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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기후분석 및 기후지도의 제작 매뉴얼 작성

제1절  기후지도의 개념

  독일어로 「클리마」는 기후, 「아틀라스」는 지도집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특수한 전문용

어는 아니지만 슈트트가르트 도시에서는 기후환경의 연구 성과를 대기오염대책이나 도시환경계획, 토지이

용계획 등에 활용한다는 관점에서 기후지도 "Klim aatlas(기후지도)" 또는 “Klimaanlysise(기후분석)”라는 용

어를 사용하고 있다. 

  기후지도란 도시지역에서의 지형의 변화 및 토지이용에 의한 대기상태의 변화와 이에 의해 새롭게 형

성된 도시기후의 특징을 장기간의 기상자료의 수집 및 해석을 통하여 유형화시킨 「도시계획․건축계획을 

위한 기후 지도집」이다. 도시계획 및 건축설계가 최종적으로는 공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실용과학이

기 때문에 용이한 참조 및 해석을 위해서는 연구 결과들이 공간성을 갖추어야만 한다. 따라서 축적된 기

상요소 자료를 통하여 분석되어진 지역의 기후특성들은 기후지도로 표현되어 진다. 이러한 기상요소 자료

들은 도시계획 및 건축계획에 다양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그림 3-1] 도시계획 과정에서 「기후지도」 상

  도시 기후지도는 자연 환경 보전, 바람길 조성, 열환경 개선, 대기오염 개선 등의 관점에서 「순환형 도

시 조성」의 일환으로 기후 정보를 이용해 건축 및 도시를 계획하기 위해 작성한 지도집이다. 기후지도의 

목적은 대상 지역을 기후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이용해 자연 환경이 보전되는 한편 에너지 

절약을 전제로 하는 최적의 도시 ․ 건축계획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에 기후지도 제작의 목적은 대기오염 

억제대책이나 신선한 공기의 도시유입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이는 대상지역의 지형, 토지 피

복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이나 개선 목표는 달라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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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의미에서 서울시 기후지도 작성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 여름의 열환경 완화를 포함한 도시 공간의 환기 

• 자동차 및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대기오염 대책

• 도시화에 의한 여름철의 기온 상승에 따른 열섬대책, 냉난방용 에너지 소비량의 삭감과 그에 

따른 CO 2 배출량 삭감대책 . 

  도시 기후지도의 공간 범위는 행정구역 단위(10~30km  사방)이며, 토지이용계획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지도의 축적은 일반적으로 1/10,000~1/50,000 축적으로 표시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과 같이 보다 세밀한 

토지이용의 경우에는 1/1,000 또는 1/5,000 축적이 이용될 수 있다. 

제2절  기후지도의 구성요소

1. 기후 요소도1)

  기후 요소도는 자료의 지역에 따른 장기간 평균기온(Long-term  M ean Air Tem peratures), 지표레벨에서

의 풍속(Near Ground W ind Speed), 주간 및 야간의 지표면 온도(Surface Temperature Day & Night), 지역 

대기의 온도/습도 여건에 따른 체감온도 및 상대습도(Tem perature and M oisture Conditions), 장기간 평균

강수량 및 그에 따른 유수비율(Long-term  Precipitation Distribution and Runoff)과 대기오염도 등 기후 조

사 결과나 계산을 나타낸 지도 및 토지이용도, 배열 분포도 등 관련 요인의 분포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자료는 지역의 일정위치마다 설치되어 있는 AW S(Automatic W eather Station Installation)를 통하

여 취득되어진다.2 ) 기후 요소도의 의미는 그 자체적으로 도시계획 ․ 설계차원에서의 기후 개선 전략을 위

한 직접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분석 자료가 아니라 그러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 자료로써 활용

되고 있다.  

1) 평균기온(Mean Air Temperatures)

  도시지역의 평균기온을 등온곡선에 따라 온도범위별로 비교, 표현한 분석 자료로써, 연평균 최저기온,  

연평균 최고기온, 한여름날 일수, 열대야 일수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대도시 지역은 주변의 교외지역과 비교하여 열평형 측면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

제는 도시지역은 축열성능과 열전도성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보였고, 조밀한 건물의 배치로 바람, 환기율

1) 기후환경의 평가 또는 분석을 위한 기후 구성요소들의 기초자료(database)로서, 1차 도면에 대응함.
2)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 기준, 격자간격 19㎞로 전국 400여 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매년 100대씩 증설하고 있으며, 2005년 기준으

로 서울시에는 32개의 자동기상관측망(AWS)이 설치되어 있음(기상청, 기상교실,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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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변화를 보이며, 높은 수준의 표면피복과 식생의 감소에 의해 증발면(Evaporation Surface)이 감소하였으

며,  CO 2 등에 기인한 온실가스(Green House Effect)로 도시대기의 온난화 현상이 발생된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이러한 도시지역의 변질된 열환경은 교외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기온분포를 가져

오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에서 가장 높은 온도를 보이는 지역은 도심부 상업가로이며, 그 원인은 열 평형측

면에서의 요인 외에도 인간 체온에 의해 발생하는 열의 집적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도시지

역이 주변의 교외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기온을 보이는 것은 도시지역의 평균최대온도가 

교외지역과 비교하여 높은 것이 아니라 평균최저 온도가 교외지역과 비교하여 높기 때문이며, 이는 도시

지역에서의 야간냉각(Night Cooling)이 교외지역에 비하여 저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여름날 밤의 

열대야 현상에 잘 나타나며 이는 인간의 수면을 방해하며, 순환기질환, 호흡기질환 열사병 등의 건강에 

큰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그림 3-2] 1930년과 2002년 야간 기온 분포 비교(여름 5시 기 )
출처 : ヒートアイランドの對策と技術, 森山正和, 2004. 

2) 풍속(Near Ground Wind Speed)

  지표면에서의 풍속은 도시 기후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지료로써 지표면에서의 공기순환정도를 의미

한다. 도시기후에서 다루는 수직 범위(0~10m ) 안에서의 바람은 지형의 형상, 식생, 수체의 분포 정도와 지

표면의 거칠기 값에 의해 그 유속이 크게 좌우된다. 일반적으로 인공구조물이 많은 도시지역으로 갈수록 

유속이 감소하며 방향의 불규칙한 변화를 보인다. 간혹 고층구조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의 경우 통과효

과(Channel Effect), 차압효과(Pressure Connection Effect) 등에 의해서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평균적으로 도시지역은 교외지역에 비하여 현저한 바람속도의 감소를 보인다. 

  지표면에서의 풍속은 대상지의 실측, 바람장 모의실험 그리고 구조물의 유형에 따른 평균적인 풍속

(Average W ind Speed of the Structure type)의 참조를 통하여 작성되어진다. 이렇게 작성된 자료는 지역의 

환기성능의 검토, 오염원의 확산 경로 파악, 신선한 바람생성지의 도출 및 조성 가능한 바람길의 예측 등

에 있어 기본 자료가 된다. 지표면에서의 풍속은 지표근처의 건축물 유형, 즉 건축물의 형태, 밀도, 토지

이용형태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 이는 독일 베를린에서 작성한 [그림 3-2] 건축물 유형에 따른 지표면 

바람의 평균속도에 잘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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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Deutsche Wetterdienst. "Wind Speed of the Sturcture types", 1992)

[그림 3-3] 건축물 유형에 따른 지표면 바람의 평균속도

3) 주간 및 야간의 지표면 온도(Surface Temperature at Day and Night)

  적외선 사진 및 실측을 통한 대상지 지표면 온도의 산출은 지역이 열적으로 도시기후에 미치는 영향정

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일반적으로 토지가 고밀로 이용되는 도심부로 갈수록 야간에 발생하는 

난방열, 조명열 등의 인공열에 기인, 교외 지역과 비교 주/야간의 지표면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며 특히 야간의 지표면 온도의 경우 도심부일수록 주변지역에 비하여 높은 온도를 보인다. 

  따라서 주 ․ 야간 지표면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다른 지역과 비교 야간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일수록 녹지나 초지와 같은 저개발지로 신선한 공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다. 또 도시의 주간 및 야간의 지표면 온도에 대한 기후분석도와 지표레벨에서의 바람의 속도에 대한 

기후도를 비교, 분석해 본다면 초지나 녹지와 같은 신선한 공기의 생산지에서 발생한 공기가 공간상에서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파악된 신선한 공기의 이동 루트는 지역내 바람길(Fresh  

Air Corridor) 조성의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  

출처 : ヒートアイランドの對策と技術, 森山正和, 2004.
[그림 3-4] 외선 사진에 의한 잔디 지역과 나지의 지표면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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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ヒートアイランドの對策と技術, 森山正和, 2004.

[그림 3-5] 오사카시내의 야간 열화상(2003년 9월 14일 23시 40분)

4) 지역 대기의 온도/습도 여건(Temperature and Moisture Conditions)

  온도, 수증기압, 상대습도는 상호 면밀하게 관계되어 지역의 기후특성을 결정짓는 주요인자로 작용한다.  

즉 지역의 열부담은 비단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습도상태에 따라서도 결정된다.  

도시지역의 대기가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온도를 보이는 이유도 바로 대기 중 수증기의 감소에 따른 증발

냉각효과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지역의 대기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데 있어 지역의 

습도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 하겠다.  

  일반적으로 대기 중의 수증기량은 식생 ․ 수채 등의 표면에서의 증발, 생물의 호흡, 식물의 증산작용, 산

업체 등에서의 증기방출 등에 의하여 증가한다. 반면 대기 중 수증기량의 감소는 지표 피복량의 증가, 지

하수 지하수위의 하락 등에 따라 감소하는 증발량에 의해 결정된다. 도시지역 대기에서 습도에 관한 문제

는 습도가 낮다 높다는 문제보다는 대기 중 습도의 조절이 자연지역과 비교하여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

는다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다. 이는 자연지역이 식생, 토양 등을 통하여 대기 중의 습도여건에 따라 가

습과 제습을 원활하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물은 종에 따라 제습기능 혹은 가습기능 중 한 기능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종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제습/가습에 있어 두 가지 기능을 모두 충족시켜주는 경우

가 많다. 또한 모래는 강력한 제습기능을 보이고, 분수는 대기 중에 습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작용을 한다. 

5) 평균강수량/유수량(Long-term Precipitation Distribution and Runoff)

  강수량과 유수량은 지역의 기후특성과 기상학적 지형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강수량과 유수량은 지하수

의 유량확보와 식물로의 물공급에 따른 수분저장 및 생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경우에 따라선 대

기의 유해성분을 씻어 내리는 긍정적인 작용에도 관계한다. 강수량과 유수량은 지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기에 지역이 산, 언덕, 경사지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지형 외에도 지표면의 사용상태,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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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림, 호수, 혹은 평야에 다라서도 영향을 받으며(Flohn, 1954) ,주거지역의 크기에 따라서도 강수량과 유

수량은 크게 좌우된다. 

