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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대상도로인 내부순환로에 대해 태양복사모델(SOlar and LongWave Environmental 

Irradiance Geometry-model, SOLWEIG)을 통해 산출한 도로의 그림자 패턴을 사용하여 항상 

그늘이 지는 음영지역을 살펴보고, 열수지법을 기반으로 한 노면온도예측모델(road surface 

temperature prediction model, 이하 RSTPM)과 SOLWEIG 모델을 연계하여 고해상도의 태양

복사정보를 활용한 도로의 노면온도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우선, 그림자 패턴 및 복사플럭스 산출

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안개, 구름, 강수 등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례일을 선정하여, 

고도 및 지형의 효과에 따른 그림자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터널 입출구와 고도가 높은 지

역에서 그림자 영역이 오래 지속되었고, 그림자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구간의 복사량 감소가 뚜렷하

게 나타났다. 이는 노면온도 예측결과에 반영되어 지형적으로 개방된 지점에서는 노면온도가 높게 

예측되고, 고도가 높은 지점들은 그렇지 않은 지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예측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겨울철 기상상황에 따른 도로 결빙구간을 예측하여 도로 관리자 및 운전자의 의사결정 자

료로서의 활용이 기대된다.

주요어 : 국지기후, 그림자 패턴, 내부순환로, 노면온도, 태양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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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dict road surface temperature using 

high-resolution solar radiation data. The road surface temperature prediction model 

(RSTPM) was applied to predict road surface temperature; this model was developed 

based on the heat-balance method. In addition, using SOLWEIG (SOlar and LongWave 

Environmental Irradiance Geometry-model), the shadow patterns caused by the terrain 

effects were analyzed, and high-resolution solar radiation data with 10 m spatial 

resolution were calculated. To increase the accuracy of the shadow patterns and solar 

radiation, the day that was modeled had minimal effects from fog, clouds, and 

precipitation. As a result, shadow areas lasted for a long time at the entrance and exit 

of a tunnel, and in a high-altitude area. Furthermore, solar radiation clearly decreased 

in areas affected by shadows, which was reflected in the predicted road surface 

temperatures. It was confirmed that the road surface temperature should be high at 

topographically open points and relatively low at higher altitude poi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used to forecast the freezing of sections of road surfaces in winter, 

and to inform decision making by road managers and drivers.

KEYWORDS : Local Climate, Naebu Expressway, Road surface temperature, Shadow Pattern, 

Solar Radiation

서  론

겨울철 야간의 노면온도는 주간과 비교해서 

10℃ 이상의 차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Yang 

et al., 2016). 이러한 노면온도의 변화는 도로

의 결빙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고예

방을 위하여 운전자나 도로관리자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2019년 11월 15일, 광주-원주 고속도로 동

양평 나들목 근처에서 차량 20여 대가 연쇄 추

돌하면서 3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2019

년 12월 14일에는 상주-영천 고속도로에서 50

대의 차량이 연달아 추돌하는 사고로 7명의 사

망자와 32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2019년 

12월 23일 새벽에도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

향에서 11t 화물차를 비롯한 차량 5대의 교통

사고로 인해 2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고 운전자

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원인은‘블랙 아이스

(Black Ice)’로 인한 차량 제동에 문제가 발생

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로교통공단(KoROAD, 2020)의 자료에 따

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연간 전체 

교통사고 발생 수는 감소하였으나, 동절기(11

월~3월)에 노면상태가 서리·결빙일 경우 발생

한 교통사고는 연평균 9.1%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전체 교통사고는 교통량이 많은 

16시~20시(25%)에 집중되었으나, 도로 결빙

과 관련된 사고는 일조량 및 기온이 낮은 06

시~10시(38%)에 높게 발생하였고, 145명의 

사망자와 6,997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겨울

철 노면결빙이 있을 때 1천 건당 사망자수는 

35.9명, 치사율은 3.6%로 다른 요인에 비해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im et al., 2019). 

