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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analyze the land surface properties in Seoul and its surrounding metropolitan area, several indices

and land surface temperature were calculated by the Landsat satellites (e.g., Landsat 5, Landsat 7, and Landsat 8). The

Landsat data came from only in the fall season with Landsat 5 on October 21, 1985, Landsat 7 on September 29, 2003,

and Landsat 8 on September 16, 2013. The land surface properties used are the indices that represented Soil Adjusted

Vegetation Index (SAVI), Modified Normalized Difference Wetness Index (MNDWI), Normalized Difference Wetness

Index (NDWI), Tasseled cap Brightness, Tasseled cap Greenness, Tasseled cap Wetness Index,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 and Normalized Difference Built-up Index (NDBI) and the land surface temperature of the area

in and around Seoul. Most indices distinguish very well between urban, rural, mountain, building, river and road. In

particular, most of the urbanization is represented in the new city (e.g., Ilsan) around Seoul. According to NDVI, NDBI

and land surface temperature, urban expansion is displayed in the surrounding area of Seoul. The land surface temperature

and surface elevation have a strong relationship with the distribution and structure of the vegetation/built-up indices such

as NDVI and NDBI. While the NDVI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land surface temperature and is also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surface elevation, the NDBI have just the opposite correlations, respectively. The NDVI and NDBI

index i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tropolitan area. Landsat 8 and Landsat 5 have very strong

correlations (more than −0.6) but Landsat 7 has a weak one (lower than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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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지역의 지표면 특성분석을 위하여 Landsat 위성자료(Landsat 5, Landsat 7, Landsat 8)를

이용하여 다양한 지표 특성지수와 지표면 온도를 계산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Landsat 자료는 가을철 자료로써 1985년

10월 21일의 Landsat 5, 2003년 9월 29일의 Landsat 7 그리고 2013년 9월 1일의 Landsat 8 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리

고 서울과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조절 식생지수, 수정 정규 습윤지수, 정규 습윤지수, 태슬 모자형 밝기, 태슬 모자형

초록, 태슬 모자형 습윤, 정규 식생지수, 정규 건설지수와 같은 지표 특성지수와 지표면 온도를 산출하였다. 대부분의

지표 특성지수들은 도시, 시골, 산, 건물, 강 그리고 도로 등에서 잘 구별되었다. 특히, 도시화의 특징은 서울 주변의 신

도시(예, 일산)에서 잘 나타났다. 정규 식생지수와 정규 건물지수 그리고 지표면 온도에 따르면 도시의 확장은 서울의

주변지역에서 뚜렷이 보였다. 지표면 온도와 지표고도는 식생 또는 건설물의 구조와 분포를 나타내는 정규 식생지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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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정규 건물지수와 강한 상관성이 나타났다. 정규 식생지수는 지표면온도와 양의 상관성을 보였고 지표고도와 음의

상관성을 가지는 반면, 정규 식생지수는 지표면온도와 지표고도에 대하여 각각 반대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Landsat의 정규 식생지수와 정규 건물지수는 수도권지역에서 밀접한 관계를 보였다. Landsat 8과 Landsat 5에서는 −0.6

이하의 강한 상관성이 있었으며 Landsat 7에서는 −0.5 이상의 낮은 상관성이 나타났다.

주요어: Landsat 위성, 정규 식생지수, 정규 건물지수, 지표면 온도, 수도권

서 론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상승, 온실효과 및 해수

면의 상승으로 기상이변의 빈도는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으며 돌발홍수, 폭설과 같은 기상재해가 증가 되고

있다. 기후변화와 더불어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도시

는 인위적인 열배출로 인하여 기온상승이 가속화 되

고 있으며 도시화에 따른 도시지역의 인위적 환경변

화는 기온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기온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Park, 2001). 또한 도시화에 따른 도시환

경문제로 인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

대되고 있다. 도시지역의 팽창에 따른 과도한 개발과

녹지공간의 축소는 도시지역 온도를 상승시켜 도시열

섬을 발생시키고 있다(Landsberg, 1981).

