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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urban thermal environment can be an important index to detect heat island phenomena and manage it to improve urban 

life quality. Cheongju is a typical plain-city that main part has been formed and developed in lowland. The Mushim stream 

crosses the city from south to north. We reviewed the use of thermal remote sensing in stream around areas and the thermal 

environments, focusing primarily on the Urban Heat Island（UHI) effe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ream nearby urban area and the stream cooling effect of UHI. The objectives are to determine the 

usefulness of KOMPSAT-2 bands MS3 and MS4 for vegetation cover mapping, and the usefulness of LANDSAT TM band 6 in 

identifying thermal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nd UHI. Land Surface Temperatures (LST) are retrieved by single-channel 

algorithm to study the UHI from the 6th band (thermal infrared band) of LANDSAT TM images and thermal radiance 

thermometer based on remote sensing method and the LST distribution maps are accomplished according to the retrieval 

results. There is also comparison of satellite-derived and in situ measured temperature.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LST of 

urban center is higher than that of suburban area, the temperature of mountain and water are the lowest area, so it is clearly 

proved that there are obvious UHI effects by stream. The surface temperature distribution of Mushim stream is detected 2°C 

lower than urban area.

Key Words： Remote sensing(RS),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 land cover, land surface temperature (LST), 

Urban Heat Island（U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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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구규모에서 진행되는 온난화 상과 기후변화 문제와 

함께 에 지문제가 요시 되면서 도시의 기온상승 문제

가 최근 들어 주목을 끌고 있다. 도시부근에서 보이는 특

징 인 기상 상의 하나로 도시부의 기가 주변부에 비

해 기온이 상승하는 상으로 등온도선을 그리면 심부

가 높은 섬과 같이 보이는 열섬(Heat Island, HI) 상을 들 

수 있다(Oke, 1973; Price, 1979). 도시열섬 상(Urban Heat 

Island, UHI)은 지구 규모의 열 환경 변화와 달리 도시의 

고 도화 등 도시규모, 건물의 집도 등 도시구조, 도시

가 치하는 주변 교외 환경 등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는 

지역성이 강한 상 의 하나이다. 로 스 버클리 국립연

1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지역건설공학과 대학원
2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지역건설공학과
* Corresponding author: 박종화
    Tel.: +82-43-261-2577    Fax: +82-43-271-5922
   E-mail : jhpak7@cbnu.ac.kr
   2010년 5월  7일 투고
   2010년 6월  4일 심사완료
   2010년 6월 11일 게재확정

 

구소(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 LBNL)는 미국

주요도시에서 열섬 완화책을 강구하는 경우 력 약에 

의한 경제효과를 약5,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 열

섬 상은 열 야 등 국민의 정신건강에도 향을 주는 열

증을 가져온다. 이러한 국민건강 기의 회피를 해서

도 도심의 열 환경 악과 개선은 지역 인 환경문제  

삶의 질 개선을 해서도 요하다. 

  국내외 으로 많은 연구자가 열섬 상의 실태를 악하

기 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지역의 기

온데이터를 입수할 수 있는 장소는 기상  농업기술원 등 

공공기 이 운 하는 측 에 한정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Oue 등, 1994; 권성일 등, 2008). 특히 기존의 기

상 측자료는 측지 이 꼭 열섬 상 등 도시의 열환경 

연구를 해 필요한 장소에서 얻어진 데이터라고 할 수 없

다. 한 측정기의 설치장소 높이, 지표면 피복상태가 다

른  등 데이터 해석에서 무시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다양

하고 많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해서는 역 인 열 

환경 정보 취득이 가능한 원격탐사 방법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박종화 등,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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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diagram of temperature measurement 

system using TJ-200

  여름철 폭염환경의 완화 는 개선를 한 책으로는 

도시내에 존재하는 수면이나 녹지를 이용한 기후개선이 

효과 일 것이다. 녹지효과에 한 실측사례는 다양한 연

구가 진행되어 보고되고 있다(Kim and Baik, 2002; 김진수 

등, 2007; 박종화와 류경식, 2005). 이에 반해 하천이 갖는 

요한 환경기능의 하나로 기후 쾌 화 기능을 들 수 있으

나 지 까지 하천을 심으로 하는 수면효과를 다룬 명확

하고 체계 인 연구가 진행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세계

으로도 하천의 열수지구조  열 수송 과정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 다. 하천과 수로의 열수지는 지

