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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global warming and the rapid increase in urbanization accompanied by a concentration of population, the urban heat 

island effects (UHI) have become an important environmental issue. In this study, rooftop greening and permeable asphalt 
pavement were selected as measures to reduce urban heat island and applied to a simple virtual urban environment to simulate 
temperature change using ENVI-met. A total of five measures were tested by dividing the partial and whole area application of 
each measur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temperature range of the base experiment is 33.11-37.11 ℃, with the UTCI comfort 
level described as strong heat and very strong heat stress. A case applied permeable asphalt has a greater temperature 
difference than a rooftop greening case, the larger the area where each condition was applied, the greater the temperature 
change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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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기후 변화와 도시화에 의한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고 있다. 2019년 이상기후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 경우 지난 10년간 여름철 평균 기온 상승은 물론 폭염 

일수도 증가했으며, 2010년대에 들어서 그 이전 시기보다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APEC Climate Center, 2019). 또한 

Received 2 November, 2020; Revised 3 December, 2020; 
Accepted 4 December, 2020
*Corresponding author: Soon-Hwan Lee, Department of Earth Science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46241, Korea

 Phone : +82-51-510-2706
 E-mail : withshlee@pusan.ac.kr

ⓒ The Korean Environmental Sciences Society.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 
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154 김지선․유정우․나문수․김용길․이순환

도시로의 인구 집중에 의해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50%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세계 인구의 55%가 도시 지역

에 거주하고 이 비율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Statistics Korea, 2019; United Nations, 2019).
도시 개발이 진행되면서 기존의 자연 토양이 콘크리

트와 아스팔트 등으로 포장되어 물이 투과되지 않는 불

투수성 표면으로 바뀌게 되고, 도시 내의 녹지가 감소하

게 되기 때문에 도시는 폭염, 홍수 등의 문제에 노출되게 

된다. 특히 도시는 폭염에 더 취약한 환경이 될 수 있는

데, 이는 도시화로 인해 토양 수분과 식생의 증발산이 줄

어 도심의 습도가 감소하고, 포장재로 사용되는 콘크리

트와 아스팔트의 열용량이 크기 때문이다(Yuan and 
Bauer, 2007).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는 반사도가 낮고 열

용량이 크기 때문에 주간 일사를 받아 저장한 열을 야간

에도 지속적으로 장파복사로 방출하면서 상대적으로 기

온이 빠르게 낮아지는 주변 교외 지역에 비해 도심의 기

온이 높게 나타나는 도시 열섬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도시 열섬 현상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연

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도시 열섬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도시 내 낮은 녹지 비율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

로 도시 공원 조성, 옥상 녹화와 같은 방법이 있다. 자연 

토양의 도시 공원은 지면에 포함된 수분과 식생의 증발

산 작용에 의해 주변에 수증기를 공급해 도심의 고온, 건
조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식물의 그늘 효과로 직접적

으로 기온이 낮아지는 효과도 나타난다. 그러나 기존의 

도시 환경에서 새로운 공원 조성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

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건물 외벽에 식물을 심는 벽

면 녹화와 건물 옥상이나 지붕에 식물을 심는 옥상 녹화 

방법도 고려되고 있다. 
또한 도시 내 불투수성 포장을 배수성 포장재로 대체

함으로써 열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도 연구되고 있다. 배
수성 포장재의 공극에 포함된 수분이 증발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열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배수성 포장재로 포

장된 도로 표면에 비가 오거나 물을 뿌림으로 해서 불투

수성 포장의 도로에서보다 더 지속적인 냉각 효과를 기

대할 수 있다. 배수성 포장재는 기존의 불투수성 포장보

다 많은 공극을 포함하기 때문에 물이 표면을 통해 하층

으로 배수되도록 설계되며, 투과성 아스팔트 포장, 다공

성 콘크리트 포장, 투과성 캐스트 콘크리트 포장 및 연동 

콘크리트 포장 등이 있다(Hunt and Collins, 2008; 

