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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abnormal climates occur due to the increase in greenhouse gases at home and abroad, various problems such as
human casualties, crop damage, energy depletion, and economic loss due to heat diseases, which are one of the
extreme climate phenomena, are following one after another. In response,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the ‘Climate
Crisis Response Special Committee’ since 2018, when it recorded the greatest damage in history due to heat waves,
and has been carrying out budget formation and reform of laws and systems every year to respond to heat waves.
However, in relation to the heat wave damage reduction facility that is being expanded with a large budget, there is
no prior research related to the degree of heat loss due to the use of the facility, the difference in effects between
specific groups, and the economic effect that comes back compared to the invested budget. . Therefore, from a mid-
to long-term perspective,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difficult to establish a clear direction for policy making.
Therefore, in this study, representative facilities were select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heat reduction among the
currently expanded heat damage reduction facilities, and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or users of each
reduction facility (waterfall, awning, pond, and elastic pavement). Accordingly, the change in the sense of heat
according to the use of the heat damage reduction facility was checked, and the change in the sense of heat according
to the group characteristics (gender, age, metabolic rate) was analyze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cility and the users.

Key words: Heat wave(폭염), Heat wave reduction facility(폭염저감시설), Awning(차양막), Waterfall(폭포), Pond
(연못), Elastic paved road(탄성포장코트)

†Corresponding author

E-mail: pks2180@deu.ac.kr

접수일: 2021년 12월 1일; 심사일: 1차:2021년 12월 30일; 채택일: 2022년 1월 5일

1. 서 론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평균기온 증가와 도시화가 야기한 도시열섬현상 등으로 인한 기상과 기후의 이

변이 인류의 보건에 장차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이 높아지고 있다[1]. 이상기후 현상 중 하나로 폭염

일수와 강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 및 인명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2]. 이

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1년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시작으로, ‘기후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설치하

고 폭염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의 폭염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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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폭염피해 예방지침 마련, 폭염 저감시설 확충, 각 산업분야 피해대비 사업추진, 미래 폭염재난 대비 연

구·기술개발을 통한 폭염 저감시설의 효과분석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3].

그러나 이와 같은 대책은 온도 및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한 폭염특보 발령과 같은 예보적 차원의 대응책

에 불과하며, 폭염과 같은 기후재해의 경우 재산의 피해가 대부분인 홍수나 강풍에 비해 건강영향 및 피

해와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를 초래하게 되며 특히 이는 취약계층에게 더욱 치명적이다[4]. 폭염으

로 인한 대표적인 건강피해로는 온열질환이 있으며 열사병, 열경련, 탈수성 열탈진 등이 포함되며 앞서 기

술한 폭염 취약계층은 여러 환경적 요인에 인하여 다양한 공간 분포를 보이며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에 대

한 여러 가지 방재 대책이 필요하다[5].

공원과 같이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대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폭염 저감시설은 기술의 원리에 따라 신체

냉각기술, 지상열 억제 및 냉각 요소기술, 상부공간 일사차폐요소 기술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시설의 위

치와 주변 환경, 사용자의 접근도에 따라 적용되고 있으며 원리에 따른 시설의 분류는 Table 1과 같다[6].

본 연구에서는 시설사용자의 온열만족감을 극대화하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실제 대중이용시설에 설치된 폭염 저감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온열만족감을 설문을 통해 조사하여 사

용자의 연령, 성별, 대사량에 따른 만족감의 정도를 조사하고 저감시설의 이용전후의 환경적인 요인도 측

정하여 사용자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폭염저감시설의 설치효과에 대한 정량적 비교를 위하여

연못과 폭포, 차양막, 탄성포장재가 동일한 부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하

였다.

2. 연구개요

2.1 설문 장소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폭염 저감시설 이용으로 인한 온열감 변화를 확인하고자 폭염 저감시설을 선정하

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조사 장소는 Fig. 1과 같이 다양한 폭염 저감시설이 모두 갖추어진 부산에 위치한

시민공원을 선정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주변에 일조의 영향을 미칠만한 고층건물은 존재하지 않

았다.