도로기상 선진국(유럽, 캐나다, 일본, 미국 

등)은 이미 80년대부터 도로 및 상태를 감시하

기 위한 도로기상관측시스템을 설치·운영 중이

며,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기상자료를 도로 관리

자들에게 제공하여 도로의 기상 분석 연구 및 

안전한 도로 이용을 위한 정보 제공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초반부터 도로 노면온도

와 노면 결빙점 예측을 위해 다양한 모형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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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였고, 다양한 도로 구간에 대해 개발된 모

형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다(Yang et al., 2011; Meng, 2014; Sato, 

2004; Fujimoto et al., 2009). 미국 연방도로

청(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FHWA)은 

노면 상태에 따른 경제적, 환경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겨울철 도로관리 결정 지원을 위한 겨울철 

도로관리지원시스템(Winter Road Maintenance

Decision Support System, MDSS)을 운영하

고 있으며, 도로기상 관측센서로 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로 노면예측 결과를 제공

하고, 시간대별 제설제 살포를 권고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도로에서 필요한 

가공된 기상정보를 활용하는 비율이 약 10.9% 

정도만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도로공

사에서는 고속도로의 결빙 취약 구간을 우선적

으로 선정하여 해당 구간에 대한 노면결빙예측

정보와 노면기상예측정보 등을 수집하여 도로관

리 측면에서만 활용하고 있는 수준이며, 결빙 

취약구간인 터널의 입·출입부에 수용액 형태의 

제설제 자동 분사장치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

다. 인천대교의 경우, 기상정보시스템 5개를 구

축‧운영하고 있으며 풍향, 풍속, 노면온도, 가시

거리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운영하고 있는 단계

이지만, 도로의 기상정보 중에 노면상태와 관련

된 자료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Yang et al., 2011). 

겨울철 도로 결빙구간은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요소이지만, 육안으로는 식

별이 어렵다. 도로의 노면결빙이 잘 형성되는 

지역의 특징을 살펴보면, 교량이나 산기슭, 터널 

등 그늘이 많이 지는 곳에 생기기 쉽고, 일몰 

후 도로의 노면온도가 낮아질 때 발생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지형적 조건을 만족하는 지역

을 살펴보기 위하여 지형의 효과가 고려된 그림

자 패턴과 복사플럭스 자료 등을 활용하여 노면

온도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 Lee 

et al.(2013)은 도로의 결빙 위험 구간 평가 알

고리즘을 개발함에 있어 기상정보, 도로의 기하

구조에 의한 선형평가와 더불어 일조에너지를 

고려하였으며, Yang et al.(2011)은 지표면과 

대기 간의 열수지와 도로의 포장체 특성을 반영

하여 노면온도예측모형을 개발하고, 기상상태가 

양호한 날에 대해 모형의 현장검증을 수행한 바 

있다. 노면온도를 예측함에 있어 Park et al. 

(2014)과 Son et al.(2015)은 기상청에서 현

업으로 운영 중인 국지예보모델(Local Data 

Assimilation and Prediction System, 

LDAPS)의 기상자료를 활용하였으나, Park et 

al.(2014)은 도로의 노면과 지중에서의 열수지 

특성만을 고려하였고, Son et al. (2015)은 노

면과 지중에서의 열수지외에 교통자료를 이용하

여 차량에 의한 영향을 반영하는 차이를 보였

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노면온도 예측과 관련

된 선행연구들은 도로 전체에 대한 노면온도를 

추정한 것이 아닌 특정 지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측정보에 대한 활용도가 낮으며, 노면

온도가 실제 도로관리에 사용되는 동절기를 대

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LDAPS 자료의 경우, 태

양복사플럭스를 산출 시 지형에 의한 그림자 효

과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ujimoto et al.(2008)

의 열수지법을 기반으로 한 노면온도예측모델을 

특정 지점이 아닌 내부순환로 전체를 대상으로 동

절기에 대해 적용하였으며, 태양복사모델(SOlar 

and LongWave Environmental Irradiance

Geometry-model, SOLWEIG)을 통해 그림자 

지형을 산출하여 항상 그늘이 지는 음영지역을 

살펴보고, LDAPS 보다 더 상세하게 그림자 효

과가 반영된 도로분해능의 복사플럭스 자료를 

사용하여 노면온도를 예측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태양복사모델과 노면온도예측모델의 연계

고해상도 그림자 패턴 및 복사플럭스 산출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델은 SOLWEIG 

2015a이다. SOLWEIG는 climate design tool

로서 스웨덴 Gothenburg 대학에서 개발되었다

(Lindberg et al, 2008). 고해상도 지형,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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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Linkage diagram between SOLWEIG and road surface temperature prediction 

model (RSTPM). 

