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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가로녹지 유형이 기상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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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lobal climate change caused by industrialization has caused abnormal weather conditions such as urban temperatures and 

tropical nights, urban heat waves, heat waves, and heavy rains. Therefore, the study tried to analyze climate conditions and 
weather conditions in the streets and analyze climate factors and meteorological factors that lead to inconvenience to citizens. 
In the case of trees, the overall temperature, surface temperature, solar irradiance, and net radiation were measured low, and 
the temperature was lower in the Pedestrian road than in roads. The dry bulb temperature, the black bulb temperature, and the 
wet bulb temperature for the thermal evaluation showed the same tendency. In the case of thermal evaluation, there was a 
similar tendency to temperature in WBGT, MRT, and UTCI, and varied differences between types. Although the correlation 
between the meteorological environment and the thermal environment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significance, the 
difference between the measured items was not significant. The study found that the trees were generally pleasant to weather 
and thermal climate in the form of trees, and the differences were mostly docu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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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산업화에 의한 전 지구적 기후변화는 도시 기온상

승 및 열대야, 도시열섬, 폭염, 폭우와 같은 이상기후

를 야기하였다. 특히 도시의 경우 불투수 포장면적 및 

건폐율 증가에 의한 열환경 악화 및 폭염 현상 등이 심

화되는 지역이다(Armson et al., 2012). 이러한 도심지

의 열환경 및 대기 환경악화는 도시민의 건강을 위협

하는 요소로서(Her, 2013) 폭염으로 인한 응급실 이용

자 증가 및 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며(Jo et al., 
2012; Kye, 2013; Lee, 2015), 이에 따른 제화손실에 

대한 연구(Lee et al., 2013)가 진행되는 등 폭염에 의

한 도시민의 건강 및 생활환경악화는 의학계에서도 

중요한 시안으로 보고되고 있다.
도심지의 경우 도로와 건물이 연속적으로 배치되

어 있는 형태(Park et al., 2005)이기 때문에 폭염 및 열

환경 악화가 심화되는 지역이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도심지 녹지면적 확충과 보행 쾌적성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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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녹지를 활용하였으며, 최근 이러한 가로녹지 공

간 및 보도를 중심으로 도심지의 도로변 열확산에 대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도심지 가로공간의 열환경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 교통량, 포장형태, 차로 수 등 도로 현황에 따른 

기상변화 연구와 둘째, 식재현황, 수종, 완충녹지 유·
무 등 가로공간형태에 따른 연구로 구분된다. 도로 현

황에 따른 기상변화 연구는 교통량에 따른 가로공간

의 연구와 녹지 구조, 차로 수에 따른 기상 현황변화 

연구(Choi, 2016; Lee et al., 2013)가 진행되었으며, 
Lee와 John E(2005)는 교통량에 따른 지역별 표면 온

도를 측정한 결과 차선에 따라 약 1.5 저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도로주변 토지이용에 따른 

