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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도시에서의 폭염발생은 기본적으로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받으나, 도시에서 발생하는 인공열 배

출과 열축적이 큰 토지피복의 영향으로 더욱 가중된다. 특히 도시폭염의 영향은 야간 열대야 발생

에도 직접적 영향을 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간의 폭염대응에 비해 열대야 대응수단 선택은 매

우 제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구시를 대상으로 열대야 대응 방안으로 야간 찬공기 유동 특성을 

분석하고 이의 공간적 활용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찬공기 유동 분석 프로그램인 

KLAM_21을 활용하여 대구시의 찬공기 유동의 공간적 특성인 찬공기 높이 및 유동범위와 유속 

및 유동방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구시 주변산지에서의 찬공기 생성, 유동은 매우 

활발하나 열대야 발생지역인 도심지역으로 유입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시가지

에서는 주변산지로부터 유입되는 찬공기 유동성이 매우 활발하여 열대야 대응에 매우 효과적인 공

간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간적 조건을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활용하면 

열대야 대응방안 개발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열대야 현상, 찬공기 생성 및 유동, 바람길, 도시계획, KLAM_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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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 wave generation in cities is basically affected by global warming, but it is 

further exacerbated by the impact of artificial heat emission and heat accumulation in 

the city. In particular, the effects of urban heat waves directly affect the occurrence of 

tropical nights. Basically, however, the choice of countermeasures against tropical nights 

is very limited compared to the daytime heat wave respon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cold air flow at night as a countermeasure against 

tropical nights in Daegu Metropolitan City and to suggest its spatial applicability. As a 

research method, the spatial characteristics (flow velocity, flow rate, flow direction and 

range) of cold air flow in Daegu were quantitatively analyzed using KLAM_21, a cold air 

flow analysis progra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cold air generation 

and flow in the surrounding mountains of Daegu Metropolitan City was very active, but 

the inflow was limited to the urban area, which has tropical nights. However, it has 

been shown that the flow of cold air flowing from the surrounding mountains is very 

active in some urban areas, so it has spatial conditions that are very effective in 

countering tropical nights. If these spatial conditions are used for the urban planning, it 

will be very useful to develop countermeasures for tropical nights.

KEYWORDS : Tropical Nights, Cold Air Generation and Flow, Wind Corridor, Urban Planning, 

KLAM_21

서  론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5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평균기온

은 1986~2005년 기준으로 21세기 후반(2085 

~2100년)에 RCP(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시나리오 4.5에서 1.1~2.6℃ 상승

할 것으로 예측된다(IPCC, 2014). 그러나 국내 

평균기온은 21세기 말까지 RCP 시나리오 8.5

에서 6.0℃, RCP 시나리오 4.5에서 3.4℃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어 지구 평균기온 상승률보다 높게 

전망되고 있다(National Institute of Meteorological

Research, 2011). 이러한 평균기온의 상승은 

고밀화된 토지이용과 경제 산업활동이 집적된 

도시에서의 열 환경조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많

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Eagleman, 1974; 

Kim and Kim, 2011; Cha et al., 2019). 

2018년 IPCC가 발간한 1.5℃ 특별 보고서에서

도 도시에서의 이러한 열 환경조건의 악화는 폭

염과 열대야 발생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

다고 제시하고 있다(IPCC, 2018).

일반적으로 폭염과 열대야는 우리나라 여름철

(6월-9월)에 전국적으로 발생하며 주간과 야간

의 강한 무더위로 인해 노약자와 기저질환자들

의 사망률 상승과 각종 사회경제적 피해를 급격

하게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다(Choi et al., 2005). 

그러나 폭염과 열대야 발생은 도시와 농촌지역

에서 매우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즉, 주간

의 폭염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나 

야간의 열대야 발생은 도시지역이 농촌지역보다 

매우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

르면 토지이용 및 토지피복 특성에 따라 표면온

도 차이가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이는 토

지피복의 열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으로 판단된

다(Lee et al., 2010; Song and Park, 2012; 

Wang et al., 2017; Je, 2018).

지역별 폭염과 열대야 발생관련 통계를 보더라

도 소규모 도시나 농촌지역에서의 열대야 발생빈

도가 대도시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2016; Jung, 2019). 열대야는 일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날을 의미하며, 시민들의 불쾌지수 

증가, 주거 쾌적성 감소, 야간 무더위로 인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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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부족 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Jung, 2015).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대도시 여름철은 폭염과 

더불어 열대야 발생으로 인하여 시민건강피해와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가 더욱 가중되는 실정에 

놓여있다.

