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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후분석은 도시 쾌적도를 고려하는 도시계획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도시지역의 기

후는 종관규모보다 작은 국지규모의 기후 영향을 받는데, 본 연구에서는 도시 안에서의 야간 지

면냉각과 찬공기 생성 및 유입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도시지역의 국지기후에 대한 영향을 정량

화 하고자 하였다. 서울관측소 풍속에 미치는 종관 기상의 영향은 30%정도인 반면, 관측소 주변

의 지형·건물·열적 현상의 영향은 70%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 은평구 뉴타운의 연

구지역에 대하여 서울기후분석(CAS, Climate Analysis Seoul) 모델로 분석한 결과, 국지영향 

기온편차 분포에서 토지피복률에 따라 도시 및 도시외곽 지역의 기온 특성이 함께 존재하고 있음

을 보여주었다. 또한 고밀도 관측 자료로부터 각 지점들의 시간대별 열적반응이 국지영향 기온편

차 분포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관측지점들 중 실개천을 따라 설치된 지점들의 일변동은 유사

하게 나타났는데, 인근 산으로부터 경사면을 따라 유입된 찬공기의 생성, 이동, 정체는 관측된 수

직기온경도를 이용하여 표현되었다. 실개천의 입구에서 관측된 수직기온경도는 지면 냉각에 의한 

것과 외부로부터의 찬공기 유입이라는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지면냉각은 풍속과 관계없이 

존재하지만, 찬공기 유입에 의한 냉각효과는 풍속이 낮을 때만 일어났다. 풍속의 강약에 따른 회

귀분석식을 이용하여, 찬공기 유입 냉각효과는 국지적인 지면 냉각의 84%였다는 것을 밝혔다. 

본 연구를 통해 지역특성이 국지기후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기존의 정적인 기온영향 분석에서 

동적인 찬공기 유입분석으로 확장하였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기후분석에서는 도시민의 

쾌적도를 지원하기 위한 도시개발계획의 찬공기 특성 변화를 분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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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limate analysis is important in urban planning for human comfort. Synoptic weather 

conditions can only resolve the 30% of local variance of wind conditions whereas 70% 

of the variance arise from local terrain, buildings, and other small scale thermal 

conditions. Climate Analysis Seoul (CAS) was developed to resolve such micro-scale 

climate. The Local-scale air temperature Deviation (LD) analysis map from CAS 

showed the co-existence of built-up and suburban areas in the study region (CR, 

Cold-air analysis Region) despite its small extent. Temperature, humidity, wind speed, 

and wind direction were monitored in CR. Hourly observed cooling rate agreed well 

with LD. Cold air production, transportation, and stagnation was visualized by the 

observed Vertical Temperature Gradient (VTG) along the small stream in CR. VTG 

observed at the upper-most stream can be divided into two components: radiative 

cooling and cold air inflow from outside. Radiative cooling exists regardless of the 

wind speed whereas cold air inflow occurs only with calm wind. From the regression 

analyses based on the wind speed, the inflow portion was determined as 84% of 

radiative cooling. Climate analysis in the future will be able to characterize the 

changes in cold air by urban development plan to support the human comfort.

KEYWORDS : Urban Planning, Urban Climate, Cold Air, Nocturnal Cooling, High Density 

Observation

서  론

서울시는 지속적인 도시팽창 압력을 받고 

있으며, 토지이용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를 위한 계획적인 

관리기법이 적용되고 정책 개발 연구가 수행

되었으며, 여러 가지 방법의 기후분석지도가 

제시되었다(Eum, 2008; 명수정, 2009; 신동

훈 등, 2011; 이채연 등, 2011). 이러한 기후

분석지도에서는 도시공간의 지형과 토지피복

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열환경 조건이 분

석되고, 기상 분석모델을 이용하여 바람장과 

기온장이 평가되었다. 한편 이와 같은 기후분

석 결과는 도시계획 및 관리를 위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언되었다. 

