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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도시표면온도를 추출하기 하여 다시기 Landsat TM band 6 상을 이용하여 

과학기술부의 4가지 모델 즉 two-point linear model, linear regression model, quadratic 

regression model, cubic regression model에 하여 각각 공간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를 

AWS(automatic weather station) 측자료와 상   회귀분석 함과 동시에 GIS 공간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도시 표면온도의 공간  분포특성을 규명하 다. Landsat TM band 6으로부터 추출된 

표면온도를 기 로 하여 토지피복별 표면온도 분포를 분석한 결과 도시  나지 지역이 가장 높은 

온도분포 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표면온도와 NDVI간의 상 분석결과 평균 -0.85 정도의 음의 상

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기상환경 특성을 고려한 도시계획수립에 있어 

요한 인자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성 상, 지리정보시스템, 표면온도, 무인자동기상 측망, 식생지수

ABSTRACT

This study used four theoretical models, such as two-point linear model, linear regression model, 

quadratic regression model and cubic regression model which are presented from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for extraction of urban surface temperature from Landsat TM band 6 image. 

Through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between result of four models and AWS(automatic 

weather station) observation data, this study could verify spatial distribution characteristic of urban 

surface temperature using GIS spatial analysis method. The result of analysis for surface temperature 

by landcover showed that the urban and the barren land belonged to the highest surface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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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And there was also -0.85 correlation in the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surface 

temperature and NDVI. In this result, the meteorological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wuld be 

regarded as one of the important factor in urban planning.

KEYWORDS : Satellite Image,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Surface Temperature, 

Automatic Weather Station, NDVI

서    론

오늘날 환경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환경

에 미치는 인간의 향에 한 심이 고조되

는 한편 도시화와 더불어 나타나는 도시기후

에 한 심도 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사회의 발달은 지속 인 인구집 화 상

에 따라 도시주변에서는 도시역의 확 , 택지

개발 등에 의한 지표면피복 변화를 심각하게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인공 인 개발로 인

하여 기온상승, 바람장의 변화 그리고 기오

염 물질의 증가 등 복합 인 국지기후 변화를 

래하게 되었다.

도시기후와 같은 소기후를 연구하기 해

서는 도시는 물론 그 주변의 농 지역에 이르

기까지 조 한 기상 측망이 필요하다. 종래에

는 지상의 고정기상 측자료를 토 로 기상

상을 규명하여왔으나 국내의 경우 기상 측망

의 도가 도시기후를 악하기에 충분할 만

큼 조 하지 못한 실정에 있다. 한 부분의 

기상 측소 치가 도심과 산업시설 등으로부

터 분리되어 있으며 시가지보다 높은 해발고

도에 자리잡고 있는 등 측지 의 온도가 갖

는 지역  표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을 보완하기 해서는 보다 많은 인

․물 자원이 요구되고 있어 실 으로 도

시기후에 하여 연구하려면 기 자료부터 측

정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최근 성 상자료를 이용한 원격

탐사기법과 GIS와 같은 종합 인 공간정보기

술을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한 다양한 방법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 양인태 등(1995)은 Landsat TM 상을 이

용하여 쓰 기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열 분포

를 해석한 바 있으며, 박인환 등(1999)은 

Landsat TM 상을 활용하여 추이 를 심

으로 경북 3개 도시의 열섬 상을, 박경훈과 

정성 (1999)은 구 역시의 열섬효과를 식생

지수와 함께 분석하 다. 한 Ahn 등(1995)

은 기상 측  원격탐사자료와 GIS를 바탕으

로 지표에 지 계식을 이용한 역증발산량

을 추정하는 방법론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한편 Griend 등(1993)은 NOAA(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상자료를 이용한 식생지수와 표면온도의 상

성 분석을 통하여 지표면의 피복상태에 따른 

온도분포의 추정가능성에 하여 분석한 바 

있으며 Prakash와 Gupta(1999)는 Landsat 

TM 자료를 사용하여 인도탄 지 의 지표화

재 연구에 있어서 표면온도를 추정하고 그 분

포 악에 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의 25개 구를 상으로 

다시기 Landsat TM band 6의 DN(digital 

number) 값을 활용하여 표면온도를 추출한 

후, 이를 서울시의 AWS(automatic weather 

station) 기온자료와 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서울시지역 표면온도를 추출할 수 있는 새로

운 회귀식을 도출하고자 한다. 한 토지피복패

턴  NDVI(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별 도시표면온도의 분포특성을 GIS 공

간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시계열 으로 분석하

고자 한다. 이와 같이 도시지역 표면온도의 공

간  분포특성 해석에 있어 원격탐사자료와 

GIS의 다양한 공간분석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그 용 가능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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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flow chart of data processing

 

FIGURE 1. The study area(Apr. 19. 1999)           FIGURE 2. The location of AWS in Seoul 

연구자료  방법

서울시 도시표면온도의 분포특성을 보다 

효과 으로 규명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다 시

기(multi-temporal) Landsat TM(Apr. 19. 