최근 폭염발생증가와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의 확대로 인하여 폭염대책은 2018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

련되었으며, 폭염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중·장

기적 계획수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정부에

서는 폭염 대응을 위해 범정부 폭염 종합대책과 국

가기후변화적응대책을 발표하였고 지자체 차원에서

도 다양한 폭염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National Institute of Meteorological

Research, 2011; Jung, 2015). 이처럼 폭염대

책은 비교적 다양한 방면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열대야 발생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관

심과 노력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의 전 지구적 열대야 발

생은 현재보다 약 6배 증가하여 폭염의 3배보

다 더 많이 발생 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2100년까지 우리나라 열대야 발

생은 10년에 8일씩 증가하며, 특히 서울과 부

산, 대구와 같은 대도시의 열대야 발생은 지금

보다 9-10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

다(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2012). 그러나 열대야 관련 국내 연구는 대부

분 기상·기후적 관점의 열대야 발생원인과 현

상규명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열대야 대응 

및 완화를 위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방법론 

개발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열

대야는 폭염에 비해 사회적·정책적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나 여름철 전체적인 폭염강도와 

지속일을 증가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열대야 대응 및 완화를 위한 실제적인 적용기법

과 이의 활용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Choi and Kwon, 2005). 

그러나 폭염대책에 비해 열대야 대응 대책은 

현실적으로 선택과 적용이 매우 제한적이다. 폭

염의 경우 이미 많은 분야에서 연구가 이뤄지고 

있어 폭염에 대한 여러 대응방안이 제시되고 있

으나, 열대야에 대한 국내 연구는 미비한 실정

이다(Jung et al., 2019). 또한 폭염 및 열대야

를 완화하기 위해 옥상녹화, 수변공간조성, 도시

숲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이 진행 중에 있다. 그

러나 이러한 대책은 건물단위 혹은 지구단위 정

도에서의 효과는 기대할 수 있으나 도시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판단된다. 

열대야 대응에 대한 국외 관련 연구사례에서는 

야간시간대 바람유동성 확보를 통한 고온대기의 

자연스러운 순환과 확산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

로 나타나, 열대야 대응구역 설정시 주변 찬공

기 생성 및 유동을 고려하여 설정해야 한다

(Weber and Kuttler, 2004; Kim and Kim, 

2011; Seo, 2014). 또한 이러한 바람유동성의 

효과적인 확보와 공간적 활용을 위해서는 공간

계획 차원에서의 연구와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

하고 있다(Landsberg, 1981; Jung, 2015). 이

미 독일과 일본에서는 야간시간대의 찬공기 유

동성을 공간적으로 활용한 열대야 현상완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를 공간계획적 차

원에서 바람길 개념으로 도입·적용하고 있다

(Jung, 2015). 

찬공기 생성은 도시주변의 산지, 계곡, 녹지대 

등의 공간지형적 조건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

는 것을 의미하고, 생성된 찬공기는 데워진 공기

에 비해 무거운 밀도를 가지고 있어 고도가 낮은 

지역으로 유동된다. 즉 찬공기 생성 및 유동의 

갖는 의미는 도시외곽에서 생성된 찬공기가 도시

지역으로 적절하게 유입되어 대기순환 효과를 유

발하는데 있다. 도시로 유입된 찬공기는 뜨겁고 

탁한 공기를 밀어내고 차고 신선한 공기로 순환

시키는 것이다(Kiese, 1988; Jung,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폭염 및 열대야발생

의 대표적 도시인 대구시를 대상으로 열대야 대

응 및 완화 가능 지역을 설정하기 위한 야간 찬

공기 유동성을 나타내는 찬공기 높이 및 유동범

위, 찬공기 유속 및 유동방향에 대한 공간적 특

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향후 공간계획

차원에서 열대야 완화를 위한 야간 찬공기 유동

성의 도입과 활용 및 관련 제도마련에 유익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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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tudy area 

연구방법

1. 사례 대상지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사례연구는 국내 대표적 열대야 발

생지로 알려져 있는 대구시를 대상으로 진행하

였다.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대구시의 열대야 

발생 빈도는 최근 20년(2000-2019) 사이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0-2009년

에서의 평균 열대야 발생일은 16.5일 이었으나, 

2010-2019년에는 21일로 3.5일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나(https://data.kma.go.kr) 향후에도 열

대야 발생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

행연구에 따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 초지와 산림지역 보다 상대적으로 표면온도

가 높게 나타나 열대야 발생지역으로 판단된다.  

