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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ir temperature reduction on an urban neighborhood park, air temperature data from five 

inside locations (forest, pine tree, lawn, brick and pergola) depending on surface types and three outside locations (Suwon, 
Maetan and Kwonsun) depending on urban forms were collected during the summer 2016 and compared. The forest location 
had the lowest mean air temperature amongst all locations sampled, though the mean difference between this and the other 
four locations in the park was relatively small (0.2-0.5℃). In the daytime, the greatest mean difference between the forest 
location and the two locations exposed to direct beam solar radiation (brick and lawn) was 0.5-0.8℃ (Max. 1.6-2.1℃). In the 
nighttime, the mean difference between the forest location and the other four locations in the park was small, though 
differences between the forest location and locations with grass cover (pine tree and lawn) reached a maximum of 0.9-1.7℃. 
Comparing air temperature between sunny and shaded locations, the shaded locations showed a maximum of 1.5℃ lower 
temperature in the daytime and 0.7℃ higher in the nighttime. Comparing the air temperature of the forest location with those 
of the residential (Kwonsun) and apartment (Maetan) locations, the mean air temperature difference was 0.8-1.0℃, higher than 
those measured between the forest location and the other park locations. The temperatures measured in the forest location were 
mean 0.9-1.3℃ (Max. 2.0-3.9℃) lower in the daytime than for the residential and apartment locations and mean 0.4-1.0℃ 
(Max. 1.3-3.1℃) lower in the nighttime. During the hottest period of each month, the difference was greater than the mean 
monthly differences, with temperatures in the residential and apartment locations mean 1.0-1.6℃ higher than those measured 
in the forest location. The effect of air temperature reduction on sampling locations within the park and a relatively high the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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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on the urban sampling locations was clearly evident in the daytime, and the shading effect of trees in the 
forest location must be most effective. In the nighttime, areas with a high sky view factor and surface types with high 
evapotranspiration potential (e.g. grass) showed the maximum air temperature reduction. In the urban areas outside the 
park, the low-rise building area, with a high sky view factor, showed high air temperature due to the effect of solar 
(shortwave) radiation during the daytime, while in the nighttime the area with high-rise buildings, and hence a low sky 
view factor, showed high air temperature due to the effect of terrestrial (longwave) radiation emitted by surrounding 
high-rise building surfaces. The effect of air temperature reduction on the park with a high thermal environment in the city 
was clearly evident in the daytime, and the shading effect of trees in the forest location must be most effective. In the 
nighttime, areas with high sky view factor and surface types (e.g., grass) with evapotranspiration effect showed maximum 
air temperature reduction. In the urban areas outside the park, the high sky view factor area (low-rise building area) 
showed high air temperature due to the effect of solar (shortwave) radiation during the daytime, but in the nighttime the 
low sky view factor area (high-rise building area) showed high air temperature due to the effect of terrestrial (longwave) 
radiation emitted surrounding high-rise building surfaces. 

Key words : Urban Park, Air Temperature, Reduction, Daytime, Nighttime, Summer

1. 서 론

최근의 국제기후변화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보고서에 의하면, 기후변

화에 의해 도시지역에서의 여름철 폭염기간이 더 길

어질 것이며 강도도 더 심해질 것이라고 한다(IPCC, 
2013). 대한민국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녹지지역 부

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Han, 2003; Park and 
Baek, 2009), 그로 인해 도시의 기온상승과 도시열섬

(urban heat island)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

이다(Oke, 1973; Kim and Kim, 2013). 
도시근린공원은 그 규모와 식재밀도에 따라 도시 

안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기온을 유지하는 도시

냉섬(urban cool island) 현상과 같은 기온 저감 효과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owler et al., 2010; Chow et 
al., 2011). 근린공원의 기온 저감 요소로는 수목에 의

한 그늘(shading)효과와 증발산(evapotranspiration)
효과가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수(水)공간 도입으로 

인한 증발(evaporation)효과도 작용한다(Oke, 1989; 
de Abreu-Harbich et al., 2015; Takács et al., 2016). 
그늘효과는 하늘반구(sky hemisphere)에서 내려오는 

태양직사광선(direct beam solar radiation) 및 태양분

사광선(diffuse beam solar radiation)과 지구복사에너

지(longwave radiation from the sky)가 수목에 의해 

건물·수목·지표면에 흡수되는 양이 줄어듦으로써, 그 

표면에서 반사되는 태양복사에너지양(reflected beam 
solar radiation)이 줄어들고 낮아진 표면온도에서 방

출되는 지구복사에너지양이 줄어듦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수목의 증발산 효과는 수목의 표면과 

기공에서 수분이 증발하면서 발생되는 잠열(latent 
heat flux density)현상을 통해 발생되며, 수(水)공간

의 증발효과도 동일하게 잠열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

상이다.  
도시근린공원의 열저감 효과에 대한 기존의 연구

들은 크게 세 가지로 진행되었다. 첫째, 위성영상을 이

용하여 도시지역의 표면온도를 추출하여 녹지공간이 

주는 표면온도저감효과를 연구하거나(Kim and Yeo, 
2006; Yun et al., 2013; Kim and Song, 2015), 더 나

아가 위성영상에서 추출된 표면온도를 기상청 자동기

상관측장비(Automatic Weather System, AWS)을 중

심으로 일정 범위 안의 지역을 토지용도별로 분석한 

후 평균값을 내어 AWS 기온자료와의 회귀식을 찾아 

전체 연구대상지의 기온을 추정하여 녹지공간의 기온 

저감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다(Cho and Shin, 2002; 
Lee, 2006; Yoon and Ahn, 2009). 그러나, 2차원 자료

인 위성영상 열적외선 자료로 3차원인 도시지역의 기

온을 토지이용별로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이것은 길

의 형태와 풍속에 따라 지표면에서 0.5-2.0 m이상의 

높이에서는 대류작용으로 인하여 피복재료의 영향이 

거의 상쇄되기 때문이다(Nakamura and Oke, 1988; 
Chow et al., 2011). 물론, 500-1,000 m 범위의 표면온

도 평균값을 내어 AWS 기온자료와 비교한 회귀식이 

있으나, 결정계수(R2)는 높지 않다(Lee, 2006). 둘째, 
기상측정장비를 직접 공원 내·외에 설치하여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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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Study site: (a) Hyowon Park (from https://www.google.co.kr/maps) and (b) an air photograph of the park and its 
surrounding area (from http://map.daum.net). 

