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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친환경 도시 개발은 고도의 도시화를 이룬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확

보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야하며,평가되어야 할 과제이다.도시 개발

은 경제,인구 도,에 지 자원 소비 등 사회 문화 변화와 함께,

환경 기후변화,생태계 축소와 생물종다양성과 같은 자연 생태계의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복잡한 생태-사회시스템 (complex

socio-ecologicalsystem)문제이다.이러한 복잡계 역학의 이해는 품질

이 보증되는 장기간 측 자료를 바탕으로 근할 수 있다.이런 에

서 지면과 기 사이의 에 지,물,탄소 교환을 정량화하는 지표 럭스

측의 역할은 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최 로 에디공분산 기술을 이용하여 거주지 개발에 따

른 지표 럭스 난류 특성 변화를 평가하 다. 측된 복사 열

럭스 자료의 공간 표성은 거주지 개발 지역을 반 한다는 가정으로

부터 다음의 질문에 답하고자 하 다.거주지 개발에 따라 (1)공기역학

특성과 지표 난류 특성은 어떻게 달라지는가?(2) 열 럭스는 증가

하 는가?증가하 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이에 답하기 하여 거주

지 개발 과정부터 개발 완료 후 입주민이 거주하는 기간까지 약 3년간

측된 복사 열 럭스 자료와 항공 LIDAR (lightdetectionand

ranging)DEM (digitalelevationmodel)자료를 분석하 다.

그 결과,(1)항공 LIDARDEM 자료로부터 은평 뉴타운의 건물 수평

면 비율은 약 34% 으며, 면 변 는 12m,거칠기 길이는 1.8m로

나타났다.이러한 지면의 거칠기 증가는 측 자료로부터 끌림 항력 계

수의 증가로 나타났으며,0.49로 감소한 skyview factor에 의해서는 평

균 약 1℃,최 약 3℃의 도시 열섬 효과의 증가가 발생하 다.(2)에

디공분산 자료의 경우는 럭스 발자국 분석을 통해서 계산한 공간 표

성은 정도 으며,에 지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측의 성을 확인

하 다.거주지 개발 기와 비교할 때,개발 이후 지면의 열 이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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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산곡풍의 방향이 아 트 지역으로 변화하 으며,주간의 열

럭스는 약 2배정도 증가하 는데,이런 변화의 원인은 1)불투수층 증가

에 따른 지표 수분 함량의 감소,2)인구 증가에 따른 열 배출 증가,3)

건물 도로에 의한 오 시간의 열 장과 오후 시간의 배출로 사료된

다.거주지 개발 이후 순복사에 한 열 럭스의 일변화 이력곡선은

반시계방향의 회 특성을 나타내었는데,이는 순복사의 최댓값보다 건

물 도로의 열 장량이 먼 포화상태에 도달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서 거주지 개발에 따른 열 럭스 난류 특성 변화

를 평가하 으며,잠열 럭스 열 장,열 배출 럭스의 정량화 연구

를 도시 지표 에 지 럭스에 한 향후 과제로 제시하 다.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국내 아 트 거주지를 표하는 모수 정보와 측 검증

자료가 확보되어,향후 규모 수치 보 모형,도시 군락 모형,오염물

확산 모형,유체역학 모형 등을 활용한 국내 도시지역 연구에 있어 유용

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 된다.

주요어 :에디공분산, 열 럭스,난류특성,주거지개발,도시화

학 번 :2011-2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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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우리나라는 1960년 부터 세계 으로 유례가 없는 빠른 경제 성장과

도시화 과정을 거쳐 왔으며 그 결과,2010년 기 으로 체 인구의 약

90.9%가 국토 면 의 약 16.6%를 차지하는 도시에 집 하여 거주하며,

국가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4이상은 도시에서 배출되고 있다.국내

도시 개발과정은 부동산 시장의 성장,즉,경제 이윤 추구에 집 되어,

자연과 환경을 상 으로 등한시해 왔다.최근의 국내 도시개발 정책의

표 인 로는 서울특별시에서 2000년 에 추진한 ‘뉴타운 개발 정책’

을 들 수 있다.뉴타운이라는 용어는 19세기 국의 도시계획가

EbenezerHoward의 도시 원론에서 최 로 사용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데,서울의 뉴타운은 기 용어의 이미지를 차용하 으나 직 인 연

은 없어 보인다.최근의 웰빙에의 고조된 심에 따라서 거주지 주변의

자연 환경 개선 녹지 확충에 힘쓴 것은 사실이나,최 의 뉴타운이

녹지를 도시 경계로 하는 자 자족 경제 도시 개발의 의미를 가졌다면,

서울의 뉴타운 개발 정책은 서울 지역의 균형발 을 과제로 하고 있

다.

친환경 도시 개발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해서 반드시 이

루어야할 과제이다.도시 개발은 경제,인구 도,에 지 자원 소비

등 사회 문화 변화와 함께,환경 기후변화,생태계 축소와 생물종다

양성과 같은 자연 생태계의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복잡한 생태-사회

시스템 (complexsocio-ecologicalsystem)문제이다. 의 도시는 그

기능 유지를 해서,실제 도시 면 보다 훨씬 넓은 지역에서의 자원

식량의 공 을 요구하며,빠르게 소비하고,엄청난 양의 폐기물을 배출하

고 있다.그 결과 인구 증가,기후 변화,식량 부족,자원 고갈 등의 다양

한 구 변화 문제를 야기하여,인류의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을 지

속 으로 하고 있다.이러한 지속가능성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요소

로는 생태-사회 시스템의 이해부족과 빈약한 문제 해결 의지,실천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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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족을 꼽을 수 있는데 (Gallopin,2002),그 생태-사회 시스템의

이해는 양질의 장기간 측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런 에서 지면과 기 사이의 에 지,물,탄소 교환을 정량화하

는 지표 럭스 측의 역할은 요해지고 있다.도시 개발에 따른

지면 과정 변화를 이해하고 도시 개발 과정을 평가하는 것은 모두 지표

럭스 측자료로부터 가능하며,향후 도시 계획에 있어서도 요한 정

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특히 도시에서의 지표 에 지 럭스 과정

의 이해는 도시 미기후를 이해함에 있어서 필수 이다.에디공분산

(eddycovariance)은 존하는 지표 럭스 측 방법들 가장 정확하

며,이론 으로 많이 검증된 방법이다. 구 측망인 FLUXNET을 비

롯하여 지역 규모의 럭스 네트워크 (AmeriFlux, EUROFLUX,

OzFlux,AsiaFlux)가 구축될 정도로 세계 으로 그 연구가 활성화 된지

오래지만,도시를 상으로 하는 럭스 측소는 재 그 수가 30곳 미

만이며, 부분 선진국에 집 되어 있다 (Grimmond and Christen,

2012).우리나라에서는 국내 경 의 비균질성과 복잡성이라는 어려움에

도 불구하고 2001년 KoFlux의 구축 이래 국내의 럭스 측 연구는 꾸

히 증가해 오고 있다 (Kim etal.,2006).기존의 럭스 측 연구가

농림 산림 생태계를 상으로 집 되어온 반면,도시 지역에서 용

된 사례는 없다.

본 연구는 국내의 도시 개발에 따른 지면 과정 변화를 평가하는 첫 시

도로써,거주지 개발에 따른 열 럭스와 난류 특성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 다.이를 해서 에디공분산 기술을 이용하여 은평 뉴

타운 개발 지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 동)을 상으로,개발 과정부터

장기 측된 복사 열 럭스 자료가 거주지 개발 구역을 표한다는

가정으로부터 다음의 질문에 답하고자 하 다.거주지 개발에 따라 (1)

공기역학 특성과 지표 난류 특성은 어떻게 달라지는가?(2) 열 럭

스는 증가하 는가?(3)증가하 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이에 답하기

하여 거주지 개발 과정부터 개발 완료 후 입주민이 거주하는 기간까지

약 3년간 측된 복사 열 럭스 자료와 항공 LIDARDEM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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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 다. 럭스 자료의 해석은 럭스 발자국 분석 결과로부터 얻은

공간 표성을 기 로 하 으며,스펙트럼 분석과 기안정도 끌림

항력 계수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한 LIDAR (lightdetection and

ranging)DEM (digitalelevationmodel)자료로부터 공기역학 특성과

skyview factor()를 분석하 다.본 논문의 구조는 먼 제 2장을

통해서 도시 지역을 상으로 수행되었던 연구 사례를 도시 열섬 상과

도시 에 지 럭스 에서 분리하여 소개하 으며,일반 으로 알려

진 도시화에 따른 지면과정의 변화를 정리하 다.제 3장에서 본 연구

에 사용한 방법론을 설명하 으며,제 4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해석하 다. 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성과를 요약 정리하 다.



-4-

제 2장 연구사

2.1도시 열섬 상

도시화에 따른 국지 기후변화는 19세기 에 이미 인식되었는데,

LukeHoward는 그의 서 ‘ClimateofLondon’을 통해서 도시의 열기와

화석연료 연소의 열 배출에 의해서 런던의 기후가 더 이상 과 같지

않음을 언 한바 있다 (Howard,1833).이보다 약 1세기가 지나서야 미

국 Arizona주의 Phoenix지역에서 측된 지표 기온 자료로부터 도시

열섬 (urbanheatisland)의 형태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연구 결과

가 발표되었으며 (Gordon,1921),열섬 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1947년

BalchinandPye의 논문을 통해서 처음으로 소개 되었다.이런 배경으로

부터 도시화에 따른 국지 기후변화 연구는 도시 열섬 상에 집 되어

왔다.하지만 도시 열섬 상을 에 지 평형의 에서 물리 으로 그

원인과 결과를 분석한 것은 1980년 에 들어서야 본격 으로 시작되었다

고 할 수 있는데,이제까지 제안된 도시 캐노피 층 (urban canopy

layer)의 도시 열섬 상 원인으로는 크게 도시 건물의 구조 자재,

기 오염,빌딩과 교통의 열 배출로 정리할 수 있다 (Oke,1982).

국내에서도 도시화에 따른 기온의 상승에 한 결과가 여러 연구를 통

해서 발표된바 있다 ( ,Park,1986;류상범 등,1993;김맹기 등,1999;

김경환 등,2000;Kim andBaik,2002;Choietal.,2003;Ohetal.,

2004;Kim andBaik,2005;구교숙 등,2007;서명석 등,2009;Kim and

Kim,2011;KugandAhn,2013,홍제우 등,2013).류상범 등 (1993)은

최 기온의 상승 경향과,해양의 기온 변동과 맞물린 주기성을 주목하

고,김맹기 등 (1999)은 경험 직교 함수 분석 방법 (empirical

orthogonalfunction)을 이용하여,도시화에 따른 장기 기온 상승 경향

을 설명하 고,이러한 기온 상승은 이후 연구에서도 계속 보고 되었다

( ,김경환 등,2000;Choietal.,2003;Ohetal.,2004;구교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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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Kim andKim,2011).한편,서명석 등 (2009)은 국의 60개 종

지상기상 측소 자료를 이용하여 도시화에 따른 일교차의 감소를 보고하

고,Kim andBaik(2005)은 서울 지역의 열섬 강도의 연간 공간 특성

을 정량화하고 연평균 온도의 공간 차이가 인구 도와 한 련이

있음을 추정하 다.StewartandOke(2012)는 자동기상 측소 주변 지

형 특성에 따라 총 19종류의 국지 기후 (localclimatezone,LCZ)로

분류할 것을 제안한바 있으며,이에 따른 서울 지역의 도시 열섬 강도는

약 4.3℃,일교차의 편차는 약 3.8℃까지 나타났다 (홍제우 등 2013).

