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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ssesses thermal environment of detached housing area by classifying buildings types with codes based on

spatial characteristics and forms of the detached housing area and applying heat island alleviation measures, especially

focused on FBCs (Form-Based Codes). We analyzed shapes and materials of outdoor space with 3D-CAD, which can

affect the surface temperature of the case studies, focusing on heat island alleviation measures, and performed space

design by applying relevant climate factors to a simulation. As to the 3D surface temperature and HIP distribution, low-

temperature distribution was shown in the case studies when we applied heat island alleviation measures. FBCs (Form-

Based Codes) is being developed for the purpose of creating new urban environment. This study is significant because it

pays attention to the effects of surface temperatures on accumulation of sensible heat and reviews heat island alleviation

measures with outdoor space shapes/materials in order to lower surface temperatures, aiming at improved pleasantness of

the detached housi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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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기존 도시계획이나 건축설계에서 공간을 사용 용도에

따라 기능별로 나누어 배치하는 조닝제도가 일반화 되어

왔다. 조닝제도는 각 지구를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같은 지구 내 같은 종류 또는 같은 등급의 건물에 대해

서는 규제내용이 균등하며 지구가 다르면 규제내용이 다

르게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조닝제도는 도시의

중심지와 주거지역을 넓게 분산시켰고 도시가 확장되면서

인공구조물이 증가하게 되었다. 인공구조물의 증가는 도

시의 열섬현상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었으며 도시 열환

경의 악화를 초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도시 열환경이란 도시에서 인공적인 구

조물의 증가나 지표면의 피복상태 변화로 도시 특유의 기

후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존 조닝제도로 인하여 도시가 확

장되고 지표면의 인공화로 열환경이 악화되면서 열섬현상

의 영향과 문제점이 부각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도시·건축 등의 공간계획에 있어서 조닝제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대체할 대안으로 형태기반코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형태기반코드는 각 지역의

독특한 성격을 살릴 수 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도시

환경을 적극적으로 창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정한

도시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 개발을 억제하고 인공적인 환

경을 세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다(Kim, Bae, &

Jang, 2010). 또한, 건물이나 도시 공간의 형태에 주목하

여 건물 및 공간형태의 매스, 특성, 배치 등에 따라 공공

장소의 특성을 결정한다(Lee et al., 2012).

실제로 도시환경에서는 이러한 건물 및 공간형태의 매

스, 특성, 배치와 구성 재료 등 건축물의 발코니, 창 같

은 요소가 열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

물, 지면, 녹화배치, 재료 등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재현

하는 계획이 열섬완화를 위해 요구된다(Ryu et al., 2012).

또한, 열섬완화 대책을 검토할 때는 여러 가지 대책기술

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도시공간위

계가 달라져야 한다. 그러므로 도시공간위계에 따라 지역

의 형태를 만들고 개발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각 도시나

지역별로 다양한 유형을 가지며 물리적 환경을 세부적으

로 규제하고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도시공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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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별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 관련 설계기법을 고

찰하고 형태기반코드 구성에 적용 가능한 열섬완화 설계

요소와 효과를 정리해서 다수의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여

객관적인 예측과 평가를 진행한다.

이러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과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형태기반코드의 개념과 내용을 활용하여 가

구·건축 규모의 주거지 열환경 개선에 적용하고자한다.

각 지역의 독특한 성격을 살리거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

워 도시 환경을 적극적으로 창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발

달한 형태기반코드는 도시공간의 건물이나 지표면, 그리

고 공간형태나 구성 재료 등 공간디자인과 밀접하게 관

련되어 열환경을 고려한 공공영역의 공간설계를 실현하는

점에서 유사한 특징을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형태기반

코드의 내용과 개념을 중심으로 주거지의 공간특성과 형

태에 기반 한 건축물 유형을 코드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

한 열섬완화 기술요소를 적용한 주거지 열환경 평가를 실

시한다.

