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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meet with the nation's policy of Green Growth, local governments are rushing to propose an ecological urban 

development plan. And although various studies stress on the need of ecological planning to harmonize development with 

preservation, we have come to a point in which a quantitative evaluation of how much ecological planning contributes to 

the environmental load is needed. Through the increasing tendency of making plans based on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capability of gathering environmental data and scientific instrument, studies on ecological planning's effect 

towards environmental load has recently begun. This study aims to perform a quantitative evaluation on how ecological 

planning mitigate urban heat island in the region of Namyang-ju Wallsanli. Three theories were used to mitigate urban 

heat island ; White network, Green network and Blue network. As a result, the atmosphere temperature was reduced the 

whole site 1.1℃ and partly 7℃ and the mean radiant temperature was reduced the whole site 1.1℃ and partly 8.7℃ on the 

modified ecological landscape plan in summer. The PMV index is 0～1 in ecologically modified landscape plan otherwise 

almost 3 in landscape plan. This study has its limits on the fact that results may differ from the actual plan as the study 

was performed based on the land use plan and building plan. However, what is important is that it shows a quantitative 

result of the effect that ecological planning has on surrounding environment and reducing environmental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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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목

국토해양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우리나

라의 도시화율은 90%를 넘었고 매해 100㎢의 새로운 도

시가 생겨난다고 한다. 인구증가와 소득수 의 향상, 생

활 패턴의 변화에 맞추어 도시수요는 꾸 히 증가하면서 

동시에 쾌 하고 환경친화 인 도시에 한 요구 역시 

 높아지고 있다. 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 정책에 부응하기 하여 각 

지자체에서는 앞 다투어 생태도시 개발계획을 제시하고 

있고,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지침 등에서도 도시 규모별

로 환경생태계획을 수립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환경생태

계획은 도시를 계획할 때 자연의 기본 요소에 하여 인

인 변화를 최소화하고 본연의 생태  기능을 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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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개발과 보 을 최 한 조화시키는 계획방법론

이다. 이는 지형의 변화를 최소화하고 녹지와 비오톱, 바

람길을 보 하며, 자연의 물순환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개발을 유도한다. 최근에는 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 

정책에 힘입어 도시의 탄소발생  에 지 사용 감이

라는 이슈와 부합하여 환경생태계획이 도시를 조성하는

데 기존의 개발 주의 도시조성 방법론에 한 안으

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계획 방법은 최근 활발하게 논

의되는 기후변화 응의 에서 볼 때 도시의 열섬을 

감하고 쾌 성을 증가시키는 좋은 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환경생태계획의 도시기후 변화에 응 가능

성을 검증하고자 남양주 월산리 일 에 환경생태계획을 

기반으로 수립한 마스터 랜에 하여 기존의 토지이용

계획에 비하여 기후 측면에서 개선 여부를 검증하는 

연구이다. 이를 통해 환경생태계획이 도시기후 변화에 

응하기 한 계획 방법론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범   방법

본 연구는 남양주 월산리에 기존의 개발 방법론으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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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된 토지이용계획 비 환경생태계획을 기반으로 제시

한 계획안에 하여 열섬 감 효과를 검토하고 환경생태

계획의 도시기후 변화 응 가능성을 검증하는 연구이다. 

두 가지 방법으로 수립된 계획기법에 한 도시기후 변화 

응 가능성 검증을 해 독일 Mainz 학의 Michel 

Bruse 교수 연구 이 개발한 미기상 수치모델인 Envi-met 

3.1 releas 4(2009년 12월 14일 완결 )을 사용한다. 이 모

델을 사용하여 환경생태계획의 도시기후변화 응 가능성

을 검증하기 하여 기온(Atmosphere Temperature), 평균

방사온도(Mean Radiant Temperature)를 유추하고, 여름철 

14시에 하여 기후 쾌 성을 알아보기 하여 PMV 지

수를 산출하 다.  

① 기존의 도시계획 수립방법을 통해 수립한 토지이용

계획안과 환경생태계획을 용한 토지이용계획안에 

하여 

② 남양주 1～6단지 체를 상으로 수행한 기온변화 

연구(문수  외, 2010)를 통해 기온 차이가 가장 극

명하게 나타나는 지역을 선정하여 정  모델링을 

수행한다. 