Jones et al., 2010). 구조에 따라 수분을 포함하고 있는 

보수성과 증발 속도 차이에 의해 냉각 효과의 정도가 다

를 수 있으나 배수성 포장재를 도시의 거리, 주차장, 고속

도로 갓길 등에 적용할 수 있다. 
도시화로 인한 도시의 환경 문제들을 분석하기 위해 

풍동 실험과 현장 관측을 통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으

며, 최근에는 비용과 시간적 측면, 실험 방안의 실제 적용

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수치모델의 활용한 연구들도 진

행되고 있다. Chen and Wong(2016)은 ENVI-met 모
델과 관측 자료를 분석하여 공원에 의한 주변 냉각 효과

를 확인하였으며, Kim and Moon(2016)은 ENVI-met 
모델을 이용해 도로의 포장재 개선과 주변 식물 식재, 옥
상 녹화, 주택의 담장 허물기 등을 통한 주거지 열환경 개

선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Huang and Chen(2020)은 

ENVI-met 모델을 이용한 수치모의로 녹지 면적 증가를 

통해 대만의 열환경이 개선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도시 열섬 현상을 개선

하기 위한 방법으로 옥상 녹화와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

재 적용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여름철 도시 내 열환경 변

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ENVI-met 모델에 배수성 아스

팔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기존 옥상 녹화 프로파일과 아

스팔트 투수계수를 수정하여 새로운 프로파일을 적용한 

수치모의를 수행하여 옥상 녹화와 배수성 아스팔트 적용

에 따른 도시 열환경과 기온 변화에 따른 열쾌적성을 정

량적으로 평가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ENVI-met 모델 

도시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들을 모의함에 있어 

다양한 요소를 적용하고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전산유체

역학 모형인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등
을 이용한 수치 모의 연구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 본 연구

에서 사용한 모델은 ENVI-met (https://www.envi-met. 
com/; Huttner and Bruse, 2009) 모델로 독일에서 개발

된 3차원 미규모 전산유체역학 모델로서 도시 지역에서

의 대기-지면-건물-식생 간의 상호작용을 모의하는 것에 

초점을 둔 모델이다. 모형 내에 포함된 대기, 토양, 식생 

모형 등의 서브 모형에 의해 수치모의가 이루어지며, 공
간해상도 수 m, 시간해상도 수 초까지의 고해상도 모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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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Size Grid Size Geographical Location

x grids 60 2 m Busan Latitude and longitude

y grids 65 2 m UTC+9 Latitude (–W, +E) 35.24

z grids 30 2 m 135.00 longitude (–S, +N) 129.08

Table 1. Set model grid configuration and location.

a) b)

Fig. 1. a) The distribution and height of buildings in the study area. The numbers are building heights (m). b) Composition of 
surface pavement in the study area.

가능하다. 

2.2. 모델 설정 및 입력 자료

ENVI-met 모델을 활용한 연구 영역으로 부산에 위치

한 부산대학교 건물을 바탕으로 가상의 도시 공간을 구

성하였다. ENVI-met 모델의 격자 및 위치 설정은 Table 
1과 같다. 전체 120 m × 130 m 넓이의 공간에 총 18개
의 건물을 배치하였으며 도메인 위치는 부산으로 설정하

였다. 도메인의 지리적 위치와 날짜 설정에 따라 모델의 

태양 고도 및 방위각이 결정되어 태양 복사에 영향을 주

게 된다. 
자연 토양인 모래를 적용한 도메인 남쪽의 일부 지역

을 제외한 모든 지표면 포장은 불투수성 표면이며, 각각

의 포장재는 반사도와 열전도율 등과 같은 물리적 특성

에 차이가 있다. 배치된 건물들은 2층부터 5층까지의 높

이로 구성되어 평균 10.7 m 높이의 건물이 분포되어있

다. 연구 영역의 건물 높이와 배치, 지표 포장 구성은 Fig. 
1과 같다. 

