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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Urbanization causes urban floods and urban heat island in the summer, so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ing the changes of the thermal environment through urban climate and energy balance. This
can be explained by the energy balance, but in urban areas, unlike the typical energy balance, the storage
heat flux saved in the building or artificial land cover should be considered. Since the environment of
each city is different, there is a difficulty in applying the method of retrieving the storage heat flux of the
previous research. Especially,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are focused on the overseas cities, so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storage heat retrieval suitable for various land cover and building characteristics of
the urban areas in Korea. Therefore, the object of this study, it is to derive the regression formula which
can quantitatively retrieve the storage heat using the data of the area where various surface types exist.
To this end, nonlinear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net radiation and surface temperature
data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flux tower based storage heat estimates as dependent variables. The
retrieved regression coefficients were applied to each independent variable to derive the storage heat
retrieval regression formula. As a result of time series analysis with flux tower based storage heat
estimates, it was well simulated high peak at day time and the value at night. Moreover storage heat
retrieved in this study was possible continuous retrieval than flux tower based storage heat estimates. As
a result of scatter plot analysis, accuracy of retrieved storage heat was found to be significant at 50.14
Wm-2 and bias -0.94 W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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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 율은 50%에 육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80% 이상의 매우 높은 도시화를 보여 준다

(Kim et al., 2016). 또한높은도시화는여름철도시형홍수,

도시 열섬 등을 야기 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기후 및 에너지 균형을 통한 열

환경 변화의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Kim et al., 2016).

일반적인 에너지 균형의 변화는 에너지 수지를 통해 설

명될 수 있으며, 에너지 수지는 식 (1)로 정의된다.

                     Rn = H + G0 + LE (Wm-2)                      (1)

여기서 Rn은 순복사, H은 현열, G0은 지열, LE은 잠열

을 의미한다. 하지만 도심지의 경우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도로나 건물 등으로 인해 불투수성 인공 피복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비도심지에 비해 지표에 저장되는 열

에너지의 양이 증가하게 되며, 밀집된 건물의 영향으로

장·단파 복사 에너지 갇힘 현상에 의한 흡수·방출되는

열에너지의 양이 증가한다(Ryu and Baik, 2010). 이러한

현상은 최근 도시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도시 열

섬 현상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도심지에

서의 에너지 수지 식은 인간의 활동 및 인위적인 원인

에 의해 발생되는 열에너지를 고려할 수 있는 항이 추

가된 식 (2)와 같이 정의될 수 있다.

           Rn + Qf = H + LE + ΔQs + Qa (Wm-2)             (2)

Qf는 인간활동에 의한 열 배출 플럭스이며, Qa는 수

평으로 유입/유출되는 열 이류 플럭스, ΔQs는 저장열을

의미한다. 여기서 저장열은 순복사가 아침에 분해되어

밀집되어 있는 고층 건물이나 도로에 저장된 후 오후에

다시 방출되는 에너지를 말하며, Hwang et al.(2010)에 따

르면 도심지에서는 현열의 2배이상의 높은 저장열이

관측된 바 있다. 따라서 도심지에서의 에너지 수지 균

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현열과 잠열 뿐만 아니라 저장

열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대도시의

경우 도시 열섬 현상이나 열대야 등의 심각한 열 환경

변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저장열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필수적이

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저장열은 도시 표면의 복잡한

3차원 구조와 피복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산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측정이나 모델링의 어려움이 따른다

(Grimmond and Oke, 1999). 다양한 도심지를 대상으로

저장열 산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Oliphant et al., 2004; Meyn et al., 2009; Taha, 1999), 도시마

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선행연구의 방법을 타 도심지

에 적용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특히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국외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내 도심지의 다양한 토지피복과 건물 특성에 적합한

저장열 산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지표타입이 존재하는 서울

은평구 지역의 자료를 이용하여 정량적인 저장열 산출

이 가능한 회귀 식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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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도시화는 여름철 도시형 홍수, 도시 열섬 등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 열환경 변화의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이는 에너지 수지를 통해 설명될 수 있지만, 도심지의 경우 일반적

인 에너지 수지와 달리 건물이나 인공토지피복에 의해 저장된 열에너지인 저장열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지만 저

