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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방재

3차원 미기상모형 ENVI-met을 활용한 가로수목 식재박스의
도심 온도저감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Study on Impact Analysis of Reducing Temperature in Central Business Area by
Installation of Tree Box Using ENVI-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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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tree box provides an efficient water circulation environment, and stores more soil moisture content than typical trees along
sidewalks due to its special-design concept. It is expected that the tree box has more reducing temperature effect since evaporation process consumes latent heat to reduce air temperature around. In this regard, a three dimensional micro-climate model,
ENVI-met, was employed to run a scenario-based simulation to evaluate the effect of reducing temperature of the tree box. The
outcomes showed that the tree box has a positive effect on mitigation of the heat island effects in urban area by reducing air temperature. It also turns out that comfort index improves when the tree boxes are installed despite a relative humidity increase.
Key words : Urban heat island, Tree box, Microclimate model, ENVI-met

요

지

가로수목 식재박스는 도로의 수목 공간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물순환 환경을 구축하고, 식재된 수목에 충분한 수분 공급이 이
루어지도록 특별히 설계되어 기존 가로수목에 비해 많은 지중 수분량을 유지할 수 있다. 수분은 기화현상을 통해 잠열을 소비
하여 주변의 기온을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로수목 식재박스는 일반 가로수목에 비해 온도저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로수목 식재박스 설치가 도심 열섬현상 저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3차원 미기상모형인
ENVI-met을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했다.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에 의하면 가로수목 식재박스는 도심의 기온 저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가장 더운 오후 시간대에는 2~3oC의 온도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증발산 증가
에 따른 상대습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쾌적성이 향상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로수목 식재박스의 도심 온
도저감 기능은 기존 가로수목에 비해 우수하며, 이는 열섬/열대야 현상을 경감하여 더위로 인한 재난에 대해 방재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 도심열섬효과, 가로수목 식재박스, 미기상모형, ENVI-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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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면 2012년에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수는 984명으로
2011년 443명의 두 배에 달하고, 사망자도 14명으로 2011년

2012년 7월말부터 20여일이 넘게 지속된 폭염과 열대야는
국민 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했다. 무더위로 인한 기력 저

에 비해 8명이나 증가하여 폭염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하는 물론이고, 열섬현상과 열대야로 인한 수면 방해는 일상

열섬은 인구와 건물이 밀집되어 주변 지역의 온도보다 높

생활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구나 보건복지부

은 특별한 기온현상을 나타내는 지역을 말하는데, 포장도로와

에서 실시한 「'12년 폭염 건강피해 사례감시」결과에 따르

인공건축물, 콘크리트 지면의 증가로 인한 열수지 변화, 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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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로 형성된 심한 요철로 인한 환기의 어려움 및 풍속감소

을 명확히 하는 경우는 드물다. 기상(meteorology)은 대기

에 의한 현열 수송 악영향, 도시활동에 의해 배출되는 열,

중에서 일어나는 각종 물리 현상으로서 바람·비·구름·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온실효과, 투수성의 감소에 따른 증발량

눈·무지개 등 대기 중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대기 현상을

감소, 식물의 감소 등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말하는 반면, 기후는 어떤 지역에서 규칙적으로 되풀이되는

도로나 건물 등의 밀집으로 인해 태양열의 흡수와 저장이 증

일정 기간의 평균 기상 상황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심의 열

가하고 이로 인해 지표의 방출 복사열의 감소로 열적 평형

섬현상과 열대야와 같이 일부 지역에 동적으로 나타나는 현

상태가 깨지면서 열대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열섬

상은 기상의 변화로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며, 그 중에서도

현상과 열대야의 효과적인 저감을 위한 노력으로 건물 옥상

지표면으로부터 지상 1.5 m 내에 존재하는 접지기층(接地氣層)

과 벽면 녹화, 쿨 루프(Cool Roof), 쿨 페이브먼트(Cool

의 기상을 미기상으로 분류하여 연구가 진행된다. 미기상은

Pavement), 녹지 배치 변화, 쿨 스팟(Cool Spot), 가로수 설

수평적으로는 수 m에서 수 km의 범위에 걸치는 경우가 많

치 등의 다양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가로

으며, 시간적으로도 분단위에서 1/100초 단위를 이루며, 난류

수 설치의 경우, 흔히 가로수의 열환경 완화 효과는 일사차

에 의한 열교환, 공기의 압축성, 지면 마찰, 복사 등의 영향

단과 증산 때문이므로 주로 낮 기온을 저하시키는데 효과가

이 크게 나타난다.

