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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well known that urban relative humidity has continuous decreasing trend owing to the influence of urbanization. 
The change of relative humidity is directly influenced by two factors, namely, temperature effect and water vapor effect 
in various urban effects.

In this study, the temperature and the water vapor effects on the relative humidity change were analyzed by using 
monthly mean relative humidities for a long period(1961 2013) in Busan and Daegu. 

The major results obtained in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urban dryness was caused mainly 
by water vapor effect in summer. But, for the other seasons, the urban dryness is mainly due to the temperature effect. 
Secondly, the relative humidity in Busan is on the decrease until now. This phenomenon is similar to another Korean 
huge cities such as Seoul, Daejeon and In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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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도시의 환경쾌적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

되면서 도시건조화의 문제는 체감온도, 건조주의보 등

과 같은 생활지수로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Landsberg, 1981; Ko와 Lee, 2013). 전지구의 평

균기온은 지난 133년(1880 2012년)간 0.85 (0.65

1.06) 상승하였고(Park 등, 2014), 우리나라의 서울과 

인천, 강릉, 대구, 목포, 부산의 기온 상승률은 지난 100

년(1912 2008년)간 약 1.7 로 전지구의 평균기온 상

승률보다 2배 이상 높고, 그 중 약 20 30%는 도시화에 

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NIMR, 2009). 이러한 도시화

에 따른 추가적인 기온 상승은 도시의 상대습도 감소를 

유발하여, 도시와 비도시 간의 상대습도에도 차이를 가

져올 수 있다(Ko와 Lee, 2013). 

이러한 도시의 상대습도 변화경향 분석은 도시기후

환경의 장기적 변화추이 특성을 파악하는 데에도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Chandler, 1970; Low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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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 도시기후의  특성에 관한 이해는, 도시의 환경쾌

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 친화적 도시계획을 수립하

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시에서의 

대기질의 현황파악과 예측을 통한 효율적인 대기질 관

리를 위해서도 도시기후에 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

다는 점에서 도시기후연구의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Grefen와 Loebel, 1988; Park과 Kim, 2007).

도시기후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에 가장 널리 이용되

고 있는 기후요소는 도시기온(도시열섬)과 상대습도(도

시건조화)인데, 이에 관해서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활

발하게 이루어져 오고 있다(Park과 Kim, 2011). 도시건

조화는 도시의 기온상승과 지표면으로부터의 증발산량 

감소에 주로 기인한다. 지표면에서 대기로의 수증기 보

급의 감소는 도시의 지표가 도시화로 인하여 포장되어 

지표면이 증발의 기능을 잃게 되고 식생이 감소되어 증

산효과도 감소되기 때문이다(Henry와 Dirks, 1985; 

Adebayo, 1991; Um 등, 1997; Park과 Kim, 2007).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도시건조화 연구는 

주로 대도시를 대상으로 도시화에 따른 상대습도의 변

화경향 분석이었다(Ko와 Lee, 2013). Song과 Min(1987)

은 주요 도시들의 도시화에 따른 상대습도 변화경향을 

분석하였고, Um 등(1997)은 서울을 대상으로 도시의 

상대습도 변화를 도시 승온 효과와 수증기량 감소에 의

한 효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Park 등(2012)은 부산과 

목포를 비교하여, 도시와 비도시의 상대습도 변화를 분

석하고 도시화 효과를 살펴보았다. Ko와 Lee(2013)는 

한국의 도시 규모별 습도변화와 도시효과에 의한 기온

상승이 상대습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상대습도

의 변화가 수증기량 변화에도 나타나는지를 규명하였

다. Park과 Kim(2007)은 대구를 대상으로 추풍령과 비

교하여 도시건조화 경향과 그 유형을 분석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을 대상으로 상대습도의 계절별 

