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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mal environment of city is getting worse due to severe urban heat island caused by climate

change and urbanization. The cooling effect of street tree is regarded as a effective way to ameliorate

the urban heat environment. The effect is largely made up of shadow formation and transpiration. This

study aims to identify how the transpiration affects the discomfort index by analyzing comprehensive

impact of the transpiration on the air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The changes in the amount

of transpiration, air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were estimated for Seogyo-dong area which has

a lot of floating population in Seoul, at 2 p.m. in dry day in July and August. On average, the transpi-

ration of the street tree decreased the temperature 0.3℃ and increased the relative humidity 2.6% in

an hour. As a result of these changes in temperature and humidity, the discomfort index rose most-

ly(0.036 on average). It was always get rise especially on the day when the discomfort index was

above 80(0.05 on average). However, compared with the significant change in temperature and hu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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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y, the variation of the discomfort index itself was very slight(up to 0.107). Therefore, the effect of

transpiration by the street trees might not be effective in the planning to improve the thermal environ-

ment(especially on the day when the discomfort index is high). It is necessary to select the species

of trees and planting location considering the cooling effect of shade formation synthetically.

Key Words：Urban heat island, Tree planning, Urban tree, Urban canopy model, Thermal comfort,

Cooling effect

I. 서 론

도시 열섬(Urban heat island) 현상은 도심 지

역이 주변 지역보다 열을 더 발생시키고 보존하

여 더 높은 온도를 갖게 되는 현상을 말하고, 도

시민의 폭력성을 높이는 등 건강과 생활에 직접

및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O’Loughlin

et al. 2012). 이러한 도시의 열섬 현상은 도시화

와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Hoffmann et al. 2012; Parker 2010; Radhi et al.

2013)

도시의 열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 중 한 가지는 수목의 냉각 효과이다(Armson

et al. 2012; Block et al. 2012; Konarska et al.

2014; Konarska et al. 2016; Tan et al. 2016; Wang

& Akbari, 2016; Gunawardena et al. 2017). 수목의

냉각효과는복사열저감과증산작용으로구분할

수 있다(Mirzaei & Haghighat 2010; Rahman et

al. 2018). 복사열저감이란, 수목이 복사열을차단

하거나 반사함으로써 도시의 표면으로 도달하는

복사열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Akbari, 2002;

Tan et al. 2016). 복사열 저감 작용은 그림자를

발생시켜 특히 수목 아래의 공간을 냉각하는데

효과적이다(Lin & Lin, 2010). 또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와 같은 불투수피복보다 수목의 표면 온

도가 낮아서 발산하는 장파복사열도 낮아지게 된

다(Taha, 1997). 위와 같은 복사열 감소 작용은

최종적으로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증산

작용이란 뿌리를 통해 흡수한 물을 식물 잎의 기

공을 통해 대기로 내보내는 과정으로(Campillo et

al. 2012) 잠열을 증가시킴으로써 도시 현열을 감

소시키는 것을 말한다(Ballinas & Barradas, 2016).

이두가지작용은도시열을 완화하는데중요한

역할을 한다(Ballinas & Barradas, 2016; Wang &

Akbari, 2016; Kim & Coseo, 2018).

수목의 냉각 효과는 도심의 온도를 낮춤으로

써 여름철 열 환경을 개선시킨다. 그러나 수목

의 증산작용은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증기를 배출하여 습도를 올리게 된다.

온난 습윤한 우리나라의 여름철에는 증가된 습

도가 오히려 열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 한국

에서 열 환경을 주로 나타내는 불쾌지수를 평가

할 때 상대 습도는 열 쾌적성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중요한 환경 요소이며, 습도가 높으면 불쾌

함을 느낄 수 있다(Jing et al. 2013). 우리나라의

여름철 열 환경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온도와 습

도 모두 고려해야 하지만 수목의 증산 작용이

종합적으로 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여름철 기간

동안 수목의 증산 작용이 열 환경을 나타내는

불쾌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수목의 증산 작용을 물리적으로 계

산할 수 있는 수문학적 순환 모델을 이용하여

증산량을 계산하였으며(Fatichi, 2010; Fatichi et

al. 2012), 가정된 공간에서의 온도 및 습도의 변

화량을 분석하였고, 최종적으로 가로수의 증산

작용이 불쾌지수에 끼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Figure 1).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같은 기후에

