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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SAT영상을 이용한 서울시 행정구역 단위의 열섬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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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increase in the rate of industrialization due to urbanization has caused the Urban Heat
Island phenomenon where the temperature of the city is higher than the surrounding area, and its intensity
is increasing with climate change. Among the cities where heat island phenomenon occurs, Seoul city has
different degree of urbanization, green area ratio, energy consumption, and population density in each
administrative district, and as a result, the strength of heat island is also different. So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difference of Urban Heat Island Intensity by administrative district and the cause. In this study,
the UHI intensity of the administrative gu and the administrative dong were extracted from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the differences among the administrative districts were examined. and linear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with The variables included in the three categories (weather condition,
anthropogenic heat generation, and land use characteristics) to investigate the cause of the difference in
heat UHI intensity in each administrative district. As a result of analysis, UHI Intensity was found to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administrative gu, administrative dong, and surrounding
environment. The difference in administrative dong was larger than gu unit, and the UHI Intensity of gu
and the UHI Intensity distribution of dongs belonging to the gu were also different. Linear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heat island development intensity according to the average
wind speed, development degree, Soil Adjusted Vegetation Index (SAVI), Normalized Difference Built-
up Index (NDBI) value. Among them, the SAVI and NDBI showed a difference in value up to the dong
unit and The creation of a wind route environment for the mitigation of the heat island phenomenon is
necessary for the administrative dong unit level.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projects for mitigating
heat island phenomenon such as land cover improvement plan, wind route improvement plan, and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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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시화는 많은 사람들이 일정한 지역에 집중하여 그

지역의 인구수가 증가하고, 주변지역에 비해 그 지역의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과정을 의미한다. 도

시화가 진행되면 1차 산업 종사자수가 줄어들고 비농

업적 산업 종사자수가 늘어나 도시적 산업비율이 증가

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콘크리트, 아스팔트를 이용한

인공구조물과 포장된 도로가 기존 토지이용을 대신하

게 되고 이로인하여 주변지역보다 온도가 더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도시화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온도가 높아지는 지역들을 연결하면 하나의 섬처럼 보

인다고 하여 이를 도시 열섬(UHI: Urban Heat Island)이

라고 부른다(Oke, 1982; Streutker, 2002; Kwon et al., 2016;

Son et al., 2017). 도시열섬은 도시화로 인한 환경의 변화

가 발생시킨 총체적 산물로 도시의 규모, 위치, 토지 피

복 및 인위적인 원인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고 열

섬현상이 발생되는 지역의 에너지 사용 증가, 열사병으

로 인한 피해 등의 문제점이 존재 하여 이와 관련된 연

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Lee et al., 2014; Hwang

et al., 2016; Scott, 2016). 국내의 도시 중 인구의 밀도가 높

고, 도시화 정도가 타 지역보다 높은 서울특별시는 평

균 기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열섬현상으로

인한 열대야 일수 증가, 이로 인한 에너지사용 증가, 의

료·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The

Seoul Institute, 2017).

이에 따라 도시열섬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크게 분석재료의 측면에

서 영상을 활용한 연구와 실측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로

나눌 수 있고 이를 이용한 열섬현상의 원인에 대한 다

양한 지표를 도출하고 있다. 실측자료를 활용한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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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l surface plan for development area need to consider administrative dongs belonging to the gu rather
than just considering the difference of administrative gu uni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the directions for urban thermal environment design and policy development in the future by
deriving the necessity of analysis unit and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for the administrative city unit to
mitigate the urban heat island phenomenon.
Key Words : Urbanization, Urban Heat Island, Climate change, LANDSAT8 OLI/TIRS, Seoul city

요약 : 도시화로 인한 산업비율 증가는 도시의 기온이 주변지역보다 높아지는 도시 열섬(Urban Heat

Island)현상을 유발하였으며 기후변화와 함께 그 강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열섬현상이 발생하는 여러 도

시 중에서도 서울시는 각 구 또는 동별로 시가화 정도, 녹지율, 에너지소비량, 인구밀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열섬현상의 강도역시 다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행정구, 행정동 단위 열섬현상

강도(UHI Intensity)를 추출하여 행정구역별 차이를 확인하고 세 가지 범주(기상상태, 인위적 열 발생, 토

지이용특성)에 포함되는 변수들과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각 행정구역의 열섬현상강도 차이의 원인을 살