변화경향 특성을 분석하여, 부산의 도시건조화 진행현

황과 변화특성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부산

의 도시건조화 원인을 계절별 기온효과와 수증기효과

의 기여도 차이로 조사해 보았다. 이를 통해 부산의 도

시건조화가 진행된 주요 원인이 계절별로 도시열섬효

과와 포장화에 따른 증발효과의 감소효과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주도적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부산의 도시건조화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대안을 찾아

보았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기후환경의 보전과 복원

을 통한 도시의 환경쾌적성 창조를 위한 정책수립에 기

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자료 및 방법

2.1. 연구자료

본 연구에서는 기상청에서 관측한 부산과 대구의 지

난 52년(1961-2013)간의 기온, 상대습도 및 기압자료를 

사용하였다. 부산(해안지역)의 도시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역적 특성이 다른 대구(내륙지역)를 비교지역

으로 선정하여 같은 기간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일본의 주요도시를 대상으로 도

시건조화 유형을 분석한 Kawamura와 Ono(1993)의 분

석방법을 적용하여 1월(겨울), 4월(봄), 8월(여름) 및 10

월(가을)을 대상으로 상대습도의 장기적인 변화경향을 

조사하였다.

  

Fig. 1. Location of Busan and Daegu Metropolitan in the 

Korean Peninsula. 

2.2. 연구방법

상대습도는 기온에 대한 포화수증기압과 대기의 중

에 실제로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가 나타내는 수증기압

의 비로 결정된다. 도시의 기온이 상승되면 기온에 대한 

포화수증기압이 증가하므로 분모 항이 커져 상대습도

가 감소한다. 지표의 증발원이 감소하여도 증발산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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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Dryness Type Wetness

A-1
Decrease in water vapor pressure, 

Increase in temperature
B-1

Increase in water vapor pressure, 

Decrease in temperature 

A-2
Decrease in water vapor pressure, 

No temperature change 
B-2

Increase in water vapor pressure, 

No temperature change 

A-3
Decrease in water vapor pressure 

> Decrease in temperature 
B-3

Increase in water vapor pressure

>Increase in temperature

A-4
No water vapor pressure change, 

Increase in temperature
B-4

No water vapor pressure change,

 Decrease in temperature 

A-5
Increase in water vapor pressure

< Increase in temperature
B-5

Decrease in water vapor pressure

<Decrease in temperature 

Table 1. Pattern Classification of dryness or wetness

줄어들어 대기 중 수증기량이 감소하는데, 이 경우에도 

분자 항이 작아져서 상대습도가 감소될 수 있다. 

따라서 상대습도의 감소원인은 도시의 특성에 따라

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대습도의 

감소를 유발한 주요인에 따라서 도시건조화의 유형을 

정의한다. 이 연구에 이용된 상대습도는 아래의 공식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상대습도   

      기온에대한포화수증기압
대기중의수증기압

×     (1)

식(1)의 분모 항에 있는 기온( )에 대한 포화 수증기

압(es)의 계산은 Teten(1923)의 공식을 이용하여 아래

와 같이 계산된다.

포화수증기압    

         × exp
×

              (2)

한편 식(1)의 분자 항에 있는, 실제로 대기 중에 존재

하는 수증기가 나타내는 수증기압은 식(2)에서 구한 포

화수증기압에 상대습도를 곱하여 식(3)과 같이 구한다.

수증기압   

   포화수증기압 × 상대습도    
(3)

  

도시건조화유형 분류 방법은 Kawamura와 Ono(1993)

가 제시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그들의 방법을 따라서, 4

계절의 대표치로는 4월(봄), 8월(여름), 10월(가을) 및 1

월(겨울)을 선정하였다. 각 지역별 건조화 혹은 습윤화

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10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건조화를 A형으로, 습윤화를 B형으로 분류하고 이

것을 수증기압과 기온변화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섯 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건조화를 나타

