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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하천 복원에 따른 주변지역 열환경 변화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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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quantitatively analyze the effects of a restoration project on the decrease in the 

temperature in the surrounding areas. The thermal environment characteristics of the investigation area were analyzed 
using the meteorological data from the Busanjin Automatic Weather System which is closest to the target area. The 
terrain data of the modeling domain was constructed using a digital map and the urban spatial information data, and 
the numerical simulation of the meteorological changes before and after the restoration of the stream was performed 
using the Envi-met model. The average temperature of the target area in 2016 was 15.2℃ and was higher than that 
of the suburbs. The monthly mean temperature difference was the highest at 1.1℃ in November and the lowest in 
June, indicating that the temperatures in the urban areas were high in spring and winter. From the Envi-met modeling 
results, reductions in temperature due to stream restoration were up to 1.7℃ in winter, and decreased to 3.5℃ in 
summer. The effect of temperature reduction was seen in the entire region where streams are being rest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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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과거에는 오염된 하천의 수질 정화가 하천복원의 중

점 개념이었던 것이 최근에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측면에서 시민들의 휴식공간 확보

와 다양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생태형 하전으로의 복

원이 주요 개념으로 강조되고 있다(Byum, 2016). 더불

어 하천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여 도심 내부의 하천은 단

순히 치수나 이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환경적, 생태적

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인간의 생활과 문화에서의 중

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1). 치수와 공간활용을 주요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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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복개, 콘크리트형 하천 정비 형태는 식물이나 수생

생물이 살기 어려운 하천환경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하

천 수량의 부족과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증가 

등으로 수질 악화의 문제도 일으킨다. 도심내부 또는 상

류지역 하천의 내부 또는 주변의 환경정비를 통한 수질

개선의 효과는 국, 내외적으로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알

려진 사실이다(Filoso and Palmer, 2011; Thompson et 
al., 2018). 또한 국내에서는 하천수질의 개선, 주변 환경

의 복원을 위하여 자연형 하천 정비 방법들이 도입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하천의 다양한 환경적 기능을 복원

시킬 수 있는 하천 정비 계획들이 추진되거나 수립되고 

있다(Woo, 2009; Kim and Kim, 2015; Woo, 2017). 
한편 도심내부의 다양한 인공열원과 열용량이 큰 콘크리

트와 아스팔트 구조물로 뒤덮여 있는 지표면 상태가 도

시의 기상 요소들의 변화를 야기하고 최종적으로 대기환

경의 악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Rizwan et 
al.(2008)과 Santamouris(2013)은 도시내부의 인공열

원이 결국 열환경의 변화를 일으키고 기후환경의 변화를 

야기하여 도심열섬을 강화시킨다고 하였다. Akbari et 
al.(2016)은 도시내부의 열환경의 변화는 미시규모의 지

표상태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하였으며 Dwivedi and 
Mohan(2018)은 지표면 상태의 변화가 도심열섬의 감소

에 효과가 있음을 Envi-Met 모델을 이용하여 증명하였

다. 국내의 경우 청계천 복원이 성공하면서 하천복원에 

따른 지표면의 상태변화가 도심지역의 열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다양한 사례가 있다(Kim et al., 2003; 
Lee et al., 2010; Kim, 2012).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공

통적으로 하천복원으로 인한 지표면의 피복상태 변화가 

도시열환경 개선에 효과적임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도

심지역에 형성되는 녹지와 하천은 환경적, 생태적인 가

치와 더불어 주변의 온도를 낮추어 도시열섬 해소를 위

한 최적의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부전천은 부산광역

시 백양산 동쪽에서 발원해 동천에 합류하는 도심하천이

다. 현재 부전천은 상류와 하류의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는 모두 복개되어 원형의 하천형태는 찾아볼 수 없다

(Naver knowledge encyclopedia, 2017). 이 지역은 부

산의 대표적인 도심지역으로 최근에 대규모 하천복원계

획이 수립 중에 있다(Busan metropolitan city, 2017). 
본 연구는 대도시 도심지에서의 하천복원이 주변 도심지 

일대의 기온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진단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연구대상 지역의 열 환경 

특성을 분석하고 미기상 수치모형을 사용하여 하천복원 

전후 기상요소들의 변화를 수치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도심지의 자연형 하천복원이 기온 감소와 도시 

