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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학습 기반 상세화를 통한 위성 지표면온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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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emperatures in urban areas are steadily rising due to rapid urbanization and on-going
climate change. Since the spatial distribution of heat in a city varies by region, it is crucial to investigate
detailed thermal characteristics of urban areas. Recently,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identify
thermal characteristics of urban areas using satellite data. However, satellite data are not sufficient for precise
analysis due to the trade-off of temporal and spatial resolutions. In this study, in order to examine the thermal
characteristics of Daegu Metropolitan City during the summers between 2012 and 2016,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 daytime and nighttime land surface temperature (LST)
data at 1 km spatial resolution were downscaled to a spatial resolution of 250 m using a machine learning
method called random forest. Compared to the original 1 km LST, the downscaled 250 m LST showed a
higher correlation between the proportion of impervious areas and mean land surface temperatures in Daegu
by the administrative neighborhood unit. Hot spot analysis was then conducted using downscaled daytime
and nighttime 250 m LST. The clustered hot spot areas for daytime and nighttime were compared and
examined based on the land cover data provid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high-value hot spots
were relatively more clustered in industrial and commercial areas during the daytime and in residential
areas at night. The thermal characterization of urban areas using the method proposed in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city and national security policies.
Key Words : land surface temperature, downscaling, Hot spot analysis, random forest, urban climate,

land cover
요약 : 급격한 도시화와 이상기후의 증가로 도시의 기온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으며, 한 도시 안에서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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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이상기후의 증가로 세계적으로 온도가 매년 올라가

고 있다(Alexander et al., 2006). 특히, 도시지역은 열섬현

상과 지구온난화가 맞물려 기온 상승이 가속화 되는 중

이며, 인구가 밀집되어 그 피해가 더 크다(Lemonsu et al.,

2015). 도시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재해 중에서도 폭염과

열대야는 매년 여름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Seifert et

al., 2015). 또한, 한 도시안에서도 폭염과 열대야의 양상

은 지역마다 각기 다르게 조사되고 있어 시공간적으로

세밀한 열환경 분석이 요구된다(Metzger et al., 2010). 우

리나라에서 폭염 및 열대야는 관측소의 기온자료인 최

고 및 최저온도를 바탕으로 이야기되지만, 도시 내 관

측소의 숫자가 제한적이고 그 공간적 분포도 균일하지

않아 관측자료만으로 한 도시의 열환경을 상세히 파악

하기는 힘든 실정이다(Courault and Monestiez, 1999).

위성기반 지표면온도(Land Surface Temperature: LST)

자료는 주기 및 광역적 유용성으로 여러 분야의 열 관련

연구에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위

성 지표면온도 자료는 공간해상도와 시간해상도가 트

레이드 오프(Trade-off)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높은

시간해상도의 센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공간해상도를

갖게된다. 미국항공우주국(NASA) 의 MODIS(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는 폭염과 열대야

가 나타나는 낮과 밤 시간대의 지표면온도 산출물을 제

공해주는 대표적인 센서이다. MODIS는 매일 낮(Terra:

10:30 A.M; Aqua: 1:30 P.M)과 밤(Terra: 10:30 P.M; Aqua:

1:30 A.M), 총 네 번에 걸쳐 우리나라의 지표면온도를 촬

영한다. 하지만 도시에서 토지피복은 좁은 영역 안에 매

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로 인해 지표면온도 분포 역

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한 도시 내 열환

경 분석에 있어 1 km 공간해상도 위성자료는 적용에 한

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선행 연구에서 도시 지표면온도

를 공간상세화(Downscaling)시키는 방법들이 제안되

었다. 도시 지표면온도 공간상세화에 가장 많이 쓰이

는 기법은 통계적 접근으로, 식생지수 및 고도 등의 고

해상도 입력변수들을 지표온도와 같은 저해상도로

Aggregation시킨 뒤, 입력변수들과 지표온도 사이의 통

계학적 관계를 찾는다. 그 후, 원래의 고해상도의 입력

변수에 이 관계를 적용시켜 최종적으로 높은 해상도의

지표면온도를 추정하게 된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의 기

계학습(Machine Learning)을 이용하여 도시 지표면온도

를 상세화 시키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Keramitsoglou et al. (2013)은 기계학습 기법인 서포트 벡

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 SVM)을 상세화에 이용

하였다. 토지피복도, 고도, 식생지수, 방사율과 같은 고

해상도 입력변수를 이용해 3-5 km 공간해상도를 갖는

SEVIRI(Spinning Enhanced Visible and InfraRed Imager)

지표면온도를 1 km 해상도로 상세화 시켰다. SEVIRI를

이용한 상세화는 15분 간격의 높은 시간해상도의 지표

면온도를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추정된 1 km

해상도의 지표면온도는 도시의 열 환경 분석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낮은 공간해상도를 갖는다. Huteng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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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 양상이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상세한 도시 열환경 분석이 요구된다. 최근에는 위성자료를 이

용한 열환경 분석이 수행되고 있으나, 위성자료는 시·공간해상도의 Trade-off 관계로 인해 정밀한 분석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 연구는 2012년부터 2016년의 대구광역시 여름철 열환경 분석을 위해, MODIS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1 km 공간해상도의 낮과 밤 지표면온도(낮LST1km,

밤LST1km)를 250 m 공간해상도(낮LST250m, 밤LST250m)로 상세화 시켰다. 상세화에는 기계학습 기법인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가 이용되었다. 향상된 LST250m는 기존의 LST1km에 비해, 대구광역시 행정동 기

준 불투수면적 비율과 지표면온도가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상세화 된 낮과 밤LST250m를

이용하여 Hot Spot 분석을 수행하였다. 대구광역시 행정동 중 낮과 밤 지표면온도가 Hot Spot으로 군집화

된 영역을 비교하고, 토지피복도를 이용하여 그 원인을 분석했다. 낮에는 공업 및 상업지역의 비율이 높은

영역에서, 밤의 경우 주거지역의 비율이 높은 영역에서 높은 Hot Spot이 군집 되었다. 본 연구의 열환경 분

석 접근은 향후 도시정책 수립 및 국민안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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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hland(2016)은기계학습기법중랜덤포레스트(Random