공간규모 측면에서, 종관규모, 중규모, 국지

규모의 대기조건 상호작용 중 국지기후는 크

게 중규모 기후요소에 의한 대기 순환·대

류·복사 과정의 영향과 지표면의 국지적 조

건의 영향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으며 국지

기후는 그 지역의 열적, 역학적 특성을 반영

한다(이채연 등, 2012). 그러므로 중규모적으

로 분석되는 열 환경, 바람 순환 등이 도시지

역의 기후조건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정량

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종관 바

람과 기온 등 기후 요소들이 도시공간상에서 

지형조건과 토지이용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쾌적한 도시 계획을 위하여, 중규모 

기후조건에 추가적으로 국지적 기후조건이 분

석되었다. 예를 들면, GIS를 이용하여 바람길 

조성을 위한 찬공기 생성지역이 분석되었고(송

봉근과 박경훈, 2010), 위성자료를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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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생성의 공간적 특성이 평가된 바 있다(정

응호 등, 2008). 또한 도시공간 바람형성기능 

평가분석을 위하여  KLAM_21 모델을 이용하

여 찬공기의 높이·유동범위·유속·방향을 분

석하였고(류지원 등, 2008), 공간적인 도시기

후정보를 이용하여 도시계획을 위한 분석·평

가 방법을 제시하였다(엄정희, 2010). 이들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도시계획 단계에서 차

고 신선한 공기가 도시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바람길을 통하여 공간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실효성 검증을 위해 실제 관측을 통하여 정량

적으로 검증되어야한다고 언급하였다. 

도시 안에서의 기온, 바람 관측에 관한 연구

는 국외 연구를 통해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 그

중 지면 근처에서의 기상조건은 다양한 지면과 

환경에 따라 시공간적으로 달라지므로, 모델 해

상도가 높아짐에 따라 실제 관측망도 작은 단

위로 설치하여 상세한 변동과 변화를 관측해야

함을 밝혔고(Lengfeld and Ament, 2011), 기

온과 지면 근처 온도가 주간/야간의 바람 및 

토지이용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을 보여

주었다. 또한 도시개발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

일수록 개발 전후 지면 근처 야간 기온하강률

의 변화가 더 크다는 것을 밝힌바 있다(Chow 

and Svoma, 2011). 이것은 지면 근처의 열

적 환경이 주변의 건물과 식생의 변화에 밀접

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태양 에너지에 의해 주간에 도시 인공구조

물에 저장되어 있던 열과 자연 식생과의 열용

량 차이는 야간의 지면복사 및 냉각효과의 크

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Goldbach and 

Kuttler, 2012)이며, 이 과정에서 토지이용 

특성은 도시의 지면 근처에서 발생하는 주간 

및 야간 열적 특성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친다. 도시의 지형과 토지피복의 구조적 특성

은 태양 에너지에 의해 하루주기로 반복되는 

에너지와 물질의 순환 패턴을 결정하며, 도시 

주변 산에서 계곡을 통해 도시 내부로 유입되

는 찬공기의 흐름 및 도시의 바람길을 설명하

는 주요 요소(Zängl, 2005)이다. 바람이 불지 

않는 맑은 날 야간에 주로 생성되는 찬공기는 

한 지역에서 지면 근처의 기온이 주변지역보

다 더 차가운 지역으로, 상대적인 차이 값으

로 나타낸다. 찬공기의 움직임에 가장 큰 영

향을 주는 요소는 지형, 경사면, 숲, 초지, 빌

딩 등의 피복특성이고, 이러한 요소들은 찬공

기의 흐름 방향이나 정체의 원인이 된다

(Kuttler, 2002). 이러한 지형과 토지피복의 

특성 분석 결과가 도시계획에 있어서 열적 특

성 관리를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

는 찬공기의 흐름 관측과 검증을 통해 불확실

성을 줄이고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 내부에서 복개도로로 

사용되었던 하천이 복원된 후, 주변 산지에서 

생성된 찬공기가 경사면을 따라 도시내부로 

유입되면서 나타나는 동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자 하였다. 따라서 고밀도 온도·습도·풍

향·풍속 관측망을 구축하였고, 선행연구에서

의 모델 모의나 GIS분석에 추가적으로 실제 

기후요소들의 물리적인 상호과정으로부터 생

겨나는 기온과 바람의 시간·공간 변화를 규

명하였다. 또한 관측자료에 기반하여 지면의 

가열에 따른 대기안정 빈도와 토지피복률에 

따른 열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로부터 쾌적

한 도시계획의 주요한 기후요소인, 지면 냉각

률과 찬공기의 흐름 및 정체를 규명하고자 하

였다.