리학  농업기상 분야에서 오래 부터 취 되어 왔으나 

도시기후의 에서 도시내 하천의 열수지를 평가한 

는 극히 드물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심사로 부각되고 있

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향에 심이 높아지

면서 그 필요성이 높아지고 많은 심을 갖게 되면서 하천

과 수로가 도시의 열 환경에 미치는 향에 해 많은 

심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에 지문제 등은 도

시의 열 환경과 한 련을 가지고 있어 도심에서 발생

되는 열원은 물론 이러한 열의 이동과 분포에 한 해석은 

에 지 문제를 해결하고 쾌 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도 

매우 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한 도시화 상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 하천과 녹지 등을 활용한 도시의 열 환경 

개선 등은 다양하게 연구되고 용되어 쾌 한 생활공간

이 될 수 있도록 해 가야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름철 도시의 열 환경 완화에 유

효하다고 생각되는 하천의 수면효과를 정량 으로 밝히기 

하여 청주시에 치한 무심천을 상으로 하천주변 온

도 실측조사를 실시하여 하천효과의 향범  악과 도

심 체에 미치는 열 환경 향을 분석하고자 하 다.

Ⅱ. 재료  방법

1. 연구대상지역
  연구 상은 충북 청주시 주변지역으로 무심천을 심으

로 동쪽은 상당구, 서쪽은 흥덕구로 도심지가 발달하여 하

천이 도심지 열 환경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에 한 

지역을 선정하 다(36°36’30“N, 127°25’0"E ~ 36°40’0“N, 

127°31’0"E). 연구 상지역의 동쪽은 우암산 등 산이 치

하고 있으며, 서쪽은 공업단지가 치하고 있다. 하천주변

은 도심과 아 트단지 등 주거와 상업지역이 분포하고 있

으며, 도심에는 야산과 공원 등 도심녹지가 분포되어 있어 

도시 열 환경의 공간분포특성 악이 용이한 지역이다.

2. 사용데이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상은 2006년 8월 5일에 촬 한 

Fig. 1. Location map of study areas within Cheongju, 

Chungbuk

해상도의 LANDSAT 5 TM과 2008년 8월 31일에 촬 한 

고해상도의 KOMPSAT-2를 사용하 다. LANDSAT 5 TM  

상은 30m 해상도의 밴드 1~4(가시 선~근 외선), 밴드 

5, 7( 앙 외선)과 60m 해상도의 밴드 6 (열 외선 밴드) 

 15m 해상도의 pancromatic 밴드 상 (밴드 8)으로 구성

되어 있다. 식생피복 조사에는 가시 선~근 외선 밴드를 

이용하고, 지표면온도 추정은 열 외선 밴드인 6번 밴드를 

이용하 다. KOMPSAT-2 상은 3개의 가시 선 밴드와 1개

의 외선 밴드를 포함하는 4×4m의 고해상도 상으로 토

지이용분류를 해 사용하 다. 수치고도자료는 국립지리원 

발행 1/25,000 수치지형도(1999.10.18 발행)에서 추출한 DEM

자료(36°36’30“N, 127°25’0"E~36°40’0“N, 127°31’0"E)를 이

용하 다. 사용 상은 하천이 도시 주변 열 환경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하여 도심지를 경계로 하천을 포함한 

지역과 토지이용별 열 환경 비교·분석을 해 공업단지와 

산림을 포함한 범 로 9.0km×6.2km의 상을 추출하 다. 