설문은 폭염 저감시설 중 온열저감 기술원리(신체 냉각기술, 상부 공간 일사차폐 기술, 지표면 열 억제

기술)에 따른 대표적인 시설을 Table 2와 같이 선정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는데 폭염 저감시설로서 각 지자

체에서 많이 적용되는 물안개분사장치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운행되지 않는 것을 고려하여 폭포 및

Table 1. Classification of heatwave damage reduction facilities

Damage reduction principle Heat damage reduction facility

Body cooling element technology
(1) Blowing fan

(2) Water mist spraying device

Ground heat suppression and cooling element 

technology

(3) Ground greening

(4) Block surface heat reflection

(5) Surface water spraying device

(6) Road sprinkler vehicle

Upper space solar shielding element technology
(7) Artificial awning (Shading curtain)

(8) Roof greening

Horizontal wall cooling element technology
(9) Wall greening

(10) Cooling lou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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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분수로부터 발생하는 미스트가 시설이용자들의 체표에 직접 닿아 증발열을 발생시켜 신체 냉각 기술

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폭포(Waterfall)’시설로 대체 선정하였다. 시민공원에 설치된 “하늘빛폭포”는

25m 높이의 스테인리스 스틸 구조물로 조성된 인공 폭포로 시간당 1000 톤의 물을 공중에서 분사하는 방

식이다.

또한 지표면 열 억제 기술을 적용하기 위하여 다른 포장도로에 비해 경량이며 열용량이 적은 탄성포장

도로(Elastic paved road, E.P.road)와 하부로부터의 복사열 억제를 위한 연못시설(Pond)을 선정하였으며 일

Fig. 1. Measurement location in the test site

Table 2. Heat damage reduction facility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heat reduction technology

Heat reduction technology Heat damage reduction facility

Body cooling technology Waterfall (tunnel fountain) 

Solar shielding of upper space Awning

Ground heat suppression

E.P.Road (Elastic paved road)

P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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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차폐를 이용한 폭염저감시설로는 차양막(Awning)이 적용되었다. 연못은 약 6,700㎡의 면적으로 연못의

수면에서 3m 상단에 폭 3m의 보행로가 위치하고 있으며 차양막의 경우 높이 2.5m에서 지름 5m로 펼쳐

지는 방식이다.

폭염저감시설의 효과를 연구하기 위하여 Table 3.과 같이 2020년 08월 14일~09월 04일 사이의 폭염예보

발령일이면서, 복사와 습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비가 오지 않는 날에 설문 및 환경 측정을 실시하였으

며 운행시간을 고려하여 11시 30분부터 30분 간격으로 조사장소를 옮겨 다니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이

용자에게 시설 이용 전·후의 온열감과 관련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시설 내/외에서 바닥 복

사온도 측정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단, 탄성포장 도로는 설문현장에서 설문 부수가 비교적 적고, 설문응답

값 통계 시, 온열감 변화가 매우 적어 유의미한 값을 위하여 표본 수를 늘리고자 시설별 2회 진행하던 것

을 추가로 1회 더 실시하여 설문을 총 3회 실시하였다.

2.2 설문내용

설문조사 문항은 총 22문항으로 설문응답자 신체적 정보와 상태, 시설 이용 전·후의 온열감, 시설 이용

자들이 인지하는 온열감에 영향 인자와 관련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설문 응답자 정보는 성별, 연령대, 키,

체중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응답자 상태는 직전까지의 활동량, 실외 노출시간, 현재 위치와 관련한 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또한 시설 이용 전·후 온열감은 (ASHRAE, 2010)7point scale을 사용하여 작성된 설문문항