있다고 인식되고 있으나, 가로수에 의한 낮의 일사차단과 증

최근 도시의 양적 팽창으로 인해 도시 미기상 변화가 심각

산효과는 가로 공간에 대한 축열(heat storage)도 경감하기

해지고, 이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도

때문에 야간의 열섬 현상 완화에도 공헌 한다(모리야마 외,
2011).

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도시 미기상 변화를 계

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도시 미기상 변화를 고려하기 위한 다

최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배수 및 오염물질 정화 기능을

량화하여 이를 지역별로 일정한 특징을 갖는 도시 미기후를

갖는 새로운 가로수목 식재박스에 대한 설계 및 개발을 수행

도출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방법론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

하였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0). 또한 식재박스에 대한 효

는데, 현장측정, 장거리 확인방법, 풍동연구, 수치 시뮬레이션

과 검증을 알아보기 위해 주진걸 외(2012)는 해당 식재박스

모형 등이 있으며, 이 중 시간과 비용의 제약으로부터 비교

의 효과를 SWMM모형을 이용하여 인천 청라지구를 대상으

적 자유로운 수치 시뮬레이션 모형이 주로 많이 활용된다.

로 장기 우수유출 저감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식재박

도시 기후 연구를 위해 많이 사용되는 수치 시뮬레이션 모

스의 설치로 인하여 단기적으로 첨두유출 저감 등의 치수 효

형으로는 일본 규슈대학에서 개발한 AUSSSM(Hagishima,

과와 초기우수의 저감 등의 수질개선효과가 기대되며, 장기적

2001), 독일에서 개발된 UBIKLIM(Friedrich, 2001), FITNAH

으로는 도시하천 건천화 방지, 지하수위 상승 등 도시지역의

(Nielinger, 2001), ENVI-met(Bruse, 2004) 등이 있다.

건전한 물순환 기능 회복에 효과적이라고 나타났다.
가로수목 식재박스의 몸체는 공극이 큰 여재로 채워져 있

AUSSSM 모형은 Multi-layer model로, Surface-layer scheme,
Single-layer model에 비해 건물에 의한 공기역학 및 열 영

고 박스 공간 내에 물 저장을 위한 집수 공간이 존재한다.

향을 더 정확하게 고려할 수 있는 특징을 갖는다. 이 모형은

이로 인해 식생 토양층에 기존 가로수목에 비해 많은 수분이

자연 상태의 지표면, HVAC(Heating, Ventilation, and Air

존재하기 때문에 수분 증발 작용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여름

Conditioning)시스템이 있는 건물 동역학 열시스템 등으로부

철 폭염 시 도시 가로의 열 저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

터의 잠열 유속(flux) 산정이 가능한 몇 개의 sub-model로

대된다. 양금철 외(2007)는 일반 가로수목이 열 저감 효과가

구성되는데, 1) urban atmospheric sub-model. 2) soil sub-

있다고 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특별히 설계된 가로수목 식재

model, 3) building sub-model 등이 있다.

박스의 설치가 기존 가로수목에 비해 열 저감 효과가 우수한

UBIKLIM 모형은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를 분석하였다. Nakayama(2010)는 신소재로 만들어진 물

기술을 사용하여 토지 이용도에 기초한 도시경계층(Urban

을 머금은 포장재(water-holding pavements)는 지표 온도뿐만

Boundary Layer)1의 열환경을 시뮬레이션하여 생기후2의 지

아니라 지상의 기온까지 낮춘다고 주장했으며, 가로수목 식재

역분포도를 도면에 제시하는데, 입력자료로 1) 10 m 해상도

박스도 증가된 토양 수분량으로 인해 이와 같은 효과가 있을

의 수치표고모델, 2) 토지이용/토지구조에 대한 정보, 3) 지역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도시 미기상 연구에

바람장 자료 등을 요구한다.

