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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도시열섬현상은 지표피복의 인공화 혹은 다양한 인공물로부터 발생하

는 열에 의해 발생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초점은 기존연구처럼 지표피

복과 도시열섬현상 간의 상관관계에 두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인간활동의 

도시집중이 도시지표의 인공화를 가져오고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열섬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인간활동에서 본 연구는 찾

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간활동의 집중 정도를 반영하고 있는 도시

의 사회경제적 지표와 도시 열섬현상의 정도를 반영하고 있는 지표면 온

도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도록 한다. 

  연구대상은 대한민국의 도시 중 가장 도시의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서울시로 선정하고, 연구시점은 2000년으로 설정한다. 분석자료는 인공위

성 영상 중 가장 우수한 공간해상력인 60m을 가지고 있는 Landsat 7 

ETM+의 열적외선 영상을 활용한다. 그리고 국내 사회경제지표 자료로는 

매 5년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된 집계구단위 인구주택 총조사 자

료를 활용한다. 분석기법은 공간회귀모델 중 Spatial Error Model을 활용

한다. 투입변수는 자연로그를 취한 ln인구밀도, ln종사자수밀도, ln지표면

온도와 더미변수인 수면더미, 녹지더미를 사용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Spatial Error Model를 적용한 회귀분석

은 종사자밀도가 10%증가할 때, 지표면온도는 0.095%가 증가하고 인구

밀도가 10%증가할 때, 지표면온도는 0.085%가 증가함을 결과로 도출할 

수 있었다. 표준화계수를 비교하면 ln종사자수밀도가 0.266, ln인구밀도는 

0.160으로 그 영향력이 1.66배의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종사자

수밀도의 영향이 지표면 온도 변화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결과는 

설명한다.

  회귀모델의 적합성을 잔차분포를 통해 살펴보면, 표준편차가 +2.5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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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여 과소 추정된 지역과 –2.5미만인 과대 추정된 지역이 모델의 신

뢰성을 떨어트리고 있었다. 먼저 과소추정지역은 김포공항, 각 도시철도

의 차량기지, 구 경마장부지, 미군기지 등 지표면 온도가 가장 빠르게 상

승할 수 있는 지표피복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과소추정은 사회경제적지표 이외의 지표의 물리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모델이 재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반대로 과대

추정지역은 온도가 낮은 지역으로 표현되는 수면, 산지에 해당하는 곳으

로 실제 사회경제적지표들이 존재하더라도 이 역시 지표의 생물리적 특

성이 더 강하게 반영되는 지역이라 과대추정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도

시열섬이 인간활동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했고, 이를 연구

에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연의 영역인 지표면 온도분포와 사회경제

적지표에 해당하는 인구밀도, 종사자수밀도와의 상관성을 정량적으로 분

석하였다. 둘째는 공간단위에 있어 가장 세밀한 사회경제적 지표인 집계

구 통계자료를 활용하였고 위성영상 원격탐사 자료 중 가장 세밀한 

Landsat 7 ETM+ 영상을 활용하여, 지표면온도를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셋째는 공간데이터를 이용한 회귀분석에 있어서 공간적 자기상관을 고려

한 모델을 도출하였다. 이는 일반통계 회귀모델이 공간데이터 분석에서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공간적으로 더 정확한 분석을 실시하였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도시연구방법론이 사회경제적 통

계자료만을 이용해왔다면, 본 연구는 원격탐사기법과 열영상분석기법을 

도시연구에 활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는 자료에 있다. 집계구통계가 가지는 정보의 보

안 때문에 1~5사이의 값은 공개되지 않는다. 이러한 값들에 대해서 본 

연구에서는 평균인 3의 값을 주어 처리하였다. 또한, 회귀분석의 선형성

을 확보하기 위해 각 변수에 로그를 취하면서 집계구 통계자료 중 0의 

값을 가지는 데이터들이 손실되었다. 이는 연구 모델의 예측을 불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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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본 연구의 두 번째 한계는 모델의 비교검증이 부

족했다는 점이다. 특정 한 시점의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사회경제적지표

와 상관성을 분석한 연구결과는 모델의 예측이 어긋날 위험을 안고 있음

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른 시점의 기상상태에서 모델을 작성하여 비교하

는 작업을 누적하여 모델을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지표면온도, 집계구통계, 공간회귀모델, Landsat 7 ETM+, 원격탐사

학  번: 2013-2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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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인간이 문명을 형성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했던 사건은 일정한 공간

에서 군집하기 시작한 것이다. 군집이 발생하면서 이들을 수용할 주거지

가 필요했고, 주거지와 함께 삶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들이 모여들어 도

시를 형성하였다. 이로 인해, 인간의 사회경제적인 활동은 한정된 공간속

에서 왕성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도시에서 사회경제적인 현

상의 밀도가 주변 교외지역보다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초기 자연상태의 

공간이 주변 지역에 비해 태양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흡수하는 인공피복

물로 변화하고, 오염물질과 열을 발생시키는 활동이 집중적으로 일어나

면서 주변 교외지역보다 도심부의 지표면 온도가 현저히 높은 도시열섬

현상(UHI: urban heat island)이 발생하게 된다(최영은·권원태 역, 2010, 

260). 결국 인간활동의 집중이 환경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한 기존 연구에서는 도시의 열섬현상 자체의 특성을 기상·기

후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거나(Oke, 1976; Streutker, 2002; Voogt and Oke, 

2003; Hung, et al., 2006), 원격탐사기법을 적용하여 열섬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의 열분포에 대한 분석(Roth et al., 1989; Gallo et al., 1993; 

Stathopoulou and Cartalis, 2007;  이강국·홍원화, 2007; Li et al., 2009), 혹

은 원격탐사기술을 적용하여 보다 더 정확하게 열섬현상을 감지해내는 

기법과 관련된 내용(조명희 등, 2001; Chander and Markham, 2003; 권영

아, 2006; 엄대용, 2006)들에 집중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열섬현상의 

원인을 도시화에 따른 지표피복의 불투과 표면화와 산업, 교통수단 등 

인공열을 발생시키는 요소들에서 보고 있지만, 열섬현상 자체에 대해 분

석하거나 인과관계를 따질 때 토지이용 유형 등 도시의 생물리적 특성만

이 논해지고 있다. 이는 열섬현상의 원인의 근원이 되는 인간활동의 집

중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열섬현상이 인간활동의 집중에 의해 발생했다는 

기본적인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에, 인간활동의 집중의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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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되어 있는 도시의 사회경제적 지표를 이용하여 열섬현상에 대해 살

펴보고자 한다. 한편, 열섬현상을 연구하는데 있어 관찰하는 요소는 도시

내부의 지표면온도와 도시교외지역의 지표면온도가 있는데, 이들 중 도

시내부의 지표면 온도에 초점을 맞추어 도시의 사회경제적 지표와의 상

관성을 분석하도록 한다.

  제2절. 연구대상과 시점 및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원격탐사기법을 활용하여 도시지역을 살펴보고자 한다. 도

시는 인간이 일정한 공간에 정착하여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공간이 혼

잡하며, 고차의 경제, 즉 1차 생산이 아닌 2, 3차 생산 경제를 가진 곳이

다(신정엽 등 역, 2010, 111). 정리하면 도시는 인간이 집중되고, 활동 또

한 집중된 곳으로 정의할 수 있다. 도시의 정의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도시들이 존재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내에서도 다양한 도시들이 

존재한다. 여러 도시 중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대상지역은 행정

구역상의 서울특별시로 선택하였다. 

  그 이유는 서울이 대한민국 내에서 가장 전형적인 도시의 성격을 띠고 

있는 곳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대

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은 한국의 도시화 과정과 대도시의 성장이 두드러

지는 과정에서 이러한 흐름을 이끄는 역할을 하였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종주도시화를 겪으며, 집적이익을 얻고자 인구와 산업이 더

욱 집중되게 되었다(최재헌, 2003).

  표 1과 같이 세계수준에서 서울을 비교하여도, 서울은 절대 인구수, 인

구밀도, 전국인구대비 중심도시인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면서, 그 집중도

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인구대비 중심도시인구가 21.5%로 두드러지

게 나타남은 대한민국 5명 중 1명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함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 있어서 도시인구는 2·3차 산업 종사자의 비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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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서울과 세계도시의 집중도 비교

구  분 서울 동경 런던 뉴욕

중심도시 인구(만명) 990 813 738 801

중심도시 면적(km2) 605 621 1,580 824

전국인구(만명) 4,614 12,693 5,976 28,142

인구밀도(명/km2) 16363.64 13091.79 4670.89 9720.87

전국인구대비 중심도시인구(%) 21.5 6.4 12.3 2.8

(출처: 김광중 등, 2002, 80을 재편집)

(항목별 최대값 굵은글꼴)

높은 특성을 비추어 보았을 때(김미영, 2005), 표 2에서처럼 경제활동 인

구라 볼 수 있는 종사자 수에서도, 서울의 집중은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전체 종사자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을 뿐 아니라, 산업분류 

중 3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항목 모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를 가

지고 있으며, 2차 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또한,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종사자수를 가지고 있는 시도에 서울이 해당된다.

  이런 사실들을 기반으로 서울특별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도

시적 특성을 나타내는 곳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도시의 특성이 반영되

어 나타나는 자연현상 중 하나인 열섬현상을 확인하는데 가장 적합한 지

역이 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2. 연구시점

  연구시점은 서울시의 2000년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지표면 

온도 추출을 위해 사용될 인공위성 영상 중 가장 우수한 공간해상력인 

60m을 가지고 있는 Landsat 7 ETM+의 열적외선 영상을 사용하기 위해

서다. 2장에서 서술되는 내용이지만, Landsat 7은 2003년 5월 스캔 보정

기의 이상으로 현재 손실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이는 연구 자료로

써 완벽한 Landsat 7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발사시점인 1999년부터 

2003년 사이의 영상을 선택해야 함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인구주택 총

조사의 자료를 국내 사회경제지표 자료로써 활용하고자 함이다. 전 국민

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인구주택 총조사는 매 5년마다 

시행되고 있어 2000년의 시점을 연구시점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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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전국 종사자수 통계

시·도

항목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청
북도

충청
남도

전라
북도

전라
남도

경상
북도

경상
남도

제주도

전산업 5,674,616 1,781,520 389,547 227,676 281,182 159,376 131,734 185,599 1,082,036 110,846 168,512 189,007 140,951 133,340 284,387 367,820 41,083

농업 및 임업 4,700 138 2 42 80 35 14 13 828 320 515 1,163 307 448 398 315 82

어업 4,568 1,280 2,973 0 4 0 0 0 0 42 12 0 5 78 44 13 117

광업 12,614 479 67 153 602 85 28 260 1,328 4,505 1,008 827 503 754 1,316 554 145

제조업 2,230,413 345,219 105,810 75,839 149,893 45,000 30,787 122,894 590,887 26,413 94,581 120,317 58,096 59,247 177,989 224,524 2,917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5,545 1,420 296 470 298 145 149 10 1,240 118 106 258 247 125 362 295 6

건설업 540,188 178,524 39,539 22,151 18,688 27,928 14,416 13,325 70,668 20,595 17,406 15,026 18,446 16,171 26,482 33,805 7,018

도매 및 소매업 819,933 365,195 69,067 48,575 30,600 28,325 24,034 13,945 112,241 14,672 14,825 12,278 15,696 12,797 18,751 32,915 6,017

숙박 및 음식점업 121,033 50,497 11,424 4,234 4,312 2,046 3,780 1,560 14,429 4,942 3,070 2,606 3,252 1,335 4,524 4,102 4,920

운수업 446,625 140,830 56,654 19,680 27,774 13,597 11,516 9,672 63,776 10,596 10,660 10,397 14,073 13,123 15,893 21,976 6,408

통신업 83,985 34,245 7,489 3,300 1,958 3,574 3,086 1,203 11,014 2,911 1,661 1,863 3,300 2,133 2,726 2,846 676