식생높이 등 도시의 물리적인 구조를 이용해 3

차원 복사플럭스와 평균복사온도를 계산하며, 

태양고도에 따른 30분 간격 그림자패턴과 하늘

시계지수를 계산할 수 있고, 3차원 장파와 단파 

복사플럭스를 계산할 수 있다(Lindberg et al, 

2011). Lindberg et al.(2016)은 관측실험을 

통해 SOLWEIG 모델이 실제적으로 복사량을 

잘 모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Yi et al. 

(2018)은 복사관측과 위성자료를 이용하여 실제

적인 복사온도와 표면온도를 생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서울 중랑 지역을 대상으로 여름

과 겨울, 맑은 날과 흐린 날에 대해 SOLWEIG

를 검증한 결과, 상향장파복사의 R2는 0.98, 

RMSE는 25.84W/㎡로 높은 성능을 나타냄을 

보였다. 또한, Yang et al.(2019)은 SOLWEIG

를 이용해 도로표면온도의 분포 분석과 그림자

와의 관계성을 분석하여 도로 결빙 위험등급을 

산출하였으며, 도로관리계획수립에 활용될 수 

있음을 보였다. 

노면온도예측모델은 열수지방정식(Fujimoto et 

al., 2008; Son el al., 2015)을 적용하여 개발

하였다. 노면온도예측모델에 적용한 열수지법은 

지면에서의 열의 출입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기상 및 지면 관련 요인 등의 열 속을 이

용하여 노면의 열수지를 고려해 노면온도를 예

측하는 방법이다. 에너지 균형을 계산하기 위해 

많은 입력 자료가 필요하고 예측 방법이 복잡하

다는 단점이 있지만, 에너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면 어떤 장소에서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

에 상용적인 모형으로 용이하다(Park et al., 

2014). Fujimoto et al.(2008)은 2차원 차량 

열 모델(2-dimensional vehicle heat model)

로 건조 상태의 노면온도에 대한 heat flux와 

관련된 차량의 효과를 조사하였으며, 차량이 지

나간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노면온도의 

차이가 나타나 교통량이나 기상조건에 따라 노

면온도에 대한 차량의 열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Son et al.(2015)은 Fujimoto et 

al.(2008)의 열수지방정식을 제3경인도로에 적

용하여 우리나라의 도로상황을 반영하고자 하였

으며, 노면온도를 예측한 결과, RMSE –1.97℃

의 정확도를 보였다. 

그림 1은 SOLWEIG와 노면온도예측모델의 연

계 체계를 모식화하여 나타낸 것으로 SOLWE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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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Naebu Expressway (black), a research area, contains tunnels (orange) (The 

source of map: Google).

에서는 대상지역의 위·경도를 반영하며, 날짜

별 태양 고도각을 계산해 그림자와 SVF(Sky 

View Factor)를 반영하여 고해상도(5~10m)로 

격자별 매시간 복사량을 계산하고, 여기서 산출

된 하향장파복사(Ldown), 상향장파복사(Lup), 

하향단파복사(Kdown) 등을 이용하여 노면온도

예측모델의 순하향 단파복사량(NDNSW)과 순

하향 장파복사량(NDNLW)을 계산한다. 이를 

통하여 복사플럭스와 관련된 변수에 대해 도로

분해능의 상세화된 자료를 입력하여 노면온도를 

예측하게 된다. 

2. 대상구간 및 사례일 선정

연구지역은 서울시 도시고속도로 중에 내부순

환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홍지문 터널과 정릉

터널을 제외한 16.2㎞ 구간이다(그림 2). 내부

순환로는 성산대교 북단에서 시작하여 정릉터널

을 지나 동부간선도로까지 연결하는 순환형 자

동차전용도로로 10톤 이상 화물차, 가스·유

류·폭발물 등 위험물 운반차량, 건설기계 등의 

특수 차량 등은 운행이 제한되고, 서울과 주변 

위성도시의 간선 교통량을 처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차량의 주행속도는 최고 

70∼80㎞/h, 최저 40㎞/h로 되어있다. 이 구간

을 선정한 이유는 서울시 자동차전용도로 중에

서 다양한 범위의 도로 기하구조 형태가 존재하

고(Lee et al., 2017), 북한산과 터널로 인한 

지형적인 요소에 의한 그림자 영역 및 복사플럭

스 등이 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에 적합

한 대상지라고 판단하였다. 