Table 3. Investigation date and location

Date Time Location

8/22 9/4 11:30~12:00 Pond

8/22 8/30 12:00~12:30 Waterfall

8/22 9/4 12:30~13:00 Awning

8/22 8/30 9/4 13:00~13:30 Elastic paved raod

Table 4. Information of respondents by survey location 

Survey 

date
Survey location

Number of 

respondents

Information of respondant

Gender Age Body metabolism(W)

Count Sum Male
Fe-

male

20’ 30’ 40’ 50’
Avg 100 150 200 Avg

M F M F M F M F

8/22 Pond 8
29

3 5 0 0 0 0 2 3 1 2 44 4 3 1 175

9/4 Pond 21 10 11 2 2 2 2 2 2 4 5 39 8 12 1 176

8/22 Waterfall 13
53

5 8 2 3 2 3 0 0 1 2 31 9 3 1 158

8/30 Waterfall 40 24 16 6 4 6 4 6 4 6 4 35 16 22 2 180

8/22 Awning 24
44

10 14 4 6 3 3 2 3 1 2 30 11 12 1 173

9/4 Awning 20 10 10 2 3 2 1 3 2 3 4 37 9 9 2 173

8/22 elastic paved road 18

66

5 13 0 4 2 3 2 3 1 3 36 10 7 1 168

8/30 elastic paved road 24 12 12 6 6 0 2 4 2 2 2 31 6 16 2 191

9/4 elastic paved road 24 10 14 3 5 2 3 2 2 3 4 34 10 13 1 180

Sum 192
89 103

25 33 19 21 23 21 22 28

58 40 44 50 83 97 12

192 192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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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응답 요청하였다[7]. 또한, 시설이용 전·후 온열감의 영향 인자와 관련하여 복사, 공기온도의 변화인

지에 대해 7point scale로 작성하여 매우 더움(+3), 더움(+2), 따스함(+1), 편안함(0), 서늘함(-1), 추움(-2), 매

우 추움(-3)을 참고하여 응답 요청하였다. 단, 온열감의 변화를 세밀하게 확인하고자 기존 정수로 표현된

Scale에 설문응답자에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현하도록 요청하였다. 

상기 선정된 시설을 대상으로 운영시간에 맞춰 장소를 옮겨가며 진행하였는데 공원 내 시설 이용자들의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설문응답자에게는 사전에 온열감 변화의 영향 인자(복사온

도)에 대한 정의를 설명해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가 이용한 폭염저감시설과 응답자의 성별, 연령에 따라 분류한 것은 Table 4와 같

다. 대사량에 따른 시설 이용 전·후의 온열감 변화의 경우 응답받은 설문을 통계하여 식 (1)과 같이 해석

하였는데 이때의 대사량은 설문조사 시 설문응답자의 정보에 관한 문항 키, 체중, 현재 활동량에 따른 MET

값을 활용하여 Du Bois의 공식에 의해 계산하였고, 여성의 경우 보정치 0.85를 적용하여 계산한 후 50W

단위로 구간으로 나누어 온열감을 분류하였다[8].

체표면적(m2) = 체중(kg) × 0.425 × 신장(cm) × 0.725 × 0.007184 (1)

2.3 폭염 저감시설의 온열환경 측정

설문을 통해 분석한 온열감의 영향 인자와 직접 측정한 온열환경 DATA를 비교하여, 영향 인자로 인한

온열감 변화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온열환경 계측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Fig. 2는 설문을 진행했던 3일 중

8월 22일에 각 폭염 저감시설에서 열화상카메라로 측정한 지표면 및 사용자의 신체 표면온도를 측정한 것

이다. 비교를 위한 폭염 저감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의 보도블럭의 표면 온도는 평균 45oC로 측정되었다.