서 가로수의 증산 작용이 열 환경에 어떤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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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Key map of study site at 2 p.m. (B: Building, S: Street, Sb: Street shaded by building, St: Street shaded by

tree, R: Road, Rb: Road shaded by building, Rt: Road shaded by tree, T: Street tree, Tb: Tree shaded by building)

Figure 1. Study flow

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II. 재료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본 연구는 서울시 가로수의 증산 효과를 산정

하기 위하여 서울의 서교동과 관교동에 걸쳐있

는 홍대입구역 근처 300×300㎡ 지역을 연구의

대상지로 선정하였다(Figure 2). 홍대입구역은

2016년 기준, 지하철 단일 역사 중 승하차인원

이 가장 많은 역 2위, 승하차인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역 1위를 기록한역으로(Seoul 2017), 서

울에서 유동인구가 매우 높은 곳이기 때문에 도

시 열 환경이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도

로 옆을 따라 80여 그루의 가로수가 심어져 있

으며 이 수목의 85%는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식재된 은행나무이기 때문에 대상지로

적절하다 할 수 있다(Seoul, 2018). 평균 수관 폭

은 다소 서울시 은행나무의 평균값인 3.92m보

다 큰 5.37m이지만, 평균 수고는 8.27m로 서울

시 은행나무 평균값인 8.41m과 유사하기 때문

에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물리적으로 증산량을

계산하는 방법은 수목의 종과 규모에 따라 매우

복잡해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대상지 내의

수목의 특성을 단순화시켜 계산하였다. 수목은

하나의 수종과 하나의 규격으로 통일하였으며,



32 윤석환․이동근․박채연

Parameter Descr iption Units Usage
 Solar radiation quantity [] ①
 Dew point [℃] ①/②
 Transpiration fluxes from vegetation [] ①/②
 Leaf surface temperature [℃] ①
 Air density at leaf boundary layer [] ①
 Specific humidity at saturation at a temperature,  [] ①
 Specific humidity of air at the reference height [] ①
 Aerodynamic resistance to vapor flux [] ①
 Aerodynamic resistance to heat flux [] ①
 Leaf boundary layer resistance [] ①
 Stomatal resistance [] ①
 Saturated air vapor pressure [] ①
 Air vapor pressure [] ①
 Roughness length for heat flux [ ] ①
 Roughness length for momentum [ ] ①

 Zero-plane displacement height [ ] ①
 Wind speed at a canopy height [] ①

 Discomfort index [] ②
 Latent heat from transpiration [ ] ②
 Mass of the air [] ②
 Air density [] ②
 Volume of site [] ②

 Saturated vapor density [] ②

Table 2. A list of parameters used in transpiration(①) and discomfort index(②)

수종은 대상지의 85%에 해당하는 은행나무로

지정하였다. 잎의 너비는 7.5cm로 설정하였다

(Kumar, 2010).

Variable Min Max Mean S.D

Tree height 5 14 8.28 2.32

Width of crown 2 9 5.37 2.28

Table 1. Statistics of tree properties (Study site)

2) 시간적 범위

본 연구는 최근 여름철 도시 열 환경을 반영

하기 위하여 2018년 7월, 8월의 오후 2시를 시

간적 범위로 선정하였다. 한국의 2018년 여름은

서울 39.6℃, 기상 관측 시작 이래 111년 만에

일 최고기온 극값 1위이고, 1973년 이래 전국

평균 최고기온, 폭염일수 1위로 기록적인 폭염

이 한반도를 덮친 년도이다. 7, 8월은 한국에서

불쾌지수가 가장 높은 시기이고, 그 중에서 오

후 2시는 하루 중 불쾌지수가 가장 높은 시기이

다(Kim, 1999; Jang et al. 2012).

비가 온 날은 낮은 온도로 인해 도시 열 환경

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비가

오는 날은 제외하였다.

2. 수목의 증산량 산정

수목의 증산량은 수문학적 수문 모델을 기초

로 산정하였으며 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다양

한 기상 자료가 필요하다. 우선 증산량 산정에

필요한 입력자료 구축에 대해 설명한 뒤, 수문

학적 순환모델로 증산량을 산정하는 방법을 설

명하였다. 이 과정에는 많은 매개변수가 사용되

는데, 불쾌지수 산정에 쓰이는 매개변수와 함께

Table 2에 정리하였다.