측정하여 비교한 연구들이다(Yoon and Song, 2000; 
Park, 2012, 2013; Ryu and Lee, 2015; Kim et al., 
2016). 셋째,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해 

녹지공간 및 수공간의 열저감 효과를 연구하였다(Han 
and Huh, 2006; Park et al., 2011; Park, 2012, 2013; 
Park et al., 2014; Lee et al., 2016). 특히, 컴퓨터 시뮬

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연구에서는 반드시 실측

한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

쳐야 한다. 또한, 실측을 통한 공원이나 녹지의 열저감 

효과에 대한 연구는 풍향과 풍속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원 외부의 비교지점들이 다른 녹지공간이나 수공간

의 영향이 없는 곳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들은 단순히 공원(녹지) 수림대 내부기온

과 외부기온을 비교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고, 공원 

내 다양한 식재 및 피복형태에 따른 기온변화와 외부 

도심지의 토지이용형태별 기온변화를 동시에 비교한 

연구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여름철 도시 근린공원의 기온 저감 효과

를 알아보기 위해, 근린공원 내 5곳의 식재 및 피복재

질별 지점과 근린공원 외부에 위치한 3곳의 건축용도

별 지점에서 측정된 기온자료를 비교하여 보았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위치한 효원공원

(37°15'47"N, 127°02'16"E; 면적, 141,565 m2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 자료) 내 5곳[보도블럭(brick), 혼효림

식재지(forest), 잔디밭(lawn), 등나무 아래(pergola), 
소나무식재지(pine tree)]과 효원공원에서 530 m 거리

에 있는 매탄1동 주민센터 옥상(Maetan), 1.31 km 떨
어져 있는 권선초등학교 옥상(Kwonsun)에 고정식 온

습도센서인 Hobo Pro V2(resolution, 0.02 at 25 ; 
accuracy, ±0.21 from 0 to 50 ; Onset Computer 
Corporation)를 Radiation Shield(RS1)안에 장착하고 

지상 1.5 m 높이에 설치하여 기온과 상대습도 자료를 

측정하였다(Fig. 1, 2 and Table 1). 공원내부 지점 중 

forest, pergola와 pine tree지점은 음지로 선정하였으

며, brick과 lawn지점은 양지로 정하였다. 외부지점인 

Table 1. Locations inside and outside the park

Location Sunny/Shaded Height 
(m)

Inside

Forest Shaded

1.5

Pine tree Shaded

Lawn Sunny

Brick Sunny

Pergola Shaded

Outside

Suwon city hall Sunny 21.1

Maetan Sunny 8.5

Kwonsun Sunny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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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F: 0.022

SVF: 0.377

SVF: 0.963

SVF: 0.265

SVF: 0.867

Fig. 2. Five locations in the park (the center map from http://map.daum.net). Fisheye lens photographs were taken using 
Nikon Coolpix 8800 camera with Nikon FC-E9 Fisheye converter lens and Nikon UR-E18 converter adapter, and 
Sky View Factors (SVF) of the photographs were calculated with BMSky-view (Gál et al., 2007). 

매탄1동 주민센터는 고층 및 저층 아파트 지역에 위치

한 지점이며, 권선초등학교는 일반 주택과 저층 빌라

에 둘러싸여 있는 지점이다.

2.2. 연구 방법

측정기간은 Maetan(2016년 6월 24일-8월 31일)과 

수원시청 본관(Suwon, 2016년 6월 13일-8월 31일)을 

제외한 지점들은 여름동안(2016년 6월 1일-8월 31일)
이었으며, 매 시간 단위로 기온자료를 측정하여 비교 

분석에 이용하였다. 또한, 매 달 가장 더운 날씨를 보

였던 시기에 각 지점의 기온을 비교하였는데, 6월에는 

20일 0:00-22일 23:00, 7월에는 19일 0:00-22일 

23:00, 8월에는 4일 0:00-6일 23:00를 대상으로 하였

다. 태양복사에너지 유무에 따른 기온변화량을 보기 

위해, 여름철 태양고도가 0° 이상이 되는 06:00-19:00 
동안을 낮 시간대로, 20:00-05:00 동안을 밤 시간대로 

설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지점 간의 기온자료 비교를 위해 효원공원에서 

690 m 떨어져 있는 수원시청 본관의 옥상(Suwon)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기상관측장비(Automatic Weather 
System, AWS)의 기온자료도 이용하였다. Maetan, 
Kwonsun과 Suwon은 모두 3-4층 높이의 건물로, 
Maetan의 옥상 높이는 8.5 m, Kwonsun의 옥상 높이

는 14.3 m(권선초등학교 행정실 자료 제공), Suwon의 

옥상 높이는 21.1 m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http://map.vworld.kr).  
자료 비교 분석을 위해 Microsoft Office Excel 2016

을 이용하여, 도표 및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 20(https://www.ibm.com/analytics/ 
us/en/technology/spss)을 이용하여 one-way ANOVA 
분석과 Post Hoc Tests를 위한 Duncan 다중검정