펴보았다. 분석결과 UHI Intensity는 행정구별, 행정동별 특징 및 주변 환경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며 행정

동 단위에서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고 구의 UHI Intensity와 구에 속한 동의 UHI Intensity분포 또한 차이

가 존재하였다. 선형회귀분석결과 평균 풍속, 개발정도, 토양보정식생지수(SAVI), 정규화시가지지수(NDBI)

값이 행정구역별 열섬현상강도 차이를 발생시키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토양보정식생지수와 정규화시

가지지수는 행정동단위 까지 그 값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바람길 환

경 조성은 행정동 차원에서의 시행이 필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토지피복 개선 계획, 바람길 조성 계획, 개발

지역에 대한 벽면 녹화계획 등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사업들은 행정구 단위의 차이만을 고려하기보단 구안

에 속한 행정동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도시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행정동 단위에서의 분석의 필요성과 고려해야할 변수를 도출하여 향후 도시 열환경 설계 및 정책 개발 시 접

근방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살펴보면 실제 측정한 기온 또는 자동기상관측시스템

(AWS: Automatic Weather System)자료를 이용하여 풍속,

토지이용상태, 인구 밀도, 전력사용량 등 열섬현상 원인

에 따른 도시 전체 또는 지역별 분석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Gedzelman, et al., 2003; Suh et al., 2009; Lee et al., 2009;

Kim, 2012). 하지만 실제 측정을 통한 분석은 당일 기상

상태와 주변 환경에 따른 변동성이 커서 불균일하고 부

정확할 가능성이 있고, AWS데이터의 경우 최대 행정구

단위 설치로 인한 공간적 한계로 구안에 속한 행정동 단

위의 열섬현상은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반면 위성영상은 공간의 제약 없이 원하는 대상지의 표

면온도의 추출 및 확인이 가능하고, 토지피복과 관련된

분광지수 추출을 통한 다양하고 균일한 분석이 가능하

다는 장점이 있다(Z.qin et al., 2001; Juan et al., 2003; Yoon

et al., 2009; Cho et al., 2013). 기존 위성영상을 이용한 연

구를 살펴보면 위성 영상을 통한 도시지역 전체에 대한

지표면온도 추출 및 토지피복에 따른 차이분석(Oh et

al., 2005; Ahn et al., 2012; Jee et al., 2014; Cho et al., 2015), 추

출한 지표면온도와 토지피복 외 인구밀도, 개발정도, 풍

속 등에 따른 열섬현상정도 비교(Elsayed, 2012; Tan et

al., 2015; Choe et al., 2016; Du et al., 2016) 등이 있으나 이

러한 연구들에서도 행정구역경계를 활용한 국지적 열

섬현상강도 추출과 행정구역별 차이에 대한 원인분석

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미흡해 보인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서울특별시를대상으로행정구,

행정동 단위 열섬현상 강도(UHI Intensity)를 추출하여

행정구역별 및 단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고 세 가지 유

형(기상상태, 인위적 열 발생, 토지이용특성)에 포함되

는 변수들과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각 행정구역의

열섬현상강도 차이의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 대상지 및 재료

1) 연구 대상지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서울특별시는 대한민국의 수

도로 60~70년대 산업화 및 도시화과정으로 다른 도시

보다 고밀도 개발이 이루어 졌으며, 이로 인한 열섬현

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또한 인구밀도가 대한

민국에서 가장 높고, 행정구역은 25개의 자치구와 423

개의행정동으로구성되어있다. The Seoul Institute(2017)

에 따르면 특정 시간 서울 안에 속한 행정구별 온도 차

이는 최대 3.3°C, 행정동 단위로는 최대 5.4°C가 발생하

여 도시 전체의 온도 상승문제 뿐만 아니라 도시 내 행

정구역별 온도 차이와 관련된 문제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연구 재료

본 연구에 사용한 재료는 크게 위성영상과 통계자료

로 구성되어 있다. 위성영상은 지표면온도 및 분광지수

LANDSAT영상을 이용한 서울시 행정구역 단위의 열섬효과 분석

–823–

Fig. 1.  Study Area, Seoul Special City, Korea.