Forest: RF)를 이용하였다. 높은 공간해상도의 고도, 태

양 입사각, 천공개폐율(Sky-view Factor), 토지피복도 자

료와 250 m 해상도를 가지는 MODIS 가시광선 영역의

Red(0.620-0.670 µm), 근적외; NIR(0.841-0.876 µm) Band

를 입력변수로 사용하여 MODIS 1 km 해상도의 낮 지

표면온도를 250 m 해상도로 상세화 시켰다. 사용된

MODIS Red 및 NIR Band는 낮에 촬영된 영상으로부터

추출되기 때문에 Hutengs and Vohland(2016)는 이를 활

용해 낮 지표면온도를 상세화 하였지만, 기계학습을 이

용하여 MODIS 250 m 공간해상도의 밤의 지표면온도

자료를 구축하는 시도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도시 중 하나인 대구광역시의

열환경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에 따르면 대구광역시는 국내 여러 도시 중 폭염 및 열

대야에 취약한 지역으로 모든 구·군이 전국 상위 10위

위험 지자체에 해당하지만, 도시 내 기상관측장비 숫자

의 부족으로 (2017년 8월 기준 도시 내 종관기상관측소

(ASOS) 1개, 방재기상관측소(AWS) 4개) 관측소 기반 도

시 기온특성 연구에 제약이 있다. 따라서 선행 연구에

서는 위성 지표면온도를 이용한 원격탐사기법으로 대

구광역시의 열환경을 분석하였다. Ahn et al.(2010)는 대

구광역시를 대상으로 기상관측자료와 MODIS 1 km 해

상도의 낮과 밤 지표면온도 영상을 분석해 지표면온도

와 도시기후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였다. MODIS

(1 km)에 비해 높은 공간해상도의 지표면온도를 제공

하는 위성에는 Landsat이 있다. Kim and Choi(2014)는

Landsat-8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구광역시의 열환경 구

조를 분석하였다. Landsat-8은 공간해상도가 높다는 장

점이 있지만 시간해상도(16일)가 상대적으로 낮다. 열

환경 연구에 핵심이 되는 계절인 여름철에는 습한 기후

대의 영향으로 한반도에 구름이 많이 끼게 되어, 시간

해상도가 낮은 위성자료를 사용하면 획득 할 수 있는 맑

은 영상의 수에 제약이 생긴다. 또한 Landsat-8의 우리나

라 촬영시간은 낮 시간대로, 밤의 지표면온도를 분석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계학습 기법인 랜덤 포레스

트를 사용하여, MODIS 낮과 밤의 1 km 해상도의 지표

면온도(낮LST1km, 밤LST1km)를 다양한 입력변수를 이용

하여 250 m 해상도로 각각 공간상세화 시킨 뒤(낮

LST250m, 밤LST250m); 1) 향상된 해상도의 지표면온도가

기존의 저해상도의 지표면온도 자료보다 대구광역시

열환경 분석에 있어서 더 유용한지를 확인하고; 2) Hot

Spot 분석을 통해 대구광역시 낮과 밤의 지표면온도가

높은 영역을 각각 파악함과 동시에; 3) 고해상도의 환경

부 토지피복도를 활용하여 낮과 밤 시간대의 토지피복

별 지표면온도 특성을 분석하였다.

2. 연구 자료 및 방법

1) 연구지역

연구지역인 대구광역시는 우리나라 경상북도 남부

에 위치한 대도시이다(Fig. 1(a)). 도시의 북동부와 남부

는 산지가 둘러 있고, 서부는 상대적으로 개방된 분지

지형으로 여름철 무더운 내륙 분지형 기후 특성을 보인

다. Kim et al.(2015)은 대구광역시가 지난 30년간 전국에

서 폭염일수가 가장 많은 도시임을 확인했다.

대구광역시에서 일년 중 가장 온도가 높은 시기는 여

름철인 7-8월로 나타난다. 본 연구의 열환경 분석단위는

행정동이다. 행정동은 주민들의 거주 지역을 행정상의

편의로 설정한 단위이기 때문에 열환경연구가 행정적

인 측면까지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대구광

역시는(2017년 기준) 행정편의상 도시를 139개의 행정

동으로 나누고 있으며, 전체 139개 행정동 중 57개의 면

적이 1 km2 미만으로 나타난다(Fig. 1(b)). 이는 1 km 공간

해상도를 가지는 MODIS 지표면온도의 한 픽셀면적 보

다 작은 수치이다. 더 나아가 면적이 좁고, 시가화 지역

이 몰려 있는 행정동들이 대체적으로 높은 인구밀도를

보이고 있으므로(Fig. 1(c)), 행정동 단위의 열환경분석에

있어 공간상세화 된 지표면온도 구축이 요구된다.

2) 사용된 변수

낮LST1km와 밤LST1km는 MODIS Terra의 지표면온도

(MOD11A1) 자료를 사용하였다. 대구광역시 토지피복

도가 제작된 2012년 이후인 2012-2016년 여름철 7-8월

중 낮(10:30 A.M)과 밤(10:30 P.M) 모두 구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맑은 대구광역시의 지표면온도를 구축할 수

있는 날짜는 총 7일(2012년 7월 28일, 2013년 8월 14일,

2014년 7월 14일, 2015년 8월 2일, 2015년 8월 4일, 2016년

기계학습 기반 상세화를 통한 위성 지표면온도와 환경부 토지피복도를 이용한 열환경 분석: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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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1일, 2016년 8월 24일)이었다. Aqua 위성의 경우 연

구기간 동안 구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표면온도를 구

축할 수 있는 영상의 개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그 날짜

가 최근에 치우쳐 있어(2015년 8월 5일, 2016년 8월 11일,

2016년 8월 13일) 열환경 분석에는 영상 수가 부족하다

고 판단해 사용하지 않았다. 제공되는 대구광역시 영역

내 지표면온도 오차범위는 평균적으로 1-2°C로 확인되

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상세화에 사용되는 입력변수를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Table 1). 먼저 250 m 해상

도의 MODIS Terra의 일 지표 반사도(MOD09GQ) 자료

로부터 Red(0.620-0.670 µm)와 NIR(0.841-0.876 µm) Band

를추출하여각각변수로사용하였다. 또한두 Band(Red,

NIR)를 이용하여 일 식생지수(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를 계산해(식 1) 입력변수로 사

용하였다.