도로의 야간온도 변화에 관한 연구(Eliasson, 1996) 
등이 진행되었다. 도로표면개선에 의한 연구는 도로

표면에 도료를 사용하여 차열성 아스팔트 적용에 따

른 표면 온도 저감연구(Hong, 2013)가 있었으며, 도
로표면에 물을 분사하는 클린로드 시스템을 이용한 

표면 온도 저감연구(Kim et al., 2013) 등이 진행되었

다. 가로수에 관한 연구는 주로 생태학적인 접근연구

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Jung(2009)는 가로공간의 

생태적 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입체녹화시스템을 고안

하였으며, 도심지 도로를 중심으로 생태 네트워크 축

을 구축하는 연구(Yang et al., 2011) 등이 이루어졌다. 
도시녹지에 의한 기온 저감 연구는 도심지의 식재 구

조 및 녹지 용적 계수에 따른 가로녹지와 가로수의 기

온변화연구(Jung, 2015)와 도시 녹지 및 불투수 포장

지의 기상특성에 관한 연구(Yoon, 2002) 등이 진행되

었다.
선행연구를 종합한 열환경 악화가 심화되는 지역

인 도로의 경우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악화하기 때문

에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접근을 시행하고 있으나 

도로의 열환경 연구는 대부분 가로녹지를 고려하지 

못한 연구가 대다수였다. 반면 가로녹지를 고려한 연

구의 경우 차로 수와 교통량을 고려하지 못하였고 가

로녹지와 도로 현황을 모두 고려한 연구의 경우 차로 

수와 가로녹지 유형에 따른 상대적인 비교는 가능하

였으나 절대적인 비교는 불가했다. 또한, 도로 현황과 

가로녹지 현황에 국한되어 결과를 도출했기 때문에 

기온 변화요인에 대한 고찰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대상지 내

에서 가로녹지 형태가 다른 두 지점을 선정하여 기상 

현황 및 열환경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일사량과 복사

량 등을 조사하여 다양한 기상요소가 도로변 가로공

간의 기온 저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2.1. 연구대상지 및 측정지점

본 연구는 도로변 가로공간의 가로 수목 유무에 따

른 기온변화 및 열환경 변화 측정을 주목적으로 실시

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기상, 표면 온도, 일사량, 순복

사량을 측정하여 전반적인 기상변화를 관측하고자 하

였다. 조사시기는 2015년 7월 15일부터 8월 5일까지 

총 14일간 실시하였으며 연구주제와 부합하지 않은 

날은 제외하였다. 연구대상지는 서울시 송파구 문정

동 송파대로로 선정하였으며, 가로공간 중 연구조건

에 적합한 구간을 선정하였다(Fig. 1). 연구대상지의 

도로 현황으로는 왕복 12차선 도로로 중앙버스전용차

로가 운행 중이다. 차량의 통행량은 평균적으로 분당 

약 122±15대이었으며 도로의 제한속도는 60 km/h이
다. 

가로공간의 경우 위성지도를 활용하여 대상지를 

조사하였으며 해당 노선에서 도보를 통해 보도폭, 녹
지 폭, 차선 수, 가로녹지 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완충

녹지의 경우 추가적으로 식생 조사를 진행하였다. 완
충녹지에 식재된 수종은 소나무, 잣나무, 메타세쿼이

아, 느티나무, 사철나무, 회양목, 맥문동 등이며 가로

공간의 길이는 자전거 도로를 포함하여 약 8 m이었다. 
가로공간의 경우 일반 보도블록으로 조성되었으며, 
자전거 도로의 경우 아스팔트 포장으로 구성되어있었

다. 가로공간의 가로 수목 유무에 따른 기상변화를 측

정하기 위해 측정지점을 총 6개 지점으로 선정하였다. 
측정지점은 가로수가 있는 Type 1과 가로수가 없는 

Type 2로 분류하였으며 측정지점은 도로변, 가로공

간, 완충녹지로 설정하였다(Fig. 2.).

2.2. 조사분석방법

2.2.1. 대상지 분석 방법

대상지의 분석은 크게 도로, 가로공간, 완충녹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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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location (songpadaelo in Seoul). Fig. 2. Conditions of site status and measurement points.

실시하였다. 먼저 도로 현황의 경우 영상 검지를 통해 

측정하여 분당 평균 교통량을 산출하였다. 교통량은 

도로의 한 지점을 일정 시간에 통과한 차량의 수로 도

로에서의 대표적인 교통특성이다(Lee et al., 2013). 
가로공간의 경우 위성지도를 활용하여 대상지를 조사

하였으며 해당 노선에서 도보를 통해 보도폭, 녹지 폭, 
차선 수, 가로녹지 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완충녹지의 

경우 추가적으로 대상지 내에서 식생 조사를 진행하

여 완충녹지의 식생 현황을 조사하였다.

2.2.2. 기상측정방법

도로변 가로공간의 차이에 따른 기상변화를 측정

하기 위해 기온, 풍속, 상대습도, 표면 온도, 일사량, 
복사량을 측정하였다. 측정 시기는 도시 열환경 악화

가 심화되는 6월과 7월을 중심으로 14일간 반복 측정

한 데이터 중 연구목적에 부합한 날을 도출하여 분석

하였다. 측정시간은 일사량이 높아지는 정오를 중심

으로 11:00부터 16:00까지 측정을 진행하였다. 측정 장

비는 기온과 풍속, 상대습도의 경우 AWS(Automatic 
Weather System)를 활용하였다.