사례일은 안개나 구름, 강수로 인한 복사량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대상지역의 지형과 피복물에 

의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동절기(1, 2, 12월) 

중 구름이 적은 날(운량이 1 이하인 날), 강수

량이 없는 날, 안개가 없는 날 등의 조건을 만

족하는 날로 선정하였다. 서울기상대(108번) 기

준 지상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조건에 가장 부합

하는 2019년 12월 5일을 사례일로 선정하였다. 

해당일의 경우, 평균운량이 0.0으로 강수가 없

는 맑은 날이며, 평균기온은 –4.4℃, 최고기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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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Input data Resolution Unit Source

Meteorological 
information

Temperature 1h K

KMA LDAPS
Wind Speed 1h m/s

Pressure 1h Pa

Relative Humidity 1h %

Net down surface SW flux 1h W/㎡
SOLWEIG

Net downward sfc. LW flux 1h W/㎡

Traffic information
Traffic Speed 1h Km/h

Traffic Information Open Service 
(http://openapi.its.go.kr/)

Traffic Volume 1h car/H
Seoul Expressway Traffic Information 

(http://smartway.seoul.go.kr/)

Road information
Pavement characteristic - - Research Center for Atmospheric Environmen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Pavement tickness - m

TABLE 1. Categorization and source of input data for RSTPM.

FIGURE 3. Extracted grid point of LDAPS

(RSTPM: left, SOLWEIG: right, The source of map: Google).

최저기온은 각각 –0.2℃, -8.5℃이었다.

3. 자료

노면온도예측모델의 입력 자료는 표 1과 같

이 기상정보와 교통정보, 지층정보 등 3가지로 

구분된다. 기상정보는 LDAPS 모델의 기온, 풍

속, 기압, 습도와 SOLWEIG 모델로 산출된 순

하향 단파 복사에너지, 순하향 장파 복사에너지 

등이며, 교통정보는 주행속도와 교통량, 지층정

보는 도로의 지면 및 층별 포장체의 종류와 두

께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 

복사플럭스를 제외한 노면온도예측모델의 기

상정보는 LDAPS의 산출물을 사용하였으며, 대

상지역의 정확한 기상자료를 반영하기 위해 

SOLWEIG의 입력 자료도 기상청 LDAPS 결과

를 이용하였다. LDAPS는 공간해상도 1.5㎞, 연

직해상도 70층(약 40㎞)이며, 전지구 모델로부

터 3시간 간격으로 경계장을 제공받아 1일 8회 

예측(00, 06, 12, 18UTC: 36시간 예측 / 03, 

09, 15, 18UTC: 3시간 예측) 자료가 생산된

다. 본 연구에서는 LDAPS GRIB 자료로부터 

2019년 12월 5일의 시간별 기온, 풍속, 기압, 

습도, 직달일사, 산란일사, 전천일사 등을 노면

온도예측모델과 SOLWEIG의 공간해상도에 맞

게 추출하였다. 노면온도예측모델의 경우 

LDAPS 자료 추출 격자수는 내부순환로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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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ime series distribution of temperature (●), relative humidity (○), 

and solar radiation for Naebu Expressway area on December 5, 2019.

FIGURE 5. Flow chart of output for road surface temperature prediction information.

하는 성수방향 231개, 성산방향 236개로 총 

467개이며, SOLWEIG는 내부순환로를 포함한 

서울영역으로 총 348개이다(그림 3). 

SOLWEIG 구동을 위해 LDAPS로부터 추출

한 내부순환로 영역의 기온, 습도, 일사량에 대

해 사례일인 2019년 12월 5일의 시계열 분포

(그림 4)를 보면 일출 시각인 오전 8시부터 일

사량이 증가하여 13시에 최대값을 보이고, 일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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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he result of shadow pattern calculated by SOLWEIG for Naebu Expressway area  

on December 5, 2019 (Dotted line: Tunnel).