                           NDVI=                               (1)

이와 함께 MODIS 250 m 타일안에 있는 위도 및 경

도 값을 추출하여 변수로 가져왔다.

두 번째 유형은 SRTM(Shuttle Radar Topography

Mission) 위성의 수치표고모델 자료로부터 계산한 변수

들이다. 30 m 공간해상도의 수치표고모델을 Bilinear 내

삽기법을 사용하여 250 m 해상도로 재배열(Resampling)

시켜 연구지역의 고도(Elevation)자료를 구축하였다. 또

한고도자료로부터 ArcGIS(Esri)를이용하여경사(Slope)

와 향(Aspect)을 계산하였다. 각도의 값으로 표기되는

향을 분석에 사용하기 위해 Beers et al.(1966)가 제안한

NIR – Red
NIR +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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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udy area (Daegu Metropolitan City). (a) The boundary of the city’s administrative neighborhood and
land covers, provid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b) Areas of city’s administrative neighborhood,
and (c) Population density.

Table 1.  Description of Input variables used for downscaling of land surface temperature

Source Variables

MODIS MOD09GQ Band1 (0.620-0.670 µm), Band2 (0.841-0.876 µm),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
Latitude, Longitude

SRTM DEM Elevation, Slope, Aspect, Solar radiation
Land cover from Ministry 
of Environment Percentage of urbanized area, Percentage of forest and grassland area, Percentage of agricultur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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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ormed Aspect를 계산하여 향 변수로 사용하였다.

일사량(Area Solar Radiation)은 ArcGIS Solar Analyst 툴

을 활용하여 계산하였다. 일사량 계산에는 고도자료와

함께 DOY(Day of year)가 이용되었다.

세 번째 유형은 환경부 토지피복도를 이용해 계산한

변수들이다. 환경공간정보서비스(https://egis.me.go.kr)

에서제공하는대구광역시토지피복도자료(낙동강상류,

낙동강 중·하류)를 가져와 30 m 해상도의 대분류 자료

로부터 시가지비율(코드 100번), 식생비율(코드 300 및

400번), 농경지비율(코드 200번)을 250 m해상도의픽셀안

에 들어가는 면적비율(%)로 계산해 변수로 사용하였다.

가용한 지표면온도의 날짜에 맞춰 입력변수들을 이용

해 낮LST1km와 밤LST1km를 상세화 시키고, 이를 대구광

역시 열환경 분석에 이용하였다.

3) 지표면온도 공간상세화

지표면온도 공간상세화 방법 흐름도를 Fig. 2에 나타

냈다 . 본 연구에서는 상세화기법으로 Hutengs and

Vohland(2016)가 제안한 랜덤 포레스트를 이용한 낮 지

표면온도(낮LST1km) 상세화기법을 응용하였다. 또한, 열

대야와 관련이 높으며 도시 밤의 열환경을 분석 할 수

있는 밤 지표면온도(밤LST1km)를 추가로 상세화 시켰다.

상세화에 쓰인 랜덤 포레스트는 기계학습을 이용한

통계적 기법이다(Breiman, 2001). 랜덤 포레스트는 많은

수의 독립적인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를 이용하

는 앙상블 기법으로, 입력자료를 무작위적으로 추출하

여 모델링을 수행한다. 랜덤 포레스트는 여러 통계모델

에서 발생하는 과적합(Overfitting)문제를 해결해주고

높은 정확도의 모델링 결과를 보여준다고 알려져 있다

(Liaw and Wiener, 2002). 본 연구에는 R 통계 소프트웨어

의 ‘random forest’ 패키지를 사용하여 랜덤 포레스트 모

델을 구축하였다.

추정을 위해 250 m 입력변수들(Band1, Band2, 식생

지수, 고도, 경사, 향, 일사량, 시가지비율, 식생비율, 농

경지비율)을 각각 1 km 해상도에 맞게 평균을 내어

Aggregation 시킨 후, 1 km 해상도의 MODIS 낮LST1km와

밤LST1km을 각각 종속변수로 넣어 일곱 날짜의 지표면

온도들에 각각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돌렸다. 구축된 모

델에 기존의 250 m 해상도의 입력변수들을 집어넣어

최종적으로 각 날짜 별 낮LST250m와 밤LST250m를 추출하

였다.

우리나라에서 250 m 해상도의 지표면온도 상세화 검

증에사용할수있는관측위성자료로는Landsat(~100 m

해상도) 열적외 Band로부터 추출한 지표면온도가 있다.

기계학습 기반 상세화를 통한 위성 지표면온도와 환경부 토지피복도를 이용한 열환경 분석: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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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lowchart for downscaling and validation of land surface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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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Landsat은 16일을 주기로 지표면을 촬영하며,

우리나라를 촬영하는 시간은 약 오전 11시로, MODIS

Terra 낮 지표면온도(오전 10시 30분)와 그 촬영시간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또한, Landsat으로는 밤의

지표면온도는 추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세화 된 250 m 해상도의 지

표면온도를 검증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두 가지 검증방

법을 이용하였다. 첫 번째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돌

릴 때 10-fold 교차검증을 시켰다. 각 날짜 별로 낮LST1km

와 밤LST1km 전체 픽셀을 무작위로 10개 그룹으로 등분

시킨 후, 그 중 9개의 그룹으로 모델을 구축하고 나머지

1개 그룹의 픽셀 값들을 모델에 넣어 그 결과(R2, RMSE)

를 확인하였다. 두 번째 검증기법으로는 공간상세화 된

지표면온도를 다시 1 km로 Re-aggregation 시킨 후, 각

픽셀들을 기존 MODIS 낮LST1km와 밤LST1km 픽셀들과

각각 일대일 대응시켜 R2와 RMSE 결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일곱 날짜의 MODIS Terra 지표면온