도시 열섬 완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옥상 

녹화와 배수성 포장재를 적용하였다. 옥상 녹화는 건물 

구조와 외벽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 벽면 녹화보다 상

대적으로 제약이 적은 방식이지만 건물 하중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경량형 녹화 방식에 적합하도록 기존의 프

로파일을 수정하여 토양의 두께를 줄이고 지피식물의 높

이를 적용하였다. 고속도로 전문시방서의 현장 투수능력 

품질기준과 Lee et al.(2012)의 현장투수시험 결과를 바

탕으로 모델에 적용할 배수성 아스팔트의 투수계수를 계

산하였으며, 관련 연구에서 분석된 투수계수와 비교하여 

배수성 아스팔트의 투수계수 범위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여 ENVI-met 모델의 기존 아스팔트 프로파

일을 수정하여 적용하였다(Hui et al., 2013; Koo et al., 
2013;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2018; Lee et al., 
2020). 

모델의 입력자료인 기상 자료는 부산대학교와 가장 

근접한 부산 동래 자동기상관측소의 관측 자료 중 폭염

이 지속되던 2020년 8월 20일의 관측 자료를 이용하였

다. 기상 관측 자료는 30분 간격으로 모델에 입력되며, 
기온 및 상대습도, 풍속은 그대로 모델에 반영되도록 하였

으나 풍향은 북풍으로 고정시키고 토양 내 수분을 포함시

키기 위해 수치모의 시작 시간인 5시부터 30분간 강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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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cing data 2020.08.20 05:00 ~ 2020.08.20 20:00

simulation time 15h (output:06-20)

precipitation 05:00 ~ 05:30 (5 mm)

Table 2. Meteorological input data and simulation time.

base pRG pPA

wRG wPA wRG+wPA

Fig. 2. Building roofs and road conditions for the numerical experiments. The pRG, pPA, wRG, wPA, and wRG+wPA 
represent partly Roof Greening, partly Permeable Asphalt, whole Roof Greening, whole Permeable Asphalt, and 
both wRG and wPA, respectively, which are the changed conditions from the base state.

있도록 임의로 설정하였다. 여름철 일출 및 일몰 시간이 

포함되도록 05시부터 20시까지 총 15시간 동안에 대해 

수치모의 하였다(Table 2). 

2.3. 실험 설정 및 설계

먼저 실제 도시 경관 및 도시 열섬 현상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시행되고 있는 옥상 녹화와 배수성 아스팔트를 

주요 분석 요소로 선정하였다. 
아무 완화 요소를 적용하지 않은 base 실험의 수치모

의 결과를 바탕으로 옥상 녹화와 배수성 아스팔트를 적

용했을 때 두 요소의 도시 열섬 완화 효용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을 구성했으며, 실제 도시 환경에서 옥상 녹화

와 배수성 아스팔트를 적용할 수 있는 면적에 한계가 있

기 때문에 실험은 크게 옥상 녹화와 배수성 아스팔트를 

각각 도메인 내에 부분 적용한 경우와 전체 적용한 경우

로 나누었다. 모의 도메인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부분 적

용은 도메인 중심부에 적용시켰다. 
Table 3과 같이 옥상 녹화를 도메인 중심부에 일부 적

용한 실험을 pRG, 건물 전체에 적용한 실험을 wRG로 

분류하고, 배수성 아스팔트도 마찬가지로 일부 적용과 

전체 적용을 나누어 pPA, wPA 실험으로 분류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효과적인 기온의 감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전체 건물에 대해 옥상 녹화를 적용하고 아스팔트 표면 

전체를 배수성 아스팔트로 적용시킨 wRG+wPA 실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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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CI(℃) range below -40 -40 to -27 -27 to -13 -13 to 0 0 to 9

stress category extreme cold 
stress

very strong cold 
stress

strong 
cold stress

moderate cold 
stress

slight 
cold stress

UTCI(℃) range 9 to 26 26 to 32 32 to 38 38 to 46 above 46

stress category no thermal stress
moderate heat 

stress
strong 

heat stress
very strong heat 

stress extreme heat stress

Table 4. Thermal sensation and classification of UTCI.

application base pRG wRG pPA wPA wRG+wPA

rooftop greening
partial × ○
whole × ○ ○

permeable asphalt
partial × ○
whole × ○ ○

Table 3. Configuration of experiments on the application of improvement measures.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각 실험 조건을 적용한 도메인

은 Fig. 2와 같다.
이후 보행자 높이인 1.5 m에 가장 가까운 격자층인 

1.4 m의 기온 변화와 열쾌적성 지수를 분석하여 실험별 

기온 변화에 따른 도시 거주자의 온열 스트레스 변화를 

확인하였으며 추가로 건물 평균 높이와 가까운 11 m 격
자층의 기온 변화도 확인하였다. 