일사량과 복사량은 각각 일사계(LP02-LI19, 
Hukseflux, Netherlands)와 복사계(NR-LITE2, Hukseflux, 
Netherlands)를 활용하여 측정지점의 일사량과 복사

량을 측정하였다. 표면 온도는 적외선 온도계(JT502C)

를 이용하여 비접촉식 측정방식으로 측정하였다. 표면 

온도를 제외한 모든 기상측정항목은 지표면에서 방사

되는 복사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상에서 

1.5 m 지점에 설치하여 측정을 진행하였다. 추가적으

로 열환경 및 기상요소에 영향을 주는 일사량, 순복사

량, 지구복사량, 표면 온도 등을 측정 및 분석하였다.

2.2.3. 열환경 분석

시민이 직접 이용하는 가로공간을 중심으로 열환

경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HD32.2를 이용해 열환경 평

가 항목을 측정하였다. 열환경 측정 항목 중 WBGT는 

건구 습구 흑구온도를 (Wet-Bulb Globe Temperature 
Index)의 약자로 복사열과 습도를 포함한 온도로 주로 

옥외환경평가에 사용한다. 실제 열이 인간에게 미치

는 영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인체가 느끼는 감각적 온

도를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한 온도이다(Yoon, 2014). 
WBGT의 구분은 21 이하 안전을 기준으로 21 
~25 주의, 25 ~28 경계, 28 ~31 위험, 31 
이상 매우 위험으로 구분된다. WBGT의 산출은 건

구온도, 흑구온도, 습구온도의 실측값을 아래의 식에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Formula :     (1)
(T=Temperatur, Tw=Wet-temperature, Tg=globe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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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T는 평균복사온도(Mean Radiant Temperature)
의 약자이며, 건축물 및 외부공간이 받는 열복사의 영

향을 고려하여 전 방위의 평균온도를 나타낸 것으로

(Park et al., 2009), 옥외 열 쾌적성 지표로 사용된다. 
다양한 옥외환경에서 열 쾌적성을 분석하기 위해 활

용되고 있으며, 산출은 건구온도, 흑구온도, 풍속을 활

용하여 계산하였다.

Formula
: [MRT]   ≒            (2)
(Tg=globe temperature , Tr=Temperatur , V=Wind)

PMV (Predicted Mean Vote)는 예상 온열감으로 

인체의 온열감을 이론적으로 예측한 것이다. PMV의 

경우 주로 실내 열환경 평가 지표로 사용되고 있으며 

평가 방식은 0을 포함한 -3 3으로 총 7단계이다. 
PMV는 인체의 온열감을 예측하는 데 있어 인간의 착

의량과 활동량이 고려되는데, 본 연구에서 착의량과 

활동량은 1로 설정하였다.
PPD는 예상 불만족 지수(Predicted Percentage of 

Dissatisfied)로 PMV를 통해 산출되며 통상적으로, 
PMV가 0일 때 불만족율 5%로, 1과 -1일 때 25%, 2와 

-2일 때 75%, 3과 -3일 때 100% 수준으로 구분한다

(Yoon et al., 2014).

Formula : 
   ×

× 
× 
×

×
×  

  
  

(3)
[Move(M), Work(W), Temperature(Ta), Globe temperature 
(Tg), MRT(Tr), Clothing adiabatic(Icl), Body ratios(fcl), Wind 
speed(Ver), Vapor pressure(Pa), Heat transfer coefficient(hc)]

UTCI는 범용 열 기후지수(Universal Thermal 
Climate Index)로 평가 방식은 9 26 쾌적을 중심

으로 26 33 는 일반적인 열 스트레스, 33 38 은 

강한 열 스트레스, 38 46 는 매우 강한 열 스트레스

로 구분한다(Park, 2014). UTCI는 기온, 일사, 습도, 
MRT, 풍속, 기압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2.2.4. 가로공간과 기상, 열환경 간 관계분석

가로 수목 유·무에 따른 측정지점별 기상 특성분석

을 위해 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은 SPSS 
PASW Statistics 18.0을 활용하였다. 가로 수목 유

무에 따른 기상특성 및 열환경 분석을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독립표본 T 검정의 독립변수는 

가로 수목 유·무로, 종속변수를 기온, 상대습도, 풍속, 
건구온도, 습구온도, 흑구온도, 일사량, WBGT, PMV, 
PPD, MRT, UTCI로 설정하여 가로 수목 유·무에 따

