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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여름철 폭염 및 열섬현상과 더불어 겨울철 한파와 냉섬현상이 

도시 특유의 기후 특성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서울의 도시
환경 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서울은 산업화와 도시화에 의
한 개발로 인하여 수계와 산지 주변 및 인공피복의 증가에따라 도
심온도에 영향을 주는 도시환경이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 
십수년간 공동주거형 대단위 아파트단지 개발에 따라서 미기후 측
면, 특히 단지 내 대기온도에 영향을 주었다. 서울은 사계절이 있어
서 각 계절마다 도시 미기후특성과 대기온도가 다르다. 이와 같은 
도시 기후환경의 변화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거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도시의 물리적 환경 변화와 관련성이 높다. 특히 서울
은 높은 개발밀도에 따른 불투수면의 증가와 녹지 및 수공간의 축
소가 도시의 열 쾌적성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어, 대다수의 도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의 쾌적성 확보
를 위한 열환경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 
단지의 내·외부 물리적 특성이 아파트 단지 내의 주간 대기온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영향이 계절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
석을 통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도시설계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
였다.

연구를 위해 서울시내 AWS관측지점 반경 500m지역 이내 포
함된 아파트단지를 선정하였고, 2018년 각 월별 주간 시간대 평균
기온을 통해 사계절을 나눴다. 2018년 각 월별 주간 시간대 평균기
온을 통해 사계절을 나눠서 Landsat8 위성자료로 각 계절별로 단지
내 대표 지표온도를 도출하였으며 최근접 AWS의 동일시점 기온자
료와 비교하여 주간대기온도 값으로 보정하였다. 또한, 각 아파트 
단지별로 일반적 특성변수인 면적대비 세대 수, 건축년도, 건폐율, 

용적률, 주동 형태의 비율, 단지의 입체적 특성인 인동간격, 천공개
폐율과 공극률, 단지의 향, 경사도, 거칠기, 평균 층수를 특성변수로 
선정하였다. 또한, 단지의 오픈스페이스 및 토지피복 특성인 알베도
와 식생지수, 주변 환경특성인 250m 이내 주변 도로 면적, 녹지 면
적, 수 공간 면적과 250m 이내 한강 변 유무, 250m 이내 하천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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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510m 이내 주요 산지 유무, 120m 이내 10,000m² 이상 평지 녹
지 유무, 170m 이내 30,000m² 이상 평지녹지유무로 특성변수를 선
정하였다.

분석은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으로 구성하였다. 상관분석은 
대기온도 및 선정된 물리적 특성 변수들간의 상관성분석과 독립변
수들간의 상관분석으로 상호영향과 상관관계를 도출하였다. 다중회
귀분석은 각 계절별로 단지 내 주간 대기온도와 단지내·외부의 물
리적 특성 변수들간의 회귀분석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여름
철 온도만을 고려해서 통풍이 잘 통하도록 설계하는 것은 사계절을 
살펴보았을 때 단지 외부의 주변환경 특성에따라 열쾌적성에 적합
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아파트 단지 설계시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단지의 향, 주 동 형태 비율, 단지 내부 녹지계획 등을 설계해야한
다. 아파트 단지의 탑상형 또는 판상형 설계 비율과 관련한 세부적
인 디자인특성 및 단지의 향은 단지 주변의 녹지공간과 수변공간의 
면적 및 유무에따라 설계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분석결과 계
절별 단지 내 대기온도와 단지 내·외부 특성들은 상호영향과 상관
관계가 있음으로 아파트 단지 설계시 입지적 특성을 파악한 후 입
지적 특성과 사계절 단지 내 열쾌적성을 고려한 설계방안을 제안하
였다.

본 연구는 아파트단지의 계획 및 설계 시 공동주거환경의 대기
온도 및 열쾌적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써 정량적 자료를 
수집, 분석 해석함으로써 준거자료를 구축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파트 단지의 주변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단지
의 계절별 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보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설계 가이드라인 및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도시 열환경, 아파트 단지, 도시온도, 물리적 특성, 

Landsat8

학  번 : 2017-28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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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한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면적의 최대

한 활용과, 대도시 중심화에 의한 도심인구증가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라고 하는 주거형태를 도입하였다. 즉, 아파트는 고속성장
에 따른 국가 경제발전과 증가하는 인구수를 고려하여 도입된 공동
주거 형태이다. 특히 도시 주거지역은 ‘아파트공화국’이란 어휘가 
나올 정도로 거대한 공동주택단지 현상을 보여 왔다(발레리 줄레
조·길혜연, 2007). 우리나라의 아파트 관련 주택정책이 주로 양적공
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면서 무미건조하고 획일적인 형태의 아파트
들이 건설되기 시작하였고 건설사의 사업성 추구를 극대화하기 위
한 초·고밀도 계획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아파트의 주동
배치는 공사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형태로 변화하였고, 아파트 단지
의 외부공간 역시 법적요구를 간신히 충족시키는 수준으로 건설되
었다(전남일 외, 2008). 

인구 천만 규모의 메갈로폴리스인 서울은 지난 40년간 지속적
으로 가속화되는 산업화와 도시화를 통해 전 세계적인 도시 중 하
나로 성장해왔다. 서울의 도시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과밀
한 도시인구에 대한 적정한 거주환경 조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
고, 따라서 소규모 단지의 공동주택은 점차 대단위의 고층, 초고층 
아파트 형태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서울시는 도시개발과 도시성
장을 통하여 도시민들이 거주하기 편리하고 편안한 환경조성을 위
한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하였지만, 한편, 그 이면에서는 다양한 도
시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도시환경 측면에서는 도시 특
유의 미기후적 특성을 갖게 되었다. 지나친 도시화와 지구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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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Heating) 현상은 열섬현상, 냉섬현상, 열대야 등과 같은 도
시환경 및 도시 특유의 미기후 문제를 발생시켰다(국토연구원, 

2016). 도시개발이 지속되면서 서울의 열환경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지고 있다. 서울의 여름철 온도추이는 매년 증가하여 기상관측 기
록을 갱신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도시환경에 의한 피해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조항문·이윤혜, 2018).  

도시 열환경에 의한 피해는 도시민들의 삶의 질에 여러 부정적
인 영향을 끼쳐 건강한 삶의 질을 저해할 수 있다. 도시 삶의 환경, 

사회생활 및 보행 환경에 영향을 주는 열환경의 지속적인 부정적 
변화는 여러 도시문제를 야기할 것이다(김수봉 외, 2001; Oke, 

2011). 도시의 열환경 문제는 서울 뿐 아니라 세계적 국제도시에서
도 공통적으로 당면한 문제로써 열환경으로 인한 도시문제가 많아
짐에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도시 내 온도를 쾌적하게 만들 방안
과 정책을 펼쳐 나가기 시작했다.

통상 도시가 높은 기온을 형성하게 되는 원인을 살펴보면 인공
적으로 개발된 도시의 특성과 관련이 깊다. 알베도 값이 낮은 재료
를 사용하는 개발 및 도로포장으로 인한 도시 내 불투수면적의 증
가, 개발로 인한 녹지면적의 감소, 교통량과 에너지 사용에 의한 인
공열 발생은 도시의 열에너지 증가에 원인이 된다(Park, 1986; Ha 

et al, 1986; 이현영, 1989; He et al., 2007; 박필원, 2008; 박종훈, 

2013). 도시와 열환경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도시공간의 다양한 
물리적 특성과 주변환경 요인들이 도시의 대기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확인하였다(조희선 외, 2014; 조혜민 외, 2015; 하재현 외, 

2015). 

서울시의 경우에도 1945년 광복 및 한국전쟁 이후 가파른 산
업화와 도시화를 통해 과거와는 다른 도시기후를 가지게 되었다. 

서울의 변화하는 도시기후 및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도시
가 위치한 공간에 대한 입지적 특성파악이 필요하다. 도시의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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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측면에서 서울시의 경우에는 산지가 많고 한강을 중심으로 서
울시 전역으로 뻗어나가는 하천들을 가지고 있는 입지적 특성을 갖
는다. 한강을 중심으로 각 지천들은 지역의 바람길 역할을 해왔다. 

또한 서울시 내·외부에 위치한 북악산, 남산, 낙산, 인왕산과 북한
산, 관악산, 덕양산, 아차산등 주요 산은 한강과 함께 서울시의 주
요한 입지적 특성이다. 

     1970년대 한강개발계획과 함께 공동주거형 아파트 개발이 시
작되고 이후 십수년간 지속된 밀집형, 초고층의 인공적인 아파트 
단지개발은 도시 주거환경의 미기후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대단
위 규모의 아파트 단지 개발을 위한 물길과 산지 등에 대한 자연환
경 변화와 인공적인 요소 도입은 바람길과 열 순환 환경의 변화를 
초래하고 미기후적 특성을 나타냈다. 미기후와 열환경 측면에서 아
파트 단지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다양한 선행연구가 수행되어 왔지
만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좀 더 다각적인 환경요소 분석과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즉, 단순히 건물의 물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 도
시기후 및 환경적 문제를 넘어 보다 입체적이며 주변환경에 대한 
요인들을 합목적성으로 고려한 다각적 분석과 원인을 규명하기 위
한 연구가 아직은 부족하다. 

현재 전반적인 도시 열환경에 대한 연구는 도시 전체를 대상으
로하여 건폐율, 용적률, 토지피복 등 평면적인 물리적 특성을 다루
되 다양한 데이터의 개방과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에 따라 입체적인 
물리적 특성을 연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되는 도로명 주소 데이터베이스, 수치지형도, 건축물대장을 활
용하면 건축물의 전반적인 정보, 도로와 녹지 등의 실제 넓이와 형
상이 파악된다. 이와함께 GIS 관련 소프트웨어들을 활용한 데이터 
구축 및 분석이 가능한데 그 정확도가 실측값을 대체할 수 있을 정
도이다(Hammerle et al., 2011). 대기온도는 서울시 각 구별로 위
치한 자동기상관측소(Automatic Weather Station; AWS) 관측지
점을 통하여 1분~하루동안의 온도, 습도, 풍속, 풍향, 강우량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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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상정보와 과거 기상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데이터수집에 
이용된다. 또한 지표면 온도데이터는 NASA에서 제공하는 
Landsat8 위성영상 자료를 이용하여 지표면 온도를 구축할 수 있
으며, 추출된 지표온도는 보정과정을 통하여 대기온도로 변환할 수 
있다(Lee H.Y, 1993; 오규식·홍재주, 2005; 박민호, 2012; 조혜민 외, 

2015; 제민희, 2016; 지준범 외, 2016; 김진영 외, 2017).  

과거에는 실측값에 의해 수집되던 데이터를 현재는 컴퓨터를 
활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도시 미기후 관련 
데이터 구축 및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
었던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특성 요소들과 다루지 못한 물
리적 특성 데이터를 수집하고, 도시 전반적인 스케일에서 이루어진 
기존의 연구에서 아파트단지 스케일로 접근함으로써 계절별 단지 
내 열환경을 도시계획 및 설계적 차원에서의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도시 전반적인 스케일에서 이루어진 기존의 연구에서 한
걸음 나아가 아파트단지 스케일로 접근하여 계절별 단지 내 열환경
을 도시계획 및 설계적 차원에서의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
의 배경이다. 

2. 연구의 목적
최근 아파트 단지조성 경향은 주차공간의 지하화와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전략에 따른 외부공간 차별화 시도로 인하여 다양한 형
태의 주민편의 공간들이 계획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환경계획지
표로 ‘생태면적율’1) 개념을 도입하여 녹지를 조성할 경우 여러 가
지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녹지조성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박
필원, 2008). 

이러한 최근의 아파트단지 설계 발전에 의해 단지 내 오픈스페
1) 생태면적율이란 ‘공간계획 대상면적 중 자연순환기능을 가진 토양의 면적비’로 

개발을 가르킴 (박필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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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 인공지반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기존의 연
구들은 대부분 단지 내 녹지, 토지피복, 오픈스페이스, 인공지반, 

녹지계획 관한 것으로써 아파트단지의 물리적특성과 주변환경 요
인이 계절별로 단지 내 열환경을 검토한 사례는 미미한 실정이다. 

여름철 폭염 및 열섬현상과 열대야도 도시환경에 문제가 되지만 겨
울철 한파 또한 도시 특유의 이상기후에 해당한다(전미성·조용성, 

2015).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계절별 단지 내 주간대기온도를 
도심온도의 대리변수로 활용하여 아파트단지의 내·외부 물리적 특
성이 계절에 따라 단지 내 주간 대기온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
으로 분석하여 도시계획 및 설계적 측면에서 개선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아파트 주거유형 선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아파트단지의 물리
적 특성은 다른 주거지 형태의 물리적 특성과 비교했을 때 계획적
이며 규칙적인 장점을 가진다. 일반적 주택단지의 경우 자연발생적
이며 계획적 측면으로 개발되지 않은 형태를 보인다. 계획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주거형태의 경우 열환경 지역분석을 실행하기엔 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추출하여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
는 측면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아파트단지의 경우 구획이 나누
어지며, 구획내 열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정확하고 자세하
게 바라볼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 주택단지 및 저층주거지역은 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특성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분류하여 
종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주거지 형태 중 계획을 기반
으로 구획된 공간 안에 개발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지로 선정하였
다. 

아파트단지의 물리적 특성과 계절별 열환경의 관계를 분석함
으로써, 아파트단지 개발시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으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아파트단지의 물리적 
특성과 우리나라의 뚜렷한 사계절을 고려하여 아파트단지의 물리
적 특성이 계절별 주간 시간대 단지 내 대기온도에 미치는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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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고자 한다. 계절별 분석의 주된 이유는 온도에 영향을 주는 
태양복사선은 계절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계절별로 나누어 분석
한다. 본 연구는 도시 전반적인 스케일에서 이루어진 기존의 연구
에서 한걸음 나아가 아파트단지 스케일로 접근함으로써 아파트단
지의 물리적 특성과 계절별 단지 내 물리적 특성과 온도와의 관계
를 분석하고자 한다. 서울시 아파트단지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다
양하고 다각적인 측면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함으로써 미기후관련 
정량적 데이터를 구축하고,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한 분석을 한다. 

또한, 도시계획 및 설계적 측면에서 아파트단지 개발시 계절별 단
지 내 열환경의 쾌적성을 위해 분석한 자료를 구축함으로써 활용가
능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참고자료로 활용이 연구의 목적이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흐름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아파트 내 평면적, 입체적 물리환경, 

아파트 단지의 건축물 특성, 아파트 단지의 형태 및 배치 특성, 기
상특성, 주변환경이 대기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이다. 

우선 아파트 단지의 물리적, 환경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변수들
을 선행연구를 통하여 선정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아파트단지의 건
축물 특성, 물리적 특성, 주변환경 특성, 기상특성과 대기온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고, 계절의 차이에 따른 단지 내 온도와 물리적특
성의 관계와 영향력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2. 연구의 흐름
본 연구의 흐름은 다음 [그림 1-1]과 같이 진행되며, 각 장의 

진행내용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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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에서는 이 연구를 다루게 된 배경과 도시환경에 대
한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위한 연구의 목적을 설정한
다. 연구의 공간적, 시간적 내용과 범위를 밝힘으로써 연구의 틀을 
구성하였다.

제2장 선행연구 고찰에서는 도시공간의 물리적 특성이 도시 
열환경에 미치는 영향, 도시와 열섬현상, 도시 열환경과 공동주택, 

기타 본 연구와 관련 선행연구들을 고찰한다. 선행연구에 대한 고
찰과 함께 한계점을 밝히고 이 연구의 차별성을 도출하였다. 

제3장 분석의 틀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할 변수들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변수들을 구성, 정의, 구축
하는 단계로써 선행연구와 이 연구에서 추가된 변수들을 설정하였
다. 도출된 독립변수들은 아파트단지의 내·외부 특성으로 유형화 
하였으며 각 특성은 단지의 일반적 특성, 단지의 입체적 특성, 단지
의 토지피복 특성, 주변환경 및 기상특성으로 구성된다. 또한 구축
된 변수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방법과 모형을 제시하였다. 

제4장 분석결과에서는 설정된 분석방법을 통하여 데이터 분석
의 결과를 살펴보았다.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종속변수와 각 독립변
수간의 계절에 따른 상관관계를 알아보았으며, 독립변수들 간의 상
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단지의 물리적 특성
과 단지 내 주간 대기온도의 계절별 관계와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계절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중회귀 분석의 결과를 비
교하였다. 계절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독립변수와 종속변
수를 계절별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계절에 따른 관계와 영향력의 
차이를 확인해 보았다.

제5장 결론에서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해석을 실시
하였다.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 계획 및 설계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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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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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연구 고찰

제1절 선행연구 검토

1. 도시의 물리적 특성과 열환경
도시의 물리적 특성이 열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과

거부터 현재까지 다수 진행되었다(Oke, 1981; Emmanuel, 1997; 

Z.Bottyan·Unger, 2003; He et al., 2007; 차영화 외, 2009; 김금지, 

2011; 송봉근, 2014; 김권 2018). 도시의 물리적 특성에는 녹지 및 
하천, 토지피복, 토지용도 등이 물리적인 특성 요소로 활용되었으
며, 열환경은 주로 도시온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온도 측정방법
은 직접 실측을 하는 방법, AWS를 활용하는 방법, Landsat의 위성
영상을 활용하는 방법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물리적 특성이 도
시온도에 미치는 영향연구와 Envi-met, CFD 등을 활용한 시뮬레
이션 연구도 현재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도시공간의 물리적 특성과 열환경을 다룬 연구 중 녹지 및 하
천과 지표온도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
되었다. 오규식·홍재주(2005)는 위성영상자료와 대기온도 자료를 
활용하여 회귀식을 산출한 후 서울시 대기온도를 추출하였다. 산출
된 기온과 도시공간 구성요소간의 통계분석 결과로써 도시의 물리
적 특성 중 기온저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녹지관련 변수
라는 것을 밝혀내었다. 조성모 외(2009)는 대기온도에 미치는 물
리적 요인과 그 강도를 확인하였으며, 분석의 결과로써 식재지, 수
면과 초지는 기온저감 효과가 강하고, 나지, 포장지 및 건폐지는 대
기온도 상승이 강한 요인임을 밝혀내었다. 김재익·여창환(2005)은 
식생분포와 토지이용분포의 상관관계를 통한 연구에서 지표온도는 
토지이용에 더 많은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홍석환 외(2005)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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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량 증대가 도시 고온화 현상에 대해 가장 효과적임을 확인하였
다. 서울시 뿐 아니라 다른 도시를 대상으로 한 열환경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었다. 윤희천 외(2013)은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하여 
구미시의 지표면 온도를 추출함으로써 녹지 면적과 도시공간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송봉근(2014)은 창원시를 대상지로 한 현장측
정과 열적외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기온 예측모형을 만들었으며, 이
를 통해 도시의 열섬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환경계획 기
법을 제시하였다. 권영상(2004)은 위성영상자료를 활용한 하천과 
도시기온의 상호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수변공간이 온도에 
영향을 주는 영향권 범위는 300m정도로 도출되었다. 