금융 및 보험업 466,509 196,061 36,894 24,115 18,003 14,807 13,037 7,886 58,013 11,381 10,005 10,476 13,374 11,460 15,978 19,624 5,395

부동산 및 임대업 112,004 48,802 7,415 2,815 5,108 2,329 4,484 1,241 24,914 1,440 2,928 2,227 1,614 1,453 1,384 2,974 876

사업서비스업 585,982 348,393 33,649 15,839 13,439 13,443 20,004 8,476 77,631 4,834 6,320 5,072 5,588 8,082 10,051 12,318 2,843

교육 서비스업 91,388 26,530 6,752 4,564 4,018 3,979 2,530 2,232 21,473 1,864 1,864 2,543 2,758 1,724 3,221 4,579 757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409 228 0 0 0 12 6 16 88 8 0 5 13 0 0 4 29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65,256 25,497 2,784 2,558 1,355 959 1,210 812 15,764 3,706 1,174 1,076 1,201 1,012 1,771 2,189 2,188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83,464 18,182 8,732 3,341 5,050 3,112 2,653 2,054 17,742 2,499 2,377 2,873 2,478 3,398 3,497 4,787 689

(출처: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1), 2002)

(항목별 최대값 굵은글꼴, 단위: 명)

1) 모집단: 조사기준일(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행정권이 미치는 전 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사업체 단,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농·림·어업(개인경영), 국방,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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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 지표면온도와 집계구 단위의 사회·경제적 지표와의 

상관성을 밝히기 위해 통계적 방법론을 활용하고자 한다. 특히 사회·경

제적 지표가 지표면 온도에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

고자, 공간회귀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지표면 온도를 결정하는데 각 변수

들이 어떠한 영향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 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는 그림 1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각 과정별 연구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과정

  먼저 자료취득은 영상처리와 DB 구성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

다. 첫째는 서울시 지역에 대한 지표면 온도의 산출 및 분포의 확인이다. 

지표면 온도를 추출하기 위해서 영상은 미 지질조사국(USGS)와 미 항공

우주국(NASA)에서 공동운영하고 있는 Landsat 위성들 중 Landsat 7 의 영상

을 활용하여 추출하였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열섬현상의 관

찰대상 중 도시 내부의 지표면 온도에 초점을 맞추어, 서울시 행정구역

내에서 지표면온도의 분포를 확인하고자, 좌상단 동경 125.17635 도 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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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2861 도, 우하단 동경 127.96250 도 북위 36.51254 에 해당하는 범위의 

자료를 그림 2 와 같이 서울시 행정구역 외곽선에 맞추어 편집하였다. 

그림 2. landsat 7 ETM+ raw data

  둘째는 지표면온도와 상관성을 살펴보기 위한 사회·경제적 지표 산출 

및 분포의 확인이다. 자료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집계구 총괄자료를 활

용하고자 하며, 이는 매 5년마다 행해지는 인구주택 총조사와 매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조사되는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들 데이터는 원천자료 상태의 데이터베이스를 가공하여, 사회·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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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를 산출 후 공간 데이터화하여, 각 속성별 분포를 확인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추출한 사회·경제적 지표 중 지표면온도에 의미 있는 영향

을 주는 변수들을 탐색한다. 또한, 이들 변수들이 지표면 온도에 어느 정

도 영향을 주는지 OLS회귀분석과 공간회귀분석을 시행하여, 정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2장에서 연구에 사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의 이론적 배경과 실제 연구

사례들에 대해서 서술하고, 제3장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변수들의 추출과

정을 서술한 뒤 제4장에서 연구결과를 논하고 제5장에서 결과에 대한 토

의를 진행, 제6장에서 연구의 결론과 한계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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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문헌연구

  제1절. 도시연구를 위한 원격탐사기법의 활용

  도시 연구에 있어서 주요한 목적은 도시의 패턴들과, 동적인 프로세스

들, 그리고 그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Bhatta, 2010).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 도시의 연구들에서는 사회과학 조사기법에 

따라 수집된 통계자료들을 이용하여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영상 취득기

가 탑재된 인공위성이 발사되면서 지표면 관측이 가능해졌다. 그 결과 

위성영상의 도시표면의 관측 결과를 도시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

다. 이는 기존 도시 연구에 사회경제 통계자료 뿐 아니라 위성영상도 연

구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도시 연구에 원격

탐사기법이 활용됨으로써 가지는 의미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도시연구를 위한 원격탐사기법활용의 의의

  Jensen(2006, 592)에 따르면, 원격탐사는 비접촉적 기록이며, 전자기파

의 스펙트럼을 구성하고 있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micro파로부터 

정보를 획득하는 기술로 정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정보를 측정하는 

수단은 카메라, 스캐너, 레이저, linear array이며, 이들을 항공기나 우주선

에 장착한 뒤, 디지털 이미지를 촬영하여 자료를 습득할 수 있으며 습득

된 결과물이 가지는 특징을 나열하면 표 3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표 3. 원격탐사의 특징

Ÿ 전통적 조사방법에 비해 시간과 비용 효율면에서 효과적임.

Ÿ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음.

Ÿ 넓은 지역의 정보를 빠른 시간내에 파악할 수 있음.

Ÿ 반복적인 자료취득으로 시계열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유리함.

Ÿ 디지털 자료로 처리되면서, GIS기법과의 통합에 유리함.

  이처럼 원격탐사 데이터의 특징으로 인해, 도시연구에서 원격탐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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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도입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점은 크게 데이터의 일관성 및 효율

성, 시계열 분석의 유용성, 공간해상도의 다양성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

고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도시연구에서 원격탐사기법의 활용 시 이점

유형 특징

데이터의 일관성 및 효율성

• 도시정보 취득 시 비용효율이 뛰어남
• 사회경제 통계조사에 비해 자료취득 방법의 일관성

을 유지함
• 통계조사구에 비해 일정한 형태의 공간단위를 가짐

시계열 분석의 유용성

• 연구자가 원하는 시점과 위치의 정보취득이 자유롭
게 가능함

• 시계열로 자료누적이 쉬워 데이터아카이브 작성에 
유리

공간해상도의 다양성
• 최고해상도에서 최저해상도에 까지 다양한 공간해

상도를 연구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음

  먼저 데이터 특성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첫 번째로 비용효율이 뛰

어난 일관성있는 자료의 획득이다. 원격탐사 자료로 정보를 획득하는 공

간범위를 직접조사할 경우를 비교해보았을 때, 시간과 비용면에서 원격

탐사기법이 우월하다(Miller and Small, 2003). 또한, 기존의 사회과학연구

의 기반이 되는 전통적 조사방법 결과물들과 비교해본다면, 우편조사, 면

접조사, 전화조사, 인터넷 응답조사 등 인간의 능력에 의존하여 사회과학 

통계자료가 생성될 때, 원격탐사 분석에 활용되는 영상은 인간의 능력과 

관계없이, 기기의 촬영주기 및 해상도와 같은 작동 특성에 따라 연구지

역을 일관성 있게 조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일정한 형태의 공간단위를 

가지는 점이다. 원격탐사의 정보수집 공간단위는 측정 도구의 특성과 환

경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그림 3처럼 통계조사구 단위로 구

성되어 있는 사회경제 통계와 달리 일정한 공간단위 크기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각 객체별 불규칙한 공간단위 크기를 

가지고 있는 통계조사구단위에 비해 일정한 공간단위 크기를 가짐으로써 

속성자료의 양도 더 많이 획득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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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상의 통계조사구

          공간의 형태: 불규칙적

            공간단위의 수: 8개

      

 

(b) 가상의 원격탐사영상

          공간의 형태: 직사각형, 규칙적*

            공간단위의 수: 35개 

*공간 단위의 크기 기준은 가상의 행정구역의 가장 작은 크기의 행정구역에 1개의 격자
공간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를 기준으로 삼음.

그림 3. 공간 크기 동일 환경 하 가상 통계조사구자료와 가상 
원격탐사자료 간 형태 및 공간단위 양의 차이

  다음으로 원격탐사 산물은 시계열적 분석이 용이한 점이다. 원격탐사

자료는 탑재체에 달려있는 센서가 지표면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취득한다. 이때 넓은 지역을 스냅사진의 형태로 데이터를 기록하기 때문

에 탑재체와 센서가 원하는 시간과 원하는 위치를 촬영하고 있으면 원하

는 데이터를 언제든지 취득 가능하다(Miller and Small, 2003). 탑재체의 

종류에는 지상관측도구, 비행체, 인공위성이 존재하며, 각각의 탑재체에 

획득하고자 하는 정보를 읽고 저장할 수 있는 센서들을 포함시키면, 원

격탐사 자료를 취득할 수 있다. 지상관측도구와 비행체의 경우 연구자가 

원하는 시점과 장소를 선정하는데 있어 유리하지만, 인공위성의 경우 시

점과 장소는 위성의 공전 궤도와 주기의 제약이 있어 제한되지만, 위성

이 작동하고 있는 동안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누적할 수 있어, 데이터 아

카이브를 작성하는데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공간해상도의 다양성은 인공위성 영상의 기기성능에 따라 

다양한 공간해상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저해상도에서 최고해상도의 

원격탐사자료에 이르기까지 공간해상도의 범위가 넓으므로 연구자는 자

신의 연구지역범위 지역적 수준에 맞추어 연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유의

해야할 점은 원격탐사자료의 해상도가 무조건 높다고 하여 연구의 타당

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가령 탐사자료와 GIS 공간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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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하여 연구 시, 위성은 픽셀의 공간해상도로 자료가 작성되고, 공간데

이터는 공간수준에 맞는 축척으로 작성되므로 원격탐사영상은 고해상도

의 영상을 선택하고, 공간데이터는 소축척자료를 사용할 경우 두 데이터

의 공간수준이 극도로 차이가 나게 되면 데이터 결합 시 각각의 해상도 

특성을 살리기가 어려워진다. 즉,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 특성에 맞추어 

해당되는 영상자료를 선택해야 합리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표 

5는 인공위성별 공간해상도와 적합한 공간수준을 정리한 표다. 

표 5. 다양한 원격탐사영상에 대한 적용공간수준

공간해상도(m) 분류 탑재체/센서a 적용공간수준

0.1-0.5
가장 높은
 해상도

Airborne scanner, Aerial photos, 

GeoEye-1(pan), WorldView-1(pan), 

WorldView-2(ms)

1:500-
1:5,000

>0.5-1
더 높은
해상도

IKONOS(pan), QuickBird(pan), 

OrbView(pan)

1:5,000-
1:10,000

>1-4 고해상도
IKONOS(ms), QuickBird(ms),

OrbView(ms), GeoEye-1(ms), IRS(pan)

1:10,000-
1:15,000

>4-12 중해상도 IRS(pan), IRS(LISS-IV ms), SPOT(pan)
1:15,000-
1:25,000

>12-50 저해상도
ASTER, IRS(ms), 

Landsat TM/ETM+(pan, ms), SPOT(ms)

1:2,500-
1:100,000

>50-250
더 낮은
해상도

Landsat MSS
1:100,000-
1:500,000

>250
가장 낮은

해상도
NOAA >1:500,000

apan: panchromatic(전정색); ms: multispectral(다중분광)

(출처: Bhatta, 2010)

  위의 설명과 같이 원격탐사가 가지는 장점을 자신의 연구에 맞게 적절

히 선택을 하게 되면, 도시에 대한 정량연구를 위해, 사회경제적 지표통

계 뿐 아니라 위성영상의 정보 또한, 분석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풍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원격탐사기법이 도시

연구에 활용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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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격탐사기법을 활용한 도시연구사례

  원격탐사기법을 사용하여 도시를 연구한 사례 유형은 표 6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표 6. 도시연구에서 원격탐사기법의 활용 사례

연구
유형

연구자(연도) 연구사례

도시 
외부

표면적 
특징
분석

Mesev et al.
(1995)

Landsat 5 TM, SPOT HRV영상을 활용, 영국 Bristol 지
역의 프랙탈 차원으로 계산한 1981과 1991 두시기의 토
지이용 밀도변화의 비교.