II. 이론적 고찰

1. 형태기반코드 개념 및 특징

형태기반코드협회(Form-Based Code Institute)에서는 형

태기반코드 정의를 특정 도시 형태를 달성하기 위한 규

제수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성 원칙으로서 용도의 분리

가 아닌 물리적인 형태를 활용하여 도시의 단조로운 환

경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고 수준 높은 공공영역을 강

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태기반코드(FBCs)는 기존 용도지역제의 문제점이 시

간이 지남에 따라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에 인한 문제를 해소하고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공

간창출을 목적으로 도입된 새로운 도시디자인 규제수법으

로 도시계획과 건축에서 간과되었던 공도용지에 대해 규

제하는 제도이다. 도시 공간규제에 있어 주변 도시공간과

의 관계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규제내용 기술에 있어 다

이어그램 등의 활용으로 이해가 쉽고 앞으로 예측 가능

한 도시공간형태를 제시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형태기반코드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형태기반코드는

시각적인 것을 기반으로 하고 모든 개발이 지역사회가 원

하는 장소에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민간의 의견

을 반영하여 진행된다. 반면에, 기존 용도지역제는 전형적

으로 전체적인 수준에서 개발 목표를 설정했고 개발주체

는 민간의 차원에서 협의나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개발

을 진행했다.

둘째, 형태기반코드는 장소에 기반을 두고 지역과 지역

사회의 고유한 성격을 존중하여 건물을 짓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이를 위해 형태기반코드는 본질에서 수정이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으며 각각의 장소에 대

해 특정하고 독특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셋째, 형태기반코드는 기존의 개발이 용도지역과 토지

구획에 집중해온 것에 대해 반하여, 도시 형태에 집중하

면서 보행 위주의 설계, 인간적 척도(휴먼스케일)의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다룬다. 세부사항은 건

축물의 형태와 공공공간, 건물들 매스 형태의 유기성과

도로와 보도의 설계와 유형 등의 규제를 통해 다양하고

활기찬 장소를 만든다(Seo, & Yang, 2010).

앞의 내용에서 보는 것과 같이 형태기반코드는 기존의

용적과 용도를 중시하던 계획적 개념과는 달리 도시의 장

소를 만드는 요소들의 규모와 위치에 집중한다. 건축물의

형태와 공공영역 확보에 집중할 수 있고 도시장소를 만

드는 요소들의 규모와 위치에 집중하여 실제적 형태에 기

반을 둔 설계로 양질의 경관과 공공영역을 확보할 수 있

다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다시 말해 형태기반 기법

은 공공공간이 “장소”를 형성하는 데에 얼마나 필수적인

지를 나타내고 있다(Kim, Bae, & Jang, 2010).

형태기반코드는 크게 규제계획과 계획에 수반되는 기준

으로 구성된다. 규제계획, 공공공간 기준, 시행, 용어정의

는 형태기반코드협회가 제안한 최소한의 구성요소이다. 그

외에 더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는 형태기반코드는 건축

물 내부의 재료와 디자인을 규제하는 건축기준, 공공 공

간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부지 내 조경디자인과 수종을

규제하는 조경기준, 허용되는 간판 크기, 재료, 배치 등을

다루는 간판기준, 우수의 처리와 침투, 태양광 이용 등 환

경 관련 이슈를 명시하는 환경자원기준 등이 포함된다

(Lee, & Jo, 2011).

이처럼 형태기반코드는 해당 지역 성격과 문화를 강화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를 사용하여 커뮤니티를 제공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인간의 거주지를 변경하는 잠재력을

가진다. 도시의 재생과 활성화를 장려하고 역사적인 지역

과 마을을 보존하며, 압축된 개발 촉진을 지원하고 보행

위주의 지역 체계를 추구한다. 또한, 형태기반코드는 그

특징적인 개발 패턴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계획을 촉진하

여 기후변화와 환경파괴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열환경 관점에서의 형태기반코드 접근

도시형태 관리의 필요성 및 적용에 대한 논의가 증대

되면서 도시설계 측면에서 형태기반코드를 활용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형태기반코드에 관한 연구는 초기 단

계에 불과하며 개념소개 및 사례분석이 현재 주를 이루

고 있다. Kim, Bae, and Jang(2010)은 형태기반조닝의 전

반적인 변천, 개념, 특징 및 도시 위계별 사례분석을 통

한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Seo, and Yang(2010)

은 형태기반코드를 활용한 지구단위계획의 한계 도출 및

개선·보완 수단으로서 검토하였다.

