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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vaporative cooling system a heat wave climate change and reduction of the inside and outside thermal 
environment change research. Measurement items included micro meteorological phenomena and measured comfort indices. 
A micro meteorograph of temperature, relative humidity, surface temperature, and the comfort indices of WBGT, UTCI, and 
PMV were measured. The difference in inside and outside temperatures were compared for different land types, with the 
largest difference found in Type A (4.81℃), followed by Type B (4.40℃ ) and Type C (3.12℃). Relative humidity was about 
10.43% higher inside due to water injection by the evaporative cooling system. Surface temperature was inside about 6.60℃ 
higher than the outside all types. WBGT were Type A (3.50℃) > Type B (2.71℃) > Type C (1.88℃). UTCI was low heat 
stress inside than outside all types. PMV was analysed Type C for inside predicted percentage of dissatisfied 75%, other types 
was percentage of dissatisfied 100% by inside and outsid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land cover type and temperature, 
surface temperature, pmv, utci. T-test analysed inside and outside temperature difference was significant in all types of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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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최근 기후가 변화함에 따라 온난해진 기후\는 폭염, 
혹한, 호우, 폭설 등과 같은 극한 기후재해를 빈번하게 

발생시켜 사회경제시스템과 자연환경에 커다란 영향

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대도시를 중심으로 증

가하고 있는 폭염현상은 건물에너지 사용량을 증가시

킬 뿐 아니라, 온도상승에 따른 대기의 오존 농도를 증

가시켜 대기오염을 가중시킨다(Kim et al., 2015). 
이러한 기후변화와 연계하여 인간의 여름철 핵심 

이슈는 폭염, 태풍,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 현상의 영향 

및 대응이라 할 수 있다. 2012년의 우리나라 기온은 

한 여름 날씨를 방불케 하는 매우 높은 기록을 유지하

면서 기후변화에 기인하는 폭염 발생에 대한 경각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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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불러 일으켰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영향의 가장 큰 

현상 가운데 하나는 최근의 폭염과 같은 기상현상의 

발생이다. 미국의 경우 80년대 후반부터 2003년까지 

기상재해 중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기상재해 

중 91.6%를 차지하였고(Heo and Song, 2012), 우리

나라 또한 매년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지구온난화, 도시열섬 그리고 폭

염 등의 기후변화는 여름철 냉방 전력의 소비 급증을 

야기시켜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등 전력 

수급에 국가적 문제가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

한 국가적 대응으로 2012년도부터 여름철 실내 온도

를 28 로 제한하였으며, 에어컨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호흡기와 피부질환도 증가하고 있다(Hong, 2013). 
이처럼 폭염의 발생빈도 및 강도가 점차 심화되고 발

생시기의 불확실성이 가중됨에 따라 그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보다 더 빈번하고 극단적인 

폭염과 한파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으므로 대응

방안에 대해 중장기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현재까지 폭염현상을 대응방법으로는 건물지붕 및 외

벽의 열 흡수량을 저감 시키는 방법, 도시도로의 열 흡

수량을 저감 시키는 방법, 도시 내 녹지 및 녹색 공간 

조성 , 물 순환체계 형성방법 등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

이다(Kim et al., 2015). 그러나 최근 폭염의 영향 및 

피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으로 물 입자 분사를 이

용한 증발냉각효과에 따른 기온저감에 관심이 모아지

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증발냉각시스템의 기존 연구는 물입자를 

이용한 쿨링시스템을 활용하여 필드실험에 의한 성능

평가 결과 증발냉각효과 시스템의 설치 시에 외기 온

도가 3~4 냉방효과가 있음을 제시하였다(Yoon et 
al., 2008). 2류체 미분무수 시스템의 냉각효과에 관한 

실험적 연구에서는 미분무수의 증발잠열로 인한 냉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내와 실외로 구분하여 연

구하였다. 실내·외 공간에서 냉각효과를 증명하였으

며 실내공간은 잠열의 외부방출에 어려움이 있어 효

과가 미미하였으나, 실외공간의 경우 최대 10 온도

저감을 나타냈음을 보고하였다(Baek et al., 2009). 일
사 차광막 및 미스트 분무가 단동 플라스틱 하우스에 

미치는 냉각효과를 검증한 연구에서는 증발냉각시스

템을 통하여 4.6 의 온도저감효과를 보고하였다(Lee 
et al., 2000).