도시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도시 열섬 상은 도시와 그 인 자연생

태계 사이에 지표 에 지 럭스 특성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2.2도시 에 지 럭스

2.2.1.도시 에 지 평형 방정식

지표의 에 지 평형을 이해하는 것은 기 경계층 기상 기후 시스

템을 이해함에 있어서 필수 이다.도시에서의 에 지 평형 연구는 1951

년 Sundborg의 연구가 문으로 출 된 첫 연구 으며,Oke(1988)에

의해서 상세하게 정리된바 있다.도시의 건물과 도로 등 인공 구조에 의

한 열 장을 무시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도시의 에 지 평형은 일정

볼륨에 해서 에 지 평형을 고려해야 한다.순 열 럭스 (netheat

flux)가 0인 토양 깊이 (약 2m)로부터 측고도 (일반 으로 평균 빌딩

높이의 1.5-2배)까지의 부피 (Fig.2.1.(a))에 한 도시의 지표 에 지 평

형 방정식은 Eq.2.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q.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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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각 항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순복사 (netall-waveradiation)

 :인간 활동에 의한 열배출 럭스 (anthropogenicheatflux)

 : 열 럭스 (turbulentsensibleheatflux)

 :잠열 럭스 (turbulentlatentheatflux)

 :볼륨 내부에 장되는 열 장 럭스 (heatstorageflux)

 :수평으로 유입/유출 되는 열 이류 럭스 (netadvectionheatflux)

인간 활동에 의해서 화석연료 연소나 기 에 지 소비에 따른 열배출

()이 발생하게 되는데,이는 농 과 같은 자연 생태계의 에 지 평형

방정식에는 포함되지 않는,도시 지표 에 지 평형 방정식에만 나타나는

항이라고 할 수 있다.는  와 더불어 다른 난류에 의한 와 

열 장 ()과 이류 ()로 배분된다고 할 수 있는데,도시에서

는 농 과 달리 만큼 난류 럭스가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Figure2.1(a)Schematicdepictionofurbansurfaceenergybalance,

and (b)idealized arrangementofurban boundary layerstructures

(modifiedfrom Oke,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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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값은 도 층형 건물로 구성된 온 기후의 도시에서 연평

균 약 15-50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으며 (Oke,1988), 국에서의

최근 연구에서는 연 평균 16-24 (Allenetal.,2011),도심지에서는

18-150 (Hamiltonetal.,2009),근교 주거지역에서 약 6-10

의 값이 보고된바 있다 (Wardetal.,2013).이는 부분 유럽 북미

지역에서 연구된 결과로 아시아 지역의 높은 인구 도와 고층형 빌딩이

집한 지역에서의 연구결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도쿄 도심지에

서의 는 낮 시간에 400까지도 나타났으며 (Ichinose etal.,

1994),Sonetal.(2000)은 동일한 방법으로 부산에서 연 평균 으로 약

31-60 범 의 공간분포 특성이 나타남을 확인하 다.Leeetal.

(2009)는 서울에서 연 평균 약 55의 값을 보고한바 있는데,본 연

구 상지역인 은평 뉴타운 지역은 서울의 북서쪽 가장자리에 치하며

(Fig.3.1),산악 지형이 북쪽으로 치하고,상 으로 녹지 비율이 높

음을 감안했을 때, 국을 비롯 유럽 북미 지역의 연구 결과보다는

다소 높지만,Leeetal.(2009)이 제시한 서울 지역의 값 보다는 다소 낮

을 것임을 상할 수 있다.

럭스 측은 난류가 활발하게 발달하 을 때를 가정하며,일반 으

로 는 무시할만하다고 가정한다.따라서  와 의 합이 ,,

로 배분된다고 할 수 있다.GrimmondandOke(1999a)에 따르면

북미 7개 도시에서 잔류법 (residualmethod)을 통해서 산출한 와

의 합은 의 값과 비슷한 규모를 나타내었다.

2.2.2.도시 에 지 럭스 측

도시에서의 지표 에 지 럭스 측은 건물의 지붕 높이 (canopy

layer)보다 높고,도시 기 경계층 (urbanboundary layer)의 혼합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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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edlayer)보다는 낮은 고도인 지표층 (surfacelayer)에서 이루어지

게 된다.지표층에서는 지면으로부터의 에 지 럭스가 잘 혼합되어 고

도에 따라 균일한 럭스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등 럭스층 (constant

fluxlayer)이라고도 불린다.이 지표층의 고도는 도시 측 창기에 지

붕으로부터 평균 빌딩 높이의 약 반에 해당하는 고도로 언 되기도 하

지만 (YapandOke,1974), 재는 평균 빌딩 높이의 약 1.5배에서 2

배 정도의 높이에서 측할 경우 지표층 측이 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

한다.

도시에서의 지표 에 지 럭스의 측은 1974년의 yaw

sphere-thermometer를 이용한 Vancouver에서의 여름철 측을 최 의

연구 사례로 들 수 있다 (YapandOke,1974;Yapetal.,1974).1980년

에 어들면서 창기 yaw sphere-thermometer는 1차원 음 풍향

풍속계 (1-D ultrasonic anemometer)와 극세선형 열 (fine wire

thermometer)로 체 되었고 (CleughandOke,1986),1987년이 되어서

야 여름이 아닌 겨울부터 까지의  측이 수행되었다 (Grimmond,

1988,1992)1).이후 북미와 유럽을 심으로 도시에서의 에 지 럭스

측이 연구되어 왔다.북미 지역의 경우 캐나다의 Vancouver(Kalanda

etal.,1980;Oke and McCaughey,1983;Cleugh and Oke,1986;

Grimmond1992;RothandOke,1994)와 Montréal(Lemonsuetal.,

2008;BergeronandStrachan,2011)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미국은 St.Louis(Clarkeetal.,1981;Chingetal.,1983;Grimmond

andOke,1995),Indianapolis(HannaandChang,1991),Sacramento

(Grimmond and Oke, 1995), Chicago (Grimmond et al., 1994;

GrimmondandOke,1995),Tucson과 LosAngeles(Grimmondand

Oke,1995)로부터 시작하여,최근에는 Houston (Park etal.,2010),

Baltimore(Crawfordetal,2011),Minneapolis(PetersandMcFadden,

2012)등을 상으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유럽에서는 스웨덴의

1)에디공분산 장치의 발 과정은 Aubinetetal.(2012)의 Table1.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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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psala(Taesler,1980),독일의 Born(KerschgensandHacker,1985;

Kerschgens and Drauschke,1986)에서의 연구를 시작으로, 랑스

Marseille (Grimmond etal.,2004), 국의 London (Kotthaus and

Grimmond,2012)과 그 근교 도시 Swindon(Wardetal.,2013)을 비롯

하여 Edinburgh(Nemitzetal.,2002)에서의 연구가 수행된바있다.선진

국과 온 기후를 제외한 지역에서의 연구 결과는 상당히 제한 인데,

멕시코의 수도 MexicoCity(Okeetal.,1992) 이집트 Giza(Freyet

al.,2011)와 아 리카 Burkina Faso의 Ouagadougou (Offerleetal.,

2005)에서의 연구가 특이할만 하다.

아시아에서는 본 연구를 제외하면,총 4개국 5곳의 측지에서 도시

에 지 럭스가 연구된바 있다.열 기후에 가까운 싱가폴에서는 층

집형 거주지에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Rothetal.,2009)우리나라의

온 기후와는 큰 차이가 있으며, 만의 연구는 에 지 럭스보다 이

산화탄소 럭스 분석에 집 하 으며 (Liaoetal.,2007),이는 국

Beijing(SongandWang,2012)의 연구와 동일하다.일본의 Osaka의 도

심지인 Sakai(Ueyamaetal.,2011)에서의 연구는 고층 집 상업지구

에서의 연구로 거주지역의 에 지 사를 표할 수 없으며,Tokyo근

교 거주지 (MoriwakiandKanda,2004)에서의 연구는 층형 거주지역

으로서 고층 아 트 지역의 에 지 과정을 표하기에는 부족했다.

총 17개국 41곳에서의 연구 사례는 다음의 Table2.1에 정리하여 나

타내었다.연구사를 살펴보았을 때도,본 연구는 장기간 도시에서 측된

 자료를 다루며,고층 집 거주지역의  측 자료로는 국내외

으로 희소성이 있는 연구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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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City LCZ Landuse2) Studyperiod Operatedby Reference

USA

Baltimore Openlowrise R 2001- IndianaUniversity Crawfordetal.,2011

Chicago Openlowrise R 07/1992-06/1993 IndianaUniversity Grimmondetal.,1994

Denver Largelowrise Cx
05/2001-09/2007;

01/2011-
U.S.GeologicalSurvey Anderson&Taggart,2003

Houston Openlowrise Cx 07/2007- TexasA&M University Changhyounetal.,2010

KansasCity Openlowrise R 08/2004 UniversityofMissouri Balogunetal.,2009

Sacramento Openlowrise R 08/1991 IndianaUniversity GrimmondandOke,1995

LosAngeles

Compactlowrise, R 07/1994 IndianaUniversity Grimmondetal.,1996

Openlowrise R 1993-1995 IndianaUniversity Grimmondetal.,1996

Largelowrise R 07/1993-08/1993 IndianaUniversity Grimmondetal.,1995

Miami Openlowrise R 05/1995-06/1995 IndianaUniversity Newtonetal.,2007

Minneapolis Openlowrise R 11/2005-06/2009 UC-SantaBarbara Peters& McFadden,2012

SaltLakeCity Openlowrise R 2005,2007- UniversityofUtah Ramamurthy&Pardyjak,2011

Tucson Light-weightlowrise R 06/1990 IndianaUniversity Grimmond& Oke,1995

Canada

Montréal
Compactlowrise R

10/2007-10/2009;

03/2005-04/2005

McGillUniversity/

EnvironmentCanada

Lemonsu et al., 2008;

Bergeron&Strachan,2011;

Openlowrise R 11/2007-10/2009 McGillUniversity Bergeron&Strachan,2011;

Vancouver

Largelowrise I 07/1992-08/1992
IndianaUniversity/

Univ.ofBritishColumbia
Grimmond& Oke,1999a

Openlowrise R
07/2008-08/2008;

07/2009-08/2009
Univ.ofBritishColumbia Crawfordetal.,2009

Openlowrise RC
1977-;2001-2002;

05/2008-
Univ.ofBritishColumbia Christenetal.,2011

Mexico MexicoCity

Compactmidrise R 11/1993-12/1993 Univ.ofBritishColumbia Okeetal.,1999

Compactmidrise RC 03/2006;02/2009-
WSU/MCE2,2006;

MCE2/INE/SMADGF,2009
Velascoetal.,2011

Table2.1Listsofenergyfluxmeasurementsinurban,modifiedfrom GrimmondandChristen(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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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City LCZ Landuse2) Studyperiod Operatedby Reference

Switzerland Basel

Openlowrise R 06/2002-07/2002 UniversityofBasel Christen& Vogt,2004

Compactmidrise Cx 01/2004- UniversityofBasel Vogt,2009

Compactmidrise RC
08/1994-09/2002;

06/2002-07/2002
UniversityofBasel

Christen& Vogt,2004;

Vogtetal.,2006

Italy Florence Compactmidrise RC 2005- ItalianNationalResearchCouncil Mateseetal.,2009

France

Marseille Compactmidrise RC 06/2001-07/2001
IndianaUniversity/

Univ.ofBritishColumbia
Grimmondetal.,2004

Nantes Sparselybuilt R 02/2006- IRSTV Rubanetal.,2011

Toulouse Compactmidrise Cx 02/2004-02/2005 CNRM/MétéoFranceCNRS Massonetal.,2008

Poland Lodz Compactmidrise Cx
2000-2003;

06/2005-
UniversityofLodz

Pawlaketal.,2011;0

Offerleetal.,2006;

Finland Helsinki Mixed RI 12/2005- UniversityofHelsinki Vesalaetal.,2008

UK
London Compactmidrise SO 10/2008- King’sCollegeLondon Kotthaus&Grimmond,2012

Swindon Openlowrise R 05/2011- CEHWallingford Wardetal.,2013

Germany Oberhausen
Sparselybuilt R 08/2010-07/2011 UniversityofDuisberg-Essen Goldbach& Kuttler,2012

Compactmidrise RC 08/2010-07/2011 UniversityofDuisberg-Essen Goldbach& Kuttler,2012

Australia Melbourne Openlowrise R 08/2003-08/2004 MonashUniversity Couttsetal.,2007

Egypt Giza Openhighrise SO 11/2007-02/2008 UniversityofBasel Freyetal.,2011

BurkinaFaso Ouagadougou Openlowrise R 02/2003
IndianaUniversity/

GöteborgUniversity
Offerleetal.,2005

Singapore Singapore Compactlowrise R
03/2006-03/2007;

09/2007-03/2008
NationalUniversityofSingapore Rothetal.,2009

Taiwan TaichungCity Openmidrise Cx 2005-? NationalChungHsingUniversity Liaoetal.,2007

Japan
Tokyo Compactlowrise R 2001-2007 EhimeUniversity Moriwaki& Kanda,2004

Osaka Compacthighrise C 11/2008-? OsakaPrefectureUniversity Ueyamaetal.,2011

China Beijing Compacthighrise Cx 01/1991- ChineseAcademyofSciences Song& Wang,2012

2)R:Residential,C:Commercial,I:Industrial,S:institutional,O:other,andCx:Complex(includingthreeor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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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도시개발에 따른 지면과정의 변화

연구사 조사를 통해서 도시 개발에 따른 지형 정보 지면- 기간

상호작용의 변화에 해 이미 알려진 일반 인 연구 결과를 다음의 그림

(Fig.2.2)을 통해서 나타내었다.도시 개발에 의해서 1차 으로는 평균

빌딩 높이 ()와 인구 도 (populationdensity)가 증가하며,이에 따

라서 불투수 피복 면 (impervioussurface)과 열 장 (),거칠기

길이 (),에 지 소비량과 교통량이 증가하며,skyview factor()는

감소하게 된다.최종 으로 해당 지역의 열 럭스 ()와 도시열섬강

도는 증가하며,잠열 럭스 ()는 감소하게 된다.

Figure 2.2 Diagram ofeffects ofresidentialdevelopmenton

surface processes. Venn diagrams indicates the level of

changings,Solidlinemeansincreases,anddashedlinemeans

decreasesin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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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방법

3.1 측지

럭스 측 타워는 은평메디텍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 동

소재,북 37.63°,동경 126.93°)의 옥상에 치하 으며,서울특별시의

북서쪽 가장자리에 치해 있다.비교 최근까지 은평구 진 동 지역은

서울에서 발 이 가장 더딘 곳 한 곳이었으나,서울특별시의 은평 뉴

타운 정책에 의해 2010년 형 아 트 단지가 건설됨에 따라, 재는

서울을 표하는 형 거주지역의 한 곳으로 변화하 다 (Fig.3.1).해

당 기간 동안 진 동의 주민등록 인구는 격하게 증가하 는데 (Table

3.1),2008년 약 1평방 ㎞ 당 317명이던 인구 도가 (6월 30일 기 )

2012년에는 약 4299명으로 증가하 다 (12월 31일 기 ).즉,2008년까

지는 인구 도가 근교 거주지 (suburbanresidentialarea)와 유사하며,

주변 경 은 아 트 건축이 시작된 기 단계의 형태로 볼 수 있다.반

면,2011년에는 도심 거주지 (urbanresidentialarea) 에도 고층 건물

이 집한 형태 (compacthighrise)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측 타워 주변의 지형은 북쪽으로는 경사가 한 산악 지형이 분포해

있지만,북서 (약 315°)에서 북동 (약 45°)을 제외한 방 로는 경사가 2°

이하로 완만한 지형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북쪽의 산악 지형에는 정북

쪽의 아 트 단지와 함께,자연 산림 생태계가 분포해 있는데,주요 식생

은 약 4월 순부터 10월 순까지의 생장기간을 갖는 참나무과의 낙엽

활엽수로 비교 균질하게 구성되어 있다.남쪽 (약 135-315°)으로는 반

경 200m 이내로 아 트 단지가 치해 있다.동쪽 (약 45-135°)으로는

아직 개발이 이 지지 않은 평평한 지형이 치해 있다 (2013년 재,

아 트 단지 건설 ).10m 타워 꼭 기로부터의 촬 사진을 첨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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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3.1LocationofEunpyeongNewtown(above),andin2008

(below left),andin2011(below right).Thestarsymbolindicates

thepositionofthefluxtower.(from Daum map)



-15-

Referencedate Population Populationdensity(
 )

30Jun2008 3647 317

31Dec2008 10783 936

30Jun2009 18490 1605

31Dec2009 21020 1825

30Jun2010 29036 2520

31Dec2010 41101 3568

30Jun2011 44650 3876

31Dec2011 46260 4016

30Jun2012 49024 4256

31Dec2012 49524 4299

Table3.1ResidentregistrationpopulationinEunpyeongNewtown,

Jingwan-dong.

Figure 3.2 Scenery from north to north-east (0-45°)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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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Scenery from north-east to east (45-90°)

direction.

Figure 3.4 Scenery from east to south-east (90-135°)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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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3.5Sceneryfrom south(180°)direction.

Figure 3.6 Scenery from south-westto west(215-270°)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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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3.7Sceneryofwest(270°)direction.

Figure 3.8 Scenery from westto north-west(270-315°)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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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3.9Sceneryofnorth(0°)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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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럭스 측 자료처리

3.2.1. 럭스 측

럭스 측은 국립기상연구소에 의해서 2008년 11월부터 2012년 6월

까지 수행되었다.10m 높이의 럭스 타워가 20m 높이의 은평메디텍고

등학교 옥상에 설치되었다 (즉,지면으로부터 총 30m).3차원 음 풍

향풍속계인 CSAT3(CampbellScientific,USA)는 타워의 3m와 10m 꼭

기에 2 가 설치되었으며,상하향 장단 복사속을 측정하는 복사계

CNR1(Kipp&Zonen,Netherlands)은 타워의 8.5m 높이에 설치되었다

(Fig.3.10).두 측기기는 모두 자료 집록기인 CR-3000 (Campbell

Scientific,USA)에 연결되어 10㎐의 샘 링 속도로 장되었다.강우량

확인을 한 강우계 1 가 운 되었고, 원은 학교 건물로부터 220V,

60㎐ 교류 원이 안정 으로 공 되었다. 측고도 30m는 아 트 집

구역 (135-270°)의 평균 빌딩 높이인 약 18.8m의 약 1.6배로 럭스

측이 하게 이 지는 지표층 (surfacelayer)고도에 해당하 다.

Figure3.10FluxtowerinEunpyeongnewtown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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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럭스 자료처리

열 럭스 (,turbulentsensibleheatflux)는 아래의 Eq.3.1을

통해 산출할 수 있다.

  
′′ Eq.3.1

의 Eq.3.1에서 계산된 의 단 는 이며,는 혼합 공기 (건

조 공기와 습윤 공기가 섞여있는 공기) 도 (airdensity, ),는

혼합 공기의 비열 (specificheatofair,  )이다.는 연직 풍속

(),는 기온 (℃)을 나타내는데,여기서 ′ 는 평균으로부터의 변

동, 는 평균을 의미한다.여기서 는 아래의 Eq.3.2와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


 ×




Eq.3.2

여기서, 와 는 각각 수증기와 건조 공기의 도이며 (단 는

 ),과 는 수증기와 건조 공기의 비열 (단 는 )이

고,와 는 수증기와 건조 공기의 분압 (단 는 ),와 는 수증

기와 공기의 기체 상수 (각각 461.495  ,287.05  )이다.

과 는 다시 상 습도 (relativehumidity,)와 기온으로 나타낼

수 있다 (Eq.3.3과 Eq.3.4).

  ×××


××

Eq.3.3

  




Eq.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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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음 풍향풍속계를 통해서는 바람장 성분 (,,)과 온도

()가 측이 되지만, 계산을 한 최소 성분인 기압 ()과 상 습

도가 측되지 않았다.보통은 이럴 경우 Eq.3.1의  를 1250정도의

상수 값을 사용하지만,공기의 도와 비열의 곱은 연 기온과 습도 환

경에 따라서 약 1100에서 1400정도의 범 에서 변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약 10% 내외의 오차 (특히 겨울과 여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측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종 기상 측소인 서울

기상 측소에서 측된 지면 기온과 기압,상 습도 자료를 이용하여

 를 계산하 고 (Fig.3.11),그 값을  계산에 용하 다.계산된

 는 연 약 1150에서 1350정도까지 뚜렷한 계 변화를 보 으며,

공기 도가 낮은 여름철에 그 값이 최소를 나타내었고,반 로 겨울철

에 최댓값을 나타내었다.이로부터  를 상수로 사용할 경우 약 ±10%

정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이론 으로 연직 풍속 축은 평균 바람 벡터에 해서 정확하게 수직이

여야 하지만,실제로 지형과 장애물 요소의 교란과 함께 풍향풍속계 설

치 각도가 살짝 기울어질 가능성 등에 의해서 실 으로 정확한 수직을

유지할 수 없다.기울어진 연직 축은 측된 연직 풍속에 향을 미쳐서

왜곡된 연직 럭스를 산출할 험이 있다.따라서 평균 연직 풍속의 값

이 0이 유지되게끔 좌표 회 과정을 수행해야 한다.일반 으로 많이

사용되는 좌표 회 방법은 doublerotation과 planar-fitrotation방법인

데,본 연구에서는 doublerotation을 용하여 럭스 자료를 처리하

다.좌표 회 의 용 유무나 방법의 차이에 따라서 최 25% 까지도

럭스 자료의 불확도가 발생한다는 보고도 있으나,반 로 좌표 회 의

용은 요하나 방법 간의 차이는 미비하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 (Mahrtetal.,2000).본 연구의 doublerotation을 해서 사용한

식은 아래의 Eq.3.5에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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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3.11  duringthestudyperiod(from Nov,2008toJun,

2012),calculatedfrom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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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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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발자국 분석

3.3.1.복사계 발자국 분석

Schmidetal.(1991)은 Lambert의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복사계의

발자국 기여도 ()와 측고도 (),해당 반경 ()사이의 다음의 Eq.