1999, Jun. 16. 1997, Oct. 22. 1997, Jan. 21. 

1996 촬 ) 상, 서울시 23개 지 의 AWS 시

간 별 기온자료, 1:25,000 지형도  1:5,000 수

치지도를 이용하 다. 본 연구의 수행 차는 

그림 3과 같다.

우선 서울시 23개 지 의 AWS 자료를 

Landsat TM 상의 서울 촬 시간 를 고려

하여 오  10시 기 으로 기온자료를 추출하

으며 1:25,000 지형도와 Arc/Info GIS tool을 

이용하여 연구 상지역의 GIS 수치주제

도를 작성하 다. 한 다시기 Land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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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Suitable Models Regression Equation R2

Apr. 19. 1999 Quadratic regression model Y = 1.2643x - 10.790 0.8151

Jun. 16. 1997 Linear regression model Y = 0.5731x + 14.164 0.8640

Oct. 22. 1997 Quadratic regression model Y = 1.2439x - 6.7449 0.8036

Jan. 21. 1996 Cubic regression model Y = 1.1104x - 0.8665 0.7683

※ Dependent variable : real temperature,    Independent variable : relative temperature

TABLE 1. Regression equations between AWS temperature and Model temperature

TM(band 4/3/2) 상을 1:25,000 지형도에서 

GCP(ground control point)를 추출하여 Unix 

ERDAS Imagine 8.3으로 기하보정을 실시하

다. 분류에 있어 가장 요한 모식지역

(training area)선정은 1:5,000 수치지도  '서

울시 비오톱 황조사  생태도시 조성지침 

수립에 한 연구보고서'(서울시. 2000a)를 기

로 하여 모식지역을 선정하 으며 감독분류

기법  maximum likelihood classification 기

법으로 10개 클래스로 분류를 실시하 다. 한

편 연구 상지역 표면온도의 공간  분포특성 

분석을 하여 Landsat TM band 6의 DN값

과 23개 AWS 지 에 한 실측온도와 회귀

분석을 실시하여 상지역의 표면온도를 해석

할 수 있는 회귀식을 도출하 다.

이와 같이 서울시 표면온도를 도출하는 과정

에서 기존의 4개 모델을 활용하여 각 모델별 표

면온도를 계산한 후 이를 AWS 실측온도와의 

회귀분석을 통하여 체 연구 상지역의 표면온

도를 해석하 다. 한 식생의 활력도를 나타내

는 NDVI는 -1에서 1사이의 값을 나타내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8bit 값을 가지는 이미지로 변

환한 후 10개의 클래스로 재분류하 다.

Landsat TM 상을 활용한 도시 

표면온도 추출

1. Landsat TM band 6 DN값을 이용한 

표면온도 추출

Landsat TM band 6 DN값과 각 모델을 

통하여 추출된 표면온도는 이론 인 모델온도

로서 AWS 실측온도와는 상 으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각 모델별로 구해진 표면온도를 

AWS에서 얻어진 실측온도와 상   회귀분

석을 수행함으로서 각 계 별 상을 활용하

여 온도로 환할 수 있는 다른 회귀식을 

도출하 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표면온도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4가지 

모델을 활용하 다.

① Two-point linear model

   온도(。K ) = 203.2+0.541176×TM6
② Linear regression model

   온도(。K ) = 219.97218+0.525959×TM6
③ Quadratic regression model

   온도(。K ) = 209.830966+0.834313×TM6 
-0.001372×TM62

④ Cubic regression model

   온도(。K ) = 206.127+1.054×TM6- 
0.003714×TM62+6.60655 

×10-6×TM63

의 식을 통하여 얻어지는 온도는 온

도로써 이를 아래와 같은 식을 이용하여 섭씨

온도로 환산하 다.

섭씨온도(℃) = 온도(˚K ) - 273.15
표 1의 결과를 기 로 하여 각 계 별로 

도출된 회귀식을 이용하여 연구 상지역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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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Distribution of surface temperature

면온도를 추출한 후 이를 5개의 클래스로 재

분류하 다(그림 4).