  유수량의 측면에서 도시지역은 과도한 피복에 의하여 유수가 지면으로 흡수3 )되지 못하기 때문에 유수

량이 자연지역에 비하여 높다. 특히 과도한 강수량을 보이는 우기에는 유수가 하수구와 함께 범람하여 지

역의 모든 수체를 오염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지역 중 높은 피복률로 과도한 배수가 예상되는 지역은 자

연자원의 효과적인 이용 및 방재 차원에서 피복된 불투수층을 투수층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

각된다. 또한 수채주변 혹은 지하수면과 인접한 지역에 다량의 식물을 식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

는데 이 방법은 유수를 효과적으로 잡아 저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산지역을 통하여 대기 중에 수분

을 공급하며 동시에 지역의 대기온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Evaporation Cooling) 기후적으로 모범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기후분석의 종류 내용 용도

평균온도
지역의 장기간 평균온도, 동온곡선을 통하여 지

역의 연평균 온도를 다른 지역과 비교한 자료

BioClimate, Urban Climate Zone, Climate 
Function의 기본자료

풍속

지상레벨에서의 평균적인 바람의 속도를 표시한 

자료 전체 도시를 대표하는 기준지역을 중심 그 

비율로써 표현

개별건물의 자연환기 성능 검토 및 옥외공간

의 환기성능 검토, 돌풍 및 이상기류 예상지

역의 건축제한을 위한 자료. Bioclimate, 
Urban Climate Zone, Climate Function의 

기본자료

주야간 지표면 온도

건축밀도, 대지 피복성분에 따른 지역의 축열 성

능 차, 인공열 등의 생성 차에 따른 지역의 주/
야간 지표면 온도차를 표현

지역의 열적 쾌적성 검토 및 역전현상 발생지

역의 예측 자료. Biocliate, Urban Climate 
Zone, Climate Function의 기본자료

온습도
지역 대기의 상대습도, 체감온도(ET)를 등온도 

곡선으로 표현한 자료

이상습도지역(이상건조, 이상습윤)을 검출할 수 

있는 기본자료. 지역의 습도제어를 위한 기본

자료. Bioclimate, Urban Cliamte Zone의 

기본자료

장기간 강수량 및 

유수비율

지역의 구역별 장기간 강수량을 등수곡선에 따

라 표현한 자료, 또한 그에 따른 우수의 유수비

율을 구역별로 표현

지역의 수자원 관리(우수처리를 통한 중수로

의 이용 및 우수를 이용한 인공연못의 조성 

측면에서) 홍수방제대책을 위한 기본 자료

지역별 기후변화 분석도

지역의 도시기후부담 정도를 표현한 자료. 각 지

역의 평균 주/야간 온도차, 돌풍이 생성되는 지

역, 이상건조, 습윤지역 등을 표시

구역별 밀도제한, 지역조경계획(수목의 종류, 
양에 따라 습도조절 가능), 식목계획의 기본자

료. Climate Function의 기본자료

생물기상학적 기후부담도

생물기상학적 측면에서 지역의 온도차, 습도, 대

기질 등의 쾌적도, 안전도를 판단한 자료

(PMV(Predicted Mean Vote)에 의한 생물(인
간) 측면에서 접근

지역별 밀도제한, 열환경 제어를 위한 참조자

료, Climate Function의 기본자료

기후분석

도시기후 측면에서 대기환경에 부담이 되는 지

역, 도움이 되는 지역의 구분, 신선한 바람의 생

성지역 등을 표현. 상위 모든 기후분석을 개량하

여 정리한 분석자료

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구역별 밀도제한, 
지역조경계획, 녹지체계, 건축물의 배치, 높이, 
밀도, 토지이용 형태 등의 규제 등의 기본자

료
자료 : 고성석, 도시지역 기후부담 저감을 위한 도시설계 기법연구, 2002.2.

[표 3-1] 기후 요소도의 종류

3) 유수의 지면흡수는 대기의 습도조절 차원에서 중요하다. 유수는 토양으로 함양되어 식물의 뿌리 혹은 지하수로 저장되어 있다가 대

기가 건조해지면 식물의 증산작용을 통하여 대기 중으로 방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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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형도와 대기오염원 분포도

  도시계획과 대기오염의 문제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도시계획과 그에 의해서 결정되는 도로나 공장

의 발생원의 분포, 배출량, 자동차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 정도를 표고 및 경사도 등이 포함된 지형도와 

지표 레벨에서의 풍속 및 풍향 자료의 분석을 통해 오염원에서 생성된 대기오염원의 확산 이동 경로를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기 오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배치 및 식생의 배열을 조정할 수 있다. 특히 

대기오염원 지역의 특성상 대기에 정체된다면 닫혀진 구조의 건축배열에 따른 환기성능 불량, 기후 역전

현상에 따른 대기안정화로 인한 대기순환 불량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서는 대기오염원의 확산 및 이동 경로와 주변의 신선한 공기의 이동경로가 중첩되지 않는지 검토함으로

써 대기오염원의 유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신선한 공기의 오염 가능성을 사전에 숙지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강구 할 수 있다.  

2. 기후 분석도

  기후 분석도 또는 기후 해석도는 열 환경 및 대기오염의 분포도를 평가하기 위한 기후 분석 결과를 나

타내는 지도로서, 도시기후 전문가가 시민․도시계획 담당자가 기후 분석결과를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

록 작성된 지도이다. 1/25,000 또는 1/50,000의 국토 수치지형도에 기후톱(clim atop), 차고 신선한 공기 생

성지역 및 이동경로, 공기 순환 프로세스 등에 대한 도식과 서울이 포함되며, 인위적 배출원의 위치와 오

염 범위 항목을 중첩시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 분석도는 특정지역이 열적, 대기위생학적으로 도시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표와 신선한 공기의 생성지와 이동경로를 담고 있으므로 전체 지역에서 중심이 되는 신선한 

공기의 유입 및 이동 경로를 도출해 낼 수 있으며, 각 지역이 해당하는 도시 기후적 기능에 따라 건축제

한, 건축 규제 등의 물리적 제한을 할 수 있는 도시계획 및 건축설계의 판단자료가 될 수 있다.  

 ① 기후톱(배경 색으로 표현)

  기후톱은 기후를 의미하는 “Klim a"와 공간단위를 의미하는 ”Top"의 합성어로서 도시지역에서 기상요소에 

인위적 간섭과 조작 등으로 유발되는 기후변화를 지형과 연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다. 동일한 지형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기후톱 공간 내에서는 대기와 지표면 간의 물리적인 상호 교환과정이 동일하게 진행되

어, 전체적인 기후체계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가장 작은 기상학적 공간단위라고 정의하고 있다(Leser, 

1984). 

  독일의 슈트트가르트는 면, 플라이랜드(경작지, 나목, 토지 등의 공간을 덮지 않은 토지), 삼림, 공원․녹지, 

전원도시, 교외도시, 도심, 중소공장, 공장, 집, 도시시설 이상 11종류, 루르 지역은 수면, 삼림, 공원, 주택지, 

도시, 도심의 6종류, 일본의 경우는 수역, 수림, 공원․녹지, 교외, 시가지, 도심, 공장 7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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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차고 신선한 공기 생성 지역

  냉기의 생산과 모임, 냉기 흐름의 장해물이 지형 기복과의 관계로서 그 위치와 범위가 표현되어 있다. 

결국 지형에 입각하여 기후적 특징이 표현되어 있으며, 대기오염 영향과의 관계가 고려되어 있다.

  이러한 야간의 차고 신선한 공기는 산풍과 사면풍 등이 주로 주된 것이며, 공지(空地)로부터 차갑고 시

원한 공기를 생산하는 찬공기 유역, 주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깊은 지형에 찬공기를 축적하는 찬공기 축적

지역, 건축물 ․ 제방 ․ 가로로 놓여진 숲 등으로 인해 찬공기 호수지역이 생기는 찬공기 정체지역, 그리고 

골짜기가 횡단면으로 좁아지면서 흐름의 장애를 일으키는 지역 등으로 구분되어 표현된다.  

 ③ 기류 교환 (화살표로 표현)

  사면풍, 산곡풍계에 의한 냉기류, 계곡이나, 골짜기 바람이 통하는 길과 국기적인 공기 교환길이나 냉기 

통풍길이 화살표로 표현되며, 오염 공기의 통로도 함께 표시되어 있다. 기류의 영향 범위 등을 함께 표시

하는 경우도 있다. 즉 기류의 영향이 미치는 지역과 미치지 않는 지역을 나타내어 기류에 의한 열환경 완

화 효과 범위를 제시할 수 있다. 

 ④ 인위적 오염원의 위치와 오염범위 (도로나 공장 등을 그림문자로 표현)

  공장, 도로 등의 주요 오염원의 위치가 그림문자 표현을 통해 발생원이 표시되며, 오염물질의 배출량,  

교통량 등의 오염의 질과 공장이나 도로 주변에 의한 오염의 영향을 받는 범위가 구분되어 표시된다.  

3. 계획 지침도

  기후 분석도에서 명시된 내용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는 지도로써, 실제 도시계획 및 건축계획과정에서 

이용되며, 기후학적인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건축과 관련된 토지이용 변경을 사항을 다루고 있

다, 특히 지구상세계획과 같이 세밀한 토지이용이 요구되는 계획에서는 도시계획․건축계획 전문가의 합리

적 토지이용 판단을 위한 준거로서 활용되고 있다.  

  도시계획 및 건축 계획에 대한 지침 작성시 특정지역의 도시 기후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해당 지

역의 건축 밀도, 건축물의 배치, 건축유형, 식목율 등을 제안하고 옥상 녹화, 건축적 수법을 통한 환경개

선을 위한 제언들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독일 슈트트가르트의 계획 지침도는 도시의 공지와 주택지의 평지, 많은 오염물질과 소음을 배출하는 

도로에 대해 몇 가지 유형을 구분하여 토지이용에 대해 기후학적 관점에서 판단하여 계획에 대한 전체적

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 고베지역에서 기후 분석도와 열환경 평가도에 기초한 토지이용 계

획 지침을 살펴보면 도시의 환기, 또는 신선한 공기의 도입을 위해 주간의 남서풍(해풍), 야간의 북동풍

(육풍), 산간 지역은 냉기류를 배려한 건축 계획 제언과 해안 지역에 있어서는 주간의 해풍 산간 지역에 

있어서는 야간의 냉기류를 차단하는 건축을 피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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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서울시 기후지도 작성 방법

1. 기후지도 분류

1) 기후지도 제작 상태에 따른 분류

  기후지도를 제작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종이지도로 제작하는 것으로 

컬러프린터 및 플러터를 이용하여 컬러인쇄를 수행하게 된다. 두 번째는 전자도면 또는 수치지도를 이용

하여 도면을 제작한다. 전자도면은 컴퓨터 상에서 지도를 표출하는 것으로 지도를 사용하는 사람의 목적

에 따라 자료의 입력, 수정, 변환, 출력 등이 자유롭게 수행된다.

  따라서 기후지도 도면 제작시 종이 및 전자지도에 대한 필요 기준 규격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각각

의 특성은 [표 3-2]와 같다. 

구분 종이도면 전자도면

도면의 크기

서울시 전역 : A1 또는 A0
지역별 또는 구청별 : 지역별 면적에 따라 

달리 사용

출력기기(프린터, 플러터)의 지원에 따라 모든 

크기 지원

도면의 축척 

및 규정

서울시 전역 : 1/50,000

지역별 또는 구청별 : 1/2,5000 이상의 대축척

축척에 상관없음. 단, 데이터 입력시 정확도에 

따라 축척이 결정됨.

도면의 지리 

위치 기준
동경 TM 동경 TM, 세계측지계 고려 필요

수치지형도의 

사용
배경도면으로 수치지형도 사용

배경도면으로 수치지형도 사용하나, 원하는 

레이어 선택 가능

범례 공통 기준 표준화된 공통 범례 제시
표준화된 공통 범례 이외에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변경 가능

도면 구성기준 표준화된 도면 구성기준 제시
표준화된 도면 구성기준 이외에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변경 가능

[표 3-2] 기후지도 제작도면의 분류

2) 기후지도 이용 형태에 따른 분류

  기후지도는 사용 목적에 따라 두 가지 형태의 지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서울지역의 기후분포

와 대기오염 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현황도면으로써, 기후 요소인 온도, 풍속․풍향, 강수량, 열대야 등

에 대한 연평균, 계절별 평균, 월평균, 일평균, 대기오염물질의 연평균, 에너지 이용현황, CO 2 배출현황 등



서울시 도시기후지도 제작․구축 연구

- 70 -

에 대한 내용을 주제도면으로 표시하게 된다. 두 가지 이상의 현황 요소들을 분석한 현황 분석도면도 현

황도면에 포함되는데 기온과 바람, 대기오염과 바람, 지형과 바람, 지형과 온도 등 두 가지 이상의 현황 

요소들을 분석한 도면으로 기후학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지역에 대한 경계설정, 지형고도에 따른 

기후 영향 분석, 산림의 분포 등에 따른 영향 분석, 에너지 사용 및 도심지의 특성(토지이용, 고층빌딩, 토

장비율의 특성)이 반영되어 기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이 분석된다.  

  두 번째는 기후지도의 평가도면으로 분석도면과 지침도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분석도면은 각 주

제도의 현황분석을 통해 파악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형과 토지이용 등을 연계시킨 기후 최소 공간단위인 

서울시 기후톱 도면과 서울시 열환경 개선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중요한 신선한 공기 생성지역 도면과 

이동경로 도면을 포함한다. 최종적으로 평가도면 가운데 지침도면은 현황도면과 분석도면을 토대로 도시

계획 및 건축계획에 대한 지침 작성시 기후, 대기환경 측면에서 보전 ․ 복원이 필요한 지역, 토지이용 개

선이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면을 말하며, 건축 밀도, 건축물 배치,  

건축유형, 식목율 등을 제안하고, 옥상녹화, 건축적 수법을 통한 환경개선을 위한 제언 등을 포함하고 있

다.  

구분
현황도면 평가도면

현황 도면 현황 분석도면 분석도면 지침도면

주제도

종류

기후요소도
기온, 풍향․풍속, 
강우량, 습도 등

기후요소도
(풍향․풍속)

+
대기오염도

기후톱

토지이용 지침도

도시계획 지침도

건축계획 지침도

대기오염도
PM10, NOx, CO, 

SO2, O3 등

에너지이용도 에너지, CO2배출현황
기온+지형도

풍향․풍속+지형도

신선한 공기 
생성지역 도면

면적율
건물, 아스팔트, 

나지․초지

대기오염도
+

오염원 위치도

신선한 공기 
이동경로 도면

도면의 

제작형태

전자지도

종이지도

전자지도

종이지도

전자지도

종이지도

지침집

[표 3-3] 기후지도 이용형태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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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기후지도 구성

1) 기후 요소도

  기후지도의 기본이 되는 기후 요소도는 서울시에서 측정하고 있는 기후관련 자료 공간 및 속성자료들

을 GIS DB로 구축한 연후에 서울지역의 전반적인 지역적 기후특성을 파악하는데 기초자료로써 이러한 자

료들을 활용할 수 있다.  

  기후관련 원자료로는 기상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기상관측망(AW S, Autom atic W eather Station  

Installation),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반대기오염관측망과 백엽상 측정 데이터가 있다. 32개소의 자동

기상관측망에서는 기온, 풍향, 풍속, 강수량, 습도, 기압 등이 측정되고 있으며, 데이터의 출력 형태는 매

분, 10분, 정시자료로 출력되고 있는 반면 27개가 운영되고 있는 일반대기오염관측망은 기온, 풍향, 풍속,  

습도 항목이 측정되며, 4가지 측정항목 이외에도 UV, Solra 항목이 추가 측정되고 있으며, AW S와 마찬가

지로 정시자료로써 출력되고 있다. 초등학교와 시민공원 등에 설치한 90개의 백엽상에서는 기온, 풍향, 풍

속, 강수량, 습도, UV, Solra 항목이 정시자료로 측정되고 있다. 

 (1) 온도

  서울시 온도지도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자동기상관측망, 일반대기오염 측정망, 백엽상의 측정 데이터에 

대한 상관분석을 한 연후에 측정된 데이터의 정합성이 신뢰수준 내에 위치할 경우 세 가지 측정 데이터

를 통합하여 서울시 온도지도를 작성한다.  

  자동기상관측망의 매분기온, 정시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자료와 일반대기오염 측정망의 정시온도, 최

저기온, 최고기온, 백엽상의 정시 기온 자료를 통합하여 일별 ․ 월별 ․ 계절별 ․ 연평균 기온, 최고기온, 최

저기온, 열대야 일수 등을 작성하며, 기온분포 간격은 0.5~1.0℃ 내외로 10단계로 구분하며, 기본데이터(건

물, 도로, 등고선 등)가 보이도록 투명도를 주어 서울시 온도분포도를 작성한다.  

 (2) 풍향 ․ 풍속

  자동기상관측망(AW S)에서 풍향은 0.1°, 풍속은 0.1㎧ 단위로 측정되며, 정시풍향, 매분 ․ 10분 ․ 정시 풍

속, 일최대순간풍속의 형태이며, 일반대기오염자동측정망과 백엽상은 16방위, 1㎧ 단위로 측정되고 있으며 

정시 풍향 ․ 풍속의 형태로 출력되고 있다.  

  측정망의 위치 표시는 TM  좌표로 기록하며 최소 초단위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기록하고, 세 가지 원자

료의 정합성을 검토한 후 신뢰수준 범위 내에 있을 경우 자료를 통합하여 모든 자료의 풍속은 0.1㎧, 풍

향은 0.1° 단위로 변환시킨 후, 모든 입력값들은 벡터방식을 사용해 입력한다.  

  서울시 바람장 분포도를 작성에 Golden Software Surfer 프로그램을 활용하는데, 이 Surfer 프로그램은 

불규칙한 XYZ 데이터 파일을 규칙적인 간격을 갖는 Grid 데이터 파일로 만들어서 이것을 기초로 하여 

Contour M ap이나 Surface Plot을 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벡터방식으로 입력된 자료를 Vector M ap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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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angle Grid 항목에는 풍향, Length Grid 항목에는 풍속을 load시키고, Base M ap에서 수치지형도, 토지이

용현황도, 인공위성 영상 등의 배경지도를 load하여 TM  좌표를 일치시켜 서울시 바람장 분포도를 작성한

다. 풍속의 간격은 0.1~0.5㎧ 내외로 10단계로 구분하며, 경우에 따라서 벡터의 색상을 사용해서 작성할 

수도 있다.  

  한강을 따라 형성되는 바람장과 서울을 둘러싼 산들에서 산골바람이 우세한 서울시의 바람 분포도를 

서울시 지형도 및 토지이용도와 중첩시킨 후, 권역별로 주요 관측지점을 선정해 세분화된 바람장미를 바

람 분포도에 포함시켜 서울시 지형에 따라 변화하는 서울시의 바람 방향과 속도와의 관계를 보다 공간적

으로 파악할 수 있다.  

  주요 관측지점의 바람장미 작성방법은 바람장 전산자료 입력방식과 동일하게 벡터 방식으로 풍향, 풍속,

습도와 관련 시간자료를 입력하고 바랑장미의 원점은 중부원점(북위 38°, 동경 127°)을 사용하여 Tim e  

Zone은 -9(Tokyo)을 원칙으로 하여 기본자료를 입력한다. W RPLOT view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풍속의 간

격은 0.1~0.5㎧ 내외로 7~10단계로 구분하며 서울시 바람장미를 작성한다.  

[그림 3-6] 지형도를 활용한 서울시 바람분포도 시

 (3) 강우량

  강우분포도도 온도분포도의 작성 방법과 동일하게 벡터 입력방식을, 배경지도로는 동일 기준좌표의 서

울시 수치지형도, 토지이용도, 인공위성 영상들을 배경지도로 사용하며, 시간당 누적량 ㎜단위로 측정되고 

있는 자동측정망과 백엽상 측정자료를 통합하여 월별 ․ 계절별 ․ 연평균의 서울시 강우분포도를 작성한다.  

 (4) 습도

  습도는 자동측정망과 일반대기오염자동측정망, 백엽상에서 %  단위로 측정되고 있으며, 자동측정망에서

는 매분 ․ 정시, 일최고, 일최저습도 형태로 출력되고, 일반대기자동측정망과 백엽상에서는 정시습도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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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측정되고 있다. 습도분포도도 온도분포도의 작성 방법과 동일하게 벡터 입력방식을 사용하고, 동일 기

준좌표의 서울시 수치지형도, 토지이용도, 인공위성 영상들을 배경지도로 사용하며, 온도분도도 ․ 강우분포

도와 동일한 축적을 사용한다.   

  3가지(자동측정망, 일반대기오염자동측정망, 백엽상) 측정자료를 통합하여 일별 ․ 월별 ․ 계절별 ․ 연평균 

습도 등의 서울시 습도분포도를 작성하며, 습도분포 간격은 5~10%  내외로 10단계로 구분하며, 기본데이터

(건물, 도로, 등고선 등)가 보이도록 투명도를 주며, 위치의 표시는 위경도 및 TM  좌표로 기록하며 최소 

초단위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기록하도록 한다.  

 (5) UV

  자외선(Ultra Violet)은 일반대기오염자동측정망과 백엽상에서 측정되고 있으며, 일반대기자동측정망에서

는 m W /㎡ 단위로 정시 UV 수치로 측정되고, 백엽상에서는 정시마다 태양고도가 최대인 남중시각 때 지

표에 도달하는 자외선 B(UV-B)영역의 복사량을 지수로 환산한 자외선지수로 기록되고 있으며, 자외선 지

수 범위는 [표 3-4]와 같다. 그러므로 서울시 UV분포도는 UV량을 기준으로 하는 분포도와 자외선 지수를 

기준으로 하는 분포도 2종류로 구분하여 월평균, 계절평균, 연평균 UV분포도를 작성한다.  

  UV분포도 작성은 온도분도포와 같은 작성지침에 준하여 벡터입력과 배경지도를 작성하며, UV분포 간

격은 UV량 기준으로 할 경우 0.05~0.1m W /㎡ 내외로 10단계, 자외선 지수의 경우 0.05~0.1 내외로 10단계

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지수범위 자외선강도 가능 증상

9.0이상 매우 강함 20분 내외 피부노출시 홍반 생성

7.0 ~ 8.9 강함 30분 내외 피부노출시 홍반 생성

5.0 ~ 6.9 보통 1시간 내외 피부노출시 홍반 생성

3.0 ~ 4.9 낮음 100분 내외 피부노출시 홍반 생성

0.0 ~ 0.29 매우 낮음 2~3시간 피부노출시 홍반 생성

자료 : http://industry.kma.go.kr/APP/sub_APP12.htm

[표 3-4] 자외선 지수범

 (6) Solra

  일반대기오염자동측정망의 Solra는 W /㎥ 단위, 백엽상에서는 Rad 단위 형태로 정시자료로써 측정되고 

있다. 이 두 가지 자료를 한 단위로 통합시켜 작성방법은 온도분포도 작성지침에 준하여 월평균 ․ 계절평

균 ․ 연평균 Solra분포도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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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대기오염 분포도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27개소 일반 대기오염 자동 측정망에서 측정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분포도

를 GIS S/W를 사용해 1km ×1km  단위의 오염물질 농도 분포도를 작성한다. 일반대기오염자동측정망에서 

측정되는 SO 2, PM 10, NO 2, O 3, CO, NO, NOx, CH 4, THC, TSP, PM 2.5, NM HC 오염물질에 대한 정시농도 

자료를 사용해서 일별 ․ 월별 ․ 계절별 ․ 연평균 오염 분포도를 작성하며, 농도 간격은 각 오염물질 단위에 

맞추어 10단계로 구분하며, 국가기준과 서울시 기준이 지정되어 있는 SO 2, PM 10, NO 2, O 3, CO 오염물질 

항목에 대해서는 기준초과 일수 분포도를 함께 작성한다. 기후 요소도와 마찬가지로 축적 1/1,000의 수치

지형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서울시 전역을 표시하기 위한 기본도의 표현은 1/50,000  

이상의 축적을 사용하므로 1/1,000 수치지형도를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GIS DB는 1/1,000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하고, 종이지도의 경우는 1/1,000 수치지형도를 축적에 따라 변환시키는 것이 필요

하다. 수치지형도를 배경도면으로 할 경우 색상은 수치지형도 작성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나 경우에 따라서 

색상을 회색처리하거나 다른색으로 바꿀 수 있다. 

  또 지형과 풍속 ․ 풍향 그리고 대기오염물질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통하여 대기 오염원의 확산 및 이동 

경로의 중첩 가능성 또는 대기오염원 유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신선한 공기의 오염 가능성 등을 

검토할 수 있다. 

NO2 분포도(2005년) PM10 분포도(2005년)

[그림 3-7] 서울시 기오염 분포도 시

 (8) 인위적 오염원 위치와 오염 범위의 파악

  서울의 주요 대기오염원은 수송부문이며, 그 중에서도 자동차 부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NOx의 

52% , PM 10의 66%를 배출하고 있다. 그러므로 서울 및 수도권 교통량 기 ․ 종점(O-D) 자료를 바탕으로 차

종 구분에 따른 링크별 자동차 배출량을 차종별 속도배출 계수를 이용하여 산정한 자료를 GIS S/W를 활

용하여 단위 거리당 오염물질 배출량(톤/년․㎞)을 수치지형도에 선으로 표현한다. 선 색깔과 굵기로 오염물

질 배출량 정도가 구분되며, 이를 통해 자동차에 의한 오염영향 범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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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점오염원으로써 총량규제 대상사업장에 해당하는 1, 2, 3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벡터편집은 레이어 

분류기준에 따른 심볼( , ) 및 기호를 사용하며, 오염물질 배출량 정도에 따라 심볼 크기를 구분하

고, 오염원 위치는 TM  좌표를 사용하여 수치지형도에 배치시켜 작성한다. 

[그림 3-8] 서울시 오염원 분포도 시

 (9) 에너지이용 분포도

  석유류 수급 통계, 서울시 통계연보 자료를 바탕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축적 1/1,000의 수치지형도를 기

본도로 하여 1㎢ 격자당 에너지 사용량을 배분하여 에너지 이용 분포도를 작성한다. CO 2 배출량도 마찬

가지로 기본도는 서울시에서 구축한 수치지형도 데이터를 이용하며 CO 2 배출량 자료는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통계 자료를 사용하여, 인구분포 또는 가구분포를 기준으로 격자당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배분하여 

서울시 이산화탄소 배출량 분포도를 작성한다. 이러한 서울시 에너지이용 분포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향

후 구별 ․ 지역별 ․ 가구별 에너지 이용현황에 관한 보다 상세한 현황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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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구축형식 자료 표출 구축일정

기후

기온

AWS

매분기온

정시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평균기온

(연평균, 월평균, 계절평균)
최고기온

최저기온

열대야 일수

전자지도

종이지도

수치지형도

1:1,000
1차 연도

일반대기오염자동측정망

정시기온

최저기온

최고기온

백엽상 정시기온

풍향

AWS 정시풍향 최다풍향

(연최다, 계절최다, 월최다)
평균풍향

(연평균, 계절평균, 월평균)

전자지도

종이지도

수치지형도

1:1,000
2차연도

일반대기오염자동측정망 정시풍향

백엽상 정시풍향

풍속

AWS

매분풍속

10분풍속

정시풍속

일최대순간풍속

평균풍속

(연평균, 계절평균, 월평균)
최대풍속

일반대기오염자동측정망 정시풍속

백엽상 정시풍속

강수량
AWS

15분강수

60분강수

정시강수

일강수

평균강수량

(연평균, 계절평균)

백엽상 정시강수

습도

AWS

매분습도

정시습도

일최고습도

일최저습도
평균습도

(연평균, 계절평균, 월평균)
일반대기오염자동측정망 정시습도

백엽상 정시습도

UV
일반대기오염자동측정망 정시 UV 평균 UV량 or 지수

(연평균, 계절평균, 월평균)백엽상 정시 UV

Solra
일반대기오염자동측정망 정시 Solra 평균 Sora량

(연평균, 계절평균, 월평균)백엽상 정시 Solra

기압 AWS

매분 해면기압

정시 해면기압

일최고 해면기압

일최저 해면기압

평균기압 - - 제외

[표 3-5] 기후지도 자료구축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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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구축형식 자료 표출 구축일정

대기질

대기오염
물질농도

일반대기오염 
자동측정망

SO2

평균오염도
(연평균, 계절평균, 월평균)

기준초과 일수

종이지도
전자지도

수치지형도 
1:1,000 2차연도

PM10
NO2

O3

CO
NO

평균오염도
(연평균, 계절평균, 월평균)

NOx
CH4

THC
TSP

PM2.5
NMHC

오염원 
위치도

배출시설
조사표 사업장

1, 2, 3종 사업장 
위치표시

(오염물질 배출량 정도에 
따라 기호 크기 구분)

서울시 및 수도권 
교통량 기․종점 

자료
도로

도로망 표시
(단위거리당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선의 색, 
굵기 구분) 

에너지이용

에너지 
사용량

석유류수급통계
서울시통계연보 1km×1km 격자별

종이지도
전자지도

수치지형도 
1:1,000 3차연도

CO2 
배출량

서울시 CO2 
배출통계 1km×1km 격자별

지역요인

면적율

토지이용도현황

주택지

건물 면적 비율

종이지도
전자지도

수치지형도 
1:1,000 2차연도

상업․업무 
혼합지

주거․상업 
혼합지
공업지

공공용도지
교통시설지 아스팔트 면적비율

나지
나지․초지 면적비율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도시부양 시설

특수지역
하천 및 호소

비오톱현황도

주거지
건물 면적비율

종이지도
전자지도

수치지형도 
1:1,000 2차연도

상업 및 업무지
공업지 및 

도시기반시설
교통시설지 아스팔트 면적 비율
조경녹지

나지․초지 면적비율경작지
산림지

하천 및 습지
유휴지

지형 지형도
항측지형도

건물 건물면적율

종이지도
전자지도

수치지형도 
1:1,000 2차연도

도로 아스팔트면적율
수계

행정구역

([표 3-5] 계속) 기후지도 자료구축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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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기후 분포도 작성

 (1) 서울시 기후톱 유형

  기후톱은 지형과 연계시킨 기후 최소 공간 단위이므로 토양의 질과 상태에 따라 지역의 토지를 유사한 

특성을 가진 토양끼리 유형화 ․ 등급화시킨 비오톱 분류와 연계시켜 서울시 기후톱 유형을 구분한다. 토지

이용 및 서울시 비오톱 유형집(서울시, 2004), 수치지도와 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기후톱 분류 기준을 작성

한다.  