른 기상변화 항목의 기초 통계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열환경 변화에 따른 기상요소의 변화량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기온, 상대습도, 풍속, 일사량, WBGT, 
PMV, PPD, MRT, UTCI의 상관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유형별 가로공간 기상환경

3.1.1. 유형별 기온특성

Type 1인 가로수식재 유형의 도로변 평균기온은 

35.2℃, 최고기온 37.9℃, 최소기온 31.8℃이었으며, 
가로공간의 평균기온은 37.3℃, 최고기온 36.8℃, 최
소기온 32.6℃으로 평균적으로 도로변과 가로공간의 

기온이 약 0.7℃의 차이를 보였다. 대조구(Control) 대
비 도로변의 평균기온은 약 3.1℃, 가로공간은 4.4℃
의 기온차이를 보였다. 

가로수가 식재 되어있지 않은 Type 2의 경우 도로

변 평균기온은 36.5 , 최고기온 39.1 , 최소기온 

32.5 이었으며, 가로공간의 평균기온은 35.0 , 최고

기온 36.4 , 최소기온 32.7 로 평균적으로 도로변과 

가로공간의 기온이 약 1.5 의 차이를 보였다. 녹지 

내부 측정 지점인 대조구(Control) 대비 도로변의 평

균기온은 약 4.3 , 가로공간은 2.8 의 기온 차이를 

보였다. 
Type 1과 Type 2의 평균 기온차이는 도로변에서 

약 1.3 의 기온 차이를 보였으며, 가로공간에서 

0.5 의 기온 차이를 보였다. 시간대별 기온은 Type 
1의 11시 기온을 제외하고 모든 유형에서 도로보다 

가로공간의 기온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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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mperature (B) Surface temperature

 (C) Solar Radiation (D) Net Radiation 

(E) Wind Speed (F) Relative humidity

Fig. 3. Rode and sidewalk weather by type (2015. 7. 15 8. 5).

오전 시간에 아스팔트 같은 인공 구조물이 녹지표면

보다 상대적으로 주변 열에너지를 많이 흡수하여 생

긴 결과로 판단되었다(Yoon and Kim, 2017).

3.1.2. 유형별 표면온도특성

가로수 식재 유형인 Type 1에서 도로변 평균표면 

온도는 35.4 , 최고표면 온도 42.0 , 최소표면 온도 

값은 28.1 이었다. 가로공간의 평균기온은 33.9 , 
최고기온 38.0 , 최소기온 29.0 로 평균적으로 도로

변과 가로공간의 표면 온도는 약 1.5 의 차이를 보였

다. Type 1의 대조구(Control) 대비 도로변의 표면 온

도는 평균적으로 약 6.0 , 가로공간은 4.5 의 차이

를 보였다.
가로수가 식재 되어있지 않은 Type 2에서 도로변 

표면 온도의 평균값이 41.1 최고표면 온도 46.6 , 
최소표면 온도 값은 35.0 이었다. 가로공간의 평균

기온은 37.5 , 최고기온 42.0 , 최소기온 33.5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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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ry bulb temperature (B) Wet bulb temperature

(D) Globe temperature (D) WBGT
Fig. 4. Thermal environment index by type (2015. 7. 15 8. 5).

평균적으로 도로변과 가로공간의 표면 온도는 약 3.
6 의 차이를 보였다. Type 2의 대조구(Control) 대비 

도로변의 표면 온도는 평균적으로 약 11.7 , 가로공

간은 8.1 의 차이를 보였다.
Type 1과 Type 2의 평균표면 온도 차이는 도로변

에서 약 5.7 의 기온 차이를 보였으며, 가로공간에서 

3.6 의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유형별 표면 온도

는 도로변보다 가로공간에서 차이가 적게 나타났다. 

3.1.3. 유형별 일사량특성

일사량의 경우 가로수 식재 유형인 Type 1에서 도

로변 평균 일사량은 332 W/m2, 최고일사량은 587 
W/m2, 최소일사량은 140 W/m2로 분석되었으며, 가
로공간의 평균 일사량은 274 W/m2, 최고일사량 454 
W/m2, 최소일사량 215 W/m2로 평균적으로 도로변과 

가로공간이 약 58 W/m2의 차이를 보였다. Type 1의 

대조구(Control) 대비 도로변의 평균 일사량의 차이는 

약 257 W/m2이었으며, 가로공간은 199 W/m2의 차이

를 보였다.