워터미스트를 이용한 쿨링시스템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한 개 노즐을 이용하여 분무압력과 워터미스

트 액적 크기의 변화 및 냉각온도 측정에 대해 연구하

였으며, 분무압력과 워터미스트 액적 크기에 대하여 

규명하였으며, 또한 물입자의 중심부와 경계면의 온

도와 습도에 관하여 규명하였다(Hong, 2013). 현재 

국내에서 증발냉각시스템의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나, 
물을 이용하여 폭염을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

로 제시되고 있다(Kim et al., 2015). 또한, 이처럼 폭

염과 같은 기상현상의 변화에 대응하는 옥외에서의 

미세 물분사에 대한 필요성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에

서의 실적용 및 관련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미

세한 물입자의 증발잠열을 이용한 증발냉각시스템의 

개발 및 실증 연구를 통하여 향후 기후재해로 나타날 

폭염 및 열환경 완화효과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연구대상지

기후변화 및 폭염대응 증발냉각시스템의 열환경변

화를 분석하고자 연구대상지는 충북 충주시에 위치한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체육관 앞 부지에서 실시하

였으며, 미기상의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나의 

장소에서 3가지 토지피복유형이 나타나는 부지를 선

택하였다(Fig. 1). 또한, 연구기간은 2015년 3월부터 9
월까지 진행되었다. 증발냉각시스템의 열환경변화를 

규명하고자 토지피복유형별로 측정하였으며, 대리석 

등으로 지표가 포장되어있는 불투수포장지 유형(이하 

Type A), 주변이 개방되어있고 잔디피복이 이루어진 

초지 유형(Type B), 초지에 수고 7 m 이상의 느티나

무가 식재되어있는 초지 및 식재혼합지 유형(Type C), 
총 3개 유형으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였다(Fig. 2). 
측정기간 중 평균기온과 일사량이 가장 높게 나타나

며, 폭염시기에 대응하고자 개발된 증발냉각시스템의 

내·외부 열환경 변화를 비교하기 위하여 월평균 기온

이 다소 높은 7~8월에 집중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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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udy on site and measurement points location map.

Type A Type B Type C

Fig. 2. Land cover status target area by views.

2.2. 조사분석방법

본 연구는 미세물입자가 토지피복유형에 따른 증

발냉각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미세물 분사기의 내

부와 외부에서 측정을 실시하였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실험장치는 Fig. 3과 같으며, 6방향의 육각형 구

조의 Pipe에 각 2개씩 총 12개의 분사노즐을 설치하였

으며 설치 및 이동에 용이하게 제작하였다. 미세물분

사 노즐은 1분당 0.03 L의 물을 분사하며, 총 12개를 

설치하여 1분당 분사량은 0.36 L/min을 분사하도록 

조성하였다.   
또한 증발냉각시스템의 효과검증을 위하여 토지피

복유형별로 불투수포장지, 초지, 초지 및 식재혼합지

로 나누어 측정하였으며, 증발냉각시스템은 10:00에
서 16:00까지 가동하여 1시간별로 측정하였다. 측정

지점으로는 증발냉각시스템 내부와 증발냉각시스템

의 영향을 받지 않은 2 m이상 떨어진 외부지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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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xperiment device modeling for study.

외부)에서 측정하였다. 
측정항목으로는 미기상 및 열쾌적지표를 나누어 

측정하였으며, 미기상은 일사량, 기온, 상대습도, 지
표면온도 등을 측정하였다. 측정장비로는 종합적인 

측정이 가능한 자동기상관측기 Watch Dog 2000 
(Spectrum Technologies Inc, USA)의 경우 LCD를 통

해 현재 상태 및 비휘발성 메모리에 기록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내부 센서로 기온, 상대습도, 일사

량 등을 측정할 수 있다. 일사량의 경우 1~1,250 W/
범위에서 300~1,100 측정범위 내 측정이 가능하며, 
기온은 32~100 의 범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오차

