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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2018년에 발생한 폭염 및 한파 발생 기간을 대상으로 습지의 지면온도 완화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위성관측 지표
면 온도(Land Surface Temperature, LST)와 지상 관측 기온 자료를 활용해 토지 이용별 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폭염 기간
에는 폭염주의보 발령 기준인 최고기온 33℃ 이상인 지역, 한파 기간은 한파주의보 발령 기준인 최저기온 –12℃ 이하의 지
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위성 자료로는 Terra/Aqua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의 Daytime, 
Nighttime LST 자료, 지상 관측 기온 자료로는 전국 86개소의 종관기상관측장비(Automated Surface Observing System, 
ASOS) 지점에 대한 최고 및 최저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분석 결과, 한파 기간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산림의 지면온도의 평균이 –12.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밭과 습지가 각각 –12.9℃와 –13.0℃로 나타나 평균이 가장 
낮은 도시의 –14.4℃에 비해 1.4℃ 더 높았다. 폭염 기간에도 도시지역의 평균이 34.6℃로 가장 높았고 습지는 33.0℃로 도
시지역과 - 1.6℃의 차이를 보여 습지의 지면온도 완화효과를 확인하였다. 습지는 기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지면온도의 
완화 기능을 발휘하였고, 원격탐사 영상을 이용한 확인이 가능하였다.

핵심용어 : 기온, 습지, 폭염, 한파, LST, Terra/Aqua MODIS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surface temperature mitigation effect of wetlands during cold waves (below –12℃ from January 
to February) and heat waves (above 33℃ from July to August) in 2018. We used Terra/Aqua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 Daytime and Nighttime Land Surface Temperature (LST) product, and the maximum and 
minimum air temperature observed at 86 stations of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KMA). For the cold wave 
analysis, the LST of Terra MODIS nighttime was the highest at forest area with –12.7℃, followed by upland crop and 
wetland areas of –12.9℃ and –13.0℃ respectively. The urban area showed the lowest value of –14.4℃. During the 
heat wave, the urban area was the highest with + 34.6℃ in Aqua MODIS LST daytime. The wetland area was + 33.0℃ 
showing - 1.6℃ decrease comparing with urba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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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습지는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지를 제공하고 육상 및 습생 생

태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생태적 기능, 기후변화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하는 기후조절기능, 각종 오염으로 인해 발생 되

는 화학물질을 정화하는 수질정화기능, 인류가 직간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하는 생산적 기능 등 지구환경 시

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Mitsch and Gosselink, 2000; 

NIER, 2013). 폭염이나 한파 등의 전 지구적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적인 환경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오늘날의 습지는 

특별히 기후조절기능의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다

(IPCC, 2007). 습지는 지표면에 존재하는 탄소의 40% 이상을 

저장할 수 있으며, 특히 토탄지(Peatlands)와 삼림 습지

(Forested Wetlands)는 중요한 탄소의 흡수원 및 저장소로 알

려져 있다. 또한, 습지는 대기 중으로의 탄소 유출을 차단하여 

이산화탄소의 양을 조절해주며, 하계에 열을 흡수하고 동계에 

열을 방출하는 열적 스폰지 기능을 발휘하여 국지기후의 순화

기능을 한다(Kim, 2001; Kim, 2008).

전 세계적으로 습지에 관한 연구는 지형학, 생물학, 지질학 

및 수문학의 각 분야를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1970년대 초 각 

학문의 분야별로 이루어진 습지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1970

년대 중후반부터 국가적인 지원 사업을 통해 자국 내 습지에 

대한 정의와 분류체계를 확립하고 습지 목록을 작성하는 작업

이 이루어졌다(Jung, 2004; Park and Kim, 2011). 우리나라

의 습지 관련 연구는 Kwon (1976)의 낙동강 하류 배후습지의 

지형 연구와 Mun and Kim (1985)의 낙동강 하구의 식생 및 

토양 관련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는데, 당시 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과 무관심 속에서 식생과 조류 등을 대상으로 하