1) 입력자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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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data Parameter Units Range

Air temperature  [℃] 24.0-37.1

Wind speed  [ms^(-1)] 1.5-5.0

Relative humidity  [] 37.0-83.6

Air pressure  [Pa] 99098-100826

Cloud cover  [] 0-10

Leaf area index  [] 3.985

Canopy height  [ ] 8.28

Leaf width  [ ] 7.5

Table 3. Meteorological data, tree properties for input data

증산량 계산을 위해 필요한 기상자료 중 대기

온도( ), 풍속(), 상대습도( ), 기압( )

자료는대상지내에있는 AWS(Automatic Weather

Station)의 값을 사용하였다. 기상 측정 높이

( )는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AWS 자료의 높

이로 29m이다. 이외에운량(cf) 자료는기상청에

서제공하는서울의운량(CF) 자료를사용하였다.

입력 자료의 종류와 범위는 Table 3과 같다.

일사량은단파복사모형을통해시간과날짜, 위

치에따라변화되는태양상수를활용하여지구대

기권 내의 단파복사량을 산정하여 사용하였다

(Allen et al. 1998). 이슬점( )은 Arden- Buck식을

이용하여 오차율이 0.05% 이내인 경험 상수

   ,    ,   ℃

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Buck, 1981)(식 1, 2).

  

 
(1)

  ln

 

  
  (2)

2) 증산량 산정

식물의 증산량을 계산하기 위해 주로 쓰이는

방법은 Penman-Monteith 방법이다(Allen et al.

1998). Penman-Monteith 방법은 세계식량기구

(FAO)에서 Penman FAO-24방법을 개선하여 발

표한 것으로 기상자료로부터 잠재증발산량을

산정하거나 다른 방법들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Hargreaves, 1994). 그

러나 이 방법은 도시의 수목이 아닌 작물을 대

상으로 고안이 된 것이고, 식물의 특성을 작물

계수  하나로 반영하여 도시 수목의 특성을 상

세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

구에서 산정하고자하는 도시 가로수의 증산량

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수고, 잎의 너비, 엽면적

지수 등을 반영하는 수문학적 순환 모델의 증산

량 산정식이 적합하다(Fatichi, 2010). 위 산정식

의 주요한 입력 자료는 공기 밀도(), 잎의 표

면온도( )에서의 포화상태 비습(  ), 기

상 측정 높이( )에서의 비습(), 수증기 수

지로의 공기역학 저항( ), 잎 경계층 저항(),

기공 저항( ), 그리고 엽면적 지수()가 있

다. 수목 캐노피의 증산량( ) 산정식(식 3)은

아래와 같다.

  ×
 






     
(3)

잎의 표면온도( )는 Park et al. (2018)의

MMRT(Multilayer Mean Radiant Temperature)

model를 이용해 산정하였고, MMRT모델의 입

력 자료는 대기 온도, 이슬점, 일사량, 풍속, 운

량, 그리고 상대습도가 사용되었다.

공기 밀도는 보일-샤를의 법칙과 비기체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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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압으로 구했으며 다음과 같이 표

현된다(식 4).

  


(4)

포화상태의 비습(  )과 기상 측정 높이에

서의 비습()은 아래의 식(식 5)으로 계산되었

고(Fatichi, 2010), 이 과정에서 필요한 포화수증

기압( )은 Arden-Buck equation(식 7)으로 계

산하였고(식 6) 증기압()은은 포화수증기압과

상대습도로 계산하였다(Buck, 1996).

      (5)

    (6)

 ×


 

 
(7)

본 연구에서는 증산량 계산에 필요한수증기의

공기역학 저항( )은 열 플럭스의 공기역학 저

항( )과 같다고 가정하여 계산하였다(식 8). 이

가정은매우일반적이며많은지표면모델과수문

학 모델에서 사용되었다(Viterbo & Beljaars,

1995; Sellers et al. 1996; Noilhan & Mahfouf,

1996; Ivanov et al. 2008; Fatichi, 2010). 열 플럭스

의 공기역학 저항 계산은 Monin-Obukhov (M-O)

similarity theory를 선행 연구에서 단순화하여 제

안된 식을 사용하였다(Mascart et al. 1995). 이

식(식)은 ISBA model에도 활용되었고(Noilhan &

Mahfouf, 1996), Similarity theory는 경계층 기상

학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Stull, 1988), 비선형

적이고 반복이 매우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많은

연구에서 단순화하여 사용되었다(Louis, 1979;

Launiainen, 1995; Mascart et al. 1995; Abdella

& McFarlane, 1996; van den Hurk & Holtslag,

1997; Liu et al. 2007). 공기역학 저항은 Karman

상수(=0.4), 기상 측정 높이( ), 측정 높이의

풍속(), 영면변위(zero plane displacement, ),

모멘텀거칠기 높이( ), 열거칠기 높이( )로

계산되며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식 9-12).