가로수가 식재 되어 있지 않은 유형인 Type 2에서 

도로변 평균 일사량은 680 W/m2, 최고일사량은 812 
W/m2, 최소일사량은 457 W/m2로 분석되었으며, 가
로공간의 평균 일사량은 686 W/m2, 최고일사량 804 
W/m2, 최소일사량 498 W/m2로 분석되었다. 평균적

으로 도로변과 가로공간에서 도로변이 약 7 W/m2 낮
게 측정되었다. Type 2의 대조구(Control) 대비 도로

변의 평균 일사량의 차이는 약 605 W/m2이었으며, 가
로공간은 611 W/m2의 차이를 보였다.

Type 1과 Type 2의 평균 일사량의 차이는 도로변

에서 348 W/m2의 차이를 보였으며, 가로공간의 경우 

412 W/m2의 차이를 보였다. 
 3.1.4. 유형별 순복사량특성

순 복사량의 경우 Type 1에서 도로변 평균순복사

량은 209 W/m2, 최고순복사량은 360 W/m2, 최소순

복사량은 80 W/m2으로 분석되었으며, 가로공간의 평

균순복사량은 126 W/m2, 최고순복사량 255 W/m2, 
최소순복사량 79 W/m2²으로 평균적으로 도로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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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PMV (D) PPD

(E) MRT (F) UTCI

Fig. 5. Thermal environment by type (2015. 7. 15 8. 5).

가로공간이 약 84 W/m2의 차이를 보였다. Type 1의 

대조구(Control) 대비 도로변의 평균순복사량의 차이

는 약 152 W/m2이었으며, 가로공간은 68 W/m2의 차

이를 보였다.
Type 2의 순 복사량의 경우 도로변 평균순복사량

은 421 W/m2, 최고순복사량은 558 W/m2, 최소순복

사량은 258 W/m2으로 분석되었으며, 가로공간의 평

균복사량은 415 W/m2, 최고순복사량 492 W/m2, 최
소순복사량 223 W/m2으로 도로변과 가로공간에서 

평균순복사량은 약 6 W/m2의 차이를 보였다. Type 2
의 대조구(Control) 대비 도로변의 평균순복사량의 차

이는 약 364 W/m2이었으며, 가로공간은 358 W/m2의 

차이를 보였다.
평균적으로 유형 간 순 복사량의 차이는 도로변에

서 약 212 W/m2의 차이를 보였으며, 가로공간의 경우 

약 290 W/m2의 차이를 보였다. 복사량의 차이는 수목

의 증발산에 의해 생긴 결과로 판단된다(Choi, 2016).

3.1.5. 유형간 풍속, 상대습도

유형 간 풍속의 경우 가로수 식재 유형인 Type 1에
서 평균 풍속은 0.9 m/s이었으며, 최대풍속은 1.0 m/s, 
최소풍속은 0.8 m/s이었다. 가로수목이 없는 유형인 

Type 2의 평균 풍속은 1.2 m/s이었으며, 최대풍속은 

1.5 m/s, 최소풍속은 0.8 m/s로 측정되었다.
유형 간 상대습도의 차이는 가로수 식재 유형인 

Type 1에서 평균 상대습도는 57%이었으며, 최고상대

습도는 62%, 최소상대습도는 53%로 측정되었다. 가
로수목이 없는 유형인 Type 2의 평균 상대습도는 

54%이었으며, 최고상대습도는 55%, 최소상대습도는 

47%이었다. 
풍속의 경우 평균적으로 11시와 16시를 제외하고 

모두 Type 2에서 높게 측정되었으며, 상대습도의 경

우 Type 1에서 높게 측정되었다. 이는 상대습도에 영

향을 미치는 기온과 풍속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

된다(Yoo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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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유형간 가로녹지의 열환경 분석

유형 간 가로녹지의 열환경 분석을 위해 기상측정

과 동일한 시간(11:00 16:00)에 측정하였으며, Type 
1과 2의 가로공간에서 동시 측정을 실시하였다. Delta 
OHM 社의 HD32.3 제품을 이용하였다. 측정항목은 