(p<0.05) 방법을 통해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3. 연구결과 및 토의

3.1. 공원 내 지점들의 비교 분석

지점별로는 forest지점이 낮 시간대 가장 높은 기온 

저감 효과를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지붕 쪽에만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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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3. Air temperature comparison between various locations inside and outside of the park: (a) June, (b) July and (c) 
August i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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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Mean air temperature±Standard deviation ( )

June July August

Whole 
month

The hottest period 
(June 20 00:00 

- 22 23:00)

Whole 
month

The hottest period 
(July 19 00:00 

- 22 23:00)

Whole 
month

The hottest period 
(August 4 00:00 

- 6 23:00)

Forest 23.1±3.0 25.1±2.8 25.7±3.1 27.3±2.9 27.5±3.9 29.5±2.6

Brick 23.5±3.3 25.5±3.1 26.1±3.3 28.0±3.3 28.0±4.1 30.0±3.1

Lawn 23.4±3.2 25.4±3.0 26.0±3.3 27.8±3.2 27.8±4.1 29.8±3.0

Pergola 23.3±3.0 25.4±2.8 25.9±3.1 27.7±3.0 27.8±3.9 29.8±2.7

Pine tree 23.3±3.0 25.4±2.8 26.0±3.2 27.8±2.9 27.8±3.9 29.9±2.7

Kwonsun 23.8±3.2 26.1±3.2 26.6±3.4 28.9±3.3 28.5±4.1 30.7±2.9

Maetan 24.6±3.0z 26.6±3.4 28.3±3.1 28.5±4.1 31.0±2.8

Suwon 23.7±2.9+ 25.4±2.8 26.0±3.1 27.9±2.9 27.9±3.8 30.0±2.6
zdata from June 24 to 30; ydata from June 13 to 30

Table 2. Mean air temperature in summertime, 2016

Location

Air temperature ( )

June July August

Daytime Nighttime Daytime Nighttime Daytime Nighttime

Mean±SD Max. Min. Mean±SD Max. Min. Mean±SD Max. Min. Mean±SD Max. Min. Mean±SD Max. Min. Mean±SD Max. Min.

Forest 24.2±3.1 29.9 16.7 21.5±2.2 27.9 16.7 26.4±3.3 32.6 20.0 24.8±2.6 30.7 20.1 28.4±4.1 34.4 16.7 26.3±3.2 31.2 16.8

Brick 24.9±3.2 31.1 16.7 21.5±2.2 28.1 16.4 27.1±3.5 34.2 20.1 24.8±2.6 30.8 20.3 29.1±4.4 35.7 16.9 26.4±3.2 31.4 17.0

Lawn 24.7±3.2 30.4 16.9 21.4±2.2 27.9 15.5 26.9±3.4 33.5 20.0 24.8±2.6 30.8 20.2 28.9±4.3 35.5 16.5 26.2±3.2 31.6 16.9

Pergola 24.4±3.0 30.2 17.0 21.7±2.2 28.2 16.7 26.7±3.3 32.9 20.2 24.9±2.6 30.8 20.3 28.7±4.1 34.6 16.9 26.5±3.2 31.5 17.0

Pine tree 24.6±3.0 30.1 17.4 21.6±2.2 28.0 16.3 26.8±3.3 33.0 20.1 25.0±2.5 30.8 20.3 28.8±4.1 34.5 17.0 26.4±3.2 31.6 17.0

Kwonsun 25.2±3.1 32.5 17.8 21.9±2.2 28.4 17.3 27.6±3.6 35.5 20.0 25.3±2.6 30.1 20.5 29.6±4.3 37.4 17.0 26.9±3.2 31.7 17.1

Maetan 26.0±2.9z 31.2z 19.2z 22.8±2.1z 27.6z 19.2z 27.4±3.6 35.2 20.1 25.5±2.7 31.7 20.5 29.4±4.3 36.0 17.2 27.3±3.4 32.1 17.1

Suwon 24.9±2.8y 30.2y 18.1y 22.0±2.0y 27.3y 18.5y 26.9±3.2 32.7 20.1 24.8±2.4 29.6 20.2 29.0±4.0 35.1 17.3 26.5±3.1 31.2 17.3
zdata from June 24 to 30; ydata from June 13 to 30

Table 3. Mean±Standard Deviation (SD), maximum and minimum air temperature in the daytime and nighttime of each month 
in summer, 2016

(등나무)이 있는 pergola지점과 소나무의 식재밀도가 

높지 않은 pine tree지점보다 forest지점이 침엽수와 

활엽수(혼효림)의 높은 식재밀도로 인한 수목의 그늘

효과와 증발산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Fig. 3 
and Table 2). 통계적으로 7-8월의 자료들을 이용하여 

지점별 one-way ANOVA분석을 한 결과, 지점별 평

균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평균적으로 지점별 차이는 0.2-0.5 로 크지는 않

았지만(Table 3), 낮 시간대에는 forest지점이 양지 지

점인 brick과 lawn에 비해서 평균 0.5-0.8 (최대 1.6- 
2.1 ) 기온 저감 효과를 보였고, 음지 지점이었던 

pergola와 pine tree에 비해서 평균 0.2-0.4 (최대 1.2 
-1.8 ) 기온 저감 효과를 보였다(Table 4, 5). Duncan 
분석 결과, forest는 pergola와는 5% 유의수준에서 유

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지점들과

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밤 시간대에는 forest지점이 피복재료가 시멘트 보

도블럭이었던 brick과 pergola지점들보다는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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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Mean air temperature difference and standard deviation from forest ( )

June July August

Whole 
month

The hottest period 
(June 20 00:00 

- 22 23:00)