연구대상지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일대는 30년 동안 

건축이 제한되었던 지역이었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녹지보전방안 등을 통하여 쾌적한 도

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2007년부터 뉴타운건

설이 진행되었다. 공간적으로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국립공원, 자연공원, 근린공원이 둘

러싸인 분지형태이고 표고는 최고 175 m, 최

저 25m, 평균 50m, 경사도는 평균 5∼10% 

이하이다(그림 1). 2008년부터는 국립기상연

구소의 도시계획 및 기후영향평가를 위한 상

세 연구지역(DR, Detail Region)으로 선정되

어, 토지이용 변화로 인한 도시기후 분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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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ree domain (MR, SR and DR) levels in CAS (upper) and the aerial photos of 

CR (Cold-air analysis Region) before and after the construction (lower). Source:  Google 

(2002) and Daum (2012)

검증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이채

연 등, 2011). 본 연구에서는 다음 절의 

MetPhoMod를 이용한 야간 찬공기 이동 분석

을 바탕으로 상세 연구지역(DR)내의 찬공기 

이동이 나타나는 지역을 찬공기 분석지역(CR, 

Cold-air analysis Region)으로 선정하여 연

구를 수행하였다. 

도시기후 모의와 관측자료 분석

1. 도시기후 분석의 체계

서울기후분석(Climate Analysis Seoul, 

CAS)은 서울의 도시 구조를  반영하여 도시

기후 분석지도를 표출하는 시스템으로, 지면의 

피복과 기복에 대한 분석자료와 중규모 기상모

델인 MetPhoMod의 모의수행 분석결과를 이

용하여 찬공기 생성·이동·정체, 바람흐름, 

열적 환경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이

채연 등, 2011). 또한 도시규모의 상세한 기

후분석 필요에 맞추어 항공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 자료와 

KOMPSAT-2(Korea Multi-Purpose 

Satellite-2) 위성영상으로부터 정밀한 입체적 

도시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CAS는 도시 

구성요소에 따라 지표면의 속성비율을 계산하

고, 건물의 밀집도·높이·배치형태의 상세도

에 따라 건물의 표면적비를 계산한다. 이 계산 

결과를 고려하여 도시지역 국지영향 기온편차 

분포는 기본 연구지역인 서울 전체영역(SR)의 

공간평균 기온을 기준값으로하여, 상세연구지

역(DR) 격자들의 상대적 기온 값으로 나타낸

다. 국지영향 기온편차는 지상 기온 관측자료 

및 ASTER 위성영상의 지표면온도와 비교, 평

가하였다(이채연 등, 2012). CAS는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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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mean surface temperature and wind fields of DR (Detail Region) and CR 

(Cold-air analysis Region) during 00:00∼06:00

FIGURE 2. The composition of the CAS model and its application 

수립에 기후영향평가를 고려할 수 있도록, 도

시계획 시나리오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

하여 미래 도시개발의 기후영향을 모의하는 방

향으로 개발되고 있다(그림 2).  

2. MetPhoMod를 이용한 야간 찬공기 이동 분석 

연구지역의 열환경을 분석하는데 있어 필요

한 중규모의 바람과 온도를 분석하기 위해 

MetPhoMod(METeorology and atmospheric 

PHOtochemistry mesoscale MODel)를 이

용하였다. MetPhoMod는 중규모 기상현상 및 

대기화학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3차원기

상모형으로써(Perego, 1999) 직교좌표계를 

이용하여 도시의 표면 같은 기복이 심한 지역

을 계량화하여 도시 내 바람 흐름과 기온분포

를 안정적으로 계산할 수 있고 물리적으로 해

석할 수 있다(이채연 등, 2011). 그림 3은 6

월 22일 하지일 00:00~06:00동안 외부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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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Value(s)

Model domain DR: Cartesian grid of 80×60 grid points, 100m grid spacing
Vertical layers 60 vertical layers between 10 and 6300m

Surface properties
Surface height, albedo, emissivity, aerodynamic roughness length, 
volumetric heat capacity, thermal diffusivity, surface temperature and 
time-constant temperature at 1m depth

