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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Land Surface Temperature (LST) retrieved from Landsat 8 measured from 2013 to 2014
and it is corrected by surface temperature observed from ground. LST maps are retrieved from Landsat 8
calculate using the linear regression function between raw Landsat 8 LST and ground surface temperature.
Seasonal and annual LST maps developed an average LST from season to annual, respectively. While
the higher LSTs distribute on the industrial and commercial area in urban, lower LSTs locate in surrounding
rural, sea, river and high altitude mountain area over Seoul and surrounding area. In order to correct the
LST, linear regression function calculate between Landsat 8 LST and ground surface temperature observed
3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KMA) synoptic stations (Seoul(ID: 108), Incheon(ID: 112) and
Suwon(ID: 119)) on the Seoul and surrounding area. The slopes of regression function are 0.78 with all
data and 0.88 with clear sky except 5 cloudy pixel data. And the original Landsat 8 LST have a correlation
coefficient with 0.88 and Root Mean Square Error (RMSE) with 5.33˚C. After LST correction, the LST
have correlation coefficient with 0.98 and RMSE with 2.34˚C and the slope of regression equation improve
the 0.95. Seasonal and annual LST maps represent from urban to rural area and from commercial to
industrial region clearly. As a result, the Landsat 8 LST is more similar to the real state when corrected
by surface temperature observed ground.

Key Words : Landsat 8, Land Surface Temperature, Ground Surface Temperature, Seoul, Linear
Regression Function

요약 :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관측된 Landsat 8 위성자료로부터 지표면 온도를 산출하였고 산출된 지

표면 온도는 지상에서 관측된 지표면 온도를 이용하여 보정하였다. 지표면 온도지도는 Landsat 8로부터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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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세기 이후 도시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의 상승

은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며, 기상이변의 빈도 또한 급

격하게 증가되고 있다(Lee et al., 2011). 도시지역의 경우

기후변화와 인구집중에 따른 교통, 빌딩 등에서 인위적

으로 열 배출이 가속화되어 기온 상승이 나타나고 있

다. 이로 인하여 도시의 기온이 교외 보다 높아지는 도

시열섬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Voogt et al., 2003). 또한,

도시지역의 팽창에 따른 과도한 개발과 녹지공간의 축

소는 도시지역 온도를 상승시켜 도시열섬을 발생시킨

다(Landsberg, 1981).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의 경우 도시열섬 현상으로 인한 다양한 도시 문제와 돌

발홍수, 폭염 등의 기상재해가 증가되고 있다(Kim and

Kwon, 2011; Lee et al., 2011). 따라서 이러한 도시열섬 현

상을 완화시키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다 정확

한 도시열섬 강도를 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Kim and

Choi, 2012).

도시열섬에 주된 원인으로 인공구조물의 증가는 토

지이용 및 토지피복의 변화와 연관되며, 도시화에 따른

지표면 피복의 변화는 도시의 열지수와 온도분포를 변

이 시킨다(Ahn et al., 2012). 이러한 온도 변화는 자동기

상관측장비(Automatic Weather System(AWS))로 관측된

온도자료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으나(Koo et al., 2007)

토지이용 형태에 대한 자료의 부족으로 상세한 특성분

석이 어렵다. 반면에 위성의 경우 지상·항공관측과 비

교하여 넓은 영역을 주기적으로 자료 확보가 가능하며,

지표면 정보 갱신에 용이하다. 현재 위성자료는 공간 및

분광학적 해상도의 다양화로 지표면 분석을 위한 입력

자료로써 활용성이 증대되고 있다(Yoo, 1999).