는 극소수의 생태학 관련 연구 일변도로 이루어졌다(Hwang 

and Lee, 1997; Park and Kim, 2011). 1999년 습지보전법 

제정 이후, 환경부에서는 총 18개 내륙 습지를 습지보호지역

으로 지정하고 습지보호지역의 현황 및 생태계 변화상 모니터

링을 통한 보전 및 관리방안 도출을 위한 ‘습지보호지역 정밀

조사’,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내륙 습지의 현황과 생태적 보전

가치 파악을 위한 ‘전국내륙습지 일반·정밀조사’, 하구역의 생

물종 및 생태계 현황 파악을 통한 하구역 보전의 기초자료 확

보를 위한 ‘하구역생태계정밀조사’ 등의 조사연구를 연차적으

로 수행하고 있다(NIER, 2013).

이와 같은 생물학적 연구 이외에도 생태계 보전을 위한 대책 

수립에 필수적인 서식 조건의 변화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기후

환경 평가연구 또한 진행되어왔다. Kim (2001)은 자동기상관

측장비(Automatic Weather System, AWS)를 이용하여 우포

늪의 기후순화기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

며, Kwon et al. (2008)은 AWS와 순복사계를 이용하여 고흥

만 습지의 증발산량을 열수지식을 통해 추정하는 연구를 진행

하였다. Park and Kim(2011)은 AWS를 이용하여 우포늪이 

갖는 국지기후 순화기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

만, 습지 연구를 위한 기상 자료의 취득은 습지 내에 직접 관

측 장비를 설치하거나, 규모가 작고 고립되어 있으며 변형이 

쉬운 지형적인 특성을 가진 산지 습지의 경우 장비의 설치가 

어려워 다수의 연구들이 습지 내 실측자료가 아닌 주변 관측

소의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Oh et al., 2018)

원격탐사 영상은 관측소가 없거나 불가능한 지역의 관측도 

가능한 장점이 있어 습지 환경 모니터링에 널리 사용되어왔다

(Amler et al., 2015; Guo et al., 2017; Jones et al., 2009; 

Lee et al., 2007; Muro et al., 2018). 위성 영상을 이용하여 

내륙과 해안 습지의 변화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기법이 오래전

부터 연구되어 왔으며(Jensen et al., 1987; Jensen et al., 

1993; Ha et al., 2007), 해안 습지 지도화 연구(Ku, 2004), 

인공습지 적지 분석 연구(Koh et al., 2008), 습지 지역의 지형

경관변화 분석 연구(Park and Ku, 2003; Lee et al., 2010) 등 

원격탐사 영상을 이용한 습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원격탐사 

영상을 이용한 습지 관련 기후변화 영향연구는 미비한 실정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습지 내 실측 AWS나 ASOS 

(Automated Surface Observing System) 자료가 아닌 MODIS 

LST (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Land 

Surface Temperature) 원격탐사 영상을 이용하여 습지의 지면

온도 완화 효과를 평가하고, 그 유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MODIS LST daytime/nighttime 자료를 기반으

로 습지의 기후완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2018년의 폭염 및 

한파 발생 기간을 대상으로 각 토지 이용별 온도를 습지와 비

교하였다. MODIS LST 자료는 2018년 폭염 및 한파 발생 기

간에 대해 일별로 구축하였고, 동 기간에 대한 종관기상관측

(Automated Surface Observing System, ASOS) 86개 지점의 

최고기온 및 최저기온 자료를 구축하였다. 두 자료는 역거리 

가중법(Inverse Distance Weighting, IDW)을 이용해 공간 분

포시켰으며, 폭염 기간의 경우 기준 온도인 최고기온 33℃ 이

상, 한파 기간의 경우 최저기온 –12℃ 이하의 격자들을 대상

으로 하여 토지 이용별 특성 분석을 진행하였다(Fig. 1).