그림 4의 결과에서 4월  상에서는 

등포구, 용산구, 구로구가 평균 20℃ 이상의 

높은 표면온도 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량구

가 가장 낮은 온도분포 를 나타내었다. 6월 

여름 상에서는 등포구가 용산구, 강서구 

일부 상업지역과 함께 가장 높은 29℃ 이상의 

고온 를 이루고 있는 반면, 강북구가 평균 2

6℃ 이하의 가장 낮은 온도분포 를 형성하고 

있었다. 한편 10월 가을 상에서는 반 으

로 표면온도가 14℃～18℃ 사이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토지피복분류  NDVI 분포도 작성

본 연구에서는 1:5,000 수치지도와 서울시 

비오톱 황조사  생태도시 조성지침 수립

에 한 연구보고서를 기 로 각 클래스별 

vector자료를 활용하여 총 10개 클래스(삼림, 

수계, 나지, 교통시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

장지역, 문화유 지, 경작지, 기타지역)로 토지

피복분류를 수행하 다. 한 식물의 활력도와 

녹지 피복에 따른 가시 선  근 외선 장

역의 반사량을 이용하는 정규식생지수(NDVI)를 

표면온도와 상 성 분석을 하여 아래와 같

은 공식을 이용하여 10개의 클래스로 분류된 

NDVI 분포도를 작성하 다.

NDVI = (Band 4-Band 3) / (Band 4+ 

Band 3)

서울시지역 토지피복분류결과 산림, 주거, 

상업지역이 가장 넓은 면 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 토지피복 황을 살펴보

면 서 구, 노원구, 악구, 은평구 등이 비교

 넓은 녹지지역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  서 구에서 가장 넓은 녹지면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시화지역 면 이 넓

은 구로는 강남구, 강서구, 마포구, 서 구, 성

북구, 등포구 등이며, 강남구, 송 구, 강서

구, 서 구는 주거지역 면 이 넓으며 구로구, 

천구, 성동구에서는 공업단지가 집되어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이러한 도시화지역 면 이 넓은 지역

에서는 NDVI 값이 상 으로 낮게 나타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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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Landcover classification and NDVI distribution map in Seoul(Jun. 16. 1997)

Class Apr. 19. 1999 Jun. 16. 1997 Oct. 22. 1997 Jan. 21. 1996

Forest 15.986 23.864 12.563 -4.196

Water 3.759 21.634 10.528 0.430

Barren land 12.088 26.451 16.834 0.887

Agriculture area 13.808 24.498 14.188 -0.619

Urban area 20.124 28.504 16.083 -1.220

Industry area 19.783 30.382 17.701 0.560

TABLE 2. Surface temperature by landcover class unit : ℃

며, 일부 도심의 공원녹지 지역에서만 비교  

높은 NDVI 값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서

구, 악구, 노원구, 은평구 등 녹지면 이 

넓은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NDVI 분

포 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도시외곽으로 갈수록 이러한 상은 더욱 명

확하게 나타났다(그림 5).

도시 열 환경의 공간  분포특성 해석

1. 토지피복분류별 표면온도 분석

Landsat TM band 6을 활용하여 추출된 

표면온도를 기 로 토지피복별 표면온도의 평

균값을 분석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총 

600지 에서 sample 자료를 획득함과 동시에 

분류결과의 명료함을 하여 교통시설, 주거․

상업지역, 문화유 지  기타지역을 도시지역 

클래스로 편입시켰다. 한편 단  공업단지의 

열 분포패턴을 일반 도시지역과 구분하기 

하여 공장지역은 별도의 클래스로 분류하 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의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4월에는 공장

지역이 도시지역보다 0.4℃ 정도 낮게 나타났

지만 다른 시기에서는 공장지역이 0.5～1.5℃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구로구, 천

구 등과 같이 공업단지가 집되어 있는 지역

이 주거  상업지역 등으로 이루어진 일반 

도시지역보다 평균 표면온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의 결과로 토지피복분류 형태

에 따라서 도시 표면온도 분포패턴이 명확히 

다르며, 반 으로 공장지역>도시지역>나지

>경작지>산림>수계 순으로 높은 온도분포

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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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between surface temperature and 
ND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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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Spatial distribution of surface temperature using 
GIS(Jun. 16. 1997)

2. 표면온도와 NDVI의 상 성 분석

표면온도와 NDVI간의 상 정도를 악하

기 하여 무작 로 선정한 500지 에서 획득

한 sample 자료를 기 로 피어슨의 상 계수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R)를 구하

다(그림 6).

그림 6의 상 계수(R)에서 나타나듯이 표면

온도와 NDVI 사이에는 뚜렷한 부(-)의 상

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

었지만, 1월 상에서는 표면온도와 NDVI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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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정(+)의 상 계가 존재하고 있었다. 하지

만 이와 같은 상 분석은 변수들간의 련성 

여부  련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련성이 

있는지를 분석하기 한 것으로, 두 변수사이

의 계에 한 인과 계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해석하기 하여 선형회귀분석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 다. 