또 다른 연구로 Son and Jang(2012)은 형태기반코드의

특성을 적용한 경사지를 위한 코드형 설계지침의 구상 및

방향을 제시하였고 Lee et al.(2012)는 형태기반코드의 직

접적인 적용에 앞서 형태기반코드의 계획적 측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한 적용 가능성을 탐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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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열환경과 관련된 형태기반코드의 연구는 현재 전

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서술

한 형태기반코드가 가지는 특징의 내용을 중심으로 도시

에서 열환경 변화로 인한 열섬현상 완화를 위하여 주거

지의 공간특성과 형태에 기반을 둔 건축물의 유형을 구

분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열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방안

을 마련하였다.

열환경 관점에서도 기존의 단순한 객체 위주의 공간형

태를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에서 벗어나 좀 더 자세하

고 다양한 공간형태와 구성 재료를 활용한 열환경 시뮬

레이션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열환경 시뮬레이션에서는

건물, 지면, 녹화배치, 건축물 재료 등을 정확하게 재현하

는 계획이 요구되며, 도시공간에는 건물이나 지면 등 공

간을 구성하는 요소의 표면온도가 옥외 공간형태나 구성

재료 등 공간디자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열환경

을 고려한 공공영역의 공간설계를 실현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하다(Ryu et al., 2013). 새로운 도시 공간 장소 만들기

에 대한 취지와 계획의 실현성 및 도시계획 패러다임 등

에 부합되면서 도시공간의 열환경 완화까지 접목할 수 있

다고 판단된다. 단순한 일방적 규제와 하드한 도시계획이

아닌 소프트한 형태기반의 내용을 중심으로 지역의 공간

특성을 반영하고 도시 공간설계의 새로운 열섬완화대책

기술요소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I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열섬완화대책 기술요소 설정

본 절에서는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서 연구의 차별성

을 검증하고 형태기반코드의 구성에 적용 가능한 열섬완

화 설계요소와 그 효과를 정리하였으며, 효과적인 통제를

위한 가구·건축 규모별 열섬완화대책 기술요소를 설정

하였다.

형태기반코드를 활용한 접근방법은 도시의 형태를 만들

고 인공적인 환경을 통제하는 방안이며 세부적으로 형태

와 구성 재료를 규제함으로 열섬완화에 적용할 경우 중

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형태기반코드를 참조하

여 구체적인 열섬완화 규제지침을 구상하기 전에 먼저 형

태기반코드에 적용 가능한 열섬완화 설계요소 항목이 무

엇이 있는지 검토하였다.

<Table 1>의 가구·건축 규모별 열섬완화대책 기술요

소는 여러 열섬대책 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서 정리

한 것으로서 우선 형태기반코드의 개념을 근거로 도시의

형태와 공공영역에 관련 있는 규제 내용의 항목 가운데

기본구성에서는 공공공간과 건축물형태로 구성하고 추가

구성에서는 블록, 건물유형, 건축적, 녹색건물 및 조경지

침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근거로 주거공간에 사용되는 건

물 및 공간형태의 매스, 특성, 배치와 구성 재료 등이 실

제로 열섬현상에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고 Suh(2007)가 제

시한 열섬완화방안과 Bae and Song(2011)이 제시한 열섬

완화대책 기법 및 효과를 중심으로 세부적이고 세밀한 열

섬완화대책 기술요소를 설계기법과 효과적인 측면에서 검

토하였다.

