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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Landsat 7 ETM+ 영상의 열적외선 채널을 이용하여 추출한 지표온도를 추출함에 있어서 DEM데이터로

부터 추출한 경사도와 사면방향 등의 지형조건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Ⅰ. 서론

  도시열섬현상(Urban Heat Island Effect)은 인공열 및 

대기오염 등에 의해 도시의 온도가 주변 외곽지역보다 온

도가 높아지는 현상으로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

서 도시 내에서 특히 인공열의 발생이 많은 도심 지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도시지역은 녹지 면적이 적고, 

아스팔트의 포장 면적의 증가 등으로 쉽게 가열된다. 또한 

공장, 주택 등의 인공시설물 및 자동차 등에 의한 인공열

의 발생과 복사에너지의 흡수, 온실효과 등의 여러 원인으

로 인해 도시 외곽지역에 비해 온도가 높게 나타난다. 

  GIS와 수치지도를 활용한 지형과의 열 분포 특성을 

시·공간적으로 비교·분석한 연구는 없으며, 위성영상자

료를 이용한 연구는 현재로서는 기온의 공간 분포를 연구

하는데 있어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되며 관측 자료를 함께 

사용하면 도시 열 환경 분석에 있어서 큰 잠재성을 가질 

수 있다.  

  위성영상을 사용한 지표열 관측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

으나 이는 모두 실제 태양의 각도에 따른 지표의 흡수열과 

방출열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평지라는 가정으로 지표

열의 분포를 연구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GIS(을 기반

의 원격탐사기법을 활용하여 연구대상지역인 서울시의 

DEM 데이터를 ArcGIS를 사용하여 경사도와 사면향 등에 

대하여 지형을 분석하고, 경사도와 사면향에 따른 서울시 

지형과 온도와의 상관성 관계를 Landsat ETM+ 영상의 

열적외선 채널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Ⅱ. 자료 획득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서울지역 Landsat-7 ETM+ 

자료로서 이 영상은 토지피복 분석, 식생구분이나 지표 열 

감지 등 여러 분야에 응용이 되고 있는 대표적 다중분광영

상(Multispectral images)이다. 총 8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는데, 전정(panchromatic) 채널 해상도 15m, 가시광선

(visible)과 적외선(infrared) 채널 해상도 30m, 그리고 

열적외 채널 해상도 60m의 영상을 만들어 낸다. 자료는 

미국지질조사국(USGS)의 데이터베이스(glovis.usgs.gov 

or edcsns17.cr.usgs.gov/EarthExplorer)에서 제공하는 

Level 1G 자료로, 기하보정(Geometric correction)과 방

사보정(Radiometric correction)이 적용되어 있다. 하지

만 대기 중의 작은 물방울이나 분진 등과 같은 입자에 인

한 대기효과로 인해 지표에서 복사된 열적외선(Thermal 

Infrared)이 지표에서의 복사와는 다르게 위성의 센서에

서 입력되기 때문에 이 효과를 보정하기 위하여 대기보정

작업을 실시하였다. 

  토지피복도는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에

서 획득하고 DEM, 서울온도, 토지피복도의 셀크기 모두 

동일하게 60*60으로 통일하였다.

Ⅲ. 사면향과 경사도를 고려한 도시열 분포 
분석

  서울지역에 대한 DEM자료를 이용하여 실험을 한 결과 

서울지역의 지표온도를 사면향 별로 나눠 이에 따른 결과

를 분석하였다. 남동쪽 폴리곤의 분류에 의하면 최고온도

는 39.734도를 나타내었고, 최저온도는 9.439도를 나타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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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경사 평균온도

남동

5 27.167

10 26.199

15 25.328

20 24.256

25 24

30 23.5

35 23

40 -

45 -

50 -

방향 경사 평균온도

남서

5 27.418

10 25.977

15 25.463

20 24.235

25 23.076

30 23.333

35 22.75

40 23

45 -

50 -

▶▶ 그림 1. 사면향별 폴리곤

표 1. 사면향별 최고온도와 최저온도

사면향 최고 온도 최저 온도

동 41.381 20.801

서 39.734 19.523

남 37.227 20.485

남동 39.724 9.439

남서 36.946 20.165

북 36.644 20.165

북동 44.621 20.165

북서 39.181 19.844

  
  남동방향에서 가장 최저온도의 값이 나왔으며, 북동방

향에서 가장 최고온도의 값이 나왔다. 그리고 결과를 살펴

보았을 때 남동방향에서 지표온도 차이가 가장 많이 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심지만을 결과 값을 보았을 때 각 방향마다 경사도가 

커질수록 평균온도는 감소한다. 8개의 사면향이 더 있지

만, 예로 남동사면에 대한 경사도별 온도 분포만 나타내어 

보았다(그림 2).

▶▶ 그림 2. 도심지 남동-5° 경사 지표온도분포

  표 2에서는 사면향과 경사도를 모두 고려하였을 경우의 

평균온도를 간단하게 정리하였다.

표 2. 각 사면향과 경사도를 고려한 평균온도

       (남동, 남서향의 경우)

  사면향에서 경사도가 커질수록 면적이 줄어듦과 동시에 

온도 분포 또한 차이가 점점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론

  첫째, 모든 사면향에서 경사도가 커질수록 면적이 줄어

듦과 동시에 온도 분포 또한 차이가 점점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사도가 0-5도의 면적이 가장 많고, 

25~30℃로 온도 분포도 다양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평균지표온도에 대한 일차함수식은 기울기가 (-)

인 일차함수의 형태를 띄고 있었다.

  셋째, 8개로 나눈 사면방향 중 동, 서, 남, 북쪽 중 북쪽

과 서쪽의 평균지표온도의 일차함수식의 기울기가 크게 

나타났으며, 따라서 북서쪽의 기울기가 가장 크기 때문에 

북서쪽의 경사도별 지표온도차가 가장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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