열섬 해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과학적 

정보 제공으로 실제 많은 곳에서 시행되고 있거나 계획

되고 있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하천복원이 도심지 

열 해소 측면에서 가질 수 있는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하

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연구대상 지역 

부전천은 부산광역시 도심지에 위치한 도심하천으

로 대부분 구간이 복개되어 있다(Naver knowledge 
encyclopedia, 2017).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은 부산광역

시 부전동 일대의 약 750 m 구간(Busan metropolitan 
city, 2017)으로, 이 지역은 부산의 대표적인 상업지역인 

동시에 교통량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며 고층건물이 

밀집해 있어 도시협곡 사이로 복잡한 기류가 나타나는 

지역이다(Fig. 1). Fig. 1에서 붉은 선은 하천복원이 시행

되는 구간을 나타내며 도로 양옆으로 고층건물이 밀집해 

있고 왼쪽으로는 교통량이 많은 도심지 도로가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을 보면, 연구대상 지역과 그 

주변 대부분이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녹지나 수계는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대상 지역과 같은 대도시의 도심지 지역과 대도

시 지역이지만 도심지에서는 일정 거리 벗어난 지역의 

열환경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대상 

지역 인근의 도심지에 설치되어 있는 기상청 ‘부산진’ 
AWS 지점과 부도심지인 ‘금정’ AWS 지점을 비교, 분
석하였다(Fig. 2(a)). 연구대상 지역에서 서쪽으로 약 3.5 
km 떨어져 있는 ‘부산진’지점은 위성사진 등에서 연구

대상 지역과 거의 동일한 지표면 특성(아스팔트 도로 및 

건물밀집 정도)을 나타내고 있어 도심지역의 기상특성을 

대표하는 지점으로 볼 수 있으며(Weather data release 
portal, 2017), ‘금정’지점은 연구대상 지역에서 북북동

쪽으로 약 15 km 떨어져서, 연구대상 지역인 도심지로

부터는 떨어져 있으나, 부산 동북지역의 상업 및 주택 밀

집지역인 부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대도시 도심지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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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urrent status of study area(http://map.naver.com/). Red lines designate the stream restoration section.

기상학적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대조 지점으로 볼 수 있

다(Weather data release portal, 2017). 미기상 모형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대상 지역의 상세 지형자료는 Fig. 
2(c)와 같다. Fig. 1에서 살펴보았듯이 연구 대상 지역의 

지표면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구조물로 구성되어 있으

므로 건물의 위치와 높이가 미기상요소의 변화를 일으키

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연구 대상 지역의 세부적인 건물 

위치는(Fig. 2(c)) 국토정보플랫폼에서 1:1,000 수치 지

도를 활용하여 구축하였으며(2018년 기준) 건물의 높이

는(Fig. 2(d)) 부산광역시 도시 공간정보 업무포탈에서 

사용된 2010년 지적자료를 참고하여 구축하였다(Busan 
UIS system, 2017; Land information platform, 2017). 
Fig. 2(c)와 2(d)를 보면, 수치모의 대상 지역은 2 m에서 

88 m에 이르는 다양한 높이의 건물이 복잡하게 분포하

고 있고 건물들 사이로 주요도로가 산재해 있어 도심지 

복잡지형지물에 의한 기류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2. Envi-met 모형

본 연구 대상 지역과 같이 미세규모 영역에서의 기상

요소 변화를 예측 및 진단하기 위해서는 수 m에서 수십 

m 단위의 미세한 격자체계를 구성하여 도심의 기상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물들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Choi, 2016). 본 연구에서는 도심지에 위치한 건물과 

식생 등 상세한 지표면 상태를 고려할 수 있는 미기상 예

측 및 진단 모형인 Envi-met을 사용하였다. Envi-met은 

3차원 미기상 수치모의 프로그램으로 독일 Bochum 
university의 Michael Bruse에 의해 1998년 개발된 것

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개선된 Envi-met V3.6
을 사용하였다. 이 모형에는 토양모형, 식생 모형, 열교환 

모형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밀한 미기상 변화를 수치적으

로 분석할 수 있어, 고층 건물에 의한 주변 지역의 미기상 

변화 등을 계산할 수 있다. 즉, Envi-met은 지표, 식물, 
대기의 상호작용을 기본으로 하여 건축물, 대기, 지표면, 
식생 요소 간 소규모의 상호작용을 분석할 수 있는 모형

이다(ENVI_MET, 2017). 이러한 조건들은 편리한 사용

자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격자 내부에서 자유롭게 배치될 

수 있어 사용자의 설계 계획에 따라 실제 지형을 고려한 

미세규모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ENVI_ME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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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2. Location map of study area. (a), (b) Locations of the study area and the automatic weather stations for analysis of 
meterological characteristics, (c) detailed building locations map of study area, (d) building height distribution of 
study area.