그리고 도시의 공간 위계에 따라 열섬현상 완화를 위

한 계획적 접근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Lee(2007)와 日本

環境省(2009)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시공간 위계에 따른

열섬대책 기술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공간적 대상 범위

인 주거지역의 가구·건축 규모를 대상으로 열섬현상 대

책을 제시하고 평가기준을 설정하였다. 건축규모인 경우

는 단열성 향상을 위한 지붕·외벽·창문 재료를 사용하

여 인공배열을 줄일 수 있으며, 건축 외부공간인 경우는

수목에 따른 일사차폐, 옥상·벽면녹화로 옥외 미기후를

향상하여 건물·지표면의 고온화를 억제 할 수 있다. 또

한, 투수성 포장재의 사용으로 인공피복을 개선할 수 있

다. 가구 규모인 경우는 녹지율의 증가, 대규모 건물 및

단지의 녹화로 자연을 회복·보전하며 포장의 투수·보

수화를 통한 포장 재질 개선으로 냉각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2. 열환경 평가 방법

최근의 도시 열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

는 인공피복 변화, 인공배열 증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형상이나 요철 등의 구성 재료가 건축물의 전

열특성이나 도시 열환경 형성에 중요하며 그것을 재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열환경을 고려한 옥외의 공간설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표면온도를 지표로 설정하는 것

이 중요하며 표면온도를 완화하는 노력과 수법이 필요하

다. 본 연구에서는 표면온도 완화를 위한 분석방법으로

도시 및 건축규모 등 공간재현이 가능한 3D-CAD 열환

경 프로그램인 ThermoRender를 활용하여 3차원 전표면

온도와 HIP를 평가하였다. 또한, ThermoRender는 실제

도시공간에 있는 건물이나 지표면 등 공간디자인 등과 밀

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열환경을 고려한 옥외공간설계를

실현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를 지표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Ryu et al., 2013).

IV. 연구결과 및 평가

1. 대상지 선정 및 현황

<Figure 1>의 본 연구 대상지는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에 위치한 건폐율 60%, 용적률 200% 및 높이 4층 이하

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다. 대상지역은 토지를 합리적으

로 구획하고 지형 및 토지형태를 정리하여 대지로서의 효

용가치를 높이고 주거환경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된 곳으로 전국 곳곳에

비슷한 유형이 다수 분포되어 있는 단독주택 지구이다.

대상지는 <Figure 2>에서와 같이 기능상 국지도로(8~10

m)로 형성된 격자형 가로망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남북

및 동서방향의 장방형 가구의 조합된 패턴을 형성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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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특정지점에서 한 방향의 관통 가로와 내부 순환형 가

로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2가구가 짝을 이루어 1블록을

구성하는 가구 형태로 블록 내 마주 보는 2가구 사이에

폭 4 m의 내부도로가 배치되어 있으며, 가로체계는 블록

의 외곽을 둘러싸는 폭 8~10 m의 블록 외곽도로와 블록

내 폭 4 m의 내부도로로 구분된다.

<Figure 3>의 대상지 내 용도상 건축물 유형 분류를 살

펴보면 건축물 유형은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주택, 그

리고 복합 유형(1층: 근린생활시설, 2층: 주택)으로 분류

할 수 있다. <Table 2>는 대상지 내 건축물유형의 특성

을 살펴본 것으로 단독주택은 가장 다양한 필지 규모에

분포하고 대부분 벽돌조의 2층 규모로 콘크리트담장이며,

비 건폐지 부분은 면적의 차이는 있으나 조경과 생활공

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가구·다세대 주택은 대상지 내

Table 1. Design Factor of Urban Heat Island

FBCs Design Factor of UHI UHI by Urban Hierarchy
Selection

Elements Contents Design method Effect Design method Urban scale

Main

Elements 

Public 

Form 

Standards

Specifies elements in the 

public realm: sidewalk, 

travel lanes, on-street 

parking, street trees and 

furniture, etc.

Greenery andopen 

spaces
Optimize radiation

Increased latent heat of 

vaporization 

Heat storage reduce

Use of Permeable

Pavement 
Blcok �

Ensure roadside 

greenery Use of Permeable

Pavement 

Building 

exterior 
�

Cool pavement

Permeable pavement
Heat storage reduce

Building 

Form 

Standards

Regulations controlling 

the features, 

configurations, and 

functions of buildings 

that define and shape the 

public realm.

Shape and direction of 

the building

Air circulation
Passive design

Solar shield

Building 

exterior 
�Skyline secure

Building layout and 

building line

Additional 

Elements

Block 

Standards

Regulations controlling 

As a basis for network 

planning of block and 

street

Intensive distributed 

space structure
Air circulation

Wind flow creation

Green network

Taffic system improved

Blcok

Building 

Type 

Standards

Regulations controlling 

building type and 

functions

Considering the natural 

topography and

three-dimensional 

arrangement

Air circulation

Use of the active

Solar cells & solar heat
Blcok

Considering the impact 

of climate placement Direct heat gain

Natural lighting

Ventilation air

Transpiration & colling

Building 

exterior Sunshine, wind direction 

considering the 

placement

Archi-

tectural 

Standards

Regulations controlling 

external architectural 

materials and quality.

High insulation envelop 

system Reduce heat 

consumption

Improved insulation

Energy saving
Building �

High insulation

pair grass

Pilot Air circulation
New passive materials used

PCW
Building

Green 

Building 

Standards

Regulations controlling 

issues such as storm 

water drainage and 

infiltration,

development on slopes,

tree protection,

solar access, etc.

Roof &wall planting

Optimize radiation

Increased latent heat of 

vaporization 

Heat storage reduce

Improve outdoor microclimate

 Solar radiation shielded by 

trees

 Roof & wall planting

Biotope creation

Building 

exterior 
�

 Use eco materials

 Recycling

Use of long-life material

 Water circulation

Building 

Land-scape 

Standards

Regulations controlling 

landscape design and 

plant materials on 

private property as they 

impact public spaces.

Multi-levelurban parks

Optimize radiation

Increased latent heat of 

vaporization 

Heat storage reduce

Increase of the green coverage

Building planting
Block �Wind flow secure Air circulation

Waterfront secure and 

creation
Optimize radiation

Increased latent heat of 

vaporization 

Heat storage reduce
Residence, commercial 

areas of the land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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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넓은 필지 규모에 분포하며 대부분 R.C조의 3~4층

규모로 담장 없이 비 건폐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복합 유형은 건물규모나 건물구조는 단독주택과 유사하

나, 중규모 필지에 분포하고 1층이 근린생활시설인 관계

로 건물벽체가 가로선에 일체로 건축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비 건폐지 부분은 1층 근린생활시설을 위한 서비

스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3가지 유형 모두 지붕은 슬라

브 형태의 지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독주택과 복합유

형은 대부분 1990년대 초반, 다가구·다세대 주택은 2000

년대 초반에 건축되었다.

2. 대상지 특성별 코드화 및 적용

형태기반코드는 기존의 용적과 용도를 중시하던 계획적

개념과는 달리 도시의 장소를 만드는 요소들의 규모와 위

치에 집중한다. 그러므로 건축물 내부의 재료와 디자인을

규제하는 건축기준, 공공 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부

지 내 조경디자인과 수종을 규제하는 조경기준, 우수의

처리와 침투 등 환경 관련 이슈를 명시하고 환경자원기

준 등을 포함한다.

<Table 3>에서는 대상지의 공간적 특성구분에 의한 가

구·건축규모의 열섬완화대책을 위한 기술요소를 건폐지

와 비 건폐지를 대상으로 구분하여 주요 기술요소를 정

Figure 1. Case Study Area

Figure 2. Inner Road Pattern in Case Study

Table 2. Characteristics and Present Condition of Case Study

Area Building area Structure Roof shape
Construction

Year

Housing type

Detached

house

(42)

160~300

Building coverageratio: 12~50%

Floor area ratio: 80~90%

Floor: 2F

Brick Slab 1990~1993

Multiplex

house

(17)