그림 2의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등이 

열대야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으로 판단된다(Je, 

2018; Jung, 2019).

대구시는 국내 최초로 공간지형적 특성에 따

른 야간 찬공기 생성 및 유동성 분석을 기반으

로 한 바람길 연구가 시행된 바 있어(Jung, 

2007), 연구 수행을 위한 자료취득이 용이하다. 

대구시의 구체적인 야간 찬공기 생성 및 유동분

석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도시 공

간(883.56㎢) 가운데 열대야 발생에 공간적, 

사회적 연관성이 높은 토지피복유형을 가지는 

시가지를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공간규모는 

28㎞×28㎞이다. 사례대상지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대부분 토지피복유형상 열전도율과 열용

량이 높지 않은 초지와 산림지역으로 구분되어 

열대야 발생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제

외하였다. 또한 사례대상지 가운데 일부 지역은 

행정구역상 대구시에 포함되지 않으나, 야간 찬

공기 유동성 분석을 위한 토지피복유형의 공간

지형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사례대상지에 포함하

였다.

사례대상지에 대한 야간 찬공기 생성 및 유동

분석은 독일기상청에서 개발한 찬공기 유동 분석

수치모델인 KLAM_21을 활용하였다. KLAM_21

은 다양한 공간조건으로 구분되는 지역의 지표

면에서 일어나는 야간시간대의 복사냉각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찬공기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계

량적인 분석이 가능한 수치모델이다(Sievers, 

2007). 또한 KLAM_21은 최대 1500×1500

의 격자망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최적의 분석

격자규모는 1~50m 크기로 부여하여 수치모델

링을 할 수 있다. KLAM_21은 기본적으로 공

간지형적인 형태 및 높이와 더불어 9개의 토지

피복기본유형(고밀주거지역, 저밀주거지역,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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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Input data for simulation in study site(left : Landcover, mid : Building right : DEM)

반포장토지, 공업지역, 공원, 비포장 토지, 포장 

토지, 수변)과 분석대상지의 특성에 따라 12개

의 토지피복유형을 추가할 수 있다. KLAM_21

은 이러한 토지피복유형에 대한 8개의 물리적 

요소별(거칠기 길이, 건폐율, 평균건물높이, 벽

면 지수, 수목피복도, 평균수목높이, 잎면지수, 

최대국부 열손실비율)로 지정된 고유한 속성 값

의 상호작용에 따라 시간대별 찬공기 생성과 유

동을 분석한다. KLAM_21을 활용한 도시규모

에서의 찬공기 생성 및 유동에 대한 선행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다양하게 진행된바 있다(Jung, 

2007; Cha, 2007; Sievers, 2007; Kim et al, 

2013; Sachsen et al., 2013; Sievers et al., 

2016; Seo, 2017; Grunwald et al., 2019).

KLAM_21 활용에 있어서 도시의 건축물 높

이 등과 같은 공간구조에 따라 찬공기 풍향과 

풍속 등 찬공기 유동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

에 본 연구에서는 사례대상지의 건축물높이 조

건을 고려하여 토지피복유형을 추가하고 속성값

을 조정하였다(표 1). 사례대상지의 찬공기 생

성 및 유동분석의 세부적 단계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찬공기 높이 및 유동범위 분석을 통

해 시간 경과에 따른 찬공기의 생성과 축적 및 

확대정도를 파악하였다. 둘째 찬공기 유속 및 

유동방향 분석을 통해 찬공기의 유동강도와 유

동영향범위 및 경로에 대한 공간적 특성을 파악

하였다. 찬공기 유동성 분석결과는 전체 분석시

간 가운데 찬공기 유동성에 유의미한 변화를 보

인 30분, 60분, 120분, 180분, 300분, 420분

을 선별하여 고찰하였다. 셋째 이들 두 가지 특

성분석을 통해 사례대상지에서의 찬공기 생성 

및 유동이 우세한 대표지역을 추출하고 이들 지

역에서의 찬공기 생성시간대별 유동량을 정량적

으로 분석하였다.