2.1 연구지역

본 연구는 대륙성 온대기후의 우리나라 전체(위도 33°06′ 

~ 43°01′, 경도 124°04′ ~ 131°05′, 면적 101,145 km2)를 

대상으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여름(6 ~ 8월)은 몬순의 영향으

로 많은 강수량이 지속 되며, 봄(3 ~ 5월)과 가을(9 ~ 11월)

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건조하다. 겨울(12 ~ 2월)은 시

베리아 기단의 영향으로 다른 계절에 비해 한랭한 특징이 있

다(Baik and Choi, 2015). 지난 106년(1912 ~ 2017) 동안의 

우리나라 연평균기온은 13.2℃였으나 2010년대(2011 ~ 

2017)에 들어 14.1℃로 증가하여 최근의 온난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저온과 관련된 극한기후 현

상이 다소 증가하여 최근 30년간의 추세와 다른 경향이 나타

났지만, 계절 지속일이 여름은 98일에서 117일로 19일 길어

졌으며 겨울은 109일에서 91로 18일 짧아졌다(NIM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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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chart

(a) Landuse (b) MODIS LST

Fig. 2. Resampled Land use (2008) and LST (2018.08.01., retrieved from MODIS)

우리나라는 산림이 67.8%로 국토 면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

하고 있으며, 농경지(21.1%), 시가화·건조지역(4.1%), 초지

(2.9%), 수역(2.1%) 나지(1.6%), 습지(0.3%)로 구성되어 있다. 토

지피복분류는 환경부 환경공간정보서비스(https://egis.me.go.kr/)에

서 제공하는 중분류 토지피복지도를 위성영상과 동일한 1000m 크

기의 격자 간격으로 재추출(Resampling)하였다. 또한, 농경지 

중에서도 토양의 특성이 다른 논과 밭을 분류하고 도시, 논, 

밭, 산림, 초지, 습지, 나지, 수역의 8개 항목으로 재분류

(Reclassify)하였다(Fig. 2(a)). 재분류를 완료한 토지피복지도

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토지이용별 전체 픽셀 면적의 

합, 표고와 위도의 평균값을 나타내었다(Table 1). 분석에 사

용한 resample한 토지이용도에서 산림, 수역, 논, 밭은 각각 

Table 1. Area, elevation, and latitude of resampled landuse

Landuse
Area
(km2)

Area
(%)

Elevation 
(m)

Latitude
(º)

Urban 5,589 5.1 77.0 36.3

Paddy 9,877 9.0 74.1 36.0

Upland 8,751 8.0 145.9 36.0

Forest 60,490 55.4 333.7 36.4

Grass 6,800 6.2 173.2 36.1

Wetland 3,190 2.9 29.5 35.9

Bare 2,166 2.0 141.1 36.3

Water 12,295 11.3 15.7 35.5

Total 109,15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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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11.3%, 9% 8% 순으로 넓은 면적을 차지하였으며, 수

역의 경우 환경부 고시에 비하여 넓은 면적을 나타내었으나 

이는 토지피복지도가 내륙뿐만 아닌 해안지역까지 반영한 것

으로 판단된다. 고도의 경우 밭, 산림, 초지, 나지가 높았고, 위

도는 토지이용별 차이가 거의 없었다.

기상청 보도자료(KMA, 2019)에 따르면 2018년 1월 23일

부터 2월 13일까지 22일간 강한 한파가 발생하였다. 당시 전

국의 최고기온은 0.6℃에 지나지 않았으며 낮 기온도 영하권

에 머물렀다. 1월 27일에는 군산이 최저온도 –15.0℃, 산청이 

–14.6℃, 2월 7일에는 진주가 –14.3℃를 기록하였고, 1973

년 이후 일 최저기온 1위를 기록하는 강한 한파로 기록되었다. 

2018년의 전국 평균 폭염 일수는 29.2일로 평년 8.6일에 비해 

차이가 매우 컸으며, 이것은 197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

은 일수로 보고되었다. 폭염 지속일수는 금산이 37일(7월 11

일 ~ 8월 16일), 광주가 36일(7월 12일 ~ 8월 16일) 등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에 걸쳐 폭염이 지속되는 현상을 보였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상청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2018년 1월 

23일부터 2월 13일까지를 한파 기간, 7월 11일부터 8월 16일

까지를 폭염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2.2 Terra/Aqua MODIS LST (Land Surface Temperature)

본 연구에서는 토지 이용별 분석을 위해 미항공우주국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

에서 제공하는 Terra/Aqua MODIS(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위성영상을 사용하였다. 