Yang
(2010)

Landsat MSS, TM, ETM+영상을 활용, 미 Atlanta지역의 
토지이용을 고밀도와 저밀도로 나뉘어 1973년부터 1999
년 사이의 변화를 모델링하여 2050년까지 예측함.

Weng
(2002)

Landsat TM영상을 활용, 중국 주장강 삼각주 지역의 
1989년에서 1997년 사이의 토지이용변화를 관찰함.

도시 
내부
생태 
분석

Ridd
(1995)

SPOT영상을 활용, 미 Utah주 Salt Lake City의 토지피복
을 V-I-S 모델로 구분하고, 이를 생물리적 요소와 인문
적 요소의 구조로 해석한 뒤, 도시의 생태학적 변이를 연
구함.

Imhoff et al.
(2010)

MODIS, Landsat TM/ETM+, IKONOS영상을 활용, 미국 
내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 38개 지역을 대상으로 함. 불
투과 표면지역 비율이 25%가 되는 영역을 도심과 교외
의 경계로 삼아 도시 열섬의 강도를 측정한 뒤, 도시의 
biome과 비교하여 열섬강도와의 상관성을 연구함.

박준규 등
(2013)

Landsat TM/ETM+영상을 활용, 6번 밴드영상을 지표면
온도로 변환한 후 지표면 온도 변화량에 따라 1991, 
1999, 2009년의 시기에 따라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구
의 주도인 옌지시의 도심지 확장을 연구함.

도시
내·

외부에 
대한
관리

Sliuzas et al.
(2010)

IKONOS, SPOT, ASTER영상을 활용, 네덜란드 
Enschede지역의 도시 계획 및 관리(UPM)을 구축함.

Al-Awar and
 El-Baz
(2010)

IKONOS영상을 기반지도로 활용,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지역의 범죄발생 위치 관리 시스템과 교통수송 관리시스
템을 구축함.

  세 유형의 분류기준은 원격탐사를 활용한 도시 연구에 있어서 보이는 

연구초점에 따라 분류하였다. 기존 연구는 도시 외부표면적 특징에 관해 

초점을 맞춘 부분, 도시 내부생태에 초점을 맞춘 부분, 이 전체를 관리하

는데 초점을 맞춘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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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지 유형 중 가장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 유형은 도시 외부표면

적 특징을 분석하여, 도시의 형태와 발달과정에 대해 연구하는 사례들이

었다. 또한, 가장 다양한 분야와 결합하여 연구가 진행된 유형은 도시 내

부생태 분석으로 원격탐사자료에 자연과학적 기법들과 생태학적 기법들

을 적용할 수 있게 되면서 도시의 특성을 설명하는데 여러가지 접근법들

이 제시됨을 알 수 있었다.

  각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도시의 외부표면적 특징을 분

석한 연구로 Mesev 등(1995)은 인구 센서스자료를 사회경제적 자료로 이

용하고, 원격탐사 영상은 Landsat 5 TM 영상과 SPOT HRV영상을 활용하

여 영국의 Bristol 지역의 토지이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인구밀도를 감안

한 토지이용을 분류하면서 프랙탈 차원을 계산한 토지이용밀도 개념을 

도입하여 주거밀도와 유형에 따라 urban, built-up, residential, terraced, 

semidetached, nonresidential, detached, apartments or flats로 구분하여 1981

년과 1991년 두 시기 간 주거밀도가 어떻게 변해 가는지 분석하였다.

  다른 연구인 Yang(2010)의 연구에서는 도시의 성장과 경관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생물리학적 자료와 사회경제적인 자료를 통합하여 도시의 

확장을 예측하고자 했다. 연구지역은 Atlanta를 포함한 주변지역으로 

1973년부터 1999년 사이의 Landsat MSS, TM, ETM+ 위성영상자료와 

DEM, 미 Census국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토지이용변화를 고밀도와 저밀

도 도시경관으로의 변화로 나뉘어, 정량화 한 후 2050년까지 도시권역의 

확장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마지막으로 Weng(2002)의 연구는 remote sensing과 GIS데이터를 결합하

여, Markov 확률적 분류 모델링으로 중국 남부지방의 주장강 삼각주 지

역의 토지이용과 토지피복 변화를 1989년에서 1997년 사이의 기간 동안 

살펴 보았다. Landsat TM영상과 현장에서 조사된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

하여, 시기별 토지이용 변화를 확률적 과정으로 분류하여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 위 세 연구의 공통점은 도시 표면의 토지이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분석하고, 시기별로 그 변화가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확인하

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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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내부생태 분석에서 Ridd(1995)는 식생(vegetation), 불투과성

(imperviousness), 토양(soil)의 비율을 가지고 도시의 피복을 녹지, 불투과

성 피복지역, 나지로 구분하여, 도시의 기능지역을 구분하는 V-I-S 모델

을 연구에 사용하였다. 모델이 적용된 지역은 미 Utah주의 Salt Lake City

이고, 토지피복을 확인하기 위해, SPOT영상을 활용하여, 다중분광특성에 

따라 V-I-S값을 산출하고, 이를 도시 구조적 형태를 생물리적 요소와 인

문적 요소로 나누었다. 또한, V-I-S값의 시간에 따른 변동을 분석하여, 

도시의 생태학적 변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연구하였다.

  다른 연구로 Imhoff 등(2010)은 지표면 온도를 이용하여, 도시 열섬현

상에 대해 연구하였다. 도시 열섬현상을 측정하기 위해, 2003-2005년의 

기간에 해당하는 MODIS영상으로부터 지표면온도를 추출하고, NLCD 

2001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한 Landsat TM, Landsat ETM+, IKONOS로부

터 불투과 표면 지역(ISA: impervious surface area)를 추출하였다. 연구지

역은 미국 내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 38개를 선정하였다. 각 도시의 도

심에서 도시화 되지 않은 교외지역까지 외부로 향하는 지역에 대해 개발 

집중 구역이라 정의하고, ISA가 25%가 되는 지점을 도심과 교외의 경계

로 삼아, 도시열섬 강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이들 구역을 우점 식생의 

종류에 따라 biome을 분류 하고, 지표면온도, NDVI, ISA를 활용하여, 지

역별 각 속성의 분포를 정량화 하였다. 그리고 열섬강도와 ISA간의 상관

성과 열섬강도와 NDVI 식생종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ISA와 NDVI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열섬강도는 교외지역 NDVI가 

커질수록 커짐을 확인 하였다. 다만 교외지역이 사막 biome의 경우 열섬

강도가 오히려 역전되는 모습을 보여, 통계 검정 시 유의하지 않은 결과

를 보였다.

  내부생태에 대한 또 다른 연구는 박준규 등(2013)의 연구로 중국 조선

족 자치주인 연변의 주도인 옌지시의 도시변화 양상을 온도변화 탐지를 

통해 분석하는 내용이다. Landsat TM/ETM+ 영상을 1991년, 2000년, 2009

년 시기의 6번 밴드 영상을 지표면 온도로 환산하여, 시기별 지표면 온

도의 증감을 측정하여 도심지의 확장을 평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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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도시 내·외부에 대한 관리에 관한 연구로 Sliuzas 등(2010)

의 연구는 도시 계획의 의사결정 기준이 되는 UPM(Urban Planning and 

Management)의 자료를 구축하였다. UPM은 도시계획 시 가이드가 되고, 

도시 발전과정의 규제와 결정을 돕는다. 도시계획의 규모에 따른 자료 

구축을 위해 공간수준별로 다른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였고, 이는 사용하

고자 하는 위성영상의 공간해상도가 다양하게 필요하게 되었다. 연구를 

위해서 높은 공간해상도를 가지는 IKONOS영상과 그보다는 해상도가 낮

은 SPOT, ASTER영상을 활용하여 도시의 object들을 추출하여, 샘플지역

으로 네덜란드의 Enschede시에 대한 UPM을 구축하였다.

  다른 연구로 Al-Awar와 El-Baz(2010)은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의 도

시관리를 위해 범죄발생 위치관리 시스템과 교통수송 관리시스템을 만들

고자 하였다. GPS와 범죄기록 분석을 하여 범죄발생 데이터베이스를 구

축하였고, 고해상도인 IKONOS영상을 기반지도로 사용하여, 데이터베이

스를 표현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통수송 관리시스템에도 기반지도를 

IKONOS영상으로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마지막 유형의 연구는 도시 표

면과 내부 생태 모두를 고려하여, 도시의 관리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도

시계획연구와 유사하게 진행되었다.

  앞서 설명한 도시 연구의 원격탐사기법의 의의에서 살펴본 내용처럼 

선행연구에서도 데이터의 일관성 및 효율성, 시계열 분석의 유용성, 공간

해상도의 다양성을 활용하여, 도시연구를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들의 이점을 반영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들과 마

찬가지로 본 연구를 기준에 따라 분류하면, 도시 내부생태 분석의 유형

으로 볼 수 있으며, 관찰대상은 인간활동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자연

속성인 도시 열섬현상에 두고자 하며, 그 중에서도 도시내부 지표면 온

도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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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원격탐사기법을 이용한 도시열섬현상연구

    1. 도시 열섬현상의 정의와 의의

  도시열섬현상은 도시중심지역의 온도가 비슷한 고도의 가까운 교외지

역과 비교하여 더 높은 온도를 나타내는 것(박병익 등, 2014)으로 도시화

의 진행과 지역기상 및 기후에 대한 중요한 효과로 볼 수 있는 있는 현

상이다(Streutker, 2002). 이러한 현상에 대해 기후학자들은 오랜시간 동안 

도시와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교외지역의 주변 기온을 관찰하면서, 그 

차이에 관심을 가져 왔다(Landsberg, 1981). 그 결과 도시열섬현상의 원인

은 도시 지표환경의 변화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었다. 즉, 도시화로 인해 

시가화된 토지(built-up)면적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신정엽 등 역, 2010, 

428). 이 때문에, 증발산을 할 수 있는 표면인 자연 식생은 제거되고 호

흡을 할 수 없는 표면인 가령, 암석, 금속, 콘크리트 등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현열과 잠열의 유동으로 볼 수 있는 태양 복사에너

지 분배는 현열의 유동에 유리하도록 왜곡되게 된 것이다(Weng and 

Larson, 2005). 

  도시지역은 불투과 표면으로 변화하면서 더 많은 태양 복사량을 흡수

하고, 더 큰 열 수용량과 전도율을 가진다. 도시와 교외의 온도 차이는 

대개 섭씨 1도보다 낮은 것이 평균적으로 적당하지만, 간혹 도시, 지형학

적, 기상의 상태가 도시열섬현상이 발달하기 유리한 조건일 때, 수 도의 

차이까지 커지기도 한다(Mather, 1986). 이 현상은 큰 metropolitan지역에

만 국한되지 않으며, 1만명 미만의 소도시에서도 감지되기도 한다(Karl 

et al., 1988).

  도시 열섬 현상은 온도를 측정하는 방식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

분될 수 있는데, 하나는 urban canopy layer(UCL) 열섬과 urban boundary 

layer(UBL)열섬으로 나뉜다(Oke, 1979). 전자는 거칠기 요소 사이(예, 빌

딩, 수관의 꼭대기부분 상위 경계)에서 공기로 인해 구성되고, 도시 표면

의 영향을 받는데, 후자는 전자의 상위층에 존재한다.



