 토지이용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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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겨울철 맑은 날 토지이용 유형별 기온 변화율 특성

그림 7. 가을철 맑은 날 토지이용 유형별 기온 변화율 특성

그림 6. 여름철 맑은 날 토지이용 유형별 기온 변화율 특성

그림 5. 봄철 맑은 날 토지이용 유형별 기온 변화율 특성



형별 냉각율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녹지와 시가

지에서의 냉각율의 차이는 일몰시에 1℃/h 내외

로 최대 으며, 일몰 2시간 후까지 차이가 나타났

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토지이용 유형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여름철 흐린 날의 경우에는 봄철보다 가열율이

나 냉각율의 변화가 더 적었고, 가열율은 일출

2~3시간 후에 최대 다. 녹지에서의 가열되는 폭

은 1.5℃/h 내외 고 시가지와 수괴에서는 1℃/h

내외 다. 녹지에서의 냉각율은 일몰시에 1~1.5

℃/h로 최대 으며, 시가지와 수괴에서는 1℃/h

이내 다.

토지이용 유형에 따른 기온 차이가 가장 큰 계

절인 가을철의 가열율은 일출 2~3시간 후에 최

대 으며, 녹지에서는 1~2℃/h이었고 시가지에서

는 1℃/h 내외 다. 그러나 일출 4시간 후부터는

녹지와 시가지에서의 가열율은 1℃/h 내외로 비

슷했다. 냉각은 일몰 2~3시간 전부터 시작되었으

며, 녹지에서의 냉각율은 1~1.5℃/h이었고 시가

지에서는 0.5℃/h 내외로 그 차이가 적었다. 일몰

1시간 후부터는 토지이용 유형별로 냉각율의 차

이는 없었다.

겨울철 흐린 날의 경우도 다른 계절과 마찬가

지로 일출 30분 후부터 가열되어 일출 2~3시간

후에 토지이용 유형별 가열율의 차이가 최대

다. 그러나 일출 4시간 후부터는 녹지와 시가지에

서의 가열율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냉각은 일몰

2시간 전부터 시작되었는데 토지이용 유형별 냉

각율의 차이는 일몰시에 최대 고, 그 차이는 0.8

℃/h 정도 다. 녹지와 시가지간의 냉각율의 차

이는 일몰 2시간 후까지 나타났지만, 그 차이는

0.5℃/h  이내로 매우 적었다

강수가 있는 날은 가열율과 냉각율의 특성이

토지이용을 거의 반 하지 않으며 그 변화율도

봄철·가을철에는 0.5~1℃/h 이내, 여름철에는

0.5℃/h 이내로 매우 작았다(그림 9). 일몰 전·후

의 냉각정도를 보면 녹지가 시가지보다 더 냉각

되기는 했지만 그 차이는 0.2℃/h 내외 으며 차

이가 거의 없었다. 강수가 있는 날의 기온 변화

특성은 계절별로 뚜렷하지 않았으며, 겨울철의

경우는 사례수가 적어서 분석에서 제외하 다.

3. 토지이용 유형에 따른 일교차 특성

토지이용 유형별 일교차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

하여 시가지 유형인 강남 관측지점과 녹지 유형

인 관악 관측지점의 일교차를 계절별, 기상상태

별로 비교하 다. 계절별로는 가을철에 두 유형

의 일교차 차이가 가장 컸으며 대기중에 수증기

가 많은 여름철에는 시가지와 녹지에서의 일교차

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기상 상태별로는 그 차이가 더 명확히 구분되

는데 맑은 날의 경우, 시가지보다 녹지의 일교차

가 큰 날의 일수를 비율로 계산한 것을 보면 가

을철이 91.1%로 가장 높았고 여름철에도 84.4%로

높은 편이었다. 흐리거나 강수가 있었던 날에도

가을철에는 녹지의 일교차가 시가지보다 큰 날이

전체의 81.9%로 높았으나 여름철에는 60.8%로 녹

지의 일교차가 시가지의 일교차보다 컸던 날이

비교적 작았다(표 4). 그러나 모든 계절에서 대부

분 녹지 지역의 일교차가 시가지 지역에서의 일

교차보다 큰 날의 일수가 더 많았다.

일교차의 강도로 보면 맑은 날의 경우, 일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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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가을철 강수가 있는 날 토지이용 유형별

기온 변화율 특성



의 차이가 녹지가 시가지보다 2~3℃정도 더 큰

날이 겨울철과 가을철은 40일 이상이었고 여름철

은 20일 미만이었다. 녹지에서의 일교차가 3~4℃

더 큰 날의 경우도 가을과 겨울철에는 40일 정도

으나 여름철에는 10일 미만이었다.

일교차의 차이가 커질수록 여름철의 해당일수

는 작아서 5℃이상의 차이가 나는 날은 여름철에

는 없었다. 그러나 가을철에는 5℃이상의 일교차

의 차이를 가지는 날의 수가 8일로 시가지와 녹

지간의 일교차 차이가 가장 컸다(그림 10).

IV. 결 론

토지이용 유형별 가열율 및 냉각율의 특성을

보면 가열되는 기온 상승폭의 차이는 맑은 날의

경우, 모든 계절에서 일출 2~3시간 후에 가장 컸

다. 토지이용 유형별 냉각율의 차이도 맑고 풍속

이 약한 날, 일몰 전·후 2시간 이내에 가장 컸으

며, 최대 차이는 일몰시에 나타났다. 이는 스웨덴

의 Slottsskogen 공원을 사례로 맑고 풍속이 약한

날 시간별로 기온을 관측하여 공원과 시가지의

냉각율의 차이가 일몰시에 최대임을 밝힌 Up

manis et al.(199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

다. 계절별로는 토지이용 유형별 냉각율의 차이가

복사냉각이 활발하게 발생하는 가을철, 봄철, 겨

울철, 여름철의 순으로 커졌다. 따라서 맑고 풍속

이 약한 날에는 기온 변화 특성이 토지이용 상태

를 잘 반 했으며, 흐린 날에도 그 차이는 작지만

경향은 맑은 날과 비슷했다. 그러나 강수가 있는

날에는 토지이용 유형별 기온 차이가 없었다.

일교차는 토지이용 유형에 따라 그 차이가 크

게 나타나는데 시가지보다 녹지에서의 일교차가

컸다. 또한 계절별로는 녹지에서의 일교차가 가

을철에 가장 커서 시가지와 그 특성이 명확히 구

분되었으며 여름철에는 녹지의 일교차가 큰 날이

다른 계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어서 시

가지와 녹지의 일교차의 차이가 적었다. 녹지와

시가지간의 일교차의 차이가 큰 날의 출현빈도도

가을철과 겨울철에는 높은 반면, 여름철에는 크

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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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계절별 녹지와 시가지간 일교차의 크기별 출현일수

(X=녹지의 일교차-시가지의 일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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