범위 ±0.6 이내이다. 또한 기온, 풍속, 상대습도는 

열선풍속계 TSI-9535(TSI Inc, USA)로 측정하였으며 

반응속도가 빠르고 측정 및 오차범위는 17.8~93.
3 , ±0.3 이다. 또한, 일사량을 측정할 수 있는 일사

계 LP02(Hukeselux Inc, Netherlands)와 일사계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로거 

LI19(Hukeselux Inc, Netherlands)를 사용하였다. 보
조장비로 사용한 일사계 LP02는 ISO 등급 Second 
Class이며, 파장범위는 0~1,600 Wat/ 또는 2,000  
Wat/ 으로 사용 온도 범위 40~80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측정일의 일사를 분석하기 위해 자

동기상관측기와 일사계를 이용하여 측정값을 보정하

였다.

열쾌적지표로는 습구흑구온도지수(WBGT, wet-bulb 
globe temperature), 예상온열감(PMV, predicted mean 
vote), 일반적 온열기후지수(UTCI, universal thermal 
climate index)를 측정하였으며, 습구흑구온도지수는 

흑구온도, 습구온도, 건구온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

였으며, 예상온열감과 일반적 온열기후지수는 기온, 
상대습도, 풍속, 평균복사온도, 착의량, 대사량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였다. 측정된 자료는 증발냉각시스템

의 내·외부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분석은 

SPSS PASW Statistics 18을 활용하여 상관성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토지피복유형별 기상현황 

실험진행에 있어서 데이터 간의 명확한 분석을 위

하여 기온이 높고 맑은 날을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측
정기간 중 평균기온은 32.00 이상, 평균일사량 

950.00 Wat/ 이상, 평균상대습도 60.0% 이었다.
연구대상지의 토지피복유형별 기상현황은 Table 1

과 같으며, 일평균 기온의 경우 불투수포장지 유형은 

37.5 로 측정되었으며 초지 유형은 37.30 , 초지 및 

식재혼합지 32.00 로 분석되었다.
일간 평균 상대습도의 경우 Type A은 62.70%, 

Type B는 53.50%. Type C는 66.10%로 측정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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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Site area
( )

Air temperature
( )

Relative humidity
(%)

The surface
temperature( )

Solar radiation
(Wat/ )

Globe temperature
( )

Type A
(Water Impervious site) 176.8 37.5 62.7 47.4 1121.1 47.9

Type B
(Grassland site) 160.9 37.3 53.5 39.7 950.4 44.2

Type C
(Grassland & Planting site) 489.0 32.0 66.1 29.0 977.1 33.2

Table 1. The results of the weather characteristic of land cover type

평균 일사량의 경우 Type A 1121.10 Wat/ , Type B 
950.40 Wat/ , Type C 977.10 Wat/ 로 조사되었다. 
평균 지표면온도는 Type A 47.40 , Type B 39.70 , 
Type C 29.00 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흑구온도는 

Type A 47.9 , Type B 44.2 , Type C 33.2 로 측

정되었다.
기온, 지표면온도, 흑구온도의 경우 토지피복유형

에 따라 불투수포장지 유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녹지의 양에 따른 결과로 판단되며(Yoon and 
Kim, 2004), 또한, 피복상태에 따른 알베도의 차이로 

사료되었다. 알베도 변화는 토양 수분량, 식생, 태양광

의 입사각도, 적설 등의 변화를 포함하여 지구 복사균

형과 그것이 기후와 식생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

해할 수 있는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한다(Gao et al., 
2006).