도와 겹치는 구름 없이 맑은 Landsat 추출 지표면온도의

날짜는 2016년 8월 24일 낮 지표면온도(Landsat-7) 하루

이다. 추가적으로 2016년 8월 24일 낮 지표면온도는

Landsat을 이용해 검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Essa et

al.(2012)에서 제시한 Landsat-7 지표면온도 추출법을 이

용하였으며, Scaramuzza et al.(2004)를 참고하여 Landsat-7

열적외 Band에서 손실된 정보(Gap)를 채워주었다. 구축

된 Landsat-7 지표면온도를 250 m 해상도로 Bilinear 내

삽하고, MODIS Terra 1 km(낮LST1km) 와 비교하기위해

1 km 해상도로 Aggregation 시켜주었다. 마지막으로 1

km Landsat-7 지표면온도(Landsat LST1km)와 MODIS 낮

LST1km 의 회귀 관계를 이용해 두 이미지의 차이(i.e. 촬

영시간, 센서특성)를 보정(Sensor conversion)해주었다.

일반적으로 불투수 비율이 큰 지역은 상대적으로 지

표면온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XIAO

et al., 2007; Weng and Lu, 2008). 본 연구에서는 행정동 단

위 연구에 있어서 고해상도의 지표면온도 사용의 유용

성을 불투수면적 비율을 이용해 확인하였다. 먼저, 상세

화 된 250 m 해상도의 지표면온도와 기존 1 km 해상도

의 지표면온도를 각각 행정동 구역 안에서 평균 냈다.

이와 함께 토지피복도를 이용하여 각 행정동 별 시가화

지역 면적을 구한 후, 행정동 별 시가화지역 면적을 각

행정동 면적으로 나누어 불투수면적 비율(%)을 계산하

였다. 최종적으로 행정동 별 불투수면적 비율과 지표면

온도의 상관관계를 LST1km와 LST250m을 이용하여 비교

하였다.

4) Hot Spot 분석

상세화 된 250 m 해상도의 지표면온도(낮LST250m, 밤

LST250m)를 각 행정동 구역 안에서 평균 내어, 대구광역

시 지표면온도 Hot Spot을 확인하였다. Hot Spot 분석은

ArcGIS(Esri)의 Hot Spot Analysis 툴을 이용하였다. Hot

Spot Analysis는 Getis-Ord Gi*를 산출하여 군집화 정도

를 보여주는 통계 기법이며, 각 feature에 통계적 유의성

을 z-score 값으로 나타낸다. 지표면온도의 경우, z-score

가 큰 양의 값을 갖는 feature 일수록 해당지역과 주변지

역이 높은 온도를 가지며 군집을 이루고 있고, 그 반대

로 z-score가 작은 음의 값을 가질수록 낮은 온도를 가지

며 군집을 이룬다. 해당 행정동의 z-score가 1.65을 넘으

면 Hot Spot(p<0.1; 90% 신뢰구간)으로, -1.65보다 작으

면 Cold Spot(p<0.1; 90% 신뢰구간)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세 단계에 걸쳐 연구지역의 낮과 밤

지표면온도를 Hot Spot 분석 하였다. 먼저, 대구광역시

전체 행정동들 각각의 지표면온도를 평균 내어 분석하

였다. 둘째로, 도심지역에 집중된 열환경의 세밀한 분석

을 위해 전체 대구광역시 Hot Spot 중 z-score가 2.58을 넘

는 행정동(p<0.01; 99% 신뢰구간)을 추출한 후, 그 영역

안에서 다시 한 번 Hot Spot 분석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행정동 단위가 아닌 250 m 해상도의 지표면온도 픽셀들

을 직접 분석에 넣어, z-score가 2.58을 넘는 행정동들 안

에서도 Hot Spot으로 군집 되는 픽셀들을 파악했다.

Hot Spot 분석과 함께, 추출된 Hot Spot 영역 안에서

토지피복에 따른 낮과 밤의 지표면온도 특성을 살펴보

았다. 도시 안에서 시가지 지역은 환경부 토지피복도의

중분류 자료를 이용해 6가지(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

지역, 위락시설, 교통지역, 공공시설)로 분류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시가지 지역 내 6가지 중분류 토지피복 비

율은 Table 2와 같다. 본 연구는 도시 열환경 특성 파악

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시가지 외의 지역은 대분

류 토지피복(농업지역, 산림지역, 초지, 습지, 나지, 수

역)으로 구분하였다. 250 m 해상도 픽셀들 중앙에 해당

되는 토지피복 정보를 추출한 후, 행정동 Hot Spot 안에

서 토지피복 별 낮LST250m와 밤LST250m 값들을 평균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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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및 토의

1) 공간상세화 결과

10-fold 교차검증과 일대일 검증의 결과는 Table 3 및

Table 4와 같다. 또한, 상세화 된 250 m 해상도 지표면온

도와 기존 1 km 해상도의 지표면온도의 Box plot을 Fig.

3에 나타냈다. 낮과 밤 지표면온도 모두 두 검증에서 0.9

이상의 높은 R2를 가지며 RMSE는 낮의 경우 1.0-1.4°C

범위를, 밤의 경우 0.5-0.7°C 범위를 갖는다. 검증 결과

에서 낮 지표면온도가 밤보다 높은 RMSE를 갖는 이유

는 낮의 지표면온도 값의 범위가 밤보다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Fig. 3). 이는 낮의 경우 토지피복별 일사에 따

른 영향이 달라 그 범위가 커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

히 2016년 8월 11일 낮 지표면온도의 경우 두 검증에서

모두 RMSE 값이 0.9°C로, 다른 날짜의 낮 지표면온도

검증 RMSE에 비해 좋은 결과값을 보여준다. 이 역시

2016년 8월 11일의 경우 다른 날짜보다 낮 지표면온도

분포의 범위가 좁은 것이(Fig. 3(a)) 하나의 원인으로 작

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추가적으로 Landat-7 검증 결과, MODIS LST1km와

Aggregation된 Landsat LST1km의 상관관계는 R2: 0.82,

RMSE: 1.8°C로 나타나며, 본 연구에서 공간상세화 시킨

MODIS LST250m와 Landsat LST250m의 상관관계는 R2:

0.84, RMSE: 1.7°C로 나타났다(Fig. 4). 또한, MODIS LST

와 Landsat LST의 지표면온도 분포를 Fig. 5에 나타냈다.