내는 A형에서 A-1형은 지표의 포장화와 삼림의 감소로 

증발산량이 줄어들어 수증기압이 감소하면 상대습도를 

나타내는 분자는 작아지고 도시가 승온화 하여 기온이 

상승할 때 분모의 값이 커지므로 두 가지 효과에 의해 

상대습도가 감소하는 경우이다. A-2형은 도시의 승온

화는 일어나지 않았으나 증발산량의 감소로 수증기압

이 감소하여 도시가 건조화 되는 경우이다. A-3형은 수

증기압이 감소하고, 기온은 하강하였으나 수증기압 감

소효과가 커서 건조화가 일어나는 경우이다. A-4형은 

수증기압의 변화는 없어 상대습도를 나타내는 분자 항

은 일정하나 도시승온화에 의해 분모 항이 커지면서 상

대습도가 감소하는 경우이다. A-5형은 수증기압이 증

가하여 분자 값이 커지고 기온상승에 의해 분모 값도 커

질 때 분모 값의 상승효과가 크므로 건조화가 일어나는 

경우이다. 

B 타입은 A 타입과 상반되는 경우로 습윤화를 나타

내고 있다. B-1형은 수증기압은 증가하고, 기온은 하강

하여 습도를 나타내는 분자 값은 증가하고 분모 값은 감

소하여 습도가 높아지는 경우이다. B-2형은 수증기압

은 증가하고 기온은 일정한 경우로 분모 값은 일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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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 값이 증가하여 습도가 높아지는 경우이다. B-3형

은 수증기압이 증가하고, 기온도 상승하지만 수증기압 

증가효과가 더 커서 습도가 높아지는 경우이다. B-4형

은 수증기압이 일정하고 기온은 하강하였으나 기온 감

소효과가 커서 습도가 높아지는 경우이다. B-5형은 수

증기압이 감소하고 기온도 하강하였으나 기온 하강효

과가 더 커서 습도가 높아진 경우이다.

3. 연구결과

3.1. 도시건조화 경향

상대습도의 장기적 변화경향과 그것에 영향을 미치

는 기온과 대기 중 수증기량의 변화경향을 분석하여 

Fig. 2에 나타내었다. 상대습도(Fig. 2(a))는 두 지역에

서 모두 지속적인 건조화 경향을 보였지만, 부산(약 -6.

7 /52년)이 대구(약 -12.6 /52년)보다 연평균 상대습

도의 감소가 훨씬 작았다. 이는 부산이 해안에 인접해 

있어 바다에서 육상으로 유입되는 수증기의 영향이 크

다는 사실에 기인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건조화 경향에 영향을 미치는 기온상승과 대기 중 수

증기량 감소효과 중에서 먼저 기온상승의 효과를 보기 

위하여 부산과 대구의 장기적 기온변화경향을 조사해 

보았다(Fig. 2(b)). 양 지역에서 모두 승온화 경향이 있

었지만 해안에 인접한 부산의 기온상승 경향(약 1.3

/52년)이 내륙에 위치한 대구의 기온상승 경향(약 2.0

/52년) 보다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두 지역 모두 기온상

승효과가 상대습도의 감소에 크게 기여하였지만, 그 효

과의 크기는 부산이 대구보다 작았다. 상대습도의 변화

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요인인 대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의 장기적 변화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두 지

역의 수증기압을 계산하였다(Fig. 2(c)). 수증기압의 변

화 경향은 부산은 약 -0.3hPa/52년, 대구는 약 -0.7hP 

a/52년으로 평가되어 연평균 상대습도의 감소에 미치

는 대기 중 수증기량 변화 효과는 두 지역보다 작았지

만, 수증기량의 감소효과도 부산이 대구보다 작게 나타

났다. 이러한 자료 분석을 통해서 두 지역의 도시건조화

현상은 대기 중 수증기량의 감소효과보다는 기온상승

에 주로 기인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 계절별 도시건조화 특성

본 연구에서는 계절별 자료 분석 기간을 Kawamura

와 Ono(1993)를 따라서 겨울철, 봄철, 여름철 그리고 가

을철의 대표로 1월, 4월, 8월 그리고 10월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Fig. 3(a)에 부산과 대구의 겨울철(1월) 상대습도의 

장기적 변화경향을 나타내었다. 겨울철 부산의 도시건

조화는 지난 52년간 약 8.5 였다. 내륙에 위치한 대구

는 지난 52년간 약 15.5 로 나타나서 해안에 위치한 

부산의 도시건조화는 대구에 비해 약 1/2 수준이었다. 