위성영상자료를 이용한 지표변화 상태는 현장관측

이나 항공사진을 이용한 방법에 비해 넓은 지역을

빠른 시간에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비용이

저렴하고, 주기적인 데이터 획득이 가능하여 정보갱

신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공위성

영상자료는 공간적, 분광적 해상도의 다양화로 인해

GIS (Geological Information System)의 입력자료로서

활용가치가 급속도로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Yoo,

1999).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에는 원격탐사나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지표변화에 대한 연구가 선

진국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도

원격탐사를 이용한 인공위성 영상자료의 활용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인공위성 영상자료는 빠른 시

간 내에 넓은 지역에 해당되는 지표변화 상태를 알

수 있게 하므로 광대한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인 감

시를 위한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를 객

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Landsat 자료 등과

같은 인공위성 영상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 방법은

온도 변화를 탐지하고 식생과의 상관관계를 효과적으

로 분석하는데 유용한 방안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최근까지의 위성을 이용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국내의 경우, Landsat 영상에 의한 호수의 수질인자

를 추출하는 연구(Kim et al., 1996; Choi and Yang,

1998)에서 표층수온의 추출이 시도되었으며, Jo et al.

(2001)은 토지피복으로 구분하여 지표온도를 분석하

였고, Lee et al. (2004a, 2004b)은 강릉시 산악지역

의 산불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Landsat 자료를

이용하였다. Kim and Kwon (2005)은 Landsat 5 자

료를 이용하여 지표면온도 및 식생상태를 연구하였

으며, Lee and Kim (2005)은 Landsat 5와 Landsat 7

자료를 이용하여 NDVI와 지표온도의 관계성을 분석

하였고, Kim et al. (2006)은 위성자료를 이용하여 대

구광역시의 증발산 효율을 산출하였다. Na et al.

(2008)은 Landsat, SPOT, MODIS 위성영상 자료를

이용하여 연안환경의 변화를 분석하였고, Lee and

Hong (2008)는 토지이용에 따라 온도분포가 다름을

밝혔고, Jeong (2009)은 도시열섬에 대한 공간적 특

성을 연구하였다. Yoon and Ahn (2009)은 공원 조성

시 열섬완화 및 열 쾌적성을 분석하였고, Kang et

al. (2010)은 도시화로 인한 열 분포의 변화를 탐지하

고자 하였다.

국외의 경우, Prihodko and Goward (1997)는

NOAA-9 AVHRR 자료를 이용하여 기온을 추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Suga et al. (2003)은 계절별

실측표면 온도와 추정표면온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

였다. Steve et al. (2007)은 도시열섬에 영향을 미치

는 다양한 토지이용유형의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He

et al. (2007)은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토지이용변화

와 도시열섬 변화를 평가하였다. 그리고 Mallick et

al. (2008)은 지표온도와 정규 식생지수의 매개변수

사이에는 강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Karnieli

(2010)은 태양광에 의한 토지면 온도와 정규 식생지

수 사이의 상호관계가 있음을 정의하였다.

그러나 국내외의 연구들은 위성자료를 이용하여 다

양한 지표특성 지수의 산출에 대한 방법과 기초적인

해석이 부족하였으며 도시화의 분석 및 활용에 대한

연구는 적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andsat 자료

를 이용하여 수도권의 도시화와 지표면 특성을 분석

하기 위하여 1985년 Landsat 5와 2003년 Landsat 7

그리고 2013년 Landsat 8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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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한 수도권지역의 지표특성 지수들을 산출하였

다. 그리고 지표면 고도와 지표이용도를 활용하여 지

표특성지수와 지표면 온도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수도권 지역의 도시화와 지면

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Landsat 위성자료의 활용에

대하여 논하였다.

자료 및 방법

연구대상지역

Landsat 자료를 이용한 지표특성을 분석하기 위하

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지역을 연구대상지역으로 선

정하였다. 서울시는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성장위

주의 경제개발정책으로 인해 인구집중과 도시화가 가

속화되어 자연생태계 훼손, 도시열섬현상 발생 등 심

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지역에 따라

개발정도의 양상이 차별화되고, 토지이용 형태가 상

이하여 녹지의 규모 및 분포양상이 다양하다. 따라서

도시화의 영향에 따른 지표특성의 변화와 위성자료에

의한 특성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Fig. 1은 연구

대상지역의 지표고도와 지표이용도를 나타낸 것이다.