- 17 -

그림 4. 열 변형의 두 구분을 묘사한 도시 대기의 개념적 표현(Oke, 1976, 275)

  UCL열섬의 경우 지표면에서 발생하는 열이 바로 열섬현상으로써 나타

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UBL열섬은 UCL에서 발생한 열이 대류의 

원리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적 차원의 열섬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urban canopy layer에 주목하여, 지표면 열에 의해 발생하는 

도시열섬현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본 연구가 왜 열섬현상을 다루고자하는지 그 이유는 도시가 

인류에게 가지는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 출발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대다수의 인구는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수치적으로 살펴보면 2014

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의 54%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의 경우 전체인구의 82.4%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UN, 2014). 이는 도

시의 특성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이 공간적으로는 도시내부에 한정되더라

도 그 영향을 받는 사람의 수는 전체 인구의 대다수가 될 수 있음을 의

미한다. 더군다나 2014년 유엔 사회경제국 인구부에서 발행한 “UN 세계 

도시화 전망”에서는 그림 5처럼 앞으로도 계속 도시지역 거주인구의 비

중은 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도시의 특정현상에 의한 영향의 효과

는 전 지구적 현상의 영향에 버금갈 수도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도시내부에 국한되어 발생하는 열섬현상의 영향을 받는 것은 인

류에게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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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세계 도시 인구 비중(UN, 2014, 7, 재편집)

  따라서 도시열섬에 대한 지식은 지구과학에서 도시 기후학, 전 지구적 

환경 변화,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중심을 둔 문제로써 의미가 있다.  

도시열섬현상은 계획과 관리 분야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도시열섬현상 

연구 결과는 도시 계획가들에게 사용될 수 있고, 도시 디자인, 경관 정

책, 빌딩의 형태, 높은 빌딩 밀도, 부족한 경관패턴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열 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

다(Nichol, 1996).

    2. 원격탐사의 도시열섬현상에 대한 적용

    1) 열적외선 위성영상의 종류

  원격탐사기법을 이용하여 도시열섬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선 우선 원격

탐사 위성 중 센서에 열적외선 밴드가 장착된 영상을 취득해야 한다. 열

적외선 밴드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위성은 표 7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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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열영상 밴드를 가지고 있는 위성의 종류와 특징

원격탐사시스템 분광해상도(μm) 밴드수(개) 공간해상도(m) 시간해상도(일)

ASTERa
0.52 – 0.86
1.6 - 2.43

8.12 - 11.6

3
6
5

15
30
90

5
16
16

AVHRRb

0.58 – 0.68
0.725 – 1.00
1.58 – 1.64
3.55 – 3.93

10.30 – 11.30
11.50 – 12.50

1
1
1
1
1
1

1090
1090
1090
1090
1090
1090

14.5/일

MODISc 0.40 – 14.385 36 250, 500, 1000 1-2

Landsat 4,5 TMd

0.45 – 0.52
0.52 – 0.60
0.63 – 0.69
0.76 – 0.90
1.55 – 1.75

10.40 – 12.50
2.08 – 2.35

1
1
1
1
1
1

1 (band 7)

  Thermal 120
그 외 30 16

Landsat 7 ETM+e

0.45 – 0.52
0.52 – 0.60
0.63 – 0.69
0.77 – 0.90
1.55 – 1.75

10.40 – 12.50
2.08 – 2.35
0.52 – 0.95

1
1
1
1
1
1
1
1

 Thermal 60
Pan 15

그 외 30
16

Landsat 8 TIRSf 10.6 – 11.19
11.5 – 12.51

1
1 100 16

GOESg

0.55 – 0.75
3.80 – 4.00
6.50 – 7.00
10.2 – 11.2
11.5 – 12.5

1
1
1
1
1

Visble 1km
Thermal 4km

전구: 3시간
북반구: 30분
미국내: 15분

고속촬영: 7분
초고속촬영: 1분

COMSh

0.55 – 0.80
3.50 – 4.00
6.50 – 7.00

10.30 – 11.30
11.50 – 12.50

1
1
1
1
1

가시 1km
단파적외 4km

수증기 4km
적외1 4km
적외2 4km

전구: 3시간
북반구: 15분
초고속: 8분

aASTER: Advanced Spaceborne Thermal Emission and Reflection Radiometer, NASA, 일본 경제

산업성, Japan Space System이 함께 운영.
bAVHRR: Advanced Very High Resolution Radiometer, NOAA에서 관리.
cMODIS: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meter, NASA에서 관리
dLandsat 4,5 TM: Thematic Mapper, NASA, USGS에서 관리
eLandsat 7 ETM+: Enhanced Thematic Mapper+, NASA, USGS에서 관리
fLandsat 8 TIRS: Thermal Infrared Sensor, NASA, USGS에서 관리
gGOES: Geostationary Operational Environmental Satellite, GOES-8(75°W)와 GOES-9(135°W)로 

나뉘며, NASA에서 관리하는 정지궤도 위성임 
hCOMS: Communication, Ocean and Meteorological Satellite, 천리안 위성에 탑재되어 있고 기

상청에서 관리하는 정지궤도위성(128.2°E)

(진한글꼴은 열적외선밴드에 대한 정보임)

(출처: 임정호 등 역, 2005, 15; 국가기상위성센터; JPL; NASA; NOAA; USGS의 정보를 참고하

여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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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전자기파 스펙트럼(Immunolight, 2014)

  열적외선을 감지할 수 있는 passive위성은 지구에서 발생하는 복사에너

지를 센서에서 측정하여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는데, 그림 6에서처럼 열

적외선은 장파영역에 해당하며, 대개 7.8~10.0μm영역을 열적외선영역으

로 가진다(해양과학용어사전, 2005). 이에 인공위성이 해당하는 밴드를 

탑재하고 있다면 열적외선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위성으로 취급한다.

  각 위성의 열적외선밴드 영상을 취득하여 열어보면, 2n-1값이 최대값으

로 잡혀 있는데 이는 밴드의 분광반사값(DN: digital number)으로, 이 값

을 지표면온도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각 위성별로 제공하고 있는 고유값

을 지표면온도 산출식에 산입해야한다. 고유값에 대한 정보는 각 위성을 

관리하는 웹페이지에 접속하면 관련된 위성의 정보값을 획득할 수 있다.

  표 7에서 제시된 인공위성들의 경우 비교적 쉽게 데이터를 습득할 수 

있음에도 다양한 성능과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들을 

감안하여 연구에 사용할 위성을 선택해야한다.

  열섬현상연구에 적합한 인공위성영상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인공위성이 

가지고 있는 열적외선 밴드의 공간해상도와 시간해상도를 고려해야한다. 

공간해상도는 무료로 취득할 수 있는 영상 중에서 Aster, Landsat과 MOD

IS영상이 우수하며, Aster영상의 경우 NASA측에 연구자료를 별도 요청

해야 제공 받을 수 있다. 그 외, GOES영상이나 COMS영상은 공간해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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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떨어지지만, 한번에 촬영되는 범위가 최대 지구의 반구에 이르므로, 

전 지구적 분석에 용이하다.

  한편, 시간해상도는 정지궤도위성의 여부가 결정적인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GOES나 COMS가 여기에 해당한다. 정지궤도위성의 경우 적도상

공에서 지구의 자전속도를 따라 공전하며, 우수한 시간해상도를 가진 영

상을 촬영하고 있다. 하지만 공간해상도가 우수하지 못해 연구 활용 시 

공간스케일의 적합도를 판단해야한다.

  본 연구는 인공위성선택에 있어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Landsat영상을 

활용하고자 한다. Landsat 영상을 활용하게 된 과정을 다음의 Landsat위

성의 특성과 그 활용방안에 대해 논하면서, 밝히고자 한다.

    2) Landsat 위성의 특성과 활용방안

  Landsat은 1972년 7월 23일 최초 발사 된 이후 현재 2013년 2월 11일

에 발사된 Landsat 8호까지 포함하여, Landsat Mission이라는 과제 하에 

진행되고 있다. 현재는 Landsat 7호와 8호가 활동하고 있으며, USGS와 

NASA과 공동 운영하고 있는 Glovis 데이터베이스에는 40년이 넘는 방대

한 원격탐사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다양한 원격탐사 위성 중 Landsat 위

성을 사용하였을 때 유리한 점은 현존하는 위성영상 중 가장 오랜 시간

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 시계열 분석에서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간해상도 또한 지표 피복과 피복변화를 식별하기에 충분하다. 마지막

으로 Landsat 4호부터 TM(Thematic Mapper) 센서가 추가되어 다양한 파

장대를 감지할 수 있게 되면서, 위성영상의 활용가치가 더 높아지게 되

었다(Cohen and Goward, 2004).

  Landsat위성은 발사시기에 따라, 그 능력과, 특성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 각 위성별 특성은 표 8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반적으

로 최근으로 발사된 위성일수록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실질

적인 원격탐사기법을 적용한 연구를 하기 위해선 다중분광 특성을 활용

하기에 유리한, Landsat 4 이후 추가된 TM센서는 7개 밴드와 고 공간해

상도도를 갖추고 있는데, 각 밴드에 할당되어 있는 파장대의 특성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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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면 Landsat 영상을 이용하여 다양한 정보들을 추출할 수 있다. 몇가

지를 간단히 소개하면, 기본적으로 가시광선영역대인 1,2,3밴드를 이용하

여 공간해상도 30m급의 컬러영상을 합성할 수 있고, 모든 밴드를 활용

하여 각 밴드별 분광특성을 모아 토지이용분류 및 토지피복정보 추출이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지수는 4번 근적외선밴드와 3번 

가시광선 적색밴드를 이용하여 정규화식생지수(NDVI)2)를 구할 수 있으

며, 4번 근적외선밴드와 2번 가시광선 녹색밴드를 이용하여 정규화수면

지수(NDWI)3)를 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6번 열적외선밴드를 이용하

면, 지표면 온도(LST: land surface temperature)를 추출할 수 있는데 지표

면 온도의 추출과정은 본 연구의 주된 연구과정이므로 다음 장에서 구체

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2) 정규화식생지수(NDVI: normalized differential vegetation index)는 식물체의 클
로로필이 적색광을 흡수하고 근적외선을 반사한다는 특성에 착안한 것으로써 지표에
서의 식생 상태(활성도, 양)를 나타내는 지수로 활용되고 있다(김응남 등 역, 2006).

3) 정규화수면지수(NDWI: normalized differential water index)는 액체의 물이 근적
외선밴드와 가시광선 녹색밴드에 대해 가지는 특성을 반영하여 수면의 정도를 양적으
로 나타낸 지수로 양수의 경우 수면의 비중이 높아짐을 음수의 경우 건조한 지역임을 
의미하는 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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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Landsat 위성의 종류 및 특성

위성명 활동기간 센서명 및 분광특성

Landsat 1
1972.07.23.~
1972.08.05.

RBV(Return Beam Vidicon) - 80m공간해상력
  band 1(가시광선 청-녹): 475-575nm
  band 2(가시광선 주황-적): 580-680nm
  band 3(가시광선 적-근적외선): 690-830nm

MSS(Multispectral Scanner) - 80m공간해상력
  band 4(가시광선 녹): 0.5-0.6μm
  band 5(가시광선 적): 0.6-0.7μm
  band 6(근적외선): 0.7-0.8μm
  band 7(근적외선): 0.8-1.1μm

Landsat 2
1975.01.22.~
1983.07.27.