MODIS는 장기적 지구 관측을 통해 기후 시스템의 주요 구

성 요소 및 상호작용을 모니터링하고 이해하기 위한 

EOS(Earth Observation System)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발사

된 Terra/Aqua 위성의 주요 센서이다. Terra 위성은 1999년 

12월, Aqua 위성은 2002년 5월에 발사되어 고도 705km에

서 전 지구를 하루에서 이틀에 걸쳐 관측하며, Terra는 북쪽

에서 남쪽으로 오전 10시 30분, Aqua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오후 1시 30분경에 적도를 통과한다. Terra/Aqua 위성은 36

개 분광 밴드를 통해 0.4 ~ 15.4 μm의 파장 영역을 관측하

는데, 밴드 1과 2는 250m × 250m, 3부터 7까지는 500m 

× 500m, 8부터 36까지는 1km × 1km 등 세 가지 종류의 

공간 해상도가 있다. Terra/Aqua 위성의 관측 폭은 남북 

5,000km, 동서 2,300km이다(Lee et al., 2015).

MODIS LST는 2개의 열적외(Thermal InfraRed, TIR) 밴

드인 31(10.78–11.28μm)과 32(11.77–12.27μm)를 이용하

여 split-window 방법(Wan and Dozier, 1996; NASA, 

1997)을 통해 산출되는데, 그 원리는 두 파장대의 수증기에 

대한 흡수 차이를 이용하여 대기 중의 수증기에 의한 감쇠 정도

를 알아내는 것이다. 이는 SST (Sea Surface Temperature) 산출 

시 사용되었으나(Mcmillin, 1975), Price(1984)에 의해 LST에 적

용되었다. Split-window 알고리즘은 MODIS/Terra Land Cover 

Types(MOD12C1) 기반의 land cover classification(Snyder et 

al., 1998; NASA, 1999)을 바탕으로 지표면의 밴드별 방출률

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방출률을 보정 해 LST를 산출한다

(Lee et al., 2007; Benali et al., 2012). MODIS LST는 Earth 

Observing System Data and Information System (EOSDIS) 

Earthdata(https://earthdata.nasa.gov/)에서 1000m 공간 해상

도의 MODIS/Terra Land Surface Temperature/Emmissivity 

(MOD11A1)와 MODIS/Aqua Land Surface Temperature/ 

Emmissivity(MYD11A1)를 제공한다. 두 Product의 하위 데이터

들로는 LST_Day_1km, QC_Day, LST_Night_1km, QC_Night 

등이 있으며, 시뉴소이드 도법(Sinusoidal Projection)이 적용

되어있다. MODIS 위성영상은 원격탐사장비의 특성상 구름이

나 대기의 교란 등으로 유효한 픽셀이 존재하지 않는 날도 존

재한다(Lee et al.,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ODIS 위성 

영상의 보정을 위해 각 Product 별 Day time/Night time QC 

영상 (QC_Day, QC_Night)을 이용하여 오염된 픽셀을 나타

내는 값을 LST 영상에서 제외하여 1차적인 보정을 수행하였

다. 1차 보정 이후의 결측치 보정은 역거리 가중법(Inverse 

Distance Weighting, IDW)을 이용한 Gap-Filling을 실시하여 

공간 분포화 하였다(Fig. 2(b)).

3. 결과 및 고찰

3.1 2018년 폭염 및 한파 기간에 대한 MODIS LST와 

기온과의 상관성 분석

선행연구에서는 최근 11년간(2008 ~ 2018)의 MODIS LST 

daytime/nighttime(Terra daytime:  , Terra nighttime: 

 , Aqua daytime:  , Aqua nighttime:  ) 자

료와 전국 종관기상관측 86개 지점의 최고, 최저 및 평균기온

( ,  , )자료를 이용하여 대상 기간 전체와 2018년 

폭염 및 한파 발생 기간에 대해 두 자료 간 상관성 분석을 수

행하였다(Chung et al., 2019). 최근 11년간 가 평균값

이 17.9℃로 의 평균값과 18.4℃로 가장 근접하고, 
이 평균 7.4℃로 의 평균값인 8.3℃와 가장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Fig. 3). 상관성 분석 결과로는 와 가 결정

