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최근에 도시 및 조경계획에서 기후 ‧ 기상요소를 분

석하여 적용하려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

다. 단독 식재가 줄 수 있는 미기후적 특성 파악부터 (Ju 

et al. 2004, Choi and Lee 2006), 다양한 조경 재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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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investigating restriction in the use of computer modeling results without adjusting them with measured 

data, this study analyzed and compared microclimatic aspects and human thermal sensation between in situ measurement 

and computer modeling using ENVI-met in and around a small urban park of downtown Changwon in May, 2012. In the 

results, ENVI-met underestimated air temperatures and wind speeds than the measured ones and overestimated relative 

humidities. In the radiation analysis, ENVI-met overestimated solar radiation from the sky hemisphere and terrestrial radiation 

from the ground hemisphere and underestimated terrestrial radiation from the sky hemisphere. Also, the differences of mean 

radiant temperatures with the measured ones reached up to 19.6°C which could create an 1.2 PMV difference. ENVI-met 

overestimated up to 2.3 PMV and 4°C UTCI at 12:00. The difference was shown clearly in PMV than in UTCI. Therefore, when 

computer modeling is used in urban microclimate and human thermal sensation (comfort) studies the modeling results should 

be compared with measured data and adjusted adequately to adopt the results to urban and landscape planning and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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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컴퓨터 모델링의 결과를 실측자료 보정없이 이용하였을 때의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해, 작은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실측자료와 컴퓨터 모델링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보았다. 컴퓨터 모델링 결과는 실측자료에 비해 미기후 요소인 기온과 풍속에서는 

과소예측을 보였으며, 상대습도와 평균복사온도에서는 과대예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차이는 인간 열환경지수인 PMV와 

UTCI에서 최대 2.3 PMV와 4°C UTCI의 차이를 보였다. 그러므로, 인간 열환경지수 (열쾌적성) 연구에서 컴퓨터 모델링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실측자료를 이용한 결과보정 과정을 거쳐 도시와 조경계획 및 디자인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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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기후에 미치는 영향 연구 (Lee and Ryu 2010), 대학

교 캠퍼스 (Joo et al. 2008, Lee et al. 2010), 공동주택 

단지 (Lim et al. 2008), 신 도시 아파트 배치 (Moon et 

al. 2010), 토지이용변화 (Kong et al. 2016)와 택지개

발지역 (Kong et al. 2018)에 따른 열환경지수 (human 

thermal sensation) 분석, 도시 중심상업지역에서의 열

환경지수 결과를 이용한 인간 생명기후지도 (human 

bioclimatic map) 작성 (Park 2012, 2013) 등 다양한 분

야에서 적용하려는 시도들이 있어 왔다. 또한, 환경부

에서도 이상기후 (폭우, 폭염, 태풍 등)에 대비한 환경

생태계획을 개발사업에 도입할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기후요소를 환경영향평가항목으로 포함시켜 계획 시 

부터 적용할 방안임을 발표하였다 (Ministry of Envir-

onment 2012).

기후요소와 그로 인해 발생되는 열환경 분석을 위해

서 실제 현장에서 자료들을 측정하는 방법과 컴퓨터 시

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실측을 통한 연구는 실존하는 연구 대상지가 있

어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며, 컴퓨터 모델링은 도시 

및 조경계획 분야와 같이 변화된 환경에 대한 예측을 위

한 연구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국

내 연구들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열환경과 같은 기후 ‧ 기상요소들을 분석하였으나, 실

측을 통한 결과 검정이나 보정 없이 결론에 이른 경우가 

많았다 (Baek and Jung 2009, Kim et al. 2010, Moon et 

al. 2010, Baek et al. 2011, Park et al. 2012). 여기에 대

해서 Oke et al. (2017)은 시뮬레이션은 신뢰성 확보와 

유용한 관련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실측자료를 통한 검

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It is recom-

mended that the simulation be validated against field 

measurements in order to establish confidence and 

gain useful insights.”).

보정없이 시뮬레이션 결과만을 이용하여 분석할 경

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로 든다면, 국내에서 많

이 이용된 미기후 분석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ENVI-met의 경우, 복사에너지, 특히 태양 복사에너지

를 과다하게 계산하며 (Park 2011), 평균복사온도 (mean 

radiant temperature, Tmrt)에서도 실측자료와 큰 차이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li-Toudert 2005, Thorsson 

et al. 2007, Park 2011). 실측자료와 차이가 있었던 시

뮬레이션 결과를 도시 ‧ 조경계획 및 디자인에 실제로 

적용하게 되면 잘못된 설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컴

퓨터 모델링을 이용하는 연구는 현장에서 미기후 자료

들을 측정하고 그 결과와 비교하여 보정하는 단계를 반

드시 거쳐야만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지역에서 가장 높고 다양한 열

환경을 보이는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도시 공

원을 중심으로, 미기후 실측자료와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한 모델링 결과의 미기후 요소와 인간 

열환경지수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검정을 거치지 않

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차이의 문제점에 대해 연구하여 

보았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지

경상남도 창원시 상남동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한 소

공원 (35°13'N, 128°41'E; 고도 17 m; 면적 2,950 m2)

을 중심으로 13 - 50 m 높이의 상업용도의 건물들로 둘

러싸인 지역을 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Fig. 1). 중

심상업지역은 도시지역에서 가장 높고 다양한 열환경

이 나타나는 지역으로 (Lau et al. 2019), 복잡한 도시공

간구조로 인해, 실측자료와 컴퓨터 모델링 결과의 차이

가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사료되어 연구 대상지로 선

정하였다 (Kwok et al. 2019). 공원은 수고 5 - 7 m의 수

목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잔디 피복에 십자형태의 통로

는 적색 벽돌로 포장되어 있었다. 주변에 다른 가로수

는 식재되어 있지 않아 전형적인 중심상업지역의 모습

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 대상지는 가장 복잡한 미기후 

형태를 보이는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한 오픈스페이스 

(open space)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2.2 분석방법

측정 지점은 6군데 (지점 1 - 6)로 2012년 5월 16일 

맑은 날 9:30 - 17:00 동안 Davis Pro (http://www. 

davisnet.com)를 이용하여 지상 1.2 m 높이에서 기온, 

상대습도와 풍속을 매 분 단위로 측정한 자료를 이용하

였다. 태양 및 지구 복사에너지 자료는 공원의 중앙인 

지점 1에서 CNR4 Net-radiometer와 CR1000 data 

logger (Kipp & Zonen Inc. of Delft, The Nether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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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ippzonen.com)를 이용하여 같은 높이에

서 동일한 시간 동안 측정하여, 매 5초 단위로 데이터 로

그에 저장하였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미기후 및 

인간 열환경 분석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ENVI-met 

(http://www.envi-met.com)을 이용하였다. 지역 입력

자료 (area input file)는 소공원과 주변지역을 포함한 

190 m (x) × 210 m (y)의 면적을 2 m (x) × 2 m (y) × 1 m 

(z)의 grid 크기로 구축하였다. 필요한 구성 입력자료 

(configuration file)는 Table 1과 같으며, 매 10분마다 

결과를 저장하게 하였다. 입력자료 중 기온, 상대습도, 

풍속 및 풍향은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자동기상측정망 

(AWS) 자료를 이용하였고, Initial Temperature At-

mosphere와 Specific Humidity in 2500 m는 세계기상

기구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와 

미국 해양 및 대기부서 (National Oceanic and Atmos-

pheric Administration, NOAA)에서 발표한 세계 월별 

기후 자료 (Monthly climatic data for the world) 중 이 

연구대상지에 적용 가능한 가장 최근의 자료인 2010년 

5월 일본 후쿠오카에서 측정된 자료 (Vol. 63 No. 5)를 

이용하였다. 실측자료와 ENVI-met 결과 (높이: 1.5 m)

는 한 시간단위로 비교 분석하였으며, 분석 대상으로는 

기온, 상대습도, 풍속, 태양 및 지구 복사에너지, 평균복

사온도 (Tmrt), 인간 열환경지수 Perceived Mean Vote 

(PMV, Fanger 1972, ISO 7730 2005)과 Universal 

Thermal Climate Index (UTCI, http://www.utci.org)

Fig. 1. Study site and data collection locations. SVF means sky view factor (1.0 = 100%).

Table 1. Input data for ENVI-met simulation

Category Input data

Start Simulation at Day (DD.MM.YYYY) 16.05.2012

Start Simulation at Time (HH:MM:SS) 06:00:00

Total Simulation Time in Hours 24.00

Save Model State each min 10

Wind Speed in 10 m above Ground (m/s) 0.9

Wind Direction (0:N, 90:E, 180:S, 270:W) 90

Roughness Length z0 at Reference Point 0.1

Initial Temperature Atmosphere (K) 287.13

Specific Humidity in 2500 m (g Water/kg air) 6.2

Relative Humidity in 2 m (%)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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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Tmrt를 위한 계산식은 측정된 태양 및 지구복사에

너지를 이용하여 Park (2011)의 식을 이용하여 산정하

였다. 각 지점들의 하늘시계지수 (sky view factor, SVF)

는 BMSky-view 컴퓨터 프로그램 (Gál et al. 2007)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기온

연구 대상지 안의 여섯 지점에서 측정된 기온은 측정

시간인 9:30 - 17:00 동안 5.7°C (20.8 - 26.5°C)의 변화

를 보였으며, 지점 간 최대 2°C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Fig. 2 (a)). 가장 높은 기온을 나타낸 시간은 14:30 - 

15:00이었다. 최고 기온을 보인 지점은 양지인 지점 2

였으며 (26.5°C), 지점 3과 4는 음지로 최저 기온을 나

타내었다. 이때 태양의 방위각은 255°53'09", 고도는 

51°39'04"이었다.

지점 4는 주변의 높은 건물에 의해 계속 음지 상태로 

다른 지점보다 낮은 온도를 유지하였으며, 지점 3은 

12:00까지는 바로 앞에 위치한 건물 벽면에 태양 직사

광선이 도달함에 따라 높은 반사 태양 복사에너지와 그 

표면에서 방출되는 높은 지구 복사에너지의 영향으로 

높은 온도를 유지하였으나, 13:00부터 건물 벽면에 그

늘이 형성되면 반사되는 태양 복사에너지가 줄어들고 

낮은 지구 복사에너지의 방출로 인해 낮은 온도를 나타

내게 되었다. 이것은 도시 공간에서 기온에 미치는 주

변 건물의 영향 (건물 벽면의 양지 및 음지 여부)을 잘 보

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복사에너지의 영향보다는 약하지만 기온에 큰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풍속으로 판단된다 (Figs. 2 (a) and 2 

(c)). 보통 지역풍은 도시공간 내에 기온보다 상대적으

로 낮은 온도를 보인다. 건물의 형태와 배치에 따라 지

역풍이 유입되는 도로 (road)와 가로 (street)에서 높은 

풍속을 보이는데, 이 지점의 대기는 기온이 낮은 지역

풍과 섞여 풍속이 낮은 지점보다 기온이 낮게 나타난다 

(Park 2013).

지점 1은 측정시간 중 계속 양지를 유지함으로써 꾸

준히 높은 온도를 나타내었다. 지점 5는 나무 그늘 밑에 

설치되어 있어서 오전 중에는 가장 낮은 기온을 나타냈

던 지점 4와 비슷하게 계속 낮은 온도를 유지하였으나, 

13:00경부터는 건물의 음지에 위치한 지점 4보다 높은 

온도를 나타냈다. 지점 6은 오전 중에는 건물 그늘에 의

해 낮은 온도를 보였으나, 13:30부터 양지가 되어 높은 

온도를 유지하였다.

한편, 미기후 모델링 프로그램인 ENVI-met 결과에 

따르면 오전에는 평균 4°C, 오후에는 평균 5°C 정도로 

실측한 기온보다 낮게 나타났다 (Fig. 2 (a)). 측정시간 

중 변화량도 3.2°C, 시간대별 지점 간 기온 변화도 0.5°C 

정도로 실측한 값보다 적은 차이를 보여, 실제보다 미

기후 변화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러나, 실측자료와의 회귀분석 결과 r2 = 0.8013로 나타

나 상호간의 기온 패턴은 매우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Fig. 3 (a)).

3.2 습도

측정된 각 지점별 상대습도는 9:30경에는 43.5 - 46.5%

(a)

(b)

(c)

Fig. 2. Comparison between in situ data and ENVI-met 
results: a) air temperature, b) relative humidity [absolute 
humidity (AH) is only from in situ data] and c) wind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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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최대 3%의 차이를 보였으며, 12:00경엔 42.5 - 48.5%

로 최대 6%의 차이를, 17:00경에는 52.5 - 56.5%로 최

대 4%의 차이를 나타냈다 (Fig. 2 (b)).

기온의 영향을 받는 상대습도가 아닌 절대습도 

(absolute humidity)를 이용하여 각 지점들을 비교하여 

보았다. 절대습도값은 8.3 (9:30) - 11.7 (17:00) gm-3로 

오후로 갈수록 높아졌으며 (Fig. 2 (b)), 지점 간 최대 

1.0 gm-3 (12:00)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가장 높은 절대습도값을 나타낸 곳은 공원의 중앙에 

위치한 지점 1로서 잔디밭과 공원둘레의 수목들의 증

발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실측과 

ENVI-met 결과 모두에서 상대습도가 가장 높게 나왔

던 지점 4는 절대습도값에서는 중간정도의 결과를 보

였다. 가장 낮은 지점은 지점 3으로 나타났는데, 지점 6

과 비교해 보면 오전에는 두 지점 다 가장 낮은 절대습

도값을 나타내었으나 오후부터는 지점 6이 더 높게 나

타났다.

ENVI-met 결과는 시간대별 측정 지점 간 차이는 최

대 약 5%를 나타내 실측자료와 비슷한 결과를 예측하

였으나, 실측자료에 비해 평균 31.3 ± 2.7% 높은 결과

를 보였다. 가장 높게 나온 지점 (지점 4)과 가장 낮게 나

온 지점 (지점 6)도 실측자료와 동일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측자료와 모델링 자료의 상호관련

성 (r2 = 0.5107)은 기온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나왔

다 (Fig. 3 (b)).

3.3 풍속

측정된 자료들은 11:00 - 16:00 동안 높은 풍속 값을 

나타낸 반면에, ENVI-met 결과는 시간에 관계없이 비

슷한 값을 보였다 (Fig. 2 (c)). 좁은 골목에 위치한 지점 

4는 실측자료에서는 평균 1.9 ± 1.1 ms1, 최고 3.6 ms1

로 제일 높은 풍속을 나타내었으며, ENVI-met 결과에

서도 평균 1.0 ± 0.1 ms1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으나, 

실측자료와 평균 0.9 ± 1.1 ms1의 큰 차이를 보였다. 다

음으로 실측에서 강한 풍속을 나타낸 곳은 지점 3으로 

14:00경에 1.8 ms1를 나타내었고, 두 곳을 제외한 나머

지 지점들은 대체적으로 1.0 ms1 이하의 값을 보였다.

지점 1, 5와 6은 ENVI-met 결과와의 차이가 평균 0.1 ± 

0.3 ms1로 가장 근접한 결과를 보였고, 지점 2는 지점 3

과 같은 도로변에 위치해 있었지만 나무 옆에 있어서 위

의 두 지점들보다는 조금 높은 평균 0.3 ± 0.3 ms1의 차

이를 보였다. 실측자료와 ENVI-met 결과의 회귀분석 

결과 r2 = 0.2705로 매우 낮은 설명력을 보여 ENVI-met

의 미기후 풍속예측은 정확성이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Fig. 3 (c)).

3.4 복사에너지 (Radiation)

ENVI-met 프로그램은 지표면 반구 (the ground hemi-

sphere)에서 반사되어 오는 태양 복사에너지에 대한 결

과는 표출되지 않기 때문에, 지점 1에서의 하늘 반구 

(the sky hemisphere)에서 오는 태양 복사에너지 (K↓)

(a)

(b)

(c)

Fig. 3. Regression analysis between in situ data and ENVI- 
met results: a) air temperature, b) relative humidity and 
c) wind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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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지구 복사에너지 (L↓), 지표면 반구에서 오는 지구 

복사에너지 (L↑)를 실측자료와 비교하였다 (Fig. 4 (a)).

K↓에서는 실측자료가 250 - 514 Wm-2로 나타난 반

면에, ENVI-met 결과는 793 - 1,100 Wm-2로 그 차이가 

평균 495 ± 92 Wm-2로 매우 크게 나타났다. L↓는 실측

에서는 451 - 529 Wm-2, ENVI-met은 338 - 376 Wm-2

로 평균 137 ± 16 Wm-2 낮게 예측되었다. 이러한 결과

는 ENVI-met의 기온예측이 실측자료보다 4 - 5°C 낮

은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 L↑는 실측 367 - 383 Wm-2, 

ENVI-met 473 - 555 Wm-2로 평균 148 ± 24 Wm-2 높

게 예측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ENVI-met이 하늘 반구

에서 오는 태양 복사에너지를 과다예측한 영향으로 지

표면 온도를 실제보다 높게 예측한 것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실측자료와 ENVI-met결과의 선형회귀분석에서는 