지표고도 자료는 국립지리원에서 제공된 10 m×10 m

해상도 자료를 Landsat 위성자료와 비교하기 위하여

50 m×50 m로 공간평균하였고, 지표이용도는 2012년

국립지리원의 중분류 토지이용도를 USGS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33개 분류(Table 1)로 재분

류하여 50 m×50 m로 내삽하였다. 수도권 지역은 한

강이 가로지르고 있으며 남쪽과 북쪽으로 산악이 있

고 서울 주변지역으로 주거를 위한 신도시가 위치하

고 있다. Fig. 1b의 지표이용도에서 Table 1과 같이

31과 32는 도시의 건물의 조밀도에 따라 분류된 도

시지역이며, 33은 공업 또는 상업지역으로서 서울 주

변에 발달한 신도시 또는 공업지역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30 이하로 분류된 곳은 산림, 나대지 또는 하

천 등의 지역으로 도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이

서울 주변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 자료

Landsat 위성은 1972년 7월 23일 Landsat 1을 시

작으로 2013년 2월 13일 Landsat 8이 발사되어 운영

중에 있다. Landsat 5, Landsat 7, Landsat 8 위성에

서 관측되는 파장 특성은 Table 2, 3, 4와 같으며

Landsat 5 위성은 1984년 3월 1일, Landsat 7 위성은

1999년 4월 15일 Landsat 8 위성은 2013년 2월 11

일에 미국 USGS와 NASA의 공동으로 발사되었으며

연구 영역의 관측(Row: 116, Path: 34)은 10시 30분

에서 11시 10분 사이에 수행되었다. 또한 각각의 위

성에서 산출되는 값들을 비교하기 위하여 Landsat 7

과 Landsat 8의 중심 파장을 이용하여 Landsat 5의

파장의 밴드를 기준으로 Table 2와 같이 일치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1985년 10월 21일 Landsat 5 위성,

2003년 9월 29일 Landsat 7 위성 그리고 2013년 9월

16일 Landsat 8 위성의 맑은 날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Fig. 2는 선정된 날들의 RGB 영상들로써 Fig. 7b의

Landsat 7 위성 영상들은 2003년 5월부터 위성의 관

측센서 보정의 문제로 인하여 불연속이 나타나고 있

으나 이 연구에서는 불연속을 보정하지 않은 원자료

를 이용하였다. 보정영상은 원자료의 보정에 따른 이

차적인 오차가 발생될 수 있고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여도 본 연구의 영상 해석과 결과 분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RGB 영상의 조합은 많은 방

법들이 있으며 조합 방법에 따라 관측밴드의 특성들

이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지표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

Fig. 2의 RGB 영상들을 살펴보면 RGB 321영상은

사람이 보는 것과 유사하며 도시지역은 밝는 회색이

며 산림지역은 녹색으로 나타나고 구름은 하얀색으로

보인다. RGB 432영상은 식생이 붉은색, 도시는 푸른

색으로 보이고 토양은 갈색으로 나타난다. RGB 742

영상은 식생은 녹색이고 맨땅 또는 인공 구조물은

분홍색이며 황무지는 노란색과 갈색 그리고 물은 파

란색으로 보인다. RGB 541영상은 RGB 742와 유사

한 특징이 나타나지만 산림지역에서 갈색으로 뚜렷이

나타난다. RGB영상 대부분 산림지역, 도시, 그리고

인공 구조물, 초지, 건물, 도로, 강, 호수, 간석지 등

을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다(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2007).