   (8)

 


 


ln

 



ln

  (9)

   (10)

   (11)

   (12)

여기서 수목의 높이()는 대상지의 은행나

무 평균 수고 8.28m가 입력되었다.

잎 경계층 저항()은 수목 높이에서의 풍속

()과 잎 경계 전도도()로 계산되며 구하

는 과정(Choudhury & Monteith, 1988; Fatichi,

2010)은 다음과 같다(식 13-15).

   (13)

  ′
 

 


  ′  (14)

   ln

   ln

    (15)

본 연구에서 엽면적 지수()는 은행나무

에 해당하는 3.985(Kimm & Ryu, 2015)를 잎의

너비( )는 7.5가 입력되었다(Kumar, 2010).

두 가지 상수 , ′가 선행 연구에서 민감도 분
석을 통해 제안된 값 =0.01, ′=3이 사용되었

다(Choudhury & Monteith, 1988).

기공 저항은 비선형 방정식을 풀어야 하기 때

문에 본 논문은 계산의 단순화를 위하여 물이

충분하다는 조건의 100으로 설정하였다(Allen

et al. 1998).

이를 통해 계산된 증산량은 1초 동안의 단위

시간당 증산량이기 때문에 1시간 동안의 대상지

에 있는 모든 수목의 증산량([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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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식 16).

   ×× (16)

여기서  [ ]는 도메인에서의 수목이 차지

하는 면적이다.

3. 불쾌지수 변화량 산정

1) 불쾌지수 산정

열 환경을 나타내는 지수 중에서 불쾌지수

(discomfort index)는 더위의 체감 정도를 기온

과 습도만으로 산출하는 생활기상지수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상지수 중 하나이다(Kim,

1999; Jang et al. 2012). 불쾌지수는 온도, 습도,

풍속 등 여러 조건에서 인간이 느끼는 쾌적한

만족도 또는 불쾌한 정도나 스트레스를 수치화

한 것이다. 그 중 한국에서 사용하는 불쾌지수

는 미국의 기후 학자 톰이 개발해낸 지수로 기

온과 습도를 이용해 계산하고 있다(Thom, 1957;

Jang et al. 2012; 기상청). 기상청에서 사용 중인

불쾌지수 체감 정도에 따르면 불쾌지수가 80이

상이면 모든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불쾌지수(Discomfort index, )를 계산하는

식(식 17)은 다음과 같다(Thom, 1957).

 


 


 (17)

본연구에서는수목의증산작용의영향을보기

위한 것이므로, 증산 이전의 온도( )와 상대습

도( )으로 계산한 값과 증산 이후의 온도

( )와 상대습도

( )으로 계산한 값을 비교하

였다. 이를 위해 먼저 변화된 온도와 상대습도를

산정하였다(산정 방법은 다음 문단에 서술).

2) 증산량을 이용한 온도 변화 산정

수목의 증산 작용으로 인한 온도와 상대습도

변화를 산정하기 위하여 300×300㎡ 도메인의

z축 방향의 높이를 거칠기 층(Roughness layer)

으로 대상지의 평균 수고 높이의 2배인 16.56m

를 공간적 범위로 선정하였다. 실제로는 공기가

대류에 의해 계속 이동을 하지만, 본 연구에서

는 증산량이 온도와 습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기 위해서 공간적 범위 밖으로의 공기 이동이

없다고 가정하였다. 거칠기 층(Roughness layer)

은 다른 말로 전이층(Transition layer)으로 공간

요소들 꼭대기의 높이나 간격의 1~3배까지의

대기층이고, 이 구역에서 에너지 흐름은 건물이

나 수목의 개별적인 거칠기 특성들에 강하게 영

향을 받는 매우 불규칙적인 층이다(Oke, 198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 범위 내에서 위치

에 따라 온도의 차이가 없다고 가정하였고, 증

산 작용으로 인한 온도 저감 효과도 전체 공간

에 확산이 되었다는 전제로 계산하였다.