해외에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도시와 열환경에 대한 연구가 진
행되었다. Shudo et al.(1997)은 녹지에 의한 냉각효과와 도시기온
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그 결과, 도시의 물리적 특성은 녹지면적보
다 약 2℃ 정도 높은 가열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Kong 

et al.(2016)은 중국 난징의 지표온도와 토지피복과의 관계를 분석
하였으며, 분석결과, 녹지의 면적이 넓지 않더라도, 즉 면적의 규모
보다는, 소규모 녹지가 연속 되어 있거나 군집된 경우에도 기온이 
저감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Yang Feng et al.(2011)은 도시 물
리적 공간의 디자인적 요소와 여름철 도시 열섬현상간의 상호관계
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하였다. 대상지는 상하이 도심의 고층 건
물을 중심으로 하여 밀도, 건물배치, 녹지면적 등을 변수로 선정하
고, 7월 중순부터 8월까지의 여름기간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도
시의 물리적 특성변수와 열섬현상은 상관관계가 크고, 건물과 식물
캐노피의 음영이 낮 시간 동안 도시열섬계수(Urban Heat Island 

Index, UHII)에 영향을 준다는 특성을 밝혀내었다.

토지피복 및 용도와 도시온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도 녹지
와 하천을 다룬 연구만큼 다양하게 진행되어왔다. 

Emmanuel(1997)은 토지피복 및 토지이용이 주간 시간대의 도시
기온변화에 영향을 주고, 도시의 다양한 물리적 공간의 분포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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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열섬현상과 냉섬현상이 상호영향을 준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Ichinose(1997)는 도시 열섬현상에 관한 연구의 시작점에 해당되
며, 연구를 통하여 도시 열섬현상의 원인이 지표면 피복의 변화에 
따른 증발율 감소에 의한 것임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도시 열섬현
상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토지피복과 토지이용에 따라 도시기
온의 변화와 상관관계를 이루는 다각적인 측면의 연구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차영화 외(2009)는 연구에서 토지이용과 피복특성
은 대기온도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고, 교통시설지와 주택지는 온
도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며, 또한,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면적은 온
도를 하강시키는 요소임을 도출하였다. 

계절별과 시간대에 따라서 도시의 물리적 특성이 온도에 영향
을 미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 송봉근·박경훈(2012)는 창원시를 
대상지로 하여 위성영상을 통해 산출한 야간시간대 지표면 온도와 
용도별 건축물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야간에 단독 주거지역의 전
력사용량은 상업지역이나 공공시설 지역과 비교했을 때 보다 많은 
인공열이 발생함으로써 야간시간대에는 공공시설 지역보다는 주거
지역의 온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조희선 외(2014)는 AWS데이터
를 기반으로 하여 도시공간의 특성이 대기온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았으며, 여름과 겨울에 대한 공간특성과 온도에 미치는 영향분
석을 진행하였다. 교통량 변수는 여름과 겨울철 모두 기온상승을 
나타냈고, 녹지비율은 여름철에 기온저감효과를 그리고 주거밀도는 
겨울철 기온상승 효과를 보였다. 

도시 열환경 분석관련 연구에 있어서 평면적 특성과 입체적 특
성 모두를 활용한 연구는 평면적 특성 연구와 비교할 때 현재까지 
그 수가 적다. 그러나 도시 열환경과 물리적 특성에 대하여 좀 더 
정확한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입체적 특성 관련 연구로써 Yang Feng et al.(2011)은 바람과 관
련이 깊은 변수들을 입체적, 물리적 환경에서 도출하였다. 

A.I.che-ani(2009)의 연구에서는 풍속과 풍향은 미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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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climate) 수준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또한, 식재밀도와 식재
수종에 따라 풍속과 풍향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타냈다. 안원식 
(2012)은 도시의 중심상업지역내의 고층 건물이 대기환경과 열환경
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냈다. 

Ha et al.(2016)의 연구는 물리적인 환경요소들과 도시 온도
의 상호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천공개폐율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Oke(1981)의 연구에서 천공개폐율이란 도시 내에 부는 바람에 의
한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지표로써 즉, 지표면에서 하늘이 
보이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다. An et al.(2014)의 연구에서 천공
개폐율이란 바람의 유입과 방출이 이루어지는 3차원적 공간을 나
타내는 지표를 나타내며, 도시의 물리적 특성과 대기온도에 관한 
연구에서 최근 들어 사용되고 있다. 

거칠기와 공극률에 대한 관심은 도시의 평면적 특성 이외에 입
체적 특성을 변수로 사용함으로써 좀 더 정확한 계수로 도시온도와 
물리적 특성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거칠기는 건물 
높이의 불규칙한 정도를 의미하는 지표로써 낮은 경우 바람의 순환
이 원활하며 온도저감 효과를 가진다(Park et al., 2017). 거칠기는 
바람의 순환에 관한 지표로써 사용되는데, 지표면의 수치 표고 모
델자료와 건물의 수치 표고 모델을 통합한 후 단지 내 표준편차를 
통하여 구축된다(문현빈, 2018). Gal· Unger(2009)의 연구에서는 
헝가리 Szeged를 대상지로 하여 거칠기 길이를 산출함으로써 도시
의 바람통로를 분석하였다. 안승만 외(2015)는 서울시 강남을 대
상지로하여 거칠기 길이를 산출한 후 분석하였으며, 바람통로에서 
온도저감 거칠기 효과를 발견하였다. 

공극률은 바람통로의 형성과 도심의 열 쾌적성을 다룬 연구에
서 주로 사용되었다(Gal·Unger, 2009). 전범석·김학열(2010)은 미
국 Ohio주 Columbus에서 공극률과 도시 평면적 환경특성이 대기
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연구에서는 공극률 값이 높을



- 13 -

수록 기온이 낮게 나타났다. 도시 물리적 공간의 건축면적, 식생지
수와 함께 공극률 또한 기온에 영향이 있음을 밝혀냈다. 이처럼 도
시의 물리적 특성과 도심온도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분석기법 및 
측정방법이 활용되었으며, 도시의 평면적 물리적 특성을 넘어 건조
환경등 입체적 특성을 포함한 연구가 진행되는 시점이다. 

다음은 도시의 물리적 특성과 열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선행연구들로부터 정리한 결과이다.

주저자 측정 공간 주요내용 분석 방법
조희선 외 수도권 도시공간특성이 열섬현상에 끼치는 

요인분석 통계분석

안원식 대구시 고층건물이 대기환경에 끼치는 영향 통계분석, 

Envi-met

홍재주 서울시 도시 구성요소와 기온간의 영향 및 
녹지 배치 방안 통계분석

배웅규·
윤기학 서울시 

도시의 문화적 및 물리적 요소를 
활용하여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주거지 방법론 제안
CFD, 가상모델 

시뮬레이션
윤희천 외 구미시 녹지면적과 지표면 온도간의 관계 

분석
녹지면적 비교분석, 

시계열 분석
김금지 부산시 건물체적과 지면녹화가 열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뮬레이션(UCCC)

박철영 서울시 계절별 도시의 온도에 영향을 끼치는 
영향요소 분석 통계분석

전범석· 
김학열

콜럼버스 
시

공극률과 식생지수에따른 기온저감 
및 건축면적 비율과 열환경에 관한 

연구
통계분석

Mackey 

et al
시카고 지표온도와 알베도 및 NDVI간의 

관계분석
시뮬레이션, 

통계분석
Kong 

et al
난징 시 지표온도와 토지피복간의 관계분석 시뮬레이션

Yang 

Feng 

et al

상하이
도시 디자인적 요소와 열섬현상간의 
관계 및 건물 높이와 식물 캐노피의 
음영이 열섬지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통계분석

Gal·Unger
Szeged, 

Hungary
 바람길과 열환경의 관계에대한 분석 통계분석

[표 2-1] 도시의 물리적특성과 열환경 정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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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주택과 열환경
도시의 물리적 특성과 온도를 다룬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면서 

공간적 범위의 스케일을 낮추어 온도와의 관계를 다루는 연구들도 
조금씩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온도
와의 연구를 진행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박필원, 2008; 문수
영, 2011; 배웅규·송두삼, 2011; 여인애, 2011; 김현옥·염종민, 2012; 

장대희, 2012; 박종훈, 2013; 박재빈, 2017; 문현빈, 2018; 예태곤 
2018). 선행연구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의 물리적 특성은 토지피복 
특성, 단지 내 오픈스페이스. 녹지대 공간, 아파트 건축물의 특성(건
폐율, 용적률, 층 수, 배치)등을 활용하여 대기온도(표면온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가 가장 활발히 진행된 물리적 특성 요소는 토지피복과 오
픈스페이스를 다루는 연구이다. 문수영(2011)은 고층 공동주택 단
지 내에 있는 녹지공간 배치유형에 따른 온도저감 효과를 실측 하
였으며 녹지의 증발산 효과와 그림자 생선효과 측면에서 규명하였
다. 단지 전면배치 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단지 내 온도가 낮게 
분포하며, 그림자 효과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여인애(2011)는 아
파트 건축물의 특성, 천공률 변수와 온도의 상호 관계를 연구하였
으며, 천공률 변수에 의해 건폐율이 높은 저층 주거단지 보다 건페
율이 낮은 고층아파트 단지의 지표면 온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도시공간 뿐 아니라 주거지에서도 온도는 건물의 폭과 
높이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바람은 온도를 낮추는 요소 중 하나였
다. 배웅규·송두삼(2011)는 설계적 요소와 비설계적 요소로 공간
위계별 열섬 완화요인을 도출하여 적용방안을 제시 하였다. 또한, 

배웅규·윤기학(2012)은 공동주택 유형화를 통해 단지 내 녹지 및 
수공간과 열환경간의 관계를 파악하였으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단
지 설계시 주 동 배치, 녹지 및 수공간 동선의 조합등의 조성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성열(2007)은 고층아파트단지와 저층아파트단지의 
유형별 패턴에 관하여 Envi-met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열환경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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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였으며, 도시의 용도별 인공구조물의 증가에따른 도시 열환경
의 변화에대하여 살펴보았다. 

Yang Feng et al.(2010)연구는 고층 주거지역 세 지역을 
AWS를 활용하여 열섬계수를 분석하였고, 고층주거단지와 열섬현
상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로는 주간에 용적률 증가와 측정지점 
20m이내에 녹지율이 증가할수록 열섬현상은 감소하며, 태양열과 
천공비가 증가할수록 열섬현상은 증가하는 것을 밝혀내었다. 윤성
환·전선영(2008)은 주택의 배치유형과 형상에 따라 수치 시뮬레이
션을 통하여 여름철 옥외 열쾌적성 및 열섬가능성을 예측하는 연구
를 하였다. 주 동의 형상 및 배치유형이 공동주택 단지의 옥외 열환
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으며, 친환경 건축계획을 위해 기초자
료로 활용하였다. 박재빈(2017)은 저층주거단지와 고층주거단지 우
세지역의 열섬현상을 비교분석 하였다. 단지의 건폐율이 증가할수
록 열섬현상이 강해지며 주간시간에는 아파트 우세지역에서 건폐
율, 연면적, 용적률이 온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공동주택 단지의 구성요소와 단지의 온도를 다룬 문현빈(2018)

의 연구에서는 지표면의 경사, 단지의 향, 건물높이, 정면계수와 탑
상형이 온도저감에 유리하며, 개방형 및 분산형 단지배치가 지표를 
낮추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도시와 열환경 연구와 마찬가지
로 다양한 분석 방법을 통하여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한 연구가 
현재 진행 중이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열환경에 관한 연구를 정리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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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선행연구 정리 및 차별성
1. 선행연구의 한계점

도시와 공동주택 열 환경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기존의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 열환경의 요소 중 도시온도를 다루는 연구에서는 
온도변수의 정제과정이 연구의 목적에 맞게 정제되어야한다. 온도

주저자 측정 공간 주요내용 분석 방법
박재빈

아파트 단지 
및 다세대 

다가구 지역
건폐율, 용적률, 단지의 물리적 특성이 

각 측정 공간에 미치는 영향분석 통계분석

배웅규· 
송두삼 주거공간

열섬 완화요인 도출, 설계적 요소와 
비설계적 요소를 공간위계별로 

적용방안 제시

대류해석 
프로그램, 열 

해석 프로그램
황지욱· 
김소정 전주시 고급주택지, 아파트단지, 일반주택지 

온,습도 관련 연구
실측, 

통계분석
조철희· 
이특구 서울시 주 동 형태 및 배치패턴에따라 

유형화하며 풍속비 분석 CFD

박기용 외 대전시 공동주택 지역의 그린네트워크 전후 
변화 분석 Envi-met

윤성환· 
전선영 서울시 주 동 형상, 배치에따른 지표 온도 분석

수치시뮬레이
션 

모델(Hoyano)

문현빈 서울시 공동주택 단지의 물리적 특성과 
지표온도 비교 통계분석

박필원 단지 사례별 공동주택 외부공간 지표면 특성과 
열환경에 관한 연구

실측, 

시뮬레이션
최가윤 서울시 열쾌적성과 지표면 재료 및 식재에대한 

비교분석
Envi-met, 

통계분석
이성열 수원시 열환경 패턴과 단지 유형별 열 패턴 

분석
측정, 

Envi-met
Yang 

Feng

et al

상하이 공동주택 3단지 대상으로 대기온도와 
물리적 특성 관계분석

실측, 

통계분석
[표 2-2] 공동주택과 열환경 정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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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추출하는 과정은 두 가지가 있으며 첫 번째 과정은 AWS지점의 
기상데이터를 이용하여 온도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NASA에
서 제공하는 위성영상 Landsat8을 활용하여 위성영상자료를 통해
서 온도를 추출하는 것이 두 번째 이다. Landsat8의 경우 AWS와
는 다르게 촬영된 전지역에 대한 온도값이 추출 가능하다. 하지만, 

추출된 온도 값은 지표면온도이며 실제 대기온도나 사람이 느끼는 
체감온도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추출된 온도 값은 대기온도와 비
교하여 보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촬영날의 기상상태에따라 
위성영상의 해상도의 한계, 기상 상태에 따른 대기 중 수증기량 등
의 영향으로 정밀한 지표면 온도를 관측하기 어렵다(조채윤 외, 

2015). 서울의 경우 Landsat8 위성자료가 촬영되는 시기는 오전 
11시20분이며 2주에 한번 씩 한국을 지나간다. 위성영상에 의해 
추출된 온도데이터를 가지고 시간대별, 계절별로 온도와 물리적 특
성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보정을 거치지 않고는 신뢰도가 떨어
진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위성영상으로 추출한 온도를 종속
변수로 사용한 연구가 있으며 추출된 표면온도를 보정하지 않고 물
리적 특성과 비교분석을 진행하였다. 

둘째, 도시전역에 대한 열환경에서는 시간대별 연구가 진행되
었지만, 도시적 스케일이 아닌 아파트단지의 스케일과 온도를 분석
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아파트단지의 물리적 특성과 온
도에 대하여 다루었지만 여름철 주간시간 혹은 야간시간만 중점적
으로 다루었다는 한계점이 있다.

셋째, 온도는 주변환경에 영향을 받는 도시 열 환경이기 때문
에 공동주택단지 내부의 요소들이 단지 내 온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아파트단지 외부의 주변환경 또한 온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단지 외부의 주변환경
에 대한 변수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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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최대한 정밀한 온도데이터를 위성
영상과 AWS 관측자료를 활용하여 추출하여 활용한다는 점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아파트 단지 내의 물리적 특성이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단지 내 열환경을 대
표할 수 있는 온도값의 정확한 도출이 선행되어야한다.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얻는 데이터와 AWS지점을 활용하여 관측된 온도데이터
를 구축하고 보정하여 연구목적에 맞는 온도를 추출하였다. 도시 
열 환경에 관한 타 연구들에서 위성영상을 통한 지표온도와 AWS 

자료를 통한 대기 온도, 현장에서의 실측값 중 하나만을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하나의 데이터만을 사용해서 정확하게 대
상지 온도값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Landsat 위성영상 데이터를 AWS에서 관측된 온도데이
터와 비교 분석하여 보정함으로써 대상지인 아파트 단지의 열환경
을 대표할 수 있는 정확한 온도값을 추출하여 연구목적에 부합하고
자 하였다.    

둘째, 사계절 변화에 따라 물리적 특성이 열환경에 미치는 연
구는 종종 진행되었지만, 도시전역이 아닌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여름에는 열섬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많은 에너지 문제, 열 환경문제 등과 같은 이슈가 일반적
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겨울철의 냉섬현상이나 한파 또한 도시 열 
환경연구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다. 대기온도를 무조건적으로 통풍을 
위해 물리적 특성을 조작하다 보면 겨울에 도시 열 환경문제가 발
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계절별 주간 시간대의 대상지 대기온도와 
대상지의 물리적 특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도시 열 환경에서 주
로 사용되는 각 변수들이 계절별 주간시간대의 온도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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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도시온도 및 열환경과 관련된 연구는 도시를 전역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대다수이며, 특정용도의 건축물 형태를 분석한 논문
은 부족한 실정이다. 주거용도의 아파트 단지 유형의 경우 단지 내
의 평면적 물리적 특성과 오픈스페이스 특성을 분석한 연구가 대다
수이며 여름철 범위에서만 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아
파트 단지의 내·외부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며, 계절별로 각각의 물
리적 특성이 아파트 단지 내 온도에 미치는 영향의 관계와 영향력
을 파악하기위한 연구이므로, 선행 연구에서 이루어진 연구들보다 
시간적 범위나 스케일의 측면에서 심화된 연구이다.

제3절 연구의 문제 및 가설

1. 연구의 문제
위의 절에서 살펴본 대로, 현재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열환경관

련 연구들은 도시를 전역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대다수이고 아파
트 단지의 열환경을 살펴본 연구는 여름 및 오픈스페이스 특성에 
집중하여 분석한 논문이 주를 이룬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계
절별로 아파트 단지 내·외부의 물리적 특성이 단지 내 온도에 미치
는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을 연구 문제의 시작점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인간이 거주하는 가장 최소의 환경
인 주거용도의 건축물 유형 중 계획적으로 개발된 아파트단지를 연
구대상으로 선정하여, 도시에서 온도에 영향을 주는 특성들이 아파
트 단지 내에서의 온도에 대한 영향력과 계절별 온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연구의 문제로 설정하였다.



- 20 -

[그림 2-1] 연구의 문제
2. 연구의 가설

연구의 가설은 연구의 문제를 바탕으로 두 가지 가설을 가정하
였다. 첫 번째 가설은 아파트 단지 내·외부의 물리적 특성이 단지 
내 온도와 상관관계 및 인과관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두 번째 가설
은 아파트 단지 내·외부의 물리적 특성이 단지 내 온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관계가 계절별로 다르다는 것이다. 이는, 아파트 단
지 내·외부의 물리적특성이 단지 내 대기온도에 대한 영향력이 계
절별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1. 아파트 단지의 내·외부 물리적 특성은 단지 내 대기온도와 상
관관계 및 인과관계를 가질 것이다.

2. 아파트 단지의 내·외부 물리적 특성이 단지 내 대기온도에 미
치는 영향력은 계절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림 2-2] 연구의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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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분석의 틀
 본 연구는 아파트 단지 내·외부의 물리적 특성과 계절별로 시

간에 따른 단지 내 온도와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분석을 위한 변
수선정, 분석자료 및 범위 등 분석의 틀을 정하였다. 

제1절 변수선정 및 변수정의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 선정의 범주는 대기온도에 영향을 주는 

물리적 특성 변수를 선정하되 단지내부와 외부환경 요소로 나누었
다. 단지 내부환경 변수 분류는 기상환경 특성, 아파트 단지의 일반
적 특성, 단지의 입체적 특성, 단지의 오픈스페이스 특성 및 토지피
복 특성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단지의 온도에 영향을 주는 외부 환
경 요소로써는 아파트 단지 주변환경 특성으로 구분함으로써 분석
을 위한 변수를 선정하였다. 즉, 단지 내부의 물리적 특성은 4가지
로 분류하였고 단지 외부의 물리적 특성은 1가지로 구분하였다. 그
러므로 단지 내·외부의 물리적 특성은 총 5가지 범주로 선정되었으
며, 각각의 특성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분석에 있어서 
필요한 변수들로써 구성되었다. 각 변수의 세부구성은 다음과 같
다.

1. 계절별 아파트 단지 내 대기온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온도데이터는 AWS 자료와 Landsat8 위

성영상을 활용하여 도출한 아파트 단지 내 대기온도이다. 대기온도
는 AWS 지상관측소를 활용하여 관측한 온도와 Landsat8  위성영
상에서 온도 변환식으로 분석된 지표온도를 회귀분석하여 지표온
도를 대기온도로 보정한다. Landsat8 위성영상에서 온도변환식으
로 분석된 DN(Digital number)값은 지표면 온도이다. 이 지표면 
온도는 실제 기온이 아닌 이론적인 것으로 지상 관측소에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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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한 지상기온과는 오차가 존재 한다(Lee H.Y, 1993; 박인환 외, 

1999). 따라서 지표면 온도를 산출한 값과 지상 관측소에서 측정된 
실측값을 비교하여 지표면 온도를 기온으로 변환해야 한다. 

Landsat8 위성영상의 경우 각기 다른 온도 변환식에서 산출된 지표
면 온도를 실측기온과 비교 및 검토하여 실측기온과 가장 상관성이 
높은 한 개의 변환식을 계절별로 선정해야 한다(Lee H.Y, 1993; 홍
재주, 2004; 박민호, 2012; 박승환 외, 2013; 조혜민 외, 2015; 제민
희, 2016; 지준범 외, 2016; 김진영 외, 2017; 이종신·오명관, 2019).

이에 따라 각 AWS에서 측정된 기온자료와 AWS가 위치한 좌
표의 위성영상 DN값을 이용하여 대기온도를 추출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가장 높은 상관관계와 설명력을 지니는 회
귀식을 선정하고 이 회귀식에 따라 위성영상의 지표온도 값을 기온
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같은 전환과정에서 AWS 기상자
료는 Landsat8 위성이 우리나라를 촬영하는 11시~12시 사이의 기
온자료를 이용하였다. 

Landsat8 위성영상의 밴드별로 정량화된 복사에너지의 값을 
대기온도 값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NASA에서 밴드별로 제공된 
수식을 통하여 지표온도를 추출한다. 추출된 지표온도는 홍재주
(2004)에서 개발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는 AWS의 실측기온
과 Landsat8 위성영상 값을 회귀분석하여 지표온도를 대기온도로 
전환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회귀식을 산출하기에 앞서 AWS 

지점에서 관측된 날의 주간 시간대 대기온도와 Landsat8에서 추출
한 지표온도간의 상관분석을 진행하였다. Landsat8 위성영상 선정
기준은 운량이 5% 이하이며, 일 평균 강수량이 5mm 이하인 날로 
선정하였다. 계절별로 AWS에서 관측된 기상온도와 Landsat8에서 
추출된 지표온도를 AWS 지점별로 상관분석을 진행하였다. 다음 
표는 계절별 지표온도와 대기온도 간의 상관계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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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3월22일) 여름(7월12일) 가을(11월1일) 겨울(1월1일)
지 표 온 도

와 대기온

도 상관계

수

-0.234 0.290 0.223 0.287

[표 3-1] 계절별 지표온도와 대기온도 상관관계

AWS 지점별 대기온도와 Landsat8 위성영상의 상관계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으로 0.29, -0.223, 0.287, -0.234로 0.4이상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지표온도가 한 지점의 온도를 대
표하는 반면 AWS 실측기온은 주변의 기온을 측정하는 값이기 때
문이다. 온도측정 방법에 있어서도 AWS는 공공기관의 옥상에서 
10m 위의 위치에서 대기온도를 측정하지만, Landsat8은 지표면의 
온도를 측정하는 차이가 있다. 

Landsat8의 지표온도를 대기온도로 보정하기 위해 GIS의 
Focal statistic을 사용하여 격자 중심으로부터 행과 열을 1부터 33

개까지 구성한 뒤, 주변격자의 온도 값을 고려하여 중심격자의 평
균온도를 구한다. 가장 높은 상관성을 가지는 행렬격자의  평균지
표온도와 AWS의 실측대기온도를 회귀분석하여 대기온도로 변환
한다. [그림 3-1]과 같이 격자의 행과 열의 개수를 1개부터 33개
까지 단계별로 구성하고, 중심에 위치한 격자에 주변의 평균지표온
도를 입력하는 것이다. Landsat8 위성영상의 지표온도과 AWS 관
측지점의 대기온도 간의 정확한 회귀분석을 위하여 계절별 위성영
상 중 운량이 적으며 일 평균 강수량이 5mm이하인 날을 선정하여 
평균지표온도를 추출한 후, ArcGIS Focal Statistics 기능에 적용하
여 각각의 행렬을 추출하였다. 

   다음 그림은 평균지표온도 추출방법은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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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평균지표온도 추출방법 (출처:홍재주, 2004)

2018년 서울을 촬영한 Landsat8의 횟수는 각 월별로 2회씩이
며 10월은 1회 촬영되어 총 23회 촬영되었다. 겨울을 대표하는 1

월은 1월1일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봄은 3월22일, 여름은 7월22

일, 가을은 11월 1일 자료를 활용하여 AWS 대기온도와 상관분석
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겨울과 봄은 5x5(75m 단위)의 상관계수
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여름과 가을은 7x7(105m 단위)의 상관계
수가 가장 높게 나왔다. 각각의 계절별로 회귀식을 산출하여 지표
온도를 보정하여 단지 내 대기온도로 보정하였다. 

   아래의 표는  Focal Statistics를 이용하여 가장 상관성이 높게
나온 행렬과 계절별 지표온도와 대기온도 간의 상관계수 값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행렬 5x5 5x5 7x7 7x7

상관계수 -0.372 -0.342 -0.309 -0.555

[표 3-2] 계절별 보정된 지표온도와 대기온도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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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상특성 변수
기상특성 변수는 AWS를 활용하여 측정되는 풍속과 표고를 지

역별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변수로 선정하였다. 일반적
으로 바람은 지역 내의 온도를 순환시키며 온도를 낮추는 요인 중 
한가지이다(A.I.Che-Ani, 2009; 김용진 외, 2011). 기상특성 변수 
중 습도 또한 대기온도에 영향을 주며 도시공간에서 풍향, 풍속, 습
도, 온도는 서로 영향을 주는 변수이다(최가윤, 2019).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에서 습도변수 항목은 단지 내 습도 데이터 수집이 용
이하지 않아 제외하고 대신 바람과 관련된 자연적 요소를 기상특성 
변수로써 선정하여 분석항목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므로 아파트 단
지 표고를 풍속과 함께 기상특성 변수로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표
고 차이의 수치가 높을수록 단지 내의 바람은 증가하며, 바람의 세
기 및 바람의 방향은 표고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오규식·홍재
주, 2005; 문현빈, 2018). 본 연구에서는 AWS를 활용함으로써 계절
별 주간시간대의 평균풍속을 아파트 단지별로 나누어 자료를 수집
하고 분석하여 변수를 추출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기상특성 변
수로써 평균풍속과 표고 항목을 기상특성 변수로 활용하였다. 아파
트 단지 내 평균 풍속은 AWS를 활용하여 각 계절별 아파트 단지
의 풍속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표고는 서울시 전지역 수치지형도를 
수집하여 등고선레이어만 추출한 후, 등고선레이어를 활용하여 
TIN(Triangular Irregular Network: 불규칙삼각망) 파일을 생성하
고 DEM(Digital Elevation Model: 수치표고모델) 파일로 변환하였
다. 변환된 파일을 활용하여 대상 아파트 각 단지의 평균 표고를 추
출하였다. 다음은 표고를 추출하는 과정을 이미지로 나타내는 그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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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기상특성 변수 추출방법(TIN, DEM, 표고) 

3. 단지의 일반적 특성
단지의 일반적 특성 변수는 선행연구(Eliasson et al., 1999; 홍

재주, 2004; 홍석환 외, 2005; 여인애 et al., 2009; Yang Feng et al. 

2010; 김금지, 2011; 여인애, 2011; 송범근, 2014; 정숙진, 2016; 박재
빈, 2017; 김권, 2018; 문현빈, 2018)를 통해 건축물 특성 중 어떠한 
변수들이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서 대기온도에 영향을 
주는 항목으로써 선정하여 분석변수로 활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건축물 특성 변수로써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층수, 건축면적, 대지면적 등이 주로 활용되었다. 박재빈(2017)은 
“연면적은 오후 12시 아파트 우세지역에서 열섬계수에 양의 영향
을 준다”는 것을 밝혀내었으며, Park et al.(2016)은 연구에서 “건
축물의 연면적은 모든 건축물 용도에서 연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여
름철 기온이 상승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인공열은 대
기온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로써 주로 유동인구, 인간활동, 

통행량, 건물 에너지 등에 의하여 발생한다. 박철영(2017)은 인공
열과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시간에 따른 인공열 발생과 온도와의 관
계를 살펴보았으며, 상업용도에서 가을철 야간에 인공열이 많이 발
생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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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적과 연면적은 도시화에 따른 개발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수치이다. 도시적인 스케일에서 보면 건축면적이란 건축물이 
지면에서 차지하는 면적으로써 일정 규모에 얼마나 많은 건축물이 
지어졌으며, 얼마나 많은 면적이 개발되었는지를 의미한다. 아파트 
단지에서는 단지 내 건축면적이 커질수록 건축물 개수가 많아지고 
개발공간이 증가한다. 개발된 공간이 증가된 만큼 대기순환이 약해
짐에 따라서 대기온도는 증가한다. 연면적은 개발밀도를 나타내기
도 하고, 건축면적과 같은 의미로써 본다면 건축면적과 연면적이 
증가될수록 인간활동, 건물에너지 사용이 늘어나며 그 만큼 인공열 
발생이 증가된다. 이 또한 대기온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그러
므로 건물 높이가 증가하고 고층 건물이 많아질수록 바람의 관점에
서는 마찰에 의한 풍속이 약화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바람을 대기온
도에 상호영향을 주는 변수로써 선정하였다(Gal·Unger, 2009; 안원
식, 2012; 전범석·김학열, 2010). 

본 연구는 인공열에 대한 분석변수로써 단지 세대수를 선정하
여 진행하였으되 대신 이동에 따른 불규칙성 측면에서 단지 통행량
과 유동인구는 제외하였다. 즉, 분석을 위한 변수항목을 선정하기 
위해서 타 지역과 비교가 가능하고 도시설계 측면에서 볼 때 대단
위 아파트단지의 특성으로 평가되는 기본항목인 아파트 단지의 준
공년도, 아파트 단지의 면적대비 세대 수, 단지의 주 동 형태 비율
을 변수로써 활용하였다. 이것은 선정된 아파트 단지의 유형 및 준
공된 년도의 아파트 단지 설계 경향성에 따라서 온도와의 관계를 
보기 위함이다. 단지의 면적별 세대 수 관련 변수는 선정된 각 단지
의 면적별 세대 수가 단지의 온도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비교
하고 또한, 거주자와 온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변수로 선
정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아파트단지 내 대기온도에 미치는 영
향 분석을 위한 일반적 특성의 변수항목으로는 건폐율, 용적률,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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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적대비 세대 수, 건축년도와 주 동 형태 비율이 분석변수들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각 변수는 도로명주소 전자지도 DB, 건축물대
장을 활용한 자료 수집 및 분석으로써 데이터구축을 진행하였다.

4. 단지의 입체적 특성 
아파트 단지의 일반적 특성 변수와 더불어 입체적 변수로써는 

평균 인동간격, 천공개폐율(Sky View Factor, SVF), 공극률, 단지
의 향, 경사도, 표면거칠기, 평균 층 수가  사용되었다. 입체적 물리
환경 특성이 아파트단지의 대기온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바람과 
관련된 변수이다. 바람과 관련된 변수는 단지 배치와 연관성이 높
으며, 단지의 배치 유형과 바람 및 건축물 높이 요소를 설명하기 위
한 변수로써 선정되었다. 천공개폐율, 공극률, 거칠기 변수 모두 입
체적 물리환경이 바람에 영향을 주는 변수이다. 위 세 가지 변수를 
통하여 바람이 유입될 수 있는 양, 바람길, 바람의 흐름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으며, 여기서 바람은 대기온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이므로 분석 요소로써 채택된 입체적 물리환경 변수들이다. 또
한 입체적 물리환경 변수는 도시 협곡효과와도 연관성이 있으며 대
기 순환과 바람에 의한 온도저감 효과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Oke, 1981). 

Oke(1981)는 “천공개폐율을 통하여 바람의 유입과 방출이 공
간의 넓이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밝혔으며, 이는 도시기후 변화
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써 활용되어진다. 천공개폐율은 지표면에서 
하늘이 보이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써 0~1의 값을 가진다. 천
공개폐율 수치는 높을수록 단지상부 개방성이 높아 통풍이 잘되고 
이는 기온저감 효과를 가져온다(Oke, 1981; Chen et al., 2012; An 

et al., 2014; Ha et al., 2016). Ha et al.(2016)은 천공개폐율이 높은 
공간일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기온이 측정됨을 확인하였으며, 천공
개폐율은 주간 및 야간시간 모두 다 대기기온에 긍정적인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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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최근 도시환경에서 건축물이 군집한 지
역에 고층 또는 초고층 건축물을 설계할 때 친환경 및 자연친화적
인 개념을 도입하여 분석하는 기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건축물 및 주변 상부에 바람길을 조성하여 지역 내 쾌적성을 개선
하기 위한 시도이나 관련 정보 및 연구 자료가 충분하진 않다. 바람
은 온도와 관련 있는 요소로써 단지 내 건축물의 천공개폐율, 공극
률, 거칠기 등이 바람과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도시설계 측면에서 
단지 내 온도에 영향을 주는 바람의 유입 및 방출과 관련한 천공개
폐율을 분석요소로 활용하기 위해 물리적 특성 변수로써 선정하였
다.

표면거칠기는 아파트 단지 내 건물의 높낮이 흐름과 관계있으
면서 단지 내 바람 요소와 상호작용하는 미기후적 환경 측면의 변
수이다. 표면거칠기는 바람과 건축물의 마찰에 의하여 바람의 흐름
을 저해시켜 원활한 대기의 순환과 바람의 기온저감 효과를 방해하
는 요인이기도 하다. Park et al.(2017)은 높은 표면거칠기 값은 상
대적으로 높은 대기온도가 관측됨을 확인하였으며, 주간시간과 야
간시간 모두 대기온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근 건
축되는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건축물 층고에 변화를 주면서 주 동
의 다양화 및 다각화의 변화를 주고 있는데 연구 결과로써 데이터
가 추출되면 자연친화적 아파트 환경 및 열쾌적성 측면에서 참조가 
가능하다.

공극률은 바람 길 형성과 관련된 주요변수이다. 공극률이란 도
시 협곡 내 빈공간의 비율을 가리키며, 공극률 값이 높다는 것은 일
정 구간 또는 단지에 바람의 순환이 원활한 공간이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Gal·Unger(2009)는 삼차원 건물데이터 자료를 활용하여 
도시 공극률을 산출하는 법을 제시하였으며, 바람길이 열환경, 대
기온도 측면에서 다루어져야할 요소임을 밝혔다. 선행연구에서는 
이외에도 건축물 재료, 재료 반사율, 정면계수 등이 온도 관련 입체
적 물리환경 변수로써 활용되었지만, 그러나 본 연구는 분석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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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수로써는 무엇보다 대기온도에 크게 영향을 주는 바람과 관련
된 요소로써만 한정하였다.

단지 배치유형은 내부의 바람길 형성과 바람의 유입에 있어서 
상관성이 높으므로 평균 인동간격, 천공개폐율, 공극률 변수를 활
용한 단지의 배치유형과 단지 내 대기온도에 관한 설명이 가능하
다. 위 세 변수를 활용하여 단지의 배치유형에 따라 온도에 영향을 
주는지 그 유무를 살펴본다. 단지의 향에 대한 변수는 계절풍 및 주
변 환경특성에 대한 변수를 고려하여 선정된 변수이다. 경사도 변
수는 단지 내부에 경사도가 존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높이 차에 따른 
온도 영향을 보기 위함이며, 거칠기와 평균 층 수는 건축물 높이에 
따른 온도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선정하였다. 단지의 입체적 
특성 항목들은 단지 배치유형, 건축물 높이, 단지의 향에 대한 각각
의 요소를 살펴보면서, 바람과 상호작용하거나 영향을 주는 관련 
변수를 분류함으로써 자연적 요소 중 바람이 단지 내 온도에 미치
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선정하였다. 