겨울철 두 지역의 도시건조화에 영향을 미친 기온과 수

증기압의 변화를 Fig. 3(b)와 (c)에 각각 나타내었다. 겨

울철 기온(Fig. 3(b))은 두 지역에서 모두 연평균 기온

(Fig. 2(b))보다 상승경향이 높아서 부산에서 약 1.7

/52년, 대구에서 약 2.7 /52년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

증기압(Fig. 3(c))의 장기적 변화경향은 지난 52년간에 

부산에서는 약 0.2 hPa, 대구에서는 약 0.3 hPa로 평가

되었다. 따라서 도시건조화에 영향을 미친 대기 중 수증

기량의 감소효과(수증기압의 감소변화효과)는 기온상

승효과에 비해서 현저히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봄철(4월) 상대습도의 경년변화를 Fig. 4(a)

에 나타내었다. 겨울(1월)에 비하여 상대습도의 감소경

향이 약 30 이상 컸다. 봄철에도 부산(약 11.3 /52

년)의 도시건조화(상대습도 감소)가 대구(약 -19.5

/52년)보다 낮았다. 봄철 평균기온의 장기적 변화경향

을 Fig. 4(b)에 나타내었다. 부산(약 1.3 /52년)과 대구

(약 2.1 /52년)의 기온상승은 겨울철에 비해 약 0.6

정도 낮았지만, 두 지역에서 모두 뚜렷한 기온상승 경향

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봄철의 기온상승효과가 겨울보다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건조화가 겨울철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다는 사실은 두 지역 모두 봄철의 도시건조

화 진척에는 도시기온 상승효과뿐만 아니라 대기 중 수

증기량의 감소효과가 겨울보다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말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Fig. 4(c)에 봄철 수증기

압의 장기적 변화경향을 나타내었다. 예상대로 두 지역

에서 모두 봄철에 수증기압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산은 1960년대에 약 9.9 hPa

을 나타내었고, 2000년대에는 약 9.2 hPa로 약 0.7 hPa

정도 감소하였다. 대구는 1960년대에는 수증기압이 약 

9.2 hPa이었지만 2000년대에는 약 7.7 hPa로 약 1.5 

hPa 정도 감소하였다. 따라서 부산은 지난 52년 동안에 

수증기압이 약 7 감소하였고, 대구는 약 18 감소하



Fig. 2. The long-term variations of annual mean (a) Relative humidity, (b) Mean temperature and (c) Water vapor pressure in 

Busan and Dae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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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long-term variation of monthly mean (a) Relative humidity, (b) Mean temperature and (c) Water vapor pressure in 

Busan and Daegu for winter(Jan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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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long-term variation of monthly mean (a) Relative humidity, (b) Mean temperature and (c) Water vapor pressure in 

Busan and Daegu for spring(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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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long-term variation of monthly mean (a) Relative humidity, (b) Mean temperature and (c) Water vapor pressure in 

Busan and Daegu for summer(Aug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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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long-term variation of monthly mean (a) Relative humidity, (b) Mean temperature and (c) Water vapor pressure in 

Busan and Daegu for fall(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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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희 이준수 서영상 한인성 이혜현 김해동 배헌균

                   Region
Season

Busan  Daegu

Spring A-1 A-1

Summer A-1 A-1

Fall A-4 A-5

Winter A-5 A-5

Table 2. Classification of dryness patterns for Busan and Daegu

였다. 즉 봄철의 건조화는 기온상승뿐만 아니라 대기 중

에 포함된 수증기량의 감소에도 기인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여름철 상대습도의 경년변화와 그것에 영향을 미치