3.2. 토지피복유형별 증발냉각시스템 내·외부 미기상 

특성

3.2.1. 기온

토지피복유형별 증발냉각시스템의 내·외부 기온 

결과는 Fig. 4와 같다. 토지피복유형 중 불투수지역인 

Type A의 외부기온은 최대기온 42.00 , 최소기온 

35.00 , 평균기온 37.54 로 분석되었으며, 내부기

온은 최대기온 37.80 , 최소기온 28.80 , 평균기온 

32.73로 분석되었다. 외부기온 대비 내부기온이 평균 

4.81 낮게 나타났다. 초지유형인 Type B의 경우 외

부기온은 최대기온 39.80 , 최소기온 31.10 , 평균

기온 37.29 로 분석되었으며, 내부기온은 최대기온 

36.40 , 최소기온 27.70 , 평균기온 32.84 로 분석

되었다. 외부기온대비 내부기온이 평균 4.45 낮았

다. 초지와 식재지의 혼합유형인 Type C의 외부기온

은 최대기온 33.70 , 최소기온 29.20 , 평균기온 

32.03 로 분석되었으며, 내부기온은 최대기온 32.7
0 , 최소기온 26.00 , 평균기온 28.91 로 분석되었

다. 외부기온 대비 내부기온이 평균 3.12 낮게 나타

났다.
상기의 측정결과에서 보듯이 모든 유형에서 내부

기온이 낮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값은 외부기온대비 

내부기온이 평균 4.13 낮게 나타나고 있어 미세 물

분사로 인한 증발냉각시스템 효과는 약 4 이상 저감

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토지피복유형별 기온 저감량의 비교 시 Type 

A(4.81 ) > Type B(4.45 ) > Type C(3.12 )로 나

타나 불투수포장지역인 Type A에서 가장 양호한 효

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었다. 증발냉각효과는 분

사와 동시에 온도하강이 시작되며 분사 전·후 비교 시 

4 이상 온도차이가 나타나며, 물입자와 분사량을 증

가시킨다면 증발냉각효과 훨씬 높일 수 있을 것이다

(Lee and Kim, 2011). 또한 토지피복유형 중 불투수

포장지에서 내·외부 온도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은 토

지피복 상태에 따른 알베도의 차이도 다소 영향을 미

쳤을 것으로 판단되었다(Yoon et al., 2008).

3.2.2. 상대습도

증발냉각시스템의 내·외부의 상대습도 결과는 Fig. 
5와 같다. 토지피복유형별 중 불투수지역인 Type A 
외부상대습도의 경우, 최대상대습도 73.00%, 최소상

대습도 54.20%, 평균상대습도 62.75%로 분석되었으

며, 내부 상대습도의 경우, 최대상대습도 79.80%, 
최소상대습도 62.60%, 평균상대습도 72.53%로 분석



 김정호 김학기 윤용한 권기욱

Fig. 4. The result of the land cover type’s temperature.

Fig. 5. The result of the land cover type’s relative humidity.

되었다. 외부상대습도 대비 내부상대습도가 평균 

9.78% 높게 나타났다.
초지유형인 Type B의 외부상대습도는 최대상대습

도 58.10%, 최소상대습도 50.00%, 평균상대습도 

53.51%로 분석되었으며, 내부 상대습도는 최대상대

습도 74.70%, 최소상대습도 55.60%, 평균상대습도 

64.69%로 분석되었다. 외부상대습도 대비 내부상대

습도가 평균 11.18% 높게 나타났다.
초지와 식재지 혼합유형인 Type C의 외부상대습

도는 최대상대습도 73.20%, 최소상대습도 54.50%, 
평균상대습도 63.62%로 분석되었으며, 내부 상대습

도는 최대상대습도 80.10%, 최소상대습도 63.80%, 
평균상대습도 73.96%로 분석되었다. 외부상대습도 

대비 내부상대습도가 평균 10.35% 높게 나타났다.
모든 유형에서 평균상대습도가 내부상대습도

(70.39%) > 외부상대습도(59.96%)의 결과를 보였으

며, 그 차이값은 10.43%로 내부상대습도가 높게 나타

났다. 증발냉각시스템에서의 물분사로 인해 외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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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result of the land cover type’s surface temperature.