추출에 이용되며 USGS(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에서 제공하는 LANDSAT8 OLI/TIRS 영상을 이용하

였다. 영상 촬영날짜는 2015년 9월 22일이고 영상 전체

의 운량은 35%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을영상을 사용했

으며, 이는 열섬현상의 강도를 의미하는 도시와 교외지

역의 온도차이가 가장 큰 시기가 가을 또는 겨울이기 때

문이다(Kim et al., 2002). 지표면온도 추출에 이용된 영상

의 밴드는 열적외선밴드로 본 영상에서는 밴드10에 해

당하고 분광지수 추출에 사용된 밴드는 적색, 근적외선,

중적외선 밴드로 각각 밴드4,5,6에 해당한다.

통계자료의 경우 기상청 자동기상측정망(AWS :

Automatic Weather System)의 지상기상관측 풍속자료와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에서 제공하는 인구밀도, 전력

사용량, 시가화 비율의 공식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3. 연구 방법

1) 연구 흐름

본 연구는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구별 , 동별 UHI

Intensity와 토지이용변수에 해당하는 분광지수인

SAVI(Soil Adjusted Vegetation Index), NDBI(Normalized

Difference Built-up Index)지수를 추출하였고, 사용한 위

성영상과 동일한 시기의 기상청AWS자료, 서울 열린데

이터 광장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기상상

태 변수(평균풍속), 인위적 열 발생 변수(전력소비량, 시

가화비율 )를 구축하였다 . 추출한 구별 , 동별 UHI

Intensity을 이용하여 행정구역별, 분석단위별 강도의 차

이를 확인 및 구축한 변수들과의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

P-value와 Kim(2007)의 자료를 참고하여 UHI Intensity와

변수들 간 상관성 및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위성영상을

이용한 UHI Intensity 및 분광지수 추출은 Arc GIS 10.4

의 raster calculator, zonal statistics 등의 tool을 이용하여 생

성하였고, 선형 회귀분석은 SPSS Statistics 24를 사용하

였다. Fig. 2는 본 연구의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2) 선형회귀분석 변수 선정

문헌조사와 통계자료의 가용성을 고려해 변수를 선

정하고, 행정구역단위 선형회귀분석을 위한 환경변수

를 구축하였다. 환경변수 중 전력소비량, 평균풍속, 시

가화비율은 국가에서 최대 구 단위로 제공하고 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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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low chart.

Table 1. Variables for linear regression analysis with UHI Intensity

범주 변수 설명 변수단위 /
지역단위 제공기관 참고문헌

기상상태 풍속 구별AWS 측정일 평균 풍속
m/s /
구 기상청

Gedzelman et al., 
2003

인위적
열 발생

인구밀도 동별 인구밀도 명/km2 / 
동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Elsayed, 2012

전력소비량 구별 월평균 전력소비량
MWh /

구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Seo et al., 2009

시가화 비율 구별(시가화면적÷행정구역면적) × 100 % / 
구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Tan et al., 2015

토지
이용
상태

SAVI
(토양보정 식생지수)

동별 Landsat8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추출한 SAVI

Unitless / 
동 USGS Heute, 1988

NDBI
(정규화 시가지지수)

동별 Landsat8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추출한 NDBI

Unitless / 
동 USGS Zha et al., 2003



며, 인구밀도는 동단위로 제공하고 있었다. 위성영상을

이용해 추출한 NDBI와 SAVI는 동단위로 구축하였다

(Table 1).

3) UHI Intenstity 및 분광지수 구축

(1) 위성영상의 온도변환

LST산출을 위해 USGS에서 제공하는 LANDSAT8

Data Users Handbook(2016)에 제시된 공식을 사용하여

열적외선밴드의 Digital Number값을 분광복사량 값으

로 변환시켰다(식1).

                           Lλ = ML* Qcal + AL                            (1)

계산된 분광복사량 값(Lλ)과 절대온도(K)의 관계식

을 이용해 LST를 계산하였다(식2).

                           TB =                               (2)

이때 구해진 TB는 지표면을 흑체로 가정하여 실제 표

면의방사율(є)1)을고려하지않은값이다(Son et al., 2017).

본 연구에선 방사율 보정을 위해 Zhang et al.(2006)의

NDVI값을 기반으로 한 방사율 추출방법을 사용하였다

(Park et al., 2013; Zhang et al., 2013)(Table 2).