  이와 같은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이유는 도시생태계를 구성하는 최소공간단위는 에코톱(ecoptop)이며, 에

코톱은 다시 비생물적 구성요소인 피지오톰(physiotop)과 생물적 구성요소인 비오톱(biotop)으로 나누어 진

다(Finke, 1986). 이때 피지오톱은 기후형성에 직접적으로 물리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계획 요소로서

의 자료 유형은 토지이용현황으로 나타난다. 또한 비오톱은 도시기후에 비오톱은 기상학적인 특징을 형성

시키는 요소로서 자료 유형은 비오톱 조사자료 등으로 나타난다. 이를 바탕으로 기후톱을 공간적으로 분

류하고, 차고 신선한 공기의 생성지역과 도심지로의 공기이동 통로 및 유입 지역에 대한 공간분석을 수행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지역의 특성과 기상학적 동질성에 따라 서울시 기후톱 유형을 호수/하천 기후톱, 평지 기후톱, 

산림 기후톱, 공원 기후톱, 전원 기후톱, 교외 기후톱, 도시 기후톱, 도심 기후톱, 상업/공업지역 9가지로 

분류한다.  

 ① 호수 ․ 하천  기후톱

  호수 ․ 하천 기후톱에 속하는 지역은 열 함유량이 높아 낮에는 주위의 온도를 식혀주며, 밤에는 열을 발

산하는 성질이 있어 지역의 기온 조절작용에 뛰어나다. 또 신선한 공기를 생산하며 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호수 ․ 하천지역에서 형성된 신선한 공기가 도시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는 경로가 형성될 경우 

호수 ․ 하천 기후톱은 도시계획 ․ 설계차원에서 도시 기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중요 요소로 작용할 수 있

을 것이다.  

 ② 평지 기후톱

  식물이 크게 성장하지 않은 초지, 목초지 또는 경작지에 속하는 지형으로 수목과 같은 풍속의 방해 요

인이 없기 때문에 기후톱 가운데 신선한 공기의 생산량이 가장 많으며, 경사지 등에 위치하고 있어 공기

의 이동방향이 일정한 경우에는 신선한 공기를 하부로 공급한다.  

 ③ 산림 기후톱

  산림 기후톱은 하나의 닫혀진 단일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에 지역의 기상현상에 비교적 적은 영향을 받

는다. 일교차의 변화가 심하지 않고 입사 및 반사량이 수목에 의하여 차단됨으로써 태양에 의한 영향이 

적기 때문에, 일정한 기온과 습도를 유지하는 반면 풍속의 경우는 수목에 의해 크게 감소한다. 그러나 침

엽수 및 활엽수가 식재된 산림 기후톱의 경우 대기오염의 정화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생물 기상학적인 측



제3장∣ 기후분석 및 기후지도의 제작 매뉴얼 작성

- 79 -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④ 공원 기후톱

  공원 기후톱은 평지 기후톱과 산림 기후톱의 중간적 기후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내부 수목의 느슨한 

배치로 녹지대로의 공기 유입이 용이하여 산림 지역보다도 높은 공기 교환능력을 보이므로 주변 주거지

역으로 신선한 공기를 확산시킬 수 있다. 

 ⑤ 전원 기후톱

  주거지역내 많은 녹지가 형성되고 있고 주택의 건물배치 구조가 개방되어 있는 저층형의 주거지역이다.  

건축 구조물에 의해 기상 요인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도시 지역에 비해 지표면 포장비율이 낮고 녹

지 비율이 높기 때문에 열섬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⑥ 교외 기후톱

도시 외곽에 위치한 주거지역이 해당되며, 중간 정도의 개방된 주택배열 구조를 가진 지역이다. 녹지 및 

식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주간의 평균기온은 전원 기후톱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야간의 기온은 전원 

기후톱과 비슷하다.  

 ⑦ 도시 기후톱

  아파트와 단층형 주택이 혼합된 주거지역, 5층 이상의 공동주택 등 완전히 닫혀진 블록구조를 나타내는 

지역이다. 지역 대기 및 지표면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요소에는 지표면 피복상태 외에 건물의 용적율 및 

건폐율의 증가에 따른 도시 활동량의 증가와 건물의 열함유량 증가가 크게 작용한다. 도시지역의 열섬현

상을 형성시키는데 결정정인 작용을 한다.  

 ⑧ 도심 기후톱

  매우 높은 피복률과 낮은 녹지 공간의 지역으로서 고층 건물에 의한 상층기류의 회절로 지표면에 소용

돌이 및 돌풍이 생성되기도 하며, 기온의 경우 평균적으로 2~3℃ 까지 높게 나타나고 있다.  

 ⑨ 상업 ․ 공업지역 기후톱

  소규모 상업지역, 대규모 상업지역 및 준공업 지역 및 대규모 준공업지역 등이 해당되며, 지표 포장율

이 100%에 근접하고, 생산활동에 따른 폐열의 발생으로 지표 및 대기의 온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 과열된 형태의 기상 요인들은 대규모의 대류현상을 야기시킬 수 있어 공장의 높은 굴뚝을 통해 대기

오염원이 주변지역에 확산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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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톱 유형 기후톱 특성 대기 위생학적 기능 계획 방향

호수․하천

∙열 함유력이 높아 기온보정과 조절 작

용이 강함

∙열수지 균형 및 높은 습도를 유지함

∙일절 풍속이 유지됨(풍속)
∙차고 신선한 공기를 생산함

∙가열된 도시지역의 건물과 구조물을 

식혀줌

∙주간에는 주변의 온도를 식혀주며, 
야간에는 열을 발산하여 기온을 조절

함

∙차고 신선한 공기의 저장창고 역할

∙연안 지역에는 바람을 저해하

는 건물은 피함

∙삼림 등을 계획하는 것이 바

람직함

평지

∙야간에 지표면과 대기가 심하게 냉각되

며, 주간에 직사광선에 의해 크게 과열

되어 일교차가 심하게 발생함

∙자연적 역전층이 형성됨

∙풍향/풍속은 지역 기상상태를 반영하며, 
일정풍속이 유지됨

∙지형에 따라 기상요소에 크게 변화됨

∙야간에 차고 신선한 공기가 형성되어 

하부지역으로 이동함

∙지형조건과 장애물에 따라 냉기호가 

형성되며, 농작물에 피해를 유발함

산림

∙닫혀진 단일구조를 형성하며, 지역적 

기상현상에 영향을 적게 받음

∙주변지역 기상요인과 큰 차이 : 일교차

가 심하지 않고, 일정 기온과 습도유

지, 식생에 의한 풍속 감소

∙입사 및 반사량 감소 : 수목군이 지붕

과 같은 구조를 형성함

∙신선하고 차가운 공기를 생산함

∙참엽수 및 활엽수에 의한 대기오염 

정화작용이 강함

∙구성 수목의 종류와 연령, 밀집도에 

따라 공기정화 작용에 큰 차이를 나

타냄

∙보전, 확장

공원

∙평지와 산림의 전이적 기후특성을 반영
함

∙초지와 수목으로 구성되며, 수목의 배
열형태가 느슨함

∙공원내 초지와 수목에 의해 다양한 소
기후군이 형성됨

∙공원지형의 경사, 면적, 주변지역 건축
구조물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큰 영향
을 받음

∙주변 공기의 녹지대 유입이 용이하여 
공기정화능력이 향상됨

∙주거지역에 매우 유익한 대기위생학
적 작용을 함

∙수목에 의한 대기오염 물질 여과작용
이 발생하며, 정화능력이 삼림보다 
우수함

∙보존, 적절한 간격으로 도시 
가운데에 점재

자료 : 송영배, 「도시기후지도 작성방법에 관한 연구」, 2001.
주 : 기후톱 유형별 특성에서 계획방향은 森山正和, “열섬의 대책과 기술”(2004)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작성함. 

[표 3-6] 기후톱 유형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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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톱 유형 기후톱 특성 대기 위생학적 기능 계획 방향

전원

∙주거지역 내에 비교적 많은 녹지가 형성
되어 있음

∙저층형․개방형 건물 배열구조의 주거지
역

∙건물군에 의해 풍속이 크게 감소함
∙도시지역에 비해 지표면 포장율은 낮으

며, 녹지비율은 높음

∙풍속 외 건축물에 의한 다른 기상요
소의 변화가 크지 않음

∙기후 생태학적인 변형이 적음
∙대류운동이 양호하여 대기오염물질의 

이동과 확산이 비교적 용이함
∙열섬현상이 발생하지 않음
∙차고 신선한 공기의 유입이 양호함

교외

∙주거지역내 주택이 밀집, 중간정도, 개방
된 주택구조, 부분적으로 완전히 닫혀진 
블록형 주택 배열 형태

∙녹지와 식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음
∙일교차가 큼
∙주간 평균기온은 촌락지역보다 높으며, 

야간의 기온은 촌락지역과 유사함

∙도시외곽에 위치하거나 열섬현상의 
영향권 내 속함

∙국지적 바람과 찬공기의 흐름이 교란
됨

∙제한된 범위 내에서 대기의 수평대류
가 발생함

∙기복이나 녹피 영향을 받아 가
구내의 미기후는 크게 변화하
므로 지역 개발에 주의가 필요

도시

∙대열형 주택배치의 일반주거 지역
∙APT와 단층형 주택이 혼합된 지역
∙5층 이상의 용적율/건폐율에 따른 공기 

및 지표면 온도가 상승함
∙일일 평균기온이 도시외곽지역 보다 매

우 높게 나타나며, 열섬현상 발생
∙건축물이 갖는 열함유력과 열에 대한 반

응이 큼
∙건축물에 의한 대류현상의 제약과 에너

지의 집중적 소비에 따른 기온상승 ∙고밀도 주거단지, 교통, 상업지역에서 
발생하는 폐열과 대기오염물질이 대
기환경에 큰 악영향을 미침

∙지표면 거칠기가 크게 증가하여 대기
의 순환운동을 크게 방해함

∙대류운동이 활발하지 못한 기상조건
에서 역전층이 형성될 경우, 오염물
질이 농축되어 호흡기 질환 등 심각
한 대기위생학적 악영향을 미침

∙도시지역의 열섬을 형성시키는 결정
적인 요인으로 작용

∙옥상을 포함한 정원이나 가로
수의 적절한 배치, 배열의 적
절한 처리 필요

도심

∙도시 중심 및 중심상업지역(CBD)
∙불투수 포장율이 높으며, 녹지공간이 거

의 없음
∙기온은 도시평균 보다 2~3℃ 높음
∙고층건물에 의한 바람장 변화와 교란이 

심하게 발생함
∙지표면에서는 소용돌이와 거센 바람이 

형성됨
∙강한 열섬효과와 낮은 습도

∙지역 열공급에 의한 배열대책, 
가로수의 배치 대응 필요 

(준)공업․상업

∙큰 면적의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
∙저층형 대형 건물과 구조물이 위치함
∙도시지역에서 가장 높은 기온 분포
∙녹지가 거의 없으며, 바람장 교란됨
∙공기순환이 어려우며, 고농도 대기 오염

이 발생함
∙지표면 포장으로 모든 기상요인들이 가

장 크게 나타남(주간)
∙대규모의 대류현상에 의한 공기순환 발

생가능(열적 난류)
∙공장의 높은 굴뚝으로 대기오염이 주변

지역에 광범위하게 확산됨

∙ 배열 이용이나 식재 등의 대
응 필요

자료 : 송영배, 「도시기후지도 작성방법에 관한 연구」, 2001.
주 : 기후톱 유형별 특성에서 계획방향은 森山正和, “열섬의 대책과 기술”(2004)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작성함. 