장 온도 측정은 외선 열화상장치인 이차원 복사온도계

(TJ-200, TECH-JAM 측정 장 8~16μm, 측정온도범  : 

0~200℃, 측정 정 도: ±2℃)를 사용하 다(Fig. 2). 한 8

월의 온도변화 추이는 청주시 기상 의 1968년부터 2009년

까지 42년 동안의 기상일보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이용하여 

평균기온을 분석하 다(기상청, 1968~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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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and use classification of the study area   

derived from KOMPSAT-2 and DEM data

Fig. 4. Buffer creation of the Mushim stream

3. NDVI 계산  
  상지역에 한 식생피복 악은 가장 리 이용되고 

있는 정규화 식생지수(이후, NDVI)를 이용하 다(나상일 

등, 2008, 나상일과 박종화, 2008). KOMPSAT-2 상 데이터

를 이용한 식생지수(NDVIKompsat)는 MS3(630~690nm)과 MS4 

(760~900nm)를 조합하여 구하 다. 

 
 

 (1)

  여기서, MS3은 빨강색(Red:R) 장이며, MS4는 근 외선

(Near Infrared Ray : NIR) 장이다.

4. 지표면온도(LST) 계산  
  지표면의 열복사는 Plank식으로 표 되며, 온도와 복사

율의 함수가 된다. Plank 함수는 온도 값으로 표 되는 흑

체에서 방출되는 복사휘도 는 에 지강도를 나타내며, 

장과 주 수  수의 함수로 표 된다.

  


     
 (2)

  여기서, 는 장, T는 흑체의 온도(T∘),    는 

복사휘도 ⋅⋅ , h는 Plank상수(⋅), c는 빛

의 속도(), k는 Boltzmann상수( )이다.

  LANDSAT의 열 외선 밴드인 Band 6을 Plank방정식에 

용하면 식 (3)과 같은 지표면온도(Land surface 

temperature, LST) 식이 얻어진다(Artis and Carnhan, 1982). 

 















   (3)

  여기서,   
,      이다. 

  식 (2)와 (3)을 이용하여 구한 LST는 LANDSAT TM 밴드 

6의 해상도인 60×60m 격자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하천주

변의 열 환경 악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GIS의 내삽기법  미지 측지 의 속성값은 그 치

에서 정의된 확률 변수 결과들로 모델링된다는 확률 함수 

개념에 기반을 둔 Kriging 기법을 이용하여 10×10m 격자 

형태로 보간하 다(Goovaerts, 1996).

5. 토지이용 분류
  토지이용별 열 환경 특성 악은 KOMPSAT-2 상을 이

용하여 스크린 디지타이징(Screen Digitizing) 기법으로 토지

이용분류를 실시하고, 참고자료로 수치지형도를 이용하

다(Fig. 3). 토지이용 분류는 8개 항목으로 분류하 다. 주

거지는 일반 주거지역과 고 도 주거지역으로 분류하 고, 

산림과 공원은 녹지로 분류하고 공업단지, 공공용지, 나지, 

농경지, 수역으로 분류하 다. 분류 결과 하천 주변은 

부분이 주거지가 집 되어 있고 도심이 형성되어 콘크리

트와 아스팔트 피복이 주를 이루고 있다. 도심 심지역은 

곳곳에 공원과 산림 등 녹지가 조성되어 분포하고 있으며 

농경지는 서쪽의 남쪽과 북쪽 방향 모서리에 분포하며, 공

업단지는 서북쪽에 치하고 있다.

6. 하천주변 버퍼생성
  하천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온도의 공간분포 특성을 

추출하기 하여 하천을 기 으로 0m에서 700m까지 100m 

간격으로 버퍼(Buffer)를 생성하 다(Fig. 4). 생성된 버퍼는 

토지이용분류상 부분 주거지와 도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부 녹지를 포함하고 있다.