내부의 상대습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되었으

며, 향후 상대습도의 변화가 주변 기상인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3.2.3. 지표면온도

토지피복유형별 중 불투수지역인 Type A 외부지

표면온도의 경우, 최대온도 52.80 , 최소온도 37.8
0 , 평균온도 47.38 로 분석되었으며, 내부지표면

온도의 경우, 최대온도 38.20 , 최소온도 33.60 , 평
균온도 36.53 로 분석되었다. 외부지표면온도대비 

내부지표면온도가 평균 10.86 낮게 나타났다.
초지유형인 Type B의 외부지표면온도는 최대온도 

46.40 , 최소온도 28.00 , 평균온도 39.66 로 분석

되었으며, 내부지표면온도는 최대온도 38.50 , 최소

온도 27.60 , 평균온도 33.52 로 분석되었다. 외부

지표면온도 대비 내부지표면온도가 평균 6.14 낮게 

나타났다.
초지와 식재지 혼합유형인 Type C의 외부지표면

온도는 최대온도 34.90 , 최소온도 27.90 , 평균온

도 31.81 로 분석되었으며, 내부지표면온도의 경우, 
최대온도 31.40 , 최소온도 26.20 , 평균온도 29.00 

로 분석되었다. 외부지표면온도대비 내부지표면온

도가 평균 2.81 낮게 나타났다.
모든 유형에서 외부지표면온도(39.62 ) > 내부지

표면온도(33.02 )로 분석되었으며, 내부지표면온도

가 약 6.60 낮게 나타났다. 이는 공기중 물입자와 일

부 낙하된 물입자의 복합작용에 의해 지표면 온도차

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Hong, 2013). 향후 

다양한 물입자의 크기와 분사량에 대한 연구가 지속

적으로 이루어져 토지이용 혹은 토양피복유형에 따라 

그리고 도시 열섬 및 폭염의 강도에 따라 물입자 크기

와 분사량에 대한 효과 증발냉각효과 또한 규명되어

야 할 것이다. 

3.3. 토지피복유형별 증발냉각시스템 내·외부 열쾌적지표 

특성

3.3.1. 습구흑구온도지수(WBGT)

습구흑구온도지수는 흑구(복사열), 습구(습도와 바

람), 건구(대기온도) 온도계 값을 기준식에 대입하여 

도출한 값으로 나타나며, 각 지수값의 범위를 설정하

여 인간의 열스트레스에 적합한 온열환경 활동지침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고온환경에서 작업자 또는 일상

생활에서 인간 활동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어, 
열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고려할 수 있

는 지수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Ann et al., 
2013). 또한 체육분야, 군사훈련분야, 노동분야 등에

서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군사훈련시 많이 활용되고 

있고, 31 이상이 되면 옥외훈련 및 활동이 제한되고 

있다(Park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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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result of the land cover type’s WBGT.

토지피복유형별 증발냉각시스템의 내·외부 습구흑

구온도지수 결과는 Fig. 6과 같다. 토지피복유형별 중 

불투수지역인 Type A의 외부 습구흑구온도지수는 최

대 34.36 , 최소 29.26 , 평균 32.72 이었으며, 내
부 WBGT는 최대 30.64 , 최소 25.20 , 평균 29.2
2 로 나타나 외부 습구흑구온도지수 대비 내부 습구

흑구온도지수가 평균 3.50 낮게 측정되었다.
초지유형인 Type B의 외부 습구흑구온도지수는 

최대 34.82 , 최소 28.99 , 평균 32.31 로 분석되

었으며, 내부 WBGT의 경우, 최대 31.81 , 최소 

26.62 , 평균기온 29.59 로 분석되었다. 외부 습구

흑구온도지수 대비 내부 습구흑구온도지수가 평균 

2.71 낮게 나타났다.
초지와 식재지 혼합유형인 Type C의 외부 습구흑

구온도지수는 최대 33.59 , 최소 25.70 , 평균 29.1
3 이었고 내부 습구흑구온도지수는 최대 29.93 , 
최소 24.49 , 평균 27.25 로서 외부 습구흑구온도

지수 대비 내부 습구흑구온도지수는 평균 27.25 낮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토지피복유형별 외부 습구흑구온도지수는 평균 

31.39 이었고 내부는 28.69 이었다. 즉, 외부의 경

우 습구흑구온도지수 활동지수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

는 31 를 초과하여 옥외활동이 제한되는 결과로 나

타났으며 내부 습구흑구온도지수는 외부 대비 평균 

2.70 낮게 나타나 옥외활동이 가능한 수준이었다. 
토지피복유형별 내·외부 저감량은 Type A(3.50 ) 