2.4. 열쾌적성 지수

본 연구에서 열쾌적성 평가를 위해 사용된 열쾌적성

지수는 UTCI (Universal Thermal Climate Index, 
http://www.utci.org)로, 인간이 열적으로 느끼는 쾌적성

을 평가하는 지표로 많이 이용되는 WBGT (Wet-Bulb 
Globe Temperature), PMV (Predicted Mean Vote) 등
과 함께 많이 이용되는 지표 중 하나이다. 이 중 실내 환경

에 초점을 맞춘 PMV와 달리 UTCI는 실외공간의 환경 

조건에 따른 열 스트레스 측정에 초점을 맞춘 방법이다. 
UTCI는 국제생물학협회(International Society of 

Biometeorology, ISB) 위원회에서 제안한 접근법에서 

비롯되어 발전된 방식으로, 실제 환경에 대한 기준 개체

의 반응과 비교해 같은 변형 지수를 나타내는 기준 환경의 

기온으로 정의된다. UTCI는 2001년에 개발된 개념으로 

건조온도, 평균복사온도(Mean Radiation Temperature, 

MRT), 상대습도, 일사량, 풍속이 고려되는데, UTCI 지
수가 계산되는 풍속 범위는 0.5~17 m/s이다(Bröde et al., 
2011; https://envi-met.info/doku.php?id=apps:biomet 
_utci).

3. 결과 및 고찰

3.1. 기상 요소 모의 결과

Fig. 3은 base 실험의 1.4 m 기온 모의 결과를 주간인 

12-15시에 대해 수평 공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북풍

이 지속되는 조건으로 실험을 했기 때문에 base 실험의 

기온 수평 분포는 도메인 북측에서는 불어 들어오는 바

람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게 나타났다. 그러

나 건물의 영향으로 인해 도메인 북쪽에서 남쪽으로 갈

수록 점차 풍속이 약해지고 낮 동안 일사에 의해 건물 주

변의 기온이 상승하기 때문에 기온이 상승한다. 또한 건

물의 후면에서는 건물에 의해 발생하는 난류와 건물 그

늘의 영향으로 건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도메인 남쪽의 

20-50 m, 100-120 m 영역보다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게 

나타났다. 13시에는 도메인 전체에서 33.11-37.11℃의 

기온 분포가 나타나 도메인 내 기온 차이가 최대 4℃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온 분포의 지역적 차이는 14-16시에도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시간별로는 14시 34.2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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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3. Air temperature at 1.4m height of the base experiment by time. (a) 12h, (b) 13h, (c) 14h, (d) 15h, H = 1.4 m).

15시 33.61-37.62℃. 16시 33.41-37.55℃로 나타났다. 
ENVI-met 모델에 입력된 실제 기상 관측 자료와 동일하

게 본 수치모의 결과에서도 13시에 도메인 내 최저 기온 

및 최고 기온이 가장 높았다. 따라서 도시 열섬 완화 효과

를 효과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이후의 모든 분석은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게 나타난 13시의 수치모의 결과에 대

해 보행자 높이인 1.4 m와 평균 건물 높이와 비슷한 모

델의 연직층인 11 m 높이에 대해 실험별로 비교 및 분석

하였다. 또한 본 수치모의에서는 북풍이 지속적으로 부

는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바람의 이동 및 건물에 의

한 바람의 변화에 따른 풍상측과 풍하측의 기온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Fig. 4에 나타낸 지점들을 풍상측(P1, P2, 
P5, P6)과 풍하측(P3, P4, P7, P8) 지점으로 나누어 각 

지점에 대한 기온 변화를 시계열로 분석하고 기온 감소 

효과를 정량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바람에 의한(본 연

구에서는 북풍으로 가정) 건물의 영향을 살펴보기 건물

의 전면(Pa1, Pb1)과 건물의 후면(Pa2, Pb2)에 대한 기

온 감소 효과 또한 비교·분석하였다.