Landsat 은 수십 미터 수준의 고해상도의 공간 분해

능을 가지는 위성으로 지표면의 특성 분석과 변화 등을

감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고해상도 자료를

이용한 지표면의 특성 변화를 연구한 사례로 국내외에

서는 Landsat 위성 자료를 이용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

었다. 국내 연구사례로 Kim et al.(1996)과 Choi and Yang

(1998)은 호수의 표층수온 산출을 시도하였으며 Jo et

al.(2001)은 지표면 토지피복을 구분하여 지표온도를 분

석하였다. Lee et al.(2004a; 2004b)과Kim and Kwon (2005)

은 식생상태와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 및 지표면 온도를 분석하였으며, Jee et al.(2014)

과 Jee and Choi(2014)는 Landsat 위성의 산출물에 대한

분석과 지표면 온도와 AWS 기온과의 상관성을 분석하

였다. 그리고 Jeong(2009)은 지표면 온도와 방출률을 이

용하여 도시열섬의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

행하였다. 국외 연구 사례로는 Suga et al.(2003)은 계절별

관측된 지표면 온도와 Landsat 위성으로부터 추정된 지

표면 온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고, Steve et al.(2007)은

도시열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토지이용도의 영향

을 조사하였다. He et al.(2007)은 중국을 대상으로 토지

이용도 변화와 도시열섬 변화를 평가하였고 Mallick et

al.(2008)은 지표면 온도와 정규식생지수의 매개변수 사

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또한,

Karnieli(2010)는 태양에너지에 의한 지표면 온도와 정

규식생지수사이의 관계성을 분석하는 등 다양한 연구

가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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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된 지표면 온도를 지상에서 관측된 지표면 온도와의 선형 회귀식을 이용하여 계산되었다. 계절과 년에 대

한 지표면 온도는 각각 계절과 년에 대하여 사례들을 평균하여 계산되었다. 지표면 온도는 도시의 공업 또는

상업지역에서 높은 온도가 나타나는 반면, 서울주변의 높은 고도의 산악과 해양, 강 등에서 낮은 지표면 온

도가 나타났다. 위성에서 산출된 지표면 온도를 보정하기 위하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지역에서 관측되는

기상청 종관측소 3개 지점 (서울(지점번호: 108), 인천(지점번호: 119), 수원(지점번호: 112))의 지표면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선형회귀방법을 적용하였다. Landsat 8의 지표면 온도는 모든 자료에서 기울기가 0.78이

었고 5개의 흐린날을 제외한 맑은 상태의 자료에서 0.88이었다. 그리고 초기 지표면온도에서 상관계수는

0.88이었고 평방근 오차 (Root Mean Sqare Error (RMSE))는 5.33℃이었다. 지표면 온도 보정이후에는 상

관계수는 0.98 그리고 RMSE는 2.34℃이었으며 회귀식의 기울기는 0.95로 개선되었다. 계절 및 년 지표면

온도는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그리고 도시와 주변지역을 잘 표현하였다. 결과적으로 지상에서 관측된 지표면

온도를 이용하여 위성에서 산출된 지표면온도를 보정하였을 때 실제 상태와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대부분의 고해상도 위성자료를 활용한 연구들은 지

표면 온도를 이용한 검증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였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실측된 지표면 온도를 통한 분석 및

서울에 대한 도시화의 분석 그리고 활용에 대하여 연구

된 사례가 적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지역

에 대한 Landsat 8 자료를 이용하여 지표면 온도를 산출

하였고 지표면에서 관측된 지표면 온도를 이용하여 위

성에서 산출된 지표면 온도와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관측된 지표면 온도와 위성으로부터 산출된 지표면 온

도의 관계를 선형 회귀방법을 이용하여 지표면 온도를

보정하였으며, 이를 계절 및 연 평균하여 위성기반의 지

표면 온도지도를 산출 및 분석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1) 대상지역

수도권의 도시들은 1960년부터 계속적인 경제 성장

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도시화가 가속화되었다. 지역에

따라 상업, 공업 등 개발이 차별화되어 지면피복 등의

형태가 상이하며, 주거지, 상업지, 녹지, 강 등의 분포가

다양하다. 상업과 주거지가 위치하는 서울 중심부를 동

쪽에서 서쪽으로 한강이 가로질러 흐르고 남쪽과 북쪽

에 큰 산악이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지역에 주거 등을

위한 위성 도시들이 위치하고 있다. Fig. 1은 연구대상

지역의 지표면 고도(a)와 지면피복(b)을 나타낸 것이다.

