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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reduced and built Street Canyons created by skyscrapers in order to verify effect of Street Canyons by green wall 
within the city centre and analysed influence factors on temperature reduction according to applicative types of green wall in 
the lab. Applicative types were divided into three types such as non- greening type(Case A), one-side greening type(Case B), 
both side greening type(Case C). The result of analysis of each types showed that average temperature of Case B and Case C is 
respectively  1.0℃ and 1.7℃ lower than Case A. The result of analysis of WBGT was that the highest temperature was given 
by Case A(40.2℃) and second one was from Case B(39.8℃) and third one was from (39.1℃) and in UTCI Case A records the 
highest temperature of 34.7℃ and Case B provided the second highest temperature of 33.9℃ and Case B gave the lowest 
temperature of 32.7℃. In PMV the highest temperature of 2.65 was from Case B and second one of 2.61 was from Case A and 
third one of 2.54 was from Case C. Duncan analysis of each types based on solar radiation and thermal comfort generated that 
there was analytical significance between Case A and Case B and Case B in terms of each types of average temperature 
reduction. The significance of thermal comfort in WBGT, MRT, PMV showed non-significance but, In UTCI it was analysed 
that there was significance between Case C and Cas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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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1)

산업화 이후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포장면적의 증가로 

도시열환경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고층건물로 둘

러싸인 거리협곡(Street Canyons)의 경우 도로를 중심

으로 양쪽에 건물이 연속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구조

(Park et al., 2005)이기 때문에 도시열오염이 심화되는 

지역이다. 이와 같이 건물의 배치는 공기의 유입과 오염

물질의 확산을 방해하여 대기와 열오염으로 이어진다

(Eleftheria and Phil, 2012; Rafik et al., 2006). 대기와 

도시열오염은 여름철 도심에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로서 서울시에서 2007년 폭염으로 인한 진

료환자 약 60%가 증가 하는 등 도시열오염은 인명피해

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Kim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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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location map research point. Fig. 2. Experimental compositions.

폭염과 대기질 악화로 인한 거리협곡의 도시열환경 

완화를 위해 지상에 녹지 면적을 확충하는 것이 최상의 

대안이다(Kim and Yoon, 2011). 하지만 건물이 밀집되

어있는 거리협곡에서는 높은 건폐율로 녹화의 어려움이 

있어 거리협곡내부에 벽면녹화를 통해 건물의 복사열을 

저감하여 열환경 완화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대

안이다(Na, 2014). 또한 건축물녹화의 경우 건물의 부족

한 녹지 확보와 도시열환경 완화 건물의 수명증진 및 에

너지소비 감소 효과 등이 있다(Jung and So, 1999). 
국내의 경우 벽면녹화를 이용한 도시열환경 완화에 

관한 연구는 크게 녹화를 통한 에너지 저감 및 건물 내

외부의 열환경 저감 효과 검증에 관한 연구가 다수 진행

되고 있다. 에너지 저감 연구의 경우 벽면이나 옥상에서 

녹화를 통한 녹화 건물의 에너지저감 비교 평가에 관한 

연구와 여름철과 겨울철 난방 에너지 저감 연구가 이루

어 졌다(Kim, 2014). 건물 내부 열환경 연구의 경우 벽

면녹화를 통해 건물의 실내기온 저감에 관한 연구(Kim 
and Kim, 2012; Na, 2014)로 유형에 따른 도시열환경 

비교 분석 등이 연구되고 있다. 건물외부 열환경 평가에 

관한 연구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시 배치유형에 따른 

도시기온저감 평가와 복사 열환경 평가연구(Park et al., 
2009; Park and Kim, 2011)와 벽면녹화를 통한 건물녹

화가 열환경 완화에 미치는 영향을 열수지 계산을 통해 

관계식에 관한 연구(Park, 2014)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거리협곡관련 연구로는 도시협곡에서 대기오염물질의 

수송에 관한 연구(Jeong and Park, 1998)와 Park(2014)
의 도시협곡에서 건물 지붕 냉각이 공기 확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대기환경에 관한 연구

가 주를 이루었다. 
반면 외국의 경우 거리협곡에 대하여 대기환경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열환경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는 실정이다. 거리협곡 내부에 열환경 완화 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는 미스트의 증발냉각 효과를 이용한 

