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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991년, 1995년 및 2000년의 NOAA/AVHRR 위성자료와 split-window 방법을 사용하여 한반도 

표면온도의 시공간적인 변동을 분석하 다. 한반도 전지역의 낮과 밤의 온도차는 3∼15℃로 나타

났다. 대도시에서 온도차의 계절적 변동과 년별 변동은 교외지역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도시화의 

향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도시열섬 향의 특성은 대도시 부산에서 낮과 밤의 온도차를 근거로 

알 수 있었다. 또한 북한 및 남한에서 하계 30℃이상 고온을 나타내는 20개 도시 지역을 모니터링 

할 수 있었다. 도시환경계획을 위해 본 기술의 사용을 제안한다.

주요어 : 표면온도, 도시열섬, 원격탐사, 열감지위성

ABSTRACT

In this study, the spatiotemporal surface temperature changes were analyzed in the Korean 

peninsula. The surface temperature variation was estimated using the split-window method and 

NOAA/AVHRR data in 1991, 1995 and 2000. The ranges of differences in temperature between day 

time and night time were 3-15℃ around the peninsula. The differences in seasonal variations and 

yearly fluctuations in big cities were lower than those in rural areas and showed clearly the effects of 

the urbanization. The characteristics of urban heat affects were further determined based on the day 

and night time temperature comparison on Busan metropolitan area between these periods. Finally, 

the future use of this technology was suggested for the urban environmental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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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난 수십년간 사회는 많은 발전을 거듭하면서 

도시화 과정을 겪었다. 도시화 과정에서 가장 뚜

렷이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바로 열섬현상이다. 

아스팔트 도로가 건설되고, 자동차가 증가했으며 

에어컨 및 난방 장비들이 증가하 다. 도시내 숲

과 토양이 줄어들고 이러한 인공물들의 증가는 태

양 복사열의 흡수와 방출에 있어서 농어촌 지역과

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시내 정체되는 더운 공

기로 인해 오염물질의 농도 증가와 기온의 상승 

등 도시 기후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가 실제 도시 거주자들에게 위협적으로 다가

오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반도 표면온도의 계절

적, 년별 변화를 1991년부터 2000년 사이의 

NOAA/AVHRR 자료를 이용하여 평가함으로써 

좀더 광역적으로 이러한 도시화 현상에 따른 한

반도의 표면온도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목

적을 두고 있다

1.2 국내․외 연구동향

도시화 과정에서 가장 뚜렷한 기상변화의 하

나는 열섬현상이다. 이 열섬은 도시표면의 특성

을 총체적으로 반 하는 것으로 열섬현상의 원

인은 아스팔트 도로, 자동차, 에어컨 등의 열 배

출 증가, 도시지역내 숲 감소로 인한 수분 증발 

등으로 복합적인데, 도시의 표면은 열전도율과 

열수용력이 커서 낮 동안에는 햇빛에 의한 열을 

잘 흡수하나 주변의 농어촌 등 자연지역에 비해 

복사열의 흡수와 방출이 많아 발생되는 현상으

로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대도시가 겪고 있는 심

각한 문제이다. 열섬현상이 나타날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도심의 하늘을 덮고 있는 뜨거운 

공기에 의해 공기가 정체되고, 이에 따라 배기

가스를 포함한 대기 오염물질들이 도심상공에 

체류하면서 도시 내 악순환에 따른 대기오염농

도가 높아지게 되고, 평균기온 상승, 일교차 변

화, 사계절 변화, 열대야, 국지성 강우, 돌풍, 산

성 비 등 도시기후 변화를 유발하고, 도시민의 

호흡기 질병, 노약자해, 피부암, 탈모 등에 따라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기상학 및 도

시과학을 필두로 대도시 열섬의 형성 원인

(Landberg, 1981; Yoshino, 1981; Klysik and 

Fortuniak, 1999; Steienecke, 1999; Saaroni et 

al., 2000; Eliasson, 2000)을 밝혀 왔고, 국내의 

경우도 서울지역을 대상으로(이현 , 1989; 이용

식, 1990; 박민호, 2001), 도시화에 따른 국지적

인 대류 메커니즘의 현상을 밝히는데 주력해 왔

다. 이러한 연구와 함께 적용할 수 있는 방안으

로 인구규모의 추정과 관련된 근원적 연구결과

를 도출한 Oke(1987)는 북아메리카와 유럽의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 인구규모와 열섬의 강도

와의 관계를 규명하 고, 이현 (1989)은 국내 

14개 도시인구와 열섬의 강도를 밝혀, 도시화 

및 인구증가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도록 

과학적인 접근을 시도한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식의 설정에서 연구자들은 도시마다 포장

율, 건축물의 종류와 높이, 녹지의 종류 등이 다

르므로 구명된 관계식은 정확한 상관관계로 설

명하지 못하는 연구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밝

히고 있으며, 더욱이 이 열섬은 항상 같은 상태

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 또는 비주기적

으로 변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실시간으로 밝히거나, 도시화 과정 속에 

도시 또는 지역계획에 반 해 근원적 문제를 해

결해 오지 못하 다.

최근에 와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 또는 완화

방책의 하나로 녹지의 존재효과로부터 토지 피

복상태의 차이가 기온변화에 미치는 향을 이

해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녹지

의 규모가 클수록 녹지내외에 미치는 기온의 저

감효과에 관한 연구(Kylsik and Fortuuniak, 

1999; 윤한용, 2000), 녹지의 분산배치 등 구성

에 따른 기온 저감효과의 향(Sarroni et al., 

2000; Hongio, 1991; 송 배, 2000) 등으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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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의 구성요소와 온도분포와의 관련성을 정성

적으로 분석해 녹지의 열섬효과를 환화할 수 있

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인공위성의 상자료를 이용해 

지표면 또는 해양의 온도를 토지피복 또는 해양

표면의 종류별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원격탐사 기법에 근거하고 있다.

이를 상의 종류별로 보면 NOAA(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의 

AVHRR(Advanced Very High Resolution 

Radiometer) 자료를 이용한 경우는 Lambin과 

Ehrlich(1996), 이현 (1989) 등이 있고, Landsat 

TM 자료를 이용한 경우는, Gallo et al.(1993), 

Voogt(1995), 이용식(1990), 박경훈과 정성관

(1999), 송 배(2002), 조명희(2001) 등으로 나타나 

이들 인공위성 상자료에 의한 신속하면서도 광

역적 분석방법의 예시를 잘 보여 주고 있다.

1.3 선행연구의 문제점

도시의 열섬현상은 이미 언급한대로 항상 같

은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 또는 

비주기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도시의 지형, 지

물, 포장, 건축물, 녹지 등의 상태에 따라 다르

게 마련이다. 근간에 진행된 국내의 도시열섬의 

현상은 서울지역을 제외하곤 장기적 분석보다는 

단기적인 일회성 현상규명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따라 국토의 장기적인 도시 또는 

지역계획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실증적인 자

료로 활용되지 못하 다.

다행히, 최근 인공위성 원격탐사 정보의 활

용에 대한 다양하고 포괄적인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되

고 있다. 열섬과 같은 도시의 미기후 분석은 지

속적인 변화에 따른 대책을 수시로 마련해야 하

지만, 실용성에 있어서는 과거의 자료를 활용하

는데 국한하고 있어 현재 필요한 열섬 완화대책

에 필요한 녹지보전 또는 지역개발 계획의 수립

과 집행에 있어 제한된 역할을 하여 왔다. 더욱

이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전 세계 수십 개의 탐사

위성 중 실시간으로 국내에서 매일 수 시간 간

격으로 수신이 가능한 상자료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이를 예보 또는 실시간으로 정확한 정

보를 제공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국내에서 거의 

실시간으로 매일 수신을 하고 있는 국립수산과

학원 원격탐사실의 다양한 위성자료를 활용하

다.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NOAA, 

SeaWiFS, GOES, MODIS등의 자료를 수신해 

표면수온, 수온전선대(water thermal front), 클

로로필 a와 같은 자료를 웹사이트

(www.nfrdi.re.kr) 및 팩스 등과 같은 매체로 

제공하고 있지만 해양의 정보에 국한하고 있다. 

이중 NOAA 위성자료는 별도의 위성자료나 수

신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이용이 가능해 

매일의 기상변화를 분석하기에 매우 좋은 자료

이지만, 상자료의 공간해상도가 1 km로 육상

지역의 미소규모 적용에는 한계를 가져왔다.

2. 자료 및 방법

2.1 연구장비 및 연구자료

본 연구에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1991년부터 

2000년 사이의 NOAA의 인공위성자료를 이용

한 온도분석을 실시하 는데, 이를 위해 사용된 

장비는 그림 1과 같다.

2.2 연구자료의 분석

온도자료를 추출하기 위한 분석방법은 서 등

(2000), Bernstein 등(1982) 및 McMillan 등(1984)

에 의한 해수표면온도 추정과는 다른 방법을 개발

하 다. NOAA 위성의 근적외선 역인 채널 2와 

적외선 역인 채널 3, 4, 5의 위성자료를 이용하

고, 자료는 선택된 월에 구름의 향이 최소인 

맑은 날을 선택하여 밤의 경우 02시∼04시 사이의 

자료를, 낮의 경우 14시∼16시 사이의 자료를 이

용하 다. 1 km 해상도를 갖는 픽셀 온도자료에서 

maximum값을 발췌하는 합성기법을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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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된 AVHRR(CH3-CH4) 값이 -1 이하 및 인접 

픽셀간의 온도차가 10℃ 이상인 것과 albedo 값이 

20 이상인 것을 bad value로 처리하 다. 추정 온

도의 step value는 0.2℃로 표면온도 분포가 -10∼

41℃까지 표현될 수 있게 하 고, 그 구체적 과정

은 다음 그림과 같다(그림 2). 

2.2.1 오차수정 및 기하학적 보정

인공위성이 궤도운동을 할 때 자체의 pitch, 

roll, yaw, tilt 등에 의해 미소하나마 약간의 위

치오차를 가져오며, 인공위성과 지상수신국간 1

초이내의 미세한 시간차이 등에 의해 지도상의 

위치와 상자료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를 일치시키고, 또 통과위성의 고도에 따라 

변형되는 지구표면 위치를 기하학적으로 보정하

다(SeaSpace, 1993).

3. 결과 및 고찰

3.1 한반도 전체 온도분석

그림 3은 NOAA(미대기해양조사국)의 인공

위성자료를 이용해 이러한 분석과정을 거쳐, 종

합한 결과를 도식화한 온도분석 자료로 1991년 

2월, 8월과 2000년 2월, 8월의 중순 평균온도를 

비교해 보면 한반도내 대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열섬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는 1991, 1995, 2000년 8월 평균 표면

온도의 최대값 합성방법을 통해 구한 한반도 전

체 표면온도 분포도이다. 최소 온도 -10℃에서 

최대 41℃까지의 온도분포범위를 나타내었다. 

30℃이상의 뚜렷한 표면온도를 나타내는 지역을 

A∼T까지 표시하 다. 북한의 청진, 만포, 강계, 

길주, 신의주, 함흥 및 평양과 남한의 서울을 포

FIGURE 1. The remote sensing system of NFRDI,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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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procedure of surface temperature 

analysis

NO AA/HR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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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omposite images of surface temperature in the 

Korean peninsula in 1991, 1995 and 2000

1991. 2. (Day) 1991. 2. (Night) 1991. 8. (Day) 1991. 8. (Night)

1995. 1. (Day) 1995. 1. (Night) 1995. 8. (Day) 1995. 8. (Night)

2000. 1. (Day) 2000. 1. (Night) 2000. 8. (Night)2000. 8. (Day)

1991. 2. (Day)1991. 2. (Day) 1991. 2. (Night)1991. 2. (Night) 1991. 8. (Day)1991. 8. (Day) 1991. 8. (Night)1991. 8. (Night)

1995. 1. (Day)1995. 1. (Day) 1995. 1. (Night)1995. 1. (Night) 1995. 8. (Day)1995. 8. (Day) 1995. 8. (Night)1995. 8. (Night)

2000. 1. (Day)2000. 1. (Day) 2000. 1. (Night)2000. 1. (Night) 2000. 8. (Night)2000. 8. (Night)2000. 8. (Day)2000. 8.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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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 경기도, 춘천, 온수, 제천, 충주, 청주, 대

전, 전주, 대구, 광주, 창원, 부산 및 제주시를 

중심으로 고열분포를 보 다.

이를 구체적으로 비교해보면, 1991, 1995, 

2000년 한반도 내륙의 표면온도를 NOAA 위성 

AVHRR 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결과 겨울은 남

북방향으로 낮과 밤의 온도차가 다르게 분포하

으나, 하계에는 동서 방향으로 낮과 밤의 온

도차가 다르게 나타났다. 최근 2000년과 지난 

1991년의 동계에 낮 동안의 온도차는 남북방향

으로 다르게 나타났으나, 여름에는 동해연안과 

서해연안을 따라 온도차 분포가 크게 변동하

다. 밤동안의 온도차 분포는 주로 동해연안을 

따라 양의 이상값을, 서해연안을 따라서는 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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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omposite images of maximum surface temperature in the Korea in August of 1991, 

1995 and 2000 

            A: Cheongjin, B: Manpo, C: Ganggye, D: Gilju, E: Sinuiju, F: Hamheung, G: 

Pyeongyang, H : Seoul and Gyeonggi-do, I: Chuncheon, J: Wonju,   K: Jecheon, L: 

Chungju, M: Cheongju, N: Daejeon, O: Jeonