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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10) 토지피복 변화에 의한 도시 고온지역 확산에 관한 연구 
–대구광역시를 대상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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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세계 인구의 절반가량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는 현대인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거주지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도시화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한국의 도시화 속도는 세계의 도시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도시는 점차 고층, 고밀화 되었으며 급격한 도시공간의 확장은 도시의 열

환경 변화를 유발시켰다. 특히 도시 내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도시열섬현상은 쾌적한 도시 환

경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도시 내에 있어서 열 환경은 공간적인 특성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토지피복 및 지형조건과 같은 공간적인 특성은 열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연구목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도시화에 의한 토지피복의 변화가 도시 내, 즉 시가지의 열 환경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서 분석하였다. 또한 토지피복의 상태에 따른 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를 설정하여 각각의 토

지피복 재료와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향후 도시열섬현상을 저감 할 수 있는 도시계획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고찰, 사례대상지의 열섬분석과 공간분석을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대상지인 대구광역시 지역은 1985년 이후 기상환경은 온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다

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주로 지구온난화에 의한 영향과 함께 도시공간의 토지피복의 변화로 인한 것으

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1990년의 Landsat TM, 2010년의 Landsat TM영상을 사용하여 지표온도를 산출

하였으며,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제공하는 위성영상에서 지표온도를 추출하는 변환모델 중 여름철의 도시열섬

현상을 파악하는데 가장 상관성이 높은 Linear 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Landsat TM영

상의 적외선 밴드 측정값이 촬영시점의 대기, 기상, 기후 등에 따라 상이하게 수집될 수 있으며, 촬영시점에 

따른 오차를 고려하지 않는 다면 연도별 측정값을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별 

토지피복의 변화가 도시 고온지역의 확산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분석이 필요하므로 각 시기

별 직접적인 온도의 비교보다는 상대적인 온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저온역과 고온역 지역을 10단계로 재분류

하였다. 또한, 토지피복 상태에 따라서 도시열섬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환경부의 토지피복 

분류도를 참고하여 대상지의 온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토지피복 재분류를 수행하였다.. 토지피복의 변화

를 분석한 결과 대구광역시 또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으며 농업지역이 가장 높은 

비율로 시가화 지역으로 변화되었으며 위성영상의 열밴드 분석 결과에서도 1990년의 저온역 지역에 해당하

는 지역이 시가화지역의 확산에 따라 2010년에 와서는 고온역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는 토지피복의 변화가 

도시고온지역의 확산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며, 토지피복의 변화가 도시열섬현상

과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는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로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도시열섬현상을 해결하는 기초자료로 활용이 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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