Model physics
Air pressure non-hydrostatic, k-ε turbulence closure, full radiation and 
soil physics, wind advection, no clouds, border dampening, spatial filtering

Lateral and upper 
boundary conditions

u = v = w = 0 ms-1 
No geostrophic wind

Time period Start: 21. June 06:00 KST, End: 22. June 18:00 KST
Time interval Regular time steps dt = 10 s
Nesting One way (1km, 200m, 100m)

Initial conditions
Vertically constant virtual potential temperature = 20 ℃
Vertically constant mixing ratio = 0.4 g·kg-1

Surface temperature provided as spatially distributed values

Output variables

Every 30 minutes:
3-dim: air pressure-, wind-, and air temperature fields
2-dim: wind-, and air temperature fields at 10m above the 

momentum-absorbing surface
2-dim: full set of energy balance components (surface fluxes) and 

boundary layer variables

TABLE 1. Model configuration and physics used in the MetPhoMod simulation for DR

풍향이 없는 조건(표 1)일 때, 평균 지면온도

와 풍향, 풍속 시뮬레이션 결과(수평해상도 

100m×100m)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지형과 

토지피복이 지면 근처 야간 기온 변화에 영향

을 미치는 요소로 나타났다. 특히 외부에서 

바람의 유입이 없을 시 주간에 도시구조물에 

저장되어 있던 열은 야간에 지면복사에 따른 

냉각효과에 의해 방출된다. 야간 동안 도시 

내 인공피복지역에서는 열이 방출되고 오른쪽 

산지에서는 경사면을 따라 최대풍속 1.7m/s

의 공기가 도시 내로 유입되는 것을 볼 수 있

다. 본 연구지역(CR)에서는 주로 동쪽 계곡에

서 지형을 따라 바람이 이동하는 것을 시뮬레

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3. 관측장비 세팅  

MetPhoMod 결과를 참조하여, 찬공기 분석

지역(CR, 그림 4)에 관측을 위한 12개 지점

을 선정하였다. 이 지점들은 야간에 동쪽으로

부터 지형을 따라 바람이동이 확인된 곳이며, 

찬공기의 이동거리와 정체지역을 알기 위하여 

격자형태가 아닌 일정거리를 두고 설치하였다. 

지면으로부터 0.5m, 1m, 2m, 3m 높이에 온

도 및 습도 센서(HOBO-U23-001, Onset 

Computer Co., USA)를 설치하여 2011년 9

월에서 2012년 1월 중순까지 5분 간격으로 

관측하였으며, 6개 지점에 2차원 초음파 풍

향·풍속계(1.5m - CA1, CA3, CA6, CA9; 

1.5m 및 3.5m - CA2, CA5)를 설치하여 관

측하였다(그림 4, 표 2).

4. 종관기압장이 서울관측소 풍속에 미치는 영향

야간 기온의 공간적 분포를 분석하기에 앞

서, 종관기압분포가 기상청 서울관측소에서 

관측된 바람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계산하

였다. 기상청 현업모델인 Unified Model 

(UM)에서 서울영역을 포함하는 4개 지점의 

700hPa 등압면의 높이(pressure height, 

km)를 12시간 간격으로 추출(2010년 9월 ~ 

2011년 8월)하여 아래의 식 1을 이용하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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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Observation sites for air temperature, humidity, wind speed, and wind 

direction. Air temperature and humidity sensors were installed at 0.5, 1.0, 2.0 and 

3.0 m. 2-D sonic wind sensors were installed at 1.5 and 3.0 m (CA2 and CA5) and 

at 1.5 m (CA1, CA3, CA6, and CA9). V1 is a view at CA9 and V2 is a view at CA7 

toward East. Aerial photo source: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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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Latitude Longitude Height(m)

CA1  37.634531° 126.925508° 44
CA2  37.633477° 126.925392° 38
CA3  37.637467° 126.933550° 74
CA4  37.636261° 126.932292° 62
CA5  37.635006° 126.931107° 58
CA6  37.633428° 126.922811° 32
CA7  37.632356° 126.924017° 33
CA8  37.632528° 126.927075° 36
CA9  37.631992° 126.928542° 43
CA10  37.630208° 126.929669° 45
CA11  37.640056° 126.915233° 46
CA12  37.633347° 126.916908° 54

TABLE 2. Geographic location of the observation sites

FIGURE 5. Calculation of mesoscale wind forcing from pressure gradient over Seoul

압경도력(pressure gradient) gm을 구하였다

(그림 5). 