Ⅲ. 결과  고찰   

1. 평균온도의 변화
  연구 상 지역인 청주의 여름철 온도변화를 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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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청주기상 에서 조사된 1968년부터 2009년까지 42년 

동안 8월의 평균기온을 분석하 다(기상청, 1968~2009). 분

석결과 8월의 평균기온이 가장 낮은 해는 1980년으로 22.8℃

이며, 최고기온을 나타낸 해는 1995년 27.7℃로 나타났다. 

상지역 8월의 평균 온도 회귀식은 식 (4)와 같다(Fig. 5).

     (4)
  

  여기서 와 는 각각 연도별 8월의 평균

온도와 해당 연도이다.

 

  8월의 평균 온도 변화는 매년 변동은 있으나 장기 으

로는 계속 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 평균온도의 

증가는 42년 동안 약 1.2℃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동안에 1℃의 기온상승은 서울의 경우 100~120만

kW의 력 수요를 가져오며, 7~9월 기온 1℃를 낮추는데 

냉방용 력요 은 연간 18~20억원(30일 기 )을 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박종화 등, 2006). 이와 같은 온도

증가 추세는 냉방을 한 열기구의 사용이 증가되고 도

시화에 따른 도심의 열 환경 악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단되어 도심 역에 한 열 환경 평가와 개선책 마련이 

있어야 될 것이다.

Fig. 5. Average temperature change on August in Chengju

2. 현장측정 온도
  측지 은 총 9지 을 선정하여 외선 열화상장치인 

이차원 복사온도계(TJ-200, TECH-JAM)와 GPS를 이용해 정

확한 좌표와 장 측 온도 자료를 수집하 다. 청주시 9

개 주요지 의 장측정 온도는 Table 1과 같이 조사되었

다. 열화상장치인 복사온도계는 상물체 는 환경에 

해 직  36지 에서 측정된 값의 평균 값을 나타낸다. 따

라서 각 지역의 기상  등 고정 에서 측정된 값보다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 다. 장측정에서 온도분포가 높게 

나타난 지역은 건물이 많이 집되어 있고 아스팔트로 피

복된 시가지로 37℃이상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이 아 트단

지로 33℃ 이상으로 조사된 반면 녹지가 많은 충북 학교

와 공원 등은 29℃ 후로 상 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3. LANDSAT TM 영상에 의한 지표면온도
  LANDSAT TM 상을 이용한 지표면온도 악은 식 (3)

에 LANDSAT TM 데이터 밴드 6의 DN 값을 용하여 섭씨

온도로 환산하 다. LANDSAT TM의 밴드 6을 이용한 상

지역의 지표면온도(℃)를 등온선으로 표시하면 Fig. 6과 같

다. LANDSAT TM 상으로부터 얻어진 온도분포를 이용해 

청주시 주변의 온도분포를 찰해 보면 도심을 심으로 

열섬의 공간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도청과 시청이 치한 

구 도심을 심으로 시가지 도가 높은 지역의 온도가 높

고 시가지 주변에는 산과 논 등 녹지가 분포하여 시가지가 

열섬의 코어를 형성하고 있다. 

Table 1. Temperature of nine measuring site in Chengju

No. Measuring site Temperature(℃)

1 Jukchon bridge 32.0

2 Chungbuk Univ. 28.9

3 Sachang street 37.0

4 Cheongju bridge 27.9

5 Sangdang park 29.3

6 Sungan road 39.0

7 Kottari 29.5

8 Bunpeon-dong apart. 33.8

9 Yongam-dong apart. 33.8

  청주시 주변의 지표면온도는 청주시 북서쪽에 치한 

공업단지가 29~30℃ 후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시가지의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피복되어 있는 시가지로 

27~28℃정도의 온도분포를 나타냈다. 한편 녹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청주 동쪽에 치한 산지(선도산, 가래산 

등)와 충북 학교 등은 23~24℃를 나타내 지표면온도가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청주시의 남과 북을 흐르는 무심천

은 지표면온도가 26~27℃로 분포하여 주변의 시가지와 비

교하여 1℃이상 낮게 분포하 다. 