250~450

Building coverage ratio: 50~60%

Floor area ratio: 130~180%

Floor: 3~4F

R.C
R.C

Slab
2002~2010

Mixed-used dwelling

(11)
200~250

Building coverage ratio: 45~50%

Floor area ratio: 80~90%

Floor: 2F

Brick Slab 1990~1993

Figure 3. Building Classified Codes in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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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였으며, 형태기반특성을 중심으로 정책적 지원수단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기에서 살펴본 단독주택지 공간

특성과 형태에 기초하여 <Figure 3>과 같이 건축물 유형

을 코드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열섬완화대책 기술요소

들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열섬완화대책을 위한 기술요소

를 적용하기 위한 공간접근 체계를 도시체계, 건축특성,

가로형태, 오픈스페이스 등을 고려하여 <Figure 4>와 같

이 구분·적용하였다.

3. 대상지 열환경 평가

본 절에서는 대상지의 블록 내 가구들을 도시체계별로

구분하고 그 구분에 따라 열섬완화대책 기술 요소들을 적

용한 내용을 중심으로 열환경 평가를 하였다. 열섬완화대

책 기술요소 적용에서 건축물의 형상이나 요철 등의 구

성 재료가 건축물의 전열특성이나 도시 열환경 형성에 중

요하며 그것을 3D-CAD 열환경 프로그램인 ThermoRender

를 활용하여 3차원 전표면온도와 열섬잠재성(HIP)을 평가

하였다.

우선, <Figure 5>의 대상지 내 3차원 표면온도분포 시

뮬레이션 결과, 건축물유형구분에 따라 Code A의 근린생

활복합유형에는 건폐지 부분인 지붕에 옥상녹화를 하고

건물 외벽에는 담장녹화를 하였다. 그리고 비 건폐지 부

분에는 수목을 추가하는 등의 열섬완화대책 기술요소를

적용한 결과, 열섬완화대책 기술요소 적용하기 전 옥상에

서는 17oC(54oC→37oC), 그리고 담장녹화를 한 건물 외

벽의 벽면에서는 6oC(38oC→32oC)의 온도가 감소하였다. 

Code B의 다가구·다세대주택에서도 건폐지 부분인 옥

상과 건물 외벽의 벽면에 일부 입체녹화를 시행하고 비

건폐지인 지표면에 일부 수목 추가와 식생을 포장한 결

과, 옥상에서 18oC(54oC→3oC), 벽면에서 7oC(44oC→37oC)

의 온도가 감소하였다. 그리고 Code C의 단독주택에서는

건폐지인 옥상과 벽면에 일부 입체녹화를 시행하고 담장

을 제거하여 수목을 추가하였으며, 비 건폐지 부분에 일

부 수목 추가와 식생포장을 확대하여 녹피율을 증가하였

다. 그 결과 앞선 결과와 유사하게 옥상에서 20oC(57oC

→37oC), 벽면에서 7oC(39oC→31oC)의 온도가 감소하였다.

그리고 블록 내 내부도로(4m)를 녹색시각통로의 보행자

중심 공간특성형태로 만들기 위하여 수목식재와 지표면의

투수포장 및 식생포장으로 조성한 Code S-1(동서방향)과

Code S-2(남북방향)의 표면온도분포 결과 두 지역 모두

지표면에서 10oC 이상의 온도가 감소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수목과 식생포장 등에 의한 차양효과와 증발산작용

을 통한 주변의 현열을 완화한 결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대상지 내의 열섬현상 정도를 더 정확하게 파