는 기온과 수증기압의 장기적 변화경향을 Fig. 5에 나타

내었다. 여름철 상대습도 장기변화경향(Fig. 5(a))은 봄

철에 비하여 부산은 약 2배 이상, 대구는 약 3배 이상 작

았다. 여름철(8월) 건조화에 미치는 기온과 수증기압의 

기여를 평가하기 위하여 이들의 장기적 변화경향을 

Fig. 5(b)와 (c)에 각각 나타내었다. 두 지역 모두 여름철

의 기온변화 경향은 다른 계절에 비하여 약 3배 이상 작

은 것을 볼 수 있다. 여름철에 도시의 기온상승효과가 

작게 나타나는 것은 인공열 배출량이 겨울보다 적고, 지

표면 가열의 효과가 활발하여 대류활동이 활발해져서 

지상에서 배출된 열이 상층으로 쉽게 확산되기 때문이

다(Harada, 1985; Kondo 등, 1989). 한편 수증기압은 두 

지역에서 모두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27.3 hPa(1960

년대) 26.1 hPa(2000년대)). 그리고 부산의 대기 중 

수증기량의 감소는 대구에 비하여 약 50% 수준이었다. 

여름철에는 기온 상승효과가 작고 대기 중 수증기 감소

효과도 작아서 도시건조화 경향이 작게 나타났는데, 도

시건조화 진행속도를 낮춘 주요인은 다른 계절에 비하

여 현저히 낮은 기온상승 효과에 있었다. 

가을철(10월) 상대습도 장기변화와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기온과 수증기압의 변화경향을 Fig. 6에 각각 나

타내었다. 부산의 건조화 경향은 여름보다는 컸지만 겨

울과 봄철보다는 작은 것으로 평가되었다(봄철에 비하

여 약 1/2). 부산의 도시건조화 경향은 대구에 비해 약 

50% 수준으로 나타났다(Fig. 6(a)). 한편 기온변화 경향

(Fig. 6(b))은 지난 52년간에 부산에서는 약 1.5 로 나

타났는데, 이는 겨울과 봄보다는 작고 여름보다는 약 3

배 이상 큰 값이다. 대구는 부산보다 기온상승속도가 약

간 더 높게 나타났다. 가을철 수증기압의 장기변화는 

Fig. 6(c)에 나타내었다. 대구의 대기 중 수증기량 감소

경향은 뚜렷하였지만 부산의 대기 중 수증기량에는 거

의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가을철 부

산의 장기적 건조화현상은 기온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3.3. 건조화 유형 분류

부산과 대구를 대상으로 지난 52년간(1961-2013)에 

발생한 계절별 건조화 특성을 Kawamura와 Ono(1993)

의 방법을 따라서 평가하여, 그 결과를 Table 2에 나타

내었다. 부산과 대구는 봄철과 여름철에는 기온상승과 

대기 중 수증기 감소효과가 동시에 진행되어 건조화가 

지속적으로 발달해 왔다. 이와 같이 건조화에 기온상승

과 수증기압 감소효과가 동시에 기여하는 경우를 A-1 

유형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봄철에 비해 여름철의 연평

균 기온상승 경향은 매우 작았다. 이는 지구온난화와 도

시열섬화로 인한 기온상승은 하계보다 동계에 크게 나

타난다는 국내외적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가을철 부산은 수증기압의 변화경향은 보이지 않고 

기온상승 경향만을 나타내었다. 반면 대구에서는 수증

기압의 증가경향은 약간 나타내었으나, 이는 기온상승 

경향에 비해서는 매우 낮았다. 