Whole 
month

The hottest period 
(July 19 00:00 

- 22 23:00)

Whole 
month

The hottest period 
(August 4 00:00 

- 6 23:00)

Brick 0.4±0.4 0.5±0.5 0.4±0.5 0.6±0.5 0.5±0.5 0.6±0.7

Lawn 0.3±0.5 0.3±0.4 0.3±0.4 0.4±0.4 0.3±0.5 0.3±0.7

Pergola 0.2±0.2 0.3±0.2 0.2±0.2 0.3±0.3 0.3±0.2 0.3±0.3

Pine tree 0.2±0.4 0.3±0.3 0.3±0.3 0.4±0.3 0.3±0.4 0.4±0.5

Kwonsun 0.8±0.8 1.1±0.9 0.9±0.8 1.6±0.9 1.0±0.8 1.3±0.9

Maetan 0.8±0.4z 0.9±0.5 1.0±0.4 1.0±0.6 1.6±0.5

Suwon 0.2±0.7y 0.4±0.6 0.3±0.6 0.5±0.5 0.4±0.7 0.6±0.8

Sunny-Shaded 
locationsx 0.2±0.4 0.2±0.4 0.2±0.3 0.3±0.4 0.2±0.4 0.2±0.5

zdata from June 24 to 30; ydata from June 13 to 30
xsunny locations are brick and lawn and shaded ones are forest, pergola and pine tree

Table 4. Mean air temperature differences with Standard Deviation (SD) from forest ( ) and between sunny and shaded 
locations in summer, 2016. Positive values mean air temperature at the forest location was lower than one at a 
compared location, and negative values mean the opposite

0-0.2 낮은 기온을 보였으며, 잔디였던 pine tree와 

lawn지점들보다는 평균 0.1-0.2 로 비슷한 결과를 

보여, 낮 시간대에 비해 작은 차이를 보였다. 통계적으

로는 모든 지점들이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각 지점의 밤 시간대 

기온변화폭을 보면, brick과 pergola지점은 forest지점

에 비해 최대 0.9-1.2 기온상승효과부터 최대 0.4- 
0.7 기온 저감 효과를 보여주었고, pine tree와 lawn
지점은 최대 1.0-1.5 기온상승효과부터 최대 0.9- 
1.7 기온 저감 효과를 보여주었다. 밤 시간대의 최

대 기온 저감 효과 측면에서 본다면, pine tree와 lawn
지점이 더 높은 기온 저감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여름철 공원 내 피복형태에 따른 기온 변화의 차이

는 지구복사에너지의 영향이 큰 밤 시간대보다 태양

복사에너지의 영향이 지배적인 낮 시간대에서 크게 

나타났다. 낮 시간대에는 하늘시계지수(Sky View 
Factor, SVF)가 커서 태양복사에너지 유입량이 많은 

양지 지점(기온, brick과 lawn>forest와 pergola)이 더 

높은 기온을 보였다. 밤 시간대에는 시멘트 보도블럭

에는 없는 잔디의 증발산 효과에 의한 영향(최대 기온 

저감 효과, pine tree와 lawn>brick과 pergola)이 존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 내 5지점을 태양직사광선 유무에 따라 양지와 

음지로 비교해 보았을 때, 음지인 forest, pergola, pine 
tree지점이 양지인 brick과 lawn지점에 비해 6-8월 동

안 낮 시간대에는 평균 0.4 의 기온 저감 효과를 보

였으나 밤 시간대에는 반대로 측정장비의 오차 범위

(±2.1 ) 안에 드는 평균 0.1 더 높은 현상을 보였다

(Table 5). 평균기온이 높아지는 8월로 갈수록 낮 시간

대 최대 기온 저감 효과가 6월 1.1 , 7월 1.3 , 8월 

1.5 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밤 시간대에는 최

대 0.5-0.7 로 양지 지점들이 더 낮은 기온을 보여주

는 경향을 나타냈다. 

3.2. 공원외부지점들과의 비교 분석

공원외부 지점인 Kwonsun, Maetan, Suwon에서 

측정된 기온자료를 공원내부 지점 중 가장 낮은 기온

을 보였던 forest지점과 비교해 보았다. Maetan과 

Suwon지점은 6월 달 측정기간이 각각 6월 24-30일, 6
월 13-30일이므로, 여기서는 7-8월 달 자료만을 가지

고 비교하였다. 저층건물(일반주택, 빌라)로 둘러싸

여 SVF가 높은 Kwonsun지점이 forest지점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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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Air temperature difference from forest ( )

June July August

Daytime Nighttime Daytime Nighttime Daytime Nighttime

Mean±SD Max. Min. Mean±SD Max. Min. Mean±SD Max. Min. Mean±SD Max. Min. Mean±SD Max. Min. Mean±SD Max. Min.

Brick 0.7±0.4 1.9 -0.5 0.0±0.2 0.9 -0.7 0.7±0.4 2.1 -0.2 0.1±0.2 1.2 -0.6 0.8±0.5 2.0 -0.4 0.1±0.3 1.1 -0.5

Lawn 0.5±0.4 1.6 -0.3 -0.1±0.4 1.0 -1.7 0.5±0.4 1.9 -0.5 0.0±0.3 1.3 -1.4 0.5±0.5 2.0 -1.0 0.0±0.4 1.0 -1.5

Pergola 0.2±0.2 1.2 -0.5 0.2±0.2 1.1 -0.4 0.3±0.2 1.2 -0.2 0.2±0.2 0.9 -0.6 0.3±0.2 1.7 -0.2 0.2±0.2 1.2 -0.6

Pine tree 0.4±0.3 1.6 -0.6 0.1±0.4 1.5 -1.2 0.4±0.3 1.6 -0.2 0.2±0.3 1.5 -0.9 0.4±0.4 1.8 -0.8 0.1±0.3 1.1 -1.0