본 연구에서는 하천복원 시행 전후의 지표면 상태를 

격자화하고 Envi-met 모형에 입력하여 하천복원으로 인

한 주변 지역의 기온 변화와 열 쾌적성지수의 변화를 분

석하였다.

2.3. 열 쾌적성 평가

쾌적이란 인간의 심리적, 생리적 반응을 나타내는 것

으로 환경에 대하여 만족하는 마음의 상태라 할 수 있으

며 쾌적감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소 중 열적인 측면에

서의 영향을 파악하게 되면 열 쾌적성을 분석할 수 있게 

된다(Kim, 2007). 최근에는 도시 집중화와 과도한 도시

개발 및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기온 상승, 풍속, 풍향의 

변화, 상대습도의 감소 등의 다양한 기후변화가 나타나

고 있으며 이에 따른 쾌적한 열환경에 대한 욕구도 증가

하고 있는 실정이다(Lee, 2005). 열 쾌적성은 공기 온도, 
기류 속도, 상대습도, 복사온도 등의 환경조건과 착의상

태, 운동상태 등의 인체 조건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러

한 열 쾌적성의 평가지표로는 불쾌지수(Discomfort 
Index, DI), 열지수(Heat Index, HI) 및 습구흑구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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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V value Thermal perception Grade of physiological stress

3
2
1
0
-1
-2
-3

Hot
Warm

Slightly warm
Neutral

Slightly cool
Cool
Cold

Strong heat stress
Moderate heat stress

Slight heat stress
No thermal stress
Slight cold stress

Moderate cold stress
Strong cold stress

Table 1. ASHRAE(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ng and Air-Conditioning Engineers) thermal sensation 
scale(Gaggae et al., 1986; ASHRAE, 2018)

(Wet Bulb Globe Temperature, WBGT), 예상온열감

반응(Predicted Mean Vote, PMV) 등이 있다(Kang, 
2014 ; Park et al., 2016). 이 중 PMV는 열 쾌적성에 영

향을 미치는 열 환경 요소뿐만 아니라 개인적 요소까지 

고려하여 인체의 열적 부하를 계산하고 온열감을 산출하

기 때문에 다른 지표들보다 민감한 지표로 평가받는 동

시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Kim et al., 2011). 
PMV는 덴마크의 Povl Ole Fanger에 의해 제안되었으

며, 주위 환경과 인체와의 열적 반응에 의한 인체의 열평

형에 기초하여 쾌적성을 구분하고 있다. PMV는 기온, 
상대습도, 풍속, 평균 복사온도의 환경적 요소와 활동지

수, 의복 지수 등의 개인적 요소를 통해 산출된다

(Atthajariyakul and Leephakpreeda, 2005). 본 연구에

서는 하천 복원 전, 후 연구대상 지역의 열 쾌적성 변화를 

평가하기 위하여 Envi-met 모형을 이용하여 PMV지수

를 계산하고 각 격자별로 계산된 PMV지수 값을 Table 
1의 PMV값에 따른 열 쾌적성 개념과 비교하여 하천 복

원 전, 후의 열적으로 쾌적한 상태를(-0.9이상, 0.9 이하) 
보이는 격자수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연구대상 지역 지표면 특성

도심 하천복원이 주변지역의 기온에 미치는 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미기상 수치

모의 수행을 위한 입력자료를 구축하였다. Fig. 3은 Fig. 
2(c)에 제시된 연구대상 지역을 나타낸 것으로, 수평격자 

간격은 10 m로 설정하고  x 방향으로 45개, y 방향으로 

74개의 영역(450 m × 740 m)을 대상으로 계산을 수행

하였다. 이와 더불어 동서남북 각 4면의 경계에 3개의 둥

지격자(nesting area)를 추가로 고려하여 측면경계에서 

발생 가능한 계산 불안정을 최소화하였다. 본 연구에 사

용한 Envi-met 모형의 수행력에 대한 평가 및 타당성 분

석은 선행연구들에 상세히 제시되어 있으므로 지면관계

상 여기서는 생략하였다(Jung et al., 2006, Kim et al., 
2009). 