즉,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단지의 입체적특성 변수로는 평균
인동간격, 천공개폐율, 공극률, 단지의 향, 경사도, 거칠기와 평균 
층 수가 선정되었다. 평균 인동간격 변수는 ArcGIS를 활용하여 단
지 내 주 동의 평균 인동간격을 측정하였다. 천공개폐율 변수는 
ArcScene의 Skyline graph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데이
터 수집 방법은 단지경계, 단지중심점, 건물3D모델, DEM을 활용하
여 ArcScene의 Skyline 함수를 적용한 후, 각 Skyline 객체마다 
SVF(Sky View Factor)값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
였다. 거칠기 변수는 각 단지의 건물 높이값의 표준편차로 계산하
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공극률은 각 단지의 건물군 체적에서 주 
동의 총합체적을 뺀 후 각 단지의 건물군 체적으로 나눈값을 변수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표고, 경사도, 단지의 향은 수치지형도의 등
고선을 활용하고 TIN을 생성하여 DEM 파일로 변환함으로서 데이
터를 수집하였으며 DEM 파일을 활용하여 단지의 경사도와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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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5. 단지의 토지피복 특성
아파트 단지의 오픈스페이스 및 토지피복 특성 변수는 현재까

지의 선행연구에서 다양하게 다루어진 변수이다. 오픈스페이스는 
공공공지로써 건축물로 점유되지 않은 공간이며 아파트 단지별로 
수공간, 녹지공간, 도보면적, 도로면적 등 물리적인 공간면적에 따
라 변화가 있으면서 온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 특성으로 분류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단지의 오픈스페이스 및 토지피복특성
을 환경의 물리적 특성 측면에서 변수범주로는 포함하되, 각 변수
항목에서 선정된 변수의 계절별 변화량과 단지 내 온도와의 관계를 
살펴본다. 주거단지와 도시온도에 관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채택
하는 변수는 녹지면적, 도로면적, 바닥포장재 투수율, 바닥포장재 
재질, 녹지의 그늘 면적, 토양조성 유형, 인공지반 토심, 알베도이다
(Giovoni, 1998; Mcpherson, 1988; 박필원, 2008; 황효근·송두삼, 

[그림 3-3] 단지의 입체적 변수 추출방법(천공개폐율, 단지의 향, 경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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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문수영, 2011; 윤희천 외, 2013).

녹지의 경우 “녹지에 의한 증발산효과, 식목에 따른 그늘의 형
성으로 온도저감을 일으키며 온도저감 효과 뿐 아니라 바람을 통하
게 하여 대기순환의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남중우 외, 2007). 아파
트 단지의 “수공간 또한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조성모 외, 2009). 권영상(2004)은 “서울시내 하천의 대기온도 저감
효과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하천의 영향력은 하천의 면적
이 커질수록 온도 저감효과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혀
내었다. 

도로와 보도는 녹지와 수공간과 비교할 때 지표면의 열에너지
를 상승시킴으로써 대기온도를 상승시키는 주된 요소이다. 도로의 
포장재로는 주로 아스팔트를 사용하게 하는데, 아스팔트는 내구성
과 유지보수가 편하지만 알베도 값이 낮아 태양복사에너지를 대부
분 흡수한다. 또한, 아스팔트 도로 표면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도
시온도의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아스팔트도로는 불투수면
이기 때문에 수분을 저장하지 못하여 지표면의 비열이 낮아지고 투
수면과 비교하면 온도 변화폭이 크다. 보도의 경우 최근에는 근래
에 투수성(인조화강석 투수블럭, 마사토경화, 황토경화포장 등)으
로 설치하기 때문에 아스팔트 도로 만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저
감되었다고 하지만 빗물투수 측면이며, 녹지와 수공간과 비교했을 
때 단지 온도 저감 효과가 크지 않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의 오
픈스페이스 및 도로와 보도 등 인공지면은 알베도를 활용하여 설명
한다.

도시개발에 따른 불투수면의 증가와 녹지의 감소는 알베도
(albedo, 표면 반사율)를 통해 나타난다. 정종철(2009)은 전주시를 
대상으로 위성영상을 통해 산출한 지표면 온도와 알베도를 분석한 
결과 알베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기온이 낮음을 밝혀냈다. Mackey 

et al.(2012)는 미국 Chicago를 대상으로 지표면 온도의 변화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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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도 및 식생활력도(NDVI)의 차이에 따라 살펴보았다. 높은 알베
도와 식생활력도에서 모두 기온이 저감되었지만, 알베도의 상승에 
따른 기온저감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알베도는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복사선을 반사하는 비율이
며, 알베도 산출에는 Landsat8의 위성영상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
는 각 계절별 알베도와 식생활력도(NDVI)를 추출하기 위하여 대
기온도 보정에서 활용된 계절별 Landsat8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Smith(2010) 연구에서는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알베도를 추출한 
산출식이 제시되었다. USGS(2016)의 Landsat8 Data users 

Handbook에 따르면 Band 1, 3, 4, 5, 7을 활용하면 아래 식을 통해
(식 3-1) 알베도 값을 추출할 수 있다. 각 Band별 Top of 

Atmosphere(TOA) Reflection을 구해 알베도를 산출하였다(Liang, 

2000).

 



[식 3-1] 알베도 산출식

식생지수는 Landsat8 위성영상의 원격탐사 기법을 이용하여 
지표의 식생에 대해 조사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전우현, 2012). 식
생지수는 인공위성영상의 각 밴드가 식생에 대해 나타내는 특징적 
반사치를 이용하여 지표식생 유무와 상태를 표현하는 지수이다. 일
반적으로 왕성하게 생장하는 식생은 클로로필을 비롯한 기타 색소
가 가시광선의 붉은 파장을 많이 흡수하고, 근적외선 파장에 대해
서는 높은 반사율을 보인다. 이러한 식생의 밴드별 반사치 차이를 
이용한 식생지수 중 가장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것이 정규화식생지
수이다.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식생지수를 산출하는 방법은 개발과 
보존을 위한 적지분석의 실시에 있어서 중요한 평가인자로써 활용
되며, 광범위한 지역을 위성영상자료의 공간적 해석 범위 내에서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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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VI는 식생에 대한 근적외선 및 적색 파장대의 분광반사율
의 차이를 이용하며, NDVI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식 3-2]NDVI 산출식

  위 식에서 red는 적색영역의 분광반사율이며 NIR은 근적외선 분
광반사율을 의미한다. NDVI는 –1에서 1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1에 
가까워질수록 식생의 활력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1에 가까
울수록 물, 나지 등 비 식생지역을 의미한다(최재완, 2015). 한편 
지표면 피복에 따른 증발율 감소에 원인이 되는 변수를 선정하였
다. 선정된 평면의 물리적환경 변수를 설명할 수 있는 변수로는 계
절별 알베도를 피복특성으로 구분하였고, 식생활력도를 계절별 오
픈스페이스의 특성으로 설정하였다. 기존 녹지율, 수공간율, 보도 
및 도로율은 온도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각 
계절별 차이를 연구하는 논문으로써, 계절별 오픈스페이스 차이와 
각 재료 및 표면적 특성의 차이를 데이터로 구축하여 계절별 비교
에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알베도와 식생활력도를 변수로써 지정
하였다. 현재 지표면의 피복특성이 대기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
는 많이 있고 이것은 단순히 단지의 피복특성 뿐 아니라 도심전역
에 걸친 연구에서도 활용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쾌적한 단지
환경 개선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알베도와 식생활력도를 단지 내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특성 및 필요한 변수항목으로써 선정하
였다.

분석을 위해 각 항목에 대한 변수선정과 분류는 전체적인 연구
의 틀 내에서 선행연구와 연구자의 다양하고 다각적인 관점에서 시
행하였다. 각 단지의 오픈스페이스 특성과 토지피복 특성은 알베도
와 식생활력도(NDVI)변수로 하였다. 알베도와 식생활력도(NDVI)

를 오픈스페이스와 토지피복 특성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35 -

알베도는 아파트 단지 내 물리적 특성의 계절별 반사량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으며, 식생활력도(NDVI)는 계절별 단지 내 식생지수
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계절별 알베도와 식
생활력도(NDVI)의 변화량으로써 계절별 단지 내 온도와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6. 주변환경 특성 
대상지가 아파트 단지임을 고려하여 아파트단지 각 유형들을 

변수로써 선정하였다. 대상지로 선정된 아파트단지의 주 동 개수, 

주 동의 형태, 단지의 배치, 평균 인동간격, 건물 종횡비의 변수를 
아파트단지의 형태 및 배치 특성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대상지로 
선정된 아파트 단지들을 형태별로 유형화함으로써 유형별 특성에 
따른 아파트단지의 온도에 미치는 상호영향, 즉, 상관관계를 파악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지의 형태 및 배치 특성으로는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변수들을 파악한 후 본 연구에 적정하게 채택
하여 주 동 개수, 주 동의 형태, 단지의 배치, 평균 인동간격, 건물 
종횡비를 변수로 선정하였다. 

온도는 도시의 물리적인 특성에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주변환
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온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주변 환경으로는 녹지, 수변, 표고 차이(바람), 인공열 4가지 요소
가 포함된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선정된 주변환경 변수로는 녹지
율, 수변율, 도로율 주변건물 면적비율, 주변도로 면적비율 등 이
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주변환경 변수를 좀 더 유의미하게 활용
하기 위하여 단지의 위치에 따른 변수(한강 변, 소하천 변, 주요 산
지 변, 공원 변), 주변 녹지 면적 비율, 주변 수공간 면적비율, 주변 
도로 면적비율. 한강 변 이내 유무, 하천 변 유무, 산지(고도 100m

이상)변 유무, 평지 녹지변 유무, 평지 녹지 10,000m² 이상 110m 

이내 존재 유무, 평지 녹지 30,000m²  이상 180m 이내 유무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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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써 설정하였다. 

연구는 위와 같이 선정된 변수들을 활용하여 온도변화에 이러
한 변수 각각이 주변 환경요소와 물리적특성이 상호복합적으로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선정된 주변 환경변수들을 좀 더 
세분화하였다. 수변공간과의 거리와 녹지공간과의 거리는 단지의 
중심으로부터 각 공간까지의 최단거리를 의미한다. 수변공간과 녹
지지역이 온도에 영향을 주는 영향권은 위계에 따라 영향을 주는 
영향권과의 차이가 매우 작기 때문에, 한강과 지류들과의 영향권은 
동일하게 250m로써 가정하였으며 이것은 이리에 테루아끼와 히라
노 칸조(1999)의 구마모토시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하천의 영향권이 200m라는 결과를 고려하여 충분한 범위로 설정
하였다 (이리에 테루아끼·히라노 칸조, 1999; 권영상, 2004). 따라
서 단지의 위치에 따른 변수는 단지의 중심으로부터 250m 이내에 
한강, 소하천(지방2급하천), 주요 산지(해발 100m 이상), 공원(면
적 10,000m² . 30,000m²  이상)의 유무로 설정하였다.2) 주변 녹지
면적 비율, 주변 수공간 면적비율, 주변 도로 면적비율 또한 250m 

이내의 면적비율로 산출하였다. 

   아래는 분석에 활용될 특성 별 변수를 나타낸 표이다.

2) 홍재주(2004)에따르면 근린생활권공원(10,000m²)은 약 108m, 도보권근린공원

(30,000m²)은 약 177m, 광역권근린공원은 약 300m, 산지의 경우 면적에따라 약

432m~510m를 기온저감효과구간으로 밝힘. 권영상(2004)에따르면 소하천은

200m를 기온저감효과구간으로 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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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주변환경 특성 변수 산출방법 
특성 변수 변수 설명

종속변수 단지 내 대기온도 계절별 주간 대기온도

물리적 
특성 단지 

내부

기상 특성 풍속 계절별 주간 평균 풍속
표고 아파트 단지의 표고

단지의 
일반적 특성

세대 수 - 면적대비 대지면적 대비 세대 수
건축년도 준공년도
건폐율 단지의 건폐율
용적률 단지의 용적률

주 동 형태 비율 주 동 형태별 비율

단지의 
입체적 특성

평균 인동간격 주 동간 평균 인동간격
천공개폐율 하늘이 보이는 비율

공극률 빈 공간의 비율
단지의 향 단지의 우세한 향

경사도 단지의 경사도
거칠기 바람과 건축물의 마찰율

평균 층 수 단지의 평균 층 수
단지의 

토지피복 
Albedo 계절별 토지피복 반사율
NDVI 계절별 단지 내 식생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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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분석자료 및 분석범위
1. 분석자료

분석의 종속변수인 단지 내 온도를 추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AWS의 주간 대기온도 데이터와 Landsat8 위성영상 데이터를 사용
하였다. 서울시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AWS 30개 지점 중 해발고도
가 높지 않으며, 관측지점에서 500m 반경 이내에 아파트 단지를 
포함하는 AWS 지점 19개에서 추출한 온도 측정시기는 2018년 1

월 1일~12월 31일까지이며, 데이터 측정 주기는 1시간이다. 1시간
대별 온도는, 예를 들어 오후 2시의 온도 데이터는 오후 2시부터 2
시59분까지 측정된 온도값의 평균값이다. 

USGS(미국 지질조사국)에서 제공하는 Landsat8 영상은 파장
에 따라 Band 1 ~ 11로 구성되며, 30m x 30m의 공간해상도를 가
진다. 2018년 Landsat8 영상은 총 23회 서울 상공을 촬영 하였고, 

월별 2회씩 촬영되었다. Landsat8은 밴드별로 온도, 알베도, 식생
지수, 방사율, 정사영상 등의 데이터로 변환되어 다각도로 활용될 
수 있으며 지표면 관련 연구에서 주로 활용 되고 있다. 

특성

물리적 
특성 단지 

외부
주변환경

한강변 유무 한강 변 250m 이내 유무
하천변 유무 하천 변 250m 이내 유무

주요 산지변 유무 산지 변 510m 이내 유무
평지 녹지변 유무 소공원 100m 이내 유무

주변 녹지 면적 비율 250m 이내 녹지 면적
주변 수공간 면적 비율 250m 이내 수공간 면적
주변 도로 면적 비율 250m 이내 도로 면적
평지 녹지 (10,000㎡) 근린공원 108m 이내 유무
평지 녹지 (30,000㎡)

도보권 근린공원 180m 

이내 유무
[표 3-3] 분석에 활용될 특성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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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의 물리적, 환경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
로 건축물대장, 수치지형도, 도로명주소 전자지도 데이터베이스가 
사용되었다. 분석 도구로는 ENVI 5.2, ArcGIS 10.1과 QGIS 3.6, 

IBM SPSS Statistics 21 등의 SW를 활용하였다.

2. 분석범위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특별시이다. 서울특별시는 우리나

라의 수도이자 약 천만명 인구가 거주하는 고밀도 도시이다. 또한 
서울은 높은 개발밀도에 따른 불투수면의 증가와 개발에 의해 줄어
든 녹지 및 수공간은 열 쾌적성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어 열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도시이다.

공간적 분석단위는 기상청이 서울시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AWS와 반경 500m 거리 이내에 있는 아파트 단지이다. 서울시에 
위치한 AWS는 총 30개이며, 공간적 위치는 [그림 3-5]와 같다. 

Band Wavelength(micrometers) Resolution(meters)
Band 1 – Coastal

Aerosol
0.43-0.45 30

Band 2 – Blue 0.45-0.51 30
Band 3 –Green 0.53-0.59 30
Band 4 – Red 0.64-0.67 30
Band 5 – Near

Infrared(NIR)
0.85-0.88 30

Band 6 – SWIR 1 1.57-1.65 30
Band 7 – SWIR 2 2.11-2.29 30

Band 8 – Panchromatic 0.5-0.68 15
Band 9 –Cirrus 1.36-1.38 30

Band 10 – Thermal

Infrared(TIRS) 1
10.6-11.19 100

Band 11 – Thermal

Infrared (TIRS) 2
11.5-12.51 100

[표 3-4] 밴드별 파장 및 해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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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서울시 AWS 위치도

연구대상 아파트 단지를 선정하기 위해 AWS 지점 반경 500m

의 버퍼 지역을 설정하였는데, 이는 Ha et al.(2016)의 연구에서 
AWS의 대기온도 데이터는 반경 435m 거리까지 유효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제시한 점을 참고하였다. 따라서 서울시내의 AWS 관측
지점에서 반경 500m 지역 이내에 포함된 아파트 단지를 추출한 
후, 주 동 개수가 적어도 3동 이상이며, 주 동의 층 수는 3층 이상
이며, 2017년까지 준공이 완료된 아파트 단지를 선별하여 총 79단
지를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그림 3-6]는 연구대상인 아파트 단지
의 위치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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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대상지 아파트 단지 위치도

분석의 종속변수인 단지 내 온도는 서울시 기상청에서 운영하
는 AWS 30개 지점 중 해발고도가 높지 않으며, AWS 관측지점 
500m 이내에 아파트 단지를 포함하는 지점 19개에서 추출한 주간 
대기온도와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추출한 계절별 단지 내 주간 대기
온도이다. 본 연구는 계절 및 월별 주간시간대 온도를 AWS 대기온
도와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지표온도를 보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하
였다. 1시간대별 온도는, 예를 들어 오후 2시 온도라면, 오후 2시부
터 2시59분까지 측정된 평균온도이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8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이며, 시간적 분석단위는 1개월이다. 

아래의 [그림 1-3]은 서울시내 AWS 관측지점 2018년 월별 평균온
도를 나타낸다. 2018년의 월 평균 기온을 보면 1월이 가장 평균온
도가 가장 낮았으며, 8월이 가장 높았고, 4월과 10월은 월 평균온도
가 가장 흡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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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2018년 서울시 월별 평균온도
 

본 연구에서는 각 계절에 속하는 최적 시기의 Landsat8 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단지 내 주간 대기온도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Landsat8 위성자료의 경우 2018년도 각 월별 2회씩 촬영되었으며, 

위성자료와 대기온도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계절별 최적
의 위성자료를 선별하였다. 위성자료 선정기준은 날짜별로 강우량
이 5mm 이상인 날은 제외하였으며, 선택한 날짜에서 앞뒤로 3일간 
강우가 없는 날로 선정하였다. 또한 계절별 평균주간온도는 태양복
사선의 영향을 고려하여 일출과 일몰시간과 평균 1시간정도 차이나
는 시간대를 주간시간대로 설정하여 평균 주간 대기온도를 추출하
였다. 선정된 영상자료는 3월(봄), 7월(여름), 11월(가을), 1월(겨울)

에 촬영된 Landsat8 영상자료이다. 이를 바탕으로 계절별로 선정된 
날짜의 지표면온도와 대기온도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단지 내 주간 
대기온도를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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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분석방법 및 모형
1. 분석방법

종속변수인 단지 내 대기온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AWS

와 Landsat8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단지 내 주간 대기온도를 추출하
였다. Landsat8 위성영상 선정기준은 운량이 5% 이하이며 일 강수
량이 5mm가 넘는 날은 제외하고 계절별로 단지 내 대기온도를 추
출하였다. 계절별 주간시간대 구분은 계절별로 온도가 급격히 변하
는 일출시간과 일몰시간을 고려하여 1시간 내외로 나누었다. 계절
별로 주간시간은 봄의 경우 11시간, 여름의 경우 11시간, 가을의 경
우 9시간, 겨울의 경우 8시간으로 나타냈다.

2. 분석모형
본 연구는 각 아파트 단지의 물리적 특성이 단지의 계절별 주

간 대기온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기위하여 상관분석과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계절별 단지 내 평균 주간 대기온도와 독
립변수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계절별 단지 내 대기
온도와 독립변수들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함이다. 