기온저감 연구(Rafik et al., 2006)가 진행되었으며, 알
베도 값이 낮은 페인트를 이용하여 거리협곡에서 복사량

과 기온저감 효과에 관한 연구(Maxime et al., 2012) 등
이 있었다. 건축물 녹화를 이용한 거리협곡 기온저감 연

구의 경우 옥상녹화와 벽면녹화 적용에 따른 거리협곡의 

기온저감 효과연구가 진행되었다(Rabah et al., 2013). 
거리협곡에서 건축물 녹화 적용에 따른 다양한 기후별 

기온저감 효과에 관한 연구(Eleftheria and Phil, 2008) 
등이 진행되었다. 이에 비하여 국내의 연구는 거리협곡

을 대상으로 열환경을 분석하고 평가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열환경의 악화가 심화되는 

거리협곡 내부 조성에 따라 미기상을 측정하고 분석하여 

WBGT, MRT, UTCI, PMV 등 열환경 평가인자를 통

해 거리협곡 조성유형의 차이에 따른 열환경 변화를 규

명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도시계획 및 아

파트 단지계획에서 쾌적성을 고려한 거리협곡의 벽면녹

화 적용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2.1. 실험구 설정 및 측정지점

연구대상지는 충청북도 충주시 건국대학교 글로컬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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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 녹색기술융합학과 실습장에서 실시하였다(Refer to 
Fig. 1). 실험구 조성은 Rabah et al.(2013)의 실험 설계

를 참고하여, 철골 틀을 기반으로 규격 가로 1.3 m, 높이 

2 m, 폭 1.5 m로 축소하여 도심지의 거리협곡을 재현하

였으며, 철골 틀과 틀의 거리는 1.5 m로 설정하였다. 거
리협곡 조성에 있어 벽면녹화는 거리협곡 양측 비녹화 

유형(Type A), 한쪽 녹화유형(Case B), 양측 녹화유형

(Case C)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Refer to Fig. 
2). 벽면녹화의 경우, 플랜트형 벽면녹화로 다공성 포장

재를 기반재로 활용하여 벽면녹화에 주로 사용되는 잔디, 
기린초, 세덤류를 식재하여 철골틀에 조립 및 설치를 실

시하였다. 이후, 거리협곡 유형의 차이에 따른 열환경 차

이를 측정하기 위해, 조성환경의 영향을 가장 균일하게 

받을 수 있는 유형별 중앙부에서 측정을 실시하였다.

2.2. 조사 분석방법

2.2.1. 거리협곡 조성유형 차이에 따른 기상요소

벽면녹화 조성유형의 차이에 따른 열환경 저감을 분

석하기 위하여 측정기간은 기온이 가장 높은 7~9월을 대

상으로 월별 3일 반복 측정하였다. 측정일은 강우 등의 

연구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날을 제외한 일반적인 기상상

황을 나타내는 날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측정시간은 

일중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대인 13~15시에 측정을 실

시하여 그 평균값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상

요소 측정항목으로는 건구온도, 습구온도, 흑구온도, 풍
속, 상대습도, 일사량을 측정하였다. 건구온도 및 습구온

도의 경우 건습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건구온도와 

습구온도의 온도차이를 분석하여 상대습도를 계산하였

다. 풍속의 경우 열선 풍속계(Air velocity meter 9545, 
TSI, USA)를 활용하여 측정지점의 기류를 측정하였으

며, 모든 기상요소 측정항목은 지표면에서 방사되는 복

사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상에서 1.5 m지점에 설치

하여 측정을 진행하였다. 또한 일사량의 차이에 따른 벽

면녹화 조성유형별 기온저감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8
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6일간 오전 11시부터 17시까

지 5시간 동안 측정을 진행하였으며, 일사량은 일사계

(LP02-LI19, Hukseflux, Netherlands)를 활용하여 측

정지점 외부의 일사량을 측정하고 유형별 기온을 측정하

여 일사량의 변화에 따른 유형별 기온변화를 관측하였다. 