기계학습 기반 상세화를 통한 위성 지표면온도와 환경부 토지피복도를 이용한 열환경 분석: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 1107 –

Table 2.  The land cover(Medium spatial level) ratio in urban areas for Daegu Metropolitan City

Medium spatial
level Residential area Industrial area Commercial area Recreation area Transportation

area Public facility

Ratio 18% 9% 12% 1% 55% 5%

Table 3.  10-fold cross validation result for downscaling

LST
Daytime Nighttime

R2 RMSE 
(°C) R2 RMSE 

(°C)
2012.07.28 0.91 1.4 0.90 0.7
2013.08.14 0.91 1.2 0.92 0.6
2014.07.14 0.92 1.1 0.91 0.6
2015.08.02 0.90 1.4 0.93 0.5
2015.08.04 0.91 1.3 0.94 0.5
2016.08.11 0.91 0.9 0.92 0.5
2016.08.24 0.90 1.3 0.92 0.5

Table 4.  Re-aggregation validation result for downscaling

LST
Daytime Nighttime

R2 RMSE 
(°C) R2 RMSE 

(°C)
2012.07.28 0.91 1.4 0.91 0.7
2013.08.14 0.91 1.2 0.93 0.6
2014.07.14 0.92 1.1 0.92 0.6
2015.08.02 0.90 1.3 0.94 0.5
2015.08.04 0.91 1.3 0.95 0.5
2016.08.11 0.92 0.9 0.92 0.5
2016.08.24 0.91 1.3 0.93 0.5

Fig. 3.  The temperature box plot of LST1km and downscaled-LST250m for (a) daytime and (b) nighttime in study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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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표면온도 공간상세화 연구의 결과들을 살펴보

면 Bechtel et al.(2012)는 독일 함부르크 도시에서 SEVIRI

LST를 500m 해상도로 상세화 시킨 뒤 고해상도 ASTER

위성의 LST와 검증하여 R2: 0.82, RMSE: 1.6°C의 정확도

를 확인했다. 연구지역이 도시는 아니지만, Hutengs and

Vohland (2016)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MODIS Terra LST

를 250 m 해상도로 기계학습을 이용해 상세화 시켜

Landsat-7 LST로 검증하였다(R2: 0.71-0.87, RMSE: 1.4-

1.9°C). 연구지역, 연구기간, 사용한 위성자료 등의 차이

로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지만 위 연구들의 오차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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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daytime temperature distribution for 24 August 2016. (a) MODIS LST1km, (b)
Aggregated landsat LST1km, (c) Downscaled MODIS LST250m, (d) Landsat LST250m.

Fig. 4. (a) Density scatterplot between the MODIS LST and Landsat LST aggregated at 1 km scale.
(b) Density scatterplot between the MODIS LST downscaled and Landsat LST aggregated
at 250 m scale. The color closer to yellow from blue corresponds to a higher density of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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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본 연구는 적절한 상세화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상세화 된 LST250m는 지표면온도 LST1km에 비해 좁은

온도범위를 보여준다(Fig. 3). 이는 랜덤 포레스트 기법

이 갖는 한계로, 모델링 결과가 종속변수의 평균 근처

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상

세화 된 고해상도 지표면온도를 다시 Aggregation 시켜

기존 저해상도의 지표면온도와의 차이를 이용해 보정

을 해주는 기본적인 잔차보정(Residual Correction)이 있

지만(Hutengs and Vohland, 2016), 본 연구에 보정을 해

보았을 때 결과적인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적용하

지 않았다. 향후 여러 정교한 잔차 성분 추정 방법을 활

기계학습 기반 상세화를 통한 위성 지표면온도와 환경부 토지피복도를 이용한 열환경 분석: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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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Fig. 6.  Daytime and nighttime mean surface temperature distribution of Daegu metropolitan city study period. MODIS Terra LST1km
(a) daytime, (c) nighttime. Downscaled-LST250m (b) daytime, (d) night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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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Kim and Park, 2016) 상세화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일곱 날짜의 LST250m와 LST1km를 평균 내어 각각 대구

광역시 평균 지표면온도 산출물을 만들었다(Fig. 6). 상

세화 된 LST250m에서는 기존 LST1km에 비해 연구지역의

토지피복도(Fig. 1(a)) 별 온도 차이가 자세히 나타난다.

더 나아가, LST250m에서는 도심 내 시가화 지역으로 둘

러싸인 도시숲(공원, 산 등) 의 지표면온도 저감효과도

확인 할 수 있다(Maimaitiyiming et al., 2014; Alexandri and

Jones, 2008).

2) 시가지 비율과 지표온도의 상관관계

대구광역시 행정동 별 평균 낮과 밤 지표면온도와 불

투수면적 비율의 상관관계를 R2 값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았다(Fig. 7). 먼저 전체 139개의 행정동을 모두 고려

해서 살펴본 결과 LST250m이 낮과 밤 모두 LST1km 보다

그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Fig. 7(a)-(d)). 대구광역시

는 도시화로 인해 많은 행정동이 높은 불투수면적을 가

지며 139개 행정동 중 절반 가량인 69개의 행정동이

80% 이상의 불투수비율을 보인다. 불투수면적이 80%

이상인 행정동에서의 불투수면적 비율과 지표면온도

의 상관관계를 볼 때(Fig. 7(e)-(h)), LST1km는 매우 낮은

상관성을 보여준다(낮 R2: 0.09, 밤 R2:0.06). 이와 비교해

서 LST250m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

타내는 것을 볼 수 있으며(낮 R2: 0.30, 밤 R2: 0.26), 이 결

과는 높은 불투수면적을 갖는 도시 열환경 연구에 있어

서 공간상세화 된 지표면온도 사용의 효용성을 말해준

다.

