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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광장의
미기후와 온열쾌적성
김형규(홍익대학교 건설도시공학부 도시공학전공)

1. 도시 광장의 의의
오늘날 광장이라는 공간은 도시에 없어서는 안 될 당
연한 요소이자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일반 시민에게는
일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간이고, 여가 또는 여흥
의 공간이며, 각종 정치 경제 사회적 의사 표출과 이와 관
련한 논의의 장이 되기도 한다. 도시를 연구하는 학자나
도시의 발전 방향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정책가의 입장
에서도 광장이 갖는 여러 장점과 순기능을 발굴하고 이
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시에 훌륭한 광장이 더 많이 조성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존재하
지 않는다.
도시에서 광장이 이렇게 높은 위상을 갖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사실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산
업화 및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광장이라
는 공간은 결코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았다. 오히려 대량생
산에 필요한 산업 시설, 생산된 제품과 서비스의 거래에 필
요한 상업 시설, 산업과 상업에 종사하는 인구를 수용하기

1) Jacobs (1961).

위한 주거 시설, 각 시설을 원활하게 이어줄 수 있는 도로 및
철도를 공급하기 위한 고밀도, 고효율 개발에 치중해왔다.
오늘날 서울을 대표하는 광화문 광장은 불과 10년 전
까지만 하더라도 왕복 16차선의 도로였고, 청계 광장은
청계 고가도로를 따라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으로 가
득한 공간이었으며, 서울시청 앞에 위치하는 서울 광장
은 거리 응원의 물결로 가득 찼던 2002년 한일월드컵 당
시에도 아스팔트 바다에 불과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선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도
시화가 정점에 이르고, 도시의 양적 성장 보다는 질적 성
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그동안 쌓여온 도시의 여
러 문제가 본격적으로 표출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되기 시작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도시 광장에 관한
것이었고, 도시 광장의 부족으로 인해 도시가 얼마나 삭
막한 공간으로 변모되어 왔는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바탕으로 오늘날 서울
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수많은 도시에는 크고 작은 광장
이 여럿 조성되어 있고 그 숫자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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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앞

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다. 그러나 여기에

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은 미국에서도 한동안

한 가지 더 추가되어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할 측면이 존

대규모 개발 및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고속도로 중

재한다. 바로 광장의 미기후(microclimate)와 온열쾌적성

심의 교통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도시의 바람직한 모습

(thermal comfort)에 대한 부분이다. 미기후는 주변의 건

으로 여겨졌다.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가1961년에

물과 바닥의 포장상태 등 가장 인접한 주변의 물리적 환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를 발표한 이

경에 의해 온도, 습도, 일조, 바람이 도시 전체에 비해 다

후에야 광장과 같은 도시의 오픈스페이스의 중요성에 대

르게 형성되는 미시적 기후 환경을 의미한다. 온열쾌적

1

해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윌리엄 와이트(William

성은 광장에 형성된 미기후 조건과 이용자의 의복 및 활동

Whyte)는 1969년부터 진행한 “Street Life Project”를 통해

상태에 의해 결정되어 표출되는 심리적 상태를 일컫는다.

도시 광장이 갖는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기존에 공개 공

미기후와 온열쾌적성을 고려한 도시 광장을 조성하기

지나 자투리 공간에 불과하다고 폄하 되었던 광장이 시

위해서는 실증적인 분석 및 평가가 뒷받침 되어야 하는

민의 다양하고 복잡한 삶의 모습을 담아내는 상징적인

것이 사실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기후학(ur-

2

공간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ban climatology), 기상학(meteorology), 건축환경학(build-

이후 전 세계 수많은 도시에서 잃어버렸던 광장을 되

ing science), 풍공학(wind engineering) 등 전문화된 과학

찾는 움직임이 등장하였다. 광장이 부족한 도시에서는

기술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없이는 분명 한계가 존

도시 여기저기에 적절한 토지를 확보하여 크고 작은 광

재한다. 그로 인해 일반 시민은 물론 도시계획, 건축, 조

장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이 진행되었다. 나아가 어떠한

경 전문가라 할지라도 광장의 계획 및 설계 과정에서 주

광장을 조성하는가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었

로 직관적인 예측에 의존할 뿐 실증적인 검토를 수행한

다. 광장을 이용하게 될 시민의 다양한 행동과 활동을 담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아낼 수 있는 기능적 측면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이루

도시 광장에서의 미기후와 온열쾌적성이 2010년대에

어졌다. 또한 매력적이고 아름다우며 도시의 역사와 문

갑작스럽게 등장한 아주 새로운 주제는 아니다. 광장을

화를 반영할 수 있는 미적 측면도 주요 지향점으로 다루

계획하고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 중 사회 경제

어졌다. 더욱 최근 들어서 보행자 중심의 도시 환경에 대

적 요인에 의해 우선 순위에서 밀린 것일 뿐, 그 필요성과

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면서 자동차가 점유하는 광장이

중요성의 역사는 이천 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의 건

아닌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어린이 및 노인과 같은 교

설기술자 비트루비우스 폴리오(Vitruvius Pollio)는 기원

통약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측면도 관련 논

전 약 15년경에 집필한 “건축십서(De architectura)”에서

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당시 활발히 진행된 로마의 식민지 건설에 건축, 도시, 토
목에 필요한 기술적 지식을 정리했다. 이 책에서는 도시

2. 미기후와 온열쾌적성을 고려한
도시 광장 조성

의 입지를 정할 때 온도, 일조, 습도 등의 기후 조건을 가
장 우선적으로 다뤄야 시민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가로 패턴의 방향과 형태를 결정할 때
계절 별 주 풍향을 반영할 것을 명시하여 가로가 만나는

이처럼 오늘날 도시 광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는 기
능적 측면과 미적 측면이 고려되고, 교통약자 중심의 설
2) Whyte (1980).
3) Vitruvius Pollio (2005; M. H. Morgan, Trans.).

곳에 위치하는 광장인 포럼(Forum)에 형성될 미기후와
이용자의 온열쾌적성에 대해 고려하였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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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도시 건설 시 바람을 고려할 것을 주장한 비트루비우스(Vitruvius)의 도시 조성 개념도4

유럽의 중세시대에 수백 년 간 잊혀졌던 비트루비우

그러나 이후의 도시의 역사에서 오랜 기간 동안 미기

스의 계획 원칙은15세기 르네상스의 거장 중 한 명이었

후와 온열쾌적성을 고려하려는 움직임은 세계사의 굵직

던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Leon Batista Alberti)에 의해

한 사건들로 인해 많은 이들의 기억에서 잊혀졌다. 17세

다시 빛을 보게 되고, 이후 16세기에 스페인의 펠리페 2

기 이후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 절대왕정

세(Felipe II)에 의해 인디즈법(Laws of the Indies)로 되살

체제가 확립되면서 바로크 도시가 출현했고, 18세기 영

아났다. 당시 아메리카 대륙과 필리핀에 수많은 식민지

국에서 산업혁명이 발발하여 공업도시가 확산되었다.

를 건설하고자 했던 스페인 왕실에서는 신속한 식민도

또한 19세기 들어 자본주의가 성장하면서 상업도시가

시 건설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도시 조성의 원칙으로 인

발달하였고, 20세기에는 도시와 건축 전반에 걸쳐 모더

디즈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 법에서는 도시를 격자형

니즘이 자리잡았다.

으로 구성하고 도시 중앙부에는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

현대 도시에서의 미기후와 온열쾌적성에 대한 논의가

형에 가까운 형상의 광장을 조성하되 풍향, 일조 등 기

다시 나타나게 된 것은 앞서 소개된 윌리엄 와이트의 작

후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격자의 방향과 크기를 결정하

업에 의해서였다. 10여 년간의 연구를 정리하여 1980년

도록 권장하였다. 실제로 남아메리카 대륙의 남단에서

에 발간한 “The Social Life of Small Urban Spaces”에서는

부터 미국 서부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걸쳐 분포하는 수

도시 광장을 이용한 시민들이 일조, 바람 등 미기후적 조

많은 도시가 인디즈법을 따라 계획되고 개발되었다. 오

건에 적응하고, 휴식, 여가 등의 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에

늘날 이들 도시의 구도심에는 그 물리적 형태가 고스란

서 온열쾌적성을 극대화하려는 행동 패턴에 대한 내용을

히 남아 있다.

상세하게 설명한 바 있다.

4) Vitruvius, De architectura Libri X (http://www.vitruvius.be)

17

JES 59

[이슈] 광장의 재조명, 재고찰

도시 광장의 미기후와 온열쾌적성

미국 뉴멕시코주 산타페(Santa Fe)

멕시코 알라모스(Alamos)

그림 2. 인디즈법(Laws of the Indies)을 적용한 미국 남부 도시 광장의 형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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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와이트(Whyte)의 “Street Life Project”에 나타난 미기후 적응 행동 패턴6

이러한 흐름은 덴마크의 도시건축가인 얀 겔(Jan Gehl)

미기후 환경에 대해 설명하고, 시민의 행태에 미치는 영

이 이어갔다. 1987년 발표한 “Life between Buildings”와

향에 대한 실증 자료를 제시하였다. 20세기 중반 이후 건

2010년 발간한 “Cities for People”에서 도시의 오픈스페

물의 고층화 및 대형화로 인해 도시의 오픈스페이스에

이스를 둘러싼 건축물과 도시의 패턴에 의해 형성되는

형성되는 음영이 늘어나고 거센 빌딩풍이 형성되는 경

5) Messina, J. Architecture and Urbanism of the South West. (http://parentseyes.arizona.edu/adobe/index.html)
6) Whyte, “The Social Life of Small Urban Spaces” 동영상에서 갈무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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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빈번해지면서, 특히 덴마크와 같이 추위의 영향을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도시 광장 조성의 다양한 해법들이

많이 받는 지역에서는 시민이 도시의 오픈스페이스를 이

제시된 바 있다. 광장의 형상과 위치는 물론 광장을 둘러

용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는 해석을 제시한 바 있

싸고 있는 건축물의 형태와 배치를 활용하여 충분한 음

78

다.

영을 확보하고 바람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어 이용자
가 느끼는 온열쾌적성을 개선할 수 있는 계획 및 설계 기

3. 기후변화 시대의 도시 광장

법이 개발되고 있다. 이외에도 광장의 바닥 포장과 주변
건축물의 입면 재료의 특성이 온열쾌적성에 미치는 영향
을 규명하는 작업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태양열을 많

2000년대 이후 온실가스 배출의 증가에 따른 온난화,

이 흡수하여 표면 온도가 높아지는 재료 보다는 반사율

해수면 상승, 극한 기상 상황의 빈번화 등 기후변화의 현

이 높거나 밝은 색상의 재료를 선택하고, 가로수 및 수경

상이 뚜렷해졌다. 그에 따라 수많은 도시에서 환경 문제

요소를 도입하여 도시 광장의 온열 환경을 개선하려는

가 급증하고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기후변화는 국제 사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회가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하는 전 지구적인 과제로 떠올
랐다.

이러한 과정에는 직관과 경험에 의존하여 단순한 규
범적인 원칙만 제시되는 것이 아니다. 실측과 실험을 바

도시계획 분야에서도 기후변화가 주요한 키워드로 부

탕으로 하는 과학적 연구방법론을 이용하여 계획 및 설

상하였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ad-

계 과정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과거와

aptation), 악영향의 저감(mitigation), 도시의 기후변화 회

구별되는 점이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센서를 이용하

복력(resilience) 증진 등이 최우선의 과제로 떠올랐다. 토

여 현장의 미기후 상태를 측정하고 수 천명에 이르는 이

지이용, 녹지조성, 건축물의 배치와 형태, 교통수단 등 도

용자를 대상으로 온열쾌적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시의 다양한 부문에 걸쳐 기후변화를 고려한 계획 원칙

다. 또한 풍동실험이나 전산유체역학(computational ﬂuid

이 마련되고 여러 전략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노력이

dynamics)을 이용한 수치해석과 같은 시뮬레이션을 실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시하여 미기후 환경을 예측하고, 다양한 온열쾌적성 모

도시 광장과 관련해서는 기후변화의 여러 현상 중 온
난화와 관련된 학술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열대
지방에 위치하거나 향후 여름철 온도가 상승할 것으로

7) Gehl (1987).
7) Gehl (2010).