  




 
        (1)

  




 
gm= gx 2+gy 2

PH1, PH2, PH3, PH4 : 각 지점의 700 hPa 
기압면 높이(pressure height, km)
gx, gy, gm : x, y방향 및 합성된 기압경도력

  

기압경도력을 독립변수로 하여 서울관측소

의 풍속에 대해 회귀분석한 결과, 야간에는 

R2=0.28(P<0.001), 전체로는 R2=0.33 

(P<0.001)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중규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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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배치가 서울관측소의 풍속에 미치는 영향이 

약 30% 정도임을 나타내고, 나머지 70%의 

풍속변이는 주변의 지형, 건물, 열 환경 등 국

지영향에 의한 것임을 나타낸다. 

5. 바람과 구름양 조건에 따른 사례일 선정

국지영향 기온분포를 분석하기 위한 기상조

건으로, 종관기상의 영향 유무에 따른 사례일

을 선정하고자 서울관측소의 바람과 구름양 

조건(①바람이 약하고 맑은 날, ②바람이 강

하고 맑은 날)을 고려하였다. 2010년 9월부

터 2011년 8월까지 1년간 야간 (20:00∼

06:00)동안의 풍속자료로부터 50%인 중위수

는 2.16m/s였고, 풍속 하위 25%인 1사분위

수는 1.68m/s, 75%(상위 25%)인 3사분위수

는 2.86m/s로 분석되었다. 맑은 날 선택을 위

한 구름양은 30% 이하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풍속 하위 25% 및 구름양이 30% 이하인 조

건을 ①로 하고, 풍속 상위 25% 및 구름양 

30% 이하인 조건을 ②로 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①의 경우 풍속 1.68m/s 이하인 날 22

일, ②의 경우 풍속 2.86m/s 이상인 날 7일

이 각 조건별 사례일로 선정되었다.

연구결과 및 고찰

1. 시간별 지면 가열에 따른 대기안정 빈도분석 

12개 관측지점의 4개 높이 기온 관측자료 

중 3m 기온(T3m)과 0.5m 기온(T0.5m)으

로부터 수직기온경도(T3m-T0.5m)를 계산

하여, 야간 지열의 영향 및 찬공기 영향을 계

산하였다. 수직기온경도 T3m-T0.5m의 값

(VTG, Vertical Temperature Gradient)이 

음의 값(-)을 나타내면 지열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주변 인공피복에 의한 영향으로 볼 수 

있고, 양의 값(+)을 나타내면 인공열보다는 

그 지역 지면의 복사냉각 또는 주변에서 유입

된 찬공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각 지점들의 지면냉각 또는 찬공기 영향의 

강도를 보기 위하여 지점들의 시간대별 모든 

자료에 대하여 양의 값(+)의 빈도(%)를 분석

해보면, CA6, CA7, CA8, CA9, CA10, 

CA12번 지점은 낮시간 동안에는 태양복사의 

영향으로 지면이 냉각된 빈도가 낮지만, 

17~18시부터는 지면 근처(0.5m)의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빈도가 높았다. 하천변

과 식생 주변에 위치한 CA6~CA12번 지점들

은 건물 사이에 위치한 CA1~CA5지점들보다 

일몰 후 지면냉각이 뚜렷이 나타났다(표 3).

2. 수직기온경도의 시공간적 분포

실개천을 따라 동서방향으로 관측이 이루어

진 지점들 중 관측 환경이 비교적 균일하였던 

CA6, CA7, CA8, CA10번에 대하여 수직기

온경도(T3m - T0.5m)의 시간에 따른 변화

를 분석하였다(표 4). 이 때 풍향·풍속자료

는 CA9번 지점에서 관측된 자료이다. 표 4는 

관측지점들의 토지피복률을 분석한 결과로서, 

피복률은 관측지점을 중심으로 100m × 

100m 격자 안에 포함되는 5m 격자들의 토지

피복 분류에 따라 백분율로 계산되었다. 

