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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the late 20th century, the urbanization in Korea has been rapidly increasing, especially in major cities like Seoul, as a 
result of industrialization. One of the aspects of urbanization is coating the surfaces with impervious concrete or asphalt that 
water cannot penetrate. In addition, various urban, such as urban heat islands, which also have a great impact on the urban 
environment, occur within the cities. Therefore, the urban environment is gradually becoming hot and dry, and the need for 
more urban parks to compensate for these negative impacts is growing. Thus, several numerical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assess these problems using coupled Numerical Weather Prediction (NWP) an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In 
this study, an experiment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accuracy of the area of the input field using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WRF) model, and applying the more accurate input field to a numerical simulation using ENVI-met,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urban parks on the thermal comfort. The results showed that an input field with a larger area is more 
accurate than that with a smaller area, because the surrounding terrain and cities are considered in details in the experiment 
with the larger area. Subsequently, the more accurate input field was used in ENVI-met, and the results of this simulation 
showed that the presence of the urban park increased the thermal comfort and improved the humidity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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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는 20세기 후반부터 이루어진 산업화로 

인해 도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대도

시일수록 더욱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이루어졌고 현

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화로 인하여 많

은 문제점들이 발생했는데, 도시화가 되면 토양으로 

되어있던 지면이 불투수성의 지면으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토양에 저장되는 수분의 양이 현저히 감소하

게 되며 게다가 식생의 면적이 줄어들면서 식생에서 

발생하는 증발산현상의 감소로 인해 도시의 습도는 

낮아진다(Yuan and Bauer, 2007). 또한 도시에 많은 

빌딩들과 다양한 도시구조물들이 들어서게 되어 도시

의 바람의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Oke, 
1982). 높은 빌딩이 들어서면 도시의 바람이 수평, 연
직으로 복잡하게 형성되며 빌딩의 그림자로 인해 일

사가 차단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리고 도시를 구성

하고 있는 구조물과 지면의 열적인 특성에 의해 발생

하는 도시 열섬 현상으로 인해 교외지역과 비교해서 

도시의 기온은 높게 형성된다(Landsberg, 1981; Lee 
et al., 2010). 

앞서 언급한 도시의 고온, 건조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녹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도심의 녹지공

간으로는 도시 공원이 가장 대표적이다. 불투수성의 

포장된 지면의 도심과는 달리, 공원의 경우 지면이 토

양으로 되어있어 지중에 수분을 포함하고 있고 식생

이 풍부하기 때문에 증발산 작용을 통한 수증기의 발

생원으로 작용하여 주변 도심으로 수증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공원을 구성하는 나무와 잔디와 같

은 식생은 도심보다 훨씬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인다

(Spronken-Smith and Oke, 1999). 식생에 의한 증발

산 작용은 수증기의 공급뿐 만 아니라 기온을 감소시

키는 역할도 하며, 특히 나무의 경우 그늘에 의한 일사

의 차단으로 기온 저감 효과가 매우 크다. 따라서 도시 

공원은 주변에서 생활하는 거주자와 보행자들에게 쾌

적한 환경을 제공한다(Spronken-Smith and Oke, 
1999; Kwon et al., 2002; Hamada and Ohta, 2010; 
Myeong, 2010; Winston et al., 2010; Lee et al., 2016).

도시의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 많은 시도가 있었다. 
현장 관측이나 풍동 실험, 위성 영상을 이용한 원격 탐

사 등 많은 연구 방법들이 있었지만 비용적, 시간적 측

면을 고려하였을 때 수치모형을 이용한 방법이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 여겨져 왔다. Kusaka et al.(2001)은 

도시 캐노피층의 열적 변수들을 단일층에서 계산할 수 

있는 단일층 도시 캐노피 모형을 개발하여 도시의 지

표기온의 일변화를 잘 모의하였다. Chen et al.(2004)
는 도시지역을 더 상세히 나타내는 토지이용자료를 

사용하여 도시 캐노피 모형과 함께 도시 열섬 현상을 

분석하였다. Baik et al.(2003)은 도시의 건물 협곡을 

반영하기 위한 전산유체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모형을 이용하여 건물 협곡 사이의 