많이 활용되는 수치 시뮬레이션 모형을 활용하였다. 즉, 수목

FITNAH 모형은 중규모의 비유체정역학적(non-hydrostatic)

과 토양 등에 대한 미세한 제어가 가능한 3차원 미기상 모

예보 모형으로, 복잡지형의 3차원 기상장의 계산이 가능하고

형인 ENVI-met을 활용하여 토양층의 수분이 풍부한 가로수

정확한 풍속 프로파일을 제공한다. 25 m~400 m의 높은 공간

목 식재박스의 설치에 따른 도심 온도저감 효과를 분석하였

해상도로 바람장 계산이 가능하고 토지이용(거칠기) 및 기복

다.

에 따르는 영향 분석, 육지·해풍 또는 하강·상승하는 바람

2. 기존 문헌 고찰

1

도시경계층 : 도시 구조물에 의해 형성된 경계층
생기후(生氣候) : 생물이 생활하고 있는 장소의 기후를 말한다. 인간
과 관련된 기후를 포함하여, 생기후라고도 한다. 기후 차이 및 변동
이 생물의 생육, 생태에 큰 영향을 줌과 동시에 생물의 생육상태가
생물기후에 영향을 주어 그곳에서 특징적인 생물기후가 나타난다.

2

2.1 도시 미기상 수치 시뮬레이션 모형
기상과 기후라는 용어는 우리에게 매우 친근하나 그 구분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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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지역(국지) 유동시스템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

은 열 저감 효과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별히 설계된 가로

다.

수목 식재박스가 기존 일반 가로수목에 비해 열 저감 효과가

ENVI-met 모형은 건물·지형·지물 등 소규모 환경과 미

우수한 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후 사이의 상호작용을 시뮬레이션하는 모형으로, 지표면과

3. 모형의 구성 및 적용

토양의 유형, 건물배치, 식물에 대한 선택이 가능하고, 지표
면과 벽, 지붕, 식물 등에서 발생하는 열역학 과정을 이용하
여 바람의 흐름, 난류 등과 같은 유체역학 파라미터를 산정
한다. 식물과 건물외관에서 발생되는 그늘, 반사, 열을 포함

3.1 가로수목 식재박스 개요
가로수목 식재박스3는 도로의 수목 공간을 활용하여 1) 효

하는 장·단파 복사, 식물에서 공기 중으로 발생하는 증발,

율적인 물순환 환경을 구축하고, 2) 비점오염물질의 효율적인

증산, 현열 유속, 식물생리요인, 지상 및 건물외관의 표면온

처리가 가능하며, 3) 식재된 수목에 충분한 수분 공급이 이

도, 물과 에너지 간 균형 등을 고려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

루어지도록 하고, 4) 강우유출수의 선택적인 처리가 가능한

한다.

기술이다. 개발된 가로수 식재박스는 박스형 가로수목 식재박

이 외에도 Mihalakakou et al.(2004)는 인공신경망 이론을

스 몸체(10), 집수 공간(S2)을 가지는 박스형 집수챔버(20),

이용한 지능형 데이터 기반 모형을 사용하여 그리스 아테네

수목식생층(30), 상층 여재층(41), 하층 여재층(42), 토양층

시에 대한 도시 열섬 현상의 모의실험을 수행하였다. 23개

(50), 월류통로(60), 배수통로(70), 투수통로(80), 지중투수통로

지역에서 관측된 데이터(태양복사에너지, 낮/밤 기온, 최고 기

(90), 단위모듈(100), 결합턱(110)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조

온 등)를 이용해서 모형을 학습시켰는데, 모형을 통한 분석

는 Fig. 1과 같다. 이는 구조적으로 기존 가로수목에 비해

결과 열섬 현상은 기후조건, 주변의 지배적인 기상 조건, 국

많은 지중 수분량을 유지할 수 있으며, 따라서 도심의 기온

지적인 지형 효과, 지역 도시화 효과 등에 매우 종속적임을

저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확인했다. Shrestha et al.(2009)는 일본 오사카를 대상으로

가로수목 식재박스 설치가 도심 열섬현상 저감에 미치는 효

WRF(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모형을 이용하여

과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였다.