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 0.85, 평균제곱근오차

(Root Mean Square Error, RMSE) 4.8℃로 가장 상관성이 

높았으며, 과는 이 R2 0.86, RMSE 4.2℃로 가장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기온 자료와 LST 자

료 사이의 강한 상관관계를 규명하였다(Table 2). 한파 기간

(2018.01.23. ~ 2018.02.13.)의 경우 과 이 R2가 

0.36, RMSE가 4.7℃로 가장 상관성이 높은 것은 동일하였으

나, 폭염 기간(2018.07.11. ~ 2018.08.16.)의 경우 가 

아닌 가 와 R2는 0.14, RMSE는 5.4℃로 상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의 분석 결과, 한파 기

간과 폭염 기간에 대한 상관성 분석을 수행할 경우 각각 

과 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8년 한파 발생 기간에 대하여 을, 폭

염 발생 기간에 대하여 를 사용하여 토지 이용별 분석

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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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of maximum, mean, and minimum temperature data ( ,  , and ; 86 Automated Surface Observing System)
and four LSTs ( ,  ,  , and  ) from 2008 to 2018 (Chung et al., 2019)

Table 2. Comparison of maximum, mean, and minimum temperature data ( ,  , and  ; 86 Automated Surface Observing
System) and four LSTs ( ,  ,  , and  ) for whole period, cold wave period, and heat wave period

* significant at p < 0.1; ** significant at p < 0.05; *** significant at p < 0.001

Index Data type

Whole period
(2008 ~ 2018)

Cold wave period
(2018.01.23. ~ 2018.02.13.)

Heat wave period
(2018.07.11. ~ 2018.08.16.)





        

R2

 0.85
***

0.89
***

0.80
***

0.88
***

0.54
***

0.53
***

0.52
***

0.60
***

0.13
***

0.15
***

0.14
***

0.18
***

 0.81
***

0.91
***

0.75
***

0.90
***

0.49
***

0.56
***

0.44
***

0.62
***

0.10
***

0.15
***

0.10
***

0.19
***

 0.73
***

0.86
***

0.67
***

0.87
***

0.28
***

0.36
***

0.23
***

0.35
***

0.04
***

0.03
***

0.04
***

0.06
***

RMSE
(℃)

 4.8
***

11.3
***

4.8
***

12.3
***

3.4
***

10.1
***

3.6
***

10.9
***

5.8
***

11.9
***

5.4
***

12.5
***

 5.9
***

6.0
***

7.5
***

7.0
***

5.2
***

5.2
***

7.7
***

5.7
***

4.4
***

6.5
***

5.3
***

7.3
***

 10.2
***

4.2
***

11.9
***

4.3
***

10.1
***

4.7
***

13.4
***

4.7
***

6.9
***

3.8
***

7.9
***

4.2
***

: Terra MODIS LST daytime, : Terra MODIS LST nighttime, : Aqua MODIS LST daytime, : Aqua 

MODIS LST nighttime, : Maximum air temperature, : Mean air temperature, : Minimum air temperature

3.2 2018년 폭염 및 한파 기간에 대한 토지 이용별 특성 

분석

폭염 및 한파 발생 기간에 대하여 86개 ASOS 관측 지점을 

대상으로 각각 최저기온 및 최고기온의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

였다(Fig. 4와 Fig. 5). 한파 기간에는 강한 한파가 발생한 것

으로 기록되었던 1월 30일과 2월 7일은 대부분의 관측소에서 

다른 날에 비해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으나, 1월 27일의 경우 

일부 관측소에서는 온도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지역

별로 위도에 따라 지역별로 한파의 발생 시기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군산 및 산청 관측소의 경우는 1월 27일이 1

월부터 2월 사이의 기간 중 가장 낮은 최저기온을 보인 것으

로 나타났다(Fig. 4). 폭염 발생 기간의 경우 7월 20일, 8월 1

일, 8월 13일에 대부분의 관측소에서 급격한 온도의 상승이 

나타났다. 특히, 백령도와 태백의 경우 폭염 기간의 일 최고 

기온이 30℃ 이하로 지속되는 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관측 표고와 위도에 따라 최고 기온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백령도의 경우 섬 지역의 특성상 바다로 인한 온도 

저감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Fig. 5).