연구방법

Landsat 위성자료는 Table 2, 3, 4와 같이 밴드별로

정량화된 복사에너지(Digital Number)로 제공되기 때

문에 위성별 밴드특성을 이용하여 복사에너지 또는

반사도로 변환한다. Landsat 5와 7 위성자료는 변환

식을 이용하여 변환된다(Chander et al., 2009; Teillet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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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EM (Digital Elevation Model; a) and Landuse (b) for study area. Landuse category specify in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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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기서, Lλ (복사에너지)는 관측된 복사에너지(W/

m
2
/sr/µm)이며 Qcalmin는 정량화된 최소 복사에너지

(DN=0)이고 Qcalmax는 정량화된 최대 복사에너지

(DN=255 (Landsat 5, 7), DN=65535 (Landsat 8))이

며 Qcal은 관측 정량화된 복사에너지(DN)이다. 그리

고 Lmin는 최소 복사에너지로 Qcal=Qcalmax일 때 복사

에너지(W/m
2
/sr/µm)이며 Lmax는 최대복사에너지로 일

때 복사에너지(W/m
2
/sr/µm)이다.

그리고 Landsat 8 위성자료는 제공되는 선형회귀식

의 상수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Lλ=AQcal+B (2)

Lλ

Lmax Lmin–

Qcalmax Qcalmin–
---------------------------------⎝ ⎠
⎛ ⎞

= Qcal Qcalmax–( )× Lmin+

Table 1. Specification of landuse category from USGS 33 landuse categories 

Category Specification Category Specification

1 Urban and Built-Up Land 18 Wooded Wetland

2 Dryland Cropland and Pasture 19 Barren or Sparsely Vegetated

3 Irrigated Cropland and Pasture 20 Herbaceous Tundra

4 Mixed Dryland/Irrigated Cropland and Pasture 21 Wooded Tundra

5 Cropland/Grassland Mosaic 22 Mixed Tundra

6 Cropland/Woodland Mosaic 23 Bare Ground Tundra

7 Grassland 24 Snow or Ice

8 Shrubland 25 Playa

9 Mixed Shrubland/Grassland 26 Lava

10 Savanna 27 White Sand

11 Deciduous Broadleaf Forest 28 Unassigned

12 Deciduous Needleleaf Forest 29 Unassigned

13 Evergreen Broadleaf Forest 30 Unassigned

14 Evergreen Needleleaf Forest 31 Low Intensity Residential

15 Mixed Forest 32 High Intensity Residential

16 Water Bodies 33 Industrial or Commercial

17 Herbaceous Wetland

Table 2. Specifications of spectral bands for Landsat 5

Landsat 5 Wavelength (µm) Resolution (m×m) Landsat 7 Landsat 8

Band 1 0.45-0.52 30 Band 1 Band 2

Band 2 0.52-0.60 30 Band 2 Band 3

Band 3 0.63-0.69 30 Band 3 Band 4

Band 4 0.76-0.90 30 Band 4 Band 5

Band 5 1.55-1.75 30 Band 5 Band 6

Band 6 10.40-12.50 120 Band 6 Band 10

Band 7 2.08-2.35 30 Band 7 Band 7

Table 3. Same as Table 2 except for Landsat 7 

Landsat 7 Wavelength (µm) Resolution (m×m)

Band 1 0.45-0.515 30

Band 2 0.525-0.605 30

Band 3 0.63-0.69 30

Band 4 0.75-0.90 30

Band 5 1.55-1.75 30

Band 6 10.40-12.5 60

Band 7 2.09-2.35 30

Pan Band 0.52-0.90 15

Table 4. Same as Table 2 except for Landsat 8

Landsat 8 Wavelength (µm) Resolution (m×m)

Band 1 0.433-0.453 30

Band 2 0.450-0.515 30

Band 3 0.525-0.600 30

Band 4 0.630-0.680 30

Band 5 0.845-1.885 30

Band 6 1.560-1.660 60

Band 7 2.100-2.300 30

Pan Band 0.500-0.680 15

Band 9 1.360-1.390 30

Band 10 10.300-11.300 100

Band 11 11.500-12.5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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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A, B는 선형회귀식의 상수이며 밴드별로

제공된 상수값을 이용한다.

식 (1), (2)를 통하여 계산된 복사에너지(Lλ)를 이용

하여 밴드별 반사도, 지표온도 등으로 변환할 수 있

다. 복사에너지(Lλ )와 절대온도(K) 사이의 관계성을

이용하여 위성관측 온도를 계산한다(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 2004).