방사보정은 방사율을 이용해 Artis et al.(1982)이 제안

한 식(3)을 이용하였다. 이 식은 방사율과 파장, 온도와

의 관계를 이용하는 식으로 Ts는 방사보정을 실시한

LST의 절대온도이며 TB는 기존에 구한 흑체라는 가정

하의 LST이다. λ는 분광복사량을 추출하는데 사용한

밴드의 파장이고 α값은 hc/K(1.438 × 10^-2 mK)이다.

이때 h는 플랑크상수(6.626×10^-34)이고 c는 빛의 속도

(2.998×108ms^-1), K는볼츠만상수(1.38 × 10^-23 JK^-1)

를 의미한다. ε는 표면 방사율을 의미한다. 계산된 방사

보정온도를 절대온도(K)에서 섭씨온도(°C)로 바꿔주기

위해 273을 감하였다.

                
Ts = – 273                  (3)

위성영상은 지표면온도를 측정한 것이므로 지표온

도를 실측대기온도로 보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값을

변환시켰다(Oh et al., 2005). 보정은 ArcGIS 10.4프로그

램의 focal statistics를 이용하며, 본 연구의 최소분석단

위인 행정동의 면적규모를 고려하여 AWS관측지점을

기준으로 1부터 최대 33개 픽셀까지 단계적으로 영상을

보간 하였다. 그 중 실측기온과 가장 상관성이 높게 나

온 단계에서 회귀분석을 통해 도출된 식을 이용하여 대

상지역 전체의 지표면온도를 대기 온도로 변환시켰다.

산출한 대기온도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행정구역

별 UHI Intensity를 산출하였다.

(2) UHI Intensity

UHI Intensity는 도시지역과 도시교외지역의 평균온

도 차이를 의미하며(식5), UHI Intensity값은 일과 계절,

운량, 풍속, 풍향 등에 영향을 받는다(Ackerman, 1985).

Kim et al.(2002)의 연구에 따르면 서울시 인근 교외지역

인 인천, 수원, 강화, 이천, 양평과 각각 비교한 결과 양

평의 기상관측소와 서울시의 기상관측소의 위도와 고

도가 거의 일치하고 서울시 주변 교외지역 중 가장 큰

평균온도차를 보였다. 서울과 양평의 온도 차이는 1970

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약 0.56°C 증가하였으며 가을

철에 그 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AWS종관기상관측자료를 통

한 2015월 9월 22일 양평군의 평균온도(20.3°C)와 추출

한 서울시의 행정구, 행정동 단위 평균온도와의 차이를

통해 각 행정구역의 UHI Intensity를 구하였다.

    UHI Intensty(°C) = TUrban average – TSuburban average      (5)

(3) 분광지수(SAVI, NDBI) 산출

분광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USGS에서 제공하는

LANDSAT8 Data Users Handbook(2016)에 제시된 공식

을 사용하여 각 밴드(4,5,6)의 DN값을 반사도 값으로 변

환시켰다(식6).

                           Pλ′ = Mρ* Qcal + Aρ                             (6)

산출된 반사도 값은 촬영 당시의 태양고도 각을 고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반사도 값이라고 할 수 없

K2

ln (1 + )K1

Lλ

TB

1 + (λ * TB / α) ln 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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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NDVI Ranges and Corresponding Emissivity Values

NDVI 범위 방사율
NDVI < -0.185 0.995

-0.185 ≤ NDVI < 0.157 0.970
0.157 ≤ NDVI ≤ 0.727 1.0094 + 0.047 ln (NDVI)

NDVI > 0.727 0.990



어 LANDSAT8 Data Users Handbook(2016)에 제시된 공

식으로 태양고도 각 보정을 실시하였다(식7).

                               Pλ =                                   (7)

보정된반사도값을이용하여분광지수(SAVI, NDBI)

를 산출하였다. SAVI(Soil Adjusted Vegetation Index)는

Huete(1988)가 제안한 토양보정식생지수로 기존 정규

화 식생 지수(NDVI)2)를 변형한 지수이다. NDVI에서 나

타나는 식생이 적은 부분에서 토양에 의한 반사도를 줄

여 LAI(Leaf Area Index)와의 선형분석 시 NDVI보다 더

나은 결과가 나타났으며, 토지피복 분류, 지표면온도와

식생피복에 대한 상관분석 연구 등에서 이용되고 있다

(Huete, 1988; Zhang et al., 2015; Ebrahim et al., 2017). SAVI

는 식(8)을 통해 구할 수 있으며 이때 L은 보정계수로 식

생의 밀도에 따라 0부터 +1의 값을 가지는데 0.5일 경우

Soil에 대한 반사값을 최소화 시킨다는 선행연구의 결과

를 통해 본 연구에서도 0.5로 설정하였다(Huete, 1988).