그 결과 그림 6에서와 같이 각 계 별로 회귀

식을 도출하 으며, 이 식에 한 합도 분석

은 결정계수(R2)로 설명될 수 있는데 1997년 

6월 여름 상의 경우 NDVI에 의한 표면온도

를 86% 정도까지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3. GIS 공간분석 기능을 활용한 도시표면

온도 분포 해석

Landsat TM band 6으로부터 추출된 표면

온도를 5등 으로 벡터화하여 등온선을 구축

하 다. 이는 GIS의 공간분석 기능을 활용함

으로써 보다 효과 으로 도시 표면온도의 공

간  분포패턴을 분석하기 함이다.

그림 7에서 나타나듯이 김포  서울공항

지역, 천구의 공장지역 그리고 여의도  도

심의 심상업지역이 상 으로 다른 지역보

다 높은 표면온도 분포 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들 지역은 모두 토지피복분

류상에서 도시지역(교통시설, 공장  상업지

역)으로 분류되었던 지역들이었다.

한 연구 상지역을 종축 6㎞, 횡축 3㎞ 

간격으로 표면온도를 추출하여 토지피복패턴과 

함께 서울 도심 거리별 표면온도의 분포특성을 

분석하 다. 그림 8은 강서구(X: 179078.2262, 

Y: 451217.2185)에서 강동구(X: 179078.2262, 

Y: 487217.2185)까지 3㎞간격으로 주로 4개의 

토지피복 클래스에서 추출된 표면온도의 결과

로서, 도시지역(공장  상업지역)이 수계, 경

작지보다 높은 표면온도 분포 를 형성하고 

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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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Surface temperature variation by 
distance(Jun. 16. 1997)

요약  결론

다시기 Landsat TM 상을 이용한 도시표

면온도를 추출함에 있어서 기존의 4가지 모델

을 활용하여 새로운 회귀식을 도출할 수 있었

는데, 이를 통하여 시기별 연구 상지역의 표

면온도의 공간  분포특성을 악할 수 있었

다. 한 GIS 공간분석 기능을 활용함으로서 

특정지역별로 보다 세분화된 분석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Landsat TM band 6을 이용한 도시표면

온도 추출에 있어서 1차 분석을 통하여 

계 별로 AWS 지기온자료와 가장 상

성이 높은 모델을 선정하여 도시표면

온도를 추출하 는데, 과 가을에는 

quadratic regression model, 여름에는 

linear regression model이 그리고 겨울

에는 cubic regression model이 가장 상

성이 높았다. 하지만 이들 모델을 활

용하여 추출된 온도자료를 지 측자료

와 비교할 경우 약 1.5℃～2℃ 정도의 

온도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2. 서울시 구별 토지피복분류 결과를 살펴

보면 서 구, 노원구, 악구, 은평구 등

이 넓은 녹지지역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강남구, 송 구,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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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구는 주거지역 면 이 넓으며 구로

구, 천구, 성동구은 상 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공업단지가 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도시화지역 

 일부 공원녹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평균 으로 낮은 NDVI 분포

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토지피복패턴별 평균 표면온도를 분석한 

결과 공장지역, 도시지역, 나지, 경작지, 

삼림, 수계 순으로 높은 표면온도 분포

상을 보 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도

심을 횡단거리별로 세분화하여 표면온도

를 추출하 을 때의 결과와 매우 비슷하

게 나타났음이 확인되었다. 반 으로 

등포구, 용산구, 강서구, 구로구가 높

은 표면온도 분포 를 형성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4. 1월 겨울 상을 제외한 다른 시기 상

에서는 표면온도와 NDVI사이에 뚜렷한 

부(-)의 상 성이 존재하는데, 이를 회귀

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NDVI에 의

한 표면온도를 약 70%정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월 상

에서 나타난 부(-)의 상 성을 합리 으

로 설명하기 해서는 향후 보다 세분화

된 분석의 필요성이 두되었다.

5. GIS 공간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표면온도

의 공간  분포특성을 악하 는데 그 

결과, 김포  서울공항지역, 천구의 공

장지역, 여의도  도심의 심상업지역이 

상 으로 다른 지역보다 높은 표면온도 

분포 를 형성하고 있음을 악하 다. 한

편 이들 지역은 모두 토지 피복분류상에

서 도시지역(교통시설, 공장  상업지역)

으로 분류되었던 지역들이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향후 기상특성을 

고려한 도시환경특성에 합한 환경 친화  

도시계획수립에 있어 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표면

온도, 토지피복패턴  NDVI 상호간의 상

성을 비교․분석하기 하여 임의의 지 에서 

sample 자료를 취득하 는데 이 과정에서 객

성의 결여  복된 자료 취득 등과 같은 

문제 이 야기되었다. 한 이와 같은 연구를 

해서는 보다 많은 다시기 성 상을 활용

해야 할 필요성이 두되었으며, 기보정을 

한 다양한 방법론 인 연구가 선행되어진다

면 향후 보다 효과 이고 합리 으로 도시표

면온도의 공간  분포특성을 악 할 수 있을 

것으로 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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