건구온도, 습구온도, 흑구온도를 측정하였으며, 습도

와 풍속을 고려하여 WBGT, PMV, PPD, MRT, UTCI 
등 종합적인 열환경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3.2.1. 유형간 건구·습구·흑구온도

먼저 열쾌적 지표 중 하나인 WBGT 값을 구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로 각 유형(Type 1, 2)간  건구 습

구 흑구온도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시민들이 실질적

으로 이용하는 공간인 가로공간에서 측정하였다. 건
구온도의 경우 가로수 식재 유형인 Type 1에서 평균 

36.7 로 측정되었으며, 최고온도는 36.1 , 최소온도

는 33.3 로 측정되었다. 가로수가 식재 되어있지 않

은 Type 2에서 평균온도는 33.6 , 최고온도는 34.
9 , 최소온도는 32.0 로 분석되었다. Type 1과 2의 

평균 건구온도의 차이는 1.0 로 분석되었다. 습구온

도의 경우 Type 1에서 평균 26.7 로 측정되었으며, 
최고온도는 27.3 , 최소온도는 26.4 로 측정되었으

며, Type 2의 경우 평균 26.4 , 최고온도는 26.9 , 
최소온도는 25.9 로 분석되었다. Type 1과 2에서 습

구온도의 평균온도 차이는 0.3 의 차이를 보였다. 흑
구온도의 유형별 기온차이는 Type 1에서 평균 36.
6 , 최고온도 39.4 , 최소온도 35.4 로 측정되었다. 
Type 2의 평균흑구온도 34.7 , 최고온도 37.9 , 최
소온도 33.9 로 측정되었다. Type 1과 2에서 흑구온

도의 평균온도 차이는 1.7 로 분석되었다.

3.2.2. 유형간 WBGT

WBGT의 온도는 가로수 식재 유형인 Type 1에서 

평균 29.6 로 측정되었으며, 최고온도는 30.6 , 최
소온도는 28.9 로 측정되었으며, 가로수가 식재 되

어있지 않은 Type 2에서 평균온도는 28.9 , 최고온

도는 29.6 , 최소온도는 28.3 로 분석되었다. Type 
1과 2에서 평균WBGT의 온도차이는 0.7 로 분석되

었다. WBGT 분석 결과 Type 1과 Type 2에서 모두 

평균적으로 위험수준으로 분석되었다.
WBGT의 경향은 녹지가 조성된 Type1에서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옥외공간의 경우 녹음식

재만으로 일사차폐에 의한 WBGT를 낮춘 경향을 보

였다(Yoon et al., 2014).

3.2.3. 유형간 PMV, PPD

PMV의 변화는 가로수 식재 유형인 Type 1에서 평

균 3.5로 측정되었으며, 최고치는 4.1, 최소치는 3.1로 

측정되었다. 가로수식재가 되어있지 않은 Type 2에서 

평균은 3.4, 최고치는 3.9, 최소치는 2.9로 분석되었다. 
Type 1과 2에서 평균 PMV의 차이는 0.1로 분석되었

다. 
가로 수목이 있는 Type 1에서 평균 PPD는 99.5%

로 나타났으며, 최고 100%, 최소 98.6%로 분석되었

다. Type 2의 경우 평균 99.7%로 나타났으며, 최고 

100%, 최소 98.8%로 분석되었다. PMV와 PPD는 다

른 열환경 평가에 비해 다소 적은 차이를 보였는데 이

는 PMV가 일반적으로 건물 내부의 열환경을 평가하

기 위한 지표이기 때문에 생긴 결과로 사료되었다

(Kim et al., 2016). 

3.2.4. 유형간 MRT

가로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Type 1의 평균 MRT기

온은 35.6 이며, 최고기온 38.0 , 최소기온 33.9
로 분석되었다. 가로녹지가 조성되어 있지 않은 Type 
2의 경우 평균적으로 37.3 로 나타났으며, 최고 39.
5 , 최소 35.5 로 분석되었다. Type 1과 2의 평균 

MRT 차이는 1.7 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가로수목

에 의란 일사차폐현상이 흑구온도를 낮춰 생긴결과로 

사료되었다(Yoon et al., 2014).

