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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5 기후지도활용∣
제 절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해외사례1

도시공간에 따라 시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은 많은 영향을 받게 됨 최근 여러 대도시를.○

중심으로 쾌적한 도시공간 구조를 구성하기 위한 다양한 물리적 사회적 활동 등이 진,

행 중임 특히 도시화와 맞물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열섬현상과 대기오염을 완화시.

키기 위하여 도시계획 과정 중에 도시기후가 고려되고 있음 그러나 도시기후 문제 해.

결은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며 따라서 비전문가의 참여는 사실상 어려움, .

따라서 시민 계획가 건축가 등 이해관계자들이 계획과정에서 기후를 고려하기란 사실, , ,○

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부 연구

자들이 도시계획을 위한 도시환경기후지도 를 제안“ (Urban Environmental Climate Map)”

하고 있음 이 지도에는 기후 연구결과의 핵심이 기술되며 이해관계자들이 도시계획. ,

건축설계 및 환경정책에 대한 의사를 결정할 경우 의사교환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음.

특정 도시나 지역의 기후지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대한 기후분석이 선행○

되어야 하는데 이는 기후자료의 수집과 해석에 의하여 보다 상세한 기후분포나 상황변

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분포 또는 장래예측으로 구분할 수 있음 이를 위해 통계모델.

과 예측모델로 나누어지는 시뮬레이션 도구가 이용되고 있음.

기후지도 작성과 관련한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기상 측정 자료를 토대로 이○

를 통계처리하여 제시하는 방법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최근 들어 본격적으로 실용화.

되고 있는 예측기법인 수치 시뮬레이션은 기상현상을 지배하는 열역학이나 유체역학

방정식에서 얻는 수치모델을 사용하여 수치적으로 기상현상을 컴퓨터를 통해 재현하게

됨.

일본1.

일본의 경우 최근 들어 도시환경기후지도가 제안되고 있으나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정“ ”○

의가 아직 통합되지 않은 상태로 개념구조는 제안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적용은 현재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현재 고베대학 연구진이 사카이 시를 대상으로. (Sakai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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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와의 협력하에 실제 계획에 적용 중으로 이 사업은 년에 종료될 예정이2008

며1 ) 일본에서 진행되어온 사례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구성1)

도시환경기후지도를 작성하는 주된 목적은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함으로 도시환경“ ” “○

기후지도는 크게 기후분석지도 와 지침지도” “ (Climate Analysis Map)” “ (Recommendation

로 구성됨Map)” .

[ 5-1]
: http://ams.confex.com/ams/pdfpapers/79052.pdf

[ 5-2]
: http://ams.confex.com/ams/pdfpapers/79052.pdf

1) 박사의 답변내용임Kobe University, COE Research Associate, Takahiro Tanak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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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분석지도①

대상지역내 바람 및 열 환경과 같은 현재 도시기후상태를 나타내는 지도로 지형 기후,○

톱 바람 및 온도가 지도에 표시됨(klimatope), .

도시열섬에 대한 대책은 주로 토지피복변경 인위적인 열감소 및 지리적 특징,○ △ △ △

에 관련된 바람이용의 가지 옵션으로 이루어짐3 .

항목 내용

지형 고도자료로부터 만들어진 토지의 높낮이･

기후톱

기상관찰에 기초한 도시계획단위 을 의미하는 독일말로 토지피복에 기(landscape unit)･
초하며 모든 도시계획단위는 개의 기후톱으로 나뉘어짐10 .
예 산림 기후 논 기후 밭 및 초원 기후 산업 기후) , , , , row-rise residential climate,

상업 기후 도로 기후 공원 기후 및 수상 기후medium-rise & high-rise climate, , ,

바람

가지 유형의 자료로 구성됨3 .･
바람장미 측정자료로부터 생성됨- : .
찬공기 배수로 계산됨- : .
해풍과 육풍 전문가에 의해 기술됨- : .

온도 측정자료･

[ 5-1]

지침지도②

도시열섬 대책에 관한 각각의 옵션을 보여주기 위해 작성되는 것으로 옵션은 기상전문○

가와 계획가의 토론을 통해 도출됨 바람유동에 따르는 도로계획 바람유동에 따르는. “ ”, “

녹지지역 계획 옥상조림 지침지역 지도”, “ (Roof-Planting recommendation zone map)”,

나무식재 지침지역 지도 등이 그 사례들임“ (Tree-Planting recommendation zone map)” .

도시기후의 검토 후 개선해야 할 지역과 보존해야 할 지역을 나타내는 지도로 기“ ” “ ” “○

후분석지도로부터 작성되며 이러한 지도들은 도시규모약 와 지역규모약” ( 1/25,000) (

수준에서 작성됨1/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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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사례2)

오오사카와 고베 사례연구①

오오사카 고베 등 일본의 대도시들은 덥고 습한 기후로 인해 도시계획에 있어 도시기,○

후가 중요 문제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들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도시화로

인해 더 심각한 기후에 노출되고 있음 .

오오사카와 고베의 고마가바야시 지역 을 대상으로 작성된 도시(Komagabayashi District) “○

환경기후지도를 보면 오오사카의 기후분석지도는 기후연구결과를 계획 및 설계에 적” “ ”

용한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의 축척으로 작성됨 그림 참조1/25,000 ([ 5-3] ).

[ 5-3] “ ”(1:25,000)
: http://ams.confex.com/ams/pdfpapers/79052.pdf

그림 는 고베 고마가바야시 지역의 기후분석지도로 대기중의 열적외선 이미지를[ 5-4] “ ” -○

사용하여 추출한 높은 지표면 온도지역 통풍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고밀도 지역 및 여,

름철 시간별 주요 풍속 및 풍향이 지도에 제시됨.



제 장 기후지도 활용5 ∣
　　

- 329 -

[ 5-4]
: http://gis.esri.com/library/userconf/proc05/papers/pap1156.pdf

그림 는 기후분석지도로부터 작성된 고마가바야시 지역의 지침지도로 보존[ 5-5] “ ” “ ”○ △

되어야 할 지역 지표면 온도가 더 낮게 유지되어야 할 지역 통풍이 향상되어야, ,△ △

할 지역 및 낮과 밤의 주요 풍향이 지도에 제시됨 이와 함께 지표면 온도가 더.△ △

낮게 유지되어야 할 지역과 통풍이 향상되어야 할 지역을 개선시키기 위한 가지12△

옵션이 지침지도를 가지고 종합 판단됨 이러한 옵션은 이전의 도시기후연구에 기초“ ” .

하며 이중 하나가 임“cool roof” .

그림 은 축척이 인 고베시 전체의 기후분석지도로 토지이용 해풍 육풍[ 5-6] 1/10,000 “ ” , , ,○

찬공기 통로 및 바람장미가 지도에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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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http://gis.esri.com/library/userconf/proc05/papers/pap1156.pdf

[ 5-6] (1/10,000)
: http://gis.esri.com/library/userconf/proc05/papers/pap115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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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오카시의 기후분석지도 와 활동 프로그램(klimaatlas)② 2 )

후쿠오카 기상관측소에 따르면 연평균 기온은 년전과 비교해 지난 년동안 연평균30 1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후쿠오카시의 고유한 지리학적 특징을 토대로 열섬현2.6℃

상을 완화하기 위해 열섬현상이 현저한 도시화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과정은 크게 단계로 진행되었으며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4 .