시각까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일사량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부분이 

없어 구름이나 강수의 영향이 없는 맑은 날임을 

확인할 수 있다. LDAPS에서 추출된 사례일의 

일 평균기온은 –4.0℃, 일 평균습도는 36.7%로 

나타났다. 

교통정보 중 주행속도는 국토교통부 교통정보

공개서비스에서 제공하는 OPEN-API로 수집하

였고, 교통량은 서울 도시고속도로 교통정보를 

통해 수집하였다. 또한, 도로의 지층 정보는 자

체 수집 자료를 사용하여 노면온도예측모델의 

입력 자료를 구축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자료는 그림 5와 같이 노면온

도 예측 정보 산출 체계에 의해 SOLWEIG 모델

로 겨울철 도로결빙이 발생가능한 지형적 조건을 

만족하는 지역을 살펴보기 위한 그림자 패턴을 

산출하고, 도로분해능으로 상세화된 SOLWEIG

의 복사플럭스와 LDAPS의 기상요소 자료, 도

로 및 교통정보를 사용하여 교통량 및 기상조건

에 따라 노면온도에 대한 차량의 열적 효과를 

적용한 노면온도예측모델을 통해 시간대별 도로

의 노면온도를 예측하였다.

연구결과 및 고찰

1. 국지적 지형에 의한 그림자 유무 

SOLWEIG 모델은 대상지의 위경도 좌표와 

날짜를 이용해 일출시각부터 일몰시각까지 30

분 간격으로 그림자 패턴을 분석할 수 있다. 그

림자 패턴 계산에는 내부순환로 영역(약 34㎞

×24㎞)의 10m 해상도 DEM(Digital Elevation

Model, 수치표고모형)을 구축하여 적용하였다. 

대상일인 2019년 12월 5일 그림자 패턴(그림

6)은 피복물의 위치와 높이에 따른 영향이 다르

게 나타난다. 동쪽에서 해가 뜨면서 피복물의 

서쪽방향으로 그림자가 생기고(0800 KST), 정

오에는 그림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1300 

KST), 일몰이 시작되는 때에 동쪽방향으로 그

림자가 발생하는 것(1700 KST)으로 모의되었

다. 정릉터널 주변의 경우는 지형이 높아 그림

자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SOLWEIG에서는 격자별 하늘시계지수

(Sky View Factor, SVF)를 계산하여 동서남

북방향의 일사량 도달 정도를 계산한다. SVF는 

1에 가까울수록 열을 가두는 효과가 줄어 야간

에 냉각이 더 잘 일어나 기온이 낮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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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Areas (① and ②) with a lot of shadow influence.

FIGURE 7. The total Sky View Factor (SVF) and the spatial distribution by east, west, north and 

south directions for Naebu Express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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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Analysis of shadow patterns by points for ① and ② areas.

(Yi et al, 2014). 내부순환로 영역에서 지형이

높고 복잡한 북쪽지역이 상대적으로 SVF가 낮

은 값을 보였다(그림 7). SVF가 낮을 경우, 야

간 복사방출량이 주변 장애물에 반사되어 대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양이 줄어들어 복사온도가 

높게 나타난다.

계산된 그림자패턴 결과를 토대로 내부순환로

에서 그림자의 영향이 큰 영역을 ① (25㎞×20

㎞), ② (20㎞⨯15㎞)로 나누고, 5m 해상도로 

분석하였다(그림 8). 상세영역 ①의 그림자패턴 

값은 평균 0.75, ②의 그림자패턴은 0.84로 전

체 영역 평균(0.84)과 비슷하게 계산되었지만, 

터널 입출구에서는 0.1∼0.4로 상대적으로 낮은 

값이 나타났다. 

상세영역 ①, ② 중에서 고도 및 지형의 효과

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터널의 입



Predicting Road Surface Temperature using Solar Radiation Data from SOLWEIG(SOlar and LongWave Environmental Irradiance Geometry-model): Focused on Naebu Expressway in Seoul166

FIGURE 10. Downward short wave radiant flux (Kdown) for ① and ② areas.