RBV(Return Beam Vidicon) - 80m공간해상력
 landsat 1 RBV와 동일

MSS(Multispectral Scanner) - 57m×79m공간해상력
 landsat 1 MSS와 동일(공간해상력 제외)

Landsat 3
1978.03.05.~
1983.09.07.
(83.3.31.부터 대기상태)

RBV(Return Beam Vidicon) - 40m공간해상력
 Panchromatic(전정색)

MSS(Multispectral Scanner) - 57m×79m공간해상력
  band 4(가시광선 녹): 0.5-0.6μm
  band 5(가시광선 적): 0.6-0.7μm
  band 6(근적외선): 0.7-0.8μm
  band 7(근적외선): 0.8-1.1μm
  band 8(열적외선): 10.4-12.6μm

Landsat 4
1982.07.16.~
1993.12.14.
(2001.6.15. 퇴역)

MSS(Multispectral Scanner) - 57m×79m공간해상력
 landsat 2 MSS와 동일

TM(Thematic Mapper)
  band 1(가시광선): 0.45-0.52μm, 30m공간해상력
  band 2(가시광선): 0.52-0.60μm, 30m공간해상력
  band 3(가시광선): 0.63-0.69μm, 30m공간해상력
  band 4(근적외선): 0.76-0.90μm, 30m공간해상력
  band 5(근적외선): 1.55-1.75μm, 30m공간해상력
  band 6(열적외선): 10.40-12.50μm, 120m공간해상력
  band 7(중적외선): 2.08-2.35μm, 30m공간해상력

Landsat 5
1984.03.01.~
2013.01.
(2013.6.5. 퇴역)

MSS(Multispectral Scanner) - 57m×79m공간해상력
 landsat 2 MSS와 동일

TM(Thematic Mapper)
 landsat 4 TM과 동일

Landsat 6 1993.10.05. (궤도 안착실패)

Landsat 7

1999.04.15.~
현재
(2003.5.31. 스캔 라인 

보정기 고장)

ETM+(Enhanced Thematic Mapper Plus)
  band 1(가시광선): 0.45-0.52μm, 30m공간해상력
  band 2(가시광선): 0.52-0.60μm, 30m공간해상력
  band 3(가시광선): 0.63-0.69μm, 30m공간해상력
  band 4(근적외선): 0.77-0.90μm, 30m공간해상력
  band 5(근적외선): 1.55-1.75μm, 30m공간해상력
  band 6(열적외선): 10.40-12.50μm, 60m공간해상력
  band 7(중적외선): 2.08-2.35μm, 30m공간해상력
  band 8(전정색):   0.52-0.90μm, 15m공간해상력

Landsat 8
2013.02.11.~
현재

OLI(Operational Land Imager)
  band 1(가시광선): 0.43-0.45μm, 30m공간해상력
  band 2(가시광선): 0.45-0.51μm, 30m공간해상력
  band 3(가시광선): 0.53-0.59μm, 30m공간해상력
  band 4(가시광선 적): 0.64-0.67μm, 30m공간해상력
  band 5(근적외선): 0.85-0.88μm, 30m공간해상력
  band 6(단파적외선): 1.57-1.65μm, 30m공간해상력
  band 7(단파적외선): 2.11-2.29μm, 30m공간해상력
  band 8(전정색):   0.50-0.68μm, 15m공간해상력
  band 9(고층운탐사):   1.36-1.38μm, 30m공간해상력

TIRS(Thermal Infrared Sensor)
  band 10(열적외선): 10.6-11.19μm, 100m공간해상력
  band 11(열적외선): 11.5-12.51μm, 100m공간해상력

(출처: USGS(2014)의 내용을 도표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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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Landsat자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유의해야할 점이 있는데, Landsat 

5 영상의 경우 Landsat 5 인공위성이 2013년 1월부로 활동을 종료하여, 

그 이전 시점의 영상을 120m 공간해상도 자료로 취득할 수 있고, 60m로 

우수한 공간해상력을 가진 Landsat 7 ETM+ 영상은 1999년 4월 발사 이

후 2014년 현재까지 자료를 활용할 수 있지만, 2003년 5월 31일 그림 7

과 같이 스캔 라인 보정기(SLC: scan line corrector)의 고장으로 중앙부를 

제외한 주변부의 자료 손실이 발생하여, 해당 시점 이후의 자료는 사실

상 활용이 제한적이다.

그림 7. SLC-on 시 정상자료 취득(좌), SLC-off 후 이상자료취득(중), 

SLC-Off 자료의 정상촬영범위(우)(USGS, 2014)

  따라서 Landsat자료를 가지고 2014년 현재에 대해 연구할 경우, Lands-

at 8 위성을 사용하거나 MODIS 및 Aster 등 타 영상을 활용해야한다. 

    3) 연구를 위한 위성영상의 채택

  본 연구는 집계구 통계자료를 활용하면서, 집계구 단위에 적합한 공간

단위의 영상을 사용하고자 한다. 2011년 기준으로 작성된 집계구 경계는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면적이 가장 좁은 10% 집계구의 기술

통계량을 살펴보면 최소값 122m2 ~ 최대값 5,051m2의 범위를 보이며 평균

은 3628m2을 가진다. Landsat 7 ETM+ 6번 Thermal IR 밴드의 공간해상도

가 60m이므로 집계구 하위 10%의 평균 면적과 비슷한 수준을 가지므로 

연구에 사용할 영상은 Landsat 7 ETM+ 자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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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격탐사를 이용한 도시열섬현상에 대한 연구사례

  앞서 도시열섬현상을 연구하는데 원격탐사기법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

한 이론적 배경을 소개하였다. 그러면 실제 원격탐사기법을 활용하여 도

시열섬현상연구가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원격탐

사를 이용한 도시 열섬현상의 대한 연구사례는 주로 도시열섬현상의 공

간적 분포에 대한 연구사례를 분석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도심과 

교외의 온도분포의 비교(Carnahan and Larson, 1990; Lee, 1993)를 하거나 

토지이용에 따른 온도분포 분석연구(Balling and Brazel, 1988; Dousset, 

1991; Stoll and Brazel, 1992; Quattrochi and Ridd, 1994; Aniello et al., 

1995; Lougeay et al., 1996)가 두드러진다. 그리고 영상으로부터 NDVI를 

추출하여 식생과 지표면온도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밝힌 연구가 

있다(Gallo et al., 1993a; 1993b; Epperson et al., 1995; Gallo et al., 1995; 

Lo et al., 1997). 다른 연구 사례는 측정기법에 관한 연구들로 위성으로

부터 추출한 지표면 온도와 지표 관측 값의 관계를 비교(Dousset, 1989; 

Henry et al., 1989; Caselles et al., 1991; Eliasson, 1992; Johnson et al., 

1994; Ben-Dor and Saaroni, 1997)하거나 모델링을 통해 열섬현상 관련 요

소들을 추출 혹은 측정을 보다 더 정확하게 보정해나가는 방법(Johnson 

et al., 1991; Kim, 1992; Iino and Hoyano, 1996; Owen et al., 1998; 

Parlow, 1999; Soux et al., 2000)에 대한 연구가 두드러졌다. 표 9은 각 

연구사례들을 간략히 정리한 표로 이용한 센서와 연구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연구사례를 공간적 분포에 대한 연구, 측정기법에 관한 연구

로 나누어 일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도시열섬현상의 공간적 분포에 대한 연구사례

  Roth et al. (1989)의 연구에서는 지표면 온도 자료를 추출하고, 이의 

공간적 분포를 북미 서부 해안을 따라 몇개의 도시에 대해서 평가하였

다. 여기서 도시간의 daytime 온도 패턴은 토지 이용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야간의 UHI 강도가 낮게 나타났고 상관관계도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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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도시열섬현상 연구를 위해 열영상 원격탐사가 적용된 연구들

연구 탑재체: 센서명 적용방법

Balling and Brazel(1988) 위성: AVHRR 표면온도 패턴과 토지이용간의 관계와 주간시간대에서 공간적 
패턴의 다양성을 연구

Dousset(1989) 위성: AVHRR 도시지역의 표면온도와 기온의 관계를 연구

Henry et al.(1989) 위성:HCMM 원격탐사기법, 지표관측, 모델링을 이용하여 도시열섬현상 분석

Carnahan and Larson(1990) 위성: Landsat TM 도시와 교외 간 가열과 냉각의 차이에 관한 연구

Caselles et al.(1991) 위성: AVHRR 위성과 지표기반 열섬현상에 대한 분석

Dousset(1991) 위성: AVHRR, SPOT 도시 토지이용을 다중분광 특성을 이용해 분류한 뒤 지표면 온
도와의 관계연구

Johnson et al.(1991) 지상: 적외선카메라 지표면 열섬현상 모델 작성

Eliasson(1992) 비행체: AGEMA 지표면 온도와 공중 관측 요인의 상관관계연구

Kim(1992) 위성: Landsat TM 도시지역의 에너지 균형 모델링

Stoll and Brazel(1992) 비행체,지상: 적외선카메라 도시 피복 유형에 따른 지표면 온도와 기온관계에 대한 구체적 
평가연구

Gallo et al.(1993a, 1993b) 위성: AVHRR 도시열섬현상 평가를 위해 NDVI의 사용연구

Lee(1993) 위성: AVHRR 도시의 발달정도에 따라 한국 도시들에 대한 대기와 지표면 열
섬현상을 평가

Johnson et al.(1994) 위성: TOVS 도시 기온의 편이를 추출하기 위해 위성적합자료(satellite 
sounding data)로부터 교외 기온의 평가

Quattrochi and Ridd(1994) 비행체: TIMS 개별 도시 지표피복에 따른 주·야간의 열 대응에 대한 연구

Aniello et al.(1995) 위성: Landsat TM, MSS 도시 지표면 온도와 식생표면의 공간적 분포연구

Epperson et al.(1995) 위성: AVHRR, DMSP NDVI와 야간광 자료를 사용하여 도시 기온 편이의 측정

Gallo et al.(1995) 위성: AVHRR 열섬현상 효과 평가에 NDVI의 사용 시 효과에 관한 연구

Iino and Hoyano(1996) 비행체: MSS 원격탐사와 GIS DB를 사용하여 도시 에너지 균형 모델링

Lougeay et al.(1996) 위성: Landsat TM 토지이용과 토지이용변화와 관련한 온도 패턴연구

Ben-Dor and Saaroni(1997) 비행체: TIrS 지표면 온도와 기온 열섬현상의 동시분석

Lo et al.(1997) 비행체: ATLAS 토지피복과 NDVI에 대한 열 데이터의 관계연구

Owen et al.(1998) 위성: AVHRR 기후 변화 조사를 위한 열과 SVAT모델과 결부지은 NDVI자료의 
사용에 대한 연구

Parlow(1999) 위성: Landsat TM 다중 분광 기법을 사용한 도시지역의 에너지 균형 모델링

Soux et al.(2000) 타워: 적외선카메라 도시 표면에 대한 3차원 센서 촬영모델연구

(출처: Voogt and Oke, 2003, 374의 Table 1을 재편집)

    Gallo et al. (1993)의 연구에서는 식생 지표와 AVHRR에서 추출된 

최저 기온의 지표면 복사 온도을 도시와 교외지역에 대해 관찰하여 비교

하였다. 위성으로부터 추출된 식생 지표 자료는 도시와 교외지역 온도의 

관찰 값에 차이와 선형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AVHRR 데

이터는 1.1km라는 공간해상도로 인해, 부정확하고 의미있는 관계를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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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부족한 면이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120m 공간해상도의 

Landsat Thematic Mapper (TM)의 thermal infrared(TIR)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표면 온도를 추출하였다. TM-TIR 데이터를 통해서, Carnahan과 

Larson(1990), Larson과 Carnahan(1997)은 Indianapolis지역의 도시와 교외 

지역 간의 중규모 온도차를 관찰할 수 있었다. Weng(2001, 2003)은 지표

면 온도패턴을 측정하여, 광저우시의 지표피복과의 관계를 밝혔고, 중국

의 주장강 삼각주 지대의 도시클러스터와의 관계를 밝혔다. 이때 사용한 

데이터는 13번채널(9.60-10.2)에 해당하는 10m급의 고해상도 ATLAS가 

사용되었고 정확한 도시열섬 패턴을 찾기 위해, 수개의 도시와 주간시간

과 야간시간을 나누어 열섬효과를 측정하였다.

    2) 도시열섬현상 측정기법에 관한 연구사례

  Chander and Markham(2003)은 Landsat 5 TM위성영상을 이용하여 밴드

별 분광별 방사량을 계산할 때, 필요한 공식과 계수들을 제시하고, band 

6값에서는 지표면 온도를 추출하는 식과 계수를 제시하여, 위성영상에서 

정확한 값이 추출될 수 있도록 연구하였다.