2.2.2. 열환경 평가지표

열환경 평가지표 항목은 WBGT, MRT, UTCI, PMV
를 설정하였다. WBGT는 건구습구흑구온도(Wet-Bulb 
Globe Tempereture Index)의 약자로 태양복사열의 영

향을 받는 옥외환경평가에 사용하며, 실제 열이 인간에

게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인체가 느끼는 감

각적 온도를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한 온도이다(Park, 
2014). WBGT는 건구, 흑구, 습구온도의 실측값을 통해 

산출하였다(Refer to Formula 1). MRT는 평균복사온

도(Mean Radiant Temperature)의 약자로 옥외열쾌적

성 지표로 사용되며, 다양한 옥외환경의 열쾌적성을 분

석하기 위해 많은 연구에 활용되고 있으며 건축물 및 외

부공간이 받는 열복사의 영향을 고려하여 전 방위의 평

균온도를 나타낸 것으로(Park et al., 2009), 산출은 건구

온도, 흑구온도, 풍속을 활용하여 계산하였다(Refer to 
Formula 2). UTCI는 범용 열 기후지수(Universal 
Thermal Climate Index)로 평가 방식은 9~26 쾌적을 

중심으로 26~33 는 일반적인 열 스트레스, 33~38 은 

강한 열 스트레스, 38~46 는 매우 강한 열 스트레스로 

구분한다(Park, 2014). UTCI는 기온, 일사, 습도, 풍속

을 통해 분석하였다. PMV는 예상온열감으로(Predicted 
Mean Vote) 인체의 온열감을 이론적으로 예측한 것이

다. PMV의 경우 주로 실내 열환경 평가 지표로 사용되

고 있으며 평가 방식은 0을 포함한 -3~3으로 총 7단계이

다. PMV는 예상 불만족 지수를 산출되며 통상적으로, 
PMV가 0일 때 불만족율 5%, 1과 -1일 때 25%, 2와 -2 
일 때 75%, 3과 -3일 때 100%수준으로 구분한다(Yoon 
et al., 2014). PMV는 인체의 온열감을 예측하는데 있어 

인간의 착의량과 활동량이 고려되는데, 본 연구에서 착

의량과 활동량은 1로 설정하였다(Refer to Formula 3). 

Formula(1) : 
[WBGT]      
(T=Temperatur , Tw=Wet-temperature , Tg=globe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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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pendent 
variable

Temperature 
Difference

Temperature

Actually measured

ea/cm3

Independent 
variable

Meteorological 
element

Air Temperature

Wet bulb temperature

Relative Humidity %

Globe temperature

Thermal 
environment

WBGT

Formula(1, 2, 3)
MRT

UTCI

PMV - (%)

Table 1. Setting Variables

Formula(3) : 
[PMV]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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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분석방법

거리협곡 벽면녹화 유형차이에 따른 열환경 조절효

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조성유형차이에 따른 기상요소

변화를 비교하였으며, 그에 따른 열환경의 차이를 분석

하였다. 이후 일별 날씨의 차이에 따른 열환경 조절효과

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맑은 날 1000 W/m2을 기

준으로(Choi and Lee, 2007), 1000 W/m2 이상(맑은

날), 600 W/m2 이하(흐린날), 601~999 W/m2(보통),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통계분석을 통하여 유형간의 측정값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PASW Statistics 18활

용하였으며, 상관분석과 분산분석을 통한 Duncan’s 
Multiple Range Test(DMRT)를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을 통하여 거리협곡의 벽면녹화 조성유형과 기상 요소, 
열환경의 상관성 분석하였으며, DMRT를 통해 조성유

형 차이에 따른 기상요소 및 열환경의 측정 평균값의 차

이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집단요

인(독립변수)은 거리협곡의 벽면녹화 조성유형으로 가변

수 입력법을 활용하였으며(Case A: 1, Case B: 2, Case 
C: 3), 기상요소 및 열환경 요인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유형별 기상요소 측정결과