구(ⓐ), 동서방향으로 열린 지점(ⓑ), 도로가 변

곡되는 지점(ⓒ), 남북방향(ⓓ), 터널의 출구

(ⓔ), 산지의 바로 옆(ⓕ) 등 6개의 지점을 선

정하고, 각 지점별로 하루 동안의 음지, 양지 여

부를 30분 간격으로 나타내었다(그림 9). ⓐ의 

경우, 정릉터널 입구 부분으로 다른 지점에 비

해 상대적으로 그림자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하루 중 총 3시간만 양지였으며, 일출 후와 일

몰 전에도 3시간 이상씩 음지로 나타났다. ⓑ와 

ⓒ의 경우 일출시간이 약 30분 정도 차이를 보

였고, 남북방향으로 위치한 ⓓ는 ⓑ, ⓒ에 비해 

일출 시간은 늦고 일몰 시간은 빠르게 나타났

다. 도로가 위치한 방향은 비슷하나 주변 지형

의 높이가 다른 ⓔ, ⓕ의 경우, ⓕ가 높은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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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Upward long wave radiant flux (Lup) for ① and ② areas.

지형의 영향으로 ⓔ보다 늦게 양지가 되며, 약 

1시간 이상 일찍 음지로 변화하였다. 두 지점의 

거리도 가깝고, 도로의 방향도 유사하나 높은 

주변 지형의 영향으로 약 1시간 반 정도의 그림

자 효과가 길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노면온도모델 입력 장파·단파 복사플럭스 

산출

연구대상 도로인 서울 내부순환로에 대해 앞서 

분석한 상세영역 ①, ②의 하향단파복사(Kdown)

와 상향장파복사(Lup)를 일출시간(9시), 낮 시

간(12시), 일몰시간(17시), 일평균 값으로 나누

어 분석하였다. 

그림 10에서 ①영역 Kdown의 평균은 0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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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Changes of predicted road surface temperature for Naebu Expressway on 

December 5, 2019 (The source of map: Google).

48.85W/㎡, 13시에 247.31W/㎡, 17시에 

37.07W/㎡이고, 일평균은 129.13W/㎡로 그림

자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구간의 복사량 감소가 

낮 시간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②영역은 일평균 107.38W/㎡, 09시 52.83W/

㎡, 13시 166.54W/㎡, 37.43W/㎡로 ②영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도로 남쪽으로 그림자영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그에 따른 복사량 차이

가 모든 시간에 뚜렷하게 나타났다. ①영역의 

Lup은 일평균이 288.63W/㎡이며, 09시 

281.28W/㎡, 13시 297.55W/㎡, 17시 279.93 

W/㎡으로 나타났고, ②영역은 일평균 283.76 

W/㎡, 09시 281.57W/㎡, 13시 291.70W/㎡, 

17시 278.93W/㎡으로 나타났다(그림 11).

3. 대상지역에 대한 도로단위 노면온도 예측 

정보 산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노면온도예측모델은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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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Time series of predicted road surface temperature by points on December 5, 2019.

FIGURE 13. Time series of temperature in Seoul observation station (No. 108) on December 5, 

2019.

et al.(2015)이 Fujimoto et al.(2008)의 열수

지법을 제3경인도로에 적용한 모델을 기반으로 

내부순환로에 대해 공간적인 범위를 확장한 것

으로 모델의 정확도는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바 

있으며, 모델의 공간해상도는 100m, 시간해상

도는 1시간이다. 

그림 12는 SOLWEIG 모델의 복사 자료 산

출일과 동일한 2019년 12월 5일에 대해 대상

도로인 내부순환로에 적용하여 생산된 노면온도 

예측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시간에 따라 예측된 

노면온도가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2

에서 00시와 03시의 노면온도가 한 낮(12시, 

15시)의 노면온도 보다 높게 예측된 것은 사례

일의 기온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울 기상대(108번)의 2019년 12월 5일 지상 

기온관측 자료 시계열(그림 13)에서 15시의 기

온인 –1.0℃ 보다 0시에 기온이 –0.2℃로 더 높

은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4는 앞서 분석한 6개의 관심분석지점

에 대해 예측된 노면온도의 일변화를 나타내었

다. 대체적으로 노면온도의 상승시점이나 하강

시점 등이 2019년 12월 5일 서울특별시 종로

구 지역의 일출시간(7시 31분) 및 일몰시간(17

시 14분)에 맞춰 비슷한 패턴을 보였으며, 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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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은 ②영역의 지점들(ⓔ, ⓕ)이 ①영역의 