세 가지 다 높은 결과를 보여 주었다: K↓, r2 = 0.821; L

↓, r2 = 0.941; L↑, r2 = 0.847 (Fig. 4 (b)). 특히, L↓에

서 높은 상관성을 보여준 원인은 ENVI-met이 예측한 

하늘시계지수 (sky view factor)는 0.67로 실측된 하늘

시계지수보다 0.1 (10%)정도 낮은 값을 보이기 때문이

라 판단된다. 이것이 ENVI-met에서 낮게 예측된 기온

의 영향으로 실제보다 대기에서 오는 지구 복사에너지 

양을 낮게 예측하게 되며, 실제보다 낮게 예측된 주변의 

구조물 (건물 벽, 수목, 다른 인공구조물) 표면온도 

(ENVI-met이 실측보다 평균 137 ± 16 Wm-2 낮게 예측 

한데서 유추하였음)에 비해 그 구조물이 차지하는 시계

지수 (= 1 - 하늘시계지수)가 높아짐으로써 주변 구조물

에서 오는 지구 복사에너지 양을 더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여기서는 지표면 반구에서 오는 태양 복사에너지 (K

↑)에 대해서는 비교하지 못했지만, 실측된 지표면 태

양 복사에너지 반사율 (albedo)을 보면, 적색 벽돌포장

재의 반사율이 2009년 6월 (19.0%)에 측정된 것보다 

2012년 5월 (16.6%)에 2.4 % 낮아진 결과를 보였다. 이

것은 3년 동안 포장재 표면의 오염이 증가하여 반사율

이 낮아진 현상으로 생각된다.

Tmrt에서는 ENVI-met이 12:00에 실측자료보다 최

대 19.6°C 높은 결과를 보였다(Table 2). 최대 차이를 

보인 12:00를 기준으로 이른 오전과 오후로 갈수록 그 

(a) (b)

Fig. 4. Comparison between in situ data and ENVI-met results: a) radiation comparison and b) radiation regression 
analysis.

Table 2. Results of mean radiant temperature (Tmrt) and human thermal sensation (PMV, UTCI) from in situ data and 
ENVI-met results

Time
Tmrt (°C) PMV UTCI (℃)

in situ ENVI-met in situ ENVI-met in situ ENVI-met

9:30 48.5 62.5 2.0 2.5 29.2 31.6

10:00 47.6 63.8 2.0 2.9 29.5 32.4

11:00 49.9 68.0 2.3 3.7 30.4 34.0

12:00 51.5 71.1 2.0 4.3 30.9 35.1

13:00 53.0 71.4 3.1 4.5 32.4 35.4

14:00 56.8 65.4 2.8 3.8 32.9 34.2

15:00 58.4 19.6 3.8 -1.0 34.2 21.2

16:00 53.4 13.4 2.4 -1.6 32.1 19.0

17:00 45.6 12.1 2.2 -1.8 30.4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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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으며, 15:00부터는 

ENVI-met이 지점 1뿐만 아니라 공원 전체를 음지로 인

식하는 오류도 발생하였다.

한편, Fahmy and Sharples (2009)의 Tmrt와 인간 열

환경지수인 PMV와의 회귀식을 이용하면 (r2 = 0.7763):

PMV ×


           (Eq. 1)

19.6°C Tmrt의 차이는 1.2 PMV 차이를 보이므로, ENVI- 

met의 복사에너지 예측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3).

3.5 인간 열환경지수 (Human Thermal Sensation)

실측자료와 ENVI-met 결과를 이용해 인간 열환경

지수인 PMV와 UTCI를 분석해 본 결과, 실측자료는 

오전에는 PMV와 UTCI 둘 다 따뜻하다 (warm)는 결

과를 보이다가 13:00부터 덥다 (hot)는 결과를 보여주

었다. PMV는 15:00에 매우 덥다 (very hot)는 결과도 

보였다 (Tables 2 and 3).

ENVI-met은 PMV에서는 9:30부터 UTCI에서는 

10:00부터 덥다는 결과 (hot)를 보이다가, PMV는 11:00

부터 매우 덥다는 결과 (very hot)를 보였다. 실측자료

와 ENVI-met 결과는 12:00에 최대 2.3 PMV, 4.2°C 

UTCI의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ENVI-met이 예측한 

낮은 기온과 풍속, 높은 상대습도와 평균복사온도의 영

향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이며, UTCI에서 보다는 

PMV에서 그 차이를 확연히 찾아 볼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실측과 컴퓨터 모델링 결과의 차이는 도시 

및 조경 계획에 심각한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실측과의 검 ‧ 보정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3.6 인간 열환경지수 민감도 조사 (Sensitivity 

test of human thermal sensation)

여름철을 기준으로, 인간 열환경지수에서 각각의 미

기후 자료들의 오차범위를 설정해 본다면, 한 지표의 

반 (heat stress 기준으로; PMV: 0.5, UTCI: 3°C)을 오

차범위의 한계로 잡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한계는 오차로 인해 잘못된 지표 (예: warm 지역을 

hot 지역으로)를 나타낼 확률이 50%이며, 지표를 기존

의 단계에 중간 단계를 추가하여 좀 더 세분화하면 오차

로 인한 지표 결과 오류를 반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여름철 PMV 지표 4단계 (slightly warm- 

warm-hot-very hot)를 중간 단계를 추가한 7단계 

(slightly warm-warm-very warm-slightly hot-hot-very 

hot-extremely hot)로 세분화하면, 오류가 발생하더라

도 기존의 지표에서의 한 단계가 아닌 반 단계의 오류 

안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PMV와 UTCI의 반 단계인 0.5와 3°C를 발생시킬 

수 있는 미기후 요소들의 최대 오차범위를 여름철 기준

으로 Human Thermal Sensation Computer Program 

(Park 2012)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기준이 되

는 입력자료로서 신진대사에너지 (metabolic energy)

는 서 있는 자세에서 발생하는 1.5 MET을, 의복은 전형

Table 3. Levels of human thermal sensation, PMV and UTCI (Fanger 1972; http://www.utci.org)

PMV UTCI (°C) Thermal perception Grade of Physiological Stress

< -3.5
< -40

very cold
extreme cold stress

-27 - -40 very strong cold stress

-2.5 - -3.5 -13 - 27 Cold strong cold stress

-1.5 - -2.5 0 - 13 Cool moderate cold stress

-0.5 - -1.5 9 - 0 slightly cool slight cold stress

-0.5 - 0.5 9 - 26 neutral, comfortable, indifferent no thermal stress

0.5 - 1.5 slightly warm

1.5 - 2.5 26 - 32 Warm moderate heat stress

2.5 - 3.5 32 - 38 Hot strong heat stress

> 3.5
38 - 46

very hot
very strong heat stress

> 46 extreme heat stress



50 S. Park et al. /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2020) 7(1): 43-52

적인 여름철 복장인 긴 바지와 짧은 팔 티셔츠의 의류절

연 (clothing insulation)수치인 0.55 clo로, 기온은 30°C, 

평균복사온도는 50°C, 풍속은 거의 없는 기준 (calm)

인 0.3 ms-1, 상대습도는 50%로 정하였다. 여기서 미기

후 요소들의 분석 범위를 기온은 20 - 40°C, 평균복사온

도는 30 - 80°C, 풍속은 0.3 - 2.3 ms-1 (높이는 지상에서 

1.2 m 기준), 상대습도는 0 - 100%로 하여, 나머지 기준

들을 고정한 뒤 각각의 미기후 자료들의 분석 범위에 따

라 값들을 입력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온은 PMV에서는 3°C의 기온 변화가 반 

단계인 0.5의 값을 변경한다고 일률적으로 나타났으나, 

UTCI에서는 기온 20°C 근처에서는 5°C 정도로 나타

나다가 40°C로 갈수록 PMV와 같은 3°C 정도의 결과

를 보였다 (Fig. 5 (a)). 풍속은 PMV에서는 풍속이 낮을 

때는 0.5 ms-1 정도에서, 풍속이 강할 때는 1.4 ms-1의 결

과를 보였으며, UTCI에서는 2.5°C 변화에 2.0 ms-1의 

결과를 보여 풍속에 대한 영향이 PMV보다는 약한 것

으로 보인다 (Fig. 5 (b)). 상대습도는 PMV에서는 60%

정도로, UTCI에서는 상대습도가 낮을 때는 45% 정도

의 변화에, 상대습도가 높을 때는 15%의 변화라는 결

과를 보였다 (Fig. 5 (c)). 평균복사온도는 PMV에서 4 - 

5°C의 변화가, UTCI에서는 12°C정도의 변화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나 평균복사온도가 UTCI에는 영향을 

적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5 (d)). 그러나, 위의 

결과는 각각의 미기후 자료가 반 단계의 지표를 변화시

킬 수 있는 최대치를 나타낸 것이므로, 실제 연구에서

는 각각의 미기후 자료의 오차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오

차가 종합적으로 만들어 낼 결과에 대해서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는 경상남도 창원시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미기후 실측 자료와 컴퓨

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ENVI-met을 이용하여 얻

어진 결과의 차이를 비교 분석해 보았다.