도심지역은 주변산지에 비해 낮은 지표 반사율로 인

해 많은 태양열을 흡수하고 인공 열 방출과 빌딩 등의

영향으로 밤까지 열이 오랜 시간 도심 내 갇히게 된다

(Zhang and Yao, 2009). 따라서 주변 산지들을 포함하는

행정동들이 모두 고려되는 경우, 도심중심부와 주변지

역(i.e.산림지역)의 뚜렷한 온도분포 구분으로 지표면온

도와 불투수면적 비율의 관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불투수면적 비율이 80% 이상인 행정

동(69개)들만 고려하면 대부분의 영역이 시가지로 이뤄

져 있어 행정동 별 토지피복의 차이가 줄게 되며, 전체

행정동을 모두 고려한 것(139개)보다 상대적으로 지표

면온도와 불투수면적 비율의 관계가 낮게 나타난다.

3) Hot Spot 분석 결과

평균 LST250m를 이용하여 분석된 낮과 밤의 행정동

Hot spot 분석 결과는 Fig. 8과 같다. 낮과 밤 모두 온도

가 높은(Hot Spot) 행정동이 도시 중심 시가지에 군집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Hot Spot 중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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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rrelation between the proportion of impervious areas and mean land surface temperatures in
the city’s administrative neighborhood. (a)-(d) all 139 neighborhoods, and (e)-(h) 69 neighborhoods
where percentage of impervious areas is more than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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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99% 신뢰구간에 해당되는 영역을 살펴보면(낮: Spot

A, 밤: Spot B), 낮과 밤의 해당하는 행정동 영역이 정확

히는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환경부 토지

피복도와 함께 분석해보면(Fig. 9), Spot A에 비해 Spot B

영역에는 산림지역의 비율이 높은 행정동들이 더 포함

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Spot A와 Spot B 영역을 합쳐 토지피복도별 지표면온

도를 평균 내어보았다(Fig. 10). 낮의 경우 토지피복 중

공업지역이 지표면온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

으로 상업지역, 주거지역이 높은 온도 값을 보였다. 산

기계학습 기반 상세화를 통한 위성 지표면온도와 환경부 토지피복도를 이용한 열환경 분석: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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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Land covers provid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for Spot A and Spot B in Fig. 8 (Source: https://egis.me.go.kr).

                                              (a)                                                                                                                      (b)

Fig. 8.  Hot Spot Analysis results for (a)daytime and (b)nighttime of city’s administrative neighborhood. ‘Cold’ means Cold Spot and
‘Hot’ means Hot Spot. Spot A and Spot B are the hot spot areas of 99% confidence level for daytime and nighttime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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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지역은 시가지 및 기타 토지피복에 비해 온도가 매우

낮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Fig. 10(a)). 하지만 밤의 지표

면온도를 살펴보면, 오히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공

업지역에 비해 그 온도가 높게 나타난다 (Fig. 10(b)). 특

히, 낮과 밤의 지표면온도 차이를 보게 되면 공업지역

이 전체 토지피복 중 가장 높은 일교차를 보인다(Fig.

10(c)). 낮 시간 동안 가동되는 공업단지의 설비가 내보

내는 열기가 공업지역의 낮 지표면온도를 높게 만드는

요인으로 판단되며, 낮에 비해 상대적으로 밤은 공장의

가동이 줄어 밤 지표면온도가 다른 토지피복에 비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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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Hot spot analysis results for (a) daytime and (b) nighttime, Spot A and Spot B in Fig. 8, respectively. The landcover of 90%
confidence level hot spot areas: (c) daytime, (d) nighttime.

Fig. 10.  The distribution of mean land surface temperature by the land cover type. (a) daytime LST250m, (b) nighttime LST250m, and
(c) the difference between daytime and nighttime LST2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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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Lee and Hong, 2007). 시가지

지역의 6가지 세분류 중, 위락시설이 낮과 밤의 지표면

온도 일교차가 제일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위락시

설은 공업지역과는 반대로 밤 시간대에 크게 활성화가

되면서 열 배출이 많아 밤에 상대적으로 온도가 크게 떨

어지지 않아 일교차를 줄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토

지피복 중 가장 일교차가 작은 것은 산림지역이다. 산

림지역은 높은 알베도(Albedo)를 갖고 있어 흡수 및 방

출하는 복사에너지가 적어 낮과 밤의 지표면온도의 차

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밤에는 시가지지역과 산

림지역의 온도차이가 낮보다 작게 나타나게 되면서, 밤

의 Hot Spot(Spot B)의 경우 산림지역의 비율이 높은 일

부 행정동들이 더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Spot A와 Spot B 영역 안에서 다시 한 번

Hot Spot 분석을 한 뒤, Hot Spot 중 p<0.1 인 90% 신뢰

구간에 해당되는 영역을 추출해 토지피복도와 함께 확

인해 보았다(Fig. 11). 그 결과, 군집화 된 낮과 밤 지표면

온도 Hot Spot 행정동 영역이 차이를 보이며, 낮의 경우

공업지역이 포함된 행정동들이 밤에 비해 좀 더 Hot

Spot으로 분류되고, 밤의 경우 낮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

림지역 및 주거지역이 포함된 행정동들이 Hot Spot 으

로 분류되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Fig.

10의 낮과 밤 온도 분포 분석 결과와 상응한다.

Fig. 8의 Spot A와 Spot B 영역 안에서 2012년부터

2016년 까지 연도 별 Hot Spot 분석을 해보았다(Fig. 12).