기류 분포와 그에 따른 온도와 오염 물질의 확산을 분

석하였다. 
도시규모를 대상으로 하는 수치모형의 종류로는 크

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중규모 혹은 종관규모의 

기상수치해석(numerical weather prediction) 모형과 

수 십 m 이하의 초 고해상도 공간 해상도를 가진 전산

유체역학 모형이 있다. 우선 중규모 기상수치해석 모

형의 경우 일반적으로 도시규모가 아닌 종관규모나 중

규모에서의 기상을 분석하기 때문에 더 작은 규모에서

의 마찰항과 같은 부분이 상세히 표현되지 않고, 도시

지역의 모수화를 통해 계산이 이루어지며 도시의 상세

한 고해상도의 계산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전산유체

역학 모형의 경우 매우 상세한 공간 해상도의 계산이 

가능하지만 그만큼 시간적, 기계적으로 뛰어난 계산 

자원을 필요로 한다. 또한 경계장을 입력하는데 있어

서 실제 기상장을 적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도시규모의 상세한 기상장을 분석함에 있어서, 각각의 

수치모형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기상수치해석 모

형과 전산유체역학 모형의 결합을 통한 연구가 진행되

어 왔다. Baik et al.(2009)은 중규모 기상수치해석 모형

인 MM5(fifth-generatio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 Mesoscale 
Model)와 전산유체역학 모형을 결합하여 서울시 도

심의 바람과 그에 따른 오염물질의 확산을 예측하였

다. Tewari et al.(2010)은 미국 Salt Lake City를 대상

으로 WRF 모형의 모의 결과를 전산유체역학 모형인 

CFD-Urban의 입력장으로 사용하여 입자의 확산 분

포를 모의하여 특별 관측기간인 URBAN 2000 IOP10의 

관측 값과 비교해서 모의성능이 개선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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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et al.(2012)은 WRF 모형과 CFD 모형을 결합하

여 서울시 도심을 대상으로 화재 시나리오별 확산 특

성을 분석하였다. Miao et al.(2013, 2014)은 WRF 모
형과 전산유체역학 모형인 OpenFOAM (Open Field 
Operational and Manipulation)을 이용하여 도심의 바

람 분포와 오염물질의 확산 분포를 모의하였다. Lee et 
al.(2016)은 CFD 모형의 입력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WRF 모형의 바람장의 정확성을 분석하였다.
도시화로 인한 문제점들을 개선시키기 위한 도시 

공원과 같은 도심 녹지에 관한 연구 또한 많이 수행되

어 왔다. Kwon et al.(2002)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자

동기상관측자료, 위성영상과 차량을 이용한 관측을 

통해 토지이용 유형별, 계절별로 도심 녹지가 주변의 

기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Myeong(2010) 또
한 마찬가지로 서울시 내 5곳의 녹지를 선정하여 

Landsat TM 자료를 통해 기온을 산출하여 녹지에 의

한 기온의 감소를 분석하였다. Hamada and Ohta 
(2010)은 공원과 인근에 관측타워를 설치하여 녹지와 

시가지의 기온 차의 일변화와 계절변화를 분석하였으

며 냉각효과가 발생하는 거리를 분류하였다. Winston 
et al.(2010)은 미규모 기후&전산유체역학 모형인 

ENVI-met을 이용하여 자전거를 이용한 현장 관측치

와의 비교를 통해 공원의 냉각효과를 연구하였다. Lee 
et al.(2016)은 중규모 기상모형인 MetPhoMod 
(METeorology and atmospheric PHOtochemistry 
mesoscale MODel)과 연동된 지역기후모형인 Climate 
Analysis Seoul (CAS) 모형을 이용하여 최근 5년간 

발생한 폭염 사례일 때의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선

정릉과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열환경을 분석하였으며 

녹지면적이 시가지로 대체될 경우의 기온 편차를 분

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규모 기상수치해석 모형과 미규

모 기후&전산유체역학 모형을 사용하여 도시 공원에 

의한 도시 환경의 개선 효과를 수치모의 해보았다. 또
한 중규모 기상수치해석 모형을 통해 생산된 전산유

체역학 모형의 입력장의 검증을 위해 중규모 기상수

치해석 모형의 도메인 크기에 따른 입력장 결과를 비

교 분석해보았다. 이를 통해 도시규모의 고해상도 수

치모의를 함에 있어서 중규모 기상모형과 미규모 전

산유체역학 모형의 통합 모형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

해 보고자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대상 지역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도심이 가장 크게 발달되