도시열환경 실체의 구성 현재 상태의 기후분석지도 작성- -

현재 상태에서 후쿠오카시의 과거 열환경 측정자료와 수치시뮬레이션이 정해지고 열:

환경파악을위한기후분석지도가작성됨 또한토지이용및도시열환경형성과관련.

된 대상 토지의 녹지지역이 계획되고 도시 열환경뿐만 아니라 도시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기후분석지도를 작성함으로써 도시 열환경 실체가 드러나게 됨.

도시 열환경 분석 기후분석 실행- -

: 열환경과 도시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기후분석지도를 오버레이하고 온도분포의 상,

관 관계 표출된 열분포 및 토지이용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기후분석 이 진행됨, “ ” .

도시 열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미래 이미지 제안-

맑은 바람이 부는 도시를 위한 지침지도 의 작성- “ ” (advice map)

: 분석을 통해 도시 열환경과 관련한 몇가지 문제가 확연히 드러난 후쿠오카 중심부

의 상업 및 비즈니스 지역에서는 열환경이 토지피복 콘크리트 구조물의 증가 및,

인위적인 배기열에 의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침지도를 작성하여 몇가지 항목을 제안하였음.

➡ 도시내 열을 감소시키기 위한 나무식재의 장려

➡ 냉각공기를 공급하는 녹지지역의 유지 및 조성

➡ 냉각공기를 공급하는 구역의 확대

맑은 바람이 부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활동 프로그램 제안- “ ”

: 지침지도에 따라 열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도시만들기 활동이 제안됨.

후쿠오카시의 경우 도시계획단계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설계단계에서도 기상요소의 하○

나인 바람을 고려한 환경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제시된 바람환경 설계방법

에 건설로 인한 바람환경을 예측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에 관해 언급되었음.

2) 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The 4th Japanese-German Meeting on Urban Climatology Tsukuba, 30th Nov.-2nd Dec., 2005

(http://daiku.kenken.go.jp/japanese/information/information/event/jgmuc/report/a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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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내용

기본자세
바람환경계획은 디자인 또는 실내 환경계획 등과 같은 설계과제라고 인식-
건축물 주변 장소를 둘러싼 바람환경의 다면적 검토는 바람환경조성의 기본조건-

기본설계
바람환경의 변화를 택지계획 선물형상이나 용적계획 건물출입의 동선계획 등과 연계필요- , ,
환경장애가 우려되면 방풍대책을 함께 고려하는 계획 수립-

개략설계
건축물 계획이 진행되면 주변을 대상으로 바람환경 예측-
예측방법 실제 바람관측자료를 활용하는 책상예측법 수치시뮬레이션 풍동모형실험- , ,① ② ③

상세설계

건축계획 완료시점에서 정밀한 모형을 작성하고 상세한 풍동모형 실험을 통한 건축물 주변의-
바람환경 평가

환경장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방풍대책 강화-
방풍대책 수립할 경우 다른 환경악화가 유발되지 않게 배려하고 경제성과 효율성 관점에서의- ,
판단 필요

방풍대책 추진에도 바람직하지 않으면 계획초기 단계로의 재차 환류로 재구상 필요- ,

자료 조경두 바람통로를 고려한 대기환경개선 및 계획부분 활용방안 인천발전연구원 주현수 김석철외 인에서 재인용: , , , 2003( , 2 )

[ 5-2]

독일2.

독일의 경우 별도의 기후보호법 또는 기후지침은 제정되어 있지 않으나 연방정부의“ ” “ ”○

건축법 규정을 통해 공기와 기후를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특히 일상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미기후 변화에 따른 도시열섬 에너지 과다소비 대기오염 증가 불쾌감, , ,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계획건축계획과정에 기후요소를 도입하는 기상특성 고려“․
도시계획 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Urban Design with considering M icro Climate)” .

시의 사례1) Stuttgart

독일의 많은 도시에서 기후분석지도가 작성되고 있는데 시의 경우 기후환경의Stuttgart○

연구결과를 대기오염분석이나 도시환경계획과정에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클리마아

틀라스 라 함 일반적으로 클리마아틀라스는 기후요소의 기초적인 분포도(klimaatlas) . ,△

기후분석도또는 기후 해석도 및 대책제언을 위한 지도나 도면의 가지 도면집으( ) 3△ △

로 구성되며 이중 기후요소의 기초적인 분포도 작성시 기후조사 측정결과나 시뮬레이,

션 결과열풍 환경 대기질 등를 이용함( , , ) .

특히기후분석지도의경우 기후톱 기후특징에의한지역분류 기류교환- (klimatop),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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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인위적 열원의 위치와 오염범위 등과 같은 개 항목을 중첩한 것으로 구성됨4 .△

기후톱은유사한미기상특징을나타내는지리적지역을나타내는것으로주로 일열변- 1

화 수직적거칠기바람장붕괴 지형상황또는노출특히구체적인토지이용유형에의, ( ),

해구별된다 시의경우기후톱은수면 플라이랜드경작지 나목 토지등의공간. Stuttgart , ( , ,

을 덮지 않은 토지 삼림 전원도시 교외지역 도심 공장 등 종류로 분류됨), , , , , 11 .

주위가 언덕으로 둘러싸여 바람이 약하고 온도역전이 종종 형성되는 기후적 특성과 도○

시화로 인해 대기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시의 경우 대기오염 저감대책에 특별한stuttgart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클리마아틀라스는 열환경 평가를 목적으로 한 기후해석도로

서 이해될 수 있음 하나는 환경아틀라스내의 기후로서 지상 에 있어서의 평균 기온. 2m ,

지표부근의 바람 생기후온열체감 평가 등의 분포를 나타내며 다른 하나는 도시 생기, ( ) ,

후 분석모델인 를 통해 생기후의 지역분포도가 도면에 제시되도록( ) 'UBIKLIM '

하고 있음.

그림 은 모델의구조를제시한것으로입력자료는크게 토지이용토지- [ 5-7] 'UBIKLIM ' /△

구조 디지털 지형 모델자료 및 지역 바람장 자료로 구성되어 있음, .△ △

[ 5-7] UBIKLIM
(T : , e : , v : , Tmr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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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Stuttgart
: NACHBARSCHAFTSVERBAND, STUTTGART, 1992

베를린시의 사례2)

개요①

년대의 환경정책 부재에 대한 일반적인 자각은 도시개발정책을 새로운 방향에서 설70○

정하도록 하였는데 베를린의 경우 년에 통과된 베를린보호법1979 (Berlin Conservation

에 기초해 도시계획프로그램 이 법제화되었음 또한 년에Law) (Landscape Program) . 1981

베를린 도시개발 및 환경보호부(Berlin Department of Urban Development and

가 설립되었는데 이는 새로운 토지이용계획의 시작을 알리는Environmental Protection)

것이었음.

계획에 적합한 환경정보의 부족○ 3 )이 드러나면서 이러한 상황들은 연방환경부(Federal

와 함께 연구 및 개발 프로젝트 즉 환경지도책Environmental Office) , “ (Environmental

를 작성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고 약 년간의 준비 후 년과 년에 처음Atlas)” 5 1985 1987

으로 권의 지도책이 발행되었음2 .

지도를 계획한 목적은 쉽게 읽을 수 있고 내용을 가시적으로 전달하기 위함으로 많은○

3) 생태적 측면의 계획방법과 심지어 녹지지역목록 또는 지도이용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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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독립적인 컨설턴트들이 환경지도책 준비에 관여하였음 기본적으로 지도제작.

은 지도책을 토대로 판단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었는데 예를 들면 오염이 심한

지역은 항상 빨강 또는 보라색으로 표현하였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오염이

덜 된 지역은 엷은 녹색 또는 노랑으로 표현됨 현재 환경지도책은 토양 물. , ,△ △ △

대기 기후 비오톱 토지이용 교통소음 및 에너지를 주제로 다루고 있음, , , , / .△ △ △ △ △

년 이후 단계적으로 인터넷에 디지털판으로 발행되고 있는데 환경지도책은 계속해1995○

서 확대되고 개정될 것임.

수치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기후지도 제작②

베를린 지역의 바람 및 온도 등 기후환경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지역 기상모델인○

모FITNAH(Flow Over Irregular Terrain W ith Natural And Anthropogenic Heat Sources)

델이 이용됨.

모델결과에 기초해 기후상관지도 와 도시기후계획지FITNAH “ (Climate Functions Map)” “○

침지도 가 작성되며 이 두개의 평가지도에 계획(Planning Advices Urban Climate Map)”

결과가 추가됨.

차원 수치모델인 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초자료와 실제 조사지역보다 넓은3 FITNAH○

영역의 추가적인 기상조건이 요구됨 따라서 조사지역은 개 지역 즉 면적이 약. 2 , 890㎢

인 베를린 시내와 면적이 약 인 교외지역으로 구성되며 기상모델이 층1650 FITNAH 4㎢

의 격자해상도에 적용되어 온 것을 감안해 추가적으로 상세한 분석지역이 정의됨.

토지이용자료는 항공사진 자치도시의 토지이용지도 및 환경지도 관련 서류 분석에 기,○

초하며 토지이용은 가지 유형으로 분류됨30 .

○ 도시구조 유형자료는 실질적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개선되었으며 개개의 도시구

조 유형내에 건물높이 및 식물구성에 관한 유형별 상세자료가 포함되어 있음.

기상모델 결과는 기존 기후지도 및 보고서의 낮과 밤 지표 온도 낮과FITNAH ,○ △ △

밤 생물기후 및 의 지역기후 현황조사 자료를 이용해 검증하였다 비교Gleisdreieck .△

결과 측정결과와 을 이용한 지역 기류장의 모델링 결과는 만족할FITNAH Gleisdreieck

만한 수준으로 일치하였음.

바람 및 온도 장 계산에 필요한 초기 지형변수들은 의 시추공Berlin Geological Service○

파일 고도점에 기초해 베를린시를 대상으로 생성된 독립적인 지형고도모델에서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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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분석지역에서는 모델해상도를 높이기 위해 의 평면Automated Property Map(ALK)○

및 실제 자료가 장기간에 걸친 평가를 위해 고려됨 특히 는 부지뿐만 아니라 층수. ALK

를 포함한 정확한 건물크기를 나타내므로 건물구조의 설명에 있어 기초정보로 적합하

다 에서 얻어진 건물높이를 포함한 추가적인 건물기본계획들은 도시환경정보시스. ALK

템 지도의 기본구조에 통합(Urban and Environmental Information System, ISU) 1:50,000

됨.

이와 함께 베를린 외곽지역을 편입시키기 위해 공식적인 ATKIS(Official Cartographic○

자료와 지형고도자료가 사용됨Information System) .

○ 기상모델 적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 흐름은 그림 와 같음FITNAH [ 5-9] .

[ 5-9] FITNAH
: 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umwelt/umweltatlas/ed410_02.htm



제 장 기후지도 활용5 ∣
　　

- 337 -

기후상관지도○

계획과관련한실제기후상황을나타낸것으로완충지역과영향지역간의공간적상관관-

계뿐만아니라생물기후학적부하조건 찬공기를생성시키는지역의완충효과가강조됨, .

완충효과는영향과같이분류가가능하므로시가지가완충지역의변화에영향을받을경

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계획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음.

[ 5-10] “ ”(1:50,000)
: 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umwelt/umweltatlas/karten/pdf/e04_11_1_2004.pdf

도시기후계획지침지도○

기후상관지도에 제시된 계획에 관련된 현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 계획관련 지침들- “ ”

은지역계획과정에서고려되는기후에기초한요구사항및조치들로인해나타나는용도

변화에얼마나민감하게반응하는지 그에관한정보를제공함 즉도시구조변화의측면, .

에서 기후활동의 민감도를 평가해 도시기후계획지침지도에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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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1] “ “(1:50,000)
: 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umwelt/umweltatlas/karten/pdf/e04_11_2_2004.pdf

미국3.

미국 는 년 후반부터 기후대기질 통합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EPA 1990 ·○

연구와 대책수립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열섬저감이니셔티브(HIRI)

를 수립하였음.

토지이용 기상 배출및오존형성과전달과정간의복잡한상호작용을나타내기위해또- , ,

한오존대기질뿐만아니라온도및기타기상변수에대한 방법의효과를측정하기HIRI

위해 기상 및 대기질 모델이 사용될 수 있음.

미국의 건축가는 각종 계획에 상세한 기후자료를 반영하고 있는데 주거지역의 설계시○

기상학에 초점을 맞춘 지역적 규모의 기후분석법이 알려지면서 미국건축가협회(AIA :

는 이를 세부적인 기술정보에 이용하기 시작하였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

에서제공되는기후분석자료는 온도 태양광 바람 강수및 습도분- AIA , , ,△ △ △ △ △

석의 가지로이중바람의경우시간별풍향과풍속 폭풍패턴 강풍일수를월별과연평5 , ,

균을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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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4.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는 식재 공간 내부의 기온저감효과를 예측하기 위한 통계모델을○

개발하였는데 개 사례지역 안밖의 기온 습도 측정치를 이용하여 다중 선형회귀식을11 / ,

추정하였고 대기온도를 그늘효과 주변온도 측정지점 특성기하학적 모양 수목특성, , ( ,

등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설명하였음) .

또한 다양한 종류의 지붕의 온도저감효과를 실험하여 모델을 개발하고 시뮬레이션을○

한 사례도 있는데 높이에 따른 온도지붕 밑의 기온을 포함와 습도 풍속 등 많은 변( ) ,

수들을 측정하고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온도저감효과를 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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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기후지도 활용방법2

도시기후는 시설의 입지 및 배치 토지피복 수목과 녹지율 변화 에너지 소비 등의 인, , ,○

위적 요인에 의한 영향으로 인하여 쾌적한 생활공간의 기본단위요소인 미기후의 변화

를 초래하고 도시 미기후의 변화는 부가적인 대기오염에너지 소비 등과 연계되어 시, ․
민건강에 위해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도시기후를 구성하는 온도 습도 바람 등 각종 인자의 측정분석을 통해 토지이, ,○ ․
용에 따르는 도시 미기후 변화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기후지도의 작성이 필요하며 이

러한 기후지도는 각종 도시계획과정에 기후분석 결과가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표 은 기후지도 제작에 따른 개략적인 활용도를 제시한 것으로 분야별 활용방안은[ 5-3]○

다음과 같음.

구분 활용도

현황도면

기초현황파악 기타 도면과 연계( , )

기후요소별 공간분포에 따라 기후 현황 및 변화 효과를 파악하는데 기-
초자료로 활용

기후분석과 평가를 위한 차 자료로 활용- 2

온도 평가도면
지역 유형별 온도 분포에 따라 온도 관리대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건물 유형별 온도관리 대책을 위한 자료로 활용-

기후기능 분석도면

환경성평가 도시관리( , ,
도시계획 토지이용 등, )

도시의 토지이용 패턴에 따른 찬 공기 생성 공기의 순환구조 등을 파- ,
악할 수 있음.
도시 환기기능 개선을 위한 토지이용 통풍경로를 고려한 시설물 배치- , ,
토지이용 보전 및 확충을 위한 정책결정 정보로 활용

토지이용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도면으로 활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 계획 의 유도- “ ”
수단으로 활용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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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정 및 개발 계획시 활용방안1.

도시관리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1) , ,

환경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고 지역의 바람길이나 시골산의 냉기류 효과를 도시계획의○

주된 고려대상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기후분석지도의 제작활용은 의미가 있음 즉 각. ,․
지역의 기후부담 형태와 그 정도를 파악하고 이용가능한 지역의 긍정적 기후기능을 최,

대한 이용하며 개선해야 할 곳에 가장 효과적인 기후 개선 기법을 도시계획과 토지이,

용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임.

구분 도시기본계획 도시재정비 계획 지구단위계획

공간범역 도시계획구역전체․ 생활권 단위․ 소규모 블록단위․

활용목적
친환경 도시공간구조․
형성의 가이드라인제공․

기후고려 도시개발유도․
도시시설의 합리적 배치․

단위지역별 기후영향평가․
친환경적 입지요인분석․

적용방법 도시계획도면 제어지침․ 도시개발의 사전 환경성 검토지침․ 건축계획지침․

기후도면 1/25,000~1/50,000․ 이하1/25,000․ 1/1,500~1/3,000․
자료 김운수 김학열 서울시 기상특성을 고려한 도시계획기법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 ( ), , 2001Ⅱ

[ 5-4]

대기질 개선과 에너지 사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신선한 공기의 유입을 위해 기후지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신선한 공기의 생성부를 확인하고 생산능력을 고양시키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동시에 신선한 공기가 도시 내부로 이동될 수

있도록 계획할 수 있음 기후지도는 이러한 신선한 공기가 도시 내부에서 외부공간의.

대기를 최대한 환기시킬 수 있는 건축물 배치 계획 또는 경관축 계획의 기초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음.

또한 도시 식생은 기후의 완화 대기의 정화 사면지 보호 미관경관 등 다양한 기능을, , ,○ ․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기후의 완화효과가 크게 나타나므로 도시 열환경을 개선하는, ,

녹지계획 수립의 기본 준거로서 사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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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2
: , , ( ), ,Ⅱ

2001

도시계획 환경성 평가 환경영향평가2) ,

일반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과정에서 환경성 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가 수행되는○

바 이 단계에서 기후지도를 활용할 경우 선진 외국에서와 같이 유용한 환경평가가 이,

루어 질 수 있음 예를 들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내용은 지역현황조사 영향. , ,

의 예측과 검증 환경보전 대책수립 환경영향의 평가임에 비추어 기후분석도와 계획지, ,

침도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의 내용과 상호 긴밀한 관련성을 갖게 됨 특히 지역현황조사.

는 기후분석도의 기본현황도에 해당됨.

한편 환경영향의 예측과 검증의 경우 시뮬레이션 등의 정량적 예측 기법이 사용되나, ,○

기후분석도와 계획지침도에서는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하여 데이터 보완이나 검증과

정을 거치게 됨 그리고 환경보전 대책수립은 오픈스페이스녹지 배치 등과 연계되나. ,․
이는 계획지침도상에 직접 표기되어 지도 정보를 참조하면서 대책의 검토를 이행할 수

가 있음 결과적으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 아틀라스예 베를린시의 의 생. ( : Klima Atlas)

기후적 부하나 지역의 에너지 부하 등에 해당되고 계획지침도를 작성할 때의 평가 척,

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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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3]

: , ,
( ), , 2001Ⅱ

기타 비오톱 지도와의 연계 활용3)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를 활용하여 도시관리계획 시행으로 인한 비오톱 유형 및 비오○

톱 보전 등급의 변화를 검토함 이 경우 비오톱 유형은 기후톱 유형과 중복하여 검토가.

가능함 그리고 비오톱의 보전등급 변화는 사업성격의 계획지구단위계획 등 외에 비. ( ) ,

사업성격의 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지정 및 변경계획 개발제한구역 등 해제 등에 대( , )․
해서도 검토하며 비오톱 유형 및 보전등급의 변동이 없도록 등급에 따라 대책을 마련,

하여 계획안을 조정하되 비오톱 개선 및 보전 가치가 상승하는 계획안은 바람직한 변,

화로 봄 또한 보전가치가 높은 비오톱 유형에 대해서는 개별 비오톱 평가결과를 참고.

하여 특별한 보호대책을 마련함.

대국민 정보서비스 제공에의 활용4)

각종 개발계획에 대한 민간인 참여의 확대는 시민 계획가 건축가 등 도시기후 관련, ,○

비전문가에게 양질의 관련 정보제공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따라서 도시기후와 관련.

한 전문적인 정보를 비전문가도 알기 쉽도록 제시할 수 있는 방법모색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내게 됨.

독일의 경우 기후분석도를 주민들에게 제시하여 지역의 기후특성과 도시계획에 대한○

설명에 활용하고 있는데 향후 서울시에서도 이의 활용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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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4]

: , , ( ), ,Ⅱ
2001

열에너지환경 해석모델 활용방안5)

서울시의 기상측정소 자료와 본 해석모델을 연계하여 측정소의 관측해상도 보다 높은,○

해상도의 풍향풍속 및 기온정보를 분석할 수 있음 완전한 열 경계조건이 제공될 경우.․
서울시 전역의 기온정보에 대해서도 고해상도의 분석이 가능함.

전술한 기상측정소가 실시간 측정자료를 제공하고 측정자료가 실시간으로 열에너지환,○

경 해석모델이 설치된 시스템과 연계될 경우 실시간으로 공간해상도 혹은 이상의1km

풍향풍속 현황을 분석할 수 있음.․
과거 일정기간 동안의 관측 자료를 통계 처리하여 평균화된 기상자료 곧 기후자료와,○

본 해석모델을 연계하여 관측해상도 보다 높은 기후자료를 추정할 수 있음 서울시 전.

역에 대해서 공간해상도 혹은 이상으로 풍향풍속 및 기온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1km ․
할 수 있음.

초고층건물의 건립 혹은 공원녹지의 조성 등의 토지이용 변경에 따른 풍향풍속 및 기○ ․
온변화를 분석할 수 있으나 분석 공간해상도는 까지로 그 이하의 세부규모의 변화, 1km

에 대해서는 열에너지환경 해석모델이 적합하지 않음.

기상예측모델과 열에너지환경 해석모델을 연계하여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공간해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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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달하는 고해상도 기류 예보자료를 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열 경계1km

조건이 제공되는 경우 기온에 대해서도 기류정보와 동일한 해상도로 예보자료를 생산

할 수 있음.

오염배출량자료와 열에너지환경 해석모델을 연계하여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고해상도○

오염분포를 분석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오염 확산 모델을 추가하여야 하는데 오염.

배출량자료와 기상입력 자료가 현황치인 경우 오염현황자료를 오염배출량자료와 기상,

입력 자료가 예측치인 경우 해당시간의 오염예측자료를 제공함.

열에너지환경 해석모델은 기상진단모델로서 시간적 한계를 지니는데 곧 입력자료 시점,○

의 기상정보만을 생산할 수밖에 없음 즉 입력조건만을 토대로 향후 기상장의 동적변화.

를 스스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예보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상예보모델예( , MM5)

과 본 해석모델을 연계하여 사용해야 함.

열에너지환경 해석모델은 접근법에 따른 한계가 있으므로 공간적으로morphological○

이하의 기류분포를 분석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이하 즉 거리 혹은 건물규모1km . 1km ,

의 기류해석을 위해서는 정교한 모델예 모델과 열에너지환경 해석모델을 연계하( , CFD )

여 사용해야 함.

그림 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한 테헤란로 부근의 풍속변화 분포를 나타낸 예[ 5-15]○

임 좌측그림은 테헤란로의 풍속 분포이며 우측그림은 사각형 지역이 제거된 후의 풍. ,

속 변화 분포를 나타낸 것임.

테헤란로의 부근의 풍속 분포 사각형 지역이 제거된 후의 풍속 분포

[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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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관리 정책대안 제시2.

서울시의 장기 기후모니터링을 위한 발전방향1)

도시 지역은 전지구 인구의 를 차지하고 온실가스 방출의 를 차지하는 온실50% 60~80%○

가스 최대 방출지역이면서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임.

따라서 서울시는 도시관리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 인프라 설계 계획 시 장기, ,○

기후모니터링을 통해 현재와 미래 기후변화에 대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기후모니터링을 위한 종관관측망 구성을 위한 제안(1)

서울시는 현재 기후모니터링을 위해 개 지점에서 백엽상 관측기온 습도 개 지점90 ( , ), 47○

에서의 강우량 관측 개 지점에서 대기오염측정 및 개 지점에서 자동기상관측을 수행, 3 4

하고 있음.

과거 가장 큰 자연재해로 여겼던 홍수 가뭄을 대비하기 위해 강수량 위주의 관측을 실,○

시하였으나 최근 폭염 강풍 등의 피해를 종합적으로 대처하여 도시관리 및 계획 수립, ,

이 필요함.

이를위해장기기후모니터링체계로강우량관측을자동기상관측기온습도강수량풍향- ( / / /

풍속 등으로 확대하여 관측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

현재 기상청 관측망은 아래 그림 과 같으며 구별로 대씩 설치하여 정AWS [ 5-16] 1 5km○

도 해상도의 관측망을 가지고 있음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르면 기상감시의 경우 관측.

망 해상도는 재해 수문에너지관리의 경우 해상도를 제시하고 있으므로10km, 2.5km ,․ ․
서울시에서 구별로 대씩을 추가로 설치하여 해상도의 최적 관측망을 설치하는1 2.5km

것이 바람직함.

관측망 구성시 설치위치 관측환경 센서규격 자료구조 유통방식 등은 기상관측표준화, , , ,○

법에 근거하여 표준화되어야 하며 자료는 관련기관에서 공동 활용될 수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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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5-16] ( ASOS, AWS)

자치구 ASOS AWS 항공 계

강남구 1 1
강동구 1 1
강북구 1 1
강서구 1 1 2
관악구 1 1
광진구 1 1
구로구 1 1
금천구 1 1
노원구 1 1
도봉구 1 1
동대문구 1 1
동작구 1 1
마포구 1 1
서대문구 1 1
서초구 1 1
성동구 1 1
성북구 1 1
송파구 1 1
양천구 1 1
영등포구 2 2
용산구 1 1
은평구 1 1
종로구 1 1 2
중 구 1 1
중랑구 1 1

25 1 26 1 28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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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미기상 관측망 구축을 위한 기술적 검토와 제안(2)

인지온도 관측망①

열적스트레스 대비 인지온도 관측망 구축○

인간의 활동에 의하여 초래된 기후변화에 따라 지구의 평균 기온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

며 이는 특히 여름철 밀집된 도심 지역 열환경의 급격한 악화를 초래할 것임 실제로.

년 유럽에서 발생한 폭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열환경의 악화와 열적 스트레스의2003

증가는 취약 계층의 사망자수 증가를 초래함

열적 스트레스는 끊임없이 모니터링되고 스트레스 수준에 맞는 대응방안이 시행되어야-

함 기상청에서발표하는폭염특보제는그러한노력의일부분이라고할수있음 하지만. .

아직은개인적인 열적 적응도에따라열적 스트레스수준이 다르며 같은 지역에서도나

무 그늘 개천 통풍도등주변환경에따라같은사람이받는열적스트레스수준이다, , ,

르다는 것은 고려되고 있지 않음.

또한도심지역의개발과정에있어개발에따른기상변화관측과변화량판정이정량적-

으로이루어지고있지못함 이러한기상변화에대한장기관측자료가수집되고분석되.

어야만앞으로의도시개발이어떠한결과를가져올것인가에대한모델이개발될수있

고 도시계획 시스템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폭염에대비하기위한대도시미기상관측망의목적과기대효과는다음과같음- .

현재의열적스트레스수준과앞으로의변화를장기간에걸쳐모니터링함으로써주변(1)

의개발에따른열적스트레스수준의변화정보를축적하여모델시스템화 위모델을/ , (2)

이용하여 도시 개발에 따른 열적 부하의 증감을 개발 이전에 파악함으로써 친환경적인

개발계획을수립 구축된관측망에서끊임없이관측되는고해상도기상자료를활용하, (3)

여 개인 맞춤형 기상정보 및 열적 스트레스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관측 장비 및 설치 위치○

국지기상을관측하기위한기상관측장비의설치위치는일정지역을대표할수있는지-

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도시 덮개층 과 혼합층 또는 거칠기하부(urban canopy layer, UCL)

층 보다 높은 관측 위치를 필요로 함(roughness sublayer, RSL) .

이경우일반적인국지규모기후관측소의설치위치보다더높은위치에서관측하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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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실제도시덮개층내에서관측될값을추정하기위해서는관측데이터의외삽이필

요하다 이것은 바람장과 강우량 관측 자료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 .

한편열적스트레스를감시하기위한기온과습도계는시민의주된활동공간인 내- UCL

에 평균적인 도시 건물들 사이에 설치하여 표준 관측소에서 사용되는 비슷한 고도에 위

치시킬수있음 이것은도시건물들주위의흐름에의해생기는혼합효과가도시덮개.

층 내에서 국지규모의 평균값을 형성시키기에 충분할 것이라는 가정에 의한 것임(UCL) .

도심의관측환경에대한제약성을고려해볼때도심의관측장비는건물높이보다낮-

은위치가로변에는온습도계를설치하되건물과수목에의한혼합효과를고려하여수( )

평적으로 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함100 .

차원풍향풍속의경우건물옥상에관측타워를이용하여설치하되 바람관측높이는- 2 ,

주변 건물들 평균 높이의 배 이상이 되어야 혼합층 위의 균일한 바람장을 관측할 수1.5

있음 수평적인간격은주변빌딩들의높이가 미터정도로균일하다면 미터정도의. 10 800

거리를 유지하면 되겠으나 빌딩의 높이가 균일하지 않고 변이가 심할 경우라면 그보다

더 조밀한 관측이 요구됨.