3.6을 제안하 다.







⇔  









Eq.3.6

3.3.2. 럭스 발자국 분석

에디공분산 측 결과는 풍상층의 특정 역에서 발생하는 지표 럭

스 값이 혼합되어있는 값을 나타낸다.일반 으로 럭스 발자국 역은

타워 높이의 100배 정도로 취 하는 경우가 많은데,실제로는 기 안정

도,지면의 거칠기 요소 등에 따라서 그 값이 크게 변화한다.Hsiehet

al.(2000)은 Lagrangian확률 모형 결과와 차원 분석을 통해서 럭스

발자국 분석 모형 (Eq.3.7)을 제안한바 있다.

  


 exp



 Eq.3.7

의 Eq.3.7에서 는 타워로부터 풍상측으로의 거리이고,는 von

Kármán상수,은 Obukhov길이이며,는 측고도에서 면 변 를

빼 값 ()을 의미한다.는 와 의 함수이며,와 는 에

의해서 결정되는 상수이다.Eq.3.7을 에 해서 미분하여,0이 되는

값,max를 찾으면 아래의 Eq.3.8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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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Eq.3.8

즉,해당 럭스 측 결과에 계산된 max 거리에 해당하는 지면의

향이 가장 크게 포함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평균 풍속 벡터에 수직한

방향으로의 발자국 분석은 Gaussian분포를 가정한 Schmid(1994)의 방

법을 용하 다.본 연구에 사용한 럭스 발자국 분석 로그램으로는

MATLAB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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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난류 특성 분석

3.4.1.스펙트럼 분석

스펙트럼 분석은 측 시계열 자료에 푸리에 변환 (Fouriertransform)

을 용하여,시간 도메인으로부터 주 수 도메인의 에 지 분포로 변환

하여 나타냄으로써,난류 측 자료의 신뢰도 검증 에디의 규모별 난

류 특성을 분석 가능 하는 통계 기법이다.실제로 컴퓨터를 이용한 계

산 시,계산 시간에 있어서 유리한 방법인 고속 푸리에 변환 (fast

Fouriertransform,FFT)을 용한다.국내의 연구에선 강민석 등 (2009)

은 릉 활엽수림과 침엽수림의 군락 하부에서 측한 에디공분산 자료

로부터 멱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측 신뢰도를 검증하 고,유재일

(2010)은 개회로 (open-path)에디공분산 시스템과 폐회로 (closed-path)

에디공분산 시스템의 멱스펙트럼 분석을 수행한바 있다.Hong etal.,

(2004)은 워 스펙트럼 코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티벳 고원의 난류

특성을 분석한바 있다. 도시의 연구에선 Roth (1993)는 캐나다,

Vancouver근교에서 측된 바람장과 스칼라장 (기온,습도)의 스펙트럼

과 코스펙트럼을 분석한바 있는데,수평 풍속,의 스펙트럼은 건물의

향으로 주 에서부터 빠르게 에 지 붕괴(roll-off) 상이 나타남을

지 하 다.이는 Jackson(1978)이 뉴질랜드,Wellington에서 측시 건

물에 의해서 에 지가 소실된 의 측결과와 일치하 다.

변수 가 의 시간 간격으로 총  개가 측정되었다고 할 때, 시

계열 자료의 시간에 한 함수를 라고 가정하자.시간 도메인의

를 푸리에 변환을 이용하여 주 수 도메인으로 변환할 경우,아래와

같은 Eq.3.9으로 정리하여 나타낼 수 있다.


  



 

 



  



cos



  

 

sin

Eq.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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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3.9의 마지막 두 항 ,가 곱해진 뒤의 항을 허수부 (imaginary

part),앞의 항을 실수부 (realpart)라고 한다.분산의 정의와 의 Eq.

3.9로부터 Eq3.10을 유도할 수 있다.


  



  



   
 

 




  
 

   
Eq.3.10

Eq3.10으로부터 
는 주 수 이 변수 의 체 분산에 기여

한 정도를 나타내게 된다. 한 에 지 스펙트럼, 을 체 데이터

수가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 아래와 같이 각각 정의할 수 있다.

 ∙ 
 for   ∼   i f 

  ∙ 
 for   ∼ 

  for   i f  

Eq.3.11

에서 는 주기 분석이 가능한 주 하한을 뜻하는 Nyquist주

수를 의미한다.이로부터 멱 스펙트럼 (power spectrum),  을

 으로 정의하고,주 주의 값에 따라 정규화하여 나타내면,최

종 으로 Eq.3.12를 얻을 수 있다.

 
 Eq.3.12

시계열 자료의 스펙트럼 분석의 자세한 내용은 Stull(1988)을 참고하

고,정규화 방법과 평활 (smoothing)방법은 KaimalandFinnigan

(1994)과 McNaugtonandLauback(2000)을 참고하 다.본 연구에 사

용한 코드는 Hongetal.,(2004)을 기 로 하며,MATLAB을 통해 분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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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끌림 항력 계수

거친 지표면은 기의 운동을 방해하는 끌림 항력 (dragforce)이 크

게 작용하고,강한 난류를 발생시킨다.마찰속도 ()와 평균풍속 ()의

비로 나타낸 끌림 항력 계수 (Eq.3.13)는 얼마나 지표면이 거친지,그

정도를 나타내는데 사용될 수 있다.

  
 Eq.3.13

Clarkeetal.(1981)은 도시 (  25m,2층 건물로 둘러싸인 환

경)에서 측된 에 한 의 기울기가 근 립 기안정도 조건에서,

약 0.13임을 보인바 있으며,그 결과는 Högström etal.(1982)의 도심

지역 (21m 빌딩 옥상의 6m 높이 타워에서 측)에서 측된 결과와 유

사했다.이런 결과는 Roth(1993)의 캐나다 Vancouver 측에서의 분석

결과와도 일치했다.

본 연구에서는 근 립 기안정도 조건으로 의 값이 0.05이하

인 경우를 용하 다.여기서 은 Obukhov길이로 식의 정의는 Eq.

3.14와 같다.Monin-Obukhov상사이론의 네 가지 독립변수,고도 (),

,운동학 열 럭스 (,kineticsensibleheatflux),부력 변

수 ()로부터 채택된 은 기 안정도를 설명하는데 유용하게 사

용 된다 (단,는 력가속도).

 
′′

 
Eq.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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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LIDARDEM 분석

3.5.1.LIDARDEM 자료

한국 국토지리정보원 (Korea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은 측량 지도 제작과 련된 정책을 수립 운 하며,지리정

보를 생산, 리,제공의 목 으로 설립된 국가기 이다.국토지리정보원

에서는 항공 LIDARDEM 자료를 측하고 있는데,본 연구에서는 기상

기술개발원 (Center for Atmospheric and Earthquake Research,

CATER)의 차세 도시농림융합기상사업단 (Weather Information

ServiceEngine,WISE)으로부터 고해상도 LIDARDEM 자료를 제공받

아 분석에 사용하 다.은평 럭스타워를 심으로 1m 수평 격자 크기

와 1㎝의 고도 해상도를 갖는,반경 2㎞ DEM 상과 200m 범 의

DEM 상을 Fig.3.12와 Fig.3.13에 각각 나타내었다.

3.5.2.공기역학 특성 분석

거칠기 요소가 있는 지표에서의 면 변 ()와 거칠기 길이 ()정

보는 지면의 끌림 항력,모멘텀 수송의 공기역학 도도,난류의 규모와

강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수 이다.와 를 추정하는 방법에는 DEM

자료와 같은 지형 정보로부터 추정하는 방법과 미기상학 측 자료를

통해서 추정하는 방법이 제안되어왔다.먼 ,지형 정보로부터 추정하는

방법의 경우는 모든 풍향에 해서 자유롭게 분석할 수 있으나,풍동 실

험 등의 결과로부터 유도된 경험식에 의존한다는 단 이 있다.반 로

미기상학 측 방법은 측 비용이 비싸고,풍향별 분석이 가능한 충

분한 수의 자료를 획득하기가 어렵다는 단 이 있지만,DEM과 같은 추

가 정보 없이도 분석할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LIDARDEM 자료로부

터 산출한 지형학 정보로부터 와 를 풍향별로 분석하 다.분석

방법은 GrimmondandOke(1999b)가 제안한 방법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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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2 AirborneLIDAR DEM forEunpyeong Newtown

site, observed by Korea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Theradiusis2㎞,with1m grid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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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3 AirborneLIDAR DEM forEunpyeong Newtown

site, observed by Korea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Theradiusis200m,with1m grid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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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3.14Definitionofsurfacedimensionsusedinmorphometric

analysis,modifiedfrom GrimmondandOke(1999b).

의 Fig.3.14에 제시되어있는 지형 요소 정보들의 정의와 식은 아래

와 같다.

 :평균풍속 방향으로의 길이

 :평균풍속에 수직한 방향으로의 길이

 :평균풍속 방향으로의 평균 빌딩 길이

 :평균풍속에 수직한 방향으로의 평균 빌딩 길이

 :평균 빌딩 높이,meanbuildingheight

 : 체 수평 면 ,totallotarea;×


 :빌딩 수평 면 ,planareaofbuilding;×


 :바람에 수직한 빌딩 면 ,frontalareaof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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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평 빌딩 면 비,planareaindex;


 :수직 빌딩 면 비,frontalareaindex;


LIDARDEM 자료로부터 추출한 의 정보를 이용하여,와 를 구

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가. 면변 ()공식

Taylor(1988),Raupach etal.(1991),Hanna and Chang (1992),

Garratt(1992)등 :

  ×
 Eq.3.15

Kutzbach(1961):

 
× 단 ≦ Eq.3.16

Counihan(1971):

  ∙∙
 Eq.3.17

Macdonaldetal.(1998):

 
∙

 Eq.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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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거칠기 길이 ()공식

Taylor(1988),Raupach etal.(1991),Hanna and Chang (1992),

Garratt(1992)등 :

  ×
 Eq.3.19

Kutzbach(1961):

 
× 단 ≦ Eq.3.20

Counihan(1971):

  ∙∙
 Eq.3.21

Macdonaldetal.(1998):

 
∙ 

 ∙exp Eq.3.22

Lettau(1969):

  ∙
∙ Eq.3.23

KondoandYamazawa(1986):

  ∙
∙ Eq.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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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Skyview factor분석

SkyView Factor()는 지면에서 하늘이 보이는 비율을 뜻하며,0에

서 1사이의 값으로 나타낸다 (Fig.3.15).즉,장애물이 없고,끝없이 평평

한 지면에서 하늘을 올려다 보았을 때는,의 값이 1이 되며,사방과 천

장이 모두 장애물로 가려지는 경우에는 가 0이 될 것이다.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건물과 같은 인공구조물에 의해서 는 감소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 입사 단 복사의 알베도가 감소하여 흡수하는 태양 복사의

양은 증가하며,지면으로부터 기로 방사되는 상향 장 복사에 의한

복사냉각 효과는 감소하게 된다.따라서 는 도시의 지형 정보를 나타

내는 핵심 정보로써,그 값에 따라서 지면과 기의 에 지 교환이 결정

된다고 할 수 있다.