관측된 기온의 분석은 찬공기 정체와 흐름

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종관풍의 영

향이 없는 날을 선택하여 수행하였다. 사례일

로 선정된 2011년 10월 7일은 밤시간대에 

동풍이 0.4 m/s 이하로 불어서 종관풍의 영

향이 매우 적은 날이었다. 10월 7일 06:00부

터 10월 8일 12:00까지 수직기온경도의 시간

별 분포를 보면, 17~18시 이후 지표의 냉각

이 시작되었고, 이후 냉각속도는 각 지점의 

토지피복률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그림 6).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산지 경사면 아래쪽에 

인접한 CA10번은 15시경부터 수직기온경도

(T3m - T0.5m)가 0인 값으로 3시간 정도 

유지되다가 냉각이 시작되었다. CA8지점은 

17시부터 냉각이 시작되었으며 지면 근처 온

도(T0.5m)가 급격하게 떨어져 다른 지점보다 

찬공기가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으로 보인다. 

실개천의 하류에 위치한 CA6, CA7지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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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CA1 CA2 CA3 CA4 CA5 CA6 CA7 CA8 CA9 CA10 CA11 CA12

7 69 100 4.8 1.2 4.8 100 100 100 100 100 57 95
8 100 93 3.6 0.6 49 100 99 99 99 98 74 33
9 100 58 14 3.6 33 86 89 85 63 84 81 1.2
10 95 0 34 0 7.1 11 11 8.3 0 24 84 0
11 83 0 46 0 3 0 7.7 5.4 0 0 83 0
12 32 0 16 0 3 0 7.1 3 0 0 92 0
13 4.8 0 14 0 0.6 4.8 7.1 5.4 0 0 86 0
14 6.5 0 20 0 1.2 63 2.4 17 11 0 90 0
15 63 2.4 11 0 4.8 9.5 5.4 23 51 0 93 0.6
16 72 29 48 9.5 2.4 15 63 55 62 7.7 93 9.5
17 43 69 82 8.9 1.2 85 100 92 98 81 98 63
18 41 88 98 4.8 0 100 100 99 100 100 99 90
19 40 93 96 0 0 100 100 100 99 100 100 98
20 43 98 88 2.4 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1 40 99 83 0 1.2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2 33 95 83 0 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3 27 100 73 0 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 18 100 71 0 0 100 100 100 100 100 100 99
1 26 100 64 5.4 5.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 14 100 64 7.1 4.2 100 100 100 100 100 100 100
3 18 99 64 6.5 3 100 100 100 100 100 96 99
4 20 100 48 6 1.2 100 97 100 100 100 92 96
5 19 99 56 1.8 0 100 99 100 100 100 89 93
6 11 99 32 0.6 0 99 93 94 100 100 89 93

TABLE 3. The hourly frequency of stable atmospheric conditions (T3m - T0.5m > 0) during 

the observational period (Sept. 2011∼ Jan. 2012)

CA1 CA2 CA3 CA4 CA5 CA6 CA7 CA8 CA9 CA10 CA11 CA12

WS 
(Water Surface)

0.00 6.25 0.00 0.00 0.00 10.69 14.00 12.88 7.00 9.25 0.00 0.00 

TV
(Tall Vegetation)

13.63 6.81 57.00 7.31 6.50 9.44 8.13 2.25 3.63 14.75 80.88 10.81 

VS
(Vegetated Surface)

3.50 20.19 1.13 16.88 0.00 17.75 26.50 29.13 34.44 35.63 15.06 16.63 

US
(Unvegetated Surface)

38.75 28.81 24.50 42.31 70.25 26.13 31.13 36.63 37.50 36.81 4.06 72.56 

BS
(Built-up Surface)

44.13 37.94 17.38 33.50 23.25 36.00 20.25 19.13 17.44 3.56 0.00 0.00 

Sum (%)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TABLE 4. Fractional coverage (%) of the land cover classes at the observation sites 

직기온경도는 새벽시간대에 시간이 흐름에 따

라 점점 작아지는데, 이는 상류로부터 내려온 

찬공기가 쌓임에 따라 그 깊이가 점차 깊어진 

것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지표의 냉각은 토지피복률 차이에 따라 빌

딩 등 인공 구조물이 있는 지역에서 천천히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수직기온경

도는 토지피복률과 주변으로부터의 찬공기 유

입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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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Vertical temperature gradient (T3.0m - T0.5m), wind speed, and wind direction. 