> Type B(2.71 ) > Type C(1.88 )로 분석되었다. 
이중 불투수포장지에서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낸 것은 

불투수포장면의 복사열 및 태양 일사를 직접적으로 

받아 흑구온도의 상승으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되었으

며, Type B와 C는 초지 및 식재지로 지표면의 반사되

는 복사열의 차이로 사료되었다(Ju et al., 2004). 또한 

기후변화 및 폭염으로 인한 고온피해 저감을 위해 여

름철 외부공간에서 식재만으로도 습구흑구온도지수

를 낮출 수 있으며(Yamada et al., 2000), 향후 수목과 

증발냉각시스템의 혼합을 통한 열환경 더 나아가 열

오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3.3.2. 일반적 온열기후지수(UTCI)

일반적 온열기후지수는 일반적 온열기후지수로 적

용범위는 추위와 열을 고려하여 총 10개 등급으로 구

분되며(Hoppe, 2002), 9~26 를 쾌적범위로 설정한 

후 26~33 는 일반적인 열스트레스, 33~38 는 강한 

열 스트레스, 38~46 는 매우 강한 열 스트레스, 46
를 초과하는 경우 극심한 열 스트레스로 분류하고 있

다(Kim et al., 2015). 열뿐만 아니라 추위에 대한 등급 

사례는 본 연구목적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제시하

지 않았다.
토지피복유형별 증발냉각시스템의 내·외부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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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he result of the land cover type’s UTCI.

온열기후지수 결과는 Fig. 7과 같다. 불투수지역인 

Type A의 외부 일반적 온열기후지수는 최대 47.50 , 
최소 35.30 , 평균 41.18 , 내부 일반적 온열기후지

수는 최대 38.80 , 최소 32.10 , 평균 34.77 등으

로 나타나 외부 일반적 온열기후지수 대비 내부 일반

적 온열기후지수가 평균 6.41 낮은 수준이었다. 불
투수 포장지역의 평균 외부 일반적 온열기후지수는 

매우 강한 열스트레스의 범위인 38~46 의 범위에 속

하였으며 내부 일반적 온열기후지수는 강한 열스트레

스 범위인 33~38 에 속하였다. 증발냉각효과로 인하

여 쾌적범위는 낮아졌으나, 폭염시 증발냉각시스템의 

양호한 효과를 위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되었다.
초지유형인 Type B의 외부 일반적 온열기후지수

는 최대 48.00 , 최소 30.60 , 평균 38.52 , 내부 일

반적 온열기후지수는 최대 37.80 , 최소 27.90 , 평
균 32.66 로 나타나 외부 일반적 온열기후지수 대비 

내부 일반적 온열기후지수가 평균 5.85 낮은 수준

이었다. 일반적 온열기후지수 등급을 고려해 보면 

Type B에서 나타난 수치의 경우 외부는 매우 강한 열 

스트레스의 범위, 내부는 일반적인 열 스트레스 범위

에 속하는 수준이었다.
초지와 식재지 혼합유형인 Type C의 외부 일반적 

온열기후지수는 최대 39.00 , 최소 30.20 , 평균 

34.53 이었고 내부 일반적 온열기후지수는 최대 

33.80 , 최소 26.60 , 평균 30.77 로 분석되어 외

부 일반적 온열기후지수 대비 내부 일반적 온열기후

지수가 평균 3.76 낮게 나타났다. 이는 외부 일반적 

온열기후지수의 경우 강한 열 스트레스의 범위에 속

하였으며, 내부 일반적 온열기후지수는 일반적인 열 

스트레스 범위에 속하였다. 여름철 열 스트레스가 가

장 심할 때 녹지에서는 일반적인 열 스트레스 이하의 

수치를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으나(Cheung and 
Hart, 2014), 본 연구에서는 강한 열 스트레스 범위에 

속해있으며, 폭염 시 측정된 온도가 기존연구보다 높

게 나타나 인간이 이용하는 녹지에서는 증발냉각시스

템의 도입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일반적 온열기후지수의 개발이 국외의 기준으로 계산

된 값으로 국내실정에 맞는 다양한 요소에 대한 연구

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Kim et al., 1999).