Fig. 6. Spatial thermal distribution of land surface 

temperature(LST) in Cheo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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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측정 온도와 LANDSAT영상 온도의 상관분석
  LANDSAT TM 상의 밴드 6을 이용한 지표면온도의 정

확성 평가를 해 열화상 카메라인 이차원 복사온도계로 

측정된 9개 지  장측정 온도에 해 상 분석을 실시

하 다. 그 결과 Fig. 7과 같이  장측정 온도와 LANDSAT 

TM 상에서 취득한 지표면온도 사이에는 2차 함수식으로 

일정한 상 성을 보 다.  그 근사식은 식 (5)와 같은 계

가 성립하 다.

Landsat        (5)
  

 여기서, 는 장측정 온도이며, Landsat
는 LANDSAT TM 상에서 취득한 지표면온도이다. a, b, c

는 조사지역에서 얻어진 계수이다. 

  분석 결과 장에서 취득한 온도는 LANDSAT TM 상

에서 추출한 온도와 비교하여 2∼10℃ 정도 높게 나타나

는 것으로 악되었다. 이 은 복사온도계의 경우 특정 

지 에 한 값을 나타내는 온도이지만 LANDSAT TM 

상 온도는 일정 지 의 1픽셀에 포함된 요소의 평균 값을 

나타내 이 을 반 한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해석된다.

Fig. 7. Corelation between field measured temperature and 

LANDSAT temperature

5. 토지이용별 온도분포
  토지이용별 열 환경 특성 악은 KOMPSAT-2 상을 이

용하여 스크린 디지타이징기법으로 토지이용분류를 실시하

다. Table 2는 이 게 추출한 토지이용분류와 LANDSAT 

TM 상을 이용하여 추출한 지표면온도를 이용하여 토지

이용별 온도를 분석하여 제시한 결과이다. 청주시 서쪽에 

치한 공업단지가 평균 2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이 주거지로 평균 27.4℃로 나타났다. 한편 지표면온

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동쪽에 치한 산림으로 평균 24.

8℃의 온도 분포를 보 다. 도심지에 치한 하천의 경우 

주변의 주거지 보다 1～2℃정도 낮은 온도 분포를 보 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조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토지

이용별 온도분포는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피복지역의 온도

가 식생이 있는 곳이나 수면이 분포한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악되었다. 같은 시간에 측된 지표면 온도

의 공간분포는 지표면 피복형태에 따라 산림<녹지<<수

변<시가지<<공업단지 순으로 형성되는 것을 악할 수 

있었다. 

Table 2. Land surface temperature for land use types

LST

Land use
Mean (℃) Max. (℃) Min. (℃) St. dev. (℃)

Residence 27.4 30.0 22.2 0.81

Industry 28.8 32.5 24.8 1.00

Public 26.4 29.1 22.2 0.94

Green zone 24.8 28.5 21.7 1.21

Waters 26.2 28.3 22.2 0.90

6. 하천에서 거리별 온도분포
  무심천을 심으로 거리에 따른 온도 분포특성 악을 

하여 Fig. 4에서 제시한 하천을 기 으로 0m에서 700m

까지 100m 간격으로 버퍼(Buffer)를 생성하여 거리별 평균

온도를 산출하여 제시하면 Fig. 8과 같다. 

  하천 우안의 온도분포는 하천에서 가장 낮고 하천에서 

멀어질수록 온도가 증가하다가 200m 이후 더 이상 증가하

지 않고 조 씩 감소하여 주거지의 평균온도에 가까워졌

다. 우안지역은 구 도심인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어 하천주

변은 체 으로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피복되어 있다. 