2. 자료구축

KLAM_21의 입력자료는 토지피복도와 DEM, 

건축물 자료를 활용하였다. 토지피복도는 환경

부에서 제공하는 토지피복도 세분류 중 대상지 

위치를 포함하는 낙동강 상류(2011), 낙동강 

중류(2012), 영남권역(2013)을 사용하였으며, 

DEM 자료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수

치지형도 1:25,000(2019)를 활용하였고, 건축

물은 수치지도 2.0(2015~2017) 및 수치지형

도 1:25,000(2019)의 최신 건물정보를 활용하

였다(그림 2).

특히, 찬공기 생성과 유동은 그 특성상 도시

의 공간구조적 특성인 토지피복과 높이에 영향

을 받기 때문에 사례대상지의 공간구조적 현장

조건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토지피복유형

을 19개로 세분화하여 적용하였다(표 1). 특히 

찬공기 유동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건물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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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class Area
physical attribute parameters

zo (m) bu hu(m) WAI bv hv(m) LAI a

code 1 Middle Class Apartment Area 
7.19㎢

(0.917%)
0.1 0.9 33.0 3.0 0.0 0.0 0.0 0.0

code 2 Detached Housing Area 
39.10㎢
(4.986%)

0.1 0.9 4.5 3.0 0.0 0.0 0.0 0.28

code 3 Forest
427.95㎢
(54.578%)

0.4 0.0 0.0 0.0 0.9 20.0 6.0 0.56

code 4 Half-Paved land
1.47㎢

(0.190%)
0.02 0.0 0.0 0.0 0.0 0.0 0.0 0.64

code 5 Industrial Area
4.07㎢

(0.519%)
0.08 0.6 12.0 0.9 0.0 0.0 0.0 0.0

code 7 Non-Paved land
28.60㎢
(3.647%)

0.05 0.0 0.0 0.0 0.0 0.0 0.0 1.0

code 9 Water
23.41㎢
(2.986%)

0.001 0.0 0.0 0.0 0.0 0.0 0.0 0.0

code 11 Orchard
83.17㎢

(10.606%)
0.05 0.0 0.0 0.0 0.3 3.0 3.0 1.0

code 14 Cemetery
6.19㎢

(0.790%)
0.1 0.0 0.0 0.0 0.2 20.0 6.0 1.0

code 15 Road
82.59㎢

(10.533%)
0.02 0.0 0.0 0.0 0.0 0.0 0.0 0.64

code 17 Railway
1.52㎢

(0.194%)
0.02 0.0 0.0 0.0 0.0 0.0 0.0 0.75

code 18 Grassland
49.82㎢
(6.353%)

0.2 0.0 0.0 0.0 0.0 0.0 0.0 0.75

code 19 Multiplex Housing Area
14.03㎢
(1.790%)

0.1 0.9 13.5 3.0 0.0 0.0 0.0 0.0

code 20 CBD
12.87㎢
(1.641%)

0.1 0.6 15.0 3.0 0.0 0.0 0.0 -0.3

Code 22 High rise Apartment Area 1
1.81㎢

(0.231%)
0.1 0.9 63.0 3.0 0.0 0.0 0.0 0.0

Code 23 High rise Apartment Area 2
0.26㎢

(0.034%)
0.1 0.9 93.0 3.0 0.0 0.0 0.0 0.0

Code 24 High rise Apartment Area 3
0.03㎢

(0.003%)
0.1 0.9 123.0 3.0 0.0 0.0 0.0 0.0

Code 25 High rise Apartment Area 4
0.02㎢

(0.002%)
0.1 0.9 153.0 3.0 0.0 0.0 0.0 0.0

Zo: aerodynamic roughness length(m), bu: surface area fraction covered by buildings, hu; average building height(m), WAI; wall area index, 
bv: surface area fraction covered by trees, hv: average tree height(m), LAI: leaf area index, a: fraction of the maximum local heat loss rate

TABLE 1. Land cover classes and physical attribute parameters for KLAM_21 Simulation in 

study area

에 대해서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층아파

트지역(Code 1)에서는 33.0m로 변경하였고, 단

독주택지역(Code 2) 4.5m, 중밀주거지역(Code 

19)은 15.0m로 조정하였다. 또한 최근 건설된 

초고층 건물에 의한 찬공기 유동영향을 고려하

기 위해 층고 구분 따라 4개 유형 (Code 22, 

23, 24, 25)을 추가 생성하여 적용하였다. 사례

대상지의 토지피복유형별 면적 구성비에 있어서 

도시적 토지피복유형(Code 1, 2, 5, 15, 19, 

20, 22, 23, 24, 25)에 해당되는 9개 지역은 

20.65%(161.97㎢)이며, 이들 9개 지역에서의 

평균건물높이(hu)와 최대국부 열손실률(a)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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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 토지피복유형과 비교해 볼 때 찬공기 생성