본 연구에서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의한 습지의 기후완화 효

과를 평가하기 위해 시계열 분석에서 급격한 변화를 나타냈던 

각 3일을 대상으로 기온 및 지표면 온도(MODIS LST)의 토지 

이용별 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한파 기간을 대상으로 한 토지 이용별 특성 분석 결과 전반

적으로 위성 자료와 기온 관측 자료에서 습지의 기후완화 효

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 6(a)를 살펴보면 
의 경우 평균값은 산림이 –16.9℃로 가장 낮았으며 나지가 

–16.7℃, 수역이 –16.6℃로 비슷한 온도를 보였고, 밭과 초

지가 –16.5℃로 동일하였다. 습지와 도시는 평균이 –16.2℃

와 –16.3℃로 비슷하였는데, 도시의 경우 밀집된 건물들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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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ime series boxplots of minimum air temperature of 86 Automated Surface Observing System (ASOS) stations at cold wave
period from Jan. 23 to Feb. 13 in 2018

Fig. 5. Time series boxplots of maximum air temperature of 86 Automated Surface Observing System (ASOS) stations at heat wave
period from Jul. 11 to Aug. 16 in 2018

한 통풍의 저하가 한랭한 북서 계절풍을 어느 정도 막아줌으

로써 온도가 다른 토지 피복에 비해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Kim et al., 2007), 습지의 경우 도시와 같은 밀집된 인공물의 

영향 없이도 자연적인 기후완화 효과가 잘 나타난 것으로 보

인다. 논의 경우 –15.8℃로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비닐하우

스 등의 시설재배지에서 발생 되는 인공열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Song and Park, 2012). 최솟값은 산림이 –

24.6℃로 가장 낮았으며 습지는 –22.4℃로 2.2℃의 차이를 

보여 습지가 온도의 하강을 억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

서는 산림의 평균이 –12.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밭과 

습지가 각각 –12.9℃와 –13.0℃로 나타나 평균이 가장 낮은 

도시의 –14.4℃에 비해 1.4℃ 더 높아 습지의 기후완화 효과

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최솟값은 습지가 –18.9℃로 가장 낮

은 도시와 수역의 –19.6℃에 비해 0.7℃ 높았으며 산림의 –

18.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값을 보였다. 

Fig. 6(b)의 에서는 산림과 수역이 평균 –14.4℃로 가

장 낮았고 밭, 초지와 나지가 –14.1℃로 뒤를 이었다. 습지는 

–14.0℃였으며 습지와 산림, 수역의 차이가 0.4℃로, Fig. 

6(a)에 비해 습지의 기후완화 효과가 덜하였다. 최솟값 또한 

산림이 –19.2℃로 가장 낮고 습지가 –18.0℃로 1.2℃의 차

이가 나타나 Fig. 6(a)에 비해 차이가 줄어들었다. 에서

는 논이 –7.5℃로 가장 높았고, 밭과 습지에서 –7.7℃가 나

타났으며 수역이 –8.7℃로 가장 낮았고 습지와 1℃의 차이를 

보였다. 최솟값은 수역이 –13.8℃, 습지가 –10.1℃로 3.7℃

의 큰 차이를 보였다.

Fig. 6(c)의 의 평균값은 산림이 –15.9℃로 가장 낮았

고, 습지가 –15.3℃로 0.6℃의 차이를 보였고, 최솟값 또한 

산림이 –22.8℃로 가장 낮고 습지가 –20.3℃로 2.5℃의 차

이가 나타나 습지의 기후완화 효과가 커졌다. 하지만 는 

밭이 –12.4℃와 습지가 –12.1℃로 0.3℃의 차이를 보였고, 

최솟값은 습지가 –16.3℃로 가장 높았고 도시가 –17.0℃로 

0.7℃의 차이를 보였다.