어 있으며 약 천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서울시를 대

상으로 하였고, 동작구에 위치한 보라매공원과 주변 

시가지역에 대하여 도시 공원의 녹지 효과를 상세히 

분석해보았다.
Fig. 1과 Fig. 2b는 각각 보라매공원 주변 일대의 시

가지역과 서울시 주변 지형과 관측지점을 나타낸 것

이다. 우선 서울시는 북쪽에 북한산, 남쪽에 관악산이 

위치하고 있으며 한강이 동-서 방향으로 도시를 가로

질러서 흐르고 있다. 도시 외부로는 서쪽에 황해와 인

접해있고 평야지대가 자리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산

악지형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서쪽의 황해로부터 해

풍의 유입이 원활하며 다른 방향으로는 산으로 둘러 

쌓여있어 국지적인 산곡풍이 같이 작용하여 서울 도

심 내에 복잡한 기류가 형성된다. 또한 서울시 주변에

는 서쪽의 인천과 남쪽의 수원처럼 발달한 도시들이 

존재하며 이 역시 서울시의 기상장에 영향을 미칠 수 

Fig. 1. Satelite image of Boramae park in Dongjakgu, Seoul. 
The triangle is 410 AWS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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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Domains of WRF model. The rectangulars with bold lines are 4th domain areas of case_Large and case_Small. b) 
Topography of Seoul and surrounding area. The circles are 29 observations in Seoul and the square is 410 AWS 
station.

있다. 특히 인천의 경우 황해로부터 서울시로 해풍이 

불 경우 바람이 불어가는 경로에 위치하기 때문에 더

욱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라매공원은 동작구에 위치해있는 공원으로, 약 

424,106 m²의 면적이며 공원 중앙에 잔디광장이 있고 

총 105종, 334,671주의 다양한 수종의 나무들이 심어

져있다. 공원 주변으로는 서쪽의 아파트단지와 동쪽

의 상업 빌딩 등 고층의 건물들을 포함한 시가지역이

다. 또한 공원과 바로 인접해서 서울시 기상청이 있으

며 AWS 기상청 지점이 공원과 바로 붙어있다. 따라

서 관측값과 비교하여 발달한 도심 속의 도시 공원에 

의한 녹지효과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지역으로 볼 수 

있다.

2.2. 수치모형과 실험설계

2.2.1. 중규모 기상수치해석 모형

본 연구에서는 중규모 기상수치해석 모형으로 

WRF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모형을 사

용하였다. WRF 모형은 NCAR (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 NCEP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 AFWA (the Air Force 
Weather Agency), 오클라호마 대학의 the naval research 
laboratory, 그리고 FAA (the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에서 개발되어 연구용과 예보용 두 가

지 목적의 역학 코어를 가지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연구용 코어인 WRF-ARW Ver.3.7.1를 사용하였다. 

2.2.2. 미규모 CFD 모형

본 연구에서 사용한 미규모 CFD 모형은 ENVI-met 
이다. ENVI-met 모형은 도시환경에서의 대기-지면-
식생 간의 상호작용을 수치모의 할 수 있는 3차원의 

미규모 기후모형이자 전산유체역학 모형이다. 유체역

학과 열역학 법칙을 근거로 한 진단모형이며 건물 사

이의 바람 분포, 지면이나 건물에서의 열과 수분의 교

환, 식생 효과, 그리고 오염물질의 확산 등 다양한 현

상들을 모의할 수 있다. ENVI-met 모형은 대기모형, 
토양모형, 식생모형 등의 서브모형에 의해 계산이 이

루어진다. 우선 대기모형은 3차원 전산유체역학 모형

을 포함하며 레이놀즈 평균을 취한 비정역학의 

Navier-Stokes 방정식을 이용해 바람을 계산하고, k-ε 
model을 이용해 난류를 계산한다. 기온과 습도의 경

우, 지면이나 식생의 잎과 같은 현열과 수증기의 발생

원과 소멸원에 의해서 계산되며 이류와 확산 또한 고

려된다. 토양 모형에서는 지표면온도, 지중온도와 토

양의 수분함량을 계산하며 식생의 뿌리 영역에서는 

토양 수분함량에 따라 흡수하는 수분의 양이 달라지며 

토양 속에서의 수분의 이동은 다르시의 법칙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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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in D01 D02 D03 D04-
case_Small

D04-
case_Large

Horizontal grid 89x89 81x87 69x78 39x30 75x66

Resolution 27 km 9 km 3 km 1 km 1 km

Geogrid data 
resolution 10 m 2 m 30 s 3 s 3 s

Vertical layers 39

Physical process

WRF single-moment 
3-class scheme

WRF single-moment 
6-class scheme

RRTM scheme

Dudhia scheme

Noah land surface model

YSU scheme

Initial data NCEP FNL operational global analysis data

SST data RTG SST 0.083° data

Time period 2014.06.17.09 LST 2014.06.19.09 LST, 48 h run

Table 1. Details of the nested grid domains and physical options used in the WRF model

이루어진다. 식생 서브모형의 경우 식생의 모양을 상

세하게 3차원으로 생성할 수 있으며 식생의 잎 영역에

서 대기와의 열, 수분의 교환이 이루어진다. ENVI 
-met 모형은 최근에 V4 버전이 출시되어 사용자의 편

의성이 개선되었고 본 연구에서도 ENVI-met V4.0을 

사용하였다(http://www.model.envi-met.com). 