③ 2009 기상연보에서 가장 더운 날로 기록된 8월 16일

에 하여 여름철 력에 가장 많은 부하가 걸리는 

14시와 간부하가 걸리는 시간  가정에 귀가하여 

냉방을 가동하는 20시에 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④ 2009 기상연보에서 가장 추운 날로 기록된 2009년 1

월 15일에 하여 동트기  난방을 가동하는 06시

와 취침  난방을 가동하는 22시에 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⑤ 두 계획안의 기온과 평균방사온도를 바탕으로 기후 

쾌 성을 산출하기 하여 PMV index를 도출하여 

비교한다. 

2. 선행연구 고찰

환경생태계획은 1990년  반에 학술  연구 차원에서 

한국에 도입되었다. 그 이후 학자들을 심으로 국토의 

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한 방안으

로 환경생태계획을 심으로 연구하 다. 그리고 2004년

부터 국토해양부의 신도시조성을 한 지침에 규모 도

시조성 시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계획으로 자리 잡게 되

어 차 향력을 넓히고 있다. 지 까지 한국에서는 환

경생태계획의 개념을 설정하고 이를 제도화하며, 실제 사

례지에 용을 하기 한 계획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최

희선, 2008). 그러나 이런 연구를 기반으로 최근에는 환경

정보의 생산에 다양한 과학 인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홍

정선 외 2007, 배소연 외 2009, 문수  외 2009 등)과 이

를 IT 련 기술과 목시켜 실시간 정보를 축척하는 방

법(국토해양부 2009)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공간계획과 

목시키는 방법론(김연미 외 2009, 국토해양부 2009)과 

같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최근에는 과학  도구를 이용한 

공간계획 수립과 련된 연구가 진행되면서 환경생태계

획에도 계획을 통한 환경부하 감 효과에 한 연구가 

본격 으로 시작되고 있다. 특히 도시 미기후 변화 련 

연구에서 이러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계획을 통한 환

경 개선에 하여 이의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로 국내에

서는 복잡한 도심 내 환경친화 인 공간을 조성한 후 이

에 한 효과를 측한 연구(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

를 시작으로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시 기환경 변화에 

한 연구(구해정 외 2006), 온실가스 감 방안을 용

했을 경우 나타나는 변화 연구(김운수 외 2006 등)와 도

시의 탄소발생량을 산출하고 이를 감하기 한 계획  

방안에 한 연구(왕 익 2008, 환경부 2009), 계획을 통

한 도시 에 지소비 감 련 연구(김선희 2008 등), 도

시기후 변화에 응하기 한 주거단지 조성 방안(한국건

설기술연구원, 2009) 등으로 계획을 통해 환경의 개선효

과를 검증하고 동시에 에 지 사용과 탄소 감을 도모

하는 연구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외에서는 우리보다 

앞선 1980년  후반부터 식재와 알베도 개선을 통해 열

섬 감과 이에 따른 에 지 감량 산출에 한 연구가 

수행(Mcperson et al, 1994, Taha, et al 1997, Akbari et 

al 2008)되었고, 기후변화 응을 한 많은 연구와 실험, 

효과검증을 통해 열섬 감  에 지 약을 하여 단

독주택에서 향에 따른 식재배치 방안  옥상녹화 조성

방안에 한 가이드라인이 제작되어 일반인들에게 배포

되고 있다(토론토, 뉴욕 등).  

본 연구에서처럼 환경변화  특히 도시기후 변화와 

련된 효과 검증 연구에는 미기상 수치모델을 활용하여 연

구를 수행한 사례가 많다. 표 으로 탄소  에 지 

감 효과를 CityGreen이라는 로그램을 활용한 연구

(W.D.Solecki, 2005)와 개발에 따른 지형변화가 바람장에 

미치는 향을 Envi-met으로 비교한 연구(정우식, 2006), 

Envi-met을 활용하여 학 캠퍼스 신축 련 사업에서 개

발  황과 개발 후, 환경 으로 개선했을 때 변화를 

모의(W.N.Hien, 2007)하는 연구, Envi-met 모델을 이용하

여 공동주택 단지의 미기후 환경의 개선 방향을 수행한 

연구(김 권, 2008), 주거단지 내 측정을 통해 모델 결과

치와 조하여 보정한 후 단지 내 포장  호수의 깊이를 

변형하여 나타나는 변화를 연구(Z.Chen, 2009) 등이 있다. 

3. 환경생태계획 기반의 마스터 랜 수립

  3.1 마스터 랜 수립 배경  조건

남양주 화도읍 월산리 일 는 월산리 유역권을 포함한 

면  11.4㎢  월산 1～6지구  주변지역 약 3㎢에 

하여 남양주도시공사를 포함한 서로 다른 시행사가 이 

일 에 주거단지를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 지역은 2011년 남양주가 유치하는 세계 유기농 회

가 열리는 지역과 매우 가까운 곳에 치하고 있어, 남양

주도시공사에서 생태  주거단지의 모범사례를 조성하고

자 시범단지를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시범단지를 제외

한 주변 공간에 일반 아 트가 각각 서로 다른 사업자들

이 개별 설계로 계획되어 주거단지의 통일성이나 조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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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남양주 월산리 Sustatainable Master Plan(1단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일 의 무분별

한 개발을 제어하고 친환경 인 개발을 유도하며, 차후 

남양주시의 도시개발 사업에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 주

거단지를 짓고자 환경생태계획 기반의 마스터 랜을 수

립하게 되었다.

이 지구에 당  계획된 주거지 면 은 666,742㎡이고 

세 수는 9,679세 , 가구당 인구는 2.6인으로 총 계획인

구는 25,169명이다. 당  개발계획에서 아직 1～6지구  

2,3,5지구에 구체 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 지만, 

마스터 랜을 통해 체 지구에 하여 필요한 주거지 

면 , 세 수, 총 계획인구를 만족하도록 계획이 수립되

었다. 그리고 동일한 인구를 수용고 교통량과 기반시설을 

모두 만족시키기 한 계획안을 제시하 다.

 

  3.2 마스터 랜 수립 로세스

1) 환경정보지도의 작성

이 지역에 마스터 랜을 수립하기 해 먼  남양주 월

산리 일  약 11㎢에 하여 LiDAR data1)를 이용하여 

DEM(Digital Elevation Model)과 DSM(Digital Surface 

Model)을 구축하고 고해상도 정사 상을 이용하여 토지

이용 황을 악한다. 이런 기 자료를 U-IT 생태정보 

분석 로그램(국토해양부, 2009)을 이용하여 련 황

정보의 첩, 지형 분석을 통해 기반자료를 구축하고 여

기에 장조사와 시뮬 이션 작업을 통하여 공기․기

후․소음과 물․하천, 토양, 동식물식생, 비오톱, 경   

토지이용에 한 환경정보지도를 작성하 고 이를 바탕

으로 환경생태계획을 수립하 다. 

비오톱과 하천 련 정보도처럼 장조사가 반드시 필요

한 정보도를 구축할 때 고해상도 항공 상을 활용하여 

실내에서 토지이용 황을 분류하고 장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장조사에 따른 업무 부하를 최소화 할 수 있

었다. 소음의 경우 소음측정기를 이용하여 장 측정을 

통해 정보를 구축하 고, 바람, 물수지의 경우 앞서 구축

한 비오톱 지도를 활용하여 시뮬 이션을 수행하는 방식

으로 정보도를 구축하 다. 

그림 1. 분야별 환경정보지도의 구축

2) 환경생태계획의 수립

환경정보지도를 바탕으로 환경생태계획을 수립하면서 

우수한 자연지역의 보 , 개발 면 의 확보에 한 갈등

1) Light Detection And Ranging의 약어로서 항공기에 GPS 수

신기  성 항법장치를 탑재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이

를 지상부에 쏘아 지형의 기복을 측하여 만든 자료

을 4가지 계획으로서 제시하게 되었다. 상지 내의 생태

 기능을 공간 으로 분석하여 제시하는 생태기능공간계

획과 생태  기능을 상호 연계하여 상지 내의 생태기능

을 최 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생태연계계획, 도

시의 기후조건  녹지체계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일련의 

방법들을 제시하는 도시 어메니티 계획, 마지막으로 개발

로 인해 래되는 자연에 한 침해를 상하여 그 응

책을 제시하는 개발 응공간계획을 세워 반드시 보 해야 

할 자리와 개발 가능지를 도출하고 개발로 인해 훼손되는 

지역에 하여 한 보상 책을 수립하 다. 

환경생태계획  수자원개선 공간계획에 필요한 상지 

불투수율을 설정하기 하여 강우유출모델인 WEP 모델을 

이용하여 물수지에 한 계산을 수행하 다. 환경정보지도

에서 구축한 토지이용 황도를 바탕으로 상지의 재 불

투수율을 도출하고(36.7%), 이에 하여 불투수율이 45%, 

53%, 68%의 단계로 상승시에 하여 시뮬 이션을 수행

하 다. 그 결과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불투수포장률을 

53% 이상 올릴 경우 상지 내 유출율, 지하수 함양 등에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어 상지 사업 수행시 불투수포장

률을 이는 것이 매우 요하다는 제안을 할 수 있었다. 

그림 2. 월산리 환경생태계획 수립

3) Sustainable Master Plan 수립

환경생태계획에서 제시한 개발가능지, 보 지, 훼손보상

지를 바탕으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자원을 최 한 

이용하면서 실 인 개발수요를 충족시키는 지속가능한 

마스터 랜을 수립하 다. 마스터 랜에는 인구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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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친환경 주거단지 계획 구상(2단계)

그림 5. Green, Blue, Linea, Brown 마스터 랜

생활권계획, 주택계획, 공공시설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

계획, 공 처리시설  집단에 지시설계획, 공원녹지계

획, 경   미 계획, 친환경계획, 택지공 계획, 재원조

달  자 투자계획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재 개발

계획이 수립된 월산리 1～6지구를 1단계 개발계획으로, 

차후 그 일  도시의 미래상을 상하여 2단계 개발계획

을 수립하 다. 

생태 인 마스터 랜은 계획 상지의 특성을 고려한 

환경생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추어 고품격 문화와 생

태가 함께하는 커뮤니티 주거단지를 실 하기 한 테마

와 구조를 제시하는 것에 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

다. 생태 인 공간 조성을 해 지구별로 민간과 공공 개

발주체별로 우수유출률, 자연지반녹지율, 생태면 률을 

다르게 설정․제시하 다. 월산리 1～6지구  공공개발 

주체인 5지구의 경우 자연지반녹지율 25%, 생태면 률 

60%, 우수유출율 25%로 설정하고 나머지 지구의 경우 

자연지반녹지율 25%, 생태면 률 50%, 우수유출율을 

40%로 지정하여 제시하 다. 한 건물 배치계획에서 바

람길, 오염확산 시뮬 이션을 통해 환경정보지도 분석에

서 악한 주요 바람통로에 장애가 없도록 건물배치를 

계획하 다. 가용토지의 산정시 지하수 함량 최 화  

가치있는 토양을 보 하기 해 토양분석을 수행하고 이

를 배치계획에 반 하 다. 

4) 생태  외부공간 계획 수립

1～2단계 개발계획을 바탕으로 우선 개발지로 잡힌 월

산리 1～6지구를 상으로 상지 외부공간에 하여 

Green, Blue, Linear, Brown마스터 랜을 제시하 다. 이

들 마스터 랜은 주로 Eco Road, 공원녹지 조성, 자연배

수시스템 구성과 같이 도시 인 라 시설을 심으로 생태

인 공간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계획안을 제시하 다. 이

들 계획은 생태보상 개념에 입각한 마스터 랜을 통하여 

생태도로, 류녹지 등을 조성하는 계획안을 제시하 다. 

  3.3 도시기후 변화 응을 한 환경생태계획

남양주 월산리 일 에 환경생태계획을 용하여 주거단

지 반에 걸쳐 생태 인 잠재력과 환경을 개선하는 마

스터 랜을 수립하 다. 환경생태계획은 자연의 기능을 

최 한 보 하고 이용한다는 에서 도시기후 변화에 

응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앞서 기술한 계획 로세스에

서 도시기후 변화에 응을 해 용한 환경생태계획은 

공원  녹지계획 수립 시 3가지 기본방향을 수립하 다. 

① 기존 공원녹지  주변 자연환경과의 연계를 통하여 

오 스페이스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② 수변공간, 공원, 녹지 등을 종합 으로 활용한 공원

녹지체계를 구상한다. 

③ 도시민의 쉼터로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

록 공원이용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 

의 세 가지 기본 방향에 맞추어 White, Green, Blue 

Network 측면에서 아래와 같이 환경계획을 용하 다. 

그림 6. 공원녹지체계 구상도

① White Network  

- 환경정보도 구축을 통하여 상지를 가로질러 흐르는 

바람길을 찾아내고, 주변에 건축물을 짓지 않도록 하고 

기류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식재를 한다. 

- 건축물 계획 시 산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길을 고려하

여 주동 배치를 통해 자연 통경축을 확보한다.

- 충분한 바람통로 폭원 확보를 하여 건축후퇴선을 

극 으로 활용한다.

- 바람통로와 연계한 보행자도로 구축하고 도로변 따라 

완충녹지를 계획하여 Green Axis 축을 구축한다. 

바람길 확보를 한 의 방안을 상지에 용하 고, 

주거단지가 조성되었을 때 개발 에 악한 바람길이 

어떤 향을 받는지에 하여 CFD를 이용하여 시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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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바람길 황 환경계획 용 후 바람길 황

그림 7. 환경계획에서 바람길 확보 후 시뮬 이션 수행

생태연못과 실개천 조성 수변과 조화 이루는 보행로

그림 9. Blue network 확보를 한 구상

션을 수행하 다. 그 결과, 하천을 타고 오던 바람이 

상지 내부 곳곳으로 바람이 들어가고 다시 하천을 통해 

나오는 결과를 도출하 다. 

② Green Network

-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에 하여 생태보상 개념을 

용하여 개발지구 북측에 존하는 창고와 포장된 공

간을 생태공원으로 환한다. 

- 주거지 북서측에 존하는 산림을 공원녹지로 지정하

여 보 하고 완충녹지의 폭원을 충분히 확보하며, 블록

별 건축후퇴선 지정을 통해 추가 확보된 공지 내에 녹

지를 조성한다. 

- 상지 북측 로와 하는 상업공간 옥상부에 녹화와 

단지 내부의 도로 주변에 가로수를 집  식재하여 도

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흡착하고 녹지네트워크의 

연계를 도모한다. 

기존의 토지이용계획 환경계획 기반 토지이용계획

그림 8. 생태보상 개념의 녹지 확보

③ Blue Network

- 단지 내부에 흐르는 하천 주변에 범람을 비하여 수

변녹지를 조성하여 평시에는 녹지공원으로 사용하고, 

호우 시 침투녹지로 활용한다. 

- 주거지 내 낚시터로 사용 인 자연호수를 생태 인 

연못으로 보 하고 학교 내 운동장 등을 활용하여 실

개천(우수활용, 건기시 건천 유지)을 조성함으로서 수

순환 거  공간이 되도록 제안한다. 

- 주거단지 조성 시 단지 내 도로와 같이 포장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 불투수 포장재의 사용을 지양

한다. 인공지반 상부에 녹화  빗물침투시스템 등을 

용한다.

3가지 방안에 한 각각의 계획요소 용은 궁극 으로 

녹지공간과 투수공간을 확보  조성하고 바람길을 보호

하는 역할을 하고, 이는 궁극 으로 도시기후 변화에 

응할 수 있는 계획요소로 작용한다. 

4. 환경생태계획 용 ․후의 환경변화 

앞에서 제시한 환경생태계획 요소를 상지에 용한 

환경생태계획 기반 마스터 랜과 기존의 토지이용계획과 

비교분석을 수행하 다. 기존의 토지이용계획에 하여 

환경생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하여 계획안을 모두 

수정한 상태로 개발사업이 진행되다보니 아직 개발안이 

실에 실 되지 못하 다. 이런 한계로 환경생태계획을 

용하 을 때, 도시 미기후 차원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

나는지 실측할 수는 없지만 Envi-met3.1을 통한 시뮬

이션으로 추측할 수 있다. 

  4.1 시뮬 이션의 개요 

Envi-met은 독일의 Bruse(1998)가 개발한 미기상 수치

모델로서 재는 컴퓨터의 OS환경에 맞추어 3.1 release 5

까지 출시되었다. Envi-met은 미기상학 수치모델에 하

여 깊은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건물의 높이와 형태, 포장

재료, 식물종에 한 개략 인 입력을 통해 미기후의 변화

를 시뮬 이션 할 수 있도록 만든 로그램으로, 재까지 

무료로 구나 사용할 수 있는 리웨어 로그램이다. 

Envi-met은 사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자료를 입력할 수 있

고 1m단 의 모델링이 가능하여 미기후 상 규명에 합

하고, 사용자의 숙련도가 높을수록 실측치와 유사한 결과

를 도출할 수 있다. 한 건축물에 한 물성이나 외부공

간에 사용되는 포장재, 식재 뿐만 아니라 일사량 등의 정

보를 Envi-met에서 기본 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지  연

구와 같이 계획안이 구체 이지 않더라도 건축물의 높이

와 외부공간 포장재, 식재의 정보만 있으면 시뮬 이션이 

가능하다. 한 일사량을 비롯한 기후 련 정보가 제공되

므로 해당 지역에 한 ․경도와 시뮬 이션을 시작할 

시 의 온도( 빈온도), 습도, 풍향, 풍속, 방 , 시기에 

한 정보만 입력하면 쉽게 시뮬 이션을 할 수 있다. 그러

나 Envi-met의 시뮬 이션 데이터 산출시 최장 48시간의 

자료만 만들 수 있어 연 데이터와 같이 장기 변화 분석 

자료를 만들기 어렵고, 분석할 공간 인 범 가 1km×1km

를 넘으면 이 모델을 사용기에 부 한 면이 있다. 

기존 연구(문수  외, 2010)에서 월산리 1～6지구와 그 

일  상지 반에 하여 개발 과 기존의 토지이용

계획 수립방법, 환경계획 기반의 토지이용계획 수립 방법

으로 계획한 토지이용계획에 하여 시뮬 이션을 수행

하 다. 앞서 언 하 지만, 월산리 1～6지구 개발계획 

 계획안이 수립된 것은 1,4,6지구이고 나머지 지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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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건축물배치도 Envi-met 모델 20시 기온 기  상세분석 상 선정

기존  

토지이용

계획

(A)

환경생태

계획 기반  

토지이용

계획

(B)

그림 10. 두 가지 토지이용계획에 하여 건축물배치도, Envi-met 모델, 상세분석 상 선정 

는 지구 경계선만 설정되어 있는 상태 다. 그리고 개발 

계획이 수립 된 지구 역시 건축물의 높이, 형태, 배치에 

한 개략 인 계획만이 수립된 상태 으나 1지구의 경

우 그  가장 구체 으로 건축물과 도로, 조경계획이 수

립되어 이 지구에 해서는 월산리 체에 한 개략

인 시뮬 이션을 수행할 때에 공간에 한 정보 모델링

을 가장 정 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서로 다른 

방법론으로 수립한 토지이용계획의 시뮬 이션 결과에서

도 가장 확연한 차이를 보여 월산리 1～6지구  1지구

에 하여 보다 정 한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1지구

에 한 모델링을 수행시 외부공간에 한 개략 인 정

보를 바탕으로 Envi-met에서 제공하는 아스팔트포장, 벽

돌포장, 물 등에 한 물성치가 우리나라와 동일하다는 

제 하여 그 로 활용하 다. 식생의 경우 Envi-met에

서 제공하는 식물에 한 정보 에서 우리나라에 용 

가능한 지, 교목, 목으로 분류를 추려 역시 이들의 물

성치가 우리나라와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입력을 수행하

다. 그리고 이 지 의 ․경도(37.39°N, 127.19°E)를 입

력하여 Envi-met에서 제공하는 일사량이 두 상지에 동

일하게 용된다는 가정 하에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시뮬 이션은 여름철과 겨울철 두 계 에 하여 실시

하 다. 2009기상연보에 근거하여 여름철은 가장 무더운 

날로 기록된 8월 16일을 기 으로 시뮬 이션을 하 고 

겨울철은 가장 추운 날로 기록된 1월 15일을 기 으로 

시뮬 이션을 하 다. 

두 계  시뮬 이션 모두 기존의 토지이용계획과 환경

생태계획을 용한 토지이용계획에 하여 선정된 날에 

기상청의 AWS에서 측된 온․습도, 풍향, 풍속 자료를 

표 1과 같이 입력하여 수행하 다.  

시뮬 이션 결과 분석을 할 때는 여름철과 겨울철에 각

기 냉난방 부하가 높은 시간 를 심으로 분석을 수행

하 다. 여름철 시뮬 이션은 식생이 도시의 열을 식

다는 기존 연구에 근거하여 여름철 력소모의 최고 부

하가 걸리는 14시와 간부하가 걸리는 시간  가정에 

귀가하여 냉방을 가동하는 20시를 심으로 분석하 다. 