연못과 폭포의 바닥 표면 온도는 약 44oC 전후했으며 인체 표면온도는 30oC를 전후하는 것으로 유사한

Fig. 2. Radiant temperature of the ground surface of heat damage reduction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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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을 보이지만 폭포의 경우 대사량이 높은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미세 물입자의 영향으로 인해 인체 표

면 온도가 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미세 물입자를 직접 분사시켜 증발시키는 쿨링포그의 분사시의

온도저감 효과보다는 낮지만 이와 유사한 효과를 보인다[9]. 차양막의 경우 직사광선이 차단됨으로 발생하

는 그림자로 인해 지표면의 온도를 10oC 이상 낮추는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인체 표면 온도 역시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지만 탄성포장코트의 경우 바닥 표면온도가 보도블럭의 온도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복사에너

지를 흡수하는 효과는 미미하거나 그렇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었으며 이에 노출된 이용자의 인체 표면 온

도 역시 낮추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Fig. 3은 각 폭염저감시설의 공기온도와 상대습도를 나타낸 것이다. 폭염 저감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보

도블럭에 비해 연못, 폭포, 차양막 순서로 공기의 평균 온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탄성포장도로의 경

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습도는 폭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못, 차양막, 탄성포장도로 순으로 높

았으며 탄성포장도로의 경우 상대습도가 대조군에 비해 낮았다. 폭포의 경우 일사에너지에 의한 수분의 증

발 및 폭포가 발생하는 미세 물입자 등의 발산 등으로 상대습도가 높다고 판단되며 연못의 경우 미세 물

입자의 발산은 없지만 연못의 표면에서 증발하는 물로 인한 습도의 증발이라고 판단되며 차양막의 경우 공

기의 온도가 낮아짐으로 인한 상대습도의 증가인 것으로 판단된다. 대조군인 보도블럭보다 표면온도와 공

기온도가 높은 탄성포장도로의 경우 온도의 상승으로 인한 상대습도의 저하로 판단된다. 

3. 설문결과

본 연구에서 선정된 폭염 저감시설(폭포, 차양막, 연못, 탄성포장 도로)을 이용 전·후의 온열감 변화를

확인하고, 특정(대상)이용자에 따른 분류(성별, 연령, 대사량)에 따른 온열감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여 설

문조사를 통해 응답받은 시설 이용 전·후의 온열감을 통계하여 상자수염 그래프(Box-Whisker Plot)로 나

타내었다.

3.1 시설별 온열감 분석 

변수(성별, 연령, 대사량)를 고려하지 않은 모든 표본의 경우 Fig. 4의 박스 플롯의 중윗값을 기준으로 시

Fig. 3. Air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of heat damage reduction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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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이용 전후의 온열 만족도가 가장 향상된 시설은 폭포시설(-1.7) > 차양막(-1.46) > 연못(-0.72) 순이었으

며 IQR 범위 차 분석의 경우 폭포시설 및 차양막은 시설 이용 전/후의 IQR 범위가 길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온열감의 분포가 두드러지게 분산된 경향을 보여주며, 특정 이용자의 특성에 따른 변수(성별,

연령, 대사량, 기후 등)이 온열감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못과 탄성포장도로 시설

은 폭포, 차양막 시설과 다르게 시설 이용 전·후의 IQR이 밀집된 분포를 보여주는데, 시설이용자의 분류

에 상관없이 온열 만족도가 커지는 범위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 성별에 따른 시설별 온열감 변화 분석

Fig. 5는 성별에 따른 시설 이용 전·후의 온열감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폭포의 경우 박스 플롯의 중

윗값을 기준으로 성별에 따른 시설 이용 전·후의 온열 만족도 개선 효과가 가장 큰 시설인 폭포의 경우 여

성(-1.48) < 남성(-1.91)이었으며, 연못의 경우 여성(-0.56) < 남성(-0.9), 차양막의 경우 여성(-1.25) < 남성

(-1.7)으로 세가지 시설 모두 시설 이용으로 인한 여성의 온열감 변화가 남성보다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동일한 시설을 이용함에도 평균적으로 남성의 온열 만족도가 여성보다 개선되는 정도가 크다고

판단된다. 탄성포장 도로의 경우 여성과 남성의 중윗값이 미미한 차이를 보여 유의미한 결과로 볼 수 없

는데 이는 환경을 실측하였을 때 탄성포장 도로의 경우 바닥 표면의 복사온도가 높거나 크게 차이가 없으

므로 실제 온열 만족도의 개선에는 영향을 주지 않은 것이라 판단된다. 