Kwonsun 1.0±0.8 3.4 -0.6 0.4±0.6 2.4 -1.0 1.2±0.8 3.9 -1.5 0.5±0.5 2.1 -0.9 1.3±0.8 3.9 -0.6 0.6±0.6 3.1 -0.6

Maetan 0.9±0.5z 2.0z 0.0z 0.7±0.3z 1.3z 0.2z 1.0±0.5 2.7 0.0 0.8±0.4 1.7 0.0 1.1±0.6 3.2 -0.9 1.0±0.5 3.0 -0.1

Suwon 0.3±0.8y 3.0y -1.9y 0.0±0.6y 1.7y -1.5y 0.5±0.6 3.0 -1.6 0.1±0.5 1.9 -2.1 0.6±0.8 3.4 -1.5 0.2±0.5 2.6 -1.1

Sunny-Shaded 
locationsx 0.4±0.3 1.1 -0.3 -0.1±0.2 0.2 -0.6 0.4±0.3 1.3 -0.4 -0.1±0.1 0.4 -0.5 0.4±0.4 1.5 -0.5 -0.1±0.2 0.4 -0.7

zdata from June 24 to 30; ydata from June 13 to 30
xsunny locations are brick and lawn and shaded ones are forest, pergola and pine tree

Table 5. Mean±Standard Deviation (SD), maximum and minimum air temperature differences from forest ( ) and between 
sunny and shaded locations in the daytime and nighttime in summer, 2016. Positive values mean air temperature at 
the forest location was lower than one at a compared location, and negative values mean the opposite

ANOVA

Summer (July and August)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Between groups

(Combined) 1195.946 7 170.849 12.166 .000

Linear term
Contrast 452.219 1 452.219 32.202 .000

Deviation 743.726 6 123.954 8.827 .000

Within groups 167056.960 11896 14.043

Total 168252.905 11903

Table 6. An One-way ANOVA test for all data of July and August

낮 시간대에는 평균 1.2-1.3 (최대 3.9 ) 높은 기온

을 보여, 고층건물(아파트)로 둘러싸여 SVF가 낮은 

Maetan지점의 평균 1.0-1.1 (최대 2.7-3.2 )보다 더 

높은 기온을 보여주었다(Table 5). 밤 시간대에는 반

대로 Kwonsun지점이 forest지점에 비해 평균 0.4-0.6
(최대 2.1-3.1 )로, Maetan지점의 평균 0.8-1.0 (최
대 1.7-3.0 )보다 더 낮은 기온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공원 내부 지점들의 비교에서도 보였듯

이, SVF의 차이에 의해 낮 시간대에는 SVF가 높은 지

점이 태양복사에너지의 유입량이 더 많아서 높은 기

온을 나타내며, 밤 시간대에는 SVF가 낮은 지점이 더 

높은 지구복사에너지의 영향을 받아 더 높은 기온을 

나타내는 것이다. 통계학적으로도 Duncan 분석 결과 

Kwonsun지점과 Maetan지점은 공원 내부 지점들과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Table 
9), 낮 시간대에는 공원 내부 지점들 중 가장 높은 평

균 기온을 나타냈던 Brick지점과 Maetan지점이 유의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Kwonsun지점 또

한 Maetan지점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Table 7). 밤 시간대에는 Kwonsun지점과 Maetan
지점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Suwon지점은 forest지점보다 낮 시간대 평균 

0.5-0.6 (최대 3.0-3.4 ) 높은 기온을 보였으며, 밤 

시간대도 평균 0.1-0.2 (최대 1.9-2.6 ) 높은 기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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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httime

Location
Subset for alpha = 0.05

1 2 3

Duncana

Lawn 25.516

Forest 25.525

Brick 25.607

Suwon 25.663

Pine tree 25.701

Pergola 25.706

Kwonsun 26.063

Maetan 26.412

Sig. .339 1.000 1.000

Means for groups in homogeneous subsets are displayed
a. Uses harmonic mean sample size = 620

Table 8. Post Hoc Tests for nighttime data of July and August

Daytime

Location
Subset for alpha = 0.05

1 2 3 4 5

Duncana

Forest 27.377

Pergola 27.683 27.683

Pine tree 27.806 27.806

Suwon 27.909 27.909

Lawn 27.914 27.914

Brick 28.104 28.104

Maetan 28.426 28.426

Kwonsun 28.600

Sig. .107 .272 .154 .089 .359

Means for groups in homogeneous subsets are displayed
a. Uses harmonic mean sample size = 868

Table 7. Post Hoc Tests for daytime data of July and August

보였다. Suwon지점은 남서방향에 수원 올림픽공원이 

위치하고 대로변인 효원로가 인접하여 지역풍이 잘 

통할뿐만 아니라, 건물의 높이도 21.1 m로 Kwonsun
지점의 건물 높이 14.3 m보다 높은 영향으로 평균 및 

최대값에서 Kwonsun지점보다 낮은 결과를 보인 것

으로 생각된다. Duncan 분석 결과 forest지점을 제외

한 다른 공원 내부 지점들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Kwonsun지점과 Maetan지점과는 유의

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9).