ENVI-met 프로그램은 기온에서 실측보다 4 - 5°C 

정도 낮게 예측하였으며, 상대습도는 31.3 ± 2.7% 높

게, 풍속은 0.3 ± 0.6 ms-1 낮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회귀

분석에서는 기온이 가장 높은 결과 (r2 = 0.8013)를 보

였으며, 상대습도 (r2 = 0.5107)와 풍속 (r2 = 0.2705)은 

낮은 결과를 보여, ENVI-met의 상대습도와 풍속예측

(a) (b)

(c) (d)

Fig. 5. Sensitivity tests of microclimatic factors in human thermal sensation: a) air temperature, b) wind speed, c) relative 
humidity and d) mean radiant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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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신뢰성이 높지 않다고 할 수 있겠다. 복사에너지에

서는 하늘 반구에서 오는 태양 복사에너지에서 평균 

495 ± 92 Wm-2로 가장 큰 차이로 높게 예측하였다. 하

늘 반구에서 오는 지구 복사에너지는 평균 137 ± 16 Wm-2 

낮게 예측하였고, 지표면 반구에서는 평균 148 ± 24 Wm-2 

높게 예측하였다. 회귀분석에서는 전체적으로 82% 이

상의 높은 설명력을 보였고, 하늘 반구에서 오는 태양 

복사에너지에서는 r2 = 0.9412로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여주었다. 반면, Tmrt에서 최대 19.6°C의 차이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나, 인간 열환경지수인 PMV에서 1.2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이는 PMV의 평

가 기준으로 보았을 때, 1단계 이상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예: 실제로는 warm한 지역을 hot한 지역으로 

분석하여 열환경 개선 지역으로 분류), 인간 열환경지

수 분석에서 심각한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수준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ENVI-met의 복사에너지 예측

치의 신뢰성에 큰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간 열환경지수인 PMV와 UTCI에서는, 실측자료

와는 12:00에 최대 2.3 PMV, 4.2℃ UTCI의 차이를 보

였다. 이것은 ENVI-met이 예측한 낮은 기온과 풍속, 

높은 상대습도와 Tmrt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

과이며, UTCI에서 보다는 PMV에서 그 차이를 확연히 

찾아 볼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보였던 두 자료들의 차이들은 절대값으

로서의 의미는 없으며, 시간적 공간적 범위의 차이에 

의해 다른 결과들을 보일 것이다. 그렇지만, 실측을 통

한 검 ‧ 보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컴퓨터 모델링 결과만

의 비교 분석의 문제점은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된다. 

미기후 자료를 이용한 인간 열환경지수 검 ‧ 보정 방법

은 Park (2014)와 Hyun (2018)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아직까지는 연구대상지에 따라 검 ‧ 보정식이 다르게 나

와, 차후 이에 대한 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

이다.

따라서 도시기후를 고려한 공간계획과 관련된 연구

를 수행할 때는 실측을 통한 검 ‧ 보정 과정을 통해서 컴

퓨터 모델링 결과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국내 ‧ 외적으로 

도시 및 조경계획 등 다양한 공간계획 차원에서 활용되

고 있는 미기후 프로그램의 결과를 실측치와의 상호 비

교 분석을 실시하여, 미기후 요소별 차이를 확인하였다

는 점에서 향후 관련 연구 수행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한 번의 관측과 모델링의 결과를 비교분석

한 연구로서, 시간적 ‧ 공간적 다양성에 의해 그 차이는 

적게도 크게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 연구의 시기나 

장소, 그리고 결과에 절대적인 의미는 없다고 하겠다. 

차후 다양한 시기와 장소에서의 비교연구가 진행되어

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 대상지는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해 있으므로, 교통수단과 건물에서 발생되는 인공

열도 고려하여야 하나, 다양한 교통수단과 건물용도에 

따라 발생하는 인공열 계산을 미기후 단위로 실측하기 

어려웠으며, 이 연구에 이용된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

그램인 ENVI-met에도 그에 대한 입력기능이 없어, 이 

연구에서는 포함시키지 못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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