둘째,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는 독립변수들 
간에 관련성이 높은 변수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중공선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함이다. 셋째, 상관분석을 통해 다중공선성을 고려해서 
선별된 독립변수들을 활용하여 계절별 단지 내 주간 대기온도를 종
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하단 식 참고).

      

Y:종속변수; Xn:n 번째 독립변수;βn:n번째 회귀계수; β0:상수항  
다중회귀모형은 종속변수의 설명을 위해서 다수의 독립변수를 

투입하는 통계모형이다(이희연 외, 2012).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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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n의 영향력은 회귀식의 계수 βn을 통해 나타나는데, 양의 값이면 
독립변수 Xn이 증가할 때 종속변수인 Y가 증가하고, 음의 값이면 
독립변수 Xn이 증가할 때 종속변수인 Y가 감소하는 것이다. 계수 
βn의 절대값은 종속변수 Y에 대한 독립변수 Xn의 원단위당 변화량
이다. 상관분석에서도 계수 값을 통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
를 나타낼 수 있지만, 하나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만 
확인할 수 있다. 

종속변수인 대기온도는 도시의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기상특성 바람, 습도 등이 있으며 도시의 인공건조 환경으
로써 지표면의 물리적특성, 입체적특성, 주변환경 특성이 대기온도
에 영향을 준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회귀모형을 통해 아파트단지의 
물리적 특성이 대기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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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결과
제1절 대기온도 및 특성변수들 간의 상관성 분석

1. 계절별 대기온도와 특성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아파트단지의 계절별 대기온도는 단지의 디자인 특성, 지역 및 

입지조건에 따라 상호영향을 받는다. 단지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리적 환경특성별로 분류항목을 선정함으로써 아파트단지의 
물리적 환경과 온도와의 상호연관성을 밝히기 위한 상관분석을 하
였다. 다음은 단지 특성 변수에 따른 계절별 온도추이를 나타내주
는 계절별 대기온도 상관분석표이다. 

기상특성인 풍속과 표고는 바람과 관련된 변수이다. 풍속의 경
우 여름에 온도와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가을을 제외한 
봄과 겨울 모두 온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띈다. 대다수의 선행연구
에서 밝혔듯이, 바람은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인 요소 중 하
나이다. 하지만, 여름철의 단지 내 열쾌적성을 고려하여 바람이 잘 
통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한다면, 겨울의 단지 내 열쾌적성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표고는 풍속과는 반대로 여름과 겨울에 
단지 내 온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되, 겨울에는 온도와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띈다. 봄과 가을에는 온도와 단지의 표고변수는 음의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에, 단지가 입지하는 주변 환경특성을 고려하
여 설계되어야 한다. 

건축년도 변수의 경우 가을과 겨울에 온도와의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나타냈다. 건축년도 변수는 아파트단지 디자인 유형에 의한 
단지배치 및 주 동의 형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에 지어진 아
파트 단지일수록 주동의 형태 중 판상형 아파트와 개방형 아파트 
단지의 형태로 설계된 경향성을 보인다. 그러므로 주 동 형태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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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살펴보면, 탑상형은 봄과 가을에 온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
냈다. 여름과 겨울에는 탑상형 주 동 형태는 온도와 음의 상관관계
를 보였다. 판상형 아파트는 탑상형과는 정반대로 봄과 가을에는 
온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지만, 여름과 겨울에는 양의 상관관
계를 보였다. 가을에는 온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겨울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탑상형과 판상형의 주 동 형태는 
아파트 단지 설계 시 한 형태에 치중되는 것이 아니라 계절별 온도
에 영향을 주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비율로 설계해야 함을 
의미한다. 

단지의 향은 서향과 남향이 단지 내 대기온도와 상관성이 있었
다. 봄에는 두 향 모두 상관성이 낮지만, 서향과 남향 모두 여름에 
온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서향과 남향은 가을에도 음의 상
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서향은 겨울에 온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
인다. 따라서 아파트단지 설계 시 여름만을 고려하여 온도를 낮추
는 방향으로 설계된다면, 겨울에 단지 내 대기온도의 열 쾌적성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온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과의 함수관
계를 고려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단지외부의 물리적 특성인 주변 환경 변수를 살펴보면, 한강변 
250m 이내에 입지한 아파트는 가을을 제외하고 겨울, 봄과 여름계
절에 온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음의 상관관계는 겨울이 
가장 강하고, 봄 그리고 여름 순이었으며, 가을철 양의 상관관계 수
치는 여름의 음의 상관관계 수치보다 작게 나타났다. 이는 유역의 
큰 폭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과 물의 비열차이로 인한 온도저감 효
과로 보여 진다. 여름은 온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지만, 계절
적으로 보면 온도에 대한 음의 영향력은 봄과 겨울에 더 강하다. 유
역이 큰 입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단지 설계 시 개방형과 주 동 배치
를 통풍이 잘되는 방향으로 한다면, 오히려 겨울철 열쾌적성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 아파트 단지 주변 250m 이내 수공간 
면적 비율은 온도와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한강변 특성과 유사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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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나타냈다. 그러나 상관계수의 크기는 주변 수공간면적 변수의 
경우 한강변 250m 이내 여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강과 수공간이라는 동일 유형의 특성변수에서 서로 수치가 다르
게 나타나기는 했으나 온도와의 관계는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영
향력은 계절별로 차이가 나타나며 이는 수공간의 면적과 폭의 차이
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파트단지 입지가 산지 주변 510m 이
내에 위치한 아파트는 봄과 가을에는 단지 내 온도와 음의 상관관
계를 보이지만, 여름과 겨울에는 단지 내 온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것은 산지인 경우 다량의 녹지공간과 식생 및 토양의 증
산작용이 온도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단지 내 피복특성인 식생지수(NDVI)와 알베도 분석결과는 서
로 상이하다. 식생지수의 경우 계절별 식생의 변화량에 따라 단지 
내 온도와 관계가 있었으나, 알베도의 경우 단지 내 온도와 관계가 
미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알베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일사량과 관계가 높은 변수이기 때문에 계절별 일사량의 변화
를 알베도로 측정하여 단지 내 피복 특성의 변수 중 하나로 선정했
다. 하지만, 도시 내에서 다양한 재료들의 반사율은 온도와의 상관
성이 높았으나, 아파트 단지 내의 한정된 알베도 값은 차이의 폭이 
미미하여 온도와의 상관관계가 계절별로 미미했다. 식생지수의 경
우 사계절 다르기 때문에 식생지수가 강한 여름에 온도와 강한 음
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이는 식생이 생성하는 그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알베도 또한 그늘 및 자연적 요소에 의하여 온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여 진다. 식생지수 특성과 온도의 상관
관계는 서술한 바와 같이 여름에 가장 강하고 겨울, 가을 순서로 음
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봄 계절은 상대적으로 낮은 값이긴 하나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식생지수 특성과 온도와의 상관관계로 볼 
때 식생으로 인한 녹시율과 음역을 드리우는 식생울폐도가 높은 여
름 계절은 온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일정부분 크게 작용하는 요소로 
판단되므로 단지설계에서 참고할만한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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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칠기 변수는 건축물 높이와 관련성이 높은 변수이다. 건축물 
높이가 높을수록 여름과 겨울에 온도를 높여주며 온도와 양의 상관
관계가 있다. 이것은 바람이 건축물의 높이에 의해 마찰이 생겨서 
단지 내 유입되는 바람의 양과 풍속이 감소하게 되는데, 여름에는 
바람이 단지 내로 유입될 때 풍량과 풍속을 감소시키고 바람길이 
차단되는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상대적으로 온도가 
올라간다. 겨울의 경우 여름과는 반대로 바람의 유입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온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그러므로 용적률을 무조건
적으로 높이면, 겨울에는 단지 내 열환경 쾌적성을 높이지만, 여름
이 열쾌적성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지의 배치는 천공개폐
율, 평균인동간격, 공극률로 살펴보았는데 전체적으로 단지의 온도
와 상관성이 미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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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여름 가을 겨울

기상특성
표고 -0.134 0.071 -0.392** 0.341**

풍속 -0.072 -0.516** 0.247* -0.118

단지의 일반적

특성

건폐율 -0.154 -0.107 -0.11 0.193

용적률 -0.085 -0.033 -0.074 0.097

주 동 형태-탑상 0.022 -0.029 0.231* -0.156

주 동 형태-판상 -0.092 0.024 -0.294** 0.208

주 동 형태-절곡 0.048 -0.052 -0.059 0.033

건축년도 -0.09 0.093 -0.247* 0.333*

세대수-면적대비 -0.016 0.115 -0.142 0.102

단지의

오픈스페이스

및 입체적

특성

천공개폐율 -0.012 -0.055 0.054 -0.027

평균 인동간격 0.03 0.111 -0.064 -0.001

공극률 0.085 0.2 0.076 -0.092

거칠기 0.045 0.342** -0.066 0.128

단지의 향 - 동 -0.089 0.013 -0.077 0.134

단지의 향 - 서 -0.074 -0.022 -0.236* 0.127

단지의 향 - 남 -0.02 -0.165 0.068 -0.267*

단지의 향 - 북 0.03 0.02 0.036 0.071

경사도 -0.165 0.049 -0.22 0.148

평균 층 수 -0.051 0.113 -0.081 0.078

단지의 토지

피복 특성

Albedo 0.06 -0.138 -0.153 -0.215

NDVI 0.084 -0.542** 0.124 -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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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독립변수들 각각이 상호간에 작용하는 상관관계를 해석하기 

위하여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건축년도는 주 동 형태의 비율, 거칠기, 단지의 향, 경사도, 평균 
층 수, 표고와 상관계수가 높다. 건축년도 변수는 주 동 형태 비율
과 면적대비 세대수에 대하여 아파트단지 설계 경향성에 대한 특성 
분석을 위해 선정된 변수로써 건축년도가 최근일수록 판상형 비율
이 낮아지는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탑상형태는 최근에 준공된 아파
트 단지일수록 그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의 제 설계 
경향성에 대하여 설명가능하다. 또한 거칠기, 단지의 향, 평균 층 
수와 상관계수가 높게 나왔으며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일수록 
평균 층 수가 높으며 동향으로 지어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거칠기 
값 또한 건축물 높이와 관련성이 높은 변수이기 때문에 최근에 지

주변환경 특성

한강 변 -0.384** -0.212* 0.208 -0.426**

주요 산지 변 -0.237* 0.178 -0.27* 0.207*

하천 변 0.125 -0.161 -0.009 0.067

평지 녹지 변 -0.131 -0.114 -0.066 -0.071

평지 녹지

(10,000㎡)
0.038 0.06 0.003 0.062

평지 녹지

(30,000㎡)
-0.121 0.164 -0.067 0.069

주변 녹지

면적비율
-0.038 -0.04 -0.049 0.009

주변 도로

면적비율
0.195 0.068 0.05 0.071

주변 수공간 면적

비율
-0.148 -0.135 0.121 -0.223*

p*＜0.1, p**＜0.05, p***＜0.01 <N= 79>

[표4-1] 계절별 대기온도와 변수들간의 상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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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아파트 단지일수록 거칠기 값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단
지의 향 중 남향은 건축년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최
근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과거에 지어진 아파트들과는 다르게 남향
의 구조가 많이 변화하였음을 보여준다. 

주 동 형태의 탑상형과 판상형 비율은 서로 반대되는 상관성을 
가지는데, 이는 최근에 건축된 아파트 단지들이 주로 탑상형이기 
때문이다. 탑상형의 경우 판상형 아파트보다 건축물의 높이가 높게 
건축되기 때문에, 평균 층수와 거칠기와의 상관계수는 양의 상관계
수를 나타냈다. 인동간격은 공극률, 거칠기, 평균 층수와 관계성이 
높은 변수이므로, 아파트 단지 내 배치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변
수이다. 인동간격은 공극률과 거칠기에 대하여 양의 상관관계를 나
타내며, 이는, 공극률과 거칠기는 도시 내 빈 공간을 의미하며, 값
이 커질수록 인동간격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공극률, 거칠기는 
도시 내 빈공간과 건축물 높이에 대한 변수이기 때문에 평균 층 수
와 상관관계가 높았다. 

    단지 향은 서향과 남향과는 반대되는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
며, 경사도가 높을수록 동향으로 설계되는 상관관계를 보였다. 경
사도는 표고와 0.7 이상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경사도가 증가할
수록 평지녹지의 존재여부, 주변 녹지 면적비율과 풍속이 증가하였
다. 이것은 경사도 차이에 의하여 풍속이 증가하며, 대체적으로 경
사도가 높은 곳에 위치한 단지의 환경 주변에 녹지공간이 주로 분
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식생지수 값은 수공간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갖으며, 녹지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이는, 수공간의 경우 식생으로부터 나
오는 파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며, 녹지면적이 넓을수록 식생활력도는 높게 나타난다. 한강변 인
근 여부, 하천변 인근 여부 변수는 주변 수공간 면적비율과 높은 상
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녹지공간의 경우 주요 산지 인근 여부,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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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면적비율, 평지 녹지 인근 여부, 풍속 간에 상호 상관관계가 
높았다. 즉, 산지 주변에는 평지 녹지 역시 존재하며 경사도 차이와 
표고에 의해 풍속도 높아짐을 나타낸다. 

    식생지수 값은 수공간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녹지와
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이것은 수공간의 경우 식생으로부터 
나오는 파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
이며, 녹지면적이 넓을수록 식생지수는 높게 나타난다. 한강변과 
하천변 변수는 주변 수공간 면적비율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녹지공간의 경우 주요 산지의 경우 주변 녹지 면적비율, 면적별 평
지 녹지, 풍속과 상관관계가 높았다. 즉, 산지 주변에 다양한 면적
의 평지 녹지가 존재하며 경사도 차이와 표고에 의해 풍속도 높게 
나타났다. 풍속의 경우 오픈스페이스 및 표고와 높은 양의 상관관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독립변수 간의 상관분석 결
과를 나타내는 표이다. 독립변수가 많은 관계로 표를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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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폐
율

용적률 건축년도
주 동 형태
-판상

주 동 형태
-탑상

주 동 형태
-절곡

세대 수- 면적대비
평균 인동간격

천공개폐율 공극률 거칠기
단지의 향(동)

단지의 향(서)

단지의 향(남)

단지의 향(북)

경사
도

평균 층 수

건폐율 1 　 　 　 　 　 　 　 　 　 　 　 　 　 　 　 　

용적률 .317*

*
1 　 　 　 　 　 　 　 　 　 　 　 　 　 　 　

건축년도 0.033
.343*

*
1 　 　 　 　 　 　 　 　 　 　 　 　 　 　

주 동 형태-판상 0.055
-0.10

5

-.315

**
1 　 　 　 　 　 　 　 　 　 　 　 　 　

주 동 형태-탑상 -0.17

4
0.067

.299*

*

-.665

**
1 　 　 　 　 　 　 　 　 　 　 　 　

주 동 형태-절곡 0.074 0.084 0.168
-.774

**
0.041 1 　 　 　 　 　 　 　 　 　 　 　

세대 수-면적대비 .360*

*
0.060 .251*

-0.01

5
0.113

-0.07

5
1 　 　 　 　 　 　 　 　 　 　

평균 인동간격 -.471

**
.259* 0.187

-0.05

8

.303*

*

-0.17

9

-0.03

3
1 　 　 　 　 　 　 　 　 　

천공개폐율 -0.17

2

-.535

**

-0.05

1

-0.07

1
0.051 0.052

-0.00

5
0.066 1 　 　 　 　 　 　 　 　

공극률 -.732

**

-0.17

3
0.091

-0.03

3
.232*

-0.15

2

-0.10

6

.602*

*
0.209 1 　 　 　 　 　 　 　

거칠기 -.379

**
0.034

.291*

*

-0.06

4
.234*

-0.11

3
0.001

.467*

*
0.160

.555*

*
1 　 　 　 　 　 　

단지의 향-동 -0.01

5

-0.01

4

.370*

*
0.069

-0.18

0
0.060 0.106

-0.03

5
0.055

-0.02

3
0.027 1 　 　 　 　 　

단지의 향-서 -0.03 -0.11 -0.00 -0.07 0.085 0.028 -0.05 0.090 0.037 -0.00 0.130 -.27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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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5 5 0 8 *

단지의 향-남 0.024 0.011
-.235

*
0.023 0.101

-0.11

7
0.086 0.120 0.081 0.042

-0.11

0

-.380

**

-.280

*
1 　

단지의 향-북 -0.00

4
0.113 0.054

-0.15

9
0.058 0.164

-0.08

7

-0.03

4

-.296

**

-0.01

3

-0.04

0

-0.21

9

-0.16

2

-.226

*
1

경사도 .259*
-0.06

5
.229* 0.051

-0.06

1

-0.01

6

.296*

*

-0.10

9

-0.08

5

-0.06

6

-0.03

4

.408*

*
0.172

-0.16

5

-0.11

5

평균 층 수 -.333

**

.564*

*

.444*

*

-.243

*

.359*

*
0.021

-0.06

4

.685*

*
0.002

.473*

*

.435*

*
0.008

-0.01

3
0.064 0.012

NDVI -0.02

1

-0.11

0

-0.11

6

-0.13

0

-0.01

9
0.190 0.162

-0.07

4

-0.08

7

-0.14

2
0.032 0.087 0.072

-0.08

4
0.102

Albedo 0.103 0.030
-0.15

2
0.104

-0.08

6

-0.06

6

-0.01

4
0.075

-0.02

0

-0.22

0
0.038

-0.12

0
0.081 0.167

-0.04

1

한강변  -0.08

8

-0.12

8

-.249

*
0.141

-0.10

4

-0.10

1

-0.12

6

-0.11

7
0.036 0.028

-.263

*

-0.06

7

-0.12

9
.247*

-0.10

4

하천 변 -0.02

8

-0.11

5
0.097 0.028 0.001

-0.03

8

-0.12

9

-0.04

4
0.034

-0.04

8

-0.14

5
0.039 0.077

-0.12

7
0.162

주요 산지  변 0.118
-0.10

7
.230*

-0.02

3
0.071

-0.03

0

.343*

*
0.028

-0.01

6
0.041

-0.01

5

.407*

*
0.114

-0.17

7

-0.18

3

평지 녹지  변 -0.05

9
0.011

-0.03

2
0.192

-0.06

5

-0.20

2

-0.13

1

-0.08

7

-0.04

2
0.064

-0.13

0

-0.08

1
0.038 0.024 0.122

주변 수공간 비율 -0.15

3

-0.07

7

-0.07

8
0.127

-0.08

5

-0.09

8

-0.12

4

-0.01

3
0.057 0.130

-0.01

0

-0.01

9

-0.03

3
0.079

-0.00

8

주변 녹지 비율 -0.05

1

-0.11

9
0.117

-0.15

0
0.094 0.120

-0.05

6

-0.07

6
0.006

-0.01

0

-0.03

1
0.164

-0.02

0

-0.06

2
0.035

주변 도로 비율 -0.02

7

-0.00

1

-0.06

5
0.192

-0.19

6

-0.09

0

-0.09

5

-0.06

0

-0.18

0
0.023 0.083

-0.14

1
0.070

-0.10

4

-0.00

6

평지 녹지 
(10,000㎡) 0.045

-0.12

9
0.148 0.039

-0.07

3
0.007 .272*

-0.00

5
0.068 0.077 0.135 0.194

-0.02

8

-0.00

8

-0.06

1



- 55 -

평지녹지
(30,000㎡) 0.100

-0.02

1
0.142 0.053

-0.11

3
0.020

.320*

*
0.030 0.041 0.030 .261* 0.143 0.092 0.000

-0.10

7

.395*

*
0.039

풍속 0.165
-0.01

6
0.035 0.023 0.047

-0.07

0
.228*

-0.13

9

-0.05

2

-.227

*

-0.19

1
0.174 0.134 0.010

-0.21

5

.389*

*

-0.13

0

표고 0.204
-0.05

1

.333*

*

-0.12

8
0.052 0.127 .271*

-0.07

6

-0.16

2

-0.10

7
0.070

.308*

*
.257*

-0.14

7

-0.03

4

.770*

*

-0.06

9

[표 4-2] 변수들간의 상관분석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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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DVI Albe
do 한강 변 하천 변 주요 산지 변 평지 녹지 변

주변 수공간 면적비율
주변 녹지 면적 비율

주변 도로 면적비율

평지 녹지 
(10,000㎡)

평지녹지
(30,000㎡)

NDVI 1 　 　 　 　 　 　 　 　 　 　
Albedo 0.18

1
1 　 　 　 　 　 　 　 　 　

한강변  -.37

3**

-0.1

23
1 　 　 　 　 　 　 　 　

하천 변 -0.0

34

-0.0

79

-0.1

29
1 　 　 　 　 　 　 　

주요 산지  변 0.12

9

0.04

2

-0.1

47

0.19

9
1 　 　 　 　 　 　

평지 녹지  변 0.05

1

0.05

5

0.09

8

0.15

1

0.17

2
1 　 　 　 　 　

주변 수공간 비율 -.34

7**

-0.1

02

.555

**

0.04

8

-0.1

84

0.12

7
1 　 　 　 　

주변 녹지 비율 .312

**

-0.0

65

-0.1

06

0.06

2

0.17

0

0.14

7

-0.0

05
1 　 　 　

주변 도로 비율 -0.1

65

-0.2

06

-0.0

18

-0.0

29

-0.1

89

-0.1

54

.256

*

0.00

6
1 　 　

평지 녹지 
(10,000㎡)

0.20

5

0.06

3

-.24

5*

0.11

2

.348

**

-0.0

08

-0.0

55

0.21

0

-0.1

45
1 　

평지녹지
(30,000㎡)

.268

*

0.06

0

-0.2

20

0.16

4

.411

**

-0.0

43

-0.0

66

0.15

4

-0.1

26

.791

**
1

풍속 -0.0 0.13 0.11 0.01 .365 0.19 0.00 -0.0 -0.2 -0.0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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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3 8 9 ** 5 5 49 07 21 1

표고 .356

**

-0.0

04

-.24

5*

0.15

6

.668

**

0.14

9

-0.2

11

.318

**

-0.1

55

.294

**

.350

**

.373

**
1

[표 4-3] 변수들간의 상관분석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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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계절별 대기온도와 특성 변수들 간의 회귀분석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종합적인 영향력 분석을 위해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있어 앞서 구축한 변수들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
라 평면적 물리환경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 건축년도, 세
대 수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모형과, 입체적 물리환경의 변수들을 
살펴보는 모형, 주변 환경 변수를 살펴보는 모형으로 나누어 분석
을 진행하였다. 분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 변수에 대한 다중공
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고려하고 다중회귀분석의 전반적인 
유의확률과 설명력을 높이는 과정에서 단지 내·외부 특성의 변수들
을 제거하였다.

1. 봄의 단지 내 온도와 특성 변수들간의 회귀분석
 봄 계절 주간모형 결과를 살펴보면, 단지의 내부 특성에서는 

단지의 향과 주변 환경 특성 중 산지변, 하천변, 한강변, 평지 녹지
의 크기가 단지 내 대기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의 향의 경우는 동향, 서향과 북향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
였다. 세 향 모두 봄에 대기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단지
의 향이 서향일 경우 온도 저감 효과가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동향과 북향은 비슷한 크기의 대기온도 저감효과를 나타내었다. 주
변 환경 특성 중 하천변 및 한강변일 경우 온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나타내지만, 산지변일 경우 대기온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효과를 나
타냈다. 평지 녹지가 10,000m² 이상의 녹지는 온도와 양의 관계를 
보이지만, 평지 녹지가 30,000m² 이상인 도보권 근린공원급의 경
우 대기온도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나타낸다. 단지 향의 경우 주변 
환경특성과 관련되는 변수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단지 설계 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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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열 쾌적성을 고려한다면, 단지의 향이 서향인데 주변에 평지 녹
지가 30,000m² 이상인 녹지공간이 위치하고 있다면 단지의 향을 조
정하거나 단지를 차폐시킬 수 있는 요소를 추가함으로써 단지 내 
열 쾌적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즉, 아파트단지 설계 시, 봄에는 입지
를 고려하여 주변 녹지 규모의 크기와 산지의 유무 여부를 고려하
여 설계하고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단지의 향을 계획해야 한다. 

봄 모형의 수정된 결정계수(R²) 값은 0.217로 나타났다. 다음
은 물리적 특성과 봄 아파트 단지 내 대기온도와의 회귀분석 결과
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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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변수 표준화 계수 t

기상특성
풍속 0.167 1.133

표고 -0.11 -0.476

단지의 일반적 
특성

건폐율 -0.278 -0.976

용적률 -0.152 -0.432

주 동 형태-탑상 -0.08 -0.555

주 동 형태-판상 -0.084 -2.643

건축년도 0.001 -0.393

세대 수 - 면적대비 0.183 1.13

단지의 
오픈스페이스 및 

입체적 특성

단지의 향-동 -0.296* -1.721

단지의 향-서 -0.326* -1.896

단지의 향-북 -0.277* -1.772

NDVI -0.109 -0.3

알베도 0.096 0.698

주변환경 특성

한강변 -0.477*** 3.079

산지변 -0.49** -2.217

하천변 0.213* 1.638

평지 녹지 (10,000㎡) 0.341* 1.698

평지 녹지 (30,000㎡) -0.445* -1.847

주변 도로 면적 비율 0.103 0.759

주변 수공간 면적 
비율 -0.016 -0.104

주변 녹지 면적 비율 -0.0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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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름의 단지 내 온도와 특성 변수들간의 회귀분석
여름 계절에 따른 단지 내부의 특성과 주변 환경 특성의 다중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 여름철 단지 내 온도와 유의미하게 
나온 물리적 특성 및 주변 환경 특성은 단지의 향, 주 동 형태의 비
율, 면적대비 세대수, 식생지수, 주변 도로 면적 비율, 주변녹지 면
적 비율이다. 단지의 향은 북향이었을 때 온도 하강효과를 나타낸
다. 단지 내 다른 물리적 특성들 또한 여름철에는 온도 저감효과를 
나타내지만, 면적 대비 세대 수는 상승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여름
철은 단지 내 사람들에 의한 인공열이 높아질 수 있으며, 온도에 영
향을 주는 자연적 요인 중 인공열은 단지 내 면적 대비 세대 수로 
설명이 가능하다. 

주 동 형태는 탑상과 판상 둘 다 단지 내 온도에 강한 저감효
과를 갖는다. 풍속 역시 여름에 가장 강한 온도 저감 효과를 나타내
었다. 토지피복 특성인 식생지수 또한 온도저감 효과를 나타내었
다. 식생지수는 여름, 가을, 겨울에 단지 내 온도와 관계가 있었지
만, 여름에 가장 저감효과를 나타내었다. 주변환경 특성변수는 주
변 도로, 수공간, 녹지면적 비율이 단지 내 대기온도와 유의미하였
다. 주변 녹지 비율이 온도상승 효과를 나타냈지만, 주변 도로 혹은 
주변 수공간 면적비율은 단지 내 대기온도 저감효과를 나타낸다. 

여름 모형의 수정된 R²값은 0.507로 나타났다. 다음은 물리적 
특성과 여름 아파트 단지내 대기온도와의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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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변수 표준화계수 t

기상특성
풍속 -0.461*** -4.122

표고 -0.346 -0.346

단지의 일반적 
특성

건폐율 0.026 0.133

용적률 0 -0.78

주 동 형태-탑상 -0.311** -2.243

주 동 형태-판상 -0.388*** -2.661

건축년도 0.002 -0.787

세대 수 - 면적대비 0.197** 1.702

단지의 
오픈스페이스 및 

입체적 특성

단지의 향-동 -0.099 -0.578

단지의 향-서 -0.121 -0.86

단지의 향-북 -0.179* -1.61

NDVI -0.563*** -4.568

알베도 0.051 -0.637

주변환경 특성

한강변 0.074 0.595

산지변 0.16 0.86

하천변 -0.064 -0.624

평지 녹지 (10,000㎡) -0.037 -0.239

평지 녹지 (30,000㎡) -0.028 -0.16

주변 도로 면적 비율 -0.181* -1.639

주변 수공간 면적 
비율 -0.166* -1.72

주변 녹지 면적 비율 0.221** 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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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을의 단지 내 온도와 특성 변수들간의 회귀분석
가을 계절에 따른 주변 환경 변수와 주간 대기온도의 다중회귀

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 계절별 주간 대기 온도모형 결과를 살펴
보면, 가을에는 단지 내부의 물리적 특성 중 온도와 유의미하게 나
온 변수들은 단지의 향, 주 동 형태, 세대수, 풍속, 표고이며, 단지 
외부의 물리적 특성 중 유의미한 변수는 한강변과 산지변 변수이
다. 서향 아파트 단지는 단지 내 온도 저감 효과를 나타냈다. 단지 
내 다른 물리적 특성도 온도저감 효과를 나타내지만 서향은 이러한 
효과를 갖고 있는 물리적 특성 중 영향력이 강한 편이다. 즉, 가을
철 단지 내 온도의 경우 향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아파트 단지 
설계 시 충분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주 동 형태의 판상형은 강한 온도 저감 효과를 보였지만, 건축
년도가 증가할수록 온도와는 음의관계를 갖는것으로보아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단지 설계경향은 가을에 온도를 낮추는 효과를 나타
낸다.  표고는 가을에는 온도와 음의 관계이지만, 풍속은 온도에 강
한 상승효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단지 열쾌적성을 위해 가을에는 
단지내부에서 바람의 순환이 잘 이뤄지는 방향의 설계, 즉 바람길
에 대한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열쾌적성을 유지할 수 있다. 가을에
는 주변환경 특성으로써 산지변 유무와 하천변 유무 항목에서 상대
적인 값의 차이를 보인다. 산지변의 경우 온도를 저감하는 효과를 
갖으나, 한강변은 온도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보인다. 즉, 가을에는 
단지 주변에 위치한 산지 및 수변공간변 유무 및 규모에 따라 설계
의 방향을 설정해야한다. 

가을모형의 수정된 R²값은 0.296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물리
적 특성과 가을 아파트 단지내 대기온도와의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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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변수 표준화계수 t

기상특성
풍속 0.177* 1.693

표고 -0.329*** -2.972

단지의 일반적 
특성

건폐율 -0.148 -0.513

용적률 -0.027 -0.069

주 동 형태-탑상 0.016 0.11

주 동 형태-판상 -0.311** -2

건축년도 -0.243* -1.799

세대 수 - 면적대비 -0.25* -1.615

단지의 
오픈스페이스 및 

입체적 특성

단지의 향-동 -0.295* -1.937

단지의 향-서 -0.351** -2.498

단지의 향-북 -0.016 -0.09

NDVI -0.098 -0.516

알베도 0.203* 1.67

주변환경 특성

한강변 0.265* 1.794

산지변 -0.302** -2.302

하천변 0.09 0.609

평지 녹지 (10,000㎡) -0.037 1.024

평지 녹지 (30,000㎡) -0.178 -0.731

주변 도로 면적 비율 -0.044 -0.291

주변 수공간 면적 
비율 -0.05 -0.305

주변 녹지 면적 비율 0.108 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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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겨울의 단지 내 온도와 특성 변수들간의 회귀분석 
 겨울 계절에 따른 주변 환경 변수와 주간 대기온도의 다중회

귀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 겨울철 주간 대기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단지 내부의 물리적 특성으로는 주 동 형태 비율, 식생지수, 표고가 
통계적 유의미 하였다. 단지 외부의 주변 환경 특성은 250m 한강
변 유무, 녹지의 크기별 존재 유무가 단지 내 온도와 유의미한 관계
를 가졌다. 주 동 형태의 경우 판상과 탑상비율 모두 온도 상승효과
를 보였다. 판상의 경우 탑상보다는 낮은 온도 상승효과를 보였다. 

식생지수는 겨울에 강한 온도 저감효과를 나타낸다. 다른 물리
적 특성과 비교하였을 때 보다 강한 온도 저감효과를 나타내기 때
문에 단지 내 자연 토지피복 특성을 무분별하게 배치하는 것은 여
름철에는 온도 저감효과룰 나타내지만, 겨울철도 고려한다면 충분
히 단지 내 녹지공간은 설계 시 충분히 고려가 돼야한다. 즉, 여름
철에는 강한 온도 저감효과를 가질지라도 겨울철에서도 강한 온도 
저감효과를 가진다면, 여름철 열쾌적성은 높이더라도 겨울철 열쾌
적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표고는 온도 상승효과를 보이는데, 주변 산지 혹은 입체적인 
녹지공간의 수목과 토양에서 나오는 습도가 주변 온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판단된다. 평지 녹지는 면적별로 단지 내 온도에 상
이한 효과를 나타냈는데, 30,000m² 이상이 평지 녹지 주변 여부가 
온도 상승 효과를 나타냈고 10,000m² 이상이 평지 녹지 주변 여부
는 온도 저감효과를 나타냈다. 표고의 차이가 큰 공간도 녹지면적
이 넓은 곳 이므로, 온도 상승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한강 변에 입
지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강한 저감효과를 나타낸다. 이는, 한강변
과 같이 유역의 폭이 큰 수 공간에 입지한 아파트는 겨울에는 열쾌
적성이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차폐시킬 요소가 아파트 단지 개
발 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알베도의 경우 주 동 형태에서 판
상형 특성과 유사한 수치로써 상승효과를 보여주며 사계절 중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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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수치 값이 높게 나타난다. 

겨울 모형의 수정된 R²값은 0.375로 나타났다. 다음은 물리적 
특성과 겨울 아파트 단지내 대기온도와의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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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변수 표준화 계수 t

기상특성
풍속 -0.092 -0.659

표고 0.367*** 3.619

단지의 일반적 
특성

건폐율 0.018 0.066

용적률 0.223 0.625

주 동 형태-탑상 0.366* 1.835

주 동 형태-판상 0.231* 1.876

건축년도 0.002 -0.507

세대 수 - 면적대비 -0.035 -0.231

단지의 
오픈스페이스 및 

입체적 특성

단지의 향-동 0.171 0.83

단지의 향-서 0.012 0.069

단지의 향-북 0.148 0.908

NDVI -0.421*** -4.383

알베도 0.237 -0.323

주변환경 특성

한강변 -0.402*** 4.173

산지변 0.034 0.154

하천변 -0.046 -0.355

평지 녹지 (10,000㎡) -0.1* -1.639

평지 녹지 (30,000㎡) 0.363* 1.747

주변 도로 면적 비율 0.108 0.765

주변 수공간 면적 
비율 -0.019 -0.129

주변 녹지 면적 비율 -0.084 -0.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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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분석결과 종합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에 앞서서, 분석과정 전체적인 측면에서 
각각의 물리적 특성들이 단지 내 온도에 미치는 영향력과 관계를 
검토하기 위해 계절별 결과를 비교하였다. 물리적 특성들이 온도에 
작용하는 영향력을 계절별로 나누어 결과 값을 살펴보되, 여름과 
겨울철 대기온도 상관관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여름과 겨울
철 단지 내 대기온도는 낮을수록 쾌적성이 좋다고 볼 수 있으며, 겨
울철 단지 내 대기온도는 높을수록 쾌적성이 좋다고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표고와 주간 평균 풍속은 단지 내 
대기온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고의 경우 가을에는 온도 
저감효과를 나타내었지만 겨울에는 온도 상승효과를 보였다. 풍속
의 경우 여름에는 단지 내 대기온도에 강한 저감효과를 보였으며, 

가을에는 상승효과를 보였다. 이는 단지 내 대기온도가 풍속과 표
고에 다양한 영향을 받음을 의미한다. 아파트 단지의 입지를 살펴
볼 때, 풍속과 표고를 고려한다면 여름철에는 바람이 잘 통할 수 있
도록 건물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겨울철을 고려한다면 표고
가 높은 곳은 온도상승효과를 형성하기 때문에 열쾌적성이 좋을 것
이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가 표고가 낮은 곳에 입지한다면, 표고 
이외의 물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단지 내 열쾌적성을 증진시켜야 한
다. 또한, 표고가 높은 경우는 주로 산지 변에 아파트 단지가 입지
하는 경우가 많으며, 산지 변 아파트는 겨울에 온도 상승효과를 갖
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가 산지 주변에 입지할 때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도록 건물을 배치하는 것은 여름철에는 중요하지만, 

겨울철에 바람이 잘 통하도록 배치한다면 겨울철 열 쾌적성에는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지 내부 특성의 경우 건폐율, 용적률은 단지 내 온도와 영향
력이 미미하였지만, 면적대비 세대수와 건축년도는 특정 계절에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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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면적대비 세대수는 여름에는 온도 상승
효과를 나타내며, 가을에는 온도 저감효과를 나타냈다. 건축년도는 
가을에 온도와 음의관계를 갖는다.  

각 계절별 주 동 형태와 단지 내 온도를 종합해보면 판상형 형
태는 여름과 가을에 온도 저감효과를 나타내며, 겨울은 온도 상승
효과를 나타낸다. 탑상형태 또한 여름과 겨울 판상형태와 단지 내 
온도와의 관계가 같으나, 온도와의 영향력이 다르다. 판상형 주 동 
형태는 겨울의 단지 내 온도에 강한 상승효과를 보인다. 따라서 아
파트 단지 설계 시 사계절을 고려하여 판상형 형태와 탑상형 형태
를 적절히 조합해서 배치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해야 한다. 