The profile graph represents the terrain height along the stream in CR and its upstream 

valley 

3. 종관바람세기에 따른 수직기온경도 분포

CAS모델의 결과를 이용하여 이와 같은 토

지피복률 차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림 7은 서울관측소 풍속이 25% 이하인 약풍 

사례(Wind speed =< 1.68m/s)와 75% 이

상인 강풍 사례(Wind speed >= 2.86m/s)의 

각 지점별 야간 수직기온경도(T3m-T0.5m) 

분포를 비교한 것이다. 그래프의 X축은 CAS

모델의 결과 중 각 CA지점에 해당하는 국지

영향 기온편차(LD, Local-scale air 

temperature Deviation)의 값이고, CA10, 

CA8, CA7, CA6, CA2, CA1의 순서이다. 이 

밖에 다른 지점들은 수직기온경도의 양(+)의 

값 빈도 또는 지형공간상의 특징이 달랐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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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Hourly vertical temperature gradient (VTG) estimated as (T3m - T0.5m) against 

the local-scale air temperature deviation (LD) from CAS. (left: wind speed =< 1.68m/s, 

right: wind speed >= 2.86m/s)

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국지영향 기온편차(LD)는 토지피복률, 건

물 밀도, 건축물의 높이 및 부피에 따라 분석

된 상대적인 온도차이로서 각 지점의 지리환

경정보에 따른 열환경 정보를 나타낸다. 즉, 

CA10지점은 건물, 불투수표면 등 인공피복의 

영향이 적은 지역이고 CA1지점으로 갈수록 

그 영향이 큰 지역이다. 찬공기는 CA10 인근

의 북한산으로부터 계곡과 실개천을 따라 유

입되고, CA10, CA9, CA8, CA7, CA6의 순

서로 이동되면서 국지 기온에 영향을 주었다. 

그림 7 왼쪽의 약풍 사례 그래프를 보면, 

국지영향 기온편차(LD)가 낮은 CA10(인공피

복 비율: 40.37%)에서는 야간 시간대별 수직

기온경도의 분포가 1.5~2.2로 나타나며, 야간

에 찬공기가 지면 근처에 분포하고 더운 공기

가 위에 있는 안정 대기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CA1지점(인공피복 비율: 82.88%)은 

야간 시간대별 수직기온경도의 분포가 -0.1 

~0.1로 0의 값 근처에서 차이가 거의 없는, 

대기가 중립인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는 건물 등 인공피복 비율이 낮으면 밤시간 

동안 지면의 자체적인 냉각효과가 크게 일어

나고, 인공피복 비율이 높을수록 냉각효과가 

적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림 7 오른쪽의 강풍 사례 그래프에서도 

약풍 사례와 기울기와 편차는 다르지만, 각 지

점들의 특징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즉, 야간에 

관측되는 지면냉각은 외부의 찬공기 유입과 관

계없이 일어나는 복사 냉각의 효과와 찬공기 

유입과 정체가 누적된 효과에 기인한다고 생각

할 수 있으며, 특히 토지피복률이 지면의 야간 

복사냉각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국지영향 기온편차(LD)에 따른 수직기

온경도 회귀분석(약풍: R2=0.85, 강풍: 

R2=0.82)으로부터 수직기온경도의 변화는 종

관바람의 강약에 관계없이 국지영향에 의해 

80% 이상 설명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종관바람의 크기에 상관없이 자체

적인 복사냉각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때, 약

풍에서 수직기온경도가 큰 이유는 지점 상류

에서 유입된 찬공기가 교란없이 들어와 지면 

근처에 찬공기층을 형성하여 지상 3m와의 온

도차를 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강

풍에서는 바람에 의한 지면 근처 난류 발생으

로 지면 가까이로의 찬공기 유입이 방해받기 

때문에 지면 근처의 찬공기층 형성이 어려워 

수직기온경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수직기온경도를 결정짓는 요소는 

각 지점의 자체 복사 냉각 속도와 외부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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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바람 유입 속도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찬공기 분석지역(CR)에서의 외부 찬바람 유

입은 계곡 상류에서 생성된 온도가 낮고 밀도

가 높은 공기가 종관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

고 흘러 내려온 경우에 발생한 것이다. 