관측 장비 운영○

모든 관측 장비들은 정기적으로 관측 값을 확인하여 관측이 잘 되고 있는지 감시되어야-

함 이를위하여관측된자료를중앙서버로전송하여 절차를거쳐야하는데 통신방. QC ,

법으로는일반전화모뎀 전용선모뎀 모뎀등이가능하며 매우조밀한간격으로, , CDMA ,

설치될 수 있는 온습도계 네트워크라면 등 신기술이 사용될 수 있음USN .

설치의편의성과유선망을통한낙뢰가능성등을고려한다면 모뎀이나 등무- CDMA USN

선기술이좋을것이나장비의전원이태양광전지등으로제한된사이트라면전원관리

를위하여통신시간을제한하여야함 모든센서들은소모품으로 년사용후에는기상. 2

청의 검정을 거친 새 센서로 교체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예산상의 고려가 필요함.

관측된자료는중앙서버에수집되며인터넷을통하여배포될수있어야함 일반인을위- .

한 평균 자료와 아울러 연구자를 위한 원자료 를 함께 제공할 수 있어야 함(raw da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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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확산평가 관측망②

도시 오염물질 확산평가를 위한 관측망 구축○

대기오염원에는비산먼지등비교적위해성이작은것도있으나 화학 생물 방사능물- , , ,

질 등 비교적 광범위한 영역에 심각한 위해를 주는 것도 있음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의.

복잡한건물사이의대기중에오염원이들어왔을때확산속도와범위를결정할수있기

위해서는도시규모대기모델과빌딩규모대기모델이결합된도시오염물질확산평가

모델이하나의시스템으로구축되어야함 아울러이러한모델을구동할수있는적절한.

해상도의 관측 자료가 모델의 입력자료로 제공되어야 함.

선진국에서는 도시 내부의 복잡한 대기 확산 대기질 위해물질의 인체 노출 문제 등에- , ,

관한고해상도도시빌딩규모대기확산모델의개발과활용을지원하기위하여고해상/ /

도도심 차원바람및플럭스관측을수행하고 실시간자료를공유하는프로젝트를구3 ,

축하여운영하고있음 예로서. DCNet (http://dcnet.atdd.noaa.gov), UrbaNet(http://www.urbanet.noaa.gov),

등이 있음NUDAPT project .

이러한 고해상도 차원 바람장과 플럭스 관측을 통하여 도시 내부의 바람 순환에 대한- 3

이해를높이고 빌딩규모의대기및확산모델시스템을구축함으로써유사시위해물질,

인체노출을제어할수있게됨 뿐만아니라교통량 에너지사용량등부차적인데이터. ,

베이스와 연계하여대기질의 공간 분포를 관리하기위한기상관련 여러가지자료를제

공할 수 있을 것임.

관측 장비 및 설치 위치○

에디공분산 방법을 이용한 플럭스 관측 장비는 초에 회 이상 차원 바람장을관측하- 1 10 3

는 센서와 수증기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관측하는 센서 기온을 관측하는 센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센서들의 관측 자료는 데이터로거에서 차적으로 가공되어 플럭스 값으. 1

로저장되며원자료 역시저장되어추후에좀더자세한분석이이루어질수있(raw data)

음.

설치위치는도심바람장관측과마찬가지로도시덮개층 과혼- (urban canopy layer, UCL)

합층또는거칠기하부층 보다높은관측위치를필요로함 따(roughness sublayer, RSL) .

라서 차원 풍향 풍속과 마찬가지로 건물 옥상에 관측 타워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것이2

적합할 것이며 관측 간격 역시 차원 풍향 풍속에 준하여 설치하면 됨,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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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 장비 운영○

에디공분산방법을이용한플럭스관측장비는매우민감한장비이며약 개월정도의주- 1

기적인점검을필요로함 따라서장비의유지관리를전담할수있는인력을운영하여야.

한다 자료의 수집과 분배 등 운영 방법은 우리나라 플럭스 네트워크인. KoFlux

나 등의 선례를 참고하여 국내외 연구자들이 도시빌딩(http://koflux.yonsei.ac.kr/) DCNet /

규모 모델링과 플럭스 관측 자료를 활용한 환경 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임.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의사결정시스템과의 연계(3)

효율적인 장기 기후모니터링을 위해서는 기후변화 모니터링을 통한 기후변화 예측 기,○

후변화에 따른 영향평가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적응하기 위한 정책마련 정책, ,

의 효율성을 평가하여 장기 기후모니터링 방법의 개선과 같은 일련의 피드백 과정이

필요함.

기후변화 모니터링 기후예측 영향평가 정책결정 저감 및 적응 기후변화- → → → → →

모니터링 피드백

기후변화 모니터링을 평가시스템 및 정책결정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대기오염 배출량 모니터링과 연계 대기오염 배출량과 기후 변화와의 연관성을 파악하.○

여 서울시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 시나리오 구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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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재분석
자료

기상요소

강수량
통계

강수량
모델

기상요소/강수량통계
상관관계

전지구
수치모델

기후

강수량 모델
파라미터

강수유출
모델

수자원
평가

현재 기후

피드백

대기 재분석
자료

기상요소

강수량
통계

강수량
모델

기상요소/강수량통계
상관관계

전지구
수치모델

기후

강수량 모델
파라미터

강수유출
모델

수자원
평가

현재 기후

피드백

[ 5-17]
( , )

사용자

기후변화
시나리오

사회-경제
시나리오

수치모델 사회-경제 모델

기후자료

토지이용도

식생, 바이오매스

토지가용성
물리적 자료
토양, 식생
파라미터 등

강수유출량, 
토사유출량
토양수분

작물 생산량
토지이용도 변화

사회-경제 자료
변화추정, 

인구조사 등

사용자

기후변화
시나리오

사회-경제
시나리오

수치모델 사회-경제 모델

기후자료

토지이용도

식생, 바이오매스

토지가용성
물리적 자료
토양, 식생
파라미터 등

강수유출량, 
토사유출량
토양수분

작물 생산량
토지이용도 변화

사회-경제 자료
변화추정, 

인구조사 등

[ 5-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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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 정책 대안 제시2)

바람길 확보(1)

한강은 서울의 중심 계절풍인 북서풍의 주요 통로임 한강의 주요지천인 중랑천 안양. ,○

천 탄선 또는 주풍인 동서로 움직이는 계절풍을 남북으로 분산시켜 바람을 공급하고,

때에 따라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을 도심으로 유도하는 통로 역

할을 함.

도심의지천은바람의통로역할을하므로복개후도로나주차장으로이용하는곳은청-

계천과 같이 복원하여 바람이 원활하게 흐르는 통로로서 역할을 하도록 함이 바람직함.

도심 곳곳을 연결해 바람이 흘러가는 길을 제공하고 때에 따라서 흐름을 방해할 수 있○

는 인공물임.

서울의도로는동서방향으로넓은도로를남북방향으로교차도로를배치하는것이계절-

풍이나 지역풍의 소통에 유리하다고 판단됨.

중랑천유역은남북방향으로주도로로하고동서방향을교차도로로조성하는방안이바-

람직함.

향후 서울시 도시계획 또는 도로정비시 바람길 형성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건물은 사천보다 높은 곳에 지어지고 도로보다 높게 건설되기 때문에 바람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 쉬움.