는 지붕과 도로의 길이 비율과 같은 지형 정보를 통해서 산출되는

방법 ( ,Oke,1981;Gáletal.,2007등)과 사진을 이용하여 그래픽 분

석으로 산출하는 방법 ( ,Blennow,1995;Grimmondetal.,2001;Gál

etal.,2007등)이 제안되어 왔다.

Figure3.15ConceptofSkyView Factor(SVF),modified

from Gáletal.(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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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Gáletal.(2009)은 고해상도 DEM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 방

안에 하여 제안한바 있으며,Lindberg and Grimmond (2011b)는

SOLWEIG (the SOlar and LongWave Environmental Irradiance

Geometry)모형을 통해서 를 포함하여,도시 지면에서의 그림자 패턴

과 평균 복사 온도의 산출을 가능 하 다.본 연구에서는 MATLAB을

이용하여,각 격자 을 심으로 10°간격마다 해당 격자 보다 고도가

높으면서,tan 값이 가장 큰 격자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를 계산하 다.

만약 해당 방 에 장애물이 되는 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10°범 의

하늘이 부다 보이는 것으로 하여,36개 방 의 를 평균해서 최종

으로 한 지 에서의 값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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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결과 토론

4.1 럭스 자료 가용성

럭스 측기간은 2008년 11월 21일 16시부터 2012년 6월 8일 11시

까지 (총 1295일)인데,기간 2010년 2월 3일부터 11월 27일까지는 은

평뉴타운 공사와 함께,학교 건물의 신축과 이 이 이루어져서 측이

단되었다 (총 298일간). 측 기간 음 풍향풍속계의 고장이나

보정을 해서 측이 단된 시기를 종합하여 아래의 Table4.1에 정리

하 다.결과 으로 체 1295일의 측 기간에 기기 유지보수를 해

측이 단된 일수는 424일로 기간 871일간 측이 이루어졌다.은

평뉴타운 공사 기간 과 공사 후인 2010년 2월 3일 이 과 2010년 11월

27일 이후의 측일 수는,개발 과정 404일,개발 후는 467일이다.

럭스 자료는 10㎐ 원본 자료를 이용하여,직 작성한 MATLAB코

드를 이용하여 처리되었으며,Reynolds분해의 평균 시간은 30분을 용

했다.3차원 음 풍향풍속계의 음 신호의 송수신부에 강우나 이

슬/서리 등에 의해서 물방울이 맺히거나 심한 먼지나 곤충과 같은 이물

질에 의해서 가려질 경우에는 물리 으로 불가능한 풍속과 온도 값이 기

록되게 된다. 한 자료를 내려 받거나 측 기기를 검하는 시스템 유

지 보수 작업에 의해서,원래의 30분간 자료 수인 18000개보다 은 수

의 자료가 기록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따라서 자료 처리 후 Table

4.2의 기 에 따라서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자료는 필터 처리하 다.총

41741개의 30분 자료 에서 218개의 자료 (0.5%)가 필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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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sofdatagap (days)

5/Mar/2009-30/MAR/2009 (26)

16/SEP/2009-24/SEP/2009 ( 9)

3/FEB/2010-27/NOV/2010 (298)

30/MAY/2011-12/JUN/2011 (14)

5/AUG/2011-19/SEP/2011 (46)

1/DEC/2011- 4/DEC/2011 ( 4)

27/JAN/2012- 4/FEB/2012 ( 9)

29/MAR/2012-15/APR/2012 (18)

Table4.1Theperiodsofdatagap,duetothesystem maintenance.

Filteringstandard n

nuberofdatain30min≠ 18000 38

windspeed>70㎧

(physicallimitofCSAT3)
55

H> 600  25

H<-200
  100

Table4.2Thestandardfordatafilteringandthenumberof30min

datawhichviolatethestandard(totaln=6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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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으로 분석에 사용가능한 30분 럭스 자료의 수를 월별로 나타

낸 것이 아래의 Fig4.1이다. 측의 시작과 끝인 2008년 11월,2010년 2

월과 11월,2012년 6월의 자료 수가 었고,2009년 3월을 비롯해 2011년

6월과 8,9월,2012년 4월에는 기기 유지보수에 따른 측 단 (Table

4.1)에 의해서 자료 수가 작게 나타났다.

럭스 타워의 3m와 10m에 각각 3차원 음 풍향풍속계가 설치 후

측되었는데,지붕으로부터 3m 높이는 건물이나 장애물과 같은 지표

거칠기 요소의 직 향이 있는 거칠기층에 해당한다.따라서 3m

측 결과는 등 럭스층에 해당하는 10m 측 결과와 비교분석 하 다

(4.4.3 참고).

Figure4.1Monthlynuberof30minflux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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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LIDARDEM 분석 결과

4.2.1.지형 정보

LIDARDEM 자료 분석은 럭스 타워를 심으로 반경 200m 이내에

서 수행하 으며,풍향에 따라서 비균질성 (heterogeneity)이 높은 측

지의 특성에 따라 정북 방향에서부터 45°간격으로 구간을 나 어 분석

하 다.분석 결과는 다음의 Table4.3에 정리하 다 (각 항의 정의는

3.5.2 참조). 건물 면 의 비율을 뜻하는 는 북북서 (NNW,

315-360°)와 동남동 (ESE,90-135°)이 각각 0.13과 0.14로 가장 낮게 나

타났고,남남동 (SSE,135°)부터 서남서 (WSW,270°)까지 가장 높은 비

율 (0.33-0.38)을 나타내었다.해발고도는 북쪽 산악 지형에서 약

86.8-89.3m로 높게 나타났고,반 인 남쪽이 56.8-57.7m로 낮게 나타났

으며,평균 건물 높이,는 북쪽 방향의 아 트에서 약 12.6-13.4m로

낮았고,동남동의 아 트가 24.5m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2.2.공기역학 특성

분석된 지형 정보로부터 변 변 ()와 거칠기 길이 ()를 분석한

결과를 Table4.4에 나타내었다.각 방법으로부터 결과를 평균했을 때의

는 가 가장 낮았던 북북서 방 가 약 5.2m로 가장 낮았고,가 가

장 높았던 남남동부터 서남서까지가 각각 10m 이상의 높은 값을 보

다. 한 도 북북서에서 0.49m로 최소, 남남동부터 서남서까지

1.59-2.12m로 최댓값을 나타내어,1차 인 상과 결과의 경향성이 일치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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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direction Characteristic 
  3)   

NNE 0- 45°
Mountainarea

(Fig2.2)
15635 3284 86.8 13.4 0.21 0.05

ENE 45- 90°
Openhighriseresidential

(Fig2.3)
15682 3202 73.4 16.2 0.20 0.06

ESE 90-135°
Openhighriseresidential

(Fig2.4)
15740 2223 60.8 24.5 0.14 0.07

SSE 135-180°
Compacthighriseresidential

(Fig2.5)
15577 5788 61.8 21.2 0.37 0.10

SSW 180-225°
Compacthighriseresidential

(Fig2.6)
15634 5088 56.8 18.6 0.33 0.08

WSW 225-270°
Compacthighriseresidential

(Fig2.7)
15683 5979 57.7 16.7 0.38 0.08

WNW 270-315°
Compacthighriseresidential

(Fig2.8)
15741 4281 71.5 23.2 0.27 0.10

NNW 315-360°
Mountainarea

(Fig2.9)
15576 1947 89.3 12.6 0.13 0.04

Table4.3MorphometricinformationofEunpyeongsite,withina200m radius.

3) :meanabovesealeve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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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 ENE ESE SSE SSW WSW WNW NNW

0-45° 45-90° 90-135° 135-180° 180-225° 225-270° 270-315° 315-360°

 0.21 0.20 0.14 0.37 0.33 0.38 0.27 0.13

 0.05 0.06 0.07 0.10 0.08 0.08 0.10 0.04

 (m) 13.4 16.2 24.5 21.2 18.6 16.7 23.2 12.6

 (m)

Tayloretc.

(Eq.3.15)
9.4 11.3 17.2 14.8 13.0 11.7 16.2 8.8

Kutzbach

(Eq.3.16)
8.6 10.2 13.9 15.9 13.4 12.7 15.9 6.9

Counihan

(Eq.3.17)
3.4 4.0 3.8 10.3 7.8 8.4 8.0 1.7

Macdonald

(Eq.3.18)
5.7 6.7 7.5 13.5 10.8 10.9 11.9 3.4

 6.8 8.0 10.6 13.6 11.3 10.9 13.0 5.2

 (m)

Tayloretc.

(Eq.3.19)
1.3 1.6 2.5 2.1 1.9 1.7 2.3 1.3

Kutzbach

(Eq.3.20)
0.4 0.7 1.3 1.6 1.1 1.0 1.6 0.3

Counihan

(Eq.3.21)
2.0 2.3 1.8 6.8 5.0 5.6 5.0 0.7

Macdonald

(Eq.3.22)
0.4 0.6 1.7 0.5 0.5 0.3 1.0 0.4

Lettau

(Eq.3.23)
0.3 0.5 0.9 1.1 0.8 0.7 1.1 0.2

Kondo

(Eq.3.24)
0.2 0.2 0.5 0.5 0.4 0.3 0.6 0.1

 0.77 0.97 1.44 2.12 1.62 1.59 1.94 0.49

Table4.4AerodynamicpropertiesofEunpyeongsite,withina200m

rad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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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Table4.4)로부터 지형 정보를 이용한 공기역학 특성 분

석 방법들 사이에 결과의 차이가 있음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Taylor

(1988)등의 방법 (Eq.3.15,Eq.3.19)과 Kutzbach(1961)의 방법 (Eq.

3.16,Eq.3.20)에 따른 와 는 다른 방법과 달리 가 낮은 동남동에

서 오히려 높은 결과를 보 다.이는 두 방법이 균질하게 빌딩이 분포해

있는 이상 인 풍동실험으로부터 도출된 방법이기 때문에,빌딩의 도

가 낮지만 그 높이가 높은 환경 (동남동은 건물 도가 낮지만,개별 건

물의 높이가 높음)까지 표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본 연구에서는

각 방법들의 평균 와  값을 사용하 으나,King’sCollegeinLondon

의 Grimmond교수는 기술 자문을 통해서 Macdonald의 방법 (Eq.3.18,

Eq.3.22)이 가장 안정 인 결과를 보인다는 개인 의견을 달하 는데,

UCM (urbancanopymodel)에 Macdonald의 방법을 상 으로 많이

채택하고 있음을 고려했을 때 ( ,Noah-LSM,JULES등)해당 의견은

타당성이 있어 보이나,향후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단된다.

