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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A11) ENVI-met을 이용한 도시 표면 성질 변화에 따른 도시 열 

환경 개선 영향성 분석

김지선 ․ 이순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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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도시화의 진행으로 도시 지역의 식생과 녹지 비율이 감소하고, 지표면 불투수성 포장 비율이 높아지면서 도

시 지역은 홍수나 도시 열섬과 같은 환경 문제를 안게 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표면 반사도를 높이거나 녹

지 비율을 높이는 방식이 주로 연구되어왔다. 이에 더불어 투수성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불투수성의 기존 아스

팔트와 달리 보수성을 갖고 있어 다른 포장재에 비해 지표면 온도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는 여름철 도시 기온에 대한 옥상녹화와 투수성 아스팔트의 기온 감소 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ENVI-met 모델을 이용해 건물 높이가 낮고 대부분이 불투수성 표면인 도시 지역으로 연구 영역을 구성하였

다. 맑은 여름날을 선정하여 부산의 기상관측자료 중 기온, 상대습도, 풍속을 모델의 관측자료로 입력되도록 하

고, 투수성 표면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모의일 새벽에 약간의 강수가 있도록 하였다. 건물 옥상과 아스팔트 

표면의 일부를 변경한 사례와 전부를 변경한 사례를 기본 조건 모의와 비교하여 도시 표면 성질 변화에 따른 

보행자 높이에서의 기온과 열쾌적성 지수 변화를 확인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기본 조건의 기온 모의 결과, 입력자료인 관측값과 마찬가지로 13시에 최고 온도가 나타났으며, 이를 바탕으

로 각 사례별로 13시의 온도 변동을 확인하였다. 모든 사례에서 풍하측으로 기본 조건보다 기온이 낮아지는 영

역이 나타났으며 기온 변화 정도와 감소 영역은 기온 감소 요인으로 적용한 옥상녹화와 투수성 아스팔트의 적

용 면적이 넓을수록 크게 나타났다. 또한 온도 변동을 시계열로 나타냈을 때 기온이 높아지는 10시 이후로 온

도 감소가 커지고 13시 이후로 온도가 낮아지면서 함께 작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옥상녹화의 경우 

대상 지역의 건물 높이가 3, 4층 정도로 비교적 낮아 건물 뒤편으로 발생하는 난류에 의해 지상 1.4 m까지 온

도 감소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며, 건물 평균 높이인 11 m 기온에 대해서는 옥상녹화를 적용한 건물의 

연직 격자와 그 풍하측으로 기온 감소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대상 영역 내의 건물 옥상과 아스

팔트 영역에 대해 옥상녹화와 투수성 아스팔트를 적용했을 때의 기온 변화를 분석하여 옥상녹화와 투수성 아스

팔트가 도시 기온 감소에 영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열쾌적성 지수의 경우 기온 외에 풍속, 상대습

도와 같은 요소가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기온 변동 영역과 일치하지는 않으나 마찬가지로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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