2.2.3. 실험 설계

WRF 모형의 도메인은 총 4개이며 각 도메인별 격

자수는 1번째 도메인은 89x89, 2번째 도메인은 

81x87, 3번째 도메인은 69x78, 그리고 전산유체역학 

모형의 입력장의 정확성 검증을 위한 실험 설계로 4번
째 도메인은 각 실험에 따라 면적을 달리 하여 

39x30(case_Small), 75x66(case_Large)로 설정하였

다. case_Small의 경우 네 번째 도메인에 서울시만이 

포함되게끔 설정하였고, case_Large의 경우 서울시 

주변까지 범위를 넓혀서 설정하였다. 그리고 두 실

험 모두 도메인의 공간해상도는 27 km, 9 km, 3 km, 
1 km 이다. 모형에 적용한 물리 모수화 모듈은, 장파 

복사는 RRTM (Rapid Radiation Transfer Model)과 

Dudhia scheme을 사용하였고 구름물리는 Single 
momentum scheme의 도메인의 공간해상도 크기에 

따라 큰 도메인은 3종류, 작은 도메인은 6종류를 사용

하였다. 대기 경계층 모형은 YSU scheme, 지표면 모

형은 Noah LSM (Land Surface Model)을 사용하였

다. 모형에 입력한 초기 및 경계 입력장은  6시간의 시

간해상도와 1° x 1°의 공간해상도를 가지는 NCEP의 

FNL(final) Operational Global Analysis data 재분석 

자료를 사용하였고, 실제 해수면 온도를 적용하기 위

해 NCEP의 RTG SST (Real Time Global Sea Surface 
Temperature) 0.083° 자료를 사용하였다. 지형자료와 

토지이용자료의 경우 NASA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에서 제공하는 SRTM 
(Shuttle Radar Topography Mission) 3″ 지형자료와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1″ 토지피복자료를 사

용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모형에 적용한 설정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ENVI-met 모형의 도메인은 Fig. 3과 같다. ENV 

I-met 모형의 공간 해상도는 20 m로 설정하였으며 

nesting area를 포함하여 총 100x100 격자로 구성하여 

총 2 km x 2 km의 영역이다. 도메인 중앙에는 기상청

(410) AWS지점이 위치하고 있다. 기상청과 인접해

있는 보라매공원이 도메인 중앙부에 위치하며 주위

에는 크고 작은 건물들을 포함한 시가지역이 존재한다. 
토지이용 정보는 2015년 서울시에서 제작한 토지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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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domain and landuse type of ENVI-met model. The triangle is 410 AWS station.

Fig. 4. Surface synoptic charts at 09 LST(a) and 21 LST(b), on June 18, 2014.

현황도를 이용하였으며 건물정보의 경우 층당 3 m로 

계산하여 적용하였다. 

2.3. 사례일

본 연구에서 선정한 사례일은 2014년 6월 17일 09 
LST (Local Standard Time) 부터 6월 19일 09 LST까

지 총 48시간 중에서 기상수치해석 모형의 초기 스핀

업을 제외한 6월 18일 하루를 대상으로 하였다. Fig. 4
는 사례일인 2014년 6월 18일의 지상 일기도를 나타

낸 것이다. 일본의 남쪽으로 2014년의 제7호 태풍 하

기비스가 사례일 중 소멸하였고 산둥반도 하단에 고

기압이 위치하고 있으며 구름이 다소 존재하였지만, 
해당일의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지점의 기온 시계열을 

보면 6월임에도 불구하고 최고기온이 28.5 까지 상

승함을 보였다(Fig. 9). 또한 한반도에 위치한 등압선

의 간격이 넓어, 종관적인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

아 대상 지역인 보라매공원 근처의 자동기상관측지점

(기상청)에서 국지적인 해륙풍이 잘 나타났다(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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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Landuse maps of case_Large(a) and case_Small(b) on domain area of case_Large. The black square is the domain 
area of case_Small.

Fig. 5. Diurnal variation of wind direction at 410 AWS 
station.