IQR 분석의 경우 대상을 고려하지 않은 조사와 마찬가지로 폭포와 차양막의 경우 응답값의 분포가 크

며 상대적으로 연못과 탄성포장도로의 경우 응답값의 분포가 다소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남성의

경우 여성 보다 분포가 더 집중되어 있으며 여성의 경우 여러 가지 다른 변수에 온열 만족감의 개선효과

가 좌우된다고 판단된다. 

Fig. 4. Distribution of  thermal satisfaction before and after using each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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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령에 따른 시설별 온열감 변화 분석

Fig. 6는 연령에 따른 시설 이용 전/후의 온열감 분포이다. 박스 플롯의 중윗값을 기준으로 시설별 연령

에 따른 이용 전·후의 온열감 변화의 차이값이 극소하여 어떠한 뚜렷한 경향을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으므

로, 연령에 따른 시설별 온열감의 차이는 시설과 성별에 따른 차이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포의 경

우 박스 플롯의 중윗값을 기준으로 연령에 따른 시설이용 전·후의 온열감 변화는 50대의 경우에 온열 만

족도의 개선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 20~40대의 차이는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못의 경

우 박스 플롯의 중윗값을 기준으로 연령에 따른 시설이용 전·후의 온열감 변화는 40대를 제외한 연령대에

서는 유의미한 값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며, 40대의 경우엔 시설이용자의 성별에 따른 분포를 확인이 필요

한 것으로 보여진다. 차양막과 탄성포장도로의 경우 박스 플롯의 중윗값을 기준으로 연령에 따른 시설이

용 전·후의 온열감 변화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차이가 매우 적어 연령

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대체적으로 시설이용 전·후의 IQR을 살펴보면 구간이 단계별로 분포하나 단계의 격차는 매우 적은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연령이 폭염상황에서 온열만족감에 영향은 미치지만 그 정도가 매우 적어 결정

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성별이나 대사량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4 대사량에 따른 시설별 온열감 변화 분석

Fig. 7은 대사량에 따른 시설 이용 전·후의 온열감 분포를 나타낸다. 폭포의 경우 박스 플롯의 중윗값을

Fig. 5. Distribution of thermal satisfaction before and after using facilities according to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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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100W(-2.03) > 150W(-1.65) > 200W(-0.77)로 대사량의 구간이 증가함에 따라 시설이용으로 인한

온열감 변화는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시설 이용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0.43), 연령대에 따른

차이(0.28)와 같은 시설 이용자들의 다른 특성에 따른 온열감 변화와 비교하면 가장 큰 차이(1.26)를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못의 경우 박스 플롯의 중윗값을 기준으로 100W(-1.14) > 150W(-0.65) > 200W(+0.20)

으로 대사량의 구간이 증가함에 따라 시설이용으로 인한 온열감 변화는 감소하였고, 200W의 구간에서는

오히려 온열감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MET 값이 비교적 큰 편에 속한 40대였으며, 연못

의 온열환경 계측 데이터값이 시설 내외의 차이가 적은 날의 경우로 확인되었다. 연못 역시 폭포와 비교

할 때 시설 이용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0.34), 연령대에 따른 차이(0.72)와 같은 시설 이용자들의 다른 특

성에 따른 온열감 변화와 비교하면 가장 큰 차이(1.34)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양막의 경우 박스 플

롯의 중윗값을 기준으로 100W(-1.71) > 150W(-1.38) > 200W(-2.00)으로 대사량의 구간이 증가함에 따라 시

설이용으로 인한 온열감 변화는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0W의 구간에서는 온열감의 변화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실외에 노출된 시간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차양막 시설

은 다른 시설과 다르게 시설 이용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0.45)가 연령대에 따른 차이(0.25)와 대사량의 차