수목의 증산 작용으로 인한 온도 변화를 구하

기 위하여 증산량()을 잠열량으로 계

산하였다(식 18).

   (18)

수목의 증산 작용으로 인한 시간당 기온의 변

화(∆ [℃])는 공기의 비열(=1),

질량( ), 공기의 밀도( ), 대상지의 부피

()로 계산이 가능하다(식 19-21).

 


(19)

   


(20)

   (21)

3) 증산량과 온도를 이용한 상대습도 산정

수목의 증산 작용으로 인해 상대습도의 변화

를 구하기 위하여 기존의 대기에 포함된 수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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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emperature & relative humidity(up), Latent heat of transpiration(down)

량에 증산으로 증가된 수증기량을 더하여 변화

된 온도에서의 상대습도를 계산하였다. 이를 위

해 오차율이 1% 미만인 포화증기밀도[]

계산식이 사용되었다(Tomiyama, 1988). 계산은

Figure 3과 같고 자세한 과정은 부록에 있다. 상

대습도 또한 대기 온도와 마찬가지로 공간적 범

위 내에서 위치에 따른 차이가 없을 것이라 가

정하였고, 증산 효과도 전체 공간에 확산이 되

었다는 전제로 계산하였다.

Temperature 
(after)

Temperature 
(before)

Water vapor 
amount (before)

Saturated water 
vapor amount

Water vapor 
amount (after)

Relative humidity 
(after)

Relative humidity 
(before)

Transpiration

Figure 3. Calculation process of relative humidity

Ⅲ. 결과 및 고찰

1. 대상지 가로수의 여름철 증산량

2018년 7~8월 중 비가 오지 않는 날의 오후

2시, 서울의 300×300 ㎡ 지역을 단순화하여 도

메인에서 1시간 동안의 증산량(kg/㎡)을 잠열량

(W/㎡)으로 변환한 그래프는 Figure 4와 같다.

증산 잠열량 산정 결과는 단위면적당 최소

1.52W/㎡부터 8.04W/㎡으로 기상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온도와 상대습

도 조건(Figure 4(위))에 따라 비교해 보았을 때,

온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상대습도가 낮을수록

증산량이 큰 것을 볼 수 있다. 대상지의 면적

90,000㎡에 비해 수목의 총면적은 2,320㎡으로

작기 때문에 전체 영역에서 단위면적당 잠열량

은 다소 작은 값으로 산정되었다. 대상지의 전

체 영역이 아닌 수목의 단위면적당 잠열량은

58.97~311.9W/㎡(평균 186.7W/㎡)이고 일사량

대비 잠열량의 비율은 31.5%로 이는 Konarska

et al. (2016)의 도시 수목의 냉각 효과 연구에서

정오에 측정한 값인 72~343W/㎡(평균 206 W/

㎡), 30.2%와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Konarska et al. (2016)에서 측정 시기의 평균 기

온은 21.2℃로 본 연구의 기온 31.7℃보다 낮지

만, 평균 일사량은 90W/㎡ 높고, 수목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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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he change of temperature(left), relative humidity(right) by transpiration. Each x axis is the temperature/relative

humidity condition of each day from minimum to maximum and each y axis is the air temperature/relative

humidity change.

LAI가 4.934로 본 연구의 3.985보다 크다. 또한,

본 연구와 달리 모든 수목이 건물 그림자에 가

려지지 않아 온도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증산량과 유사한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사료된다.

2. 가로수 증산을 통한 온도, 습도 변화

수목의 증산 작용으로 인한 온도 및 상대습도

의 변화 결과는 Figure 5과 같다.

Figure 5(좌)는 온도가 가장 낮을 날(24℃)부

터 가장 높을 날(37℃)까지 온도가 높을수록 증

기압 차이(    , 식 4)가 커짐에 따라

증가된 증산량으로 인해 온도가 더 크게 감소하

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가로수의 증산은 대상

시기동안 온도를 평균 0.3℃ 감소시켰다. 최소

감소량은 0.1℃로 습도 81.5%, 온도 27.6℃인

날이었으며, 최대 감소량은 0.5℃로 습도 50%,

온도 36.8℃인 날로 나타났다.