3. 결과 및 고찰

3.1. 중규모 기상수치해석 모형 결과

3.1.1. 실험별 모의 영역 비교

WRF 모형의 최종 도메인 영역을 다르게 설정하여 

ENVI-met 모형의 입력장에 대한 정확도 비교를 실시

하였다. 우선 각 실험별 토지이용 정보의 차이를 비교

해보았다. case_Small의 경우 서울시 바깥 영역은 3번
째 도메인에 해당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공간해상도

는 3 km이며 상세한 지형자료와 토지피복자료가 적

용되지 않았다. Fig. 6는 case_Large의 마지막 도메인

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서 두 실험의 토지피복도를 

나타낸 것이다. 서울을 기준으로 서쪽의 인천과 남쪽

의 수원 등 서울시 주변의 주요 도시들이 case_Small
의 경우 도시로써의 반영이 거의 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인천의 경우 황해로부터 서울로 불어들어

오는 해풍이 통과하는 지역이므로 서울시로 유입되는 

기상장에 있어서 큰 차이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Fig. 7은 두 실험의 공통 영역인 case_Small 영역에서 

서쪽 경계면과 남쪽 경계면에서의 지형고도를 나타낸 

것이다. WRF 모형의 경우 상위 도메인과 하위 도메

인 간의 공간 격자 해상도 차이에 의한 불연속성을 피

하기 위해 도메인의 경계 부근에서는 지형을 평탄화

시켜서 나타낸다. Fig. 7의 b, d는 case_Small 영역의 

남쪽 경계면에서의 지형고도를 각각 case_Large와 

case_Small에서 나타낸 그림인데, 평야지대인 서쪽 

경계면을 나타내는 a, c와는 달리 관악산이 위치해 있

어서 지형고도의 차이가 아주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고도차로 인해 기상변수들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3.1.2. 실험별 영역 설정에 따른 모의 결과

Fig. 8은 case_Large에서 case_Small의 기온을 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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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Vertical cross sections of terrain height at edge of domain boundaries of case_Small area in case_Large and 
case_Small. a: west on case_Large, b: west on case_Small, c: south on case_Large, d: south on case_Small.

수평장을 나타낸 것이다. 15시일 때 도메인 서쪽 영역

에서 기온이 더 높고 동쪽에서는 더 낮은 것을 볼 수 있

다. 사례일의 풍향 시계열을 보면 서풍계열의 해풍이 

불어들어왔다. 이것은 서울시의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

람의 기온이 case_Large에서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

다. case_Large의 경우 토지피복에 있어서 인천의 도

심이 상세하게 반영되었기 때문에 황해로부터 불어오

는 해풍이 인천의 도심을 지나면서 기온이 더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서쪽을 제외한 도메인 경계 부

근에서 기온이 낮은 부분들이 나타났는데, 이 부분은 

산악지형으로 case_Small에서는 지형의 평탄화 효과

로 인하여 지형이 낮은 곳은 높게, 지형이 높은 곳은 낮

게 반영이 되어서 고도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Fig. 9은 사례일의 기온, 상대습도의 시계열을 관측

값과 같이 나타낸 것이다. 기온의 경우 모형값이 관측

값에 비해 과소모의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중규

모의 수치모형으로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열섬효과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두 실험을 

비교하자면 전체적으로 case_Large가 case_Small보
다 기온을 더 높게 모의하였다. 이는 앞서 기온 수평장

에서 살펴봤듯이 인천을 통과한 더 높은 기온의 바람

이 불어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온의 과소모

의로 인해 기온의 영향을 크게 받는 상대습도 역시 관

측값과 차이를 보이며 과대모의를 하였다. case_Large
에서 기온이 더 높게 나타났으므로 상대습도는 더 낮

게, 관측값과 비교적 가깝게 나타났다. 기온이 야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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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ir temperature differences of case_Large and case_Small at 15 LST(a) and 03 LST(b).

Fig. 9. Diurnal variations of air temperature(a) and relative humidity(b) on June 18, 2014.

비교적 관측값과 유사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상대습도 

역시 야간에는 관측값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case_Large가 관측값과 더 일치했다. 

3.1.3. WRF 결과 통계 분석

중규모 수치모의 결과에 대해 검증하기 위해 사례

일의 연구 대상 지역에 포함된 관측지점과의 비교를 

통한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례일 동안의 

case_Large와 case_Small의 모의 결과를 관측값과 비

교하여 나타내었다(Table 2). 사용한 통계수치는 

correlation, Mean Error (ME), Mean Absolute Error 
(MAE), Root Mean Squared Error (RMSE), Index of 
Agreement (IOA) 이다. 우선 기온을 보면 case_Large
가 case_Small에 비해 correlation은 수치가 하락했지

만(0.04) ME와 MAE는 둘 다 0.66 감소하면서 향

상되었고 RMSE 역시 0.48 감소하였다. IOA 또한 

case_Large에서 더 일치함을 나타냈다(0.05). 상대습

도의 경우 마찬가지로 correlation은 낮아졌지만(0.08) 
ME(3.43%), MAE(3.28%), RMSE(2.05%), IOA(0.04)
에서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관측값과 더 유사

한 결과를 보인 case_Large의 모의 결과를 ENVI-met
의 입력장으로 사용하였다. 

