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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8)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 전·후 토지피복별 지표온도 변화

박성민·공학양·최낙훈·박성애
국립환경과학원 자연환경연구과

1. 서론 
기후변화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열파, 열섬 등 도시 열재해 발생으로 인한 피해감소 및 대응방안 도출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위성영상과 토지피복도를 사용하여 지표온도의 변화와 토지피복별 면적의 변화를 분석하고, 토지피복에 따라 
지표온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는 2004년 Landsat 5 TM, 2014년 Landsat 8 OLI 영상을 사용하여 지표온도지도를 작성하고, 2007년, 2013년에 

제작된 토지피복도를 활용하여 피복에 따른 지표온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위성영상 전처리를 수행하고, 열적외선 밴드(L5
–6번 밴드, L8–10번 밴드)를 사용하여 지표온도지도를 작성하였다. 이 후 토지피복도를 사용하여 토지피복별 면적 및 온
도 값을 추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수원시에서 2000년대 이 후 활발한 택지개발이 진행된 호매실지구와 광교지구의 지표온도를 분석한 결과 아래의 표와 

같다. 

구분
호매실지구 광교지구 수원시 전체

2004 2014 2004 2014 2004 2014
온도차이 4.7 ~ 9.7 7.6 ~ 12.3 4.3 ~ 10.5 5.9 ~ 13.3 1.3 ~ 12.4 5.0 ~ 15.0

온도차이 평균 6.9±0.8 10.3±0.7 6.8±0.9 10.4±1.2 7.2±1.2 10.6±1.4

지표온도 분석은 6월 영상과 10월 영상의 차로 나타내었으며, 2004년에 비해 2014년도의 지표온도의 차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토지피복도를 사용한 토지피복별 면적의 변화는 아래의 표와 같다.  

구분
호매실지구 광교지구 수원시 전체

2007 2013 증감 2007 2013 증감 2007 2013 증감

시가화건조지역 10.8 17.3 +6.5 20.2 14.9 5.3 46.5 42 -4.5
농업지역 80.9 2.9 -78 23.4 - -23.4 22.2 18.7 -4.5
산림지역 5 2.4 -2.6 41.9 17.1 -24.8 21.3 21.4 0.1

초지 2.4 2.9 0.5 2.3 13.0 10.7 4.7 7 2.3
습지 - - - - 0.3 0.3 0.1 0.1 0
나지 0.2 71.8 71.6 3.3 49.1 45.8 2.8 8.2 5.4
수역 0.7 2.7 2.0 8.9 5.6 -3.3 2.4 2.6 0.2

토지피복별 면적 분석 결과 개발을 위한 택지 정리로 인하여 나지의 면적이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며, 농업지역
의 감소를 볼 수 있다. 호매실 지구와 광교지구 모두 지표온도의 차가 증가한 것은 자연에 기반한 그린인프라(농업지역, 
산림지역 등)의 감소가 크고, 개발을 위한 택지정리로 나지가 증가하여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위성의 차이와 (Landsat 5–Landsat 8), 동 시기에 맞는 토지피복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확성
에 대해 보완을 해야 할 것이며, 추 후 연구에서 보완된 분석결과를 사용하여 공간계획 제시를 통한 재해대응 방안을 제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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