악하기 위하여 HIP 온도분포를 평가하였다. HIP는 열섬

잠재성지표로서 대상지 내 HIP가 클수록 표면온도와 기

온의 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열섬현상의 원인이 되

는 대기방출의 현열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ure 6>

에서와 같이 HIP 분석방법은 <Figure 4>에서 제시한 열

섬완화대책 기술요소를 적용하였다. 대상지 내 Code

A(16.3oC→1.19oC), Code B(22.81oC→10.59oC), Code C

(13.61oC→3.26oC)의 HIP 분포 결과 모두 10~15oC 이상

의 온도분포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Code S-1(15.75oC

→2.03oC)과 Code S-2(15.0oC→1.22oC)의 내부도로 HIP

Table 3. Design Approach to Mitigate Heat Island

FBCs
Lot Open space Road

Code A Code B Code C Code O Code L Code S

Design 

factor

UHI

Build-

ing

Roof planting

Wall planting 
- -

Natural soil, Planting

Permeable pavement

Planting, Permeable pavement

Vegetation pavement

Open

space

Natural soil

Planting

Vegetation pavement

Planting

Natural soil

Planting
- - -

Key image Green wall Green parking Green garden Open space Green community Pedestrian focus 

Image

Policy support Green wall policy Green parking policy Fence demolition Urban Forest Community road Fence demolition

Figure 4. Apply of Heat Island Mitigation Design Factor in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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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Surface Temperature Distribution in Case Study

Figure 6. HIP Distribution in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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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분포 역시 13~14oC의 온도분포 차이가 나타났다. 이

러한 원인으로는 인공피복, 표면의 모양, 열원, 수분원 등

을 들 수 있는데, 특히, 인공피복은 <Figure 5>에서와 같

이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 인공재료들의 열 축적과 방출

에 기인하고 있다. 표면의 모양 역시 복사열과 관련이 깊

으며, 동시에 수목이나 식생포장에 의한 냉각 효과도 영

향을 미친다. 결국, 부분적인 녹화적용보다는 대상지 전체

의 건조환경물을 대상으로 녹피율을 증가하는 계획이 열

환경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형태기반코드의 개념을 중심으로 주거지의

공간특성과 형태에 기초하여 건축물 유형을 코드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열섬완화대책 기술요소를 적용하여 주

거지 열환경 평가를 하였다.

우선,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서 연구의 차별성을 검증

하고 형태기반코드의 구성에 적용 가능한 열섬 완화 설

계요소와 그 효과를 정리하였으며, 효과적인 통제를 위한

가구·건축 규모별 열섬완화대책 기술요소를 설정하였다.

효율적인 연구진행을 위하여 대상 지역의 표면온도에 영

향을 미치는 옥외공간 형태나 구성 재료 등을 열섬완화

대책 기술요소를 중심으로 3D-CAD 기반으로 작성하고

주변 지역의 기후요소 등을 시뮬레이션에 반영한 공간설

계를 시행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지 내 3차원 표면온도분포 결과 Code A(근린생활

복합주택), Code B(다가구·다세대주택), Code C(단독주

택) 모두 옥상녹화에서 17~20oC 이상의 온도분포 차이가

나타났으며, 벽면녹화에서는 6~7oC의 온포분포차이가 나

타났다. 그리고 대상지 블록 내의 녹색시각통로로 조성한

Code S-1(동서방향)과 Code S-2(남북방향)의 내부도로 표

면온도 분포 역시 10oC 이상의 온도분포 차이가 나타났다.

HIP 분포 결과에서도 Code A(근린생활복합주택), Code

B(다가구·다세대주택), Code C(단독주택) 모두 10~15oC

이상의 온도분포 차이가 나타났으며, Code S-1(동서방향)

과 Code S-2(남북방향)의 내부도로에서도 13~14oC의 온

도분포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주거공간의 열섬현상 완화와 쾌적성 향상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시점에 국내에서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는 형태기반코드를 기반으로 주거지의 열

환경 개선의 적용과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새로운

도시환경을 창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발달하고 있는 형태

기반코드의 개념을 도시공간의 대기 현열부하 억제를 위

하여 표면온도 완화 효과에 주목하고 표면온도 완화를 위

한 계획적 접근방안으로 주거지 옥외의 공간형태나 구성

재료에 열섬완화대책 기술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쾌적성이

높은 주거지의 옥외공간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고

찰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향후에는 우리 실정에 부합할 수 있고 유사한 지역에

도 적용할 수 있는 좀 더 체계적인 형태기반코드의 내용

에 충실한 열섬완화대책 기술요소를 체계화한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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