4.2.3.Skyview factor

Fig.4.2는 럭스 타워를 심으로 200m 거리 이내의 Sky view

factor()분석 결과를 나타낸다.의 분포가 건물의 옥상과 산의 나무

꼭 기에서 그 값이 1에 가깝고,건물과 가까운 지면에서 0에 가까운 결

과를 보여,분석 결과가 함을 확인할 수 있다.해당 역의 평균 

는 약 0.49 는데,이는 지면에서 하늘이 보이는 비율이 반 밖에 되지

않음을 뜻한다.LindbergandGrimmond(2011a)의 국 London에서의

 분포 분석 결과 (해당 논문,Fig.4참조)는 도시 근교에서는 거의 1

에 가까웠으며,도심지역에서는 약 0.5정도의 값을 나타내었다.따라서

은평뉴타운 아 트 지역의 는 London도심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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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으로 의 값이 낮아짐에따라 알베도가 감소하여 입사한 단

복사의 흡수량이 증가하고,지면에서 하늘로 방출되는 장 복사에 따른

냉각 효과는 감소하여 도시 열섬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주거지 형

성에 따른 의 감소로부터,일 최 기온의 상승에 따라서 일교차가

감소할 것을 기 할 수 있으며,여름철에는 도시열섬 효과를 증가시켜

열 야 (최 기온 25℃이상)일 수와 불쾌지수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

을 것으로 상된다.특히 태양 고도각이 높은 여름철에는 건물에 의한

그림자가 가장 작게 나타나는 계 이기 때문에,지역 주민의 열 스트

스를 크게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반 로 겨울철의 일교차 감소와

도시열섬 효과는 지역 주민에게는 추 를 상 으로 덜 느끼게 할 수

있기 때문에,야외 활동에 보다 평안한 환경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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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 Sky View Factor in Eunpyeong site within 200m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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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기상장 분석 결과

4.3.1.바람장

Fig4.3은 거주지 건설 과정 건설 후에 측된 평균 풍속과 마찰속

도의 시계열을 나타내었다. 반 으로 거주지 건설 이후의 풍속과 마찰

속도가 건설 과 비교했을 때보다 증가한 경향을 나타내지만,이는 두

기간의 종 장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 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측지의 평균 풍속과 평균 마찰속도는 각각 약 1㎧와 약 0.2㎧ 이상으

로 에디공분산 측의 주요한 가정 하나인 잘 발달한 난류 조건을 잘

충족시킨다고 단되었다.

Fig4.4는 30분 평균 풍속의 풍향별 분포를 나타내는 바람장미도이며,

자료의 수는 거주지 형성 이 19131개이며,거주지 형성 이후가 22610

개이다.거주지 형성 후의 바람장 분포 변화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거주지 형성 남북 방향의 산곡풍 형태 던 바람장 분포는,거

주지 형성 이후 반 으로 시계방향으로 회 한 형태를 나타낸다.즉,

낮시간에는 서쪽으로,밤시간에는 북동쪽으로 주 풍향 가 이동했는데,

이는 두가지 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먼 ,거주지 형성 후로 럭

스 타워가 설치된 학교 건물의 치가 이동하 는데 (Fig.3.1참조),다

소 골짜기에 가까웠던 이 과 비교했을 때,개발 이후에는 서쪽으로 넓

은 도로가 뻗어있는 개방 지역으로 이동한 것이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

한 열 에 지의 공간 분포가 거주지 형성에 따라서 변화했음을 추측할

수 있는데,산곡풍이 일반 으로 지면의 기온이 높은 곳에서 상승 기류,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하강 기류가 발달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국지 순

환 상임을 고려했을 때,거주지 개발 이후 따뜻한 지면의 치가 아

트가 발달한 남서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풍향별 빈도 분포로부터 낮 시간에는 거주지로부터의 지표 럭스가

측되지만,야간 시간에는 산악 지형에서의 럭스가 측됨을 추측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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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고,추후  분석에 있어서 풍향별 분석을 반드시 수행해야 함

을 확인하 다.

Figure4.3(a)Windspeed,and(b)frictionvelocitymeasured

atEunpyeongsite;30min(colordots),daily(blackdots),and

monthly(whitediam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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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4.4Frequencydistributionof30minmeanwindspeedmeasuredatEunpyeongsitebywind

direction;(a) before (Nov/2008-Feb/2010,n=19131) and (b) after (Nov/2010-Jun/2012,n=22610)

residential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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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기온

다음의 Fig.4.5는 분석 기간 의 기온 측 자료를 나타낸 결과이다.

거주지 개발 과정과 비교했을 때,개발 후의 첫 겨울 (2011년 1-2월)은

이 의 겨울보다 더 추웠고,여름 (2011년 7-8월)은 더 더웠음을 확인

할 수 있다.기온의 차가 거주지 개발의 향인지를 확인하기 해서 동

일한 기간에 측된 서울 종 기상 측소의 기온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서 살펴보았다.일반 으로 거주지 형성과 같은 도시화가 발생할 경우,

일 최 기온이 상승하여 인 농 과 비교했을 때 온도가 높은 도시열섬

상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특히 이런 도시열섬 상은 날씨가 맑

은 날 강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ig.4.6은 분석 기간 날

씨가 맑은 날,서울 종 기상 측소의 기온과 은평 럭스 타워에서

측된 소닉 온도간의 차이 ()를 나타낸 것이다.

Figure4.5AirtemperaturemeasuredatEunpyeongsite;30min

(colordots),daily(blackdots),andmonthly(whitediam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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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사용된 맑은 날은 스펙트럼 분석에 사용한 날짜인 Table4.6과

동일하다.Fig.4.6에서 세로 축의 값은 서울 종 기상 측소의 기온에서

은평의 기온을 뺀 값으로,값이 감소할수록 은평의 기온이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낮 시간에는 거주지 개발 후의 차이가 거의 없지만,야

간 시간에는 거주지 개발 이후의 기온 상승이 분명하게 나타난다.증가

한 에 의해서 복사냉각이 감소하고,건물과 도로에 낮 동안 장되었던

열기가 야간 동안 배출됨에 따라서 발생한 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거

주지 개발에 따라서 도시 열섬 상이 평균 으로 약 1℃ (자정)가 증가

하 음을 확인할 수 있다.도시 열섬 강도는 계 별로도 달라질 수 있는

데,Fig4.7을 통해서 월별로 분리하여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ure4.6 Diurnalpattern ofdifferencetemperaturebetween

Seoul synoptic weather station and Eunpyeong si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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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4.7DiurnalpatternofdifferencetemperaturebetweenSeoul

synoptic weather station and Eunpyeong site ();(a)

December,(b)January,(c)April,and(d)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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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7의 세로축은 Fig4.6과 동일한 방식이며,(a)부터 (d)까지 세로

축의 범 를 5℃로 통일하 다.2009년 12월에는 아 트 건설이 완료되

고, 기 입주가 진행된 상태여서 2011년 12월과 비교 했을 때 큰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Fig4.7(a)).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이 2009

년 12월보다 야간 시간에 약 0.5℃정도 따뜻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입주세 증가에 따라서 야간 열배출량이 증가하 기 때문으로 보인다.

Fig4.7(b)의 1월 비교의 경우 2009년 1월은 건설이 진행되고 입주 세

가 없을 때로,12월보다 차이가 더 크게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4월

의 도시 열섬 강도는 약 3℃로 최 강도를 나타내었는데,4월의 오후

늦은 시간의 개발과정 의 자료는 구름의 향이 포함되어 도시 열섬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았다.

4.3.3.복사

가.복사계 발자국 분석

Eq.3.6에 따라서 복사계 발자국의 70%와 95%를 나타내는 역을

Fig.4.8에 나타내었다.70% 발자국 역은 반경이 약 46m,95% 발자국

역은 131m를 나타내었다.해당 역에서는 아 트 지역과 도로를 포

함하여,학교 운동장과 북쪽의 산의 일부가 포함된다.하지만 실제 지형

정보를 고려했을 때,건물의 차단 효과에 따라서 부분의 발자국 역

은 건물과 도로에 집 되어 있을 것으로 단된다.



-53-

Figure4.8SourceareaofradiometeratEunpyeongsite.The

yellow lineindicates70% ofsourcearea,andtheredindicates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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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단 복사

Fig.4.9는 분석 기간의 하향 (↓) 상향 단 복사 (↑)를 나타

낸 것이다.거주지 개발 과정과 개발 후의 ↓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반면 반사되어 나가는 ↑의 분포는 개발 후로 차이를 보 다.

↑는 최 약 250까지도 나타났는데,최 값은 겨울철의 과

지면 얼음에 의한 알베도 증가에 따라서 나타났다 (Fig.4.10).

Figure4.9 (a)Downward(↓),and(b)Upwardshortwave

radiation(↑),measuredatEunpyeongsite;30min(colordots),

daily(blackdots),andmonthly(whitediam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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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4.10AlbedoforshortwaveradiationatEunpyeongsite.

에 의한 겨울철의 알베도를 제외하더라도, 반 인 알베도의 분포

는 거주지 개발 후가 평균 으로 더 높은 알베도를 나타내었다.이는 개

발 과정 에도 건물 구조가 이미 존재하 고,개발 후에는 부분의 가

정이 입주 후 유리창을 설치하 기 때문에 건물 재질에 의한 알베도 증

가가 나타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장 복사

Fig.4.11은 하향 장 복사(↓)와 상향 장 복사(↑)를 나타낸 것

이다.↓는 지표 경계층에 가까운 층 기의 상태 온도 환경을 반

하며,↑는 지표면의 온도 환경을 반 한다고 할 수 있다.4.3.2 의

Fig.4.5에 따르면 2011년 1-2월의 지표 기온이 2009년 겨울과 비교했을

때 훨씬 추웠으나,↑의 최소값은 2011년 1-2월이 2009년 겨울과 비교

했을 때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분포를 나타내어서,주거지 개발에

따라서 건물의 온도는 상승하 음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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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4.11(a)Downward(↓),and(b)Upwardlongwave

radiation(↑),measuredatEunpyeongsite;30min(colordots),

daily(blackdots),andmonthly(whitediamond).

라.순복사

Fig.4.12는 분석 기간 의 순복사 ( )시계열을 나타낸 그림이다.

개발 후의 알베도가 개발 과정의 알베도와 비교 했을 때 증가하여  의

감소가 상되었는데,실제로 30분 자료의 분포를 확인하면 (Fig.4.12의

음 부분) 의 최댓값이 개발과정 이 월등히 높게 분포함을 확인할



-57-

수 있다.개발 과정 의   최댓값은 800까지도 나타나지만,개

발 후의   최댓값은 약 700 정도로 나타났다.야간의 장 복사

냉각의 차이에 따라서 평균 인   값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다. 

는 일반 으로  로 배분되는 가용 에 지로 사용되는데,이로부

터  에 따른 가용에 지의 규모는 개발과정 이 개발 후보다 더 클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Figure 4.12 Net all-wave radiation ( ) measured at

Eunpyeong site;30min (colordots),daily (black dots),and

monthly(whitediam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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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난류 특성 분석 결과

4.4.1.스펙트럼 분석

스펙트럼 분석을 해서 선정한 날짜의 목록은 아래의 Table4.5에

정리하 다.선정 된 날짜는 하향 단 복사 자료로부터 구름이 거의 없

었던 매우 맑았던 날이며,해당일 00:00:00.1 부터 24:00:00.0 까지의 10

㎐ 원본 자료를 통해서,3차원 바람 성분 (,,)과 를 사용하여 분

석했다.따라서 총 자료개수 은 864000개이며,Nyquist주 수 는 5

㎐에 해당한다.