  권영아(2006)는 Landsat ETM+영상을 이용하여 위성에서 추출한 지표

면 온도와 서울 AWS에서 측정한 온도와 비교할 때, AWS주변의 토지이

용이 AWS의 온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고, AWS에서 측정한 기

온과 NASA모델을 적용하여 위성영상에서 추출한 지표 온도간의 상관관

계식을 추출하면서, 토지이용을 고려한 AWS기온과 위성에서 추출한 지

표온도와의 새로운 상관관계가 도출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엄대용(2006)은 Landsat TM/ETM+ 영상을 획득하여, NASA모델을 이용

하여 지표온도를 추출한 뒤, 토지이용분류를 통해 지표온도에 토지이용

별 Emissivity를 적용하여 1차 보정을 하였고, 기상청의 기온자료와의 상

관관계를 분석하여 1차 보정식을 설정한 값을 2차적으로 보정함으로써 

기상청 실측값과 약 2℃이하의 정확도로 온도산출이 가능한 식을 작성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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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리정보의 추출

  본 장에서는 도시 내부 지표면 온도 분포와 사회경제지표 간의 상관성

을 살펴보기 위해 지리정보의 추출을 크게 두 가지 절차로 나뉘어 진행

하고자 한다. 먼저 Landsat 7 ETM+ 영상을 이용하여, 지표면온도를 추출

한다. 추출한 데이터는 레스터 데이터형식을 취하고 있어 이를 벡터 데

이터로 전환한 뒤, 완성된 집계구 통계자료 공간데이터베이스에 지표면 

온도값의 변수를 추가하여 집계구에 포함되는 각 지점별 지표면 온도값

을 평균으로 입력한다. 두 번째는 집계구 통계자료 공간데이터베이스 구

축으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텍스트 형태의 집계구 총괄통계자료를 공

간데이터로 전환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최종적으로 분석하고자하는 공간

데이터DB가 완성되면 지표면온도와 사회경제적지표의 상관성분석을 위

해 사용하고자 하는 변수를 평가하고 선정하고자 한다.

  제1절. 지표면온도 추출 및 분포분석

  지표면 온도를 추출하기 위해 사용할 영상은 2000년 9월 4일 오전 11

시 01분 51초에 촬영된 영상이다. 위 영상을 선정한 이유는 16일의 주기

를 가지는 Landsat위성의 특성으로 인해, 365일의 모든 자료를 획득할 수 

없고 위성이 서울상공을 통과할 당시 기상조건 또한 불규칙적이다. 이로 

인해 본 연구의 분석에 최적조건을 보이는 영상을 선별하게 되었다. 당

시 서울시의 기상은 평균풍속4)이 1.4m/s로 약하게 불고, 운량은 0.4할로 

대기 상 구름이 거의 없었으며, 강수량은 0이었다. 일조량은 9.5시간으로 

평년값이 4.8시간임을 감안하면 높은 일조량을 보였다.

  김유진·최영은(2012)에 따르면, 풍속, 운량, 강수의 기상조건에 열섬강

도는 영향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풍속이 강하고, 운량과 강수량이 많을수

록 열섬 강도가 약해지고, 맑은 날일 때 열섬 강도가 가장 강해짐을 비

추어 보았을 때, 9월 4일의 기상은 열섬강도를 높이는 요소들이 모두 반

4) 풍속의 세기는 0.3~1.5m/s에서는 실바람(light air), 1.6~3.3m/s은 남실바람(light 
breeze), 3.4~5.4m/s는 산들바람(gentle breeze)로 구분한다(김유진·최영은, 
2012).



- 29 -

영되고 있으므로 열섬현상이 발생하는데 최적 조건임을 알 수 있다. 

표 10. 2000년 9월 4일 서울기상

평균
기온(℃)

최고
기온(℃)

최저
기온(℃)

운량(할)
일사

(MJ/m3)
일조
(hr)

평균풍속
(m/s)

최대풍속
(m/s)

강수량

관측 24.9 29.9 20.1 0.4 19.4 9.5 1.4 5.6 0

평년 23.3 27.4 19.8 4.8 7.2

(출처: 기상청, 2014)

    1. 분광특성에 따른 지표면온도 추출

  지표면 온도 추출은 그림 8의 절차를 따라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지

표면 온도를 추출하는 과정을 서술하면, 먼저 지구로부터 방출되는 복사

량(Li)를 Planck's equation을 통해 계산해야한다. 이와 관련된 계산은 NAS

A에서 제공하는 모델을 적용하면 측정할 수 있다(Stathopoulou and Cartal

is, 2007). 그 식 (1)은 다음과 같다.

 
 

×   (1)

- L값의 계산은 Stathopoulou and Cartalis(2007)의 연구를 따름
- BT값 역시 위 연구를 따랐으며, 위 연구는 USGS(1998)을 참조함
- 지표피복 자료의 경우 평균 emissivity값을 이우성 등(2010)의 연구를 따름
- LST값 계산의 경우 엄대용(2006)의 연구내용을 따름

그림 8. 지표면온도의 추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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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Landsat ETM+ 6번 밴드의 LMAX는 12.65, LMIN은 3.2의 값을 

가지고 QCALMAX와 QCALMIN은 255와 1의 값을 가진다. QCAL은 밴드 

6번의 각 화소값을 의미한다. 

  이렇게 계산된 Radiance()는 BT(Brightness Temperature)로 전환하면 

입사하는 모든 복사선을 완전히 흡수하는 물체로 가정한 흑체상태의 지

표면 절대온도로 추출된다(Stathopoulou and Cartalis, 2007). BT 전환식은 

다음과 같다.

 
ln


 

 (2)

  이때, L은 식(1)에서 계산한 복사량() 값이고, Landsat 7 ETM+ 보정

상수인 K1과 K2값은 각각 666.09 Wm-2sr-1μm-1, 1282.71 K값을 가진다.

표 11. 토지피복분류 항목별 평균방사율

분류항목 방사율(ε)

수역(Water Area) 0.98

산림역(Forest Land) 0.98

도시역(Urban Land) 0.95

나대지(Barren Land) 0.92

농경지(Agricultural Land) 0.98

초지(Grass Land) 0.96

(출처: 엄대용, 2006, 165)

  마지막으로 흑체를 가정하여 계산한 BT값을 지표면 토지이용에 따른 

방사율(emmisivity)값을 적용한 후 섭씨온도로 전환해주면 지표면 온도로 

환산된다(Stathopoulou and Cartalis, 2007). 토지이용에 따른 방사율값(표 

11)과 전환식은 다음과 같다.

 ℃ 


․ ․ln 


  (3)

  이때, BT는 식 (2)를 통해 계산가능하고, λ는 방사복사되는 파장인 

11.5μm, ρ는 1.438×10-2mK값을 가진다. 방사율 ε은 토지이용에 따른 

방사율값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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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율 값을 구하기 위해, 토지피복분류는 가시광선 영역인 Band 1, 2, 

3과 근적외선영역인 Band4, 5 중적외선영역 Band 7을 이용하여 최대우도 

무감독분류를 실시한 후 가시광선을 합성하여 만든 컬러영상과 무감독 

분류 결과값을 비교한 뒤, 그림 9와 같이 토지이용 속성분류를 하여 방

사율값으로 환산하였다. 그 결과 서울특별시의 지표면온도 분포는 그림 

10과 같이 나타났다.

그림 9. 토지피복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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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서울시 내부 지표면온도 분포분석

  지표면온도의 분포를 그림 10와 같이 고온지역과 저온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고온지역과 저온지역에 대한 정리는 표 12로 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온지역은 토지이용에 따라서, 분포특성이 나타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서비스산업 중심지

역, 공업 중심지역, 주거 중심지역, 마지막으로 특수 시설에 의해서 고온

의 특성을 가지게 된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서비스산업 중심지

역의 경우 종로, 동대문, 청량리 지역을 포함한 도심지역, 지표면 온도가 

그림 10. 2000년 9월 4일 오전 11시 서울특별시의 지표면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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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고온역을 만드는 철도시설이 존

재하긴 하지만, 주변 일대의 서비스산업을 포함하고 있는 용산역, 서울역 

인근지역, 당산, 영등포역, 신도림일대를 포함하는 지역이 고온지역으로 

나타났다. 공업 중심지역으로는 가산동 일대가 고온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다. 주거 중심지역은 석촌호수 일대에서 남한산성지역으로 이어지는 

송파구 일대와 강동구 일부가 고온지역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사회경

제적 지표와의 관계에 따르기 보다는 지표 토지이용에 따라 나타나는 극

단적 고온지역이 존재하였는데, 이를 특수 시설에 의한 고온특성지역으

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과천으로 경마장이 이전되고 나지로 존재하였던 

뚝섬일대, 군사적 특성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지표가 측정되지 않는 용산

미군기지, 아케이드로 인해 고온으로 나타나는 가락동시장, 활주로로 인

한 고온지역인 김포공항, 서울시내 곳곳에 위치한 철도차량기지를 들 수 

있다.

그림 11. 서울특별시의 지표면온도의 고온지역(적색, 35도 이상)과 

저온지역(청색, 25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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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서울시의 지표면온도 분포

지역구분 구분특성 구역

고온지역

서비스업 중심
- 종로, 동대문, 청량리 일대
- 용산, 서울역 일대
- 당산, 영등포, 신도림 일대

공업 중심 - 가산동 일대

주거 중심 - 송파구 일대 및 강동구 일부 지역

특수시설

- 뚝섬일대(구 경마장 부지)
- 용산미군기지
- 가락동시장(아케이드)
- 김포공항
- 철도차량기지

저온지역
녹지 - 서울경계 남·북부 산지

하천 - 한강 일대

  반대로 저온지역은 서울시의 경계가 되는 북부산지와 남부산지 그리고 

관통하여 흐르는 한강지역으로 나타났다.

  제2절. 집계구통계자료 분석

    1. 집계구의 정의

  통계청 훈령 제 345호에 의하면 집계구(그림 12)는 기초단위구를 결합

시켜 만든 구역으로 기초단위구에 통계적 특성인 동질성, 동량성을 부가

하여 확정한 근린지역 통계서비스 구역으로 정의 되어 있다. 이때 기초

단위구(그림 13)는 도로, 하천 등 준 항구적인 지형지물을 경계로 하여 

획정한 구역으로 조사구 설정 또는 근린지역 통계서비스를 위한 최하 단

위구역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밀단위의 조사구역이 나오게 된 배경은 사회경제적 속성이 

도시로 밀집되면서, 이전 통계자료의 최소 공표단위였던 행정동 단위로

는 인구만 몇 만 명에 이르면서 하나의 동질적인 지역 개념으로 보기 어

려워져, 세밀한 통계 작성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설정하게 되었다. 

  지표면 온도를 사회경제적지표와의 상관성에 대해 분석하는 본 연구의 

목적상 읍면동 단위의 공간단위를 사용하게 되면 그 세부 단위의 공간의 

이질적 성격을 확인하지 못하게 되면서, 연구의 타당성이 부적절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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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집계구 획정 예시(통계청, 2014년 1월 28일 보도자료)

그림 13. 기초단위구 획정 예시(통계청, 2014년 1월 28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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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에, 현재 제공되는 가장 자세한 공간단위인 집계구 통계자료를 

활용하도록 한다.

    2. 집계구 통계자료의 구성

  현재 통계청에서 집계구 자료는 총괄, 가구, 사업체, 인구, 주택 부문에

서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구부문에서는 성/연령별 인구, 

교육정도별 인구, 종교별 인구, 성/혼인상태별 인구로 구성되어 있고 가

구부문에서는 방,거실,식당수별 가구, 난방시설별 가구, 점유형태별 가구, 

세대구성별 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택부문은 연건평별 주택, 주택유

형별 주택, 건축년도별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체부문은 2004

년~2005년의 경우 8차 산업분류를 사용하고 2006년~이후의 경우 9차 산

업분류를 적용한 사업체 수와 종사자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

로 총괄부문은 인구, 가구, 주택, 사업체 총괄 정보가 표 13와 같이 포함

되어 있다.