3.3. 매 월 가장 더웠던 기간 비교 분석

공원 내부 지점을 비교해 보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던 지점은 6-8월 동안에 forest지점이었으나, 
forest지점과 더불어 새벽시간 때에는 lawn지점이 더 

낮은 기온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Fig. 4).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던 forest지점에 비해 모든 지점들이 월 평

균기온값보다 낮 시간대와 밤 시간대를 통틀어 

0.2-0.4 더 높은 기온을 보였다(Fig. 4 and Table 10, 
11). 그러나, 7-8월 Duncan 분석 결과 낮 시간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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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er

Location
Subset for alpha = 0.05

1 2 3

Duncana

Forest 26.606

Pergola 26.859 26.859

Lawn 26.914

Pine tree 26.929

Suwon 26.973

Brick 27.064

Kwonsun 27.543

Maetan 27.587

Sig. .065 .190 .748

Means for groups in homogeneous subsets are displayed
a. Uses harmonic mean sample size = 1488

Table 9. Post Hoc Tests for all data of July and August

Location

Air temperature ( )

June (June 20 00:00-22 23:00) July (July 19 00:00-22 23:00) August (Aug. 4 00:00-6 23:00)

Daytime Nighttime Daytime Nighttime Daytime Nighttime

Mean±SD Max. Min. Mean±SD Max. Min. Mean±SD Max. Min. Mean±SD Max. Min. Mean±SD Max. Min. Mean±SD Max. Min.

Forest 26.1±2.8 29.6 19.9 23.7±2.0 27.9 19.9 28.3±2.8 32.5 21.1 26.0±2.4 30.7 20.9 30.7±2.6 33.8 25.5 27.9±1.5 30.5 25.6

Brick 26.8±3.0 31.1 19.9 23.8±2.2 28.1 20.0 29.3±3.1 34.2 21.1 26.1±2.5 30.8 20.9 31.7±3.0 35.7 25.6 27.8±1.4 30.4 25.7

Lawn 26.6±2.9 30.4 19.9 23.7±2.1 27.9 20.0 29.0±3.0 33.4 21.3 26.1±2.6 30.8 21.1 31.5±2.8 35.5 25.5 27.6±1.5 30.3 24.9

Pergola 26.4±2.8 30.2 20.1 23.9±2.1 28.2 20.2 28.8±2.9 32.8 21.2 26.2±2.6 30.8 21.1 31.2±2.7 34.6 25.8 28.0±1.4 30.5 25.7

Pine tree 26.4±2.8 30.1 20.0 23.9±2.1 28.0 20.1 28.7±2.8 32.7 21.6 26.4±2.4 30.8 21.7 31.3±2.5 34.4 26.2 27.9±1.3 30.4 25.7

Kwonsun 27.5±3.1 32.5 20.5 24.3±2.3 28.4 20.0 30.4±3.2 35.5 22.2 26.9±2.3 30.1 22.2 32.4±2.6 36.0 26.4 28.5±1.2 30.9 26.6

Maetan 29.4±3.1 34.4 21.8 26.8±2.5 31.7 21.8 32.3±2.8 35.9 26.7 29.3±1.4 32.1 26.8

Suwon 26.5±2.6 30.2 20.8 23.9±2.1 27.3 20.2 29.0±2.7 32.6 22.0 26.3±2.2 29.6 21.8 31.5±2.4 34.9 26.6 28.0±1.0 30.5 26.5

Table 10. Mean±Standard Deviation (SD), maximum and minimum air temperature in the daytime and nighttime within the 
hottest periods of each month in summer, 2016

월 평균기온 분석 결과보다 분별력이 떨어져 forest지
점이 brick지점을 제외한 모든 공원 내부 지점들과 

5% 유의수준에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able 12, 13), 밤 시간대에는 모든 지점들이 유의성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4). 
공원 외부 지점의 월 평균기온값에 비해 공원 내부

의 평균기온 상승폭은 낮 시간대에 Kwonsun지점이 

forest지점에 비해 0.4-0.7 더 높아진 1.4-2.0 , 
Maetan지점은 0.2-0.6 더 높아진 1.1-1.7 , Suwon

지점은 0.2-0.3 더 높아진 0.5-0.9 의 평균기온을 

보였다(Table 5, 11). 밤 시간대에는 평균 0.1-0.4 더 

높았으며, forest지점에 비해 Kwonsun지점은 0.6-0.9 , 
Maetan지점은 0.8-1.4 , Suwon지점은 0.1-0.3 높

은 기온을 보였다. Suwon지점은 월 평균기온비교에

서와 동일하게 다른 두 외부지점에 비해서 낮은 결과

를 보였다. 7-8월 Duncan 분석 결과 Suwon지점은 공

원 내부 지점들과 낮·밤 시간대 모두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낮 시간대에는 Kwonsun지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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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4. More detailed air temperature comparison between the locations: (a) June 20 00:00-22 23:00, (b) July 19 00:00-22 
23:00 and (c) August 4 00:00-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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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VA

Heatwave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Between groups

(Combined) 272.408 7 38.915 3.941 .000

Linear term
Contrast 105.537 1 105.537 10.687 .001

Deviation 166.871 6 27.812 2.816 .010

Within groups 13193.720 1336 9.876

Total 13466.128 1343

Table 12. An One-way ANOVA test for all data of the hottest days in July and August

Location

Air temperature difference from forest ( )

June (June 20 00:00-22 23:00) July (July 19 00:00-22 23:00) August (Aug. 4 00:00-6 23:00)

Daytime Nighttime Daytime Nighttime Daytime Nighttime

Mean±SD Max. Min. Mean±SD Max. Min. Mean±SD Max. Min. Mean±SD Max. Min. Mean±SD Max. Min. Mean±SD Max. Min.