겨울철 시뮬 이션은 기존 연구에서 식생이 계 풍을 막

아 으로서 겨울철 난방수요를 감할 수 있다는 에 

착안하여 동트기  난방 가동시간인 06시와 취침  난

방가동시간인 22시를 심으로 분석하 다. 

계 I nput item D ata

공통

조건

Start time 06:00:00

Total Simulation time 24h

Save model state each 120min

Specific Humidity in 2500 m 7

Walking speed(m/s) 1.0

여름

Wind speed 0.2 m/s

Wind direction 199.4

Initial temperature 293.45

Relative humidity 84.9%

겨울

Wind speed 0.2 m/s

Wind direction 161.6

Initial temperature 255.25(K)

Relative humidity 33.3%

표 1. 시뮬 이션 용 조건

환경생태계획의 용에 따라 여름철에는 열섬 감에, 

겨울철에는 난방부하 감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부수  효과로 열쾌 성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에 해 알아보기 하여 두 가지 계획안에 

하여 기온과 평균방사온도(Mean radient temperature)를 

산출하 다. 동시에 여름철 낮 시간 PMV 지수를 산출하

여 환경생태계획 용 ․후에 한 환경변화를 비교․

검토하 다. 이 두 계획안에 하여 기존 토지이용계획 

방법론으로 수립한 계획안을 (A)로 지칭하고, 환경생태계

획 기반으로 수립한 토지이용계획안을 (B)라 지칭하고 두 

계획안 모두 1.5m 높이의 결과 값을 분석하도록 한다.

 

  4.2 여름철 

여름철 력부하가 가장 높은 14시의 경우 단지 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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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여름철 력 최고부하기 기온(14: 00) 여름철 력 간부하기 기온( 20:00) 여름철 력 최고부하기 PMV(14: 00)

기존  

토지이용

계획

( A)

환경생태

계획기반  

토지이용

계획

(B)

표 2. 두 가지 토지이용계획안에 하여 여름철 기온  PMV 비교

겨울철 오  난방기 기온( 06:00) 겨울철 녁 난방기 기온(22: 00)

(A) (B) (A) (B)

표 3. 두 가지 토지이용계획안에 한 겨울철 기온비교

구분
여름철 력 최고부하기 

방사온도(14: 00)

여름철 력 간부하기 

방사온도(20: 00)

겨울철 오 시간   

방사온도(06: 00)

겨울철 녁시간    

방사온도(22: 00)

(A)

(B)

표 4. 두 가지 토지이용계획안에 하여 여름과 겨울 방사온도 변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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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주변에 부분 으로 기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두 계

획안에 공통 으로 나타나지만 단지 내부온도가 (B)안에 

비하여 (A) 안이 약 2℃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분 으로 (A)안 단지 앙 부분의 건축물과 

근 한 부분에는 (B)안에 비하여 최고 7℃까지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단지 체 평균온도를 구해보면 (A)는 

24.28℃, (B)는 23.17℃로 단지 외부의 도로 등의 기온을 

합산 할 경우 약 1.1℃ 정도의 차이를 나타낸다. 

여름철 14시의 열쾌 성을 평가하기 하여 평균방사온

도를 구해보면 건물동과 인 한 부분에는 그림자 효과로 

인해 큰 온도 차이를 나타내지 않으나 그림자의 향을 

벗어나는 지역의 경우 4～5℃의 온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건물 동과 동 사이 조경공간에서 이런 온도차

이가 나타나고 있다. 두 계획안의 평균방사온도를 구해보

면 (A)는 54.21℃, (B)는 45.48℃로 단지 외부공간의 평균

방사온도를 합산할 경우 약 8.7℃의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결과를 통하여 두 계획안에 하여 여름철 14시

의 기온차이는 1.1℃가 나타나고, 평균방사온도에서는 약 

8.7℃라는 큰 차이를 나타내며 이는 인체가 느끼는 열쾌

성에도 큰 차이를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평균방사온도 차이를 기 로 여름철 14시에 PMV가 각 