3.2.5. 유형간 UTCI

가로수목 조성 유현인 Type 1의 평균 UTCI기온은 

36.8 로 매우 강한 열 스트레스 범주에 속했으며, 최
고UTCI기온 38.6 , 최소UTCI기온 35.3 로 “일반

적인 열 스트레스” 범주에 속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로수목이 조성되어있지 않은 Type 2의 경우 평균

UTCI 값이 37.7 로 강한 열 스트레스 범주에 속해있

었으나, 최고UTCI가 39.5 로 “매우강한 열 스트레

스” 범주로 나타났으며(Park, 2014), 최소UTCI의 경

우 36.3 로 분석되었다. Type 1과 2의 평균 UTCI 차
이는 0.9 의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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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Average Standard error t P

Temperature .841
34.5 1.8

-1.269 .209
35.0 1.6

Wind speed 1.648
1.2 .8

1.943 .056
.9 .6

Relative humidity .020
56.7 3.6

7.133 .000**
50.7 3.5

Solar Radiation .021
299.6 122.9

-13.065 .000**
672.8 119.4

Wet bulb temperature .525
26.4 .4

-3.682 .000**
26.7 .4

Globe temperature .175
35.6 1.7

-4.136 .000**
37.3 1.8

Dry bulb temperature .010
33.6 1.2

-3.497 .001**
34.6 1.2

WBGT .098
28.9 .7

-4.238 .000**
29.6 .7

PMV .020
3.4 .4

-1.195 .236
3.5 .4

PPD .061
99.5 .7

-.747 .458
99.7 .7

MRT .118
35.6 1.7

-4.070 .000**
37.3 1.8

UTCI .086
36.7 1.5

-2.748 .008**
37.7 1.5

P** < 0.01

Table 1. Thermal environment to meteorological environment according to type T test 

3.3. 가로녹지의 기상 및 열환경 간 관계분석

3.3.1. 가로녹지 유형별 기상·열환경 분석

각 유형 Type 1과 2의 기온 및 열환경 변화를 분석

하기 위해 각 독립변수를 유형(Type 1, 2)으로 종속변

수를 기상 및 열환경 요소 (기온, 풍속, 상대습도, 건구

온도, 습구온도, 흑구온도, WBGT, PMV, PPD, MRT, 
UTCI)로 설정하여 각각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

다. 유형의 경우 통계적인 변화량을 대입하기 위해 가

변수를 활용하였으며 가변수는 Type 1은 1, Type 2는 

2로 설정하였다.
요소별 유형 간 독립표본 T 분석 결과 기온, 풍속, 

PMV, PPD를 제외한 상대습도, 건구온도, 습구온도, 

흑구온도, WBGT, MRT, UTCI에서 P < 0.01로 분석

되었다. 이에 가로녹지 유형 Type 1과 2의 상대습도, 
건구온도, 습구온도, 흑구온도, WBGT, MRT, UTCI
에서 차이에 따른 측정값의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

을 기각하고 가로녹지 유 무에 따라 측정값의 차이

가 나타났다는 대립가설을 채택하였다(p<0.01). 이는 

상대습도, 건구온도, 습구온도, 흑구온도, WBGT, 
MRT, UTCI에서 측정값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분

석되었으나 기온, 풍속, PMV, PPD의 경우 유의 확률

이 0.05보다 높게 분석되었다. 이에 기온, 풍속, PMV, 
PPD에서는 가로녹지 유형 차이에 따른 측정값에 차

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이 채택되었다. 이는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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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mperature Wind speed
Relative 
humidity

WBGT PMV PPD MRT

Wind speed -.106 1

Relative humidity -.673** .196 1

WBGT .707** -.233 -.871** 1

PMV .678** -.159 -.692** .774** 1

PPD .511** -.061 -.483** .533** .668** 1

MRT .633** -.159 -.847** .927** .834** .569** 1

UTCI .693** -.132 -.794** .935** .818** .547** .966**

P** < 0.01

Table 2. Thermal environment to meteorological environment correlation analysis

기온과 풍속은 가로수 유 무에 따른 통계적인 유의

성을 찾을 수 없고 습도와 일사량, 순복사량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이용자가 받는 열환경에 대한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반면 PMV의 경우 실내 열환경 평가 지표이기 때문