                 SAVI =                     (8)

NDBI는 Zha et al.(2003)의 연구에서 제시된 정규화시

가지지수로 도시지역과 나지의 분광 반사율이 근적외

선보다 중적외선일 때 더 낮은 점을 이용하여 비식생지

역을 추출하는 지수이다. 실제 시가지역과의 비교 시

92.6%의 정확도를 보였고 토지피복 분류에 관한 연구,

도시열섬효과 확인을 위한 분석에 관한 연구 등에 이용

되고 있다(Zha et al., 2003; Lee and Jeong, 2007; dos Santos

et al., 2017). NDBI는 식(9)을 통해 계산하였다.

                        NDBI =                            (9)

4. 연구결과

1) 행정구역 및 행정단위별 UHI Intensity차이

단계별로 보정한 영상과 실측기온을 회귀분석한 결

과 행과 열의 격자개수가 33×33인 조건일 때 LST평균

온도와 AWS실측기온과의 상관계수가 0.64로 가장 높

게 나왔고(p<0.001) 이에 대한 회귀식과 그래프는 다음

과 같다(Fig. 3).

변환 전 위성영상을 통해 추출한 최저 지표온도는

12.68°C, 최고 지표온도는 37.44°C로 나타났으나 회귀

식을 통해 지표온도를 대기온도로 변환한 결과 최저 대

기온도는 17.13°C, 최고 대기온도는 28.13°C로 나타났다

(Fig. 4).

대기온도를 이용하여 서울시 423개 행정동을 대상으

Pλ′

sin (θ)

(NIR – RED) (1 + L)
(NIR + RED + L)

MIR – NIR
MIR + N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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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inear regression analysis between LST and AWS air temperature.



로 UHI Intensity를 추출시킨 결과 최소값은 1.29°C, 최

대값은 4.52°C로 나타났고(Fig. 5), 25개 행정구를 대상

으로 UHI Intensity를 추출한 결과 최소값이 2.21°C, 최

대값이 3.76°C로 상대적으로 폭이 적게 나타났다(Fig.

6). 용산구, 영등포구, 구로구의 UHI Intensity가 높게 나

왔고 관악산이 근처에 있는 관악구, 북한산과 도봉산 근

처의 강북구, 은평구, 그리고 구룡산, 청계산 주변 서초

구의 UHI Intensity가 상대적으로 낮게 도출되어 기존

선행연구(Jo et al., 2015)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하나의 구안에 속한 여러 행정동의 UHI Intensity값

은 구 단위의 UHI Intensity값과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강북구와 도봉구의 경우 구 단위의 값은 각각 2.48°C,

2.63°C이나 강북구에 속한 동은 최소값 1.7, 최대값

4.1°C, 평균값 3.2°C, 표준편차 0.67°C의 값을 보이며 도

봉구에 속한 동은 최소값 1.9°C, 최대값 3.7°C, 평균값

3.1°C, 표준편차 0.47°C의 값을 보인다. 이와 같이 행정

구의 UHI Intensity값은 구에 속한 행정동 UHI Intensity

값의 분포와 차이가 있어 지역별 열섬현상 정도에 대한

분석을 할 경우 구의 온도자료만으로 판단하기에는 한

계가 있을 수 있으며, 동 단위에서의 온도분포를 확인

해야 한다. Fig. 7은 각 행정구의 UHI Intensity값과 각 행

정구의 속한 동들의 UHI Intensity값의 분포차이를 보여

준다.

2) 선형 회귀분석 결과

각 구별 UHI Intensity와 평균 풍속과의 분석결과 상

관계수 -0.486, 결정계수 0.236(P<0.001)으로 유의미하

고 뚜렷한 음의 선형관계가 도출되었다(Fig. 8). 평균 풍

속이 높을수록 지역 내에서 발생되고 머무르는 열이 빠

르게 확산되고 주변과의 열 또는 에너지 교환이 더 원

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 표면온도를 낮춰준다는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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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Land surface temperature through the satellite image, (b): Air temperature corrected using AWS data.