표 13. 집계구 총괄부문 통계자료

분류 통계항목 코드

총

괄

인구총괄

총인구 to_in_001

평균나이 to_in_002

인구밀도 to_in_003

노령화지수 to_in_004

노년부양비 to_in_005

유년부양비 to_in_006

총부양비 to_in_007

가구총괄
총가구수 to_ga_001

평균가구원수 to_ga_002

주택총괄 총주택(거처)수 to_ho_001

사업체총괄 총사업체수 to_fa_010

  이 중 본 연구에서 사용할 항목은 인구밀도와 총 종사자수 자료를 활

용하고자 한다. 주택부문에서 총 주택수와 가구부문에서 총 가구수를 활

용하지 않은 이유는 인구밀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최적의 변수를 선정하여 지표면온도와의 상관관계를 따져보고자 제외하

였다. 그리고 총괄부문에 존재하고 있는 총사업체수를 사용하지 않고, 사

업체부문의 종사자수를 사용한 이유는 인구밀도와 마찬가지로 변수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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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수 밀도로 생성하여 분석단위를 맞춰주고자 하였으며, 인간활동에 

조금 더 가까운 변수의 사용에 초점을 맞추고자 종사자수 통계를 사용하

였다.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집계구 통계는 1~5사이 값을 가지는 집계구통계

에 대해 N/A값 처리를 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 등 보안을 위해 의도적

으로 제거되고 있는 값으로 본 연구는 1~5의 평균값인 3을 취하여 분석

하였다.

    3. 집계구 통계자료 분석

  공간데이터화 된 집계구통계 데이터는 그림 14와 같이 나타나게 된다. 

서울의 경우 16230개의 집계구가 있다. 먼저 인구밀도의 공간적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15와 같이 나타난다.

그림 14. 공간데이터화한 집계구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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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2000년 서울시 인구밀도(명/km2)의 분포

  그림 15지도는 계급기준을 quantile로 설정하여 15개 계급으로 나눴다. 

이를 해석하면, 서울시의 인구분포는 용산구, 중구, 종로구를 제외하고 

넓은 범위에서 인구밀도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고, 노원구에서 그 밀

도가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난다. 그 다음으로 밀도가 높게 나타나는 지

역은 강서구와 강동구, 광진구 관악구, 동작구, 영등포구, 금천구 일대로 

비교적 서울시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온도분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강

서구 가양동 일대, 영등포구 양평동 일대, 강동구 길동 일대, 노원구 상

계동 일대에서 동시에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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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2000년 서울시 종사자수 밀도(명/km2)의 분포

  그림 16의 지도는 계급기준을 quantile로 설정하여 15개 계급으로 나눴

다. 이를 해석하면, 중구, 종로구와 강남구일대에 높은 종사자수 밀도가 

나타나고 영등포구 여의도동과 금천구 가산동, 용산구, 송파구 일부지역

에서 높은 값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지표면 온도와 비

교하면, 종로에서 동대문으로 이어지는 일대와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 

금천구 가산동 일대가 동시에 높은 값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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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회귀모델분석

  집계구 통계자료에서 선정한 인구밀도와 종사자수밀도와 Landsat 7 

ETM+에서 추출한 지표면온도와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본 장에서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OLS회귀분석을 실시한 뒤 잔차에서 공간적 자

기상관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고 공간오차모델을 사용하여 회귀분석 결

과를 최종 정리하였다.

  제1절. 투입변수 설정

  회귀분석을 위해 종속변수는 지표면온도를 설정하고 독립변수는 인구

밀도와 종사자밀도를 설정한다. 그리고 지표면 온도의 공간분포에서 확

인한 바, 수면과 녹지의 온도 감소의 역할이 큰 관계로 회귀모델에서는 

두 변수를 더미변수로 산정하여 독립변수로 사용한다.

  먼저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선형성을 확인하고자 변수간의 산점도를 

작성하여, 투입되는 변수가 선형회귀분석에 적절한지 확인하고자 한다.

그림 17. 지표면 온도와 인구밀도간의 산점도

그림 18. 지표면 온도와 종사자밀도간의 산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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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7과 그림 18의 산점도를 보면, 두 독립변수 모두 종속변수인 지

표면 온도와 선형성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세 변수에 로그를 취하며, 인구밀도와 종사자밀도의 0값

은 제외한다. 최종 변수를 정리하면, 종속변수에는 ln지표면온도, 설명변

수에는 ln인구밀도, ln종사자밀도, 수면더비, 녹지더미를 투입하여 회귀분

석을 진행한다.

  제2절. OLS회귀분석의 정의와 적용

선형회귀분석은 종속변수와 설명변수들 간의 통계적인 연관성을 수식화

하는 기법이다. 연구 지역 전체에 대해 1개의 식을 도출하게 되며, 표준 

회귀식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띠게 된다(Longley and Tobon, 2004).

   

  (4)

  이때, yi는 i번째 종속변수의 관측값이고, β0는 상수항, βk는 i번째에 

대한 설명변수 xk와 y간의 관계를 측정한 값, εi는 i번째의 에러항이다. 

이러한 선형회귀분석의 대표적인 방법론은 Ordinary least squares(OLS) 회

귀분석이 있다. 

표 14. 회귀분석 시행 전 고려해야할 가정

가정 설명

정규성
(normality)

회귀모델의 오차항은 정규분포를 따름.

독립성
(independence)

오차항들은 서로 상호독립적이여야 함.

등분산성
(homoscedasticity)

i번째의 xi에서 yi값에 대한 오차의 분산과 i+1번째 xi+1에서 yi+1값에 
대한 오차의 분산은 동일 해야함.

자기상관성의 배제
(no autocorrelation)

오차항은 자기상관성이 없어야 함(공간회귀분석에서는 공간적자기
상관이 배제).

공선성의 배제
(no collinearity) 설명변수들 간에는 상관관계가 높으면 안됨.

 (출처: 이희연·노승철, 2012, 263-266의 내용을 도표화)

  OLS회귀분석은 관측치와 예측치의 차이인 잔차의 제곱합이 최소가 되

도록하는 회귀식을 도출 하는 방법이다(이상일 등 역, 2009, 122). 하지

만, 회귀분석을 하기 전 사전에 고려 되어야할 가정들이 존재하는데, 표 

1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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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OLS회귀분석결과

모형 요약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Durbin-Watson
1 .681a .464 .464 .0391086 1.330
Joint F-Statistic: 2611.778 

계수a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 VIF

1

(상수) 3.326 .005 665.055 .000

ln인구밀도 .006 .000 .116 15.613 .000 .809 1.236
ln종사자수밀도 .013 .000 .337 48.620 .000 .925 1.082
수면더미 -.069 .003 -.138 -19.683 .000 .901 1.110
녹지더미 -.051 .001 -.417 -56.697 .000 .821 1.218

a. 종속변수: ln지표면온도

  결과를 살펴보면 모델의 F통계량이 충분히 높아 유의미함을 알 수 있

고, R제곱 값 또한 0.464로 설명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잔차

에 대해서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오차항 간에 서로 상호 독립적이지 못

한 부분이 공간상에서 발생하게 된다.

 

그림 19. 회귀분석 잔차의 공간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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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그림 19처럼 잔차의 공간분포를 살펴보면, 비슷한 수치

의 값이 인접하고 있는 공간적 자기상관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공간

적 자기상관을 측정하는 지수인 식 (5)의 Moran’s I 값(Lee, 2001)을 계산

해보면, Moran’s I 값이 0.4768로 p값은 0.000000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

고 있다.

 







·












(5)

  잔차의 독립성이 위배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잔차의 공간적 자기 상

관을 분리해야한다. 따라서 잔차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모

델이 공간회귀모델이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회귀모델 중 Sptial Error 

Model을 이용하여 회귀모델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절. Spatial Error Model의 정의와 적용

표 16. Largrange Multiplier Test결과

Test MI/DF Value Prob
Moran’s I(error) 0.4768 84.578 0.0000000
Lagrange Multiplier (lag) 1 125.332 0.0000000
Robust LM (lag) 1 77.962 0.0000000
Lagrange Multiplier (error) 1 4255.496 0.0000000
Robust LM (error) 2 4208.127 0.0000000

  Spatial Error Model을 적용하기 전 해당되는 모델이 어떤 모델에 더 적

합한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Largrange Multiplier Test이다. 여기서 공간회

귀모델의 큰 갈래인 Spatial Lag Model과 Spatial Error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경우에는 표 16의 결과가 lag모델과 error모델 어느 쪽

이든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오지만, 지표면 온도와 사회경제적지표의 

상관성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Spatial Error Model을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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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귀모델에서 공간적 자기상관의 영향을 제거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회귀 계수에서 공간적 자기상관을 반영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오차항에 공간적 자기상관을 반영하는 방법이 있다. 그 중 

오차항에 공간적 자기상관을 반영하기 위해 공간가중행렬을 적용하는 모

델을 Spatial Error Model이라 하고, 다음 식 (6)과 같이 나타낸다.

      (6)

   ⋯≈


(7)

  이때, 는 회귀계수가 되고 오차항 부분의  은 공간승수효과

(spatial multiplier)로 볼 수 있으며, 는 변수간의 오차항이 된다. 이때 식 

7의 내용처럼 공간승수효과는 레온티에프 승수효과로 나타낼 수 있어, 

공간효과 의 역수로 이해할 수 있다.

  Spatial Error Model과 OLS회귀결과 값을 비교해보면 다음 표 17와 같

다.

표 17. OLS회귀 모델과 Spatial Error 모델 추정결과 비교

모델 OLS회귀모델
공간오차모델

(Spatial Error)

공간효과 (Lambda) - 0.585***

상수항 3.326*** 3.317***

독립변수

ln종사자수밀도 .013*** 0.010***

ln인구밀도 .006*** 0.009***

수면더미 -.069*** -0.035***

녹지더미 -.051*** -0.073***

모델의 설명력 R2 .464 .665

모델의 적합성 AIC -43929.19 -47651.3

정규성 Jarque-Bera 2155.12*** -

등분산성
Breusch-Pagan - 5283.136***

Kosenker-Bassett 2023.43*** -

공간적 종속성 Likelihood Ratio - 3720.1***

*** p < 0.01

  먼저 공간적 자기상관이 오차항에서 고려되면서, 모델의 설명력이 

66.5%를 나타내고 있어, OLS의 설명력보다 훨씬 향상되었다. 변수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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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계수 값이 바뀌었는데, 이는 표준화 계수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표 18과 같이 나타난다. 

표 18. 모델별 표준화 계수

OLS회귀모델 Spatial Error Model 절대값의 증감

(ⅠOLSⅠ – ⅠSEMⅠ)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상수) - - -

ln종사자수밀도 .337 .266 +.071

ln인구밀도 .116 .160 -.044

수면더미 -.138 -.148 -.010

녹지더미 -.417 -.288 +.129

  OLS회귀와 비교해보았을 때, 변수의 영향력의 변화가 가장 큰 순서대

로 녹지더미, 종사자수밀도, 인구밀도, 수면더미 순이었다. 이는 공간적 

자기상관효과가 제거되면서 생긴 변화로 볼 수 있고, 그 결과 OLS에서 

영향력이 가장 작은 변수와 가장 큰 변수의 비율이 2.91배였다면, Spatial 

Error Model에서는 1.8배로 줄어들어, 변수들 간의 영향력의 편차가 줄어

들었다. 영향력은 종사자밀도와 녹지더미가 감소하였고, 인구밀도와 수면

더미는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최종 Spatial Error Model의 회귀식을 작성하면 지표면온도와 사회경제

적지표인 인구밀도, 종사자수밀도와의 상관성은 다음 식 8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Y = 0.010a + 0.009b – 0.035c - 0.073d + 7.993   (8)
(Y는 ln지표면온도, a는 ln종사자밀도. b는 ln인구밀도, c는 수면더미, d는 녹지더미)

  이는 종사자밀도가 10%증가할 때, 지표면온도는 0.095%가 증가하고 

인구밀도가 10%증가할 때, 지표면온도는 0.085%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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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토론

  Spatial Error Model에서 도출된 회귀식이 서울시내에서는 어떻게 잘 예

측하는지 공간적으로 잘 예측된 공간과 그렇지 않은 공간을 분석하여 모

델의 적합성을 판단해보고자 한다.