과 유동에 불리한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찬공기 유동성 분석시간은 여름철 일몰 후 토

지피복유형별 복사열 냉각이 이루어져 찬공기 생

성이 시작되는 20시부터 다음날 04시까지 8시간

으로 설정하였다. 수치모델에서 찬공기 유동성을 

확인하기 위한 분석높이는 20m로 설정하였고 분

석격자 크기(해상도)는 20m이며, 격자수는 

1400×1400(28㎞×28㎞)으로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및 고찰

1. 찬공기 높이 및 유동범위

그림 3에서는 찬공기 높이 및 유동범위에 대

한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30분 경

과(20시 30분)에서는 일부 주변 산지에서 찬공

기 생성이 시작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특히 

북측의 연경과 남측의 가창 및 달비골 일대에서

는 인근의 지형조건에 따라 찬공기 유동이 비교

적 높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지역에

서 관찰되는 일부 계곡의 찬공기 높이는 20m 

이상으로 나타났다.

60분 경과에서는 앞서 언급된 이들 지역 외 

북측의 칠곡과 지천일대에서 생성된 찬공기 유

동도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30분 경과

와 비교해 볼 때 북측과 남측 산지에서의 찬공

기 높이는 30m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인근 

산지에서의 찬공기 생성이 더욱 발달하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찬공기의 유동범위도 

훨씬 확대되어 인근 시가지로의 찬공기 유입이 

증가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반면 도심시

가지 대부분지역에서는 찬공기 생성과 유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20분 경과분석을 살펴보면 북측과 남측에서

의 찬공기 생성 및 유동이 더욱 확대되어 인근 

지역으로의 유동범위가 60분 경과에 비해 대폭 

늘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측의 연경일대는 

찬공기 높이가 60m 이상 이며, 칠곡과 지천일

대에서도 찬공기 높이가 40-50m로 나타나고 

있다. 남측의 가창일대도 찬공기 높이가 60m 

이상이며 달비골에서는 40-50m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지역에서 생성되는 찬공기의 유동범

위가 시간경과에 따라 일부 도심시가지로 상당

히 확대되어지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는데 도심

시가지 일부 지역의 찬공기 높이도 20m내외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도심시

가지에서의 찬공기 높이는 10m 내외로 나타나 

인근 산지에서 유입되는 찬공기의 영향이 크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180분 경과에서는 앞서 살펴본 북측과 남측

의 5개 지역 인근산지에서의 찬공기 생성과 유

동이 더욱 활발하여 찬공기 높이와 유동범위가 

공간적으로 대폭 확대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경, 칠곡, 지천지역의 찬공기 높이는 100m 

이상이며, 남측 가창일대의 찬공기 높이는 

100m 이상, 달비골에서는 60-90m에 달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들 5개 지역에서의 찬공

기 유동과 범위는 공간지형적 조건을 따라 뚜렷

하게 형성되어 도심시가지로 유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창일대와 연결된 신천에서

의 찬공기 유동은 매우 활발하여 도심중심지까

지 찬공기 유동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

고 있어, 대구의 대표적 찬공기 유동통로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인근 산지에서 생성된 

찬공기의 유동범위가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도심

시가지의 일부에서는 찬공기 높이가 15-20m 

내외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그림 2에서 보는바

와 같이 도심시가지의 토지피복은 대부분 찬공

기 생성과 유동에 불리한 유형이며 고층․고밀개

발로 인하여 인근산지에서의 찬공기 유입과 유

동에 매우 불리한 공간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된다.

300분 경과에는 인근산지에서 활발하게 생

성·유동되는 찬공기의 영향으로 도심시가지로 

많은 양의 찬공기가 유입되는 것으로 확인되었

으며, 180분 경과와 비교해 볼 때 일부 도심시

가지에서도 찬공기 높이가 30-50m로 관찰되

어 찬공기 유동성이 다소 개선되었음을 보여주

고 있다.