따라서 하천주변 지역이 하천에 비해 2℃정도 높은 온도

분포를 형성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하천 좌안은 하천에

서 가장 낮고 하천에서 300m까지는 증가하다가 이후 조

씩 감소하 다. 이는 주변에는 도로와 층주택이 분포하

고 400m 이상 떨어진 지 은 야산 등 녹지의 향으로 주

거지 온도보다 낮게 분포하는 것으로 단된다. 이와 같이 

하천을 심으로 100m 반경 내에서는 주  도심지보다 약 

2℃정도 낮은 온도 분포를 보이고 있어, 여름철 하천이 도

심의 기온 감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되었다.

Fig. 8. Land surface temperature distribution from Mushim 

stream

  이러한 상은 하천 물의 경우 고체, 액체, 기체의 삼상 

변화를 한다. 이 때 하천의 물은 상변화를 하면서 열을 외

부로부터 흡수 는 외부로 방출한다. 하천 수면의 액체에

서 수증기 등 기체로 변화할 때 물이 얻는 에 지는 증발

(기화)의 잠열로 불린다. 이와는 달리 물이 상변화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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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온도변화에 의해 류하기도 한다. 한 하천의 물 

등은 의 투과성이 높기 때문에 표면에서는 반사되지 않

고 수체 내에 열을 장한다. 특히 무심천과 같이 흐르는 

물은 류와 혼합 과정을 거치며 열을 운반할 수 있으므로 

효율 인 축열체가 된다. 한 흐르는 물은 열을 이류하여 

하천의 온도는 물론 주변지역의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

게 된다. 그리고 하천의 물은 열용량이 커 많은 에 지를 

축 하므로 수면의 온도상승은 게 된다. 한편 무심천은 

청주시의 남북으로 통하고 있어 여름철 하천의 수면에

서는 바람이 약해지는 경우가 으므로 잠열수송이 활발

하게 이루어지면서 주변지역 보다 온도분포가 낮게 형성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이 종합 으로 

작용하여 도심의 하천은 도심지에서 높게 형성된 온도를 

낮추는 냉각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2차원 복사온도계를 이용한 지 온도조

사와 KOMPSAT-2 상과 LANDSAT TM 상을 이용하여 

각각 지표면의 피복상태와 지표면온도에 해 해석하고, 

도심에 치한 하천 주변의 열 환경 특성을 분석 제시하고

자 하 다. 얻어진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청주시 8월의 평균 온도 변화는 매년 변동은 있으나 

장기 으로 계속 인 증가 추세를 보 으며, 평균온도의 

증가는 42년 동안 약 1.2℃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LANDSAT TM 상으로부터 얻어진 청주시 주변의 온

도분포는 도심을 심으로 열섬의 공간구조를 나타내었다. 

구 도심을 심으로 시가지 도가 높은 지역은 온도가 높

고 시 주변에는 산과 논 등 녹지가 분포하여 시가지가 열

섬의 코어를 형성하 다. 

  3. 토지이용별 온도를 분석한 결과 공업단지가 평균 

28.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주거지로 평균 27.4℃로 나

타났다. 한편 가장 낮은 지역은 산림으로 평균 24.8℃, 도

심지에 치한 하천은 주변의 주거지 보다 1～2℃정도 낮

은 온도 분포를 보 다. 이와 같이 토지이용별 온도분포는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피복지역의 온도가 식생이나 수면 

분포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악되었다. 

  4. 같은 시간에 측된 지표면 온도의 공간분포는 지표

면 피복형태에 따라 산림<녹지<<수변<시가지<<공업단

지 순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악되었다. 

  5. 하천주변지역에는 시가지가 형성되어 체 으로 콘

크리트와 아스팔트로 피복되어 있어 하천에 비해 2℃정도 

높은 온도분포를 형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 무심천은 청주 도심을 남북으로 통하고 있어 하천 

수면에서 잠열수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주변지역 보

다 온도분포가 낮게 형성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상은 도심 하천이 도심지에서 높게 형성된 온도를 낮추

는 냉각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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