폭염 기간을 대상으로 한 Fig. 7(a)을 살펴보면, 에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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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6. Boxplots of observed minimum temperature ( ) and Terra MODIS LST night time ( ) for 8 landuse classes (Red: Urban,
Light yellow: Paddy, Yellow: Upland, Dark green: Forest, Green: Grass, Purple: Wetland, Cyan: Bare, Dark blue: Water) at (a) 
2018.01.27., (b) 2018.01.30., and (c) 2018.02.07. The red line on the graph is -12 degrees which represent the reference temperature 

of cold wave.

림과 습지의 평균이 35.5℃로 나타났고, 산림과 습지 이외 토

지이용의 평균은 35.3℃ ~ 35.4℃로 편차가 크지 않았다. 습

지의 최댓값은 38.6℃로 도시, 논, 밭, 산림의 38.7℃에 비해 

0.1℃ 낮아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상승하는 기온을 약간 이나

마 억제한 것으로 보인다. 에서 도시지역은 34.6℃로 평

균이 가장 높았고 습지의 33.0℃와 1.6℃의 차이를 보여 기후

완화 효과가 에 비해 확연히 나타났고 최댓값 또한 도시

지역의 42.6℃에 비해 습지가 38.0℃로 4.6℃ 낮았다. 나지는 

33.0℃로 습지와 동일하였으나 최댓값이 39.6℃로 도시 다음

으로 높았는데, 이는 식생 피복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식생에 의한 기온 저감 효과를 받지 못하기 때문으로 판단된

다. 논, 밭, 초지는 최댓값이 각각 38.0℃, 38.4℃, 37.4℃로 도

시와 나지에 비해 낮았는데, 식생 피복으로 인한 기온 저감 효

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며 선행 연구(Shashua-Bar and 

Hoffmann, 2000; Kim et al., 2007)에서도 토지 이용별 기온 

변화특성을 조사하였을 때 논, 밭, 그리고 초지에서 온도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또한, Lee et al. (2018)

은 여름철 산림의 온도가 식생의 증발산과 기공의 증산량 조

절에 의해 저감 되는 것을 규명하기도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도 동일하게 산림이 평균이 31.5℃, 최댓값이 37.4℃로 가장 

낮은 온도를 나타냈다. 수역에서도 평균이 32.4℃, 최댓값이 

37.6℃로 기온 저감 효과가 있었는데, 물이 가지는 큰 열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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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7. Boxplots of observed maximum temperature ( ) and Aqua MODIS LST day time () for 8 landuse classes (Red: Urban,
Light yellow: Paddy, Yellow: Upland, Dark green: Forest, Green: Grass, Purple: Wetland, Cyan: Bare, Dark blue: Water) at (a) 
2018.07.20., (b) 2018.08.01., and (c) 2018.08.13. The red line on the graph is 33 degrees which represent the reference temperature

of heat wave.

의 영향이 주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7(b)의 에서는 습지의 평균이 37.1℃로 다른 토

지이용에 비해 온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와 나지의 

평균은 37.6℃보다 0.5℃ 더 낮았다. 에서는 각 토지 이

용별 평균 및 최댓값의 편차가 커져 습지의 기후완화 효과를 

더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 도시의 평균과 최댓값이 각

각 40.0℃와 51.5℃일 때 습지는 36.5℃와 44.6℃로 4.5℃와 

6.9℃의 차이가 나타났다. 도시 다음으로 나지가 평균과 최댓

값이 37.6℃와 47.0℃로 높았고 논, 밭, 산림, 초지와 수역의 

평균 및 최댓값이 도시와 나지보다 낮은 경향은 Fig. 7(a)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7(c)의 에서는 도시, 산림, 초지, 습지, 수역의 평균

이 35.8℃로 동일하였으나 최댓값은 습지가 38.9℃로 나타나 

39.0℃ 이상의 토지이용(도시, 논, 밭, 산림, 초지, 수역) 대비 

기온 억제 효과를 보였다. 에서의 습지의 평균은 30.4℃

로 나지의 30.2℃보다 높았지만, 최댓값은 33.8℃로 도시, 논, 

밭, 산림, 수역의 34.0℃, 34.2℃, 34.1℃, 33.9℃보다 낮은 것

으로 나타나 습지가 어느 정도의 기후완화 효과를 발휘한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분석한 일자에 따라 효과의 차이는 다르