Figure 5(우)는 상대습도가 가장 낮을 날(37%)

부터 가장 높을 날(83%)까지 상대습도가 높을수

록 증기압 차이(    , 식 4)가 작아져서

증산을 적게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증산으로 인해

낮아진 온도가 포화수증기압을 작게 낮추게 되어

상대습도가 더 작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로수의 증산은 대상 시기동안 상대습도를 평균

2.6% 증가시켰으며, 최소 1.1%(습도 83.6%, 온도

29.5℃일 때) 최대 3.9% (습도 50.2%, 온도 32.6℃

일때)정도증가하는것을볼수있다. 온도와습도

가증산에유의미한영향을주는것을볼수있지

만, 그 밖에도 풍속이 높을수록 증산량이 높아지

는 것을 알 수 있었다(부록 참고).

3. 불쾌지수 변화

수목의 증산 작용으로 인한 온도와 습도의 변

화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불쾌지수의 변화량은

Figure 6와 같다.

Figure 6. The change of discomfort index(D.I) by

transpiration. The X axis is D.I of each day

from minimum to maximum. The y axis is

D.I change.

Figure 6는 불쾌지수가 가장 낮을 날(72)부터

가장 높을 날(87) 순으로 정렬하여 기존 불쾌지

수에 따라 가로수 증산을 통해 불쾌지수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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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것을 보여준다. 증산 작용만을 고려하였을

때, 2018년 서울의 7-8월 불쾌지수는 증가하는

날이 더욱 많았다. 특히 기상청에서 제시하는 불

쾌지수의 단계의 ‘매우 높음’ 기준인 80보다 큰

날에서는 항상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불쾌지

수가 높은 날일수록 증가폭 또한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증산 작용으로 인해 증

가한 상대습도로 인해 불쾌지수가 올라갔기 때

문이고, 2018년이 폭염일수 1위를 기록한 년도

이기에(재료 및 방법 참고) 더욱 두드러진 결과

이다. 그러나 그 증가량도 온도와 상대습도의 변

동에 비해서는 작았는데, 불쾌지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3일의 경우 평균 0.1정도 증가하였고, 온

도는 평균 약 0.49℃ 감소, 상대습도는 평균 약

3.35% 증가하였다. 온도와 상대습도의 변동에

비해 불쾌지수의 변화량이 작은 이유는 증산으

로 인한 온도 감소는 양의 효과를 제공하지만,

상대습도 증가는 음의 효과를 제공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쾌지수에의영향을 상쇄했기 때문

이다. 즉, 수목의 증산 작용은 온도와 습도의 변

화량에는 각각 유의미한 변화를 주었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나타낸 불쾌지수에서는 그 변화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대부분 0.1 이하).

본 연구에서는 증산 작용만을 다루었지만, 수

목의 열 저감 효과는 증산뿐만 아니라 복사열

차단을 통한 그림자 형성, 그리고 수목의 다른

요소에 비교해 높은 반사율로 인해 낮은 표면

온도 등이 있다. 수목으로 인한 다른 열 저감 효

과까지 고려한다면 감소시키는 온도 값이 크게

증가하여 본 연구의 결과처럼 불쾌지수가 증가

하기보다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공간적

으로 봤을 때, 입사되는 열량이 많고 그로 인해

수목의 표면 온도가 높은 곳일수록 복사열 차단

효과와 증산 작용으로 인한 냉각 효과 모두 커

진다(Morris et al. 1957; Rahman et al. 2018).

따라서 수목의 배치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

실들을 기반으로 열 저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Rahman et al. (2018)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온도가 높은 날일수록 증산의 냉각 효과보다 수

목 그림자로 인한 냉각 효과가 지배적이다. 또

한 Shashua-Bar & Hoffman (2000)은 덥고 습도

가 높은 지역에서 그림자로 인한 냉각 효과가

80%에 달한다고 하였다. 건조한 기후에서는

그림자 효과가 없는 초지의 경우 증산 작용만으

로도 열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

(Shashua-Bar et al. 2011). 그러나 증발된 습기

는 습도를 증가시켜 사람의 땀 증발 속도를 줄

임으로써 체온 조절을 억제할 수 있게 된다

(Gunawardena et al. 2017). 따라서 초지를 포함

한 녹지의 증산 작용이 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은 기후에 따라서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처럼 여름철이 온난 습윤할 경우

에는 본 연구의 결과처럼 증산 효과는 열 환경

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초지보

다는 수목을 심고 그중에서도 엽면적 지수가 큰

수종을 심어 그림자로 인한 냉각 효과를 크게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Lin & Lin, 2010).