그림 7의 두 그래프에서 보여지는 기울기는 

지면의 냉각이 이루어지는 효과가 LD의 증가

에 따라 감소하는 비율이다. 외부 찬공기 유

입 영향이 없을 것으로 가정한 강풍 사례의 

기울기(-0.64)에 비해 약풍의 기울기

(-1.18)는 약 1.84배였다. 즉, 찬공기 유입의 

효과가 자체 냉각효과의 84%에 달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또한 수직기온경도가 0일때의 

LD는 약풍일 때 1.51, 강풍일 때 1.59로 자

체적인 야간 지면냉각이 일어날 수 있는 최대 

LD값은 약 1.55인 것으로 나타났다.

높이별 기온 관측자료를 이용한 수직기온경

도 분포의 분석으로 찬공기 생성, 이동 및 정

체를 분석할 수 있었다. 도시계획에서는 이러

한 결과를 바탕으로 예컨대, 도시내 야간 열

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LD를 

1.55이하로 억제한다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설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변 산지에 의한 

찬공기 유입의 효과를 정량화할 수 있음이 밝

혀짐에 따라 앞으로는 도시기후 분석에서도 

이러한 동적인 분석 결과가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이제까지의 연구를 통해 도시기후를 분석하

고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시

도는 꾸준히 있어왔다. 서울의 대표 관측지점

인 기상청 서울관측소의 풍속은 서울을 둘러

싸고 있는 대기의 기압경도력의 영향을 받는

데, 이런 중규모 대기 흐름은 서울관측소의 

풍속에 약 30%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

다. 즉, 나머지 70%의 풍속변이는 주변의 지

형, 건물, 열환경 등 국지적인 영향에 의한 것

이었다. 따라서 도시 내부의 국지적인 분석을 

통한 세밀한 기후 분석이 필요하였고, 서울기

후분석(CAS)을 개발하여 건물과 식생의 크기

와 분포를 분석한 상세기후지도가 작성되었다. 

이렇게 개발된 기후분석 지도는 건물과 식생

이 주변 국지기후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을 정

량적으로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은 매우 좁은 지역이었

음에도 불구하고 CAS의 고해상도 국지영향 

기온편차(LD)결과 도시와 도시외곽의 특징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특징

은 고밀도의 관측망을 설치하여 기온, 습도와 

바람을 관측함으로써 도시 구조물과 수면의 

영향에 따른 지표 가열과 냉각속도의 차이로 

확인할 수 있었다. LD가 큰 지역에서는 야간 

냉각 속도가 낮거나 없어서, LD가 작은 지역

의 빠른 야간 냉각과 대비되었다. 

또한 종관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은 날의 사

례에서 찬공기의 유입과 흐름, 정체가 가시적

으로 확인되었다. LD에 따른 수직기온경도의 

회귀식을 약풍인 경우와 강풍인 경우로 나누

어 개발함으로써, 야간 복사냉각에 의한 지면

냉각(강풍인 경우)과 야간 복사냉각과 찬공기 

유입의 복합적인 효과에 의한 지면냉각(약풍

인 경우)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었다. 두 

회귀식의 비교결과 연구지역(CR)의 경우 찬

공기 유입에 의한 기온 하강 효과가 자체 야

간 복사냉각의 84%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변에서 흘러 들어오는 찬공기 양의 비율

이 84%였다는 것은 야간의 찬공기 흐름을 잘 

유지하는 것이 쾌적한 도시계획 수립에 중요

한 요건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CAS는 기온 

분포와 아울러 공기 흐름을 분석하여 제공하

므로 이러한 기후 분석의 필요성을 이미 어느 

정도 만족시킬 수 있다. 앞으로는 본 연구 결

과를 바탕으로 야간 지면냉각과 기온 하강에 

찬공기의 생성과 동적인 흐름을 고려한 국지

기온 분포 모델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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