게 나타나고 있지만, 한파 및 폭염 발생 기간에 습지의 기후완

화 기능을 충실히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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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는 기온 자료와 지표면 온도(MODIS LST) 자료를 

기반으로 습지가 갖는 기후완화 효과의 평가를 위해 

Terra/Aqua 지표면 온도 자료를 2018년 폭염 및 한파 발생 

기간에 대해 일별로 구축하고, 동 기간에 대한 ASOS 86개 지

점의 최고기온 및 최저기온 자료를 구축하여 각 토지 이용별 

특성을 분석하여 습지와 비교하였다. 또한, 폭염 및 한파가 발

생한 기간에 대해 최고온도 및 최저온도의 시계열 분석을 수행

하여 온도가 급격히 하강하거나 상승했던 각 3일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파 기간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2018년 1월 27일의 

의 경우 평균값은 산림이 –16.9℃로 가장 낮았으며 나지

가 –16.7℃, 수역이 –16.6℃로 비슷한 온도를 보였고, 밭과 

초지가 –16.5℃로 동일하였다. 습지와 도시는 평균이 –16.

2℃와 –16.3℃로 비슷하였는데, 도시의 경우 밀집된 건물들

에 의한 통풍의 저하가 한랭한 북서 계절풍을 어느 정도 막아

줌으로써 온도가 다른 토지 피복에 비해 높은 것으로 판단되

나, 습지의 경우 도시와 같은 밀집된 인공물의 영향 없이도 자

연적인 기후완화 효과가 잘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에서

는 습지와 밭에서 평균이 –7.7℃, 수역이 –8.7℃로 습지와 

1℃의 차이를 보였다. 최솟값은 수역이 –13.8℃, 습지가 –

10.1℃로 3.7℃의 큰 차이가 나타났다. 2018년 2월 7일의 

에서는 산림이 –16.3℃로 평균이 가장 낮았으며 습지가 

–15.6℃로 0.7℃의 차이를 보였고 최솟값은 습지가 –16.3℃

로 가장 높고 도시가 –17.0℃로 0.7℃의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폭염 기간의 경우, 2018년 7월 20일에 에서 산림과 

습지의 평균이 35.5℃로 나타났고, 산림과 습지 이외 토지이용의 

평균은 35.3℃ ~ 35.4℃로 편차가 크지 않았다. 습지의 최댓값은 

38.6℃로 도시, 논, 밭, 산림의 38.7℃에 비해 0.1℃ 낮아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상승하는 기온을 약간 이나마 억제한 것으로 보인

다. 반면, 에서 도시는 가장 높은 34.6℃의 평균을 기록하

였고 습지는 33.0℃로 둘 사이의 1.6℃의 차이가 나타나 보

다 기후완화의 효과가 확연하였다. 2018년 8월 1일의 는 

습지가 평균이 37.1℃로 가장 낮았으며, 가장 높았던 도시와 나

지의 37.6℃보다 0.5℃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서는 

도시의 평균값과 최댓값이 각각 40.0℃와 51.5℃, 습지가 36.5℃

와 47.0℃로 4.5℃와 6.7℃의 차이를 보여 습지의 기후완화 효과

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습지는 한파 및 폭염의 발생 기간에도 온도의 차

이는 있지만, 기후의 완화 기능을 발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습지 내에 직접 설치한 AWS나 주변의 ASOS 자

료를 이용한 것이 아닌 원격탐사 자료를 활용하여 습지의 기

후완화 효과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

다. 하지만 원격탐사 영상의 특성상 강우나 구름에 의한 오염

은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남아있으며, 지표면 온도 

자료의 해상도인 1000m에 맞추어 토지이용도를 재가공하여 

토지이용도의 상세함이 무뎌진 것도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표면 온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도와 해

안과의 인접성 또한 고려하지 않았던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습지의 기후완화 효과의 평가를 위해서는 토지이

용도의 재가공이 불필요한 고해상도 LST 영상의 취득이나 

LST 영상의 Downscaling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고도, 해

안과의 인접성뿐만 아니라 기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풍속이

나 증발산량 등의 추가적인 기상학적 변수들과의 관계 파악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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