Fig. 3(a)와 3(b)는 각각 하천복원 전후의 지표면 상태

를 나타낸 것으로 Fig. 3(b)의 하늘색 영역이 복원 대상

인 하천의 위치이다. 전체 계산영역에서 하천복원 전인 

Fig. 3(a)을 보면, 전체 영역의 51.2%가 도로, 48.8%가 

건물로 구성 되어있으나 하천복원 이후인 Fig. 3(b)를 보

면 Fig. 3(a)의 전체 도로면적 중에서 약 13%가 하천으

로 바뀌게 된다(Table 2, stream). 즉, 도로에서 하천으

로 바뀐 면적은 전체 수치모의 영역에서 약 6.7% 정로로 

열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

로 이 면적에 해당하는 도심지 도로가 자연환경인 하천

으로 복개되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미기상학적 변화

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3.2. 기상특성 분석

부산광역시의 도심지인 연구대상 지역에는, 현재, 상
시적으로 운영되는 기상관측지점이 없어, 대상지역과 가

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부산진’ 지점(연구대상 지역에서 

서쪽으로 약 3.5 km 지점)의 자료를 사용하여 도심지 기

상 특성을 분석하였다(Fig. 2(a)). 이 두 지점은 부산의 

주요 대도심지인 ‘서면’일대에 동일하게 포함되는 지점

으로, 연구대상 지역 일대의 도심지 특성(토지피복도, 건
물분포, 주변 지형조건 등)과 유사한 조건을 나타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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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 Distribution of land cover condition of study area, (a) shows the current state and (b) shows the state after stream 
restoration. Brown, grey and blue square designate building, asphalt road and restored stream respectively.

Road Building Stream Total

Base 1,704(51.2%) 1,626(48.8%) - 3,330

Stream 1,482(44.5%) 1,626(48.8%) 222(6.7%) 3,330

Table 2. The number of grid and composition ratio of the surface condition of each case, base means current state and stream 
means the state after stream restoration

이 지점의 기상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대상지역에서 나타

날 수 있는 ‘도심지 열적특성’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와 

더불어, 비교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연구대상 지역에서 

북동쪽으로 약 15 km 떨어진 ‘금정’ AWS 지점의 기상

자료를 분석하였다. Table 3은 2016년 1년간 부산진과 

금정 AWS에서 측정된 기온과 풍속의 평균, 주풍향을 나

타낸다. 도심지역에 해당하는 부산진의 평균기온은 15.
2℃로 부도심지인 금정의 14.7℃보다 약 0.5℃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부산지역의 기온분포와 관련된 기존 연

구를 참고하면 도심지역 기온이 교외 지역보다 높은 열

섬효과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Do and Jung, 
2012). 2016년 평균 풍속은 부산진이 1.9 m/s, 금정구가 

1.6 m/s로 나타났으며 주 풍향은 부산진에서 서북서, 금
정구에서 북동풍으로 나타났다. 

Fig. 4는 2016년 부산진과 금정 두 지점 간의 월평균 

기온의 차이를 나타낸 그림이다. 도심지역에 위치한 부

산진 기온이 교외 지역인 금정보다 대부분 높게 유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지점 간의 기온 차이는 11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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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Wind speed(m/s) Prevaling wind direction

Busanjin 15.2 1.9 WNW

Geumjeong 14.7 1.6 NE

Table 3. Average meterological elements in 2016 at Busanjin(dowontown area) and Geumjeong (suburban area)

Case
Wind speed

(m/s)
Wind direction

(degree)
Temperature

(℃)
Relative humidity

(%)

11
base

1.6 292.5 10.7 61.2
stream

7
base

1.8 292.5 25.9 84.2
stream

Table 4. Initial meterological data for Envi-met in each case

Item Value

Start time 06:00 LST

Total simulation time 12 hour

Roughness Length z0 at Reference Point 0.1 m

Grid structure 45 × 74 × 20(10 m × 10 m × 2 m)

※ dz increased with height (Increase factor : 18%)

Table 5. Model and grid configuration for Envi-met

1.1℃로 가장 높았고 6월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7월에는 부산진이 약 0.1℃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봄철과 겨울철을 중심으로 도심지역인 부산진 기온

Fig. 4. Monthly mean temperature differences between 
Busanjin and Geumjeong in 2016. The positive 
values mean that the temperature in Busanjin is 
higher that of Geumjeong.