3.1.1. 건구온도

실험기간 중 유형별 평균 건구온도는 Case A (30.
1 ) > Case B (29.6 ) > Case C (28.9 ) 순으로 나

타났으며,  Case C의 온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

다. 온도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거리협곡의 유형별 건

구온도변화는 비녹화 유형인 Case A에 비하여 녹화유형 

Case B에서 2.5 , Case C에서는 3.0 로 극명한 기온 

차이를 보였다. 월별 저감 효과는 9월 > 7월 > 8월 순으

로, 9월은 Case A에 비하여 Case B 1.2 , Case C 2.
0 의 저감차이를 보여 평균 1.4 저감효과가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으며, 7월은 Case A 대비 Case B는 0.
8 , Case C는 1.6 로, 평균 1.1 의 저감효과를 보였

다. 8월은 Case A 대비 Case B 0.3 , Case C 1.5 의 

저감 효과를 보였으며, 평균적으로 1.0 의 기온저감 효

과를 보였다. 

3.1.2. 습구온도

습구온도는 증발냉각을 고려한 기온을 측정한 것으로 

열환경 평가를 위해 측정하였다. 유형별 습구온도의 전

체평균은 Case A (24.0 ) > Case B (23.4 ) > Case 
C (23.3 )로 나타났으나, 평균적으로는 0.5 의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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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ry bulb temperature (B) Wet bulb temperature

(C) Relative humidity (D) Globe temperature
Fig. 3. Result of measure meteorological.

보였다. 월별 저감효과는 평균적으로 9월 > 8월 > 7월 

순이였으며, 9월은 Case A 대비 Case B는 0.1 , Case 
C는 1.6 , 평균적으로 1.1 저감효과를 보였다. 8월은 

Case A대비 Case B 0.1 는 Case C는 0.6 , 평균적으

로 0.4 의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7월은 

Case A대비 Case B 0.1 는 Case C는 0.6 , 평균 

0.1 미만으로 기온저감 효과를 보였다(Refer to Fig. 
3 B).

일사에 따른 증발냉각에 의한 기온저감효과를 규명한 

선행연구(Eleftheria and Phil, 2008)와 같이 일사가 높

고 증발냉각효과가 극명하게 나타났던 9월에 건구온도

와 습구온도의 기온저감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

되었다(Refer to Fig. 3 A, 3 B). 

3.1.3. 상대습도

거리협곡의 유형별 상대습도는 각각 Case A (53.9%) 
> Case B (55.4%) > Case C (54.9%)로 관측되었으며. 
평균 상대습도는 54%로 나타났다. 상대습도의 증감량은 

최고 4.8%~5.3%의 차이를 보였으나, 평균적으로 1% 

미만으로 미미한 경향을 보였다. 상대습도의 월별 저감

효과는 평균적으로 9월 > 7월 > 8월 순이었다. 9월은 

Case A대비 Case B에서 0.1%, Case C는 1.6%이었으

며, 평균적으로 1.1%의 차이를 보였다. 7월은 Case A대

비 Case B는 0.3%, Case C는 0.7%의 저감을 보였으며, 
평균적으로 0.4%이었다. 8월은 Case C > Case B > 
Case A와 같이 역순으로 나타났으며 Case A대비  Case 
B는 4.8% Case C는 5.3% 증가하였으며, 평균적으로 

3.5% 증가하였다. 흐린 날과 강우량이 많았던 8월에는 

비녹화 유형인 Case A의 상대습도가 가장 낮았으며, 비
교적 맑은 날이 많고 강우량이 적은 7, 9월에는 양면 녹

화 유형인 Case C의 상대습도가 낮았다(Refer to Fig. 
3 C). 

3.1.4. 흑구온도

흑구온도는 열환경 평가와 방사열을 위해 측정하였으

며, 유형별 흑구온도변화는 전체 평균 Case A (39.2 ) 
> Case B (38.9 ) > Case C (38.0 )로 측정되었다. 
평균적으로 38.8 로, 유형별 최대 흑구온도 저감량은 



 김정호 최원준 윤용한

Dry bulb 
temperature

Wet bulb 
temperature

Relative 
humidity

Globe 
temperature

Case A 31.4aZ 23.9a 53.5a 39.2a

Case B 30.6a 23.1a 54.5a 38.9a

Case C 29.6a 23.2a 54.0a 38.0a
Z: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at P < 0.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2. DMRT in Street Canyons according to type of meteorolog ical element

2.0~2.5 로 건구온도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흑구온

도의 저감효과는 9월 > 8월 > 7월 순으로 나타났으며, 9
월은 Case A대비 Case B에서 0.7 , Case C는 1.4 의 

저감효과를 보였고, 평균적으로 0.9 의 저감이 있었다. 
8월은 Case A대비  Case B에서 0.7 , Case C는 1.1
의 저감 효과가 있었으며, 평균적으로 0.7 의 저감효과

를 보였다. 7월 Case A대비 Case B가 0.3 증가하였으

며, Case C는 1.0 감소하였다. 7월의 평균 저감량은 8
월과 같은 0.7 이었다.  