도시 열섬 현상을 모의실험했고, Saitoh(1996)는 일본 동경을
대상으로 관측 데이터와 3차원 도시 열 시뮬레이션 모형을
이용하여 도시 열섬 현상을 분석했다.
이와 같이 도시 미기상의 변화를 수치 시뮬레이션으로 분

3.2 ENVI-met 모형 개요
미기상을 연구할 때 가장 정확한 방법은 모든 변수들을 고
려할 수 있는 현장 실측값을 이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석한 연구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

시공간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많은 제약을 갖는다. 실제

다. 개별 시뮬레이션 모형은 각각의 특징을 가지는데, 본 연

로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 다양한 도시 정책을 검증하는 방법

구에서는 그 중에서 수목과 토양 등에 대한 미세한 제어가

으로 현장 실측값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하지만, 모

가능한 ENVI-met 모형을 이용하였다.

형의 경우 광범위한 시공간을 대상으로 다양한 시나리오에

2.2 가로수목의 역할
가로수목은 국토녹화, 경관조성, 공해방지, 시민보건 등을
위하여 시가 및 강변지역 등의 가로와 노변에 조화있게 심는
나무를 말한다(서울특별시, 1984). 이러한 정의와 같이 가로
수목은 그 역할이 다양하며, 가로수로 활용 가능한 수종 또
한 다양하다. 양금철 외(2007)는 가로수목이 열 저감 외에도
산소공급, 부유먼지의 중금속 흡착·제거, 대기오염물질 속의
질소산화물, 환산화물, 오존 등을 제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
에 적재적소에 알맞은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해야 하는 필요
성을 주장했다. Kikuchi et al.(2007)는 일본 센다이시의 중
심에 위치한 두 개의 가로(히로세길과 조젠지길)를 대상으로
기온, 바람의 방향과 세기, 구온도(Globe Temperature),
NOx 농도 등의 실측을 통해 가로수와 교통량이 기류 분포
(Airflow Distribution)와 대기 오염물질의 난류 확산
(Turbulent Diffusion), 열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
다. 가로수 밀도 차이에 따른 기온 변화 분석을 통해 느티나
무가 4열로 조성되어 그늘 효과가 큰 조젠지길의 기온이 은
행나무 3열로 조성된 히로세길에 비해 훨씬 낮게 나타남을

Fig. 1. Structure of tree box

발견했다.
기존 가로수목 관련 문헌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가로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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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ata flow diagram of ENVI-met

대해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에 활용이 되

형태이며, 이 형식의 자료들은 쉽게 이용 및 분석이 가능하

고 있다. ENVI-met 모형은 3차원 미기상 모형으로, 이를 이

다. 하지만 일부 출력 파일은 binary 파일이므로 ENVI-met

용해서 도시 환경 내에서 지표면과 초목, 공기 간의 상호작

내에 내장된 Xtrac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SCII 파일로 변

용을 모의 실험할 수 있다. 또한, 건물과 식생에 의한 그늘,

환하거나 LEONARDO라는 그래픽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을

반사, 그리고 재복사에 따른 장파 및 단파 복사 플럭스, 식

이용하여 수치자료를 시각화 하여 자료를 분석 할 수 있다.

물의 물리학적 변수들의 모사를 포함하는 증발산 및 현열 플
럭스, 각 격자점과 벽면에 대한 지표와 벽면 온도, 물과 토
양 내부의 열 교환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특

3.3 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태양복사 에너지는 지표면에 흡수되어 일부는 현열(Sensible

히, 이 모형은 초목과 토양, 습도, 바람 등의 입력 자료에

Heat), 일부는 수분의 증발에 의한 잠열(Latent Heat)의 형태

대한 제어가 가능하고, 다른 모형에 비해 소규모 환경과 미

로 공기 중으로 전달된다. 현열은 지표부근 공기층의 기온

기후 사이의 상호작용을 잘 묘사하며 특히 개발 전(前) 상황

상승에 많은 영향을 주는 반면, 잠열은 물의 상태 변화(액체

에 대하여 개발 후(後) 변화를 예측하는 연구에 주로 사용된

→ 기체)에 소비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주변 기온을 오히려

다(정우식 외, 2006). 따라서 가로수목 식재박스 설치 여부에

낮추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수분의 증발량이 많을수록 주

따른 도심 기온 변화 분석을 위한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판

변의 기온은 떨어지게 된다. 가로수목 식재박스는 일반적인

단되어 본 연구의 미기상 시뮬레이션 모형으로 이용하였다.