[표 3-6(계속)] 기후톱 유형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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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기후톱을 토지이용 현황과 서울시 비오톱 유형과 연계시켜 정리하면 [표 3-7]과 같다. 분류된 기

후톱을 GIS ArcGIS를 활용하여 수치지도에 제시한다. 

기후톱
분류기준

토지이용 유형 비오톱 유형

호수/하천

하천
호수
습지

저류지

인공재료로 정비된 수변(F2)
자연형으로 정비된 수변(F3)

건천(F4)
습지(F5)

평지

나지
묘지

골프장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논(G1)
밭(G2)

방목지(G3)
묘포장(G6)
골프장(E4)

도시유휴지(I1)

산림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산림, 과수원, 조경수, 식재지)
산림지(H1~H10)
경작지 과수원(E5)

공원 도시공원

조경수목식재지(E1, E2)
묘지(E3)

식물원(E5)
고궁(E6))

전원
촌락 주택지

(농촌형 취락지)
자연재료를 이용한 전통취락지(A9)

시설물이 있는 경작지(G5)

교외
단독주택지, 공동주택지, 공공용도지

(교육시설, 행정기관, 병원/요양기관, 연구기관, 
대규모 운동시설)

단독주택지(A1, A2)
4층 이하 공동주택지(A3, A4)

도시기반시설지 공공시설(C12, C13)

도시 공동주택지, 혼합지
5~10층 공동주택지(A5, A6)

5층 이하 상업 및 업무지(B1, B2)
혼합지(B8)

도심
공동주택지(11층이상), 상업․업무시설지(상업용 

건물이 70% 미만)

11층 이상 공동주택지(A7, A8)
6~10층 상업업무지(B3)

혼합지(B7))

(상업)/
준공업

상업․업무시설지(상업용 건물이 70% 이상), 
공업지

11층 이상 상업 및 업무지(B5, B6)
공업지 및 도시기반시설지(C1, C2)

주 : 서울시 기후톱 분류기준은 「서울시 비오톱유형집(2004. 4)」을 기후톱 토지이용유형과 상호 대응하여 작성함. 

[표 3-7] 서울시 기후톱 분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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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서울시 비오톱 지도

[그림 3-10] 서울시 기후톱 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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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고 신선한 공기의 생성지역 도출

  일정 공간(특히 계곡지형)에서의 차고 신선한 공기의 생성강도는 찬공기 생성지역의 크기와 지표면 상

태(토지이용) 및 지형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4 ). 찬공기 생성지역이 클수록 생성요인이 많이 분포하게 

되어 발생량 증가에 유리하며, 또한 주위의 다양한 지형조건에 의해 생성된 찬공기를 유입시키고 집결시

키는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지표면 상태에 있어서는 초지와 농경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찬공기 생성에 유리하다. 이

는 초지와 농경지가 수림지보다 야간시간대의 지표면 냉각 효과가 더욱 크기 때문이다. 지형조건에 있어

서는 평균경사도와 평균 경사횡단면 형태가 찬공기 생성에 영향을 미친다. 대체로 평균경사도가 5°에서 

25°인 경우가 가장 유리하며, 이는 생성된 찬공기가 계곡 아래로 밀려 내려가면서 생기는 공간에 대체되

는 다른 공기의 유입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너무 높은 경사(25° 이상)일 경

우에는 찬공기 유동이 급격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하다. 평균 경사횡단면 형태에서는 오목한 경

사지가 찬공기 흐름의 집결과 그들의 수직적 유출강도 및 적절한 흐름에 유리하다. 이와는 반대로 볼록한 

경사는 찬공기 강도를 감소시키고 회오리 같은 불안정한 유출상태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토지 이용현황과 비오톱을 바탕으로 분류한 서울시 기후톱 유형에서 대기 위생학적으로 주거지역에 유

익한 작용을 하며, 차고 신선한 공기를 생성시킬 수 있는 기후톱은 평지, 산림 및 공원 기후톱이다. 주변

이 산림과 녹지에 인접해 있는 지역은 야간의 곡풍의 영향으로 차고 신선한 공기가 도심지역으로 크게 

유입될 수 있으며, 역전층 형성이나 대류가 안정한 상태에서도 산림과 평지 및 공원에서 형성된 차고 신

선한 공기들이 지형의 경사를 따라 주거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다. 

 (3) 신선한 공기의 이동경로 및 이동형태의 파악

  무풍현상이나 역전층이 형성되는 기상조건에서 산곡풍이나 지형의 경사에 의한 차고 신선한 공기의 이

동은 도시 지역에 차고 신선한 공기를 유입시킴으로써 대기오염을 해소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지역의 기후부담을 저감 시켜줄 수 있는 신선한 공기의 흐름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수로, 기차길, 산책로, 조림의 오픈스페이스 등을 따라 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신선한 공기의 흐름을 

경사풍(Relief-ralated Currents)이라 부르며, 이 공기의 흐름은 도시의 대기정화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행

한다. 다른 하나의 주변지역에 열적, 대기 위생학적 부담을 주는 도시, 도심, (상업)/준공업 기후톱과 근접

한 평지, 전원, 교외 기후톱에서 인접한 전체 범위에서 발생하는 평야풍(Plain W ind Currents)이다. 이것은 

평균 70%  이상의 토지 피복율과 50%  이상의 건폐율을 보이는 도시, 도심, 준공업 기후톱과 연평균 기온

이 상대적으로 낮고 20%  이하의 낮은 토지피복율을 보이는 평지, 전원, 교외 기후톱 지역의 온도차에 의

해 발생하는 대류작용으로써 이러한 바람의 대기정화 효과범위는 두 지역간 존재하는 장애요인, 즉 지역 

단부의 건물 형태, 밀도 등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 

4) Kiese, O., Die Bedeutung vershiedenartiger Freiflächen für die Kaltluftproduction und die Frischluftversorgung von Städten. - 
Landschaft und Stadt 20, 1988 및 Marks, R., Müller, M., u.g.(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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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정리

  서울시 기후지도는 크게 기후요소도와 기후분석도, 기후평가도 3가지 도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후 

요소도는 현황 도면으로써 서울지역의 전반적인 지역적 기후특성, 대기오염 현황, 토지이용 현황, 에너지 

이용 현황 등을 파악하는데 기초자료로써 활용한다. 기후분석도는 기후요소도를 토대로 서울시의 열환경 

및 대기오염 분포도를 평가하기 위한 분석결과를 나타낸 지도로써 특정지역이 열적, 대기위생학적 도시지

역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서울시 기후톱, 온열환경(열섬) 대기오염 영향과의 관계에서 중요

한 신선항 공기 생성지역과 기류 교환 등이 제시된다.  

  기후평가도는 기후요소도와 분석도에 명시된 내용에 대한 평가지도로써, 도시계획 및 건축계획 과정에

서 이용되며, 서울시의 온열환경과 대기질 개선 관점에서 판단한 토지이용 지침 또는 건축물 배치, 건축

유형 등의 건축 지침 등의 계획의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기후요소도

현황도면

기후요소도

∙ 온도 (평균온도, 최고기온, 최저기온, 열대야 일수)
∙ 풍향 (최다풍향, 평균풍향)
∙ 풍속 (평균풍속, 최대풍속)
∙ 강수량, 습도, UV, Solra 등 (평균)

1차

연도

(온도)

대기오염 분포도
∙SO2, PM10, NO2, O3 (평균오염도, 기준초과 일수)
∙NO, NOx, CH4, THC, TSP, PM2.5, NMHC (평균오염도)

2차

연도

오염원 위치도
∙점오염원 (대형사업장) 배출량 정도 표시
∙선오염원 (도로망) 배출량 정도 표시

2차

연도

에너지이용 분포도
∙연료별 에너지 사용량
∙CO2 배출량 

3차

연도

면적율
∙건물 면적율
∙아스팔트 면적율
∙나지․초지 면적율

2차

연도

현황분석

도면
두 가지 이상 주제도 

∙풍향․풍속+대기오염도
∙기온+지형도
∙풍향․풍속+지형도
∙대기오염도+오염원위치도

2차

연도

기후분석도 분석도면

기후톱
∙호수․하천, 평지, 산림, 공원, 전원, 교외, 도시, 도심, 상
업․공업지역 

2차

연도신선공기 생성지역도
∙평지 기후톱, 산림 및 공원 기후톱
∙지형조건 분석

신선공기 이동경로 ∙경사풍, 평야풍

기후평가도 지침도면

토지이용 지침도

3차

연도
도시계획 지침도

건축계획 지침도

[그림 3-11] 서울시 기후지도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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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단계별 기후지도 제작방향

1) 1단계 제작방향(2007년)

  ◦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 도시의 평균 온도 분포 및 변화를 탐지

  ◦ 토지이용 특성에 따른 온도 분포 관계성 파악

  ◦ 대기순환 측정을 통한 풍속분포도 작성

  ◦ 도시기후지역도(기후톱) 시범 작성

2) 2단계 제작방향(2008년)

  ◦ 도시의 구조적 변화(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온도변화 특성 파악

  ◦ 도시지역에서의 증발산량, 유출량 특성 파악

  ◦ 도시지역에서의 바람길 특성 파악

  ◦ 다른 환경지도와의 통합

  ◦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에너지 소비 분포 지도 작성

3) 3단계 제작방향

  ◦ 도시의 온열환경 구성요소와 영향요소 상호간 분석․평가

  ◦ 현행 도시 토지이용도면을 기후요소 고려 토지이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준거틀을 제공하는 토지

이용 지침도 작성

  ◦ 서울시 도시정보시스템과의 연계 활용 모색

2차년도(2007) 3차년도(2008)

장기연평균 온도지도 작성(1993-2006)

 - 체계적 분석을 통한 평균값 산정

 - 토지이용 특성에 따른 온도 분포

 - 지표면 온도 분포(위성자료 활용)

장기연평균 온도지도 작성(1993-2006)

 -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온도변화 분포

 - 도시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온도 분포

에너지 소비 분포지도 작성 및 활용

장기 강수량 분포도 증발산량, 유출량 분포도 작성

풍속분포도 

 - 풍속의 구조적 유형 분류

 - 바람길 특성 파악

풍속분포도 

 - 고층건물에 의한 영향 반영

도시기후지역도(기후톱) 시범 작성

 - 토지이용의 개략적인 특성 반영

도시기후지역도(기후톱) 작성

 - 토지이용 상세 특성 반영

 - 각종 환경지도와의 통합

 - 생태적 특성 반영

[표 3-8] 서울시 기후지도 제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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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시 온도분석 기후지도의 작성 지침

  본 지침의 목적은 서울시 기후지도 시범제작을 통하여 지도 작성기준을 마련하고 조사내용과 성과물에 

대한 표준화를 기함으로써 조사지역과 조사연도, 조사수행 기관의 다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차이

를 최소화하고, 사용자의 도면해석 등 성과물의 활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있다.