3.2. 1.4 m 기온 분포 및 시계열

Fig. 5는 각 실험별 1.4 m 높이의 13시 기온을 나타낸 

것이고, Fig. 6는 base 실험과 옥상 녹화 및 배수성 아스

팔트를 적용시킨 실험의 기온 차이 분포를 나타낸 것이

다. 옥상 녹화가 적용된 실험(b, c)보다는 배수성 아스팔

트를 적용시킨 실험(d, e)의 기온 감소폭과 기온이 감소

하는 범위가 넓게 나타났고 동일한 요소를 적용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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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부분적으로 적용을 한 실험보다는 전체 면적에 

대해 옥상 녹화나 배수성 아스팔트를 적용한 실험에서 

기온 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풍향을 북풍으로 가정하여 수치모의 했기 때문에 건

물의 후면인 남쪽 부분에서는 건물에 의한 난류 발생으

로 인해 풍속이 약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풍향(북풍)에 

대해 건물 전면과 후면의 기온을 비교해보면 base 실험

에서 9-18시 평균 기온이 33.22℃, 최고 35.13℃(13시)
인 Pa1 지점과 평균 기온 34.18℃, 최고 기온 36.76℃(13
시)인 Pa2 지점, 평균 기온 33.29℃, 최고 기온 35.33℃
(13시)인 Pb1 지점과 평균 기온 34.21℃, 최고 기온 

36.66℃인 Pb2 지점과 같이 풍속이 약한 건물의 후면 기

온이 전면의 기온보다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Fig. 5a). 

Fig. 4. Location of time series analysis point. 

실험별 1.4 m 기온 차이 분포를 나타낸 Fig. 6에서도 

이와 같은 기온 감소 패턴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으며 Fig. 6b,c에서는 옥상 녹화가 적용된 건

물의 풍하측에서 기온의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도

메인 내 건물의 높이가 높아 건물 후면에서 발생한 난류

에 의해 옥상 녹화의 영향이 지상까지 전달되었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 6d-f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배수성 아스팔트가 적용된 지표면의 풍하측 지역인 남쪽

으로 기온의 감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도메인 남동쪽 영역은 아스팔트 포장이 넓고 건

물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건물의 그늘 영향이 적고 바

람 변화가 크지 않아 배수성 아스팔트를 적용하지 않은 

실험에서는 도메인에서 13시 기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영역이지만(Fig. 5a-d) 배수성 아스팔트를 적용했을 때

는 도메인 내의 다른 영역과 기온이 비슷하게 나타나

(Fig. 5e,f) 지표면 변화의 영향으로 기온 감소가 가장 두

드러지게 나타났다(Fig. 6e,f). 이는 본 연구에 적용된 배

수성 아스팔트의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투수성이 없는 

기존의 인공 포장과 모래 토양에 비해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이 수분을 더 오래 포함하고 있어 냉각 효과가 더 오

래 지속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 7과 Fig. 8에는 1.4 m 높이의 기온을 풍상측 지

점(P1, P2, P5, P6)과 풍하측 지점(P3, P4, P7, P8)으로 

나누어 지점별 base 실험의 기온 시계열과 base 실험과 

각 실험 간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일사로 인해 기온이 높아지는 10시 이후부터 옥상 녹

화와 배수성 아스팔트에 의한 기온 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일사가 약해지는 14시 이후에 기온의 감소

로 인해 적용 효과가 적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온 

감소 효과를 풍상측과 풍하측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풍
상측 지점인 P1과 P2 지점에 비해 P3, P4 지점에서 기온

의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마찬가지로 풍상측 지

점인 P5와 P6 지점보다 P7, P8 지점에서 기온의 감소 효

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앞선 기온 분포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실험별로 기온의 변화 정도를 비교하면 옥상 녹화