Brick 0.7±0.4 1.6 0.0 0.1±0.3 0.9 -0.3 1.0±0.5 1.7 0.0 0.1±0.2 0.4 -0.4 1.0±0.6 2.0 0.0 -0.1±0.2 0.2 -0.5

Lawn 0.5±0.3 1.2 -0.1 0.0±0.4 1.0 -1.1 0.7±0.3 1.3 0.0 0.1±0.3 0.6 -1.0 0.8±0.5 1.9 0.0 -0.3±0.3 0.2 -1.2

Pergola 0.3±0.2 0.7 0.0 0.3±0.3 1.1 -0.2 0.4±0.2 0.9 0.0 0.2±0.3 0.8 -0.4 0.5±0.3 1.7 0.0 0.1±0.2 0.3 -0.3

Pine tree 0.4±0.3 1.2 -0.1 0.2±0.3 1.2 -0.1 0.4±0.2 1.0 0.0 0.4±0.3 1.1 -0.4 0.7±0.3 1.3 0.0 0.0±0.4 0.9 -0.7

Kwonsun 1.4±0.9 3.1 -0.4 0.6±0.5 1.6 -0.6 2.0±0.8 3.9 0.5 0.9±0.5 1.9 -0.8 1.7±0.9 3.9 -0.5 0.6±0.5 1.5 -0.4

Maetan 1.1±0.5 2.4 0.1 0.8±0.3 1.5 0.3 1.7±0.5 2.7 0.9 1.4±0.3 2.3 0.8

Suwon 0.5±0.7 1.9 -1.0 0.2±0.5 1.0 -0.7 0.7±0.4 1.9 -0.4 0.3±0.5 1.2 -1.2 0.9±0.9 2.6 -1.4 0.1±0.5 0.9 -0.7

Sunny-Shaded 
locationsz 0.4±0.3 0.9 -0.3 -0.1±0.2 0.2 -0.5 0.5±0.3 1.1 -0.1 -0.1±0.1 0.1 -0.5 0.5±0.4 1.5 -0.3 -0.3±0.1 0.1 -0.5

zsunny locations are brick and lawn and shaded ones are forest, pergola and pine tree

Table 11. Mean±standard deviation, maximum and minimum air temperature differences from forest ( ) and between sunny 
and shaded locations in the daytime and nighttime of the hottest periods of each month in summer, 2016. Positive 
values mean air temperature at the forest location was lower than one at a compared location, and negative values 
mean the opposite

밤 시간대에는 Maetan지점이 공원 내부 지점들과 유

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낮 시간대 태양복

사에너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Kwonsun지점이 

모든 시간대의 자료를 비교해 보았을 때, 공원 내부 지

점들과 뚜렷한 유의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5).
6-7월에는 Kwonsun지점이 낮 시간대와 밤 시간대 

동시에 가장 높은 기온값을 나타냈으나(Table 11 and 
Fig. 4a, 4b). 8월에는 수목이 거의 없고 빌라와 일반주

택에 둘러싸여 있는 Kwonsun지점이 낮 시간대에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고, 아파트 단지에 의해 둘러싸여 있

는 Maetan지점은 밤 시간대에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

다(Fig. 4c). 이와 같은 현상은 Fig. 3에서도 볼 수 있는

데, 낮 시간대 기온이 높아질수록 빈번하게 나타났으

며, 낮 시간대 태양복사에너지가 Kwonsun지점의 기온

을 가장 높게 만들었다면, 밤 시간대에는 낮은 건축물

에 둘러싸여 있는 Kwonsun지점보다 높은 건축물에 둘

러싸여 있는 Maetan지점에서 더 많은 지구복사에너지 

방출로 인한 기온상승효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양지와 음지 지점의 평균기온차이도 월 평균기온

에 비해 낮 시간대에는 0.1 더 상승하여 평균 0.4- 
0.5 로 음지의 기온 저감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나, 밤 시간대에는 음지가 월 평균기온보다 0.2
상승하여 평균 0.1-0.3 의 차이로 음지가 더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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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ottest days_nighttime

Location
Subset for alpha = 0.05

1 2 3

Duncana

Lawn 26.707
Forest 26.776 26.776
Brick 26.809 26.809

Pergola 26.953 26.953
Suwon 27.024 27.024

Pine tree 27.043 27.043
Kwonsun 27.579 27.579
Maetan 27.865

Sig. .447 .061 .448
Means for groups in homogeneous subsets are displayed
a. Uses harmonic mean sample size = 70

Table 14. Post Hoc Tests for nighttime data of the hottest days in July and August

The hottest days_daytime

Location
Subset for alpha = 0.05

1 2 3

Duncana

Forest 29.329
Pergola 29.786 29.786
Pine tree 29.849 29.849

Lawn 30.056 30.056
Suwon 30.083 30.083
Brick 30.312

Maetan 30.673 30.673
Kwonsun 31.228

Sig. .129 .078 .206
Means for groups in homogeneous subsets are displayed
a. Uses harmonic mean sample size = 98

Table 13. Post Hoc Tests for daytime data of the hottest days in July and August

기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측정장비의 

오차 범위(±2.1 )를 감안하면 그 차이는 무의미하다

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4. 기존의 연구결과들과의 비교 분석

규모가 크지 않는 도시근린공원에서 여름철 잔디

와 보도블럭과 같은 포장물질이 지표면 1.5 m 위의 기

온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풍의 영향과 에너지균형모델

(energy balance model)의 작용으로 감쇄될 것이다. 
그러나, 공원의 규모가 커지면 기온 저감 효과가 높아

진다는 연구결과(Barradas, 1991; Upmanis et al., 

1998; Chang et al., 2007)가 있으며, 시간대(Bowler et 
al., 2010)와 식재형태(Spronken-Smith and Oke, 1998; 
Yoon and Song, 2000; Potchter et al., 2006)에 따라

서도 기온 저감 효과가 달라진다고 알려져 있다. 
Ryu and Lee(2014)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함양군 