바람길 측면에서 바람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바람이 흘러갈 길을 열어주고 도로와-

도로사이를채우고서 있는 건물들이위치에관계없이 바람의혜택을향유하도록배려

함.

건물의공간적단면건폐율을줄이고 중앙부는높은건물 주변에는낮은건물을배치해- ( ) , ,

바람의 흐름을 원활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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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조성(2)

서울시 녹지축의 연결은 환상녹지축의 연결 남북녹지축의 연결 하천녹지축과의 연결, ,○

로 구분할 수 있음.

환상녹지축에서중요한서울시외곽의도시자연공원은가장자연성이풍부한공간이므-

로 자연환경이 보전될 수 있도록 도시 환경림을 조성하는 등 생태적으로 안정된 공간으

로 조성함.

훼손된 남북녹지축은 도심 내에서 가깝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복원하-

도록 함.

도심재개발사업시공원화계획과연계하여새로운녹지축을형성하고 거점공원과주제공- ,

원 조성을 통해 생활권 공원녹지를 확충함.

하천녹지축은 동서를 가로지르는 대단위 수경축으로서 한강과 지천으로 도시경관 향상-

및 환경 정화능력 제고를 위해서 연안에 수림대를 조성함.

[ 5-19]

가로녹화○

가로녹화는산재되어있는녹지거점들을연결하는선적인형태의녹지임 도시내에그물- .

망처럼 연결된 가로를 녹화함으로서 그물망 형태의 녹지의 연결성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로수의 중간 중간에 중소규모의 녹지공간을 확보해줌으로써 생태통로의 확보․
및 도시인공열 발생 억제 오염원 저감 기능 등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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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철도부지를활용하여기존의도시공원과연계시키는선형녹지로활용할수있고 재개- ,

발시확보되는완충녹지나보호수주변등점적으로발생하는경관녹지를시설화하여마

을마당 가로 공원 등으로 공원화 할 수 있음, .

[ 5-20]

건축물 녹화○

옥상녹화와 벽면녹화는 건축물의 옥상이나 벽면을 녹화함으로서 점적인 형태의 녹지가-

도시의생태적징검다리역할을함 건축물온도상승억제에따른열부하를억제하며열.

섬화현상을완화시킬수있고 빗물저장으로홍수예방등도시관리기능을향상시킬수,

있음.

자투리땅 녹화○

도심내 소규모의녹지로소공원 학교숲 공개공지 등은점적인 형태의 녹지로 도심지내- , ,

녹지면적이 매우 낮은 편이므로 지속적인 확보가 필요함.

하천 복원(3)

한강과 지천이 가지고 있는 바람통로로서의 기능이 서울에 보다 더 잘 작동하도록 하○

기 위해서는 한강과 지천까지의 평균접근거리를 줄여야 함.

서울에는 한강을 비롯하여 중랑천과 같은 개소의 제 지류하천 청계천 같은 개소의- 8 1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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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지류하천 성북천을포함한 개소의 제 지류하천 월곡천등 제 지류 하천등 총2 , 10 3 , 4 36

개소의 강과 지천이 있음.

서울의모든하천들이청계천과같이복원되었을경우서울시의기온과습도조절 도시- ,

의 생태적 건강성 보장 바람 통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 5-21]

온도 평가도면을 활용한 온도관리 대책3)

유형별 온도관리 대책(1)

도시의 열특성에 관계있는 지표면 피복 건물형태 에너지 사용량 등에 기초해 온도 평, ,○

가도면에서 가지 지역 유형으로 구분하였음 각 지역 유형의 지역 특성에는 큰 차이가6 .

있으므로 유형 특성에 따른 온도 관리 대책이 달라져야 함 예를 들어 건폐면적율이 작.

은 지역에서는 건물 대책은 제한되고 불투수포장율이 큰 지역에서는 지표면의 자연 피,

복화가 유효한 대책이 될 수 있음.

온도 평가도면에서 가지로 분류된 지역 유형을 관리대책에 따라 가지 대책지역으로6 5○

유형을 구분한 후 가로 세로 크기의 일정한 면적의 격자로 나누어 총 개의, , 500m 2,634

각 격자가 어떠한 지역에 해당하는지 재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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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온도 평가도면 유형 온도 관리 대책지역 유형

녹지율
불투수

포장율

불투수

토양포장율
연면적

교통시설지

면적율
관리대책 지역 지역 특성

1 이상60% 0~5 0~20 0~10 0~4
녹지 지역 온도 평가도면 유형1,2

2 40~60 5~15 20~40 10~30 4~8

3 20~40 15~30 40~60 30~60 8~12
주택 밀집 지역

주택지 비율 이상50% ,
불투수포장율 이상15%

불투수토양포장율 이상40%
4 10~20 30~45 60~80 60~150 12~16

업무 밀집 지역
불투수포장율 이상40%

불투수토양포장율 이상70%

5 0~10 이상45% 이상80% 이상150% 이상16% 혼재 지역

온도 평가도면 유형에서3,4,5
주택밀집지역 업무밀집지역,

제외한 지역

6 하천면적 비율 이상40% 하천 및 주변지역 온도 평가도면 유형6

[ 5-6]

[ 5-22]

대책관리 지역 녹지 주변 지역의 온도관리 대책1 :○

온도 평가도면의 지역 유형 에 해당하는 대책관리 지역으로 녹지율이 비교적 높고- 1, 2 ,

포장면비율이낮으며 건물밀도도낮은지역이므로온도관리를위해현재의환경이악,

화되지 않도록 초지나지 또는 수목을 보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보수성 포장 대책의 효과가 큼- .

산곡풍의 순환통로를 보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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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관리 지역 주택밀집 지역의 온도관리 대책2 :○

온도 평가도면 유형 유형 가운데 주택지 비율이 불투수포장율 불투수토양- 3 , 4 50%, 15% ,

포장율 이상의 지역으로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해당됨40% .

보수성 포장 옥상면에 고반사율 재료의 적용 건물 등의 배열 감소에 의한 효과가 높으- , ,

며다음으로부지의초지나지화또는수목녹화 옥상녹화 벽면녹화도효과를기대할수, ,․
있음.

건물 밀도가 높으므로 재개발 사업시 건물부지에 초지나지면 확보를 도모해 나갈 필요- ․ ․
가 있음.

유효한 벽면녹화를 실시하기 위해 근접건물과 밀집해 있지 않고 일사가 양호한 벽면에-

실시할 필요가 있음.

공지가 적은 지역이므로 교정의 잔디밭화도 유효한 방안임- .

대책관리 지역 업무밀집 지역의 온도관리 대책3 :○

온도평가도면 유형과 유형가운데불투수포장율 불투수토양포장율 이상지- 4 5 40% , 70%

역유형으로인공열배출이많고온도가높은지역이므로여러가지온도관리대책이필

요함.

다양한대책에의한온도관리를도모해나갈필요가있지만 건물부지의초지나지화 보- , ,․
수성포장 건축물녹화옥상녹화 벽면녹화 옥상면에고반사율재료적용 건물이나교, ( , ), ,

통배열 감소에 의한 대책효과가 크며 다음으로 수목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건물의 평균 높이가 높은 지역이므로 보행자의 쾌적성 개선을 위해서는 지표 부근의 옥-

상녹화 벽면녹화 실시가 유효하며 간선도로의 보수성 포장 대책이 필요함, , .