(3)

여기서, T(K)는 위성관측온도이고 K1과 K2는 보정

계수(W/m
2
/sr/µm)이다.

또한, 위성관측 반사도(rλ )는 위성관측 복사에너지

(Lλ ), 지구의 이심률(eccentricity)과 위성의 고도각을

이용하여 계산된다.

rλ=π Lλd
2
/SUNλcosθ (4)

여기서, rλ는 위성관측 반사도이고 d는 지구와 태

양사이의 거리, SUNλ는 밴드별 태양 복사에너지(W/

m
2
/sr/µm)이며 θ는 태양의 천정각이다.

T K( )
K2

K1

Lλ

----- 1+⎝ ⎠
⎛ ⎞ln

------------------------=

Fig. 2. RGB images for Landsat 5 (a), Landsat 7 (b) and Landsat 8 (c),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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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에서 계산된 밴드별 반사도를 이용하여 다양

한 지수를 산출할 수 있다. 정규 식생지수(NDVI,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는 밴드사이

의 반사도 비율을 이용하여 계산된다.

(5)

여기서, NDVI는 정규 식생지수이고 r4와 r3은

Landsat 5의 밴드 4와 3의 반사도이며 Landsat 7과 8

은 Table 2에서 언급된 밴드의 반사도를 이용하였다.

토양조절 식생지수(Soil-Adjusted Vegetation Index)

는 Huete (1988)에 의하여 제안된 지수로 NDVI와

유사하나 배경의 토양상태가 적용된 지수이다.

(6)

여기서, SAVI는 토양조절 식생지수이고 L은 토양

명도 보정계수(soil brightness correction factor)로

Huete (1988)에서 제안된 0.5를 이용하였다.

정규 구조물 지수(Normalized Difference Built-up

Index)는 빌딩, 건물, 도로, 다리 등 인공구조물의 특

성을 나타내는 지수로 인공 구조물이 밀집된 곳에서

높게 나타난다.

(7)

여기서, NDBI는 정규 구조물 지수이고 r5, r4는

Landsat 5의 밴드 5와 4의 반사도이며 Landsat 7과

8은 Table 2의 반사도를 이용하였다.

 지표의 습윤정도는 정규 습윤 지수(Normalized

Difference Wetness Index)와 수정 정규 습윤 지수

(Modified Normalized Wetness Index)를 이용하여 나

타낼 수 있다.

(8)

(9)

Tasseled cap 지수는 Huang et al. (2002)이 제안한

것으로 밝기(brightness), 초록(greenness), 습윤(wetness)

지수로 산출되며 각각의 지수는 토양 배경 반사도의

변화, 다양한 녹색 식생의 변화, 지표의 습함의 변화

를 의미한다.

Tas · capi=(C1×r1)+(C2×r2)+(C3×r3)+(C4×r5)

+(C5×r5)+(C6×r6) (10)

여기서, Tas · capi은 Tasseled cap 지수로서 i는

Tasseled cap brightness, greenness, wetness의 세 가

지 지수를 의미한다. r은 밴드별 반사도이며 C는

Tasseled cap 지수의 상수들로서 Huang et al. (2002)

의 연구에서 사용된 지수들을 모든 Landsat 위성자료

에 적용하였으며 Table 5와 같다.

식 (3), 식 (5)-(10)는 지표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

수로 식생, 구조물, 습윤, 밝기 등 다양한 특성을 나

타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정된 사례의 지표특

성 자료와 Fig. 1의 지표이용도 및 지표고도를 이용

하여 수도권의 지표특성을 조사하고 관련성이 높은

지수를 선별하여 선형회귀와 상관계수 등 기초 통계

값을 분석하였다.