연구기간 전체 평균 지표면온도를 이용한 Hot spot 분

석결과(Fig. 11(a), Fig. 11(b))와 비교해 볼 때, 낮의 경우

Fig. 11(a)에서 90% 이상의 신뢰구간을 갖는 Hot Spot 영

역 총 37개 행정동 중, 32개의 행정동은 5년 모두 Hot

Spot으로 군집 돼 있었다. 낮의 경우 평균 지표면 온도

가 높은 날짜일수록, 행정동 별 평균 온도 값의 표준편

차가 커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Fig. 12(a)-(e)). 특히,

2012년과 2015년은 평균 대비 Hot Spot으로 분류되는

행정동 영역에 변화가 있었다. 이는 두 해의 지표면 온

도 취득 날짜의 평균 온도 값이 40°C 이상을 보이며 다

른 해에 비해 온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행정동 간

의 온도 편차가 커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밤의 경우

Fig. 11b에서 90% 이상의 신뢰구간을 갖는 Hot Spot 영

역 총 44개 행정동 중, 39개 행정동이 5년 모두 Hot Spot

을 띄고 있었다. 밤의 경우 일사의 영향이 줄어들기 때

문에 낮에 비해 행정동간 온도의 편차가 작았고, 날짜

별 Hot Spot 영역이 차이를 보이는 원인은 크게 발견되

지 않았다. Fig. 12를 통해 대구광역시 연구기간동안 낮

과 밤 모두 특정 행정동들이 지속적으로 Hot Spot을 보

이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Fig. 11(a)와 Fig. 11(b) 의 p<0.1 인 90% 신

뢰구간에 해당되는 Hot Spot 영역에 포함되는 250 m 해

상도의 연구기간 평균 낮과 밤 지표면온도 픽셀들을 직

접 Hot Spot 분석을 해보았다(Fig. 13). 낮의 경우 특정 픽

셀들이 99% 이상 신뢰구간(p<0.01)을 갖는 높은 Hot

기계학습 기반 상세화를 통한 위성 지표면온도와 환경부 토지피복도를 이용한 열환경 분석: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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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Hot spot analysis results by year from 2012 to 2016, (a-e) daytime and (f-j) nighttime. The mean and SD represent the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SD) values of LST between administrative neighborh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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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t으로 분류되었다(Fig. 13(a)).. 이 픽셀들 내 높은 비

율의 상위 세 개의 토지피복을 확인해보면 교통지역

(34%), 상업지역(29%), 공업지역(18%) 순으로 나타난

다. 대구광역시 전체 시가지 지역 중 도로를 포함하는

교통지역(55%) 이 상업지역(12%) 및 공업지역(9%) 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을 갖는 것을 고려하면(Table 2),

낮 지표면온도 Hot Spot 픽셀에 공업지역과 상업지역

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 되어있다고 결론 지을 수 있

다. 흥미롭게도 밤의 경우에는 99 % 이상 신뢰구간

(p<0.01)을 갖는 Hot Spot 픽셀은 나타나지 않았다(Fig.

13(b)). 이는 밤의 지표면온도의 경우 낮에 비해 두드러

지게 높은 온도를 갖는 영역이 덜 나타나는 것으로 해

석된다. 밤의 95% 이상 신뢰구간(p<0.05)을 갖는 Hot

Spot 픽셀 내 높은 비율의 토지피복을 확인해보면, 교통

지역(38%), 주거지역(34%), 상업지역(23%)로 나타난다.

낮과는 달리 밤의 경우 주거지역에서 높은 Hot Spot 픽

셀들이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 행정동들에 번호를 부여하고 , Supplementary

Information의 Table S1에 행정동 이름을 표기했다. 또

한, 낮과 밤 Hot Spot 픽셀이 속해 있는 주요 행정동 별

환경부 토지피복 면적 비율을 Fig. 14에 나타냈다.

낮의 경우(Fig. 13(a)) 공업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노

원동(1) 과, 상업 및 교통지역이 많은 성내2동(19), 성내3

동(18) 에 높은 온도를 갖는 픽셀들이 군집 돼 있었다. 특

히 성내3동(18) 의 경우 내부에 달성공원이 위치해, 행

정동 안에서 Hot Spot과 Cold Spot이 함께 나타나고 있

다. 이는 상세화 된 지표면온도를 사용해 행정동 열환

경 분석을 해야 파악되는 결과이다 . 밤의 경우(Fig.

13(b)) Hot Spot(p<0.1; 90% 이상 신뢰구간)으로 분류되

는 픽셀들은 주거지역이 많이 포함된 평리1동(15) 주변

으로 모여 있다. 공업지역과 상업지역은 주거지역에 비

해 밤에 온도가 상대적으로 더 식으면서(Fig. 10(c))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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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LST250m pixel-based hot spot analysis results for (a) daytime and (b) nighttime for 90%
confidence level hot spot areas in Fig. Fig. 11(a) and Fig. 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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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Spot이 주거지역 주변으로 몰리는 것으로 판단된

다. 온도가 낮은 Cold Spot은 낮과 밤 모두 공원이나 산

림영역 주위로 분포를 하고 있다. 향후 상세화 된 지표

면온도는 도심 내 녹지의 기온 저감 효과 등을 판단할

때에도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를 통해 낮과 밤의 지표면온도 Hot Spot 분포

가 차이를 보임을 확인하였고, 토지피복도를 활용해 그

원인을 분석해 보았다. 공간상세화 된 지표면온도를 이

용해 파악된 낮과 밤 열 취약지역을 바탕으로 앞으로 여

러 열환경 정책이 구분되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4) 연구의 독창성과 한계

본 연구는 낮과 밤의 지표면온도를 기계학습을 사용

해 상세화 시킴으로써, 고해상도 지표면온도를 활용해

대구광역시의 낮과 밤 열환경 분석을 하였다. 기존의 대

구광역시를 대상으로 수행한 위성기반 열환경 연구들

은 1 km 저해상도 지표면온도를 이용하여 낮과 밤의 열

환경을 파악하거나(Ahn et al., 2010), 고해상도 지표면온

도로 낮 시간의 열환경 분석에만 초점을 둔 경우(Kim

and Choi, 2014)들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본 연구는 환경

부에서 제공하는 고해상도의 토지피복도를 공간상세

화 및 Hot Spot 분석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중분류 토지

피복 단위의 도시 열환경 특성을 살펴본 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가 갖는 한계는 검증을 할 수 있는 관측자료

의 부족이다. 지표면온도자료를 제공하는 관측소는 대

구광역시에 한 개(종관기상관측소)뿐으로 공간상세화

검증으로 이용하기에 그 수가 부족하며, 고해상도의 지

표면온도(i.e. Landsat)는 시간해상도가 낮고, 한반도의

습한 여름철 구름 영향으로 검증에 활용하기 쉽지 않다.