지점들(ⓐ, ⓑ, ⓒ, ⓓ)에 비해 노면온도가 1℃ 

이상 낮게 예측되었고, ①영역에서도 지형적으

로 개방된 지점인 ⓒ와 ⓓ 지점이 ⓐ와 ⓑ 지점

에 비해 0.3~0.4℃ 정도 높게 예측되었다. ⓓ지

점의 경우, 13시의 노면온도가 다른 지점에 비

해 2℃ 정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지형의 복

잡성과 맑은 날의 영향으로 13시에 ⓓ지점의 

하향단파복사량이 크게 나타나 노면온도도 높게 

예측된 것으로 보인다. 

결  론

본 연구는 대상도로인 내부순환로에 대해 

SOLWEIG 모델을 통해 도로의 그림자 패턴을 

산출하여 항상 음지인 영역을 살펴보고, 

SOLWEIG 모델과 열수지법을 기반으로 한 노

면온도예측모델을 연계하여 도로분해능의 고해

상도 일사량 정보를 활용한 도로의 노면온도를 

예측하였다. 이를 통해 지형적인 요소 및 겨울

철 국지적 기상현상의 시공간적 변동에 따라 지

형이 갖는 공간적 특성과 관련하여 도로 노면온

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림자 패턴 및 복사플럭스 산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안개, 구름, 강수 등의 영향을 최

소화할 수 있는 사례일을 선정하여 분석을 수행

하였다. 그 결과, 그림자 패턴은 피복물의 위치

와 높이에 따라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정

릉터널 주변의 경우 고도가 높아 그림자의 영향

이 큰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림자의 영향이 

큰 2개의 영역과 6개의 관심 분석지점을 선정

하여 고도 및 지형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

과, 터널 입출구와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음지

가 오래 지속되었고, 그림자의 영향을 많이 받

는 구간의 복사량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노면온도 예측결과에 반영되어 노면온도의 

상승시점이나 하강시점 등이 일출시간과 일몰시

간에 맞춰 비슷한 패턴을 보였으며, 지형적으로 

개방된 지점에서는 노면온도가 높게 예측되었

고, 고도가 높은 지점들은 그렇지 않은 지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예측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노면온도예측모델은 노면에

서 에너지수지와 지중열전달 과정이 포함된 물

리적 접근법을 적용한 것으로 모델 영역에 해당

하는 기상변수와 도로의 지면 특성 변수에 대한 

자료가 확보된다면 다른 도로에 대한 공간적 확

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공간해상도에 대한 모델

의 고도화를 통해 지형 및 주변 건축물과 같은 

지역적 특성을 모델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본 

모델을 일반화하여 다른 도로에 적용할 경우, 

관측 자료를 수집하여 대상지에 대한 현장 검증

을 통해 모델의 예측정확도를 제시하고, 정확도

를 향상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수반되어

야 한다. 또한, 노면온도는 기상상황에 따라서 

음영지역, 일사량 및 노면의 온도 변화에 민감

한 도로의 특성을 반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로 노면온도 예측 정보와 도로의 수막 발생가능 

구간 및 합성경사 등의 정보들과 연계하여 노면

의 결빙 발생가능 구간을 예측하는데 활용할 예

정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SOLWEIG 

모델로 산출한 태양복사플럭스 정보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례일을 맑은 날로 선정한 결

과만을 제시하였으나, 향후 다양한 기상 조건에

서의 겨울철 사례들에 대한 추가 분석하여 대기

와 노면온도의 차이, 그림자 비율(shadow 

ratio) 등을 통해 결빙위험지역에 대한 등급을 

도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모델의 활용성과 신뢰성

을 확보한다면, 국지적 상세성이 반영된 도로의 

결빙발생가능 지역에 대한 예측정보를 도로 관

리자 및 이용자에게 의사결정 자료로 제공하여 

겨울철 도로환경의 위험요소인 도로결빙으로 인

한 사고 대응 매뉴얼 및 체계를 강화하는데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산출물을 

통해 도로 기상정보 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도

로기상 선진국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겨울철 도

로관리지원 시스템으로서의 역할도 가능할 것으

로 보이며,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나라에서도 구

축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관련 연구들이 지속적

으로 수행되어 도로 기상정보에 대한 자료 축적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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