420분 경과에서는 앞서 살펴본 300분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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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Hourly variation of nocturnal cold air height and flow range
(A1 : Gachang, A2 : Dalbigol, A3 : Jicheon, A4 : Chilgok, A5 : Yeong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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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내용과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5개 주요지역에서의 찬공기 생

성·유동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북측

지역은 대부분 금호강으로 수렴되어 유동되고 

남측의 가창일대에서 생성된 찬공기는 신천을 

따라 도심시가지로 활발하게 유동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시간대별 찬공기 높이와 

유동범위의 변화 과정을종합해 볼 때 앞서 언급

한 가창, 달비골, 지천, 칠곡, 연경지역이 찬공기 

생성과 유동 잠재력이 큰 대표지역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이들 5개 지역의 인근지역은 야간

시간대에 도심시가지에 비해 찬공기 생성과 유

동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되어 열대야 발생 시 

이를 적절히 완화시키기에 유리한 공간적 조건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찬공기 유속 및 유동방향

그림 4는 찬공기 유속 및 유동방향에 대한 

시간대별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30

분 경과에서는 일부 주변 산지에서 찬공기 생성

에 따른 유속이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북측의 연경일대와 남측의 가창 및 달비골 일대

에서는 인근의 지형조건에 따라 찬공기 유속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지

역에서 관찰되는 일부 계곡의 찬공기 유속은 계

곡상부에서는 1.0~3.0m/s이상이며 하부에서는 

0.5m/s로 나타났다. 반면 도심시가지에서의 찬

공기 유속은 0.1m/s 이하로 나타나 찬공기 생

성·유동이 매우 열악함을 보여주고 있다.

60분 경과에서는 앞서 언급된 지역에서의 찬

공기 유속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특히 연경일대에서는 일부 상부지역에서의 

유속이 최고 4.0~5.0m/s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

나며, 칠곡과 지천, 가창, 달비골에서도 찬공기 

유속이 2.0~3.0m/s를 보이고 있다. 이들 지역

에서의 찬공기 유동방향도 유속증가와 함께 공

간지형적 조건을 따라 도심시가지 방향으로 일

정하게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도심시가지내에서의 찬공기 유속은 대부

분 무풍수준(0.5m/s이하)을 보이고 있으며 아

울러 찬공기 유동도 앞서 언급한 남측과 북측일

대와 연결되는 일부 국지지역 외에는 찬공기 유

동방향이 형성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는 그림 2에서 보는바와 같이 도심시가지의 토지

피복유형이 찬공기 생성 및 유동에 불리한 공간

적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120분 경과에서는 남측과 북측에서의 찬공기 

유속이 증가되었고, 유동방향성도 명료하게 형

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경일대의 상부 

지역과 하부 일부지역에서의 찬공기 유속이 

5.0m/s이상 인 것으로 관찰되며, 나머지 4개 

지역에서의 찬공기 유속도 60분 경과에 비해 

증가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5개 지역에

서 증가된 찬공기 유속의 영향으로 찬공기 유동

도 도심시가지 방향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인 찬공기 유동은 금호강과 신천의 

공간지형적 조건을 따라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0분 경과시에는 남측과 북측에서의 찬공기 

유속증가가 더욱 확대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으

며, 유동방향성도 도심시가지 방향으로 더욱 진

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심시가

지에서의 찬공기 유속증가는 금호강과 신천인근

지역에서 확대되었으나, 전반적인 유의미한 찬

공기 유속증가는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

고 있다. 이는 그림 2의 토지피복유형분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심시가지 서, 북측의 공업지

역과 도심시가지 전반의 고밀주거지역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00분 경과에서도 남측과 북측 5개 지역에서

의 찬공기 유속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유속증가의 공간적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외곽지역에서의 찬공기 생성

과 유동이 지속적으로 활발하여 공간지형적 조

건을 따라 도심시가지방향으로 계속 유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영향으로 도심시가지

내에서의 찬공기 유속과 유동방향이 180분 분

석결과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개선되었음을 보

여주고 있다. 특히 신천과 금호강에서 유입되는 

찬공기 영향으로 도심시가지 남서측 일대의 찬

공기 유속은 1.0~2.0m/s를 보이며 유동방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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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Hourly variation of nocturnal cold air speed and flow direction
(A1 : Gachang, A2 : Dalbigol, A3 : Jicheon, A4 : Chilgok, A5 : Yeong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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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5 Main points of nocturnal cold air flow

남서측으로 수렴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신천을 기점으로 동측의 찬공기 유

속과 방향은 상대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는 나타

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0분 경과에서는 앞서 살펴본 300분 분석

내용과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남측과 북측 5개 주요지역에서의 찬공기 

유속과 방향성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앞서 살펴본 도심시가지 동측에서의 찬공기 유