Fig. 5.  UHI Intensity of Administrative dong.



의 연구결과와도 부합한다(Yavuzturk et al., 2005; Du et

al., 2016). 분석 일 기준 AWS실측 평균풍속을 살펴보면

산지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UHI Intensity가 낮은 행정

구의 값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송파구나 성동구 등 UHI

Intensity가 높게 나타나는 지역의 값은 상대적으로 낮

게 측정되었다.

각 동별 UHI Intensity와 인구밀도의 선형회귀분석

결과 기존 서울시 온도를 이용하여 유의미하고 강한 양

의 선형관계가 도출된 기존 결과와는 다르게 상관계수

0.122, 결정계수 0.015(P<0.05)로 약한 양의 선형관계를

보였고(Fig. 9), 각 구별 UHI Intensity와 전력 소비량과의

선형회귀분석 결과 유의미하고 강한 양적 선형관계가

도출된 기존 결과와는 다르게 무의미한 결과가 나타났

다(Suh et al., 2009)(Fig. 10). 비슷한 결과의 연구들을 살

펴보면 인구밀도나 전력소비 같은 인위적 열 발생 경우

다른 변수들에 비해 상관관계가 적을 확률이 높다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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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UHI Intensity of Administrative Gu & Dongs in Gangbukgu, Dobonggu.

Fig. 7.  Distribution of UHI Intensity of dongs in each gu.



석, 지역, 계절, 시간에 따른 변동성으로 중요할 수도 있

고 무시할 수도 있는 인자라는 분석 등 도시지역 열 발

생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는 연구 결과

들이 존재한다(Taha, 1997; Offerle et al., 2006; Soytas et al.,

2009; Peng et al., 2012). 하지만 중구, 송파구 구로구 등

UHI Intensity가 높은 구들의 월평균 전력사용량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았을 때 다른 시기를 고려한

분석, 더 상세한 비교가 가능한 자료를 통한 분석 등 추

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각 구별 UHI Intensity와 시가화비율과의 선형회귀분

석결과 상관계수 0.676, 결정계수 0.456(P<0.001)로 유의

미하고 뚜렷한 양적 선형관계가 도출되었다(Fig. 11). 시

가화비율은 총 행정구역면적 대비 시가지의 비율로 각

행정구가 개발된 정도를 의미한다. Tan et al.(2015)의 연

구에 따르면 단순히 지역경계 내 도시의 크기만 증가할

수록 UHI Intensity 역시 커진다는 분석 결과가 도출되

었고, 각 구별로 다른 개발 정도에 따른 차이가 UHI

Intensity의 차이를 유발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실제

로 중구, 동대문구 등 UHI Intensity가 상대적으로 높은

구의 경우 시가화비율이 각각 99.89%, 97.53% 로 매우

높았으며 서초구, 노원구 등 UHI Intensity가 상대적으

로 낮은 구의 경우 각각 42.97%, 41.11%로 낮았다.

각 동별 UHI Intensity와 토지보정식생지수(SAVI)와

의 선형회귀분석결과 상관계수 0.553, 결정계수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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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Linear regression analysis between UHII and Average
Wind Speed of each gu.

Fig. 9.  Linear regression analysis between UHII and Population
Density of each dong.

Fig. 10.  Linear regression analysis between UHII and Total
Power Consumption of each gu.

Fig. 11.  Linear regression analysis between UHII and Urban
Area Ratio of each gu.