4. 연구의 한계 및 발전사항

본 연구는 대상지를 단순화하여 진행하였기

때문에 실제 공간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쾌지수 산정을 위해 공간적 범위 밖

으로의 공기의 이동이 없다고 가정하였기 때문

에 실제 결과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

시의 건물, 교통 등의 다른 요소로 인한 영향을

고려하고 여러 규격의 다양한 수종을 포함한다

면 더 나은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또한, 연구에서 사용한 산정식은 외국에서 개

발된 증산량 산정식이기 때문에 한국에 적용하

기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는 증산 작용으로 인해 불쾌지수가 증가 혹은

감소하는 방향성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

미가 있다. 이후 수목의 증산량에 대해 산정값

과 실제 측정량을 비교한다면 불쾌지수의 변화

량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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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도시의 가로수는 관리가 잘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생육하고 있기 때문에 증산량을 산정

할 때 입력된 기공 저항이 과소평가했을 수 있

다. 그러나 실제 기공 저항 값이 더 크다면 증산

량은 더욱 감소할 것이고 불쾌지수의 변화량 또

한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에 유의

미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진행한 증산으로 인

한 냉각 효과와 더불어 수목의 복사열 차단 효

과, 증발로 인한 냉각 효과를 추가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도시의 식재 유형별로 효과를 계산한

다면 향후 기후변화가 진행되어 더욱 심해질 수

있는 도시 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식재 계획

에 쓰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VI.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여름철 기간 동안 수목의

증산 작용이 온도, 습도에 미치는 종합적인 영

향을 분석하여 이로 인한 불쾌지수의 변화를 분

석하였다. 이를 위해 수목의 증산작용을 물리적

으로 계산할 수 있는 수문학적 순환 모델을 활

용하여 증산량을 산정하였으며, 서울에서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지로 2018년 비가 오지

않는 7월, 8월 오후 2시의 증산량 및 이를 통한

온습도 변화를 산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시 열 환경에서 수목의 증

산 작용으로 인한 불쾌지수의 변화는 매우 미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쾌지수의 변화는 기상

조건에 따라 감소하거나 증가하였는데 변동 범

위는 –0.034부터 +0.107으로, 불쾌지수가 낮은

날일수록 감소하거나 적게 증가하였고 불쾌지

수가 높은 날일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그 값은 기존의 7월, 8월 오후 2시의 불

쾌지수 범위인 72-87인 것에 비해 매우 작은 값

이기 때문에 불쾌지수에 유의미한 변동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온도 및 상대습도의 경우

각각 평균 0.3℃, 2.6%, 최대 0.5℃, 3.9%로 일

정 부분 변화를 주었지만 불쾌지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온도와 상대습도의 변화로 인한 영향

이 상쇄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가로수의 증산 작용은 대기를 냉각시킴

으로써 열 환경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판단되기

쉬웠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온도 저감뿐만

아니라 습도의 증가 현상을 확인하였고, 이는

기상 조건에 따라 불쾌지수에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고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열환경 개선을 위

해 식재 설계 시에는 증산으로 인한 냉각 효과

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수목의 복사열 차단

효과, 증발로 인한 냉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수목의 종, 위치, 개수 등을 선정해야 한

국의 온난 습윤한 여름철 열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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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변화된 상대습도 계산 과정

수목의 증산 작용으로 인해 변화된 상대습도

를 구하기 위하여 먼저 수증기량을 구하기 위해

기존의 온도( )에서의 포화증기밀도 계산식

(Tomiyama, 1988)(식 2-3)으로 포화수증기밀도

()를 산정하고, 대상지의 부피와 상대습도

를 곱하여 수증기량(식 4-5), 마지막으로 증산

작용으로 인한 수증기량( )을 더하여 변화된

수증기량 구하였다(식 6).

    × (1)

 


(2)

        × (3)

   × (4)

   × (5)

    (6)

여기서  는 포화수증기량,

는 증산 이전의 증기량이고 

는 증산으로 인해 변화된 증기량이다. 변화된

온도(+∆)에서의 포화수증기량또한 식

(2)-(4)으로 계산한다(  ). 그리고 마지

막으로 변화된 상대습도를 산정한다(식 1).

대상지 가로수의 여름철 증산량과 풍속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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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relationship between wind speed

and latent heat. X axis is the wind speed at

AWS height and Y axis is the latent heat of

transpiration

Figure 1을 보면 풍속이 증가할수록 전체 면

적에서의 단위면적당 증산 잠열량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