3.2. 미규모 전산유체역학 모형 결과

3.2.1. 토지 이용별 플럭스

Fig. 10에 ENVI-met 도메인 영역에 포함되는 대표

적인 4가지 토지피복(아스팔트, 콘크리트, 나무, 잔디)
별 지면의 열 특성을 비교해보았다. 나무와 잔디의 경

우 토양은 흙으로 되어있고, 지상에 나무와 잔디가 심

어져 있는 형태이다.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는 불투수성

의 포장된 지면이기 때문에 잠열 플럭스 값은 나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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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_Small case_Large

Temp [ ] RH [%] Temp [ ] RH [%]

Mean(Obs.) 24.54 60.71 24.54 60.71

Cor 0.88 0.87 0.84 0.79

ME -3.47 20.08 -2.81 16.65

MAE 3.47 20.08 2.81 16.80

RMSE 3.72 21.37 3.24 19.32

IOA 0.70 0.68 0.75 0.72

Table 2. Statistics of observations and simulated values for case_Large and case_Small

Fig. 10. Diurnal variations of surface output variables at each landuse category in domain of ENVI-met on June 18, 2014.

않았다. 반면 지표면 온도와 현열 플럭스 값은 식생보다 

월등히 높은 값을 나타냈다(약 45 , 약 500). 
도로를 나타내는 아스팔트의 지표면 온도와 현열 플

럭스 값이 시가지를 나타내는 콘크리트보다 근소하게 

높았으며, 이것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간의 열적 특

성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알베도 값이 더 낮은 

아스팔트에서 태양복사를 더 많이 흡수하므로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나무와 잔디의 경우, 포

장된 지면인 아스팔트, 콘크리트와는 다소 상이한 양

상을 보였다. 특히 나무는 지표면 온도의 일변화가 약 

5 를 채 넘지 않았고 현열 플럭스 값이 하루 종일 0
에 가까웠다. 잠열 플럭스는 해가 떠있는 주간

에 약 100까지 상승하였다. 잔디의 경우 나무

와는 달리 지표면 온도의 일변화가 약 15 정도 나타

났으며 주간에는 최대 30 까지 상승하였다. 현열 

플럭스 또한 주간에 최대 200까지 상승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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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Horizontal fields of air temperature(a) and specific humidity(b) at 15 LST.

Fig. 12. Vertical cross section of w-component at dashed line on Fig. 11(a).

잠열 플럭스는 12시 경에 최대값인 380를 보였다. 
나무와 잔디에서 이렇게 열적 특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 이유는, 나무는 지표면에 그늘이 생기며 이에 따

라 일사가 차단되면서 현열 플럭스와 지표면 온도의 

일변화가 거의 없었으며 대기와의 수증기 교환이 활

발한 잎 부분이 지표면 부근에는 거의 없고 일정 높이 

이상이 되어야 잎이 존재하기 때문에 잠열 플럭스 값 

또한 잔디에 비해 변화가 적게 나타났다.

3.2.2. 도시규모 기상장 분석

Fig. 11은 15시의 기온과 비습의 수평장을 나타낸 

것이다. 우선 기온에 있어서, 공원 영역에서의 냉각효

과가 나타났으며 풍상측의 시가지역과 최대 2 가 넘

는 차이를 보였다. 보라매공원의 북서쪽 지역에서도 

냉각효과가 나타났는데, 이 지역은 고층의 아파트 단

지가 위치한 곳이며 따라서 고층의 건물에 의한 영향

으로 냉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이유로

는 건물의 후류효과를 들 수 있다. 바람이 건물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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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met WRF(case_Large)

Temp [ ] RH [%] Temp [ ] RH [%]

Mean(Obs.) 24.54 60.71 24.54 60.71

Cor 0.81 0.56 0.84 0.79

ME -2.00 4.01 -2.81 16.65

MAE 2.21 10.38 2.81 16.80

RMSE 2.62 12.15 3.24 19.32

IOA 0.71 0.66 0.75 0.72

Table 3. Statistics of observations and simulated values for ENVI-met and WRF(case_Large)

Fig. 13. Diurnal variations of air temperature(a) and relative humidity(b) for observation, WRF(case_Large), and ENVI-met 
on June 18, 2014.