이 교외 지역의 기온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어 최근까지

도 부산지역에는 도시 열섬 현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

천복원이 주변지역의 미기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수치모의는 도심지역 기온이 가장 높았던 11월과 

도심지와 교외 지역의 기온차이가 가장 적었던 7월의 기

상조건을 활용하여 각각 수행하였다. 

3.3. 하천복원에 의한 기온 감소 효과

부전천 복원에 따른 주변 지역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

하여 Fig. 3의 지면조건과 도시 열섬 현상이 가장 심했던 

2016년 11월과 기온이 가장 높았던 7월 부산진 AWS의 

평균 기상조건을 적용하여 Envi-met 모델을 수행하였

다. Table 4는 케이스별 모델의 초기 기상조건을 나타낸

다. 2016년 11월과 7월 부산진 AWS의 평균 기상조건

을 Envi-met 모델의 초기 입력자료로 사용하였으며 각

각 현재 상태와(base) 하천복원 후(stream)의 지형조건

에 대하여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Table 5에는 Envi-met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모델링 옵션을 제시하였다. 

Fig. 5는 도시 열섬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 2016년 

11월의 평균적인 기상조건을 입력하여 기온의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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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Overall temperature distribution of 11, base case(a) and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base and stream case(b).

모델링한 결과이다. Fig. 5(a)는 현재 상태의 지표면 조

건에서 기온의 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2016년 11월 사

례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계절로 모델링 도메인에

서 최고 기온은 20.0℃, 최저 기온은 16.3℃, 평균 기온

은 17.8℃로 나타났다. 초기 입력 풍향이 292.5°이기 때

문에 모델링 도메인의 왼쪽경계에서는 서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나타나고 있으나 사업대상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서는 도시협곡의 영향으로 복잡한 기류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는 풍하측인 사업대상 지역의 오

른쪽, 중앙대로 지역과 그 주변 건물 밀집지역을 중심으

로 기온이 낮은 지역이 형성되고 있다(16-18℃). 사업지

역의 왼쪽으로는 주변 보다 기온이 높은 지역들이 나타

나고 있으며 건물과 도로의 위치에 따라 약 17℃에서 2
0℃까지 기온의 차이를 보인다. Fig. 5(b)는 base 케이스

에서 부전천 지역을 하천으로 변경한 경우(stream)와의 

기온 차이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기온 차이가 클수록 하

천복원으로 인한 기온의 감소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기온 차이는 하천이 위치하는 지점에서 가장 크

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대 1.7℃까지 나타났다. 주풍향의 

영향으로 사업지역 오른쪽 건물 뒤까지 0.1℃이상의 기

온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동쪽으로 최대 10개의 격자

(100 m)까지 약하지만, 기온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

었고 남북방향으로는 전체 하천구역에서 기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사례 모델링은 11월의 평균 기

상조건을 적용한 경우로 모델링 결과 전체 도메인의 평

균 기온도 17.8℃로 폭염이나 열대야 등 고온으로 인한 

문제가 없는 계절이지만 도심에 있는 사업지역은 교외지

역보다 1℃이상 온도가 높은 도시 열섬이 생성되는 계

절이므로 사업지역에서의 기온 감소는 도시 열섬을 해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Fig. 6은 전형적인 여름 조건에 해당하는 2016년 7월

의 평균적인 기상조건을 입력하여 기온의 변화를 모델링

한 결과이다. Fig. 6(a)는 현재 상태의 지표면 조건에서 

기온의 분포를 나타내고 Fig. 6(b)는 하천복원 이후 기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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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Overall temperature distribution of 7, base case(a) and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base and stream case(b).

차이를 나타낸다. 2016년 7월은 전형적인 여름으로 모

델링 도메인에서 최고 기온은 37.2℃, 최저 기온은 29.
5℃, 평균 기온은 33.2℃로 나타났다.  앞의 11월의 경우

와 마찬가지로 초기 입력 풍향이 292.5°이기 때문에 모

델링 도메인의 왼쪽 경계에서는 서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나타나고 있으나 사업대상 지역과 그 주변지역에서는 도

시협곡의 영향으로 복잡한 기류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사업지역 오른쪽 건물과 중앙대로 쪽으로 주위보

다 기온이 낮은 지역이 형성되고 있다. 11월과 마찬가지

로 사업지역의 왼쪽으로 기온이 높은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건물의 위치에 따라 약 31℃에서 37℃이상까지