  기후지도 작성 지침을 통하여 자료에 대한 수집 및 조사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였으며, 지도를 작성하는 

실무자들에게는 조사 수행내용을, 지도를 활용하는 사용자에게는 성과물의 활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

다. 전체적인 작성지침의 내용은 ① 기후지도 작성 개요, ② 자료의 수집 및 조사 내용, ③ GIS DB 구축 

방법, ④ 기후지도 도면 작성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개요에서는 기후지도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였다.

  ◦ 자료의 수집 및 조사내용에서는 수집되어야 할 각종 자료의 내용을 기본자료와 관련 자료로 구분하

고 수행기준 및 조사내용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였다. 특히, 기후지도가 서울시 온열환경 개선을 위

한 다양한 서울시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각종 자료에 대한 범위, 수집내용, 조사 분석항목 등을 

제시하였다. 

  ◦ GIS DB 구축에서는 기후지도 작성을 위한 전산입력 및 시스템 사항 등에 관한 기준을 수록하였다.  

여기에서는 작성기법, 성과물의 포맷, 레이어의 분류, 각종 부호 및 코드의 입력 기준이 포함된다.

  ◦ 기후지도 도면 작성에서는 표준화를 요구하는 도면의 작성기준을 수록하였다. 여기서는 도면의 규격,  

수록 내용, 표현 방법, 범례 구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 기후지도 시범구축에서는 본 지침에서 제시한 방법들을 준수하여 실제 서울시 기후지도를 제작하도

록 한다.

1) 개요

  본 지침은 서울시에서 측정하고 있는 기후관련 각종 공간 및 속성자료들을 GIS DB로 구축하고 기후지

도를 작성하는데 있어 표준화된 방법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기후지도는 온도, 풍속, 지표면온도, 온

습도, 강우량, 대기오염도, 에너지 이용량 등 다양한 주제도가 있을 수 있다. 지침에 있어 주요 내용으로

는 자료의 수집 및 조사 내용, GIS DB 구축방법, 도면작성 방법이다. 본 지침에서 제시한 방법들을 이용

하는 경우 서울시 기후지도 제작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기후지도를 작성하거나 또는 기후기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본 지침을 이용하여 추후 발

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 결국 기후지도를 만들고자 하는 실무자들에게는 기후지도 작

성 수행기준을, 그리고 기후지도를 활용하는 사용자에게는 성과물의 활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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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내용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기후지도 관련 기존의 제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하고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조사자료의 분석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기본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수집 및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자료 수집

  ◦ 인문, 사회, 경제 현황 자료

    - 인구, 면적, 행정구역, 산업경제 자료 등 통계자료

    - 건물, 도로, 수계 현황 등 공간 및 속성자료

    - 토지이용 현황, 도시계획 현황 등 공간 및 속성자료

  ◦ 기초도형 자료

    - 수치지형도, 토지이용도, 항공사진, 위성사진 등

 (2) 기후관련 자료 수집

  ◦ 기후 모니터링 시설현황 조사

    - 장비설치 및 설비 현황

    - 주변 토지이용 현황

  ◦ 기후 모니터링 자료 수집

    - 서울지역 기상청 자료 수집

    - 자동기상관측망(AW S : Autom atic W eather Station Installation) 자료 수집

    - 일반 대기관측망 자료 수집

    - 백엽상 자료 수집

    - 난방 ․ 산업 ․ 발전 ․ 수송 등 에너지 이용 용도별 자료 수집

  ◦ 조사내용

    - 기후 모니터링 지점에 대한 시설 및 주변 현황 조사

    - 시간별 온도, 풍향, 풍속, 강우 등 자료의 수집 및 정리

    - 시간대별 대기오염 농도 자료의 수집 및 정리

    - 서울시 CO 2 배출량 자료 수집

 (3) 원격탐사 자료 수집

  ◦ 광역적인 서울시 온도분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써 활용

    - 위성영상, 항공사진, 지형고도자료(DEM ), 열적외선 밴드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지형, 식생, 수계, 토

지이용 등 기후지도 작성 관련 제반 기반 정보 추출 및 광역적인 온도분포 특성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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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산입력 지침 및 사용 시스템

  기후지도 작성을 위해서는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 관리, 운영 등이 필요하다. 이를 가장 효율적으

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써 지리정보시스템(GIS)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지침에서는 지리정보시스

템(GIS)를 이용하여 각종 조사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기후도면을 제작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지리정보시스템의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들에게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간략한 소개

와 더불어 전산입력에 대한 기준 및 방법을 제시하도록 한다. 

 (1) 지리정보시스템(GIS)

  지리정보시스템(GIS)는 실세계의 다양한 형상들에 대한 공간자료를 수집, 생성, 갱신, 검색, 저장, 변환,  

분석, 표현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도구들이 모여진 시스템이며, 지표면의 다양한 형상에 대하여 지리적 

좌표체계를 부여하고 형상들의 입지, 분포, 패턴, 상호관계 등을 다루게 된다.  

  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기후지도를 구축하는 경우 효율성이 매우 높다.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이 가능

하고, 이를 GIS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목적에 따라 다양한 지도의 표출이 가능

하다. GIS를 이용하여 제작된 기후지도는 지도 작성 이외에도 컴퓨터 상에서 각종 지형분석, 경관 분석,  

토지이용 현황 등의 자료와 연계하여 공간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 하고 있는 지리정보시스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치화된 지도를 통하여 다양한 주제도를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디지타이저, 스캐너 등의 

입력 장비를 이용하여 손쉽게 지도를 제작할 수 있으며, 한번 구축된 수치지도를 다양한 심볼 표

현방식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종이지도 제작에 비하여 소요되는 인력, 

시간,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는 동시에 지도의 내용과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GIS 데이터 모델을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GIS 데이터는 단순 이미지 처리 분야나 CAD 분

야와는 달리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델링을 수행할 있다. GIS 데이터 모델은 현실 세계의 다양한 

공간적 현상들을 0, 1, 2차원의 다양한 형상으로 표현하고 공간데이터와 속성데이터를 연계함으로

써 다양한 분석 기능 및 모델링을 수행할 수 있다.

  셋째, 다양한 공간 분석 기능과 모델링을 통해 고부가 가치의 정보를 추출하고 더 나아가 공간적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나 지식을 창출할 수 있다.  

  넷째, 다양한 데이터 유형들의 통합과 표현이 가능하다. GIS는 공간데이터와 속성데이터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미지, 음성데이터, 동영상 데이터와의 통합이 가능하며, 더 나아가 3차원 기술과의 접목

을 통한 3차원 GIS의 구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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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산입력 지침

  전산입력 지침은 도면으로 작성된 온도분포 기후지도 및 각종 주제도에 대한 다양한 공간 및 속성자료

의 전산 입력 기준을 마련함으로서 지도제작에 필요한 정보의 표준화 및 공유를 도모하고, 서울시 기후지

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산입력은 기후지도 작성을 위한 공간 및 각종 속성 정보 등 조사결과 산출물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입

력하는 것을 말한다.

  ① 전산입력 방법

  기후지도의 주요 요소들은 원칙적으로 벡터 입력방식을 사용한다. 단, 배경으로 사용되는 지도로써 원

격탐사 및 항공사진의 경우는 래스터 입력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기후지도와 배경으로 사용되는 지도(서

울시 수치지형도, 토지이용도, 인공위성 영상 등)는 동일한 기준 좌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전산입력 대상

  ◦ 기후 모니터링 지점(X, Y)

    - 자동기상관측망, 일반대기오염 측정망, 백엽상, 기상청 자료 등

  ◦ 온도분포도 및 각 주제도

    - 온도분포도(일별, 월별, 계절별, 연평균, 기온차 등)

    - 풍향분포도

    - 강우분포도(월별, 계절별, 연평균)

    - 열대야 일수 분포도

    - 습도분포도(월별, 계절별, 연평균)

    - UV 및 Solra분포도(월별, 계절별, 연평균)

    - 대기오염물질분포도(월별, 계절별, 연평균, 기준초과일수 등)

    - 에너지 이용 용도별 격자 소비량

    - CO 2 격자 발생량

  ◦ 각 공간자료와 연계된 속성자료

  ③ 기후지도 작성을 위한 수치지도 작업 원칙

  ◦ 투영의 기준

    - 투영은 평면직각좌표계에 의한 횡단메르카토르도법5 )(TM :Transverse mercator)으로 하며, 단위는 m

로 한다.

5) 임의의 경선을 따라 지구에 접하는 원통에, 정각(正角)으로 바르게 나타나도록 경선과 위선망을 투영하고, 이를 평면으로 전개한 도

법이다. 원통에 접하는 중앙경선(中央經線)에서 동서로 떨어질수록 면적의 왜곡이 커진다. 그러므로 투영의 범위를 중앙 경선을 중

심으로 하는 일정한 경도대(經度帶)로 한정하고, 옆의 경도대에는 별도의 중앙경선을 설정하여 제도하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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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점의 기준

    - 투영원점은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본도의 원점(동부원점, 서부원점 또는 중부원점)을 기준으로 

한다(서울시는 중부원점 사용).

  ◦ 배경도면의 사용

    - 서울시에서 구축한 수치지형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외에 서울시 각 업무부서에서 구

축한 도시계획도, 토지이용도, 인공위성 영상, 항공사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기후지도와 배경도면

으로 사용되는 모든 수치지도는 같은 좌표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3) 사용 시스템

  ① 기본 사항

  벡터 입력, 편집, 도면제작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벡터 이외에도 래스터 입력 기능 지원

  ◦ 속성입력 기능

  ◦ 심볼의 생성 기능

  ◦ 좌표 투영 및 지리좌표로의 변환 기능

  ◦ 지형코드의 생성 및 분리

  ◦ 다양한 데이터 변환 기능

  ◦ GIS 분석 기능(Clip, 매핑, 중첩 등)

  ◦ 지형분석(영향반경, 경사 분석 등) 기능

  출력 장치는 다음의 기능 및 성능을 가져야 한다.