침투시설과 비슷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강우초기에 신속하

Fig. 2는 ENVI-met 모형의 데이터 흐름을 도식화한 모습

게 침투가 발생하는 시점까지는 우수를 저류하고, 저류공간이

을 보여준다. ENVI-met 모형의 구동을 위해서는 Area

포화된 이후에는 월류관을 통하여 유출됨을 가정하여 모형을

input file(.In)과 Configuration file(.CF)이라는 두 가지 입력

구성하였다. 즉, 일반적으로 식재박스의 토양층에 더 많은 수

자료가 필요하다. Area input file은 시뮬레이션 대상 지역의

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집수공간에는 일정량의 우수가 저류되

위치정보를 입력하는 파일이다. 대상 지역을 일정 규격의 격

어 있기 때문에 물의 기화현상으로 인해 소비되는 잠열이 일

자로 분할하고, 건물의 위치와 높이, 재질, 식생의 위치와 종

반 가로수보다 많다. 따라서 가로수목 식재박스가 설치된 현

류, 토양 정보 등을 입력한다. 프로그램 내 제공되는 Area

장은 기화열 소비로 인한 주변 기온의 저감 효과가 있을 것

input file editor 기능을 이용하면 직접 정보들을 입력하여

으로 기대되며, 이를 모형으로 구성하기 위해 ENVI-met의

쉽고 편리하게 자료를 구축할 수 있다. Configuration file에

soil 데이터(지중 습도 포함)를 일부 수정하여 시뮬레이션을

는 지역, 시간, 온도, 습도, 풍향, 풍속 등 시뮬레이션에 대한

수행했다. ENVI-met 모형은 다양한 연구에서 그 유효성이

환경 정보를 입력한다. 입력 자료에 대한 메타정보들은 별도

검증되었기 때문에(고은아(2010), 문수영 외(2012)) 모형 자체

의 데이터베이스 파일로 저장된다.

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공간

시뮬레이션의 출력 자료로는 ENVI-met 시뮬레이션을 통해

적 대상범위에 대한 ENVI-met 모형의 정산은 기상청의 과

계산된 온도, 습도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Main data files

거 관측 자료 중 최저/최고/평균기온 등 하루 중 기온 변화

(.EDI/.EDT), 사용자가 지정한 점(point) 공간의 정보만을 포

패턴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이 가로수목 식재박스 설

함하는 Receptor files, 1차원 모형의 정보를 담고 있는 1D-

치 전후의 기온 변화 분석임을 감안할 때 실제 관측 기온을

Model files 등이 있다. 출력 자료들은 대부분 ASCII 파일

이용한 세밀한 정산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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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imulation test site and associated ENVI-met network model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2년 8월 중 하루(24시간)이고,

(Typical Tree) 시나리오(Case1)과 가로수목 식재박스(Tree

공간적 범위는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경찰서 건너편에 위치한

Box) 시나리오(Case2)를 ENVI-met 모형으로 구축하여 시뮬

연면적 71,232 m2에 해당하는 도심일대이다(Fig. 3). 이 지역

레이션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가로수목 식재박스

은 고층 건물이 운집에 있으며 중심부에는 아스팔트로 덮인

가 주변 기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Fig. 4는 시나리

주차장이 위치해 있고, 상대적으로 녹지 면적이 매우 부족한

오별로 각 지점의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기온 변화를,

전형적인 도심 형태를 갖는다.

Fig. 5는 기온 분포 변화를 나타낸다.