의 기온분포를 보여 전형적인 여름철의 기온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부전천 복원 후 경우와 기온 차이

를 살펴보면 하천이 생기는 위치에서 기온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최대 3.4℃까지의 기온 감소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에 입력되는 주풍향의 영향으

로 사업지역의 오른쪽으로 건물을 지나 중앙로까지 최대 

13개의 격자(130 m)에 대하여 약하지만 0.1℃이상의 

기온 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며 남북방향으로는 전체 하천

구역에서 기온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사례 모델

링은 전형적인 여름의 평균 기상조건을 적용한 경우로 

모델링 결과 전체 도메인의 평균 기온도 33.2℃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구대상 지역은 다양한 인공열원 

등의 효과로 여름철 폭염이나 열대야 등이 빈번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부전천 복원을 통하여 하절기 열 환

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Fig. 7은 11월 평균기상 조건의 수치모의 결과에 대하

여 y=42되는 단면의 XZ방향 연직 온도 프로파일을 나

타낸다. Fig. 7(a)는 현재 상태의 지표면 조건을 입력한 

base 케이스의 결과이다. 수평면 기온분포에서 본 것처

럼 도메인의 왼쪽영역 지표에 고온지역이 형성되면서 연

직 방향으로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아스팔트 도

로가 있는 지점에서 지표면의 온도가 주위보다 높아서 

연직 방향으로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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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Vertical cross section(XZ) along blue line(y=42), (a) base case of 11, (b) temperature difference. 

Fig. 8. Vertical cross section(xz) along blue line(y=42), (a) base case of 7, (b) temperature difference. 

Fig. 7(b)는 하천 복원 전후의 연직 방향 기온 차이를 나

타내는 그림이다. 수평면의 기온 차이보다는 크게 나타

나지는 않지만, 하천복원 지역을 중심으로 약 30 m 높이

까지 0.1℃이상의 기온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천

의 바로 위쪽에는 최대 1.3℃까지 기온이 감소하여 겨울

철 도심지역의 기도를 낮추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8(a)는 여름철 평균적인 기상조건

을 입력한 경우의 XZ방향 연직 온도 프로파일을 나타낸

다. 11월의 경우와 유사하게 도메인의 왼쪽 지표면에서

의 고온영역이 연직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도로와 건물 위쪽으로 35℃이상의 고

온영역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8(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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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value

Walking speed(m/s) 0.11

Internal energy prod(W/m2) 116.00

Mechanical factor 0.00

Clothing insulation 0.50(7), 1.5(11)

Table 6. PMV section input configuration for Envi-met

하천 복원 전 후의 연직 방향 기온 차이를 나타내는 그림

이다. 여름철의 경우도 약 40 m까지 0.1℃이상의 기온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최대 기온 차이는 하천복원 지점

의 바로 위쪽에서 2.9℃까지 기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풍하 방향인 하천복원 지역 오른쪽 건물 뒤쪽에

서 높이 약 20 m까지 기온이 감소한 지역이 발생하였다. 
열대야나, 폭염이 발생하는 여름철에는 하천복원 지점의 

상공 약 40 m까지, 풍하 방향으로 약 80 m까지 광범위

하게 기온 감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의 연구에서는 도심지 기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머지 여타의 제반조건은 그대로 두고, 현재 도로가 위

치한 복개하천의 표면만을 수면으로 변경하여 수치적 계

산을 수행한 것으로, 실제 자연하천으로의 복원과정에 

동반되는 표면(지표면→수면) 고도의 변화, 주변 식생의 

분포 및 여타 복원과정에 동반되는 환경개선 등은 고려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제시된 수치에 해당하는 정

도의 기온 하강효과가 발생한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 그
러나, 현재의 분석을 통해, 도심지에 위치한 일정규모의 

도심하천이 복원을 통해 자연하천으로서 재생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미기상 변화가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정량적 평가의 측면에서 본다면, 본 연구

에서 제시된 기온변화 정도는 지역기상 및 미기상학적 

관점에서 상당히 유의미하고 도시계획 및 정책 활용도에 

대한 가늠자가 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

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다면, 도심지 기온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재질의 표면으로 복개되어 있는 도심지 하천이 현재의 