갈 때 건물의 전면부에서 상승했다가 건물의 후면부에

서 하강하여 상층의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와 냉

각이 된 것으로 보인다. Fig. 11의 표시한 지점에서의 

w벡터 연직 단면을 Fig. 12에 나타냈다. 건물 전면부

에서 상승하는 기류와 건물 후면부에서 하강하는 기류

가 나타났다. 두 번째 이유로는 빽빽하게 들어선 건물

과 건물 사이의 그늘로 인해 건물들 사이에서는 일사

가 차단되어 냉각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Fig. 11의 b
는 15시의 비습을 나타낸 것으로, 공원 영역에서 수증

기가 최대 11.59 g/kg 생성되어 풍하측 방향으로 퍼지

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공원 영역 내에서 잔디 영역

보다 나무 영역에서 더 많은 수증기가 생성되었다. 
ENVI-met의 모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관측값, 

WRF 모의 결과와 비교해보았다. WRF의 경우 

case_Large의 모의 결과이며 ENVI-met에서 관측지

점이 설치된 격자에서의 값을 추출하였다. Fig. 13은 

사례일의 기온과 상대습도에 대해 시계열을 비교한 

것이다. 기온을 먼저 보면, WRF와 ENVI-met 모두 관

측값에 비해 과소모의 하였으며 ENVI-met의 경우 일

몰 이후에는 관측값보다 높은 기온을 보였다. 해가 중

천에 뜨는 정오 이전에는 ENVI-met의 기온이 WRF보
다 높게 모의됐지만 정오부터 일몰시각인 18시까지는 

WRF의 기온이 더 높게 모의되었다. 다음으로 상대습

도 시계열을 보면, WRF의 경우 자정부터 일몰 무렵까

지 상당히 큰 오차로 과대모의 하는 반면, ENVI-met
의 경우 정오까지 WRF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값을 나

타냈다. 하지만 주간의 값은 WRF와 마찬가지로 관측

값과 꽤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앞서 살펴 본 기온의 

모의에 있어서 주간의 기온 피크를 잘 모의하지 못 하

는데서 비롯된 값이며 수증기의 생성에 있어서는 

WRF보다 훨씬 잘 모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3.2.3. ENVI-met 결과 통계 분석

Table 3은 기온과 상대습도에 대해 관측값에 대한 

WRF와 ENVI-met 모의 결과의 통계수치들을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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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
 ″: metabolic heat generation rate
  : external work
 : partial water vapor
  : clothing area factor
 : ambient air temperature
  : mean radiant temperature
  : convective heat transfer coefficient
  : surface temperature of clothing

것이다. correlation과 IOA는 기온과 상대습도 모두 

ENVI-met의 값이 WRF의 값보다 오히려 낮은 값을 

나타냈지만 ENVI-met의 경우 관측값과 비교하였을 

때 일교차가 관측에 비해 다소 낮음으로 인해 

correlation 값이 오히려 안 좋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

다. IOA 값 역시 관측값과 모형값 간의 일치율을 나타

내는 수치인데 ENVI-met의 결과가 더 안 좋게 나타났

으며 이는 극값을 잘 모의하지 못 하는 한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관측값과의 에러 크기를 나타내는 ME, 
MAE, RMSE의 경우 모두 기온과 상대습도에 대해서 

ENVI-met에서 더 좋은 값을 나타내었다. 

3.2.4. 열 쾌적성 지수(PMV)

PMV (Predicted Mean Vote) 지수는 사람의 성별, 
나이, 일의 강도, 옷의 두께 등 메타볼릭 변수와 기온, 
상대습도, 풍속, 평균 복사온도 등의 기상변수를 모두 

반영하여 사람이 느끼는 열 쾌적감을 계산하는 지수

로, 구하는 식은 아래의 식(1)과 같다(Fanger, 1973).
Fig. 14는 사람이 느끼는 열 쾌적감을 나타내는 지

수인 PMV (Predicted Mean Vote)를 일중 가장 기온

이 높은 시각인 15시일 때의 수평장을 나타낸 것이며 

인덱스별 열 쾌적감은  Table 4에 나타냈다. 아스팔트

와 콘크리트로 된 도로와 시가지역은 대부분 PMV 값
이 덥다고 느끼는 2에서 최대 2.5의 값을 보였으며, 공
원 영역에서는 특히 나무 영역에서 최대 1.5를 넘지 

않는 값을 보였으며 잔디 영역에서는 그늘이지지 않

기 때문에 2 이상의 값이 나타났다. 그리고 공원과 

Fig. 14. Horizontal field of PMV at 15 LST.