이(0.33)보다 더 큰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성포장 도로의 경우 박스 플롯의 중윗값을 기준으

로 100W(-0.34) > 150W(-0.26) > 200W(-0.21)로 대사량의 구간이 증가함에 따라 시설이용으로 인한 온열

감 변화는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평균 온열감 변화량이 매우 적어 수치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볼 수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탄성포장 도로 시설은 차양막 시설과 같이 이용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0.02)가

연령대에 따른 차이(0.42)와 대사량의 차이(0.13)보다 더 큰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못과 차양막의 경우 200W 구간을 제외하고, 전반적 각 시설이용 후의 IQR을 살펴보면 대사량의 구간

이 증가함에 따른 온열 응답 값의 분포가 단계적으로 일정한 차이를 보이며 분산구간이 좁혀지는 것을 확

Fig. 6. Distribution of thermal satisfaction before and after using facilities according to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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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다. 특히 폭포와 탄성포장 도로는 전 구간에서 단계적으로 분포가 좁혀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시설이용자의 특성 중 성별 및 연령대와 비교하면 대사량이 시설 이용 전·후의 온열감 변

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대체로 시설이용 전후의 온열 만족도 개

선효과가 가장 큰 시설은 폭포>차양막>연못>탄성포장도로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폭염 저감시설의 이용에 따른 온열감 변화를 확인하고 이를 집단의 특성(성별, 연령, 대

사량)에 따른 온열감 변화와 관련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폭염 저감시설 내·외의 온열환경 계측 데

이터와 설문을 통해 응답받은 온열감 변화와 관련한 영향인자 체감과의 상관분석을 시행하여 관계를 확인

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재 확충되고 있는 폭염 저감시설 중 온열저감 원리에 따라 대표적인 시설을 선정

하였으며 각 저감시설(폭포, 차양막, 연못, 탄성포장 도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시설 내

·외의 온열환경 계측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 결과로 시설 이용으로 인한 온열감 감소 효과가 가장 큰 시설은 폭포시설(-1.7)이었으며, 다음으로

차양막(-1.46) > 연못(-0.72) > 탄성포장 도로(-0.27) 순으로 온열감 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바닥

및 인체 표면온도를 열화상 측정한 결과 및 상대습도를 연관지어 설명이 가능한데 단순히 바닥온도나 공

기온도가 낮거나 상대습도가 낮은 것이 온열만족감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바닥온도와 공기온도를 주변

보다 낮추면서 미세 물입자가 사용자의 신체 표면온도를 동시에 저감시켜주는 것이 사용자의 온열감의 감

소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판단할 수 있다.

Fig. 7. Distribution of thermal satisfaction before and after using facility according to metabolic rate



국내 폭염 저감 시설의 온열 만족도에 대한 연구 11

Korean Society for Geothermal and Hydrothermal Energy (KSGHE)

성별에 따른 특성으로 남성(2.53)이 여성(2.37)보다 더위를 더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 이

용으로 인한 온열 만족도 개선효과 또한 또한 남성(-1.21)이 여성(-0.82)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이용자의 특성 중 연령대에 따른 특성으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더 강한 더위를 느끼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시설이용으로 인한 온열감 감소 효과는 미미하지만 낮은 연령대일수록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

다. 폭포, 연못의 경우 일부 연령대를 제외하고 연령에 따른 온열감 변화의 영향차이는 두드러지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차양막과 탄성포장 도로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온열감에 대한 영향이 그 차이가 매우

적어 연령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대사량에 따른 특성으로는 대사량의 구간

이 증가함에 따라 시설의 효과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폭염 저감시설을 이용함에 따른 실제 이용자들의 온열감 및 요인과 관련하여 설문하여 분

석을 시행하였고, 폭염 저감시설의 효과와 이용자 특성에 따른 효과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는 20대에서 50대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경향을 확인하였으나, 실제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극

심한 65세 이상의 고령에 대한 온열감 반응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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