단지의 향은 동향, 서향, 북향에서 온도와 유의미하게 나타났
다. 봄에는 동, 서, 북향 모두 온도 저감효과를 나타내지만 서향의 
경우 다른 향들에 비해 영향력이 가장 높았다. 서향은 모든 계절 다
른 향 보다 온도에 강한 저감효과를 나타내며, 겨울철을 고려한다
면 단지의 서향 배치 보다는 동향 배치가 계절별 열쾌적성에 적합
하다. 식생지수는 계절에 따라 영향력이 다르지만, 여름과 겨울에 
강한 온도 저감효과를 나타낸다. 무조건 적으로 식생활력도를 높이
는 녹지계획을 제안하는것이아닌, 아파트 단지의 입지특성과 주 동
의 형태 및 단지의 향을 고려하여 적절한 단지 내 녹지계획을 설계
해야한다.

단지의 외부적 특성은 산지변 510m 이내, 하천변 250m 이내, 

한강변 250m 이내. 평면 녹지 면적별 유무, 아파트 단지 250m 이
내 수 공간 면적 비율, 아파트 단지 250m 이내 녹지 면적 비율, 주
변 도로 면적 비율이 온도와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다. 산지 주변
과 큰 규모의 녹지공간주변에 입지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봄과 가
을에 강한 온도 저감효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겨울에는 온도 상승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는 산지의 수목과 토양이 주변 습도를 높이
고 방사냉각을 줄이면서 주변 온도를 높이기 때문이다. 규모가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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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녹지공간 주변에 입지한 아파트는 온도와 녹지공간이 큰 규모일
때와 반대의 양상을 나타낸다. 수변공간을 살펴보면, 한강변에 입
지한 아파트 단지는 봄과 겨울에는 강한 저감효과를 나타낸다. 한
강변과 같이 유역이 큰 수 공간 주변에 입지하는 경우에는 단지를 
개방적으로 설계하는 방법이 겨울철 열 쾌적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방2급 하천변에 입지한 아파트 단지는 유역이 큰 한강변
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와는 상반되는 단지 내 온도와의 관계와 영
향력을 보인다. 봄에는 단지 내 온도 상승효과를 나타내지만, 여름
과 겨울에는 온도와 관계가 미미하다. 그러므로 아파트 단지 설계 
시 주변 수변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해야 한다.

평지 녹지 중 110m 이내 10,000m² 이상 크기의 녹지 공간은 
봄에는 단지 내 온도에 상승효과를 보이며, 나머지 계절에는 저감
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평지 녹지가 180m 이내 30,000m² 이상 크
기의 녹지 공간은 봄 에는 단지 내 온도에 저감효과를 나타내지만, 

겨울에는 강한 상승효과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아파트 입지조건
에서 주변에 녹지 공간의 면적에 따라 계절별 단지 내 온도와의 관
계와 영향력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입지측면에서는 
단지의 대상지 주변 녹지면적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주변 수 
공간 면적 비율은 여름에 온도 저감효과를 나타내며, 주변 녹지 면
적 비율은 여름에는 온도 상승효과를 나타내며, 수공간과는 상반되
는 효과를 나타냈다. 주변 도로 면적 비율은 여름철 단지 내 온도 
저감효과를 나타냈다. 여름철에는 주변의 면적이 넓은 녹지 혹은 
유역의 폭이 지방하천 2급 이상인 곳에 입지하지 않은 아파트 단지
라 해도 주변 수공간면적, 녹지면적, 도로면적 비율을 고려하여 아
파트단지의 열쾌적성 개선을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다음은 계
절별 물리적 특성과 온도간의 회귀분석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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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여름 가을 겨울

변수 표준화 계수 t 표준화계수 t 표준화계수 t 표준화 계수 t

기상특성
풍속 0.167 1.133 -0.461*** -4.122 0.177* 1.693 -0.092 -0.659

표고 -0.11 -0.476 -0.346 -0.346 -0.329*** -2.972 0.367*** 3.619

단지의 
일반적 
특성

건폐율 -0.278 -0.976 0.026 0.133 -0.148 -0.513 0.018 0.066

용적률 -0.152 -0.432 0 -0.78 -0.027 -0.069 0.223 0.625

주 동 형태-탑상 -0.08 -0.555 -0.311** -2.243 0.016 0.11 0.366* 1.835

주 동 형태-판상 -0.084 -2.643 -0.388*** -2.661 -0.311** -2 0.231* 1.876

건축년도 0.001 -0.393 0.002 -0.787 -0.243* -1.799 0.002 -0.507

세대 수 - 

면적대비 0.183 1.13 0.197** 1.702 -0.25* -1.615 -0.035 -0.231

단지의 
오픈스페
이스 및 
입체적 
특성

단지의 향-동 -0.296* -1.721 -0.099 -0.578 -0.295* -1.937 0.171 0.83

단지의 향-서 -0.326* -1.896 -0.121 -0.86 -0.351** -2.498 0.012 0.069

단지의 향-북 -0.277* -1.772 -0.179* -1.61 -0.016 -0.09 0.148 0.908

NDVI -0.109 -0.3 -0.563*** -4.568 -0.098 -0.516 -0.421*** -4.383

알베도 0.096 0.698 0.051 -0.637 0.203* 1.67 0.237 -0.323

주변환경 
특성

한강변 -0.477*** 3.079 0.074 0.595 0.265* 1.794 -0.402*** 4.173

산지변 -0.49** -2.217 0.16 0.86 -0.302** -2.302 0.034 0.154

하천변 0.213* 1.638 -0.064 -0.624 0.09 0.609 -0.046 -0.355

평지 녹지 
(10,000㎡)

0.341* 1.698 -0.037 -0.239 -0.037 1.024 -0.1* -1.639

평지 녹지 
(30,000㎡)

-0.445* -1.847 -0.028 -0.16 -0.178 -0.731 0.363* 1.747

주변 도로 면적 
비율 0.103 0.759 -0.181* -1.639 -0.044 -0.291 0.108 0.765

주변 수공간 면적 
비율 -0.016 -0.104 -0.166* -1.72 -0.05 -0.305 -0.019 -0.129

주변 녹지 면적 
비율 -0.04 -0.3 0.221** 2.069 0.108 0.74 -0.084 -0.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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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및 요약

여름철 폭염 및 열섬현상과 더불어 겨울철 한파와 냉섬현상이 
도시 특유의 기후 특성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서울의 도시
환경 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도시 기후환경의 변
화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거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도시의 
물리적 환경 변화와 관련성이 높다. 특히 서울은 높은 개발밀도에 
따른 불투수면의 증가와 개발로 인해 축소된 녹지 및 수공간이 대
기 온도의 열 쾌적성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
며, 그런 이유로 아파트 단지의 쾌적성을 위한 열환경 개선이 요구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 단지의 내·외부 물리적 특성
이 아파트 단지 내의 주간 대기온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영향
이 계절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도시설계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대상은 서울시 지역구별 AWS 28개 지점에서 측정지점으
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한 79개의 아파트 단지를 대상지로 설정
하였다. 해당 지역의 AWS에서 추출한 2018년 계절별 주간시간 기
온 데이터를 활용하여 동일 시점의 Landsat8 위성영상으로 도출한 
지표온도를 보정한 데이터를 분석대상 데이터로 설정하였다. 단지 
내 대기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써는 단지의 내·외부 물리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단지 내부의 물리적 특성은 총 4가지로 나뉜
다. 단지의 일반적 특성은 면적대비 세대 수, 건축년도, 건폐율, 용
적률, 주동 형태의 비율이다. 단지의 입체적 특성은 인동간격, 천공
개폐율과 공극률을 활용함으로써 단지의 배치 특성을 고려하고 단
지의 향, 경사도, 거칠기, 평균 층 수를 변수로 선정하였다. 단지의 
오픈스페이스 및 토지피복 특성은 계절별 오픈스페이스 내의 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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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량 및 반사율의 계절별 변화 항목을 분석요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알베도와 식생지수를 선정하였다. 주변 환경특성 변수로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유형별 기온저감효과구간을 활용하였다. 250m 

이내 주변 도로 면적, 녹지 면적, 수 공간 면적과 250m 이내 한강 
변 유무, 250m 이내 하천변 유무, 510m 이내 주요 산지 유무, 

120m 이내 10,000m² 이상 평지 녹지 유무, 170m 이내 30,000m² 
이상 평지녹지유무로 변수를 선정하였다. 수공간은 유역의 크기별 
단지 내 온도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함이며, 녹지 면적은 산
지와 평지녹지로 나누었다. 대상지가 아파트 단지이므로 지정된 평
지녹지를 기준으로 최소한의 녹지 면적인 주변의 도보권 근린공원
과 근린공원으로 면적 규모를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구축된 데이터 변수로 계절별 단지 내 온도와 물리적 특성간의 
상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독립변수별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이
것은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성을 도출하여 계절별 단지 내 온도와 
물리적 특성 변수들간의 관계를 더 깊이 도출하기 위함이다. 최종 
분석모형은 다중회귀분석이며 다중공선성을 고려하여 공선성이 높
은 변수들은 분석에서 제외되었고, 계절별 각 물리적 특성이 온도
에 미치는 영향력과 계절간의 차이를 보기위하여 모든 특성의 변수
를 계절별로 한 번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바람과 관련된 변수인 기상특성의 풍속과 표고의 경우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여름철에 단지 내 온도를 저감한다고 밝혀낸 
바 있다. 하지만, 주변 환경 특성을 통제하고 고려할 시, 풍속은 여
름철 기온을 저감하는 효과도 갖고 있지만, 가을과 겨울철에도 기
온을 저감하는 효과를 띄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고는 겨울에는 온
도와 양의관계를 나타내는데, 이는 표고의 특성상 표고가 클수록 
산지에 배치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주변 녹지 및 식생에의
한 증산효과가 겨울철 온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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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과 가을은 외부활동측면에서 고려할 때, 풍속과 표고는 단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낸다. 여름의 경우에도 건물에너지측면에서 
바라보면, 온도저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지에서 발생하는 총 에
너지사용량을 통풍이 용이하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가능
하다. 하지만, 사계절을 살펴보았을 때, 겨울에도 온도 저감효과가 
있으므로 단지 설계시  적절한 방풍/통풍 요소를 고려하여 단지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계절풍 또한 주요한 바람의 요소
이기 때문에 각 계절별 아파트단지에 불어오늘 계절풍에대한 고려
가 필요하다. 주변환경 입지를 살펴보면, 주변녹지는 겨울철 단지 
내 온도를 상승시키지만 수변공간의 경우 온도를 저감시킨다. 따라
서, 아파트단지의 입지특성을 고려할 때, 단지가 한강변과같은 유
역이 큰 수변공간에 위치한다면 방풍의 요소를 더 고려해야하며, 

녹지 근처에 입지할 경우 통풍을 더 고려해야한다. 

둘째, 주 동 형태가 탑상형 형태인 아파트는 판상형의 아파트
보다 상대적으로 최근에 건축되었으며,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도 높
고 건물별로 높이값을 다양하게 건설된다. 탑상형과 판상형은 사계
절동안 온도와의 영향력은 다르지만 관계는 같다. 탑상형의 형태가 
우세할 경우 여름철 온도를 저감할 수 있는 디자인적 요소들을 단
지에 배치한다. NDVI값을 고려한 풍부한 녹지, 단지 내부 수변공간 
설치를 통해 여름철 온도를 저감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단지안에 배
치한다. 수변공간 근처에 위치한 판상형 아파트 단지는 겨울철을 
대비하여 단지 내 녹지계획에 집중하며 사계절 쾌적한 열환경을 조
성하며, 탑상형 아파트 단지는 온도를 저감할 수 있는 오픈스페이
스 요인들을 단지내에 배치한다. 판상형의 경우 겨울철 온도를 아
파트 단지를 설계할 때  거칠기 값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탑상형
의 아파트가 우세한 단지는 건폐율이 낮은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단지 내의 통풍이 잘 되는 관계로 여름철 온도와 강한 음의 관계를 
나타내지만, 판상형 아파트의 경우 겨울철 온도와 강한 양의 관계
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형태의 단지 모두 단지 내 녹지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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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스페이스 계획을 통하여 봄과 가을에는 야외활동의 장소를 입
주민들에게 제공하며, 여름과 겨울에는 단지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
일 수 있도록 쾌적한 열환경을 제공한다.

셋째, 아파트 단지의 주변 환경특성의 분석결과를 고찰하기 위
해 수변공간의 폭에 따라서 계절별 단지 내 온도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았으며 평지 녹지의 면적별 및 산지 주변 여부에 따라서 구
분하여 살펴보았다. 산지 주변 510m 이내에 입지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여름과 겨울에는 온도와 양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이는 산지
의 식생과 토양이 주변 습도를 높이면서 주변 온도를 높이기 때문
이다. 수변공간 250m 이내 유역의 폭에 따라 계절별 단지 내 온도
에 영향을 주는 영향력이 다르다. 유역이 큰 폭 주변에 아파트 단지
를 설계할 경우, 여름철의 온도에 대한 영향력보다 겨울철에 온도
에 대한 음의 영향력이 강하므로 수변공간의 특성을 활용하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개방적으로 단지를 배치하면 겨울철 열쾌적성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방하천2급과 같이 유역의 폭이 작은 수변 
공간 주변에 입지한 아파트단지는 봄과 가을에는 단지 내 온도와 
양의 관계를 나타내지만, 여름과 겨울에는 온도와 음의 관계를 나
타낸다. 단지 내 온도에 미치는 영향은 계절별로 같은 관계를 나타
내지만, 온도에 대한 영향력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한다. 

아파트 단지 주변 180m 이내 도보권 근린공원 크기의 녹지 공
간은 봄, 여름, 가을에는 강한 음의 관계를 나타내지만, 겨울에는 
강한 양의 관계를 갖는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주변 120m 이내에 
근린공원 존재 시 규모가 큰 녹지공간과는 다른 효과를 나타낸다. 

녹지의 면적이 근린공원급 이라면 수변공간과 유사하게 계절별 온
도에 대한 영향력을 나타내지만, 도보권 근린공원처럼 면적이 넓을 
때 겨울에 온도와 강한 양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이는 녹지 규모에 
따른 증발산 효과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변 수 공간 면적 비율은 여름에 온도와 음의관계를 나타내



- 76 -

며, 주변 녹지 면적 비율은 여름에는 온도와 양의 관계를 가진다. 

주변 도로 면적 비율은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 도시의 
특정지역에서의 도로 면적 비율의 편차와 크기가 단지 주변의 도로 
면적 비율의 편차와 크기보다 크기 때문에 상이한 결과가 나온 것
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를통해 인공피복 면적이 특정 면적보다 
작을 경우 온도를 상승시키는것이아니라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변 녹지와 수공간의 단지 내 온도에 대한 영
향력이 단지 내부에서는 관계와 영향력이 비슷하지만, 주변 환경 
요소에서는 녹지와 수공간은 단지 내 온도에 서로 다른 영향력을 
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는 단지의 내부 특성에서 건폐율, 용적
률, 알베도, 천공개폐율, 공극률, 주변 도로면적 비율 변수가 선행
연구들과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현재까지의 도시 열환경에 관련된 
논문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알베도 변수가 열 환경에 영향을 미치
는 변수로 활용되었지만, 아파트 단지만 특정하여 살펴보았을 때 
아파트 단지간의 건폐율, 용적률 편차가 크지 않고 다양하지 않으
므로, 단지 내 온도와 건폐율과 용적률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도출
되었다. 알베도의 경우 도시 내 다양한 알베도 값이 아닌 아파트 단
지 내의 토지피복 알베도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알베도 편차가 낮아 
온도와의 관계가 경미하게 나타났다. 천공개폐율과 공극률은 데이
터 구축을 단지 중심에서 측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모든 대상지가 
개방적이며 비슷한 수치를 보였으며 수치 값의 편차가 낮아 선행연
구와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변 도로면적 비
율 역시 단지별로 편차가 크지 않아, 도로면적 비율의 차이에 따른 
온도값의 차이를 분석한 타 연구들과는 결과값에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대기온도가 아닌 지표온도 혹은 UHII(열섬계
수)를 활용한 연구들과 종속변수의 차이에 의해서 결과 값이 다르
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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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도시설계적 시사점

본 연구는 서울시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의 물리적 특성과 우리
나라의 사계절을 고려하여, 물리적 특성이 계절별로 단지 내 온도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도시계획 및 설계 측면에서 개선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여름철 온도만을 고려해서 바람이 잘 통하도록 설계하는 
것은 겨울철 단지 내 열 쾌적성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주변 환
경을 고려하면, 한강 변과 같이 유역의 폭이 큰 곳에 입지하는 아파
트 단지의 경우 겨울철에 기온 저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
에, 아파트 단지 설계 시 강 유역 폭이 큰 수 공간 주변에 입지하는 
아파트 단지는 개방적으로 설계하는 것 보다는 일정부분 차폐요소
를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이 여름철 열 쾌적성과 겨울철 열 쾌적성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둘째, 아파트 단지 설계 시 주변 환경 요소를 통제한다면, 판상
형 아파트와 탑상형 아파트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설계해야 한다. 

단지의 배치는 주변 환경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주변의 산
지와 녹지면적이 큰 입지에 설계되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봄과 가
을에는 주변 환경 특성에 의해 단지 내 온도가 강한 음의 관계를 
나타댄다. 도보권 근린공원 규모의 평지녹지는 겨울에는 온도를 상
승시킨다. 큰 규모의 녹지공간이 아파트 단지 주변에 위치할 경우 
판상형의 아파트 단지, 개방적인 단지배치가 가능하다. 녹지공간의 
규모가 작을경우에는 큰 규모의 녹지공간이 단지 내 온도와 갖는 
관계가 반대임에따라 탑상형의 아파트단지를 배치하여 사계절 열
쾌적성을 높인다. 유역이 큰 수변공간에 입지하는 아파트는 판상형 
아파트를 우세하게 배치하고, 폐쇄형으로 단지를 설계하되, 단지 
내 열 쾌적성을 고려한 탑상형 아파트를 단지 중심에 배치함으로써 
단지 내에 통풍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단지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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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시 봄과 가을에는 외부활동을 권장하기위해 온도와 음의 관계
를 갖는 단지 내 녹지 배치, 수공간 및 오픈스페이스 조성, 주변환
경을 고려한 단지의 향 설정과 여름과 겨울에는 통풍/방풍을 통하
여 건물에너지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주변환경에따른 주 동 형태
를 고려하여야한다.  