에 실외측정 시 고려되어야 할 일사량과 습도에 대한 

요소가 누락되어 실외 평가에 있어 상향 평준화된 값

이 나온 결과로 판단되었으며(Kim et al., 2016), PPD 
또한 PMV의 수치를 토대로 분석된 값이기 때문에 동

일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3.3.2. 열환경과 기상요소 간 관계분석

열환경과 기상요소 간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상

관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온은 상대습

도, WBGT, PMV, PPD, MRT, UTCI에 대해서 통계

적인 유의성을 보였으며(P<0.01), 상대습도에서는 음

의 상관관계를 그 외 요소에서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

였다. 풍속의 경우 모든 요소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보이지 않았다(P>0.05). 반면 상대습도의 경우 풍속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전

체적으로 통계적인 유의성이 나타났다(P<0.01). PMV
와 PPD는 실내 지표라는 특성상 일사량과의 상관관

계가 입증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P>0.05). 열환

경 요소인 WBGT, PMV, PPD, MRT, UTCI에서는 각

각 서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관성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통계적인 유의성이 

입증되었으나 풍속은 모든 유형에서 통계적인 유의성

이 입증되지 못했다. 반면 기온의 경우 풍속과 일사량

을 제외하고 모든 유형에서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4. 결론

본 연구는 가로공간의 가로수 유 무에 따른 기상

환경 및 열환경을 조사를 통해 가로공간 교목의 기온

저감 효과와 보도 이용 시 시민에게 불쾌감을 주는 기

상 요소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로 가로수가 있는 Type 1에

서 전반적으로 기온, 표면 온도, 일사량, 순복사량이 

낮게 측정되었으며, Type 1의 11시 기온이 도로대비 

가로공간에서 높게 측정된 것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가로공간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열환경평가를 위한 

건구 흑구 습구온도와 풍속, 상대습도 측정결과 건

구 흑구 습구온도의 경우 기온과 동일한 경향을 보

였으나 흑구온도의 16시 온도는 가로 수목이 없던 

Type 2의 흑구온도가 더 낮게 측정되었다. 풍속의 경

우 수목식재가 없는 Type 2의 풍속이 높게 측정되었

으나 오전 시간인 11시와 16시의 경우 가로 수목이 식

재된 Type 1의 풍속이 높게 측정되었다. 상대습도의 

경우 기온과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전체적으

로 Type 1대비 Type 2에서 약 4% 낮게 측정되었다. 
둘째로 열환경 평가의 경우 기온과 비슷한 경향을 보

였다. WBGT와 MRT, UTCI의 경우 모든 시간대에 

걸쳐 유형 간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으나 PMV와 

PPD의 경우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가로녹지의 기상 및 열환경 간 관계분석의 경우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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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독립표본 T 검정결과 기상환경의 차이는 상대습도, 
습구온도, 건구온도, 흑구온도에서 통계적인 유의성

이 나타났다. 상대습도의 경우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

났으며, 나머지 유형에서는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났

다. 유형별 열환경의 독립표본 T 검정은 WBGT와 

MRT, UTCI에서 부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PMV와 PPD는 통계적인 유

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기상 및 열환경 간 상관성 분

석의 경우 전반적으로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였으나, 
풍속의 경우 측정항목 간 차이가 통계적인 유의성을 

띄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경우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변 가로공

간을 중심으로 가로수 식재 유형을 교목 식재 유형인 

Type 1과 식재가 되어 있지 않은 유형 Type 2로 나누

어 기상 측정 및 열환경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교목이 식재된 유형 Type 1에서 전반적으로 기상환경 

및 열환경에 서 쾌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대부분 통계적인 유의성이 입증되었다. 측정 및 조사 

항목 간 상관성 분석에서 열환경과 일사량 간 차이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일사량의 

경우 기온에서는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

의 경우 도로의 불투수 면적이 도시민에게 미치는 영

향에 중점을 두어 진행하였다. 그러나 비교를 위한 유

형이 다소 적었으며 녹지 현황을 정량화하지 못해 도

시민에게 영향을 주는 기상환경의 변화량을 정량화하

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녹지현황 및 

기상환경을 정량화 하고 보다 다양한 환경에서 녹지

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유형을 구분하

여 열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요소를 명확하게 평

가하는 연구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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