흑구온도는 건구온도와 같은 Case A > Case B > 
Case C의 경향을 보였으나, 기온이 가장 높은 15시경보

다 일사가 강한 13시경 기온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포장면의 온도와 흑구온도가 동일한 경향으로 분석된 선

행 연구(Yoon et al., 2011)와 같은 결과로 , 녹화 면적이 

높을수록 비녹화 벽면에서 나오는 복사열이 차단되어 흑

구온도가 낮아진 것으로 사료되었다(Refer to Fig. 3 D).

3.1.5. 유형차이에 따른 기상요소

거리협곡 조성유형의 차이에 따른 기상요소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통한 DMRT를 실시하였

다. 각 측정항목에 대하여 측정기간 중 평균값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각 측정항목에 대하여 평균의 

차이는 있었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Refer to Table 2). 
이는 단편적인 기상에서는 동일한 외기 조건이라 하

더라도 대기 중 습도와 풍속, 일사에 따른 미세한 차이를 

단편적으로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Choi, 2013). 이와 같은 결과는 거리협곡 또

는 외부 옥외환경에 대하여 단편적인 기상요소의 차이로 

열환경을 평가하는 것은 그 옥외환경이 가지는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에 있어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

었다. 이에 따라 열환경 지표의 도입을 통한 열환경 평가

가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3.2. 일별 일사량 차이에 따른 유형별 기온 저감효과

3.2.1. 일사량 차이에 따른 기온저감효과

일사량에 따른 유형별 기온저감효과는 DMRT을 통

해  분석하였다. 600 W/m2 이하, 601~999 W/m2, 1,000 
W/m2 이상으로 구분 하였다. 평균일사량이 600 W/m2

이하인 경우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으며, 유형에 따른 

기온저감은 Case B (25.83 ) > Case A (25.78 ) > 
Case C (25.36 ) 순으로 분석되었다. 601~999 W/m2

의 경우 Case A (28.21 ) > Case B (27.56 ) > Case 
C (26.83 )순으로 통계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일사량 1,000 W/m2 이상의 경우 Case A (33.3
6 ) > Case B (29.66 ) > Case C (28.79 )로 분석되

었다. Case A에서 Case B와 Case C간의 통계적인 유의

성이 분석되었으나, Case B와 Case C에서는 통계적으

로 기온저감효과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
체 평균은 1,000 W/m2 이상의 경우와 같았다. 기온저감 

효과는 Case A (33.36 ) > Case B (29.66 ) > Case 
C (28.79 )로 분석되었으며, Case A에서 Case B와 

Case C간의 통계적인 유의성이 분석되었다(Refer to 
Table 3). 

이와 같은 결과는 일사량이 1000 W/m2 보다 낮을 경

우 유형별 기온저감의 차이는 미미하지만 일사량이 

1000 W/m2 이상일 경우 벽면녹화를 실시한 유형이 실

시하지 않은 유형에 비하여 기온이 낮으며, 그 값 또한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어 맑은날일수록 기온저

감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일사량의 유형을 

나누지 않은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쪽 

면에만 벽면녹화를 실시할 경우 그 차이가 벽면녹화 미

실시 유형과 기온 차이는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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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lar
Type   ~600 W/m2 601~999 W/m2 1000~ W/m2 Total

Case A 25.78aZ 28.12a 33.36a 29.59a

Case B 25.83a 27.56a 29.66b 27.80a

Case C 25.36a 26.83a 28.79b 27.54b
Z: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at P < 0.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3. Linear Regression Analysis in Street Canyons according to type of solar irradiation