장열은 도시 표면의 복잡한 3차원 구조와 피복의 다양성 때문에 그 산출이 어려우며, 도시마다 다른 환경으로 인

해 선행연구의 저장열 산출 방법을 타 도심지에 적용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특히 대부분의 선행연구

는 국외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내 도심지의 다양한 토지피복과 건물 특성에 적합한 저장열 산

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도심지의 다양한 지표타입이 존재하는 지역의 자료를 이용하

여 저장열의 정량적인 산출이 가능한 회귀 식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순복사와 지표면 온도 자료를 독

립변수로, 플럭스 타워 기반 저장열 추정치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비선형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산출된 회

귀계수를 각 독립변수에 적용하여 저장열 산출 회귀 식을 도출하였다. 플럭스 타워 기반 저장열 추정치의 시계

열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산출한 저장열이 주간의 high peak와 야간에서의 값의 분포와 경향을 잘 모의하고 있

었고, 플럭스 타워 기반 저장열 추정치에 비해 연속적인 저장열 산출이 가능하였다. 또한 산점도 분석 결과 Root

Mean Square Error (RMSE) 50.14 Wm-2, bias -0.94 Wm-2로 유의한 수준의 정확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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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자료

본 연구의 연구기간은 2014년 9월로 선정하였으며,

연구지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로 선정하였다. 이 지역

은 주택가와 소규모의 산지로 이루어져 다양한 지표타

입이 존재하며, 플럭스 타워가 설치되어 있어 실측자료

수집에 용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저장열 산출 회귀 식을 도출하기 위하

여 순복사와 지표면 온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저장열은

순복사가 분해되어 생겨나는 에너지로서, 순복사 변화

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지표면 온도의 경우 도심지

내에서 열에너지가 발생할 시 가장 민감하게 변화하는

인자로서 저장열의 변화를 관측할 수 있는 인자이다.

순복사 자료는 다중 위성과 전산유체역학(CFD)모델

의 융합을 통해 산출된 자료를 사용하였으며(Kim et al.,

2017), 지표면 온도 자료는 Vegetated Urban Canopy

Model(VUCM) 모형을 통해 산출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Lee et al., 2007). 사용된 자료의 정보는 Table 1과 같다.

저장열 산출 및 평가를 위한 자료는 서울특별시 은평

구 플럭스 타워에서 관측된 자료인 순복사, 현열, 잠열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자료는 20 m 높이의 건물 위에

설치된 10 m플럭스타워의CNR1 복사계(Kipp& Zonen

B.V.)를 통해 관측되었다(Hong et al., 2016).

3. 연구 방법 및 결과

본 연구에서는 순복사 및 지표면 온도 자료를 이용한

비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은평구의 저장열 추정치를 산

출하였다. 전체 연구 기간 중 강수 등 다양한 기상상태

가 존재하는 9월 16일부터 19일의 자료를 훈련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표본 자료로 사용한 저장열 추정치는 플

럭스 타워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식 (3)을 통해 구축되

었다. 식 (2)에서 Qf는 순복사 관측값에 포함되어 있으며,

Qa는 일반적으로 무시 가능한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

(Hong et al., 2016).

                   ΔQs = Rn – H – LE (Wm-2)                    (3)

플럭스 타워 기반 저장열 추정치를 종속변수로, 순복

사 및 지표면 온도 자료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비 선

형 회귀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 저장

열 산출 식은 식 (4)와 같다. 회귀 분석의 결과는 Table 2

와 같으며 산출된 표준추정오차가 10.12 Wm-2로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ΔQs = 7.2999LST + 0.6696Rn – 0.2951LST2

+ 0.0003Rn2 – 78.4454                               (4)

Fig. 1은 식 (4)를 전체 연구기간에 적용하여 산출된

저장열 자료와 플럭스 타워 기반 저장열 추정치의 시계

열 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주간에는 본 연구에서 산

출한 저장열 자료가 high peak를 잘 반영하며 플럭스 타

워 기반 저장열 추정치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으

나 야간에는 값의 범위는 유사하나 플럭스 타워 기반 저

장열 추정치의 비해 변동성이 적은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는 독립변수로 사용된 순복사 자료가 플럭스 타워 기

반 저장열 추정치와의 검증 시 야간에서 과소모의하며,

값의 변동성이 적은 결과를 보여 이에 영향을 받은 것

으로 판단된다(Kim et al., 2017). 또한 9월 26일의 경우 다

른 날과 달리 플럭스 타워 기반 저장열 추정치와 큰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이 날은 구름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순복사 산출 시 구름 판단의 오류로 인해 낮은 값의 순

복사가 산출되어 저장열 산출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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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formation of the data used for retrieving of storage
heat flux

Data Spatial
resolution

Temporal
resolution Reference

Net radiation 30 m hourly Kim et al. 
(2017)

Land surface
temperature 30 m hourly Lee et al. 