상지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시뮬 이션을 통해 고찰

한 결과 표 2와 같은 차이를 나타내었다. PMV 지수로 

단해보면 (A)와 (B) 둘 다 건물의 그림자가 형성되는 

공간에서는 비교  쾌 하다가 나타난다. 그러나 그림자 

외 공간에서 (A)의 경우 PMV 지수가 2～3 사이를 나타

내서 덥다 혹은 무덥다의 상태이고 (B)의 경우 PMV 지

수가 -0.04～0.3 사이를 나타내서 비교  쾌 한 상태임

을 알 수 있다. 두 상지의 체 PMV 지수를 평균해보

면 (A) 상지의 경우 1.53으로 조 덥다인 1과 덥다인 2 

사이의 간 상태이고, (B) 상지의 경우 0.99로 조  덥

다인 1에 가까운 상태로 나타난다. 20시의 기온차의 경우 

14시와 마찬가지로 단지 내부에 약 1℃정도 차이가 나타

나고 지 별로는 2～2.5℃ 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두 

계획안의 체 평균기온을 비교하면 (A)안의 경우 21.

4℃, (B)안의 경우 19.9℃로 평균 1.5℃의 차이가 나타남

을 알 수 있다. 평균방사온도의 경우 지 별로 최  5～

6℃정도 차이가 나타나고 체 평균으로 (A)안은 13.8℃, 

(B)안은 12.8℃로 약 1℃정도 차이가 나타난다.

  4.3 겨울철 

여름철에 비하여 겨울철에는 새벽시간이나 녁시간이

나 온도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두 계획안에도 두

드러진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기온의 변화를 보면 

단지 체에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지만 단지 내 건물 

동 주변에서 (A)안과 (B)안의 기온 분포가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B)안의 내부 온도가 반 으로 낮게 나타나

지만 건물 동 주변 식재나 투수포장 주변으로 약 0.5～

0.7℃정도 높게 나타나는 상이 나타난다. 두 계획안의 

기온 평균을 보면 06시에 (A)는 2.80℃, (B)는 2.85℃로 

평균 0.5℃정도 (B)안이 높게 나타났고, 22시에는 (A)안

이 3.83℃, (B)안이 3.77℃로 두 계획안에 기온차가 거의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평균방사온도의 경우 기

온과 마찬가지로 06시에 (A)안은 -3.05℃, (B)안은 -2.8

6℃로 나타나고 22시에 (A)안은 -1.88℃, (B)안은 -1.85℃

로 차이가 미미하게 나타난다. 

5. 결 론

본 연구는 남양주 월산리 1～6단지 일 에 수립한 기존

의 토지이용계획을 생태 인 계획으로 개선하기 하여 환

경생태정보지도를 구축하고 이에 하여 환경생태계획과 

생태  외부공간계획을 수립하고 두 계획에 하여 도시

기후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에 한 비교를 수행하 다. 

여름철과 겨울철로 나 어 분석한 결과 여름철에 가장 더

운 14시에는 단지 부분 으로 최고 7℃까지 차이가 나타

나는 경우도 있었다. 체 평균 기온은 1.1℃정도 기온차

이가 나타났고, 평균방사온도는 8.7℃라는 큰 차이를 나타

냄을 알 수 있었다. 즉, 여름철에는 평균기온과 평균방사온

도에서 차이를 나타냄으로서 냉방부하에 직 인 감효

과와 열쾌 성 측면에서 개선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겨울의 경우 여름과 달리 기온이나 평균방사온도에서 거

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식재와 투수포장이 설치된 지

역에서는 부분 으로 미미한 온도차가 나타나기도 한다. 

PMV 지수에서는 주거단지 내부에 건물동 주변으로 그림

자가 드리운 지역에서는 (A)안이나 (B)안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그 외 공간에서는 (B)안은 0에 가까운 지수

가 나타나는 반면 (A)안은 3에 가까운 지수가 나타났다. 

즉, 생태 인 공간계획을 통해 건물의 그림자 향이 없는 

지역에 보다 쾌 한 공간을 조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환경생태계획 련 연구가 생태 인 기능과 동식

물을 비롯한 자연자원의 보 에 이 맞추어졌다면 본 

연구는 환경생태계획이 도시 미기후 개선에도 효과가 있음

을 증명하고자 시도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토지이용계획

과 건물 배치안을 이용하여 결과를 산출하 기 때문에 실

제 계획안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만, 

환경생태계획을 통해 주변 환경에 어느 정도 환경부하를 

낮출 수 있다는 정량 인 결과를 보여주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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