R R2 F Sig

Case A-B .714 .510 40.544 .000

Case A-C .679 .460 33.271 .000

Table 4. Model suitability for regression analysis

Model variable 
Coefficient of regression Standardized coefficient

T Sig
B β Std. Error

Case 
A-B

Constant -2.091 .606 -3.449 .001**

Solar .004 .714 .001 6.367 .000**

Case 
A-C

Constant -1.741 .737 -2.363 .023*

Solar 0.004 .679 .001 5.768 .000**

**Level of Significance 0.01%

Table 5. Simple regression analysis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양쪽 벽면녹화를 실시하는 것이 

기온저감에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3.2.2. 유형별 일사량에 따른 기온저감효과 추정

유형별 일사량에 따른 기온저감효과 추정을 위해 비

녹화 유형인 Case A대비 녹화유형 Case B와 Case C의 

일사량에 따른 기온 저감량을 산출하여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Case A대비 Case B는 R2
이 

0.510으로 51% 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F 값의 유의확률

은 0.000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Case A대비 Case C는 R2

값이 0.460으로 46%의 설명

력을 보였으며, F 값의 유의확률은 0.000으로 분석되었

다(Refer to Table 4). 또한 F값의 경우 임계값인 ±1.96
를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직선성이 확인되었다.

일사에 따른 유형별 기온저감 효과의 회기분석의 β값

은 Case B에서 0.714, Case C 에서는 0.679로 분석되었

다. Case B의 standard Error 값은 22.202로 분석되었으

며, Case C의 standard Error 값은 20.105로 분석되었

다. T 값은 Case B와 case C 에서 각각 6.367과 5.768로 

분석되었으며 유의수준은 Case B와 Case C에서 모두 

유의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Refer to Table 5). 회귀곡

선에서는 평균적으로 Case B대비 Case C의 기온저감이 

약 0.35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차이는 기온

저감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약 600 W/m2 
이상부

터 서서히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afer to Fig. 3).
일사량에 따른 회귀식에서는 한 면 녹화 유형인 Case 

B에서 일사가 약 523 W/m2 
이상일 때 기온저감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Case C의 경우 일사가 

약 435 W/m2이상부터 기온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Refer to Formula 4, 5). 

Formula(4) Case B ×
Formula(5) Case C ×  
                            [Sol : solar irradiation (W/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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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gression curve in quantity of solar radiation to 
            type of Case.

3.3. 거리협곡 유형차이에 따른 열환경 평가

3.3.1. WBGT (Wet-Bulb Globe Tempereture Index)

WBGT의 등급은 총 5단계로 나눠져 있으며, 조사기

간 중 WBGT의 유형별 전체평균은 Case A (27.7 ) > 
Case B (27.1 ) > Case C (26.9 )로 모든 유형에서 

(25~28 )경계단계로 분석되었다. 월별 기온변화는 8월 

> 7월 > 9월 순으로 기온이 높았던 8월은 Case A (29.
0 ) > Case B (28.8 ) > Case C (28.3 )로 분석되었

다. 7월은 Case A (28.4 ) > Case B (28.4 ) > Case 
C (28.1 )로 분석되었다. 9월은 Case A (25.8 ) > 
Case B (24.6 ) > Case C (24.5 )로 분석되었다.

유형별 기온저감은 녹량이 많은 Case C가 가장 낮았

으며, 이는 녹지량이 많을수록 WBGT 값이 더욱 낮게 

나타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Park, 2014)를 보였

다. 또한 맑은 날이 많고 일사가 강하게 관측되었던 9월
에 Case A에서 일사의 영향을 크게 받아. 비녹화 유형과 

녹화유경간의 기온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되었

다(Refer to Fig. 5 A).

3.3.2. MRT (Mean Radiant Temperature)

MRT의 전체평균은 Case A (40.2 ) > Case B 
(39.8 ) > Case C (39.1 )로 분석되었다. 온도저감은 

맑은 날 일사가 강한 13시에 온도저감이 크게 나타났다. 
또한 녹화유형에 따른 온도차이는 흑구온도와 비슷한 경

향을 보이고 있었다. 월별 기온변화는 7월 > 8월 > 9월 

순으로, 7월은 Case A (41.6 ) > Case B (41.5 ) > 
Case C (40.3 )로 분석되었으며, 8월은 Case A (41.
5 ) > Case B (40.9 ) = Case C (40.9 )로 분석되었

다. 9월은 Case A (37.5 ) > Case B (36.9 ) > Case 
C (36.2 )로 분석되었다.