(2007)

Table 2.  Statistic figures of fitting result using net radiation and
land surface temperature at Eunpyeong-gu site

Coefficient Standard
Error R

Standard
Error of
Estimate

(Constant) -78.4454 16.8906

0.99 10.1287
LST 7.2999 1.7763
Rn 0.6696 0.0531

LST2 -0.2951 0.0425
Rn2 0.0003 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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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체 연구기간의 플럭스 타워 기반 저장열 추정

치와 본 연구에서 산출한 저장열 자료의 산점도 분석 결

과 R 0.712 Wm-2, RMSE 50.14 Wm-2, bias -0.94 Wm-2의 정

확도를 보였다(Fig. 2). 이는 선행연구(Grimmond and

Oke, 1999)에서 제시한 저장열의 오차범위인 RMSE 30-

80 Wm-2이내의 정확도이며, Ferreira(2013) (RMSE 74.11

Wm-2)와 Offerle(2005) (RMSE 48.2 Wm-2)의 연구에서의

정확도와 유사한 결과이다.

Fig. 3은 전체 연구기간의 일 변동을 분석하기 위하

여 시간별 평균을 실시한 자료의 시계열 분포를 나타내

었다. 야간에는 값의 분포와 경향이 비교적 정확하게 모

의된 반면, 주간의 경우 본 연구에서 산출한 저장열이

과대 모의하는 경향을 보였다. 플럭스 타워 기반 저장

열 추정치는 평균 20%의 부재율을 가지지만 주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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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ime series comparison with storage heat flux retrieved in this study (blue dash line) and measured by flux
tower (Eunpyeong-gu site, black solid line) using hourly averages from this study period (Sep., 2014).

Fig. 2.  The scatter plot of validation result about storage heat
flux retrieved in this study and measured by flux tower
(Eunpyeong-gu site) during of this study period (Sep.,
2014).

Fig. 1.  Time series comparison with storage heat flux retrieved in this study (blue dash line) and measured by flux tower
(Eunpyeong-gu site, black solid line) during of this study period (Sep.,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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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5%의 높은 부재율을 보였다. 이로 인해 주간에

서의 플럭스 타워 기반 저장열 추정치의 high peak가 제

대로 반영되지 못해 시간별 평균 자료가 낮게 계산되

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산출한 저장열의 경우 자료

의 부재 없이 high peak가 잘 반영되었기 때문에 주간에

서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산출하게 되어 발생한 차이로

판단된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도심지의 다양한 토지피복과 건

물 특성에 적합한 저장열의 산출을 위해 고해상도 순복

사와 도시지역의 다양한 환경이 반영된 지표면 온도 자

료를 사용하여 회귀 식을 도출하였다. 산출된 회귀 식

의 표준추정오차가 10.12 Wm-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

과를 보이고 있었으며, 2014년 9월 한 달 간 저장열을 산

출하여 플럭스 타워 기반 저장열 추정치와 검증한 결과,

RMSE 50.14 Wm-2, bias -0.94 Wm-2로 선행연구와 유사한

정확도의 산출이 가능하였다. 또한 시계열 분석을 통해

주간의 high peak와 야간에서의 저장열을 잘 모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도심지에

서의 순복사와 지표면 온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장열의

정량적인 산출이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

는 향후 도시의 에너지 균형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에 유

용할 것이며, 또한 연속적인 저장열 변화패턴 파악에 용

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저

장열 산출 회귀식을 통한 저장열의 정량적인 산출은 도

심지에서의 증발산량 및 현열속 추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의

제한적인 범위에서 산출 및 검증이 수행되었으며, 향후

장기간의 자료와 연구지역을 확장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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