결 과

선정된 사례일의 Landsat 자료를 이용하여 SAVI,

MNDWI, NDWI, Tasseled cap Brightness, Tasseled

cap Greenness, Tasseled cap Wetness 지수, NDVI,

NDBI 그리고 지표면 온도를 계산하였다(Fig. 3). 각

각의 지수들은 정규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성

사이에 값의 범위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지수에서

산림지역, 도시 그리고 강 등의 지역이 뚜렷이 구별

되고 있다(Fig. 1). SAVI 지수의 경우 Landsat 7에서

값의 범위가 컸으며 도시지역에서 비교적 작은 값이

나타나고 있으며, Landsat 8의 값이 산악지역에서 다

른 위성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MNDWI 지수의

경우 Landsat 8의 값이 상대적으로 작았으며 산림지

역에서 작은 값을 가지며 대부분 도시지역(Fig. 1b의

NDVI
r4 r3–

r4 r3+
-------------=

SAVI 1 L+( ) r4 r3–( )
r4 r3 L+ +( )
--------------------------=

NDBI
r5 r4–

r5 r4+
-------------=

NDWI
r2 r4–

r2 r4+
-------------=

MNDWI
r2 r5–

r2 r5+
-------------=

Table 5. The constants for Tasseled cap indices by Huang et al. (2002)

Index Band 1 Band 2 Band 3 Band 4 Band 5 Band 7 

Brightness 0.3561 0.3972 0.3904 0.6966 0.2286 0.1596 

Greenness -0.3344 -0.3544 -0.4556 0.6966 -0.0242 -0.2630 

Wetness 0.2626 0.2141 0.0926 0.0656 -0.7629 -0.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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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ndices of SAVI, MNDWI, NDWI, Tasseled cap Brightness, Greenness and Wetness, NDVI, NDBI and Land Surface

Temperature,  and for Landsat 5 (a), Landsat 7 (b) and Landsat 8 (c),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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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이용도 31-33)에서 높으며 특히 도로와 건물이

밀집된 부분에서 크게 나타난다. Landsat 5의 경우

일부 산의 정상부(Fig. 1b의 지표이용도 10-15)에서

큰 값이 보인다. NDWI 지수는 MNDWI 지수와 유

사하나 Landsat 7의 값이 비교적 높은 값을 가진다.

Tasseled cap Brightness 지수는 대체로 서울 외곽지

역에서 큰 값을 가지나 Landsat 5는 작은 값으로 나

타난다. Tasseled cap Greenness 지수는 산림지역과

공원지역 등의 식생지역에서 큰 값을 가지며 Landsat

8의 값이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고 Landsat 7은 값

의 범위가 크게 분포한다. Tasseled cap Wetness 지

수는 MNDWI 지수 또는 NDWI 지수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Landsat 7은 비교적 작은 값을 가

지고 있으며 1988년부터 개발된 일산 등 서울의 위

성 신도시 지역(Fig. 1b의 서울경계 외곽의 지표이용

도 31-33)의 변화가 시간에 따라 뚜렷이 감소되는 것

을 볼 수 있다. NDVI 지수는 산림지역 내에서 큰

값을 가지며 중심지로 갈수록 크게 나타났고 도시

중심부에서 작은 값을 보였으며 Landsat 7의 값이

대체적으로 작았다. NDBI는 NDVI와 반대 경향을

보였고 도시에서 큰 값을 보였으며 서울 주변의 신

도시에서 증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지표면 온도는

도시내부에서 높았고 도시에서 멀어질 수 록 낮았다.

Fig. 3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은 산림지역에서 식생

Fig. 3.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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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영향으로 SAVI 지수, Tasseled cap Greenness

지수가 컸으며 도시에서는 MNDWI 지수, NDWI 지

수, Tasseled cap Wetness 지수가 큰 값을 가진다. 그

러나 대체로 Landsat 7의 값이 다른 위성과 비교하

여 값의 범위가 다소 차이가 나타났으며 SAVI 지수,

Tasseled cap Greenness 지수의 경우 Landsat 8의 값

이 크게 나타났다. 또한 도시의 확장이나 개발 등의

시간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Landsat 8에

Fig. 4. Relationship between Land Surface Temperature and NDVI and NDBI with Longitude (127.00
o

E) and Latitude

(37.55
o

N),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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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지표온도와 NDBI 지수 등이 서울 주변의 신도