지표면 고도는 국립지리원에서 제공된 10 m × 10 m 해

상도 자료를 30 m × 30 m의 공간해상도로 공간평균하

였다. 그림 내 3개의 점은 지표면 온도를 관측하는 기상

청 종관관측소(서울(지점번호: 108), 인천(지점번호:

112), 수원(지점번호: 119))의 위치를 표시하였다. 지면

피복은 2012년 국립지리원의 중분류 토지이용도를 이

용하여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USGS) 33분류로

재분류하였고(Jee and Choi, 2014), Landsat 8 위성의 지

표면 온도 산출에 적용하기 위한 지면피복별 여름과 겨

울의 방출율은 Table 1에 정리하였다. 지면피복에 따른

방출율은 기후모델, 기상수치모델의 기초자료로 적용

되는 값으로 장기간MODIS, Landsat 등 위성 관측자료

를 이용하여 산출되었다(Mallick et al., 2008; Jin and Liang,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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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missivity of summer and winter seasons of USGS 33 landuse categories. Shaded boxes have different emissivities in
summer and winter

Category Landuse Emissivity Summer
(Winter) Category Landuse Emissivity Summer

(Winter)
1 Urban and Built-Up Land 0.88(0.88) 17 Herbaceous Wetland 0.95(0.95)
2 Dryland Cropland and Pasture 0.985(0.92) 18 Wooded Wetland 0.95(0.95)
3 Irrigated Cropland and Pasture 0.985(0.93) 19 Barren or Sparsely Vegetated 0.90(0.90)

4 Mixed Dryland/Irrigated
Cropland and Pasture 0.985(0.92)

20 Herbaceous Tundra 0.92(0.92)
21 Wooded Tundra 0.93(0.93)

5 Cropland/Grassland Mosaic 0.98(0.92) 22 Mixed Tundra 0.92(0.92)
6 Cropland/Woodland Mosaic 0.985(0.93) 23 Bare Ground Tundra 0.90(0.90)
7 Grassland 0.96(0.92) 24 Snow or Ice 0.95(0.95)
8 Shrubland 0.93(0.93) 25 Playa 0.90(0.90)
9 Mixed Shrubland/Grassland 0.95(0.93) 26 Lava 0.95(0.95)
10 Savanna 0.92(0.92) 27 White Sand 0.90(0.90)
11 Deciduous Broadleaf Forest 0.93(0.93) 28 Unassigned 0.88(0.88)
12 Deciduous Needleleaf Forest 0.94(0.93) 29 Unassigned 0.88(0.88)
13 Evergreen Broadleaf Forest 0.95(0.95) 30 Unassigned 0.88(0.88)
14 Evergreen Needleleaf Forest 0.95(0.95) 31 Low Intensity Residential 0.97(0.97)
15 Mixed Forest 0.97(0.93) 32 High Intensity Residential 0.97(0.97)
16 Water Bodies 0.98(0.98) 33 Industrial or Commercial 0.97(0.97)



2) 지상관측 지표면 온도

지상에서 관측된 지표면 온도는 기상청의 종관관측

소에서 매시 관측되는 지표면 온도를 이용하였다(Fig. 1

참조). 각각의 관측소에서 관측된 기온, 상대습도, 풍향,

풍속, 강수, 기압, 운량 및 지표면 온도는 Fig. 2와 같다.

기상청은 전국 98소의 종관관측소에서 지표면 온도 관

측을 수행중이며, 연구대상지역 내에는 3소가 위치한

다(Fig. 1). 지표면 온도 관측은 맨땅 또는 짧은 잔디 밑

에서 관측한 온도로 온도계의 수감부가 노출되지 않게

지면에 얇게 묻어서 측정한다(KMA, 2002). 본 관측은

바람과 비로 인하여 온도계의 수감부가 노출될 수 있고

일사와 지면상태에 따라 변화가 심하여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관측하기는 어렵다. 지표면 온도는 대체로

강수 이후에 급격히 하강하며, 강수와 기온 그리고 운

량에 지배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기와 비

교하여 지표면의 열용량이 작기 때문에 일교차가 크게

나타난다. 지상관측 지표면 온도는 Landsat 8 지표면 온

도와 동일한 사례의 자료들을 선별하였고 선형 회귀식

을 산출하여 보정하였으며, 동일한 자료를 이용하여 위

성으로부터 산출된 지표면 온도를 검증하였다.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2, No.2, 2016

–174–

Fig. 1. Digital Elevation Model(DEM; a) and Landuse (b) for
study area. Circle points are represented observation
sites(Seoul, Incheon, Suwon) for land surface
temperature.

(b) Landuse

(a) DEM(m)

Fig. 2. Meteorological data observed from KMA synoptic stations((a) Seoul(108), (b) Incheon(112) and (c) Suwon(119) ) on the Fig. 1.
Ta, RH, WD, WS, Pa, Rain, CF, Ts are represented air temperature, relative humidity, wind direction, wind speed, Station
pressure, 1hr rainfall, cloud fraction and surface temperature, respectively.

(a) Seoul(108) (b) Incheon(112) (c) Suwon(119)



3) 위성산출 지표면 온도

Landsat 위성은 1972년 Landsat 1의 발사를 시작으로

2013년부터 Landsat 8이 발사되어 운영 중이다. Landsat

8위성의 다양한 관측 파장 중 대기의 창 영역에 해당되

는 11 μm(Band 10, 공간 해상도: 100 m × 100 m) 자료를

이용하여 지표면 온도를 산출하였다. Landsat 8의 관측

은 매 16일에 1회 관측 및 제공되고 있다. Landsat 8 위성

자료는 인천을 중심으로 관측되는 path116/row34 영역

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earthexploerer.usgs.

org”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관측 자료에 대한 파장

별 정보와 사용된 자료의 수 및 위성자료의 사례일은 각

각 Table 2와 Table 3에 정리하였다. 사례일 중 맑은 날은

10일이었고 부분적으로 흐린 날은 8일이었다. 계절별

로 3일 이상의 자료가 존재하고 있어(봄: 6일, 여름: 4일,

가을: 3일, 겨울: 5일) 계절별 지표면 온도지도 산출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Landsat 8의 관측시

각은 0220 Universal Time Coordinated(UTC)(1120 Local

Standard Time(LST))로 태양의 천정각이 가장 낮은 시각

보다 약 1시간 앞선 시각이다. 이 시각은 지형 등에 의한

태양복사의 차폐가 적고 지표면 온도의 상승은 계속되

나 급격한 상승이후 안정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일평균

지표면 온도가 관측되는 시각으로 분석된다.

Landsat 8 위성자료는 밴드별로 정량화된 값(Qcal ;

Digital Number)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위성의 밴드특성

을 이용하여 복사에너지로 변환한다. 식(1)과 같이 선형

회귀식의 상수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USGS, 2015).

                              Lλ = A Qcal + B                               (1)

여기서, A, B는 선형 회귀식의 상수이며 밴드별로 제

공된 상수값을 이용한다.

식(1)을 통하여 계산된 복사에너지(Lλ)를 이용하여

밴드별 반사도, 지표면 온도 등으로 변환할 수 있다. 위

성의 밝기온도(brightness temperature, T(K ))는 복사에

너지(Lλ)와 절대온도(T )사이의 관계성을 이용하여 계산

된다(NASA,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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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pecification of Landsat 8 Spectral bands. Land surface temperature retrieved from Band 10 and Band 11, respectively
Landsat 8 Wavelength(μm) Resolution(m × m) FOV Time(UTC) Number of Data
Band 1 0.433 - 0.453 30

022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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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Band 7 2.100 - 2.300 30
Pan Band 0.500 - 0.680 15
Band 9 1.360 - 1.390 100
Band 10 10.300 - 11.300 100
Band 11 11.500 - 12.500 100

Table 3. The case date and sky condition. Clear and Cloudy are represented totally clear sky and partially cloud sky, respectively
Case date Sky condition Case date Sky condition
April 10 2013 Clear May 14 2014 Cloudy
May 11 2013 Clear May 30 2014 Clear
June 28 2013 Cloudy June 15 2014 Cloudy

September 16 2013 Clear July 1 2014 Cloudy
December 21 2013 Clear August 2 2014 Cloudy
January 22 2014 Clear September 19 2014 Cloudy
February 23 2014 Clear October 5 2014 Clear
March 11 2014 Cloudy November 6 2014 Cloudy
March 27 2014 Clear December 8 2014 Clear