상림공원 내(205,824 m2)의 낙엽활엽수림이 액상우

레탄 포장지에 비해 여름철 주간(10:00-16:00)에는 평

균 5.9 의 기온 저감 효과가 나타났고, 잔디밭은 포

장지에 비해 평균 0.9 의 기온 저감 효과가 나타났으

나, 야간(21:00-04:00)에는 그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것은 본 연구결과 중 낮 시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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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ottest days

Location
Subset for alpha = 0.05

1 2 3

Duncana

Forest 28.265
Pergola 28.606
Lawn 28.660

Pine tree 28.680
Suwon 28.808 28.808
Brick 28.853 28.853

Maetan 29.503 29.503
Kwonsun 29.708

Sig. .137 .055 .550
Means for groups in homogeneous subsets are displayed
a. Uses harmonic mean sample size = 168

Table 15. Post Hoc Tests for all data of the hottest days in July and August

forest지점이 brick지점보다 평균 0.7 (최대 2.1 ), 
lawn지점이 brick지점보다 평균 0.5 (최대 2.0 ) 낮
은 기온 저감 효과를 보였다는 것보다 더 높은 결과였

으며, 밤 시간대의 결과와는 유사한 결과였다. 물론, 
본 연구에서 낮 시간대 열흡수율이 더 좋아 표면온도

가 더 높게 나타나는 액상우레탄 포장지와의 비교였

다면 더 큰 기온 저감 효과가 나타났을 수도 있었을 것

이다. 또한, Kim et al.(2016)의 연구결과에서도 서울

시 선정릉(면적, 198,813 m2)이 여름철에 주변 고층건

물로 구성된 주거 및 상업지역에 비해서 1.3-2.9 의 

기온 저감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ark 
(2013)에서도 9월 2일 12:00-15:00동안 대구광역시의 

국채보상운동공원이 근처의 중심상업지역보다 1.3
기온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서도 forest지점이 고층 건축물(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는 Maetan지점에 비해 평균 1.0 (낮 시간대 최대 

3.2 ) 기온 저감 효과를 나타내 비슷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 결과는 Bowler et al.(2010)가 전 세계적으

로 공원과 녹지의 열저감 관련 논문 16편을 분석한 결

과, 낮 시간대(06:00-20:00)와 밤 시간대(22:00-06:00) 
각각 평균 0.94 , 1.15 의 기온 저감 효과가 있다는 

것과 매우 유사하였다.

4. 결 론

도시근린공원의 기온 저감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효원공원을 대상지로 2016년 여름철 

동안(6-8월) 공원 내 피복형태별 5지점과 공원 외부 

건축용도별 3지점을 선정하여 매 시간 기온자료를 측

정하여 비교 분석하여 보았다. 
공원 내 외에서 혼효림 지점의 평균기온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공원 내의 다른 4지점들과의 평균기

온 차이는 0.2-0.5 로 크지는 않았다. 낮 시간대에는 

양지였던 보도블럭과 잔디밭에 비해 혼효림 지점이 

평균 0.5-0.8 (최대 1.6-2.1 )의 기온 저감 효과를 

보였으며, 밤 시간대에는 피복재료가 잔디였던 지점

들(소나무식재지와 잔디밭)보다는 혼효림 지점이 최

대 0.9-1.7 의 기온 저감 효과를 보였다. 양지와 음지

로 나누어 비교해 보았을 때, 음지지점이 낮 시간대에

는 최대 1.5 낮은 값을, 밤 시간대에는 반대로 최대 

0.7 높은 값을 보여주었다. 
공원 외부 지점들 중 일반주택지역에 위치한 권선

초등학교 지점과 아파트지역에 위치한 매탄1동 주민

센터 지점과의 비교에서는,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던 

혼효림 지점에 비해 평균 0.8-1.0 높은 결과를 보여 

주었다. 낮 시간대에는 평균 0.9-1.3 (최대 2.0-3.9 ), 
밤 시간대에는 평균 0.4-1.0 (최대 1.3-3.1 )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매 월 가장 더웠던 기간에는 

혼효림 지점에 비해 좀 더 높은 평균 1.0-1.6 의 높은 

기온값을 나타냈다. 
통계적으로 공원 내부 지점들이 외부 지점인 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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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지점과 매탄1동 주민센터 지점에 비해 기온 

저감 효과가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낮 

시간대에는 혼효림 지점이 다른 공원 내부 지점들에 

비해서도 우수한 기온 저감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밤 시간대에는 공원 내부 지점들간에 유의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의 열 환경이 높은 여름철 도시근린공원의 기

온 저감 효과는 낮 시간대에 명확하게 나타나며, 수목

으로 형성된 혼효림 그늘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

다. 밤 시간대에는 하늘시계지수(Sky View Factor, 
SVF)가 높고 증발산효과가 발생하는 피복재료(예: 잔
디)로 이루어진 지역이 최대 기온 저감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 외부의 건축용도별로는 SVF가 높은 지역(저

층건물지역)이 낮 시간대에는 태양복사에너지의 영향

으로 높은 기온을 보였으나, 밤 시간대에는 반대로 

SVF가 낮은 지역(고층건물지역)이 높은 건축물에서 

방출되는 지구복사에너지의 영향으로 더 높은 기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도시공간을 이용하는 주체인 인간의 정

주공간 열 환경 개선을 위해 이루어 졌으나, 인간이 느

끼는 열 환경에 영향을 주는 기후요소들(기온, 상대습

도, 풍속, 태양 및 지구복사에너지) 중 기온만을 분석

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 모든 기후요소들을 고려

한 인간 열환경지수(열쾌적성)를 기준으로 추가연구

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수원시청 자료를 제외한 나

머지 자료들은 국립환경과학원 자연환경연구과에서 

직접 설치·관리하여 측정기기간의 오차에 대한 고려

가 이루어졌으나, 수원시청 자료에 대한 검정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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