시에서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공간 분포가

나타나는 것은 영상의 시간적인 차이와 Landsat 8의

밴드별 파장의 범위가 작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Fig. 3에서 관계성이 높은 지수들과 Fig. 1의 지표

고도와 토지이용도 사이의 관계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서울의 중심부를 통과하는 위도 37.55
o
N (경도 126.6

o
E-127.3

o
E)과 경도 127.00

o
E (37.3

o
N-37.8

o
N) 선이

Fig. 5. Same as Fig. 4 except for between DEM (m) and NDVI and ND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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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화소의 값들을 추출하여 Fig. 4-6에 나타내

었다. Fig. 4는 위성에서 산출된 지표면 온도와

NDBI, NDVI 지수를 나타낸 것으로 지표면 온도와

NDVI 지수는 지수형태의 음의 관계성을 보였으며

NDBI 지수와는 지수형태의 양의 관계성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관계성은 도시의 인공구조

물이 복잡한 곳에서 지표온도가 높으며 식생이 많은

곳에서 지표온도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각 영상에서

지표온도의 분포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시간에 따

른 것으로 온도의 분포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다

른 위성의 관계성과 달리 Landsat 7의 경우에서

NDVI 지수와 NDBI 지수가 겹쳐져 나타나는데 이는

Fig. 6. Scatterplot between NDVI and NDBI with Longitude (127.00
o

E) and Latitude (37.55
o

N),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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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의 채널 관측값의 차이로 분석된다. 또한 Fig.

4c, 4d에서 NDBI 지수와 NDVI 지수가 1 또는 −1의

극값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2003년 5월 이후 스캔

라인 보정기의 고장에 따른 불연속을 보정하지 않았

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Fig. 5은 지표고도와 NDBI, NDVI 지수를 나타낸

것으로 지표면 온도와 NDVI 지수는 양의 지수형태

의 관계성을 가지며 NDBI와는 음의 지수형태의 관

계성을 가진다. 식생은 고도가 높은 곳일수록 많이

나타나고 인공구조물은 고도가 낮은 곳에서 많이 나

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위도에 따른 분포에서

두 지수가 뚜렷이 분리되고 있으며 경도에 따른 분

포는 일부 혼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Fig. 4와 마찬가

지로 Landsat 7의 경우에서 낮은 고도에서 NDVI 와

NDBI가 겹쳐져 보이며 Fig. 5c, 5d의 NDBI, NDVI

값이 1 또는 −1로서 극값이 나타난다.

Fig. 4와 Fig. 5에서 음의 상관성이 보이는 NDVI

지수와 NDBI 지수를 Fig. 6에 나타내었다. 대체로

음의 상관관계가 보이며 NDVI 지수는 0.0부터 0.8사

이에서 보였고 NDBI 지수는 −0.6부터 0.3의 범위에

서 나타났다. 식생의 활동이 활발한 여름철에 가까운

Landsat 8에서 NDVI 지수의 최대값이 0.8까지 나타

났다. NDVI 지수와 NDBI 지수의 값을 이용하여 통

계값을 Table 7에 정리하였다.

NDVI 지수의 평균값은 Landsat 8, Landsat 5,

Landsat 7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NDBI 지수의 평균

값은 NDVI 지수의 역순으로 나타났다. Landsat 8의

상관성이 가장 높았고 Landsat 7의 상관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Landsat 7의 상관성이 낮게 나타난

이유는 스캔 라인 보정기의 고장에 따른 Landsat 7

의 채널별 관측이 다른 위성의 관측에 비하여 오차

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Landsat 자료를 이용하여

RGB 영상분석, 지표특성 지수와 지표온도 산출결과

는 서울과 주변지역의 차이가 뚜렷이 나타났다. 특히,

Landsat 5와 Landsat 8의 지표특성 지수와 지표온도

에서는 서울에서 주변 신도시 지역으로 도시의 확장

이 나타났다. 그리고 기존 연구결과들과 같이 NDVI

지수와 NDBI 지수는 지표온도 및 지표고도와 강한

상관성을 보였으며, NDVI 지수와 NDBI 지수의 상

관성을 분석한 결과 Landsat 5와 Landsat 8에서 강

한 음의 상관성이 나타났다.