셋째, 아파트 단지 설계 시 주변 녹지 및 수변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수변공간과 녹지공간 모두 규모와 크기
에따라 단지 내 온도와의 관계와 영향력이 다르다. 유역이 작은 하
천변에 입지하는 아파트 단지는 봄에는 하천이 온도와 양의관계를 
갖지만, 유역이 큰 경우 가을에는 단지 내 온도를 높이지만 나머지
계절에는 온도를 강하게 낮추는 영향력을 나타냈다. 녹지공간 또한 
규모가 작을때는 봄에는 온도와 양의관계이며, 겨울에는 음의관계
이다. 하지만, 규모가 클때는 평지녹지와 산지변 아파트 단지는 봄
에는 온도와 음의관계이며, 겨울에는 양의관계이다. 그러므로 녹지
의 면적과 주변 환경 특성에 따라서 단지 배치형식과 단지 내부의 
주 동 형태 및 단지의 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아파트 
입지조건에서 주변에 녹지 공간의 규모와 유무 및 수변공간의 규모
와 유무에 따라 계절별 단지 내 온도를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도
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단지 설계 시 부지내 대기온도의 열쾌적성을 조성하
기 위한 방안의 한 축으로써 단지의 입지와 디자인 특성에 따른 물
리적 환경특성을 분류하고 단지 내 대기온도에 상호 영향력이 있는 
변수항목을 분류함으로써 특성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
고 분석하여 단지의 물리적 특성과 온도에 대한 상관관계를 정량적
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파트 단지의 물리적 특성이 계절별 단
지의 온도 증감에 영향을 주는 변수특성과 온도의 상관관계에 대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시사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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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단지 내 주간 대기온도
를 위성영상과 AWS를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노력을 하였으나, 실
측 대기온도자료가 아니므로 일정범위의 오차가 존재할 것으로 판
단된다. 또한, 열환경 및 열쾌적성을 구성하는 요소는 대기온도 이
외에도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계절별 온도만을 집중해
서 살펴본 한계가 있다. 

분석 대상이 되는 아파트 단지의 개수에 있어서 샘플 사이즈가 
변수 당 4개 수준이므로 표본 개수를 확대한다면 보다 정확한 분석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용도의 아파트 단지 뿐 아니
라 각 용도별 건축물 유형에 대한 열환경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온도는 궁극적으로 자연적 요소인 기류, 강수, 바람, 습도, 일
사량 및 반사량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므로 보다 다양한 물리적, 환
경적 항목을 추가하여 분석의 정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와 관
련하여 서울시는 2019년부터 IoT 센서망인 ‘S-dot’을 서울시내 전
역에 설치함으로써 다양한 도시데이터를 수집, 저장, 분석, 처리하
고, 나아가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나창호, 2019; 안정준, 2019). 이러한 데이터와 분석
모델의 보강을 통해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추가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아니라 본 연구에서 도출된 도시설계적 
시사점들이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보
다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설계방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
요하다. 위에서 도출된 본 연구의 한계점에 대한 보완은 후속 연구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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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단지 개요>

단지 배치도 단지의 이름 고덕 대우아파트
단지의 위치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470
단지의 규모 총 3개동(9층)
준공년도 1986

총 세대수 99

단지 배치도 단지의 이름 고덕 아남아파트
단지의 위치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486
단지의 규모 총 8개동(9/19층)
준공년도 1996

총 세대수 807

단지 배치도 단지의 이름 삼익그린2차아파트
단지의 위치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470
단지의 규모 총 18개동(12/15층)
준공년도 1983

총 세대수 2400

단지 배치도 단지의 이름 우성아파트
단지의 위치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356
단지의 규모 총 3개동(5/13층)
준공년도 2004

총 세대수 77



- 88 -

단지 배치도 단지의 이름 강동롯데캐슬퍼스트아파트
단지의 위치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413
단지의 규모 총 22개동(16/30층)
준공년도 2007

총 세대수 1622

단지 배치도 단지의 이름 자양아파트
단지의 위치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55
단지의 규모 총 5개동(5층)
준공년도 1981

총 세대수 112

단지 배치도 단지의 이름 프라이어팰리스아파트
단지의 위치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414-2
단지의 규모 총 40개동(24/34층)
준공년도 2008

총 세대수 3226

단지 배치도 단지의 이름 자양 한양
단지의 위치 서울시 광진구자양동 695
단지의 규모 총 6개동(12층)
준공년도 1983

총 세대수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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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배치도 단지의 이름 건영한가람아파트
단지의 위치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201
단지의 규모 총 19개동(22층)
준공년도 1998

총 세대수 2036

단지 배치도 단지의 이름 LG 한강자이아파트
단지의 위치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64길 15
단지의 규모 총 10개동(25층)
준공년도 2003

총 세대수 656

단지 배치도 단지의 이름 이촌한강맨션아파트
단지의 위치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248
단지의 규모 총 23동(5층)
준공년도 1971

총 세대수 660

단지 배치도 단지의 이름 한강 삼익아파트
단지의 위치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260
단지의 규모 총 3개동(12층)
준공년도 1979

총 세대수 252

단지 배치도 단지의 이름 이촌삼성리버스위트아파트
단지의 위치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88길 30
단지의 규모 총 6개동(18층)
준공년도 2002



- 90 -

단지 배치도 단지의 이름 왕궁맨션아파트
단지의 위치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88길 15
단지의 규모 총 5개동(5층)
준공년도 1975

총 세대수 250

단지 배치도 단지의 이름 이촌현대맨숀
단지의 위치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03
단지의 규모 총 8개동(15층)
준공년도 1974

총 세대수 653

단지 배치도 단지의 이름 강촌아파트
단지의 위치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87길 13
단지의 규모 총 9개동(22층)
준공년도 1998

총 세대수 1001

단지 배치도 단지의 이름 코오롱이촌아파트
단지의 위치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87길 21
단지의 규모 총 10개동(22층)
준공년도 1999

총 세대수 834



- 91 -

단지 배치도 단지의 이름 이수교KCC스위첸1차아파트
단지의 위치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45길 22
단지의 규모 총 5개동(15층)
준공년도 2006

총 세대수 178

단지 배치도 단지의 이름 성수현대아파트
단지의 위치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길 25
단지의 규모 총 3개동(15층)
준공년도 1990

총 세대수 217

단지 배치도 단지의 이름 잠실우성4차아파트
단지의 위치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30
단지의 규모 총 7개동(15층)
준공년도 1983

총 세대수 555

단지 배치도 단지의 이름 삼익대청아파트
단지의 위치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109길 21
단지의 규모 총 6개동(15층)
준공년도 1992

총 세대수 822



- 92 -

단지 배치도 단지의 이름 GS개포자이아파트
단지의 위치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109길 69
단지의 규모 총 4개동(22층)
준공년도 2004

총 세대수 212

단지 배치도 단지의 이름 잠실트리지움
단지의 위치 서울시 송파구 잠실로 62
단지의 규모 총 46개동(32층)
준공년도 2007

총 세대수 3696

단지 배치도 단지의 이름 레이크팰리스
단지의 위치 서울시 송파구 잠실로 88
단지의 규모 총 35개동(32층)
준공년도 2006

총 세대수 2678

단지 배치도 단지의 이름 잠실주공5단지
단지의 위치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567
단지의 규모 총 30개동(15층)
준공년도 1978

총 세대수 3930



- 93 -

단지 배치도 단지의 이름 갤러리아팰리스
단지의 위치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12
단지의 규모 총 3개동(46층)
준공년도 2005

총 세대수 741

단지 배치도 단지의 이름 목동5단지
단지의 위치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50
단지의 규모 총 36개동(15층)
준공년도 1986

총 세대수 1848

단지 배치도 단지의 이름 목동4단지
단지의 위치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130
단지의 규모 총 16개동(20층)
준공년도 1986
총 세대수 1382

단지 배치도 단지의 이름 목동월드메르디앙3
단지의 위치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70
단지의 규모 총 3개동(15층)
준공년도 2003

총 세대수 108



- 94 -

단지 배치도 단지의 이름 시범아파트
단지의 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45
단지의 규모 총 24개동(13층)
준공년도 1971

총 세대수 1578

단지 배치도 단지의 이름 화랑아파트
단지의 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가길 

21
단지의 규모 총 3개동(10층)
준공년도 1977

총 세대수 160

단지 배치도 단지의 이름 장미아파트
단지의 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32
단지의 규모 총 3개동(14층)
준공년도 1978

총 세대수 196

단지 배치도 단지의 이름 래미안세레니티아파트
단지의 위치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23길 35
단지의 규모 총 14개동(24층)
준공년도 2009

총 세대수 955



- 95 -

단지 배치도 단지의 이름 종암아이파크2차아파트
단지의 위치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9길 71 종암

2차
단지의 규모 총 15개동(20층)
준공년도 2005

총 세대수 782

단지 배치도 단지의 이름 고려아파트
단지의 위치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19다길 

42-12
단지의 규모 총 4개동(5층)
준공년도 1983

총 세대수 140

단지 배치도 단지의 이름 돈암현대아파트
단지의 위치 서울시 성북구 정릉로46길 17
단지의 규모 총 17개동(3층)
준공년도 1981

총 세대수 203



- 96 -

단지 배치도 단지의 이름 돈암삼성아파트
단지의 위치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34길 24
단지의 규모 총 7개동(26층)
준공년도 1999

총 세대수 1278

단지 배치도 단지의 이름 돈암동센트레빌아파트
단지의 위치 서울시 성북구 정릉로 388
단지의 규모 총 9개동(23층)
준공년도 2002

총 세대수 540

단지 배치도 단지의 이름 돈암범양아파트
단지의 위치 서울시 성북구 정릉로 402-16
단지의 규모 총 5개동(20층)
준공년도 1997

총 세대수 499

단지 배치도 단지의 이름 종암동아이파크1차아파트
단지의 위치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21길 127
단지의 규모 총 7개동(20층)
준공년도 2004

총 세대수 513

단지 배치도 단지의 이름 종암삼성래미안아파트
단지의 위치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25길 30
단지의 규모 총 17개동(20층)
준공년도 2003

총 세대수 1168



- 97 -

단지 배치도 단지의 이름 전농삼성래미안아파트
단지의 위치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로 192
단지의 규모 총 7개동(22층)
준공년도 2000

총 세대수 463

단지 배치도 단지의 이름 전농래미안아름숲2차아파트
단지의 위치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로16길 51
단지의 규모 총 15개동(15층)
준공년도 2010

총 세대수 719

단지 배치도 단지의 이름 휘경현대아파트
단지의 위치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29

길 62
단지의 규모 총 3개동(15층)
준공년도 1992

총 세대수 146



- 98 -

단지 배치도 단지의 이름 신림동우방아파트
단지의 위치 서울시 관악구 관철로27길 2
단지의 규모 총 3개동(24층)
준공년도 1999

총 세대수 201

단지 배치도 단지의 이름 숲속마을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단지의 위치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100
단지의 규모 총 3개동(13층)
준공년도 2005

총 세대수 105

단지 배치도 단지의 이름 신대방현대아파트
단지의 위치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8
단지의 규모 총 6개동(20층)
준공년도 1996

총 세대수 880



- 99 -

단지 배치도 단지의 이름 보라매롯데낙천대아파트
단지의 위치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38
단지의 규모 총 7개동(21층)
준공년도 2003

총 세대수 734

단지 배치도 단지의 이름 보라매파크빌아파트
단지의 위치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59
단지의 규모 총 6개동(15층)
준공년도 2002

총 세대수 423

단지 배치도 단지의 이름 보라매한성아파트
단지의 위치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13
단지의 규모 총 4개동(21층)
준공년도 1995

총 세대수 272

단지 배치도 단지의 이름 경남교수아파트
단지의 위치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14
단지의 규모 총 4개동(23층)
준공년도 2001

총 세대수 295



- 100 -

단지 배치도 단지의 이름 보라매두산위브아파트
단지의 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9길 5
단지의 규모 총 3개동(15층)
준공년도 2005

총 세대수 164

단지 배치도 단지의 이름 대방펭귄아파트
단지의 위치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2나길 

47
단지의 규모 총 3개동(5층)
준공년도 1978

총 세대수 60

단지 배치도 단지의 이름 우남푸르미아아파트
단지의 위치 서울시 구로구 부일로 927
단지의 규모 총 3개동(7층)
준공년도 2007

총 세대수 84

단지 배치도 단지의 이름 구로온수현대힐스테이트
단지의 위치 서울시 구로구 부일로9길 127
단지의 규모 총 18개동(12층)
준공년도 2010

총 세대수 999



- 101 -

단지 배치도 단지의 이름 효성아파트
단지의 위치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556
단지의 규모 총 13개동(5층)
준공년도 1995

총 세대수 340

단지 배치도 단지의 이름 두산화랑타운아파트
단지의 위치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51길 17
단지의 규모 총 11개동(10층)
준공년도 2000

총 세대수 436

단지 배치도 단지의 이름 신촌태영데시앙아파트
단지의 위치 서울시 마포구 서강로9길 45
단지의 규모 총 10개동(24층)
준공년도 2003

총 세대수 553

단지 배치도 단지의 이름 신촌금호어울림아파트
단지의 위치 서울시 마포구 서강로9길 19
단지의 규모 총 3개동(19층)
준공년도 2001

총 세대수 239



- 102 -

단지 배치도 단지의 이름 서강쌍용예가아파트
단지의 위치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145
단지의 규모 총 15개동(15층)
준공년도 2007

총 세대수 635

단지 배치도 단지의 이름 중앙하이츠아파트
단지의 위치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30길 135
단지의 규모 총 4개동(5층)
준공년도 2007

총 세대수 120

단지 배치도 단지의 이름 창전동현대홈타운아파트
단지의 위치 서울시 마포구 서강로 83
단지의 규모 총 5개동(22층)
준공년도 2005

총 세대수 243

단지 배치도 단지의 이름 창전삼성래미안아파트
단지의 위치 서울시 마포구 서강로 95
단지의 규모 총 11개동(20층)
준공년도 1998

총 세대수 951



- 103 -

단지 배치도 단지의 이름 벽산블루밍아파트
단지의 위치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74길 56
단지의 규모 총 3개동(12층)
준공년도 2006

총 세대수 60

단지 배치도 단지의 이름 서초동아이파크아파트
단지의 위치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68길 33
단지의 규모 총 3개동(18층)
준공년도 2003

총 세대수 115

단지 배치도 단지의 이름 서초현대아파트
단지의 위치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19길 10
단지의 규모 총 3개동(16층)
준공년도 1999

총 세대수 299

단지 배치도 단지의 이름 서초극동스타클래스1차아파트
단지의 위치 서울시 서초구 서리풀4길 43
단지의 규모 총 3개동(14층)
준공년도 2003

총 세대수 90



- 104 -

단지 배치도 단지의 이름 서초극동스타클래스2차아파트
단지의 위치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67길 35
단지의 규모 총 3개동(10층)
준공년도 2006

총 세대수 60

단지 배치도 단지의 이름 서초자이아파트
단지의 위치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68길 81
단지의 규모 총 4개동(18층)
준공년도 2006

총 세대수 184

단지 배치도 단지의 이름 롯데캐슬주피터아파트
단지의 위치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6길 15-20
단지의 규모 총 3개동(12층)
준공년도 2003

총 세대수 110

단지 배치도 단지의 이름 강변래미안아파트
단지의 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30
단지의 규모 총 13개동(19층)
준공년도 2002

총 세대수 801



- 105 -

단지 배치도 단지의 이름 영등포경남아너스빌아파트
단지의 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177
단지의 규모 총 8개동(21층)
준공년도 1998

총 세대수 600

단지 배치도 단지의 이름 반도유보라팰리스아파트
단지의 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7
단지의 규모 총 6개동(21층)
준공년도 2010

총 세대수 299

단지 배치도 단지의 이름 한강서초아파트
단지의 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57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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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ffect of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Apartment Complex on Air 

Temperature 

Utilizing Landsat Satellite Image

- Focused on Automatic Weather Station 

in Seoul - 

Jongbin Baiek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Urban Design Major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has flourished the city, 

the quality of life of the citizen has been increased.  However, 

through the development phase, the negative issues in the city 

have skyrocketed in various aspects. A city becomes megacity 

or international city as it expands, even though the side effect of 

the development starts coming up to the surfaces. 

One of side effects that city has is environmental features of 

the city. Since the city has its environmental features, it prov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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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itizen with its unique climate and micro-climate. When it 

comes to summertime, the citizen in a city no matter it's big or 

small, they face urban heat island with the tropical night period. 

As time goes by, the period of heat wave during summer has 

been extended by urbanization. In winter, the citizen in the city 

is confronting extended cold wave and urban cool island effect. 

In order to figure out the cause and ease the side effect of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various studies and research 

on city thermal environments have been conducted. However, 

most of the researches are focusing only on particular areas, and 

a variety of land uses in the city.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and the influence 

between daily air temperature of a multi-family residential 

complex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of its. Not only 

multi-family residential complex is major and dominant housing 

type in Seoul, but also the researcher points out that providing 

thermal comfort environment in the dwelling area is as important 

as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characteristics of 

city and temperature. Thus, this study utilizes Landsat8 and 

AWS(Automatic Weather Station) to extract the daily air 

temperature of the multi-family residential complex. The selected 

multi-family residential complex is 79 complex in Seoul, and the 

selection was based on the apartment complex, which is located 

in 500m radius of AWS location.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multi-family residential complex are categorized into five; 

four of its are inside of physical traits, and the other one is 

outside of physical components of the apartment complex. Each 

of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is weather characteristics,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apartment complex, three-dimen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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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ects of the apartment complex, land coverage characteristics, 

surrounding environmental and locational characteristics. 

Based on variables, the study uses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as research method. The findings draw outs 

that designing the apartment complex considering the airy site 

plan and ventilation path to reduce the air temperature during 

summer could bring a negative impact on winter in thermal 

environment of the apartment complex. Furthermore, when it 

comes to designing an apartment complex, a designer should 

analyze the surrounding environmental and locational features. 

The results prove that having a green space and waterfront has 

a different relationship and the degree of impact on the daily air 

temperature of the apartment complex, and those are different by 

types and scale of environmental and locational features. This 

research serves as one of the guidelines of designing a 

multi-family residential complex in Seoul in a vid to improve the 

air temperature and thermal environment in an apartment 

complex. 

Keywords : Thermal Environment, Multi-family residential complex, 

City air temperature, Physical feature, Landsat8

Student Number : 2017-28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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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을 쓰는 동안 현재의 나를 이 자리에 있기까지 지켜보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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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도시설계와 계획가의 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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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논문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논문이 나오기까
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도시설계 분야에 몸담고 살아가는 동안 오늘 느낀 감사의 마음을 
늘 초심의 마음가짐으로 되새기며 정진하고자 합니다.

   많은 교수님들의 지도와 격려 및 조언이 있었지만, 제일 먼저, 

대학원 새내기였던 나를 독려해주시며 연구실로 이끌어 학문의 분
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담금질로 이끌어 주셨던 지도교수님이신 권
영상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교수님의 지도가 있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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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이 자리를 빌려 또 다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명석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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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함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연구자가 여러모로 준비와 지식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교수님은 환경설계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가 
시각으로 논문의 완성도를 높여주려고 하셨습니다. 여명석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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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수님의 가르침 아래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고, 독려하면서 수행
한 시간들을 통해 새내기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오늘의 내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 함께 했던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마음속 좌표가 될 수 있는 가족 또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대학원에 진학하기 몇 
달 전까지 저를 지도해주셨던 일리노이대학교 어바나-샴페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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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친구, 형, 동생관계를 통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고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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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언제 만나든지 편안하며,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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릅니다. 아버지와 어머님께 감사와 사랑을 전하고 함께 살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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