더 나아가, Landsat의 열적외 Band로는 밤의 지표면온

도를 추출 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상세화 과정에서

별도의 잔차보정을 하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

한 접근의 잔차 성분 추정을 통해 상세화 결과를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접근한 공간상세화 된 지표면온도를 사

용하여 열환경 분석을 할 경우, 도시 안에서도 공원을

비롯한 녹지의 온도저감효과 등과 같은 열환경완화

(Mitigation)를 위한 분석에 있어 다양한 연구로 응용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표면온도는 기존 도

시 열취약성 분석에 있어서 열환경노출(Exposure)을 대

변하는 변수로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만큼(Inostroza et

al., 2016), 상세화 된 지표면온도는 중요한 열환경 기초

연구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4. 결 론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행정동 단위 열환경 분석을 하

기 위해 MODIS Terra 1 km 해상도 낮과 밤 지표면온도

(낮LST1km, 밤LST1km)를 인공지능 기계학습기법인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이용하여 250 m 해상도로 공간상세화

시켰다(낮LST250m, 밤LST250m). 연구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 동안의 7-8월 중 낮과 밤 모두 구름의 영향을 받

지 않는 일곱 날짜를 선정하였다 . 250 m 해상도의

MODIS 기반 변수 5개(Band1(0.620-0.670 µm), Band2

(0.841-0.876 µm), 식생지수(NDVI), 위도, 경도), SRTM

기계학습 기반 상세화를 통한 위성 지표면온도와 환경부 토지피복도를 이용한 열환경 분석: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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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The land cover ratio (%) for the city’s administrative neighborhoods, which have many hot spot-classified pixels in th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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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 기반 변수 4개(고도, 경사, 향, 일사량), 그리고 환

경부 토지피복도를 이용한 변수 3개(시가지비율%, 식생

비율%, 농경지비율%)로 총 12개의 변수가 상세화에 입

력변수로 사용되었다. 상세화의 검증으로는 10-fold 교

차검증과 Re-aggregation 일대일 검증이 이뤄졌으며, 검

증 결과 두 검증에서 낮과 밤 모두 R2는 0.9를 넘고, 낮의

경우 RMSE는 1.0-1.4°C를, 밤의 경우 RMSE는 0.5-0.7°C

를 보였다. 상세화 된 250 m 해상도의 지표면온도와 기

존 1 km 해상도의 지표면온도를 행정동 단위로 평균 내

불투수면적과 지표면온도의 상관관계를 확인해 본 결

과, 대구광역시 전체 139개 행정동을 모두 고려한 경우

와 불투수면적 비율이 80% 이상인 69개 행정동만 고려

한 경우에서 낮과 밤 모두 LST250m가 LST1km 보다 높은

상관성을 보여주었다. 상세화 된 연구기간의 낮LST250m

와 밤LST250m를 평균 내어 행정동 단위의 Hot Spot 분석

을 하였다. 분석 결과 낮과 밤의 Hot Spot은 도시 중심부

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그 영역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

았다. 이러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제공하

는 고해상도 토지피복도를 이용하였다. 낮의 경우에는

전체 토지피복 중 공업지역의 지표면온도가 가장 높고

산지와 도심의 온도차이가 크지만, 밤의 경우 공업지역

이 온도가 다른 시가지 토지피복에 비해 낮아지며, 위

락시설의 경우 밤시간에 운영이 활성화되면서 낮과 밤

의 온도차이가 줄어드는 것이 확인됐다. 또한, 밤시간에

는 도심지와 산지의 온도차이가 낮보다 적어진다. 이러

한 이유들로 대구광역시는 낮과 밤이 서로 다른 행정동

Hot Spot 영역을 갖는 것으로 판단됐다. 250 m 해상도

의 픽셀단위 Hot Spot 분석 결과, 낮에는 공업지역 및 상

업지역이 비율이 높은 행정동에서 Hot Spot으로 군집

된 영역이 나타난 반면, 밤에는 주거지역이 높은 영역

에서 Hot Spot 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현장 관측자료의

부족으로 검증에 있어 한계를 갖고 있으며, 별도의 잔

차보정을 하지 않았지만 향후 이를 개선해 더욱 향상된

연구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도시 낮과 밤 지표면온도 공간

상세화와 Hot Spot 분석으로의 열환경 연구 접근은 도

심지 환경정책 수립에 근거가 되는 변수로 활용 될 것

이며, 폭염 및 열대야와 같은 재해로부터 국민안전을 보

호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5. Supplementary Information

사 사

본 연구는 2017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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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S1.  The number and name of city’s administrative neighborhoods in Fig. 13

Num Name Num Name Num Name
1 Nowon-dong 17 Bisan 2·3-dong 33 Naedang 2·3-dong
2 Chimsan 3-dong 18 Seongnae 3-dong 34 Namsan 2-dong
3 Chimsan 2-dong 19 Seongnae 2-dong 35 Duryu 3-dong
4 Daehyeon-dong 20 Seongnae 1-dong 36 Duryu 1·2-dong
5 Sinam 1-dong 21 Dongin-dong 37 Namsan 4-dong
6 Bisan 5-dong 22 Sincheon 1·2-dong 38 Daemyeong 3-dong
7 Wondae-dong 23 Sincheon 3-dong 39 Namsan 3-dong
8 Goseong-dong 24 Pyeongni 5-dong 40 Namsan 1-dong
9 Chilseong-dong 25 Pyeongni 4-dong 41 Daemyeong 2-dong
10 Sinam 2-dong 26 Pyeongni 2-dong 42 Daebong 2-dong
11 Sinam 3-dong 27 Bisan 4-dong 43 Icheon-dong
12 Pyeongni 5-dong 28 Daesin-dong 44 Daebong 1-dong
13 Pyeongni 3-dong 29 Samdeok-dong 45 Suseong 1-ga-dong
14 Bisan 1-dong 30 Suseong 4-ga-dong 46 Suseong 2·3-ga-dong
15 Pyeongni 1-dong 31 Beomeo 3-dong
16 Bisan 6-dong 32 Naedang 1-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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