결 론

고해상도 위성인 Landsat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지

표특성 지수의 산출과 해석을 이용하여 위성자료의

활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지역의

Landsat 자료를 이용하여 지표특성 지수를 산출 및

분석하였다. Landsat 위성은 1972년 이후 관측을 시

작하여 최근 Landsat 8 위성이 운영 중이다. 이 연구

에서는 1985년 Landsat 5호, 2003년 Landsat 7호 그

리고 2013년 Landsat 8호의 관측영상자료를 이용하

였으며 다양한 지표특성지수와 지표면 온도 그리고

지표고도와 지표이용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지표특성 지수인 SAVI, MNDWI, NDWI, Tasseled

cap Brightness, Tasseled cap Greenness, Tasseled

cap Wetness 지수, NDVI, NDBI 지수 그리고 지표면

온도는 서울 등의 도시지역과 주변지역사이에서 뚜렷

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도시의 빌딩, 건물, 다리 등

인공구조물과 산림지역, 공원, 강, 호수 등에서 지표

특성 지수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었다. 그리고 수도

권 지역의 도시화로 인한 주변지역으로 도시의 확장

등이 나타났다. 특히 일산 등의 신도시는 개발전후의

NDVI 지수, NDBI 지수, 지표온도의 변화가 뚜렷이

보였다. 그러나 Landsat 7의 분석에서는 다른 위성과

달리 관측값과 지수 등의 범위가 다르게 나타나 상

호 비교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Table 6. Statistics between NDVI and NDBI with Fig. 6

Date

(Satellite) 

Reference

line

Statistics

average NDVI average NDBI Correlation Slope Intercept

Oct. 21. 1985

(Landsat 5)

127.00°E 0.31 -0.11 -0.73 -0.53 0.05

37.55°N 0.41 -0.18 -0.67 -0.46 0.01

Sep. 29. 2003

(Landsat 7)

127.00°E 0.22 0.03 -0.47 -0.56 0.16

37.55°N 0.28 0.00 -0.46 -0.44 0.13

Sep. 16. 2013

(Landsat 8)

127.00°E 0.42 -0.15 -0.89 -0.59 0.09

37.55°N 0.56 -0.23 -0.90 -0.56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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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의 식생분포와 구조물 등의 특성이 나타나는

NDVI 지수와 NDBI 지수는 지표온도와 지표고도와

강한 관계성이 보였다. NDVI 지수는 지표온도와는

음의 상관성이 그리고 지표면 고도와는 양의 상관성

이 나타났으며 NDBI는 반대의 상관성이 보였다. 수

도권지역에서 번화한 도시는 대체로 낮은 고도에 위

치하며 높은 고도는 대부분 산악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과 동일하였다.

Landsat의 지표특성 지수 중 수도권 지역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NDVI 지수와 NDBI 지수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Landsat 5와 Landsat 8에서 −0.6 이하로

강한 음의 상관성이 나타났으나 Landsat 7의 경우

−0.5 이상으로 상관성이 낮았다. 이러한 Landsat 7의

낮은 상관성은 위성관측 장치의 고장에 따른 오차로

분석된다.

Landsat 위성은 1972년부터 최근 Landsat 8호까지

장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고해상도의 위성영상 및

관측자료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위성자료의 활용에 있어 위성자료의 상호보정이 수행

되어야 연속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Landsat 7

의 스캔라인 보정기의 고장에 따른 불연속 영상의

보정 또한 중요한 문제로 사료된다.

따라서 Landsat 위성 등의 고해상도 위성자료를 이

용하여 산출된 지면특성과 지표온도는 지표면의 특성

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다방면의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지표면의 관측자료가 부족한 지역의

특성 연구, 고해상도 열 또는 식생지도 작성, 도시화,

도시열섬 등의 다양한 연구에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

다. 그리고 위성사이의 보정과 지표 관측자료의 보정

등을 통하여 현실에 맞는 지수산출 등의 연구가 수

행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한다.

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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