연구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연상태인 수표면의 하천으로 

복원되는 경우 발생 가능한 도심지 기온 저감효과와 더

불어, 실제 도심지 복개하천의 자연하천 복원에 동반되

는 여타의 하천주변 식생군락 및 조경조성 등의 친수공

간 조성과 같은 도심기 기온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하천

주변 정화사업이 동반되는 경우, 대도시 도심지 복개하

천 복원에 따른 도심지 기온저감 효과는 충분히 그 효과

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3.4. 열 쾌적정 지수 변화 분석

Envi-met 모형을 이용하여 PMV를 계산하기 위해서

는 모형에서 계산되어지는 미기상 요소들과 더불어 추가

적인 입력자료가 필요하다. Table 6은 PMV 계산을 수

행하기 위해 설정한 표를 나타낸 것이다. ‘Walking 
speed’는 일반적인 사람의 보행 속도를 기준으로 하였

고, 이 Walking speed에 따라 ‘Internal energy prod’, 
‘Mechanical factor’는 Envi-met에서 제공되는 디폴트

로 값을 사용하였다. ‘Clothing insulation’는 의복의 종

류에 따라서 인체가 외부 환경과 에너지 균형을 이루는 

상수로 본 연구에서는 여름과(7)과 겨울의(11) 대푯값을 

사용하였다. 
Fig. 9는 수치모의 도메인에 대하여 7월과 11월의 하

천 복원 시행 전 후의 격자별 PMV 지수의 변화를 나타

낸 그림이다. 지표면에서의 열 쾌적성 분석을 위하여 건

물이 위치하게 되는 지점의 격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PMV 값은 열로 인한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인 –0.9에
서 0.9사이의 값을 가지는 격자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Fig. 9(a)는 여름철인 7월의 평균 기상을 적용한 경우의 

하천 복원 전후 PMV 지수 값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이

다. 하천 복원 전에 열적으로 쾌적한 상태를 보이는 격자

수는 421개로 나타났으며 하천복원 후에는 1개 지점이 

증가한 422개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점

별로 보면 하천복원 지역과 주변으로 3개의 격자에서(파
란색 사각형) 열 쾌적성이 개선되었고 도메인 중앙 2개 

지점에(옅은 초록색)서 열 쾌적성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나머지 초록색 지점들은 열 쾌적성의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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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hanges in thermal comfort(between slightly cool and slightly warm) before and after stream restoration, the blue 
rectangles mean the area added after the stream restoration and the light green rectangles mean the area excluded 
after the restoration of the stream.

복원 전후 동일하게 쾌적한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Fig. 9(b)는 11월의 평균 기상을 적용한 경우의 

PMV 지수변화를 나타낸 그림이다. 열적으로 쾌적한 상

태를 보이는 격자수가 하천 복원 전에는 751개에서 하천

복원 후 756개로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점별

로는 중앙부 영역에 위치한 하천복원 주변 6개 지점에서

(파란색 사각형) 열 쾌적성이 개선되었고 1개 지점(옅은 

초록색)에서 열 쾌적성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지점들은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4.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도시 도심지에 위치한 복개하

천이 자연하천으로 복원되는 경우, 주변 지역의 기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하여 분석을 수행한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 도심지에 설치된 기상

청 AWS의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대상 지역의 열 환

경 특성을 분석하고 수치지도와 도시공간정보 자료를 이

용하여 수치모의 영역의 지형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

으로 미기상 수치모형인 Envi-met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1. 하천복원 대상지역을 포함하는 X 방향 45개, Y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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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74개(10 m × 10 m)의 수치모의 영역을 구축하고 하

천복원 전 후의 지표면 상태를 변화를 분석하면, 현재 수

치모의 영역의 51.2%는 도로, 48.8%는 콘크리트 건물

로 구성이 되어 있으나 하천복원이 시행되면 아스팔트 

도로 중 약 13%가 하천으로 바뀌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전체 수치모의 영역에서는 약 6.7%의 비교적 

적은 부분이다.
2. Envi-met 모형을 사용하여 하천복원 전 후의 기온 

변화를 분석한 결과, 겨울철의 경우 최대 1.7℃까지 기온

이 감소하였고 남북방향으로는 하천 구간 전체, 동쪽으

로는 약 100 m 까지 기온이 감소하여 겨울철 도시 열섬

을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여름철의 경우 

최대 3.5℃까지의 기온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동쪽으로 최대 13개의 격자(130 m)까지 영향이 나

타나고 있으며 연직으로는 하천복원 지역을 중심으로 약 

30 m에서 40 m 높이까지 0.1℃이상의 기온이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나 도심 열 환경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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