                              T(K) = 

                                            

(2)

여기서, T(K)는 Landsat 8 밝기온도이고 K1과 K2는 보

정계수(w/m2/sr/μm)이며, 밴드 10과 11의 경우 각각

774.89와 1321.08 그리고 480.89와 1201.14이다(Mattew et

al., 2014). Landsat 8 자료로부터 산출된 밝기온도의 빈

도분포와 분리대기창(split-window) 방법을 적용하여

구름의 임계값을 산출하여 구름화소를 제거하였다

(Hollingsworth et al., 1996). 또한, 연구대상지는 Landsat 8

위성관측 영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좁기 때문에 대

기조건은 공간적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기온과 대

기 중의 수증기의 영향을 무시하였고, Landsat 8 위성의

화소별 지표면의 방출률(ε)만을 고려하여 지표면 온도

(Ts(K ))를 산출하였다.

                             Ts (K) = ε T(K)                              (3)

여기서, ε은 방출률로서 Fig. 1(b)의 지면피복 분류에

따른 방출률(Table 1)을 이용하였다(Mallick et al., 2008;

Jin and Liang, 2006).

4) 회귀식 산출 및 지표면 온도지도 산출

지상에서 관측된 지표면 온도를 위성에서 관측된 모

든 화소에 적용하는 것은 제약이 있다. 그러나 지표면

온도를 관측하는 지상관측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지상에서 관측된 지표면 온도와 동일 지점

의 위성산출 지표면 온도는 동일하다는 가정을 하였다.

그리고 지상 관측과 위성 관측사이의 관계성은 위성 센

서의 민감도 변화, 위성 관측, 위성자료의 대기보정 등

의 제한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지표면 온도는 일정한 관

계성을 가지게 되므로 모든 화소에 동일한 보정을 수행

하였다.

먼저 2.1의 대상지역과 2.2의 지상관측 지표면 온도

그리고 2.3의 Landsat 8에서 산출된 지표면 온도를 이용

하여 지상에서 관측된 지점과 시공간 일치를 수행하였

다. 시간 일치는 위성이 관측한 시간과 가장 가까운 시

간에 관측된 지표면에서 관측된 자료를 일치하였고 공

간 일치는 지상 관측소를 기준으로 위성에서 관측된 자

료를 3×3 화소를 평균하여 일치시켰다.

시공간 일치된 지표면 온도자료를 이용하여 위성에

서 관측된 지표면 온도를 독립변수로 지표면에서 관측

된 지표면 온도를 종속변수로 가정하여 식(4)와 같이 선

형 회귀식을 산출하였다.

                          TsObs. = a × TsSat. + b                           (4)

여기서, Ts는 지표면 온도로 아래첨자Obs.은 지표면

관측 그리고 Sat.은 위성산출이며, a와 b는 선형 회귀식

의 기울기와 절편이다. 즉, 위성에서 관측된 지표면 온

도와 지상에서 관측된 지표면 온도의 관계성을 나타내

는 것이다.

그리고 산출된 선형 회귀식을 위성의 지표면 온도에

적용하여 새로운 지표면 온도를 산출한다.

                          Tsnew = c × Tsold + d                            (5)

여기서, Tsnew는 보정된 Landsat 8 위성의 지표면 온도

이며 Tsold 는 Landsat 8 위성이 관측한 지표면 온도로 TsSat

와 동일하고, c와 d는 보정 선형 회귀식의 기울기와 절

편이다. 즉, Landsat 8 위성에서 관측된 지표면 온도는

지표면에서 관측된 지표면 온도와의 선형 회귀식을 이

용하여 보정한다.

보정된 지표면 온도는 계절별 그리고 연간 평균하여

지표면 온도지도를 산출하였고 산출된 지표면 온도에

대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단, 지상 관측지점수와

Landsat 8 위성자료수의 제한으로 선형 회귀식 산출에

사용된 모든 지상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검증을 수행하

였다.