  잔차의 분포를 먼저 살펴보면, 최소값 –0.181, 최대값 0.155의 분포를 

보이고 있고 평균은 0.0009, 표준편차가 0.032로 잔차의 분포가 거의 정

규분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0. 모델 잔차의 히스토그램

  잔차의 크기는 모델이 어떤 지역을 정확히 예측하고 어떤 지역은 오차

가 크게 예측하게 되었는지 그 요인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척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잔차를 Z값으로 표준화를 한 Z값의 공간분포를 살펴보

고자 한다. 분포유형을 +2.5 표준편차를 넘거나 –2.5 표준편차를 넘는 지

역과 –0.5 ~ 0.5 표준편차를 보이는 곳으로 두 유형으로 나눠 살펴보고, 

왜 그러한 결과를 나타내게 되었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먼저 표준편차가 +2.5를 초과하거나, -2.5 미만인 지역을 표시한 그림 

21의 지도상에서 과소 추정된 붉은색 지역은 지표면 온도분포 분석 시 

특수시설로 분류되었던 곳임을 알 수 있다. 서울시 서쪽경계에서부터 김

포공항, 각 도시철도의 차량기지, 구 경마장부지, 미군기지 등 지표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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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가장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지표피복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사회경제적지표 이외의 지표의 물리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모델이 재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21. 과대추정치와 과소추정치의 분포

  반대로 과대추정이 된 곳은 온도가 낮은 역으로 표현되는 수면, 산지

에 해당하는 곳으로 실제 사회경제적지표들이 존재하더라도 이 역시 지

표의 생물리적 특성이 더 강하게 반영되는 지역이라, 과대추정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번에는 –0.5 ~ +0.5 표준편차 사이의 적정추정치가 분포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면 12054개의 분석에 사용된 서울지역 집계구 중 

6051개의 집계구가 적정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서울시 전체 

집계구 면적의 평균이 0.037397km2인데 반해 0.025628km2을 나타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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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비교적 면적이 좁은 집계구들이 적정추정치로 추정된 것을 알 수 있

다. 과대, 과소추정치와 다르게 서울 시내 전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적정추정치들이 특정지역에만 편중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서울시내의 지

표면 온도를 잘 예측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2. 적정추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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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및 한계점

  본 연구는 도시열섬현상의 관찰 요소 중 도시 내부의 지표면 온도분포

를 사회경제지표와의 상관성이 어떠하게 나타나는지 대한민국의 수도 서

울을 연구지역으로 선정하여 살펴보았다. 대한민국 내에서도 대표적인 

도시적 특성이 드러나는 서울지역에서는 도시의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도시기후현상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기후요소 중 

지표면온도에 초점을 맞추어, 지표면 온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사회경제

적 지표에서 찾아보았고 이를 회귀모델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하는 과

정에서 Landsat 7 ETM+ 위성영상을 사용하였고, 집계구 통계라는 대한

민국에서 공포되는 가장 작은 단위의 통계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공

간오차모델의 적용 결과 지표면온도와 인구밀도, 지표면온도와 종사자수

밀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영향력을 비교해보면 

종사자수밀도가 인구밀도보다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수치적으로 표현하면 종사자 밀도가 10%가 증가하면 지표면 온

도가 0.095% 증가하고, 인구밀도가 10%증가하면 지표면온도는 0.085% 

증가함을 결론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수치의 제시는 도시계획분

야에서 기상·기후 현상을 고려 시,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지표

를 가지고 지표면온도 변화의 추이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

  더불어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기까지 본 연구가 가지는 도시연구의 의

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자연의 영역인 지표면 온도의 분포와 인간의 

영역인 사회경제적지표 간의 상관성을 밝혔다는 점이다. 인간과 자연은 

항상 상호작용하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고 있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열섬현상을 도시표면 물리적 요소로 해석하거나, 도시 미기

후의 측면에서 접근이 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열섬현상은 인간이 문명

을 형성하고 도시라는 집약된 공간을 형성함으로써 생긴 인과관계가 분

명한 자연현상 중 하나인데, 인간의 사회경제적 활동과 결부지어 연구하

는데 부족함이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가장 세밀

한 사회경제적 지표를 자연현상과 비교해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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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둘째는 공간적 스케일이 높은 사회경제적 지표와 공간해상도가 높은 

지표면온도 원격탐사자료를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즉, 적절한 공간해상도

를 가지는 사회경제적 지표와 인공위성자료가 함께 연구되었다는 점이

다. 특히 공간단위 형태 자체가 다른 두 자료가 함께 사용되는데 공간스

케일의 맥락이 너무 차이가 나면 좋은 연구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어진

다. 그 점에서 Landsat 7 ETM+자료와 집계구 통계자료는 그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자료임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Landsat에서 추

출할 수 있는 다른 요소들과 집계구 통계의 다른 항목들과의 비교연구가 

기대된다. 또한, 지구를 공전하면서 빠짐없이 주기적으로 지표를 기록하

는 인공위성자료와 5년마다 전수조사가 실시되는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 

매년 실시되는 사업체총조사 자료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누적되어가는 

두 자료간의 연구가 일시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님을 시사한다.

  셋째는 공간데이터를 이용한 회귀분석에 있어서 공간회귀모델을 적용

하여 분석한 점이다. 공간데이터를 가지고 일반통계의 OLS회귀분석을 

적용할 때 잔차의 공간적 자기상관이 존재함으로 인해 잔차의 독립성이 

위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간회귀

모델을 적용하였고 결과적으로 더 높은 모델의 적합도와 신뢰성을 가지

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존 도시연구방법론이 사회경제적 통계자료만을 이용하여 

이루어져왔다면, 본 연구는 인공위성 혹은 비행체를 통해 획득할 수 있

는 원격탐사자료를 도시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특

히 열 영상분석을 도시연구에 활용함으로 써 도시환경이 도시의 인문사

회적 현상과 어떤 상관성을 가질 수 있는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한편 연구에 있어 한계는 자료에 있다. 비록 집계구는 국내 공식통계

자료 중 가장 공간단위가 자세한 단위이며, 지표별 나타나는 공간적 차

이를 면밀히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집계구통계가 가

지는 정보의 보안 때문에 1~5사이의 값이 상실되어 본 연구에서는 일괄 

3의 값을 주어 처리하였는데, 이는 연구 모델의 예측을 불안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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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중 하나이다. 

  또한, 회귀분석의 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변수에 로그를 취하면서 

0의 값이 손실된 점이다. 서울시 집계구 통계의 구획은 16230개이지만, 0

값이 손실됨으로써 회귀모델에 투입된 구획은 12054개였다. 이는 0으로 

표시된 4176개의 구획이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의미하지만, 0이라는 

사실은 도시 내에서도 도시적성격을 띠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본 연구의 두 번째 한계는 모델의 비교검증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매

일매일이 달라지는 기상상태 중 한 시점을 이용하여, 사회경제적지표와 

비교 했다는 점은 모델의 예측이 어긋날 위험을 안고 있어, 다른 시점의 

기상상태에서 모델을 작성하여 비교하는 작업을 누적하여 모델을 일반화

할 필요가 있다.

  모델의 예측결과는 정확해야 신뢰성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의 추가 및 보완연구는 모델의 정확성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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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ban heat island (UHI) is caused by artificialization of ground surface 

covering and heat generated from various artifacts. The focus of this re-

search, however, is not on the correlation between ground surface covering 

and UHI itself. Because concentration of human activities makes artificializa-

tion of ground surface covering and makes heat. In other words, it aims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urban socio-economic indexes, which re-

flects degree of concentration of human activities, and land surface temper-

ature (LST), which reflects UHI.

  To examine the correlation, Seoul, the biggest city in Korea, was chosen 

as the research area. Thermal infrared imagery taken 2000 by Landsat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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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M +, which has the best spatial resolution, 60m, was used for analysis. 

Statistics of census output area, which is collected every 5 years to the 

whole nation, was utilized as urban socio-economic indexes. Spatial Error 

Model (SEM), a spatial regression model, was used as research method. 

Variables for analysis are ln population density, ln employment density, and 

ln LST, with natural logarithm, and water dummy and greens dummy as 

dummy variables.

  The major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Results show that as 

employment density increases 10%, LST increases 0.095%, and as population 

density increases 10%, LST increases 0.085%. Comparing standardized co-

efficients, that of ln employment density is 0.266 which is 1.66 times more 

than that of ln population density, 0.160. In other words, the influence of 

employment density on LST is bigger than that of population density on 

LST. 

  According to residual distribution of SEM which reflects the suitability of 

regression model, underestimated area with standard deviation over +2.5 and 

overestimated area with standard deviation under -2.5 have low reliability. 

Underestimated area includes Gimpo Airport, garages of railways, the old 

race ground, and U.S. army base, which are covered with surface whose 

temperate can be raised quickly. In this case, the underestimation is caused 

by physical properties of the surface, not socio-economic indexes. Thus, new 

model adjusting the underestimation is required. On the other hand, over-

estimated area includes surface of the water, mountains and hills with strong 

biophysical traits which offset socio-economic indexes.

  The implication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is research showed 

that UHI is caused by human activities, unlike previous studies on U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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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specifically, it examined quantitatively the correlation between dis-

tribution of LST, a property of nature, and population density and employ-

ment density, which are socio-economic indexes. Second, it used statistics of 

census output area, the most sophisticated spatial unit, as socio-economic in-

dexes and utilized Landsat 7 ETM+ imagery, highly detailed remote sensing 

data, to analyze LST. Third, a model was designed considering spatial auto-

correlation in regression analysis, which helps to complement the limit of 

non-spatial statistics regression model when analyzing spatial data. Lastly, 

this research used remote sensing technic and thermal imagery analysis tech-

nic for urban studies, unlike the previous urban studies literature which 

mostly makes usage of socio-economic statistics.

  The first limit of this research is problem related to data. Values of sta-

tistics of census output area between 1 to 5 are blocked due to the security 

of personal information. As an alternative, the average value, 3, was given 

to these cases. Also, Data with value 0 was lost when log was taken to 

each variable to generate linearity of regression, which unstabilizes the ex-

pectation of model. The second limit of this research has to do with the 

lack of comparison studies of the model. Namely, a satellite imagery of cer-

tain point of time was used to analyze the correlation with socio-economic 

indexes, which can unstabilize the expectation of model further. Models with 

more points of time should be compared to raise the credibility of the re-

search model and generalize the analysis. 

Keywords : Land surface temperature, Statistics of census output area, 

Spatial regression model, Landsat 7 ETM+, Remote sensing

Student Number : 2013-21392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제2절. 연구대상과 시점 및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 연구시점
	3. 연구방법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문헌연구
	제1절. 도시연구를 위한 원격탐사기법의 활용
	1. 도시연구를 위한 원격탐사기법활용의 의의
	2. 원격탐사기법을 활용한 도시연구사례

	제2절. 원격탐사기법을 이용한 도시열섬현상연구
	1. 도시 열섬현상의 정의와 의의
	2. 원격탐사의 도시열섬현상에 대한 적용
	1) 열적외선 위성영상의 종류
	2) Landsat 위성의 특성과 활용방안
	3) 연구를 위한 위성영상의 채택

	3. 원격탐사를 이용한 도시열섬현상에 대한 연구사례
	1) 도시열섬현상의 공간적 분포에 대한 연구사례
	2) 도시열섬현상 측정기법에 관한 연구사례



	제3장. 지리정보의 추출
	제1절. 지표면온도 추출 및 분포분석
	1. 분광특성에 따른 지표면온도 추출
	2. 서울시 내부 지표면온도 분포분석

	제2절. 집계구통계자료 분석
	1. 집계구의 정의
	2. 집계구 통계자료의 구성
	3. 집계구 통계자료 분석


	제4장. 회귀모델분석
	제1절. 투입변수 설정
	제2절. OLS회귀분석의 정의와 적용
	제3절. Spatial Error Model의 정의와 적용

	제5장. 토론
	제6장. 결론 및 한계점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