겨울철 부산과 대구의 수증기압변화에서는 약간의 

상승 경향을 나타낸 반면, 기온은 뚜렷한 상승 경향을 

보였다. 이렇게 수증기압의 변화효과는 매우 작고, 기온

상승에 따른 포화수증기압의 증가가 원인이 되어 상대

습도가 감소하는 건조화유형을 A-5 유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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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는 부산의 도시건조화 경향과 그 유형을 분석

하기 위하여 Kawamura와 Ono(1993)의 방법을 따라 분

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먼저 부산의 건조화 경향은 봄철에 가장 컸고, 이어

서 겨울철과 가을철 순서이었으며 여름철의 도시건조

화가 가장 작게 나타났다. 대구의 계절적 변화경향은 부

산과 비슷하였으나, 건조화 속도는 훨씬 크게 나타났다. 

부산의 봄철 도시건조화는 A-1 유형으로 평가되었

는데, 이는 대기 중의 수증기량 감소와 기온상승의 효과

가 동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이다. 그 결과로 부산

의 봄철 도시건조화는 다른 계절에 비하여 2배 정도 크

게 나타났다. 해안에 위치한 부산과 내륙에 위치한 대구

의 도시화건조유형은 같은 A-1 유형을 나타내었고, 사

계절 중에서 건조화경향이 가장 컸지만 상대습도의 감

소폭은 부산이 대구보다 훨씬 작았다. 여름철 부산의 도

시건조화는 주로 수증기압의 감소에 기인하였으며 상

대습도의 감소폭은 다른 계절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 

대구는 부산에 비해 수증기압의 감소경향이 더욱 뚜렷

하였으나, 상대습도의 감소경향은 크게 차이를 나타내

지 않았다. 여름철의 도시화 경향은 봄철과 같이 두 지

역 모두 기온상승과 대기 중 수증기량 감소효과가 모두 

나타나는 A-1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가을철에는 부산

의 대기 중 수증기압의 변화가 매우 작았고, 기온의 상

승 경향만 뚜렷하게 나타나서 A-4 유형을 보였다. 반면

에 대구는 수증기압과 기온이 모두 상승 경향을 보였으

나, 기온이 수증기압에 비해 뚜렷한 상승 경향을 나타내

어 A-5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겨울철 부산의 도시건조

화는 A-5 유형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도시건조화에 

미친 주요 원인이 기온상승에 기인하는 경우이다. 대구

역시 부산과 같이 A-5 유형을 나타내었다.

Kawamura와 Ono(1993)가 일본의 대도시에 대해서 

도시건조화 유형을 제시한 결과에 의하면, 봄에는 A-1 

유형(기온상승, 수증기압 감소), 여름에는 A-2 유형(수

증기압 감소) 그리고 가을과 겨울에는 A-4 유형(기온상

승)이었다. 부산의 도시건조화 유형은 일본의 여러 대

도시에서 나타난 경향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가을

철에는 오히려 약간의 수증기압 증가경향을 보였다는 

차이가 있었다.

도시건조화는 여름철 도시지역의 체감온도를 낮추

어 주고, 한랭기(cold-climate season)에는 도시지역의 

스모그 발생억제에 기여하는 등 도시환경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도시건조화를 도시환경 

악화의 증거로 주목하는 것은 이것이 도시의 승온화와 

증발원의 감소 결과로 유발되어지기 때문이다(Park과 

Kim, 2007).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의 대규모 도시는 도시화의 둔

화, 인간 활동에 수반되어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수증기

량의 증가, 도로변 건물의 고층화로 형성된 도로협곡의 

발달로 인한 수증기확산의 저하 등으로 도시건조화의 

둔화 혹은 습윤화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Deosthali, 2000; Choo, 2002; Park과 Kim, 2007). 이

와는 달리 부산은 도시건조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

부분의 도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

의 도시들이 여전히 도시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음

을 의미한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대한 적응전략의 하나로 도시열

섬 완화대책 수립이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는 

선진국가의 도시들보다 도시화의 영향이 더욱 크게 지

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향후 적극적인 도시승온

화 저감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녹화, 수변

지대 확보, 인공열 저감 및 도시의 환기기능 확보 대책

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는 환경친화적 도시계획기법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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