고층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대상 지역에 대한 위치 입력

두 시나리오 모두 오후 3~5시경에 최고 기온을 보이고, 오

자료를 정확하게 구축하기 위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

후 8시까지 30oC를 넘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실

하는 항공 LiDAR 정사영상 자료를 활용하였다. 먼저 대상지

제 2012년 8월의 기온의 패턴과 유사한 것으로(기사청 자료

역을 포함하는 500×500m 범위의 항공 LiDAR 정사영상을

에 의하면 2012년 8월 1일의 최고 기온은 오후 3시경

TerraSca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건물, 식생, 토지 등 각각의

35.1oC임), 시뮬레이션이 일반적인 기온 상황을 적절하게 표

등급으로 분류하였고, 이후에 분류 작업이 완료된 자료를 별

출함을 보여준다. 기온이 가장 높은 오후 시간대의 경우 일

도로 개발된 툴을 이용하여 격자 정보로 변환하였다. LiDAR

반 가로수목이 설치된 Case1보다 가로수목 식재박스가 설치

영상을 통해 구축한 초기 입력 정보의 식생과 토양의 분포는

된 Case2의 기온이 약 2~3oC 정도 낮음을 볼 수 있다. 이

실제 대상 지역의 분포와 다소 차이가 있으며 이를 직접 수

러한 현상이 가로수목 식재박스가 일반 가로수목에 비해 지

정 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현장 답사를 통하여 실제

중에 포함하는 수분의 양이 많기 때문에 태양복사열로 인한

식생 분포에 대한 확인 작업을 거쳐 식생과 토양, 포장에 대

온도 상승 저감 효과를 가져 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 정보를 수정·입력하여 초기 입력 정보(.IN)를 구축하였

Nakayama(2010) 연구에 의하면, 신소재로 만들어진 물을 머

다. Fig. 3의 우측 그림은 대상지역을 ENVI-met으로 코딩한

금은 포장재는 지표 온도뿐만 아니라 지상의 기온까지 낮추

결과를 보여주며, 4개 지점(A~D)을 선택하여 기온의 변화를

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일반 잔디보다 1~2oC 낮추고, 일반

측정했다.

옥상보다는 3~5oC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로수목 식재박
스 역시 여과재로 인한 공극율 증가에 따라 지중에 저장된

3.4 시뮬레이션 결과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일반 가로수목

수분이 높기 때문에 지표층에서 발생하는 잠열효과로 인해
동일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Fig. 4. Air temperature change at each point by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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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hange of air temperature distribution

가로수목 식재박스 몸체가 포화되어 최고의 효율을 발휘하는
것을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비가 오지 않을 경우
기온 저감 효과는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 가로수목으로 표현되는 Case1의 경우 오후 5시경 지
점C에서 가장 높은 기온(36.95oC)을 보이는데, 이는 지점C의
공간적 위치 때문이다. 지점C는 아스팔트 도로 상에 위치하
고 태양 복사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른 세
지점에 비해 높은 기온을 유지한다. 그러나 지점 B의 경우도
아스팔트 도로에 위치하지만, 주변의 고층 건물로 인해 태양
복사열이 차단되는 효과 때문에 지점C보다는 낮은 기온을 나
타낸다(Fig. 5 참조).
Fig. 6은 두 개의 시나리오에 대해 시간 별 상대습도의 변
화를 보여준다. 상대습도는 일반적으로 기온과 음의 상관관계

Fig. 6. Relative humidity change by scenario

를 가지기 때문에 오후 시간대로 갈수록 값이 낮아지고 밤이

때문에 상대습도가 높게 나온다. 이는 다습으로 인한 쾌적성

깊어질수록 다시 올라가는 현상을 보인다. 가로수목 식재박스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 가로수목 식재박스의 이러한 문제

는 그 특성 상 일반 가로수목에 비해 증발산 효과가 크기

점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 온열쾌적감(Predicted Mean Vote,

Fig. 7. PMV Distribution by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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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V)4의 분포를 Fig. 7과 같이 확인하였다. 분포도에서 볼

습도의 변화를 세밀하게 관측하고, 상대습도 증가로 인한 쾌

수 있듯이, Case2의 경우가 Case1보다 전체적으로 쾌적한

적성 저해 문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쾌적성 저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로수목 식재박스 설치로

가 발생하는 시나리오의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인한 습도상승보다 온도저감이 쾌적성에 미치는 효과가 크기

대한 모색이 요구된다. 그리고 연구를 위해 활용된 ENVI-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met의 경우 소규모 환경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향후 대
규모 환경에 대한 가로수목 식재박스 적용 연구를 위해서는

4. 결

론

다른 모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가로수목 식
재박스의 잠열효과와 실제 주변 온도의 저감에 대한 실측이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한반도에는 여름 내내 무더

수반되지 않은 것은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되며, 향후 이를

위가 기승을 부렸고, 폭염과 열대야는 1,000명에 이르는 온열

보완할 수 있도록 실측에 근거한 실험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

질환자와 가파르게 증가하는 사망자 수를 야기하는 등 기후

로 판단된다.

문제를 넘어 사회·경제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문
제의 해결책으로서 도시의 열섬효과를 완화시키는 수목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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