와 배수성 아스팔트의 적용 면적이 넓을수록 기온의 감

소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P1-P4 지점의 경우는 지점의 

서쪽에는 건물이 위치하지 않기 때문에 건물로 둘러싸인 

P5-P8 지점보다 옥상 녹화의 영향으로 인한 기온의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P7, P8 지
점은 건물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건물의 그늘 효과로 

인해 base 실험에서 P3, P4 지점보다 절대적인 기온이 

낮아 배수성 아스팔트의 적용으로 인한 기온의 감소 효

과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3.3. 11 m 기온 분포 및 시계열

Fig. 9는 base 실험의 13시 11 m 높이의 기온 분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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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 5. Temperature distribution for each experiment(13:00, 1.4 m). (a) base, (b) pRG, (c) wRG, (d) pPA, (e) wRG+w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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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 6. Temperature distribution of base experiment(a) and temperature difference distribution of each experiment and base 
experiment(b-e)(13:00, 1.4 m). (a) base, (b) pRG, (c) wRG, (d) pPA, (e) wRG+w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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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7. Time series of 1.4m temperature changes by P1-P4. The line represents the temperature of the base experiment at 
each point, and the bar graph shows the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each experiment and the base. (a) P1, (b) 
P2, (c) P3, (d)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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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8. Time series of 1.4m temperature changes by P5-P8. The line represents the temperature of the base experiment at 
each point, and the bar graph shows the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each experiment and the base. (a) P5, (b) 
P6, (c) P7, (d)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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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 9. Temperature distribution of base experiment(a) and temperature difference distribution of each experiment and base 
experiment(b-e)(13:00, 11m). (a) base, (b) pRG, (c) wRG, (d) pPA, (e) wRG+w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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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10. Time series of 11m temperature changes by P1-P4. The line represents the temperature of the base experiment at 
each point, and the bar graph shows the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each experiment and the base. (a) P1, (b) 
P2, (c) P3, (d)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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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11. Time series of 11m temperature changes by P5-P8. The line represents the temperature of the base experiment at 
each point, and the bar graph shows the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each experiment and the base. (a) P5, (b) 
P6, (c) P7, (d)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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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 12.  UTCI distribution of base experiment(a) and UTCI difference distribution for each experiment and base experiment 
(b-e)(13:00, 1.4 m). (a) base, (b) pRG, (c) wRG, (d) pPA, (e) wRG+w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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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CI(℃) base pRG wRG pPA wPA wRG+wPA

P1 44.356 44.354 44.351 44.276 44.122 44.118

P2 45.819 45.82 45.822 45.582 44.913 44.912

P3 46.183 46.182 46.163 45.93 44.995 44.983

P4 46.835 46.835 46.82 46.631 45.379 45.371

P5 44.269 44.267 44.264 44.189 44.04 44.035

P6 44.99 44.988 44.986 44.833 44.272 44.267

P7 46.561 46.563 46.552 45.946 45.749 45.754

P8 46.351 46.355 46.337 46.033 45.448 45.449

Table 5. Results of UTCI calculation by a point(13:00)

각 실험별 base 실험과의 기온 차이 분포를 나타낸 것이

다. 우선 Fig. 9a의 base 실험의 높이 11 m의 기온 분포

를 살펴보면, Pa1, Pa2, Pb1, Pb2 지점의 기온이 최저 

34.24℃(Pa1), 최고 35.02℃(Pb2)로 나타났으며, 도메

인 전체의 최저 기온이 34.21℃, 최고 기온이 35.44℃로 

나타나 도메인 전체에서 기온 분포 차이가 크지 않았는

데 이는 11 m 기온의 경우 Fig. 5에 나타낸 1.4 m의 기

온 분포와 달리 상대적으로 지표면과의 고도 차이가 커 

지표면 온도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도시 외곽 지역보다는 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크

기가 큰 건물의 풍하측 지역과 건물 상부 높이의 기온이 

다른 지역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실험별 기온 분포 차

이를 비교하면 1℃ 이내로 나타났지만 옥상 녹화를 적용

한 실험(Fig. 9b, c)의 건물 상부와 풍하측 지역인 남쪽으

로 갈수록 기온의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났다. 
11 m 높이의 기온 시계열 분석에서도 배수성 아스팔