  ◦ 도곽과 모든 데이터의 출력이 가능하여야 한다.

  ◦ 출력 해상도는 0.1m m이내이고 오차는 0.38m m  이내이어야 한다.

  ◦ 출력범위는 600m m  × 900m m  이상이어야 한다.

  ② 벡터자료 입력기준

  ◦ 벡터로 입력하는 내용은 기후 및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모니터링 지점과 이외에 기후지도와 관련된 

내용을 표현한 지도 혹은 조사자료를 포함한다. 

  ◦ 기후지도 및 관련 주제도의 벡터편집은 레이어 분류기준에 따른 심볼 및 기호를 사용한다(시범지도 

작성 참고).

  ◦ 면으로 처리되는 요소들은 반드시 폐합되어야 한다.

  ◦ 여러 도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엽간의 인접부분이 일치하는 폐합된 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 연속되는 모든 선형데이터는 연결되어야 한다.

  ◦ 주기를 입력시키기 위해 다른 지형지물을 삭제하여서는 안된다.

  ◦ 위치좌표의 획득은 1/5,000 이상의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구하거나 이보다 정확한 위치를 획득할 



서울시 도시기후지도 제작․구축 연구

- 92 -

수 있는 방법의 적용이 가능하다.

  ◦ 위치의 표시는 위경도 및 TM좌표로 기록하며, 최소 초단위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기록하도록 한다.

 (4) 성과물의 포맷

  ◦ 성과물이라 함은 기후지도 및 관련 주제도를 전산입력 지침에 따라 구축된 전산자료를 말한다.

  ◦ 성과물은 기본적으로 Arc/GIS Shape 파일 형태로 생성하여야 하며, 기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구

축할 경우 Arc/GIS Shape 포맷과 호환되어야 한다.  

  ◦ 도형 요소에 대한 속성정보와 관련 비도형 자료는 상기 도형 포맷에서 규정된 데이터베이스 형식을 

따라 작성하거나 별도 Text 파일 형태로 생성하고, Arc/GIS Shape 파일의 속성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4) 기후지도 도면 작성

  기후지도 도면의 제작시 필요한 기준 규격을 규정하였으며 주요 수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면의 크기

  ◦ 도면의 재질

  ◦ 도면의 축척 및 규정

  ◦ 도면의 지리 위치 기준

  ◦ 수치지형도의 사용

  ◦ 범례 공통 기준

  ◦ 도면 구성기준

 (1) 도면의 크기

  ◦ 서울시 전역을 표현하는 경우는 A2 ～ A0의 크기로 제작을 원칙으로 한다.

  ◦ 지역별 또는 구청별에서는 조사지역의 크기에 따라 적절한 용지 크기를 사용한다.

  ◦ 조사지역이 광범위하여 한 장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두 장 이상으로 제작할 수 있다.

 (2) 도면의 재질

  ◦ 감광지 120g/㎡ 이상의 용지를 사용한다.

 (3) 도면의 축척 

  ◦ 서울시 전역을 표시하기 위한 기후지도의 표현은 1/50,000 이상의 축척을 사용하도록 한다. 단, 조사

지역의 범위 및 조사 정밀도 등을 고려하여 축척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서울시 전역이 아닌 지역

별 또는 구청별 기후지도는 1/25,000 이상의 축척으로 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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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도면의 도곽

  ◦ 기후지도의 도곽은 해당지역을 충분히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도곽주위로 각종 도식 및 범례를 포

함할 수 있어야 한다.

  ◦ 도곽은 외도곽, 내도곽 및 조사 지역 외곽선으로 구성하며 각각이 중첩되어 표현되지 않도록 한다.

  ◦ 외도곽의 모양은 조사 대상지역의 형상을 고려하되 가급적 1:1.75의 비율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 또는 횡의 정방형으로 한다.

  ◦ 내도곽과 외도곽은 횡단 메르카토르 도법에 의한 경위선으로 결정한다.

  ◦ 외도곽은 내도곽의 외부에 10mm  간격으로 내도곽과 평행하는 1줄의 0.1m m선과 또 이선에서 다시 

1mm  외부에 그은 1m m의 굵은 선으로서 표시한다. 또한, 외도곽과 종이 테두리 사이는 10m m를 넘

지 않도록 한다

  ◦ 내도곽은 외도곽으로부터 10mm  내부에 0.1m m의 선으로 표시한다.

 (5) 도면의 지리위치 기준

  ◦ 도면의 지리위치 기준은 측량법에서 제시한 측량기준(위치표시, 원점의 위치, Datum  및 타원체, 투영

법, 투영원점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표 5-2]).  

  ◦ 따라서 지도상에서 표시하기 위한 투영 방법은 횡메르카토르 도법이며, 타원체는 베셀타원체6 )를 따른

다.

  ◦ 기후지도에 표시되는 위치의 기준은 국립지리원 지형도 제작 위치의 기준에 의한다.

  ◦ 내도곽 4개의 모서리에 지리좌표(경위도 좌표)를 기입한다.

  ◦ 직각좌표의 원점7 )은 동부원점, 중부원점, 서부원점을 사용하되, 각 원점의 좌표는 False Northing =  

500,000M (제주도 550,000M ), False Easting = 200,000M로 한다.

  ◦ 국가에서는 측량법 개정에 의하여 기존 좌표계(동경좌표계)를 2010년부터 세계측지계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서울시에서는 기본도인 수치지형도의 세계측지계 전환사업을 2007년도에 마무리

하였다. 따라서 세계측지계8 )로 전환된 수치지형도를 배경으로 기후지도를 제작하는 경우 세계측지 

좌표체계를 준수하여야 한다([표 5-2] 참조).

6) 세계 각국은 나라별로 여러 가지 타원체를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측량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베셀타원체를 준거

타원체로 채용하였다. 베셀타원체는 베셀(Bessel)이 1841년에 지구의 크기와 형상을 산출한 타원체로서 장반경(a)은 637739.155m, 
편평률(f)은 1/299.152813이며, 일본에서는 메이지 시대부터 준거타원체로 사용되어 왔다

7) 우리나라에서는 평면직각좌표계를 4개의 좌표원점 서부 (38°N, 125°E), 중부(38°N, 127°E), 동부(38°N, 129°E), 동해(38°N, 131°E)좌
표계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8) 세계측지계란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의 기준이 되는 측지계를 말하며, 좌표계의 원점을 특정 지역이 아닌 지구 

중심점으로 둔 지구중심계라고도 한다. 세계측지계는 지구를 편평한 회전 타원체라고 상정해 실시하는 위치측정의 기준으로서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측량법시행령 제2조의4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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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우리나라 좌표계(기존 좌표계) 세계측지계

위치표시

- 위치표시(측량법 제5조)

  ․ 수평위치 : 준거타원체상의 지리학적 경위도

  ․ 수직위치 : 평균해면으로부터의 높이 (필요한 

경우, 직각좌표 또는 극좌표로 표시)

- 위치표시(측량법 제5조)

  ․ 평면 : 지리학적 경위도(세계측지계)

  ․ 높이 : 평균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

  ․ 지도제작 등 : 직각좌표 , 극좌표,    지구중

심직각좌표

거리 및 면적 - 수평면상의 값 - 회전타원체면상의 값

원점의 위치

- 원점의 위치(측량법시행규칙 제3조)

  ․ 경위도원점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111 국토지리정보원 내

  ․ 수준원점 :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인하공업

전문대 내

- 측량의 원점 : 대한민국경위도원점, 수준원점

Datum 및 타원체

- Datum : Tokyo

- 준거타원체 : 베셀타원체

  ․ 장반경 : 6,377,397.155m

  ․ 단반경 : 6,356,078.963m  

  ․ 편평률 :  1/299.152813

- Datum : Geocentric

- 회전타원체 : GRS80
  ․ 장반경 : 6,378,137.00m, 

  ․ 단반경 : 6,356,752.31m)

  ․ 편평율 : 1/298.257222101

투영법
- Transverse Mercator 

 (횡메르카토르 투영법)

- Transverse Mercator 

 (횡메르카토르 투영법)

투영원점
 - 서부․중부․동부․동해

 (북위38°, 동경 125°․127°․129°․131°)

- 서부․중부․동부․동해

 (북위38°, 동경 125°․127°․129°․131°)

[표 3-9] 측량법에서 제시한 기존 측지계  세계측지계의 비교

 (6) 수치지형도의 사용

  ◦ 기후지도는 수치지형도를 기본 바탕도면으로 사용하며, 이 경우 바탕도면으로 사용되는 수치지형

도를 배경도면 이라 한다. 수치지형도 이외에 도시계획도, 토지이용도, 인공위성 영상, 항공사진 

등을 배경도면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서울시에서는 각종 GIS 도면 제작시 기본도로써 축척 1/1,000의 수치지형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

후지도 제작시 지리정보담당관실에서 구축한 1/1,000 수치지형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서울 전역을 표현하는 기후지도는 1/50,000 이상의 축척을 사용하기 때문에 1/1,000 수치지

형도를 단순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GIS DB는 1/1,000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작성하되,  

종이지도의 경우는 1/1,000 수치지형도를 축척에 따라 변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서울시에서 작성된 수치지형도를 배경도면으로 사용할 경우 배경도면의 색상은 수치지형도 작성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색상을 회색처리하거나 다른색으로 바꿀 수 있다.

 (7) 범례 공통기준

  ◦ 범례는 내도곽 내부에 표시하고 전부 표시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도면과 관계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표시한다. 범례를 표시할 공간이 없는 경우는 적절한 위치에 표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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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례의 구성 요소

     - 방위표

     - 축척

     - 기후지도 관련 주제도(등온선, 풍향, 강우 등)

     - 기후 모니터링 관측지점

     - 기타 도면 이해에 유용한 자료(설명) 등

8) 도면의 구성도

       

<-A B->

C->
<-D

<-E

F->

<-G H->

  대기지도의 명칭을 기입한다.

       A  : 지도제목

       B : 방위표

       C : 범례

       D  : 축척표

       E : 도곽

       F : 내용

       G  : 발간처 및 발간 년월일, 조사기간을 기입한다.

       H  : 기본도의 내용을 기입한다.

  ※ 특정지점에 대한 세부조사를 수행하였거나 분석 결과를 수록코자 할 경우 관련 도면(부속도면)이

나 분석결과를 본 도면과 축척을 달리하여 표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