대책관리 지역 혼재 지역의 온도관리 대책4 :○

온도평가도면유형 유형 가운데주택밀집지역과업무밀집지역을제외한지역유- 3~ 5

형으로 주택과 상업 및 업무 시설지가 혼합되어 있음.

보수성포장 옥상면에고반사율재료의적용효과가높으며 다음으로부지의초지나지- , , ․
화또는수목녹화 옥상녹화 벽면녹화등다른유형의중간성격을가진지역으로복합, ,

적인 대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재개발사업에의한건물부지갱신의경우초지나지의확보 수목녹화 옥상녹화를사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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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대책관리 지역 하천 및 주변지역 온도관리 대책5 :○

온도 평가도면 유형 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하천변에 많이 분포하고 건물 밀도가 낮은- 6

지역임.

서울시 풍향풍속에 영향을 미치므로 토지이용에서 주택이나 상업시설 등으로 전환되는- ․
경우 바람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물밀도나 도시 형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

건물 용도별 온도관리 대책(2)

오피스상업의 대책○ ․
업무밀집지역과도심부에집중해있으며콘크리트나아스팔트등의인공피복면으로덮-

여있고 또 대량의 에너지 소비량에 따른 인공배열을 방출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

열부하가 높은 지역임.

이들지역에서는고층화에따른공지가창출되어있는특징이있기때문에 이들공간을- ,

활용한 대책이 유효함.

고층화에따라창출되는공지에가능한자연적피복에가까운재료보수성건재 잔디블- ( ,

럭 등를 사용해 지표면 온도 상승을 억제)

고층화에 따라 창출되는 지상의 공지에 수목 녹화수관이 큰 것를 실시해 나무 그늘을- ( )

창출하고 지표면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것과 함께 보행자의 열환경을 개선,

가능한저층부옥상면에옥상녹화를실시하고 옥상표면온도상승을억제실내의에너지- , (

절약화에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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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부 옥상면에서는 옥상녹화와 병행해 반사율이 높은 도포 재료 등에 의해 축열을 억-

제하고 옥상 표면 온도 상승을 억제실내의 에너지 절약화에도 기여, ( )

콘크리트타일의인공피복벽면에축적된열에의한보행자에미치는영향을억제하기위- ․
해 벽면 녹화 실시를 통해 복사열을 완화실내의 에너지 절약화에도 기여( )

에너지 절약형 설비 및 외부에서 열 침입을 억제해 인공배열을 감소-

신축시에는 여름의 주풍향의 통풍을 방해하지 않는 건축물 형태배치를 배려- ․

공장창고의 대책○ ․
일반적으로 공장 옥상은 절반 강판이나 슬레이트에 의한 것이 많고 이들 재료는 일중- , ,

일사열을 흡수하고 고온이 됨 장내 부지의 대부분은 아스팔트의 인공면으로 덮여있어.

부지전체에서현열이방출되고있으며 옥상표면의고온화에의해온도의상승도현저,

하게 되고 공조 부하가 높고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됨, , .

공장에서는 광대한 면적을 활용한 피복 대책과 에너지 절약화를 병행한 대책이 유효함- .

강판슬레이트옥상등에반사율높은재료등을실시혹은가능한백색으로하려는노력- ( .․
다만눈부심에의한인근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고 축열을억제하고옥상표면온도상) ,

승을 억제실내의 에너지 절약화에도 기여( )

옥상면에 옥상녹화를 실시하고 옥상 표면 온도 상승을 억제실내의 에너지 절약화에도- , (

기여)

건물부지나주차장공간에서가능한자연적피복에가까운재료보수성포장 보수성건- ( ,

재 잔디 블록를 사용해서 지표면 온도 상승을 억제, )

햇빛이 비치는 벽면에벽면녹화를 실시하고 실내로의 일사침입을 억제하고 실내의 에- , ,

너지 절약화를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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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대책○

주택건물이밀집하고 건물표면이나그부지에있는인공피복면에서일중일사에의한- ,

축열이 크므로 피복대책이 중심 대책이 됨, .

옥상면에 반사율 높은 재료를 실시혹은 가능한 백색 단 눈부심에 의해 이웃에 미치는- ( .

영향은 고려할 것하고 축열을 억제하고 옥상 표면 온도 상승을 억제실내의 에너지 절) , (

약화에도 기여)

옥상녹화를실시하고 옥상표면온도상승을억제실내의에너지절약화에도기여 집합- , ( ,

주택 관리조합에 의한 유지관리를 적절하게 시행할 계획이 필요)

발을 창에 설치하는 것으로 실내에 일사 침입을 억제-

건물 부지나 주차공간에 가능한 자연적 피복에 가까운 재료보수성 건재 잔디 블록을- ( , )

사용해 지표면 온도상승을 억제

부지내에 수목녹화수관이 큰 것를 실시해 나무 그늘을 창출하고 지표면 온도 상승을- ( ) ,

억제하는 것과 함께 보행자의 열환경을 개선

신축시에는 여름의 주풍향의 통풍을 방해하지 않는 건축물의 형태배치를 고려- ․

단독주택의 대책○

단독주택을중심으로한지역에서는원래부지내의자연도많고 도심부와같은지역과비- ,

교하면열환경상좋은지역이라고말할수있으며 대책을실시하는장소는한정되어있,

음.

단독주택에서는우선현상보다악화시키지않는것이우선이되며 친밀한대책을천천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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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는 것으로 온도관리의 향상을 도모해 나갈 수 있음.

우수나 욕실 물을 활용한 길이나 뜰에 물을 뿌리기 를 실시- 「 」

수세미나 오이 등 덩굴성 식물을 사용한 녹 카텐 이나 발을 창문에 설치해 실내로의- 「 」

일사 침입을 억제

건물 부지내의 자연면을 보전하는 것과 함께 부지내 는 주차공간에서 가능한 자연적- EH

피복에 가까운 재료보수성 건재 잔디 블록를 사용해서 지표면 온도 상승을 억제( , )

현재하는수목을보전하는것과함께부지내에수목녹화수관이큰것를실시하는것으- ( )

로 나무 그늘을 창출하고 지표면 온도상승을 억제,

옥상면에 반사율 높은 재료를 실시혹은 가능한 백색 단 눈부심에 의한 이웃에 미치는- ( .

영향을 고려할 것하고 축열을 억제하고 옥상 표면 온도상승을 억제실내의 에너지 절) , , (

약화에도 기여)

도로의 대책○

가로수대책에대해서는보도공간에여지가없는지역에서는실시가곤란하고 또가로- ,

수에의한벌레발생이나낙엽관리등과제도있지만나무그늘의창출에의한보행자환

경의 개선에도 직접 기여할 수 있음.

보도부에가로수를실시하는것으로나무그늘을창출하고 보행자에미치는영향을완화- ,

낙엽등의 관리 주변의 노력이 불가결( , )

보도부에 보수성 건재를 사용하고 지표면 온도상승얼 억제- ,

차도부에보수성포장을실시하고 도로표면온도상승을억제내구성이나소음대책의- , (

검토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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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면에저류수나 하수도 재생수를살수하고 보수성 포장의 효과 또는인출 도로표면- , ,

온도 상승을 억제

이후 개발의 동향을 바탕으로 차열성 포장을 실시하고 도로표면 온도 상승을 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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