Month Date

Beforethedevelopment(2009)

JAN 3,10,13,14,28

APR 19

MAY 31

JUN 5,23

DEC 6,7,16,17,18,19,21,26

Afterthedevelopment(2011)

JAN 6,7,12,16,17,26,29,30

MAY 13,14

JUN 16

DEC 15,16,17,25

Table4.5Thelistofselecteddateforspectrum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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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4.13Normalizedpowerspectraof(a),(b),(c),(d) atEunpyeong

siteinJanuary.Thedashedlinedenotes–2/3power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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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4.14Normalizedpowerspectraof(a),(b),(c),(d) atEunpyeong

siteinAprilandMay.Thedashedlinedenotes–2/3power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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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4.15Normalizedpowerspectraof(a),(b),(c),(d) atEunpyeong

siteinJune.Thedashedlinedenotes–2/3power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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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4.16Normalizedpowerspectraof(a),(b),(c),(d) atEunpyeong

siteinDecember.Thedashedlinedenotes–2/3power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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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로 분석된 결과는 앙상블 평균을 통해서 Fig.4.13부터 Fig.4.16

까지의 그림으로 나타내었다.KaimalandFinnigan(1994)이 제안한

성아구간 (inertialsubrange)의 멱 스펙트럼 감소 비율인  기울기

를 표시한 것인데, 반 으로 기울기가 잘 일치하여 측이 제 로 이

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Large-eddy simulation (LES)나 규모

(Mesoscale)모형에서는 스펙트럼 갭을 가정하게 되는데,1월,12월

(Fig.4.13,Fig.4.16)은 약 1시간 규모 ( 

)에서 스팩트럼 갭을

확인할 수 있지만,6월 (Fig.4.15)의 스펙트럼은 주 역에서 지속

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어,난류의 에 지 분포가 규모가 큰

주 역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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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끌림 항력 계수

Fig.4.17와 Table4.6을 통해서 거주지 형성 후의 의 분포를

나타내었다.거주지 형성 후에 기안정도가 립에 가까운 비율이 다

소 증가하고,불안정과 안정 상태의 빈도가 감소하 으나, 체 인 분포

는 유사하 다.

Fig.4.18는 근 립 기안정도 (  )의 풍향별 끌림 항력 계수

의 분포를 나타낸다.근 립 기안정도 조건에 해당하는 자료의 수는

거주지 형성 이 이 1636개 (약 8.5%),이후는 2509개 (약 11.1%) 다.

그 값의 크기를 비교하면 (Fig.4.18의 색상)거주지 형성 이후가 분명히

이 보다 더 끌림 항력 계수의 크기가 커진 것 (색상이 밝아진 것)이

찰된다. 형 아 트 단지의 건설에 따라서 지표면의 거칠기가 증가했음

을 보여주는 측 증거라고 할 수 있다.

Stability Beforedevelopment Afterdevelopment

Unstable 64.1 63.4

Nearneutra 8.6 11.1

Stable 27.4 25.3

Table 4.6 Percentile contributing to the atmospheric stability at

Eunpyeong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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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4.17Distributionofz/LmeasuredatEunpyeongsite;(a)before(Nov/2008-Feb/2010,n=19131)

and(b)after(Nov/2010-Jun/2012,n=22610)residential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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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4.18Frequency distributionofdrag coefficientfornearneutralcondition(  )at

Eunpyeongsite;(a)before(Nov/2008-Feb/2010,n=1636)and(b)after(Nov/2010-Jun/2012,n=2509)

residential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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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거칠기층 분석

도시에서의 지표 에 지 럭스 측은 일반 으로 평균 빌딩 높이의

약 1.5배에서 2배 정도의 높이인 지표층에서 수행되는데,지표층에서는

공기의 혼합이 잘 이루어져서 럭스 발자국 역을 표하는 균일한

럭스 값을 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지표층 보다 낮은 거칠기층

(roughnesslayer)에서는,주변 건물이나 장애물의 직 인 향으로 에

디공분산에 의해 측되는 지표 럭스의 변동성이 크다.특히 지붕 가

까이에서는 건물 사이에 형성되는 곡을 따라 흐르는 흐름과 건물 벽에

의해서 분리되는 바람에 의해서 난류의 특성이 복잡하게 발생하게 된다.

Fig.4.19부터 Fig.4.22까지는 본 연구의 체 측 기간동안,지붕으

로부터 각각 3m와 10m에서 측된 의 월별 일변화를 비교한 그림이

다.모든 그림으로부터 10m에서 측된 가 3m보다 더 큰 값을 나타

내었다.이는 거칠기층에 해당하는 3m에서의  측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데,그 원인으로는 1)굴뚝이나 배기구의 열기가 주변 공기와

잘 혼합되지 않고, 측되는 경우와 함께 2)지표 거칠기 요소의 향으

로 상승 는 하강 기류의 형성으로 에디공분산 측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먼 굴뚝이나 배기구의 열기가 혼합되

지 않고,바로 측기기에 측될 경우,특별히 더 큰 온도의 변동이 발

생하게 되는데,이런 튀는 값 (spike)은 럭스 계산에 있어 평균값의 변

화로 체 섭동분 계산에 큰 향을 수 있다 (Kotthaus and

Grimmond,2012). 한 상승/하강 기류가 복잡하게 발생하는 경우는,연

직풍속을 0으로 만드는 좌표변환 방법의 용이 불가할 것으로 단된

다.3m 10m 고도에서의  비교를 통해서 도시와 같이 지면 거칠기

가 강한 환경에서 에디공분산 측을 용할 경우,충분한 측고도의

확보가 필수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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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4.19VerticalvariationofsensibleheatfluxinDJF

(black:10m,gray: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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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4.20VerticalvariationofsensibleheatfluxinMAM

(black:10m,gray: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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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4.21VerticalvariationofsensibleheatfluxinJJA

(black:10m,gray: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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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4.22VerticalvariationofsensibleheatfluxinSON

(black:10m,gray: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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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열 럭스 분석 결과

4.5.1. 럭스 발자국

가.최댓값 치

럭스 자료는 해당 럭스가 계산된 30분간 풍상측의 일정 역을

표하는 값이다.Fig.4.23는 럭스 발자국의 최댓값의 치 분포를 나타

낸 그래 이다.

거주지 개발에 의해서 바람장의 풍향별 분포와 지면의 거칠기에 변화

가 발생하 기 때문에, 럭스 타워에서 측하는 발자국 역이 많이

변화하 음을 확인할 수 있다.풍향별 분포를 살펴보면,개발 주간에

는 타워의 남쪽,야간에는 타워의 북쪽을 측하 으나 개발 후에는 주

간에는 남서쪽으로 야간에는 북동쪽으로 시계방향의 이동이 발생했다.

최댓값 치는 바람이 강하고, 기안정도가 불안정인 경우가 많은 주간

의 주풍향 (개발 :남쪽,개발 후 :남서쪽)에서는 가깝게 나타났고,

야간의 주풍향 (개발 :북쪽,개발 후 :북동쪽)에서는 멀리 나타나

는 특징이 있다.개발 평균 으로 200m 이상의 거리에 치한 최댓

값은, 기가 안정하고 풍속이 낮은 조건에서는 때에 따라 약 2㎞ 까지

도 나타났다.하지만 개발 후에는 와 가 아 트 건물에 의해서 모두

증가하 기 때문에, 럭스 발자국의 최댓값 치가 약 50m 내외로

부분이 치하며,바람이 약하고 기 안정도가 충분히 안정한 조건에서

도 400m를 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Fig4.24).따라서 개발 후의

럭스 발자국 역은 가까운 아 트 역을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

으며,복사계의 발자국 역과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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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4.23FrequencydistributionofpeaklocationoffluxfootprintatEunpyeongsite,(a)before

(n=19131),and(b)after(n=22610)residential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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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4 Frequency distribution ofpeak location offlux

footprint at Eunpyeong site, after (n=22610) residenti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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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발자국 기후학

분석 자료에 하여 럭스 발자국을 구한 결과를 Fig.4.25와

Fig.4.26에 나타내었다.거주지 개발 후의 럭스 발자국 분포는

그 표 역의 면 과 강도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 다.

발자국 역은 1)지표 거칠기가 증가하거나,2)풍속이 강하고,3)

기안정도가 불안정한 경우에 감소한다.50% 발자국 역의 범 는

개발 과정 약 500m 거리 지만,개발 이후에는 200m 이내에서 이미

50%에 도달하 다.즉,개발 이후에 발자국 역이 폭 감소하 는데,

이는 발자국 역 감소 원인 세 가지 ,지표 거칠기의 증가 즉,와

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풍속의 분포는 개발 후가 거의 동

일하 으며 (4.3.1 ,Fig.4.3참조), 기 안정도의 분포도 큰 차이가 없

었기 때문이다 (4.4.2 ,Fig.4.17참조).

Distance

from tower
Beforedevelopment Afterdevelopment

100m 21.9 40.7

200m 36.2 60.7

500m 54.6 80.5

1㎞ 67.0

2㎞ 73.9 92.4

Table4.7Percentilecontributingtothesourceareabythedistance

from Eunpyeongsite.



-76-

Figure4.25FootprintclimatologyattheEunpyeongsite,(a)before(n=19131),and(b)after

(n=22610)theresidential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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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4.26FootprintclimatologyattheEunpyeongsite,(a)before(n=19131),and(b)after

(n=22610)theresidential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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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앙상블 일변화 패턴

거주지 개발 후의 월별  일변화 그래 를 Fig.4.23부터 Fig.4.26

까지 계 별로 나타내었다 (Fig.4.27:겨울,12,1,2월;Fig.4.28: ,3,

4,5월;Fig.4.29:여름,6,7,8월;Fig4.30:가을,9,10,11월).의 강

도는  의 크기와 지표면 온도 지표 경계층의 기온 등의 기후 강제

력과 한 연 이 있기 때문에,같은 달임에도 불구하고 직 인 비

교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월별 평균  와 의

값 두 값의 비를 정리하여 Fig.4.31을 비롯하여 Table4.8과 Table

4.9에 나타내었다.이 때,24시간 모든 자료를 포함한 분석 (Table4.8)과

 가 0보다 큰 낮시간에 한 분석 결과 (Table4.9)를 따로 나타내었

다.

거주지 개발에 따라서 주간의  강도가 월등하게 증가했음은 자명하

다.낮시간의  에 한 의 비율은 여름철을 제외하면,연 약

15%에서 38%까지 증가하 다.개발 후 복사냉각 감소에 따른 야간시간

  감소와  증가에 따라서 24시간 평균에서는 개발 후의  차이

가 더 크게 나타났다.특히 겨울철인 12월과 1월에는 개발후의 가  

비 약 1.6배에서 2.7배까지도 나타났는데,이는 주거지의 겨울 난방에

의한 열배출 효과로 사료된다.증가 경향성과 련하여 인 3-5월 (Fig.

4.28)과 6월까지는 거주지 개발 과정 의 의 일 최댓값이 나타나

는 시간과 거주지 개발 이후의 차이를 비교 했을 때,증가분이 오후 시

간에 집 되는 비 칭 형태가 나타난다. 조 으로 겨울철 (Fig.