속과 방향성은 금호강일대를 중심으로 다소 개

선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시간대별 찬

공기 유속과 유동방향 변화과정을 분석한 결과

를 종합해 볼 때 앞서 언급한 남측과 북측 5개 

지역에서의 찬공기 유속이 시간경과에 따라 매

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와 함께 찬공기 유동 방

향 또한 주변의 공간지형적 조건에 따라 일정한 

방향성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

들 5개 지역의 인근지역은 야간시간대에 도심시

가지에 비해 찬공기 유동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어 열대야 발생시 이를 적절히 완화시키기

에 유리한 공간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찬공기 유동량 분석

앞서 살펴본 야간 찬공기 높이 및 유동범위, 

찬공기 유속 및 유동방향을 통해 대구시의 찬공

기 유동성이 가장 높은 5개 지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5개 지역은 그림 5에 표시된 P1

(가창), P2(달비골), P3(지천), P4(칠곡), P5

(연경) 등이며, 이들 지역의 공간지형적 특성은 

찬공기 생성에 유리한 토지피복유형을 가지는 

배후 산지와 연계된 계곡형태를 가지고 있어 대

구의 주요 찬공기 유동통로임을 알 수 있다. 다

음은 이들 5개 지역에서의 찬공기 유동량의 시

간대별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찬공기 

유동량 분석지점은 각 지점별로 주변 산지에서 

찬공기가 생성·유동되어 수렴되는 하단부를 통

과하는 찬공기 유동량(㎥/s)을 1㎞ 단면기준으

로 초기 15분 이후 30분 단위로 480분까지 17

개 시간구분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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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Gachang)

P2
(Dalbigol)

P3
(Jicheon)

P4
(Chilgok)

P5
(Yeongyeong)

15min. 180 344 150 -42 49

30min. 425 1991 118 249 -15

60min. 1560 11223 1953 1445 2199

90min. 4753 15253 6804 1960 6469

120min. 9495 16234 11027 3048 10414

150min. 17308 15998 15253 4969 14986

180min. 26501 16379 19262 8964 20047

210min. 33220 16124 22868 13608 26768

240min. 37743 16283 25824 19047 31834

270min. 40997 16444 28110 26706 37216

300min. 43447 16361 29687 31282 40068

330min. 45494 16400 30858 34476 42849

360min. 47211 16314 31776 37181 45910

390min. 48922 16233 32111 37932 49206

420min. 50094 16189 30983 38735 50954

450min. 51001 16358 29415 38987 49263

480min. 51901 16192 28074 39528 52008

Sum 510252 240320 344273 338075 480225

* (-) is means reverse wind direction

TABLE 2. Flow rate of nocturnal cold air in 5 main points(unit:㎥/s)

FIGURE 6. Hourly variation of nocturnal cold air flow in 5 main points

표 2는 각 지점의 찬공기 유동량의 시간대별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 유동량규모에서는 

P1(가창)이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 P5(연경), 

P3(지천), P4(칠곡), P2(달비골) 순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찬공기 유동분석의 마지막 시간대

인 480분에서는 P5(연경)지점에서의 유동량

(52,008㎥/s)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P5

(연경)지점 인근 토지피복이 녹지, 산림, 농업지

역등으로 찬공기 생성 및 유동이 상대적으로 유

리하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앞서 진행한 P5(연

경)지점에서의 찬공기 유동성 분석내용과 연계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Jung, 2015; Je, 2018). 

각 지점에서의 시간대별 유동량 변화에서는 찬

공기 생성·유동과 관련된 공간지형적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그림 6). 즉, P1(가창), 

P4(칠곡), P5(연경)에서의 찬공기 유동량은 전

반적으로 90분과 120분 이후 대폭 증가한 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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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달비골)에서는 다른 지점보다 빠른 30분부터 

유동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90분(15,253㎥/s) 

이후부터는 유동량 증가가 거의 일정하다가 

270분에 최대치(16,444㎥/s)를 기록한 후 시

간대별로 아주 적게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다가 

480분(16,192㎥/s)에 약간 감소된 유동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P3(지천)에서는 390

분(32,111㎥/s)까지 찬공기 유동량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다가 이후 420분부터 감소하는 결과

를 보였다. 이는 P2(달비골), P3(지천)지점에서

의 찬공기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계곡기저부

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찬공기 유동성의 지

속적 유지에 불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도시공간 규모에서 발생하는 열대야 대응의 