(P<0.001)으로 유의미하고 뚜렷한 음적 선형관계가 도

출되었고(Fig. 12), 정규화시가지지수(NDBI)와의 분석

결과 상관계수 0.83, 결정계수 0.689(P<0.001)로 유의미

하고 강한 양적 선형관계가 도출되었다(Fig. 13). 본 분

석 결과는 동 단위의 녹지, 시가지 값에 의한 열섬현상

강도의 차이가 존재하고, 토지피복에 의한 열섬현상 연

구는 행정동 단위 이상의 고려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5. 결론 및 토의

본 연구에서는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서울시 구 또는

동 지역단위의 UHI Intensity를 추출하여 행정지역 및

단위에 따른 값의 차이를 파악하였고, 세 가지 유형의

변수(기상조건, 인위적 열 발생, 토지이용상태)와의 선

형회귀분석을 통해 열섬강도 차이의 원인을 분석해 보

았다. 분석결과 UHI Intensity는 행정구역별 특징 및 주

변 환경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며 행정동 단위에서의 차

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구에 속한 동의

UHI Intensity값의 분포와 구의 UHI Intensity값 간의 차

이가 있어 열섬현상 분석 시 구 단위의 분석으로는 한

계가 있으며, 동 단위의 이상의 분석이 필요함을 보여

줬다. 행정구역별 UHI Intensity차이의 원인 파악을 위

한 선형회귀분석결과 평균풍속, 개발정도, 토양보정식

생지수(SAVI), 정규화시가지지수(NDBI)에 따라 지역

별 열섬현상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화시가지지수와 토양보정식생지수에 대한 결과는

기존 행정구를 고려한 연구와 비슷하나 동단위 UHI

Intensity값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도출한 것에 의의

가 있다. 각 구별 평균풍속의 차이는 지형적인 특성 및

주변 산지의 영향이 원인일 수 있으며 토지피복에 대한

개선이 어렵거나 개발정개발정도가 큰 지역의 경우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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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Linear regression analysis between UHII and SAVI of
each dong.

Fig. 13.  Linear regression analysis between UHII and NDBI of
each dong.

Table 3.  Linear regression analysis result

변수 행정구역단위 상관계수(R) 결정계수(R2) P-value
풍속 구              -0.486** 0.236 P<0.001

인구밀도 동                0.112* 0.015 P<0.050
전력소비량 구                0.069 0.005 P=0.744
시가화 비율 구                0.676** 0.456 P<0.001

SAVI 동              -0.561** 0.315 P<0.001
NDBI 동                0.83** 0.689 P<0.001

*P<0.05, **P<0.001
출처 : Kim, 2007, Fundamentals of statstics, Hakjisa.



섬현상 완화를 위한 중요한 인자가 될 수 있다. 평균풍

속을 늘리기 위해서 바람길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데 이는 계절풍, 주변 건물 등으로 인한 영향을 고려한

건설계획 수립 등 행정동 차원에서의 시행이 필요한 사

항이다. 따라서 토지피복 개선 계획, 바람길 조성 계획,

개발지역에 대한 벽면 녹화계획 등 열섬현상 완화를 위

한 사업들은 행정구 단위의 차이만을 고려하기보단 구

안에 속한 행정동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각 동별 인구밀도, 각 구별 전력사용량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열섬현상 강도 차이의 원인으로는 충분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기에 따른 영향정도의 차

이가 존재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추가적인 연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도시 내 행정구역경계에 따른 열섬현상강

도 차이 확인 및 원인을 분석하였고, 도시열섬현상 관련

분석 및 완화 관련 계획의 경우 행정구 단위에서의 고려

는 한계가 있으며 행정동 차원에서의 고려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분석에 사용한 Landsat8 위성영상자료는

행정구, 행정동 경계를 이용한 행정구역별, 단위별 열섬

현상 강도의 차이를 확인할 수는 있으나, 해상도의 한계

로 행정구역 내 국지적인 건물이용의 입체적 특성, 상세

한 토지이용 특성 파악을 통한 좀 더 구체적인 열섬현상

저감방안 제시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 단일 시

기를 이용했다는 점과 더 많은 영향변수를 고려하지 못

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고해상도 영상 이용

및 실측을 통한 행정동 내 구체적인 열섬현상 지역 파

악, 다양한 시기와 추가적인 변수를 고려한 원인분석을

통해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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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환경부의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

업에서 지원받았습니다.

주

1) 방사율이란 특정 온도에서 얻어지는 물체의 복사 에너지와 흑
체의 복사에너지의 비로 정의되며 지표면의 특성, 수분함량,

화학적조성, 물리적구조및표면물질에따라달라진다(Synder
et al., 1998).

2) NDVI는 식생이 적색영역에서 반사율이 낮고 근적외선영역
에서 높은 점을 이용하여 그 반사율 차이를 통해 식생의 상대
적인 분포 확인을 위한 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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