트를 적용한 실험이 옥상 녹화를 적용한 실험보다 기온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났지만, 그 차이는 적게 나타났다. 
Fig. 10, Fig. 11은 P1-P8 지점의 base 실험 시계열과 각 

실험별 base 실험과의 11 m 기온 차이 시간별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모든 지점에서 13시에 34.21℃-35.15℃ 범
위의 최고 기온이 나타났으며, 평균 기온이 32.34-33.06℃
로 기온의 시간 변화가 1.4 m 기온 변화보다 크게 나타

나지 않았다. 실험별 기온 차이는 1.4 m 높이에서보다 

작게 나타나 풍상측(P1, P2, P5, P6)에서 옥상 녹화를 적

용했을 때의 기온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풍하측(P3, 
P4, P7, P8)에서는 wRG 실험에서 0.03℃-0.13℃ 범위

의 기온 감소가 나타났다. 배수성 아스팔트를 적용한 

pPA, wPA, wRG+wPA 실험의 경우 1.4 m 높이보다 

기온 감소 효과가 작게 나타났다. 

3.4. 열쾌적성 지수 계산 결과 

Fig. 12는 base 실험의 13시 1.4 m 높이의 UTCI 분
포와 base 실험과 각 실험별 UTCI 차이를 나타낸 것이

며, Table 5는 각 지점별 UTCI 값을 나타낸 것이다. Fig. 
12의 흰 공백으로 표시된 부분은 UTCI를 계산하는 풍속

의 범위가 0.5~17 m/s로 해당 격자의 풍속이 이 범위를 

벗어나 UTCI 수치가 계산되지 않은 격자이며 이 격자 

주변으로 결과 범위를 벗어난 값이 계산되는 격자의 값

은 마찬가지로 풍속에 의한 특이값으로 가정하고 분석에

서 제외하였다. Fig. 12a에 나타낸 base 실험의 UTCI 분
포는 1.4 m 높이의 기온과 유사한 공간 분포가 나타났으

며, 도메인 전체의 최솟값이 38.68℃, 최댓값은 47.65℃
로 strong heat stress-very strong heat stress에 해당하

는 열 스트레스가 강한 환경인 것으로 계산되었다. 옥상 

녹화를 적용한 실험의 경우 UTCI 분포가 base 실험과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옥상 녹화 적용으로 인

한 1.4 m 높이의 기온 변화가 0.5℃ 이하로 나타났기 때

문에 인간이 열적으로 느낄 수 있는 변화가 크지 않은 것

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배수성 아스팔트를 적용한 

실험의 경우에는 도메인 내 최대 3℃의 기온 감소가 나타

났기 때문에 옥상 녹화를 적용한 실험보다는 UTCI의 변

화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각 지점별로 UTCI의 값을 비교한 결과(table 5)에서

도 옥상 녹화를 적용한 실험보다는 배수성 아스팔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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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으로 인한 UTCI 값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분석 

지점인 P1-P8 모든 지점에서 옥상 녹화와 배수성 아스팔

트를 모두 적용했을 때 UTCI 값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

며, 기온 변화와 마찬가지로 옥상 녹화와 배수성 아스팔

트 적용에 의한 UTCI 감소 효과가 풍상측인 지점(P1, 
P2, P5, P6)에서 0.23~0.91℃, 풍하측(P3, P4, P7, P8)
에서 0.81~1.46℃로 풍하측에서 더 크게 나타나기는 하

지만 기온 변화보다는 풍상, 풍하측에서의 효과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보행자 높이에 해

당하는 1.4 m 높이의 기온과 UTCI만을 분석하였기 때

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기온뿐 

아니라 UTCI의 계산에 고려되는 기상요소인 풍속과 습

도 등의 다른 요소에 대한 UTCI의 민감도 분석과 같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급격한 도시화와 도시 인구 집중으로 