3. 결 과

선정된 사례일 중 2014년 5월 14일 1120 LST의

Landsat 8 위성의채널별특성을이용하여Red Green Blue

(RGB) 조합영상, Tasseled cap Brightness, Tasseled cap

Greenness, Tasseled cap Wetness 지수, NDVI, Normalized

Difference Built-in Index(NDBI) 그리고 지표면 온도를

계산하여 Fig. 3에 나타내었다( Jee and Choi. 2014). 각각

의 지수들은 정규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성 사이에

값의 범위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지수에서 산림지역,

도시 그리고 강 등의 지역이 뚜렷이 구별되고 있다(Fig. 1

1
4

K2

ln(      + 1)
K1
L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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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그림을 통하여 서울 남쪽에 동서방향의 구름이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도시지역과 산악 그

리고 수면 등이 뚜렷이 구별되는 것을 볼 수 있다(Fig.

3(a)~(b) 참조). 그리고 Tasseled cap 지수(Fig. 3(c)~(e))를

통하여 도시와 주변지역의 지표면 특성을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NDVI와 NDBI를 통하여 연구대상지의 식생

과 도심지 및 도로 등의 구별이 가능하다. 지표면 온도

는 계절적 특성상 도시지역에서 높은 온도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인천과 시흥 등의 공장지역에서 높

은 지표면 온도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NDBI 지

수의 경우 산림지역에서 작은 값을 가지며, 대부분 도

시지역(Fig. 1(b)의 지표이용도 31-33)에서 높으며, 특

히,도로와 건물이 밀집된 부분에서 크게 나타난다.

Landsat 8 자료를 이용하여 RGB 영상분석, 지표특성

지수와 지표온도 산출결과는 서울과 주변지역의 차이

가 뚜렷이 나타났다. 특히, 지표특성 지수와 지표온도에

서는 서울에서 주변 신도시 지역으로 도시 내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기존 연구결과(Jee et al., 2014)와 같이

NDVI 지수와 NDBI 지수는 지표온도 및 지표고도와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Fig. 4는 Landsat 8에서 관측된 지표면 온도이며, 구름

화소는 산출된 밝기온도의 빈도분포와 분리대기창

(split-window) 방법을 적용하여(Hollingsworth et al.,

1996) 제거하였다. Fig. 4(a)는 Landsat 8 영상으로부터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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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Land surface temperature retrieved from Landsat 8 at 0220UTC 14 May 2014. (b) Corrected LST is calculated from linear
regression between (a) Raw LST and surface observed LST. And blank regions are eliminated using cloud detection.

(a) Raw LST (b) Corrected LST

Fig. 3. RGB images, Indices of Tasseled cap Brightness, Greenness and Wetness, NDVI, NDBI, and Land Surface Temperature
retrieved from Landsat 8 at 0220UTC 14 May 2014.

(e) TC. Wetness

(a) RGB 432

(h) LST(K)

(d) TC. Greenness

(f) NDVI

(b) RGB 742

(g) NDBI

(c) TC. Brigh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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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rrected land surface temperatures retrieved from Landsat 8 in all cases. And blank regions are eliminated using cloud
detection.

(p) October 5 2014

(k) May 30 2014

(f) January 22 2014

(a) April 10 2013

(q) November 6 2014

(l) June 15 2014

(g) February 23 2014

(b) May 11 2013

(r) December 8 2014

(m) July 1 2014

(h) March 11 2014

(c) June 28 2013 (e) December 21 2013

(j) May 14 2014

(o) September 19 2014(n) August 2 2014

(i) March 27 2014

(d) September 16 2013

Fig. 5. Relationship of land surface temperature(℃) between Landsat 8 and surface observation. a) Raw is raw LST from Landsat 8
data and b) Corrected is corrected LST from linear regression between raw LST and surface observed LST. And gray colored
square mean cloud masking under cloud sky.

(a) Raw LST (b) Corrected LST



출된 지표면 온도로 인천의 공업지역과 서울의 도시지

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표면 온도가 나타났으며, 해

수면과 한강 그리고 높은 고도의 산에서 낮은 온도가 나

타났다. Fig. 4(b)는 지표면에서 관측된 온도를 이용하여

보정된 지표면 온도의 분포이다.