시가지역간 인접지역에서의 PMV 값의 차이가 극명

하게 나타났는데, 여기서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이는 

공원과 시가지를 구성하는 각각의 면적에서 열적 물

성치의 차이로 인해 계산되는 평균 복사온도의 차이

가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공원과 시가지역 간의 평

균 복사온도의 극명한 차이는 Conry et al. (2015)에서

도 나타났다. 공원 영역뿐 만 아니라 시가지역에서도 

PMV 값이 낮게 나타난 영역들이 있는데, 이 영역은 

고층의 건물들이 위치한 곳으로 건물 높이가 높은 만

큼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기 때문에 일사가 차단되

어 PMV 값이 낮게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시가지역

에 비해 공원 영역에서는 특히 나무 영역에서 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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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잔디 영역에서는 그늘

이지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 쾌적감이 좋지 못

했다. 또한 시가지역에서 높은 건물에 의해 그늘이 지

는 영역에서는 일사가 차단되기 때문에 열적으로 쾌

적함을 보였다. 하지만 잔디 영역의 경우 수증기의 발

생원으로서 큰 역할을 하며 반면 건물의 경우 일시적

으로 일사를 차단하기 때문에 도시의 열환경과 수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녹지 공간의 확충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Index Thermal sensation

3 hot

2 warm

1 slightly warm

0 neutral

-1 slightly cool

-2 cool

-3 cold

Table 4. Index of PMV

4. 요약 및 결론

도시화로 인한 도시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

으로 도시 공원의 효과에 대해 수치모의를 진행하였

다. 중규모 기상수치해석 모형인 WRF의 결과를 미규

모 기후&전산유체역학 모형인 ENVI-met 모형의 입

력장으로 사용하여 서울시 동작구의 보라매공원을 대

상으로 도시 공원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ENVI-met 모
형에 더 정확한 기상장을 입력시키기 위해 WRF 모형

의 4번째 도메인의 영역을 다르게 하여 비교실험을 진

행하였다. 서울시만을 포함하는 case_Small 실험과 

서울시 주변의 지형과 다른 도시들을 포함하는 case_ 
Large 실험을 비교하였다. case_Large 실험은 서울시 

주변의 지형과 토지피복이 더 상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 이로 인해 서울시로 유입되는 기상장에 있어서 

기온과 상대습도가 더 정확하게 모의되었다. 더 정확

하게 모의된 입력장을 이용하여 ENVI-met 모형을 통

해 도시 공원 효과를 수치모의 하였다. ENVI-met 도
메인 내에 포함되는 4가지 대표적인 토지피복별 지표

면 온도와 열 플럭스를 비교해보았다. 도로와 시가지

를 나타내는 아스팔트와 콘크리트의 경우 불투수성의 

지면이기 때문에 잠열 플럭스의 값은 나타나지 않았

으며 지표면 온도와 현열 플럭스의 경우 비슷한 값이 

나타났다. 공원을 구성하는 나무와 잔디의 경우에는 

꽤 다른 양상을 보였다. 나무의 경우 지표면에 그늘이 

지기 때문에 일사의 차단으로 인해 지표면 온도와 현

열 플럭스의 일변화가 거의 없었고 잠열 플럭스는 주

간에 약 100 까지 상승하였다. 반면 잔디의 경

우 지표면 온도와 현열 플럭스의 일변화가 각각 15 , 
200 정도 나타났다. 기온과 비습의 수평장을 

분석한 결과 기온의 경우 공원과 시가지역간의 차이

가 최대 2 정도 났으며 공원이 아닌 시가지역에서도 

고층 건물에 의한 후류효과로 인해 냉각이 나타나기

도 하였다. 비습의 경우 최대 2 g/kg 공원에서 더 생성

되었으며 기온과 함께 풍하측 방향으로 퍼지는 모습

을 보였다. ENVI-met 모의 결과를 관측값, WRF 모형 

결과와 시계열 비교를 해보았다. 관측에서 나타난 극

값이 ENVI-met에서 잘 나타나지 않았기에 상관계수

와 IOA는 WRF 모형의 값이 더 좋았지만, 오차의 크

기를 나타내는 ME, MAE, RMSE는 ENVI-met 모형

이 WRF 모형보다 더 좋은 값을 나타냈다. 사람이 느

끼는 열 쾌적감을 나타내는 지수인 PMV 수평장을 분

석한 결과 공원에서는 PMV 값이 최대 1.5를 넘지 않

았으며 시가지역은 2 이상의 덥다고 느끼는 값이 전반

적으로 나타났지만 고층 건물의 그림자가 지는 곳에

서는 일사의 차단으로 인해 PMV가 낮게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도시와 맞물려서 점점 복잡

해지고 다양한 형태의 도시와 그의 쾌적한 환경을 위

해 도심 녹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며 본 연구에

서는 다양한 규모의 수치모형을 통해 이를 분석해보

았다. 이를 통해 도시규모의 고해상도 분석에 있어서 

수치모형을 이용한 연구를 관측치와의 비교를 통해 

검증하였으며 어느 정도 유의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

로 보인다. 하지만 도시규모에서의 추가적인 관측과 

함께 더 상세한 연구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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