3.3.3. 예상온열감(PMV)

예상온열감은 덴마크 공과대학의 Fanger 교수가 

1967년에 개발한 이론으로 ISO 7730으로 채택되어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인간의 온열감가에 대

한 이론을 정량화시킨 것으로 인체의 열평형을 기초

로 한 쾌적 방정식에 대입하여 인체의 온열감을 이론

적으로 예측한 것이다. 즉, 예상온열감은 온열환경 

6요소를 쾌적 방정식에 대입시켰을 때의 산열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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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he result of the land cover type’s PMV.

방열량의 불평형분(인체 열부하)과 사람의 온열 감각

을 피험자 실험을 통해 나타낸 지표이다. 분류 척도는 

-3~3까지 총 7개로 구분되며, 0일 때 불만족율 5%, -1 
< PMV < 1 일 때 불만족율 25%, -2 < PMV < 2일 때 

불만족율 75%, -3 < PMV < 3일 때 불만족율 100%에 

해당한다(Kim et al., 2014).
불투수포장지역인 Type A의 예상온열감은 외부 

평균 5.93, 내부 평균 3.18로 예상 불만족율 100%로

에 해당하였다. Type B는 외부 평균 5.14, 내부 평균 

3.41로 예상불만족율 100%에 해당하였으며, Type C
는 외부평균 2.86으로 예상불만족율 100%에 해당하

였으나, 내부 평균 1.91로 예상불만족율 75%에 해당

하였다. 증발냉각시스템을 가동하였을 경우 초지에 

비해 초지 및 식재지에서 예상불만족율이 낮게 나타

난 것은 동일한 녹지지역에서도 녹지의 밀도, 녹지량

에 따라 온열쾌적감이 달라진다는 결과(Harazono et 
al., 1990)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국내에서

는 폭염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서 녹지를 이용하는 

인간의 열쾌적을 위하여 증발냉각시스템의 도입이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또한 예상온열감은 실내 환

경을 기준으로 작성된 온열쾌적감지표로 옥외공간의 

평가에 적용할 경우 열적인 불쾌적감에 대해 과대평

가가 발생하므로, 외부공간의 열쾌적평가 지표로는 

한계점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국내에 적

용가능한 평가지표의 개발이 요구되며, 외부에서 증

발냉각시스템의 평가가 가능한 지표의 개발 및 실증

연구가 다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3.4. 통계분석

3.4.1. 상관분석

토지피복유형별 증발냉각시스템 내·외부의 차이값

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

분석에 앞서 토지피복유형의 경우 측정된 데이터와 

통계적인 비교를 위하여 불투수포장유형 : 1, 초지유

형: 2, 초지 및 식재지유형: 3의 가변수로 지정하여 상

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2).
상관분석결과, 기온의 경우 토지피복유형별로 내·

외부 차이는 0.05의 유의수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

어 기온의 경우 토지피복유형과 기온의 내·외부 차이

가 상관성이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토지피복

유형과 기온의 내·외부기온차이는 상관성이 있다는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되었다(P < 0.05). 상관계수의 

경우 -.288(P < 0.05)으로 부의 상관관계인 것으로 분

석되어 불투수포지유형일수록 기온의 차이값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토지피복유형과 지표면

온도, 예상온열감, 일반적 온열기후지수의 항목에서 

상관관계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불투수포장유형

일수록 내·외부의 차이값이 크게 나타나 증발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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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ne statistic
t df Sig. Mean 

difference Std. error
95% confidence interval

F Sig. Minimum Maximum

Type A 1.602 .215 5.856 32 .000 4.45294 .76046 2.90394 6.00194

Type B 7.610 .010 5.598 27.050 .000 5.00588 .89423 3.17122 6.84054

Type C 16.990 .000 5.141 23.960 .000 3.08235 .59961 1.84471 4.31999

Table 3. T-test of mean difference on land cover type and temperature

Land cover 
type

Air 
temperature

Relative 
humidity

Surface 
temperature WBGT PMV

Air temperature -.288*

Relative humidity .061 .107

Surface temperature -.333* .326* .107

WBGT -.193 .189 -.171 .358**

PMV -.323* .686** .098 .716** .549**

UTCI -.267* .511** .225 .559** .366** .719**

*: P < 0.05, **: P < 0.01, N=55

Table 2. The results of the land cover type and thermal environment correlation analysis

시스템이 불투수유형일 때 가장 효과가 양호할 것으

로 사료되었다. 