기본적인 핵심은 낮시간대에 데워진 공기와 야

간시간대에 방출되는 복사냉각열로 인한 고온의 

대기를 대기순 순환성을 확보하여 외부로 적절

하게 수송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야간시간대의 

고온대기를 공간적으로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순

환시키기 위해 도시전체 찬공기의 공간적 유동

성확보가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

서는 대구시를 대상으로 열대야 현상 개선을 위

한 공간적 대응구역 설정을 위한 야간 시간대 

찬공기 높이 및 유동범위, 유속 및 유동방향의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측 비슬산과 북측 팔공산 지형과 연

계된 가창, 달비골, 연경, 칠곡, 지천 5개 지역

이 대구시의 주요 야간 찬공기 유동지역으로 파

악되었다. 이들 지역에서의 찬공기 유동성은 대

부분 수치모델링 분석 시작 후 90분경(21시 

30분)부터 매우 활발하게 발달하여 다음날 04

시까지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연경, 칠곡, 지천 북측 3개 지역에서 유동

되는 찬공기는 금호강으로 연계되어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측의 가창지역에서의 찬

공기 유동은 신천을 따라 도심시가지로 유입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구시의 

야간 찬공기 유동의 공간적 형성구조를 보여주

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5개 지역별 찬공기 유동의 공간적 특성

은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남측의 가창지역에서

는 신천을 따라 도심시가지 방향으로 수렴되며, 

공간적 유동범위도 가장 크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나 도심시가지 일대에서의 열대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활용잠재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달비골에서의 찬공기 유동은 유속과 

유동방향에 있어서 비교적 양호하게 형성되고 

있으나 유동범위의 공간적 규모는 제한적인 것

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달비골 하부 기저

부에 인접하여 형성된 고층·고밀 주거단지로 

인하여 찬공기 유동성이 불리하기 때문인 것으

로 파악된다. 그리고 북측 연경지역에서는 공간

지형적으로 계곡기저부로 수렴되는 찬공기가 대

부분 금호강으로 유입되어 도심시가지방향으로 

유동범위가 확대되므로 열대야 현상개선에 기여

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칠곡

지역의 찬공기 유동성도 매우 활발하며, 연경지

역과 동일하게 금호강으로 유동되고 있다. 그리

고 칠곡지역에서의 찬공기는 공간지형적 특성상 

칠곡 일대의 고밀주거지역을 통과하여 유동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열대야 현상개선에 긍정적 기

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천일대의 

찬공기 유동은 양호하나 공간지형적으로 금호강

에 연계되어 유동범위가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인근 주거지역에 대한 열대야 현상개선

을 위한 긍정적 기능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도심시가지에서의 찬공기 유동성은 매

우 열악하게 나타났다, 이는 도심시가지의 공간

지형적 특성과 토지피복유형이 야간시간대 찬공

기 생성과 유동에 매우 불리한 조건을 가지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 앞서 파

악된 5개 주요 찬공기 유동지역을 포함한 인근 

산지에서 생성되는 찬공기 유입이 매우 제한적

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간 조건으로 인해 

도심시가지에서 발생빈도와 강도가 높은 열대야 

현상에 적절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우며, 특히 여

름철에 연속되는 열대야 발생 시에는 시민들의 

주거쾌적성과 건강성 유지에 매우 심각한 영향



대구시 열대야 대응 구역 설정을 위한 야간 찬공기 유동성 분석 / 서보용 ·이상범 ·권순범 ·차재규 ·정응호 233

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분석된 대구시 야간 찬공기 

유동은 공간적 특성을 감안해 볼 때 도시공간전

체에 대한 열대야 현상 완화와 찬공기 유동성의 

적절한 활용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

다. 이는 장기적인 공간계획수립과 적용이 전제

가 되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가창, 달비골, 지천, 칠곡, 연경지역

은 찬공기 유동성이 매우 우수하여 인근 지역에

서의 열대야 현상 완화를 위한 찬공기 유동성의 

공간적 잠재성은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 따

라서 이들 지역일대를 열대야 현상 완화 구역으

로 지정·관리하여 찬공기 유동을 방해하지 않

도록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응방안으로 판

단된다. 아울러 이러한 대응방안은 도시계획수

립과정에서 이에 대한 기초자료를 분석·확보하

고 토지이용계획과 용도지역지구지정 등의 단계

에서 계획내용으로 담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수행되어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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