형(thermal comfort models)을 적용하여 이용자의 감응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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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도시 광장의 미기후 평가 연구 사례9 (위: 온도; 아래: 바람)

4. 우리의 도시 광장
2016년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한 우리나라는 지구의 평
균적인 온난화 속도를 상회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9) Maragkogiannis et al. (2014).
10) 기상청 (2012).

지난 100여년 동안 서울의 연간 평균기온은 약 2.5℃ 상
승했으며,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21세기 말까지 현재 수
준에서 최대 4.9℃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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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서울의 연간 평균기온 추이11

실제로 2016년 우리나라가 경험한 폭염은 기록적이었

고 있고 북쪽으로 잔디밭이 조성되어 있으며 남쪽에는

다. 1973년 기상관측망이 전국으로 확대된 이후 2016년

분수대가 위치하고 있어 더운 여름철 이용자에게 시원함

서울의 8월 평균기온은 사상 최고인 32.6℃로서, 최악의

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좌우 도로로 인해 주변 건물

폭염을 기록했던 1994년의 31.9℃ 보다 높았고, 폭염 일

들로부터 일정 거리 떨어져 있고 가로수나 차양과 같은

수는 20일로 1994년 10일의 두 배에 달한 바 있다. 최대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그늘이 전혀 형성

전력수요를 연이어 갱신했고 일일 전력 부하가 사상 최

되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용

대치를 기록했으며,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사

자는 항상 직사광선에 노출되어 더운 여름철에는 장시간

상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다.

머무르기 힘든 공간이 되어버리고 만다. 또한 타일 위주

이처럼 빠르고 심각한 온난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

의 바닥 포장은 한창 더운 여름날 오후 표면 온도가 50℃

에서 도시 광장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가까이 상승할 수 있다. 온난화가 계속될수록 광화문 광

결론이 존재하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그에 대한 대비가

장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그만큼 줄어들게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광장

되는 것이다. 서울 광장, 청계천 광장 등 서울의 다른 대표

중 하나인 광화문 광장의 경우 좌우로 작은 물길이 흐르

적인 도시 광장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11)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 (http://cleanair.seoul.go.kr/main.htm).

21

JES 59

[이슈] 광장의 재조명, 재고찰

도시 광장의 미기후와 온열쾌적성

그림 6. 광화문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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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서울 광장의 분수대

언젠가부터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의 광장 여러 곳

주는 청량함을 즐기는 사람도 많다.

에 분수대가 설치되기 시작했다. 앞서 언급한 광화문 광

여름이 길어지고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우리의 도시

장, 서울 광장, 청계 광장은 물론, 주거지에 위치한 작은

광장에는 이러한 수경 요소가 설치되어야 이용자의 온

어린이 공원과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도 크고 작은 분

열쾌적성이 보장되는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홍콩, 싱가

수대가 하나둘씩 설치되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5월부

포르, 쿠알라룸푸르 등 동남아 열대 및 아열대 지방에 위

터 10월까지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낮부터 오후 늦게

치하는 여러 도시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수경 요소가

까지 가동되어, 어린이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분수대에

우리의 도시 광장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도입될 것임은

서 시원함을 만끽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딱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히 분수에 뛰어들지 않고 주변에 앉아 있기만 해도 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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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우리의 도시 광장 조성의 패러다임은 점차 바뀔

있도록 광장을 둘러싼 건축물의 배치와 형태에 대한 재

것이다. 물론 기존에 광장이 가져야 할 기능적 측면과 미

고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제

적 측면은 변함없이 고려돼야 할 것이다. 하지만 기후변

대로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과학적 연구방법론을

화가 진행되고 그에 따라 형성되는 미기후 환경과 이용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시민이 오랜 시간 동안 편안하게

자의 온열쾌적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여기에

머무를 수 있는 도시 광장 조성을 위한 계획 및 설계의 원

는 수경 요소나 가로수를 도입하는 해법도 포함되고, 나

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

아가 광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온열쾌적성을 확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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