4.27)의 개발 후 차이는 일 칭 인데,이는  증가의 원인이 다

르기 때문으로 단된다.는 일 비교 균일하고 칭 으로 발생

하지만,은 일출 후 오 시간에 더 크게 발생하고,오후로 어들

면서 감소하기 때문이다.이런 결과는 일   비  비율의 그림에서

도 일 되게 나타났다 (Fig.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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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4.27DiurnalvariationofsensibleheatfluxinDJ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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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4.28DiurnalvariationofsensibleheatfluxinM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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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4.29DiurnalvariationofsensibleheatfluxinJ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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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4.30Diurnalvariationofsensibleheatfluxi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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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

Before(duringconstruction) After

    
      

 

1 28.5 7.2 0.25 1487 16.4 26.6 1.62 2765

2 32.3 15.7 0.49 119 41.2 26.0 0.63 1254

3 47.0 36.3 0.77 61 79.8 61.4 0.77 988

4 88.3 35.6 0.40 1424 91.6 54.0 0.59 1248

5 113.4 40.3 0.36 1485 113.2 65.4 0.58 1748

6 115.2 43.6 0.38 1426 113.2 61.7 0.55 1232

7 103.8 32.1 0.31 1477 81.3 25.9 0.32 1484

8 106.2 37.4 0.35 1486 70.0 15.1 0.22 212

9 87.9 33.9 0.39 1056 75.7 46.8 0.62 548

10 58.9 18.6 0.32 1484 52.6 34.8 0.66 1487

11 30.1 16.3 0.54 1434 23.4 16.1 0.69 1615

12 13.8 10.8 0.78 1484 9.1 24.3 2.68 2824

Table4.8Daily(24-h)meanobserved  and atEunpyeongsite. indicatesnumberofdata.

Theun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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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

Before(duringconstruction) After

    
      

 

1 132.3 16.7 0.13 660 149.1 76.4 0.51 941

2 226.8 33.9 0.15 40 195.7 69.1 0.35 470

3 225.7 79.0 0.35 22 273.7 137.4 0.50 416

4 276.9 75.2 0.27 642 243.8 105.5 0.43 589

5 298.6 81.4 0.27 724 283.2 125.3 0.44 866

6 278.8 79.1 0.28 717 245.3 108.9 0.44 663

7 243.2 61.5 0.25 750 169.8 48.0 0.28 794

8 276.1 78.5 0.28 706 160.5 40.1 0.25 108

9 281.5 75.6 0.27 457 272.5 113.2 0.42 227

10 264.0 50.9 0.19 568 225.7 87.5 0.39 572

11 175.8 40.1 0.23 502 134.3 47.3 0.35 586

12 153.4 28.7 0.19 503 129.9 63.0 0.48 944

Table4.9Daytime( )meanobserved  and atEunpyeongsite. indicatesnumber

ofdata.Theun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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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1 Diurnalpatterns ofensemble mean 
 for

Eunpyeong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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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열 배출 열 장

가.열 배출

Fig.4.32는 일 의 총 합을  의 총 합으로 나 비율을 나타낸

그래 이다.거주지 개발 후의 와  의 비의 변화가 격하게 발생

하는데,개발  의 약 50%를 일정하게 유지하 고,겨울철에는 약

70-80% 까지 분포했으나,거주지 형성 이후 겨울철에  의 300%에 이

를 정도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이는 야간 시간이 복사냉각 효과도 포

함된 결과지만,거주지에서의 난방 연료 연소에 따른 가  보다 지표

의 에 지 럭스를 결정함에 있어서 한 역할을 함을 의미한다.앞

서 제시한 Table3.1에 따르면,해당 기간에 인구가 2배 이상 증한 것

을 확인할 수 있는데,이런 자료들이 모두 의 증을 뒷받침 하고 있

다.

Figure 4.32 Monthly ratio (black line, left axis) between

accumulatedsensibleheatfluxandnetradiation.Bargraph(right

axis)indicatesthenumberofavailable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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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열 장

거주지 개발로 생긴 건물 도로에 의해서 장 되는 열의 양을 추정

하기 하여, 에 한 의 이력곡선 (Fig.4.33,Fig.4.34)을 분석하

다.일반 으로 자연생태계에서는 식생의 증산 작용으로 가 와

비슷하거나 더 큰 값을 나타낸다.와 의 비를 보웬비 (Bowen

ratio)라고 하는데,지표 수분함량 조건이 비슷한 경우 이 값이 주간에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개발 과정 의 Fig.4.33을 살펴보면,

 가 일변화함에 따라서  의 강도에 거의 비례하는 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개발지역에서는 인공 피복의 증가로 지표 수분함량이 감소하

고,식생에 의한 증발산이 감소함에 따라서 부분의  는 로 배분되

게 되어 자연생태계와는 달리 높은 보웬비 값을 갖게 된다. 거칠기

요소에 의한 열 장 (heatstorage)은 날 낮에 장했던 열을 야간시간

동안 충분히 배출한 후,일출과 함께 다시 흡수를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

는데,이 경우 오 시간의 에 배분되는 에 지가 어들게 된다.반

로  의 일 최댓값을 지난 시간에는,이미 체 내에 장했던 열기가

빠져나옴에 따라서  에 열 장으로부터의 배출이 더해져,로 배분되

는 에 지는 많아지게 된다.이런 과정에 따라서 는  에 해서 반

시계방향의 이력곡선을 나타내게 된다.Fig.4.34에 따르면 거주지 개발

이 후 측된 의 이력곡선은 매달 반시계 방향을 나타내어,열 장

럭스의 존재를 강하게 암시하 다.

일련의 분석을 통해서 와 거칠기 요소에 의한 가 도시 지표 에

지 평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고 단되며,본 연구와 같이

복사 만으로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따라서  뿐만아니

라  에 한 정량화 연구를 통해서 국내 도시에서의 에 지

럭스 배분에 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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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4.33 Mean diurnalhysteresispattern betweenobservedsensibleheat

fluxandnetradiation,duringtheresidentialdevelopmentatEunpyeong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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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4.34 Mean diurnalhysteresispattern betweenobservedsensibleheat

fluxandnetradiation,aftertheresidentialdevelopmentatEunpyeong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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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요약

본 연구는 거주지 개발에 따른 열 럭스 ()와 난류 특성의 변화

를 분석하기 하여,은평 뉴타운 개발 지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 동)

을 상으로,개발 후로 장기 측된 에디공분산 자료를 바탕으로 

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럭스 자료의 해석은 럭스 발자국 분석 결과

로부터 얻은 공간 표성을 기 로 하 으며,에 지 스펙트럼과 끌림

항력 계수의 분포도 분석되었다. 한 LIDAR (lightdetection and

ranging)DEM (digitalelevationmodel)자료로부터 면 변 ()와 거

칠기 길이(),skyview factor()정보를 산출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LIDAR DEM 자료로부터 은평 뉴타운 개발 지역 (135-270°풍향

)의 는 약 0.34 으며,는 약 12m,는 약 1.8m로 분석되었다.

측된 끌림 항력 계수의 뚜렷한 증가는 이런 지면 거칠기의 증가를 뒷

받침 하 다.

2.은평뉴타운의 는 0.49로 의 감소에 따른 일교차 감소 (최 기온

상승)와 도시열섬 상의 증가가 평균 으로 약 1℃,계 에 따라서 최

약 3℃ 발생하 음을 확인하 다.

3.거주지 개발에 따른 지면의 열 이동에 따라서 산곡풍의 풍향이

아 트 지역을 심으로 뚜렷하게 변화하 다.

4.거주지 개발 이후 는 7-8월을 제외한 모든 달에서 약 2배 정도

증가하 는데,이런 변화의 원인으로는 불투수피복의 증가에 따른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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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 함량의 감소와 난방,조리,교통 등으로부터의 열 배출,건물 도

로 구조물에 의한 열 장이 원인으로 사료된다.

5.거주지 개발 이후 순복사에 한 의 일변화 이력곡선은 반시계

방향의 회 특성을 나타내었는데,이는 순복사 ( )의 최댓값이 나타나

는 시간보다 빨리 건물 도로의 열 장 최댓값이 나타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6.도시 지면의 에 지 평형을 구성하는 에 지 럭스들 열 장

럭스 () 인간활동에 따른 열 배출 럭스 ()의 규모가 요

하게 작용함을 확인하 고,가로수 공원과 같은 녹지 조성에 따라 잠

열 럭스 ()의 역할도 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 된다.따라서 향

후 거주지의 , 의 정량화를 통한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7.본 연구를 통해 거주지 개발에 따른  난류 특성 변화를 평가

하 으며,이를 기반으로 국내 아 트 거주지를 표하는 모수 정보와

검증-평가 자료가 확보되어,향후 규모 수치 보 모형,도시 군락 모

형,유체역학 모형 등의 서울지역 연구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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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ofResidentialDevelopment

onSensibleHeatFluxand

TurbulenceCharacteristics

Hong,Je-Woo

MajorinRuralSystem Engineering

DepartmentofLandscapeArchitectureandRuralSystemsEngineering

TheGraduateSchoolofSeoulNationalUniversity

Urbandevelopmentisoneofthecomplexsocio-ecologicalproblems

becausetherearesocioculturalproblemsaswellasnatural-ecosystem

problems.Toachievesustainability,understanding thedynamicsof

socio-ecological system based on quality long-term monitoring

databaseisurgent.From thisaspect,micrometeorologicalmethods

whichenabletoquantifytheexchangesofmomentum,energy,and

mass between surface and atmosphere,play an important role.

Especiallyturbulentenergyfluxmeasurementsovertheurbanarea

providekeyinformationforunderstandingurbanweatherandclimate

system.

Thisstudyisthefirstreportoneddy-covariancemeasurementin

Seoulmetropolitancity,Korea.Andthepurposeofthisstudyisto

understandtheeffectsofresidentialdevelopmentonsensibleheatflux

andturbulentcharacteristics.Thekeyquestionsaddressedhere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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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ow theresidentialdevelopmentinfluencesaerodynamicproperties

andturbulentcharacteristics,and(2)havethemagnitudeofsensible

heatfluxincreased,ifthatisthecase,thenwhathascaused.

Asaresult,(1)planareafraction,zero-planedisplacement,and

roughnesslength madefrom LIDAR (lightdetection and ranging)

DEM (digital elevation model) data are 34%,12m,and 1.8m,

respectively. Because of these increases in surface roughness,

observeddragcoefficientshowsdramaticchange.Duetothedecline

inskyview factor,urbanheatislandintensitywasincreasedabout

1℃ asaverage,and3℃ asmaximum inApril.(2)Throughtheflux

footprintanalysis,spatialrepresentativenessofeddy-covariancedata

was investigated,and energy spectra analysis assures the data

quality.Aftertheresidentialdevelopment,themountain-valleywind

veered to the residential area, where is new warm spot.

Simultaneously,daytimesensibleheatflux doubled.Herearethree

likely causes:1)increased impervious land-coverreduced surface

moistureaswellasevaporationcooling,2)increasedpopulationemit

anthropogenicheat,and3)heatstoredinbuildingandroadstructures

during the early daytime.The counter clock-wise hysteresis of

sensibleheatfluxstronglyimpliesthepeakinheatstorageprecedes

thatinnetradiation.

Through this study,the effects ofresidentialdevelopmenton

sensibleheatfluxandturbulencecharacteristicsareexplored.These

resultsprovideusefuldirectobservation dataforthefutureurban

research.

keywords:eddy-covariance,sensibleheatflux,turbulent

characteristics,residentialdevelopment,urb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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