3.4.2. 토지피복유형별 증발냉각시스템 내·외부 

기온차이

토지피복유형별 증발냉각시스템의 내·외부의 기온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

다(Table 3). 분석에 앞서 다른 열환경 측정항목은 기

온을 포함하여 산출되었기 때문에, 내·외부의 열환경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기온을 대상으로 분석하였

다.
분석결과, 토지피복유형 중 불투수포자유형인 

Type A 내·외부 기온의 측정값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Levene의 등분산 검정결과, 
유의확률 0.215로 내·외부 기온 표본의 분산은 같지 

않다는 대립가설을 기각하고, 귀무가설을 채택하여 

분산이 동일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에 따른 T검

정결과 t값이 5.856으로 두 집단의 내·외부 기온의 평

균값은 같지 않다는 대립가설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불투수포장유형에서 증발냉각시스템이 폭염에 대응

하여 효과가 양호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Type B 내·외
부 기온의 측정값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Levene의 등분산 검정결과, 유의확률 

0.010로 기온 표본의 분산은 같지 않다는 대립가설을 

채택하고, 그에 따른 T검정결과 t값이 5.598로 두 집

단의 내·외부 기온의 평균값은 같지 않다는 대립가설

을 채택하였다. Type C 내·외부 기온의 측정값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Levene의 

등분산 검정결과, 유의확률 0.00으로 기온 표본의 분

산은 같이 않다는 대립가설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른 

T검정결과 t값이 5.141로 두 집단의 내·외부 기온의 

평균값은 같지 않다는 대립가설을 채택하였다. 따라

서 초지 및 식재지 유형에서도 증발냉각시스템의 효

과가 양호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4. 결 론

본 연구는 기후변화 및 폭염대응 증발냉각시스템

의 내·외부 열환경 변화를 규명하여 그 효과를 정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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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열환경 측정항목은 미기상 

및 열쾌적지표를 구분하였는데, 미기상은 기온, 상대

습도, 지표면온도를, 열쾌적지표는 습구흑구온도지

수, 일반적 온열기후지수, 예상온열감을 각각 측정하

였다. 내·외부 열환경 차이에 따른 측정값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상관성분석 및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

하였다.
토지피복유형별 외부 대비 내부의 기온 저감량은 

Type A(4.81 ) > Type B(4.45 ) > Type C(3.12 )
로 불투수포장유형에서 가장 높은 저감량을 보였다. 
상대습도는 증발냉각시스템의 물분사로 인하여 내부

상대습도가 약 10.43% 높게 나타났으며, 지표면온도

는 내부가 외부 대비 약 6.60 낮았다. WBGT의 외

부 대비 내부의 저감값은 Type A(3.50 ) > Type B 
(2.71 ) > Type C(1.88 )로 불투수포장 유형에서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되었다. 일반적 온열기후

지수의 경우에도 외부 대비 내부의 저감값은 3.76 
~6.41 로서 불투수포장 유형인 Type A에서 가장 효

과가 크게 나타났다. 증발냉각시스템의 내·외부 열환

경 차이에 따른 토지피복유형별 상관성 분석결과 기

온, 지표면온도, 예상온열감, 일반적 온열기후지수가 

상관성을 나타내었으며, 기온을 대상으로 독립표본 T
검정결과 내·외부 기온의 차이는 모든 토지피복유형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는 물분사를 기반으로 한 증발냉각시스템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증발냉각시스템의 내부와 외부의 미기

상과 열환경 차이만을 규명하였고 향후 증발냉각시스

템의 노즐입자별 분사량에 따른 열환경 변화와 실제 

인체가 느끼는 온열쾌적감에 대한 비교 검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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