위성에서 산출된 지표면 온도는 Fig. 1의 지상 관측소

에서 관측된 지표면 온도의 지점 및 시간 일치하여 Fig.

5(a)에 사례별로 나타내었다. 지상관측 지표면 온도와

Landsat 8 위성의 산출 지표면 온도의 기울기는 모든 자

료에서 0.78, 구름을 제외하였을 때 0.88로 나타났고 구

름 화소로 제외된 자료는 5개였다. 지상에서 관측된 지

표면 온도와 비교하였을 때 모든 자료에 대하여 상관계

수는 0.88이고 평방근 오차 (Root Mean Square Error

(RMSE))는 5.33℃이었으나 구름인 화소를 제거하였을

때 상관계수는 0.98이고 RMSE는 2.84℃로 상관성은 높

아지고 오차 또한 감소하였다.

식(5)을 이용하여 위성에서 산출된 지표면 온도를 보

정하였을 때 Fig. 5(b)와 같이 나타났다. Fig. 5에서 원시

자료와 비교하였을 때 높은 지표면 온도가 나타나던 지

역의 온도가 낮아졌고 해상, 강 등에서 낮았던 지표면

온도가 다소 높아진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각 사례 일에 대하여 보정된 지표면 온도의 분포는

Fig. 6과 같으며, Table 3의 구름이 있는 사례일의 지표면

온도에서 구름이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5

월 14일, 6월 15일, 9월 19일의 자료에서는 다소 많은 영

역에서 구름제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2014년 7월

1일과 8월 2일의 자료는 유사한 구름의 분포가 나타나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6과 유사하게 서울의 도심

지와 인천의 공단지역에서 높은 지표면 온도가 나타났

고 해상, 강 그리고 높은 고도의 산악에서 낮은 온도가

분포되었다. 특히, 해양의 경우 겨울에는 지표면 온도와

비교하여 높게 나타났고 여름에는 해양의 온도가 낮게

분포되었다.

보정된 지표면 온도와 지상관측 지표면 온도와의 관

계성은 Fig. 5(b)와 같다. 구름을 포함한 모든 자료에서

는 보정전과 유사한 특징(낮은 지표면 온도에서 Landsat

8 지표면 온도가 나타남)을 보였으나 회귀식의 기울기

는 0.95로 관측과 유사한 지표면 온도로 산출되었다. 그

리고 보정된 Landsat 8 지표면 온도는 지상관측 지표면

온도와 상관계수는 0.98로 보정전과 상관계수는 동일

하였으나 RMSE는 2.34℃로 개선되었다.

이상에서 산출된 위성의 지표면 온도의 통계결과와

회귀식의 결과는 Table 4에 정리하였다. 위성에서 산출

된 지표면 온도의 보정전과 후의 차이는 각 방법의 지

표면 온도의 상관계수와 RMSE 그리고 회귀식의 기울

기와 절편으로 나타내었다. 보정 전과 후의 상관성의 변

화는 작았으나 지상관측 지표면 온도와의 편차가 줄어

든 결과를 보이고 있어 위성산출 지표면 온도가 실제 지

표면 온도와 유사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위성산출 지표면 온도와 지상관측 지표면 온도의 관

계성을 이용하여 위성산출 지표면 온도를 개선하였고

각 사례들의 지표면 온도를 계절별 그리고 연 평균하여

지표면 온도지도를 Fig. 7과 같이 계산하였다. 사용된 자

료의 수가 적어 계절평균을 대표할 수는 없으나 동일시

각에 관측된 자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계절별 또는 연

지표면 온도의 분포특성은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분석

된다. 계절별 지표면 온도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름철에

높고 겨울철에 낮은 온도경향을 나타내고 봄철에 해양

과 지표면의 온도차이가 뚜렷이 나타났다. 그러나 여름

철과 가을철 자료의 수가 비교적 적어 구름제거에 따라

경기도 남부지역으로 구름이 위치하였던 부분으로 영

역에서 지표면 온도가 낮게 나타났다.