인해 나타나는 도시 환경 문제 중 도시 열섬 현상을 개선

시키기 위해 CFD 모형인 ENVI-met 모형을 이용하여 

건물 옥상 녹화와 지표면 아스팔트 포장의 배수성을 변

화시킨 실험을 수치모의 하여 도시 지역 내 기온 변화를 

분석하였다. 
보행자 높이에 해당하는 1.4 m의 기온을 살펴본 결과, 

기온의 감소 효과는 일사가 강해 기온이 가장 높게 나타

나는 주간 특히 13시에 그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옥상 녹화와 배수성 아스팔트를 적용함으로써 기온이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수성 아스팔트에서 그 감

소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건물에 둘러싸인 

지점의 경우 건물의 그늘 효과로 인해 다른 지점에 비해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건물로 둘러싸여 있지 

않아 base 실험에서 기온이 높게 나타났던 지점에서 기

온의 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옥상 녹화를 적용한 

실험보다는 지표면에 포장된 아스팔트의 배수성을 변화

시킨 실험 결과에서 기온의 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

다. 옥상 녹화와 배수성 아스팔트 적용의 적용 범위에 따

라 실험을 수행했으며, 일부 지역에 적용한 실험보다는 

도메인 전체에 걸쳐 넓은 면적에 대해 적용을 한 실험에

서 기온의 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실험별로 1.4 
m 높이의 기온 감소 효과를 비교한 결과, 부분 옥상 녹화

를 적용한 pRG 실험에서는 최대 0.2℃, 전체 건물에 대

해 옥상 녹화를 적용한 wRG 실험에서는 최대 0.3℃, 부
분 도로에 대해 배수성 아스팔트를 적용한 pPA 실험에

서는 최대 1.4℃, 전체 도로에 대해 배수성 아스팔트를 

적용한 wPA 실험에서는 최대 3.0℃, 건물 옥상 전체 녹

화와 전체 도로에 배수성 아스팔트를 적용한 wPG+wPA 
실험에서는 최대 3.1℃의 기온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건물의 평균 높이인 11 m 연직층에 대한 기온 감소 효

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1.4 m의 기온 분포와 달리 상대

적으로 기온 감소 효과가 크지 않았으며, 이는 지표면과

의 높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지표면 온도가 감소한 영향

을 적게 받아 도메인 내 기온 분포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

으로 판단된다. 옥상 녹화에 의한 기온 감소와 달리 배수

성 아스팔트에 의한 기온 감소는 1.4 m 높이의 기온 변

화와 비교했을 때 크게 감소해 11 m 높이에서는 배수성 

아스팔트가 기온 감소에 지배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수치모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인간이 열적으로 느

끼는 쾌적성을 평가하는 지표 중 UTCI 열쾌적성 지수를 

계산하고 각 실험별로 비교하였다. 각 실험별 UTCI 분
포를 비교한 결과, 기온 분포의 차이와 유사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옥상 녹화를 적용한 실험보다는 배수성 아스팔

트를 적용한 실험에서 UTCI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건물의 옥상을 녹화시키는 것보다는 더 가까운 지

표면 포장재의 배수성을 변화시키는 것이 보행자 높이에

서의 열환경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높이별 기온 감소 효과와 열쾌적성 지수를 분석한 결

과 배수성 아스팔트의 효과가 대부분 크게 나타났지만 

이는 새벽 시간의 강수에 의해 지표 수분이 포함된 실험

이기 때문으로 강수나 인위적인 수분 공급이 없다면 배

수성 아스팔트는 반사도와 열용량이 비슷한 기존의 아스

팔트 포장과 유사한 열환경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배수

성 아스팔트와 같이 불투수성 포장을 투수성 포장으로 

바꾸는 것은 공극 내에 포함된 수분에 의한 냉각 효과를 

더 오래 지속시키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 

냉각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 내 열 환경을 개선하

고 열섬 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건물의 옥상 

녹화 및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 적용 효과의 가능성을 살

펴볼 수 있었으며, 추후에는 기온 외에 습도와 지중 내 수

분 함량과 같은 다른 기상 요소에 대한 효과에 대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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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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