강우와 구름의 양이 많던 8월에는 0.1~0.5 로 유형

별 차이가 미미하였고, 일사량이 많았던 9월에 약 2.0
로 큰 폭으로 저감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맑은 날이 많아

지는 8월 말에서 9월까지 MRT에 큰 영향을 미치는 흑

구온도가 높게 측정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되었다. 
WBGT와 MRT경향을 분석한 결과 벽면녹화를 통한 증

발냉각 효과뿐만 아니라. 벽면녹화 식물이 복사에너지를 

흡수하여 복사열을 저감하는 선행연구 결과(Na, 2014; 
Eleftheria and Phil, 2012)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Refer 
to Fig. 5 B).

3.3.3. UTCI (Universal Thermal Climate Index)

UTCI의 전체평균은 Case A (34.7 ) > Case B 
(33.9 ) > Case C (32.7 )로 분석되었으며, Case A와 

Case B는 강한 열 스트레스(38~46 )로, Case C는 일

반적인 열 스트레스(33~38 )로 분석되었다. 유형별 

UTCI 변화량은 MRT와 같이 온도차이는 주로 일사가 

강한 15시에 최대 2.4 까지 기온저감을 보였다. 월별 

기온변화는 8월 > 7월 > 9월 순으로 기온이 높았던 8월
은 Case B (36.0 ) > Case A (35.9 ) >  Case C (34.
4 )로 분석되었다. 7월은 Case A (35.6 ) > Case B 
(34.9 ) > Case C (33.8 )로 분석되었다. 9월은 Case 
A (33.2 ) > Case B (31.4 ) > Case C (30.6 )로 분

석되었다.
녹화유형에 따른 열환경의 경우 MRT와 UTCI에서 높

은 저감량을 보였다. 이는 UTCI와 MRT에 큰 영향을 끼

치는 복사열이 증발냉각 효과와 벽면의 복사열이 식물로 

인해 줄어드는 간접복사효과(Eleftheria and Phil, 2012)
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사료되었다(Refer to Fig. 5 C).

3.3.4. PMV (Predicted Mean Vote)

PMV의 Case별 평균은 Case B는 (2.65) > Case A는 

(2.61) > Case C는 (2.54) 순으로 분석 되었으며, 전체평

균 불만족율이 94%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월별 

PMV 경향은 7월 > 8월 > 9월 순으로 PMV값이 가장 

높았던 7월은 Case A, B, C에서 PMV값이 3으로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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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BGT (B) MRT

(C) UTCI (D) PMV
Fig. 5. Thermal analysis of the type.

WBGT MRT UTCI PMV

Case A 27.7aZ 40.2a 34.7a 2.6a

Case B 27.1a 39.8a 33.9ab 2.6a

Case C 26.9a 39.1a 32.7b 2.6a
Z: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at P < 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6. DMRT in Street Canyons according to type of thermal environment

평균 불만족이 100%로 분석되었다. 8월은 각각 Case B 
(2.75) > Case C (2.64) > Case A (2.41)로 분석되었으

며, 9월은 Case A (2.25) > Case B (2.08) > Case C 
(1.98)로 분석되었다.

MRT의 월별 기온변화는 MRT 와 같이 불쾌적지표

가 9월이 아닌 7월과 8월에 예상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

다. 이는 PMV가 실내 열환경 평가 지표로 사용되기 때

문에 실외의 높은 온도와 복사온도에 의해 불만족도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되었다(Refer to Fig. 5 D).

3.3.5. 거리협곡 벽면녹화 조성유형차이에 따른 

열환경

미기상 변화 및 열환경 평가 분석을 위한 DMRT는 

WBGT와 MRT의 경우 일사와 흑구온도의 영향을 크게 

받아 기온과 같은 경향을 보인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PMV와 같이 유형별로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UTCI의 경우 Case A와 Case C에서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fer to Table 6). 이
와 같은 결과는 WBGT와 MRT의 경우 단순 옥외환경

을 대상으로 받는 열의 총량을 계산하지만, 기류 등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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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느끼는 다양한 기상요소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PMV의 경우 실내 환경에 대한 열

환경 평가 지표로 옥외환경에 대하여 열환경을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반면 UTCI
의 경우 단순 열환경뿐만 아닌 기후가 함께 고려되어 산

출되기 때문에 더욱 정밀한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

단되었다. 

4. 결론

본 연구는 열환경 악화가 심화되는 거리협곡에서 건

물을 활용한 벽면녹화의 열환경 완화효과에 대한 기초자

료 제시를 위해 진행 하였다. 거리협곡의 조성유형에 따

라 기온저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기온저감에 따른 

열환경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험구 설정은 3가지 유형으

로 비녹화(Case A), 한 면 녹화(Case B), 양면 녹화

(Case C)로 조성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기상 측정결과 건구온도는 평균적으로 Case A(31.

4 ) > Case B(30.7 ) > Case C(29.7 )순으로 1.1
의 저감 효과가 있었다. 습구온도는 Case A(24.0 ) > 
Case B(23.4 ) > Case C (23.3 )순으로 측정되었으

며, 평균적으로 0.5 의 저감효과를 보였다. 흑구온도는 

Case A(39.3 ) >Case B(39.0 ) > Case C(38.2 )순
이었고, 평균적으로 기온차이는 0.8 의 저감 효과를 보

였다. 상대습도의 경우 Case B(55.4%) > Case 
C(54.9%) > Case A(53.9%) 습도의 차이는 1.5% 이하

로 미미한 차이를 보였다.
일사량은 1,000 W/m2에서 비녹화 Case A와 녹화 

Case B, Case C간의 통계적인 유의성이 분석되었으나, 
녹화유형인 Case B와 Case C에서는 통계적인 기온저감

효과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평균의 

DMRT분석은 1,000 W/m2이상인 경우와 같은 경향으

로 분석되었다. 일사량에 따른 기온저감추정은 일사량에 

따라 Case B와 Case C 에서 약 0.35 의 저감효과가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리협곡에서 벽면녹화를 실시할 

경우 일사가 강하고 기온이 높은 곳에서 저감 효과가 양

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열환경 평가결과 WBGT의 평균온도는 Case A(27.

7 ) > Case B(27.3 ) > Case C(27.0 )로 분석되었

으며, 유형별 WBGT 저감은 평균적으로 0.5 낮았다. 

MRT는 Case A(40.2 ) > Case B(39.8 ) > Case 
C(39.1 )순으로  평균적으로 0.7 저감효과를 보였다. 
UTCI는 Case A(34.9 ) > Case B(34.1 ) > Case 
C(32.7 )로 평균 2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PMV
는 Case A와 Case B, Case C 에서 모두 불만족도 3이상

으로 분석되었다. 각유형간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한 통

계분석결과 일반적인 기온이나 열환경 평가지표에서는 

유형간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UTCI에서 Case A와 

Case C 간의 통계적인 차이를 보였다. 이는 기존 열환경 

평가에서 기온 상대습도, 습구온도, 흑구온도를 활용하

는 것은 측정지점의 미세한 기후를 반영하기 어렵기 때

문에 기후와 열환경을 종합평가하는 범용 열 기후지수

(UTCI)의 활용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도시계획시 녹화계획에 있어 건물을 활용

한 녹화에 열오염이 심화되는 거리협곡의 열오염 완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진행한 연구였다. 기온과 열환경 

저감에 있어 녹화면적이 많을수록 복사열의 감소함에 따

라 저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열환경 평가지

표 또한 다른 것으로 분석되어 벽면녹화의 조성유형이 

거리협곡내의 열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

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실제 도시내의 거리협곡을 대상으

로 하지 못하고 도시협곡의 축소 모형을 대상으로 진행

하여 실제 도시환경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
한 여름철을 대상으로 이루어 진 연구로 계절 변화에 따

른 기온저감량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

었다. 향후 계절의 반복을 통한 추가적인 측정과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실제 도심지를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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