연평균 지표면 온도의 경우 비교적 지표면 온도가 높

은 여름철의 구름화소 제거로 인하여 경기도 남부지역

으로 낮은 지표면 온도가 분포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연 평균되어 봄가을의 온도범위를 보인다. 서울 내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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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statistics of land surface temperature between Landsat 8 and surface observation. Corrected means corrected landsat
LST from raw landsat LST with regression function between raw landsat LST and surface observation

Statistics
# Data Correlation RMSE Slope Intercept

Raw
with cloud 51 0.870 5.329 0.776 5.97
without cloud 46 0.976 2.843 0.880 2.838

Corrected without cloud 46 0.976 2.339 0.952 0.857



통량 및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과 수도권의 김포공항, 인

천, 시화, 남동 공업지역 등 교통, 사업 집중지역을 중심

으로 높은 지표면 온도가 분포되고 있다. 또한, 서울을

중심으로 인구분산을 위하여 형성된 일산, 분당, 안양,

의정부 등의 위성도시에서 높은 지표면 온도가 나타나

는 것으로 분석된다.

4 결 론

수도권 지역에 대하여 Landsat 8에서 관측자료를 이

용하여 지표면 온도를 산출하였고 지상에서 관측된 지

표면 온도를 이용하여 보정된 지표면 온도를 비교분석

하였다. 관측된 지표면 온도와 위성으로부터 산출된 지

표면 온도의 회귀식을 이용하여 위성기반의 지표면 온

도지도를 산출하였고 자료 활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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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easonal and Annual land surface temperature map on Seoul and surrounding areas.
(e) Annual

(c) Fall

(a) Spring (b) Summer

(d) Winter



2013년 5월 14일 1120 LST의 Landsat 8 채널별 자료를 이

용하여 RGB 조합영상, Tasseled cap Brightness, Tasseled

cap Greenness, Tasseled cap Wetness 지수, NDVI, NDBI

그리고 지표면 온도를 계산하였다. 사례에서 서울 남쪽

에 동서방향에서 구름이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

며, 도시지역과 산악 그리고 수면 등이 뚜렷이 구별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표면 온도는 계절적 특성상 도

시지역에서 높은 온도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인천과 시흥 등의 공업지역에서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

표면 온도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상관측 지표면 온도와 Landsat 8 위성의 산출 지표

면 온도의 기울기는 모든 자료에서 0.78, 구름을 제외하

였을 때 0.88로 나타났고 구름 화소로 제외된 자료는

5개였다. 지상에서 관측된 지표면 온도와 비교하였을

때 모든 자료에 대하여 상관계수는 0.88이고 RMSE는

5.33℃이었으나 구름인 화소를 제거하였을 때 상관계

수는 0.98이고 RMSE는 2.84℃이었다. 구름을 포함한 모

든 자료에서 보정전과 유사하게 지표면 온도가 낮게 관

측된 영역에서 Landsat 8 지표면 온도가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그러나 이때 회귀식의 기울기는 0.95로

관측과 유사한 지표면 온도로 산출되었다. 그리고 보정

된 Landsat 8 지표면 온도와의 상관계수는 0.98로 보정

전과 동일하였으나 RMSE는 2.34℃로 개선된 결과를 보

여주었다. 보정전과 후의 상관성은 유사하였으나 지상

관측 지표면 온도와의 편차가 작아져 위성산출 지표면

온도가 실제 지표면 온도와 유사하였다.

계절별 지표면 온도의 특성으로 여름철에 높고 겨울

철에 낮은 온도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봄철에 해양과

지표면의 온도차이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연평균 지

표면 온도의 경우 비교적 지표면 온도가 경기도 남부지

역으로 낮은 지표온도가 분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연 평균된 봄가을의 온도범위를 보인다. 서울 내부 교

통량 및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과 수도권의 김포공항, 인

천, 시화, 남동 공업지역 등 교통, 상업, 공업 집중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지표면 온도가 분포되고 있다.

지표면 온도지도는 직접 관측이 불가능한 지역을 원

격탐사장비를 이용하여 관측된 자료를 통해 회귀식을

산출하는 것이 핵심이며, 지역적인 온도분포를 효율적

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지표면 온도지도 작성을

위해서는 많은 관측자료가 요구되며, 정확한 산출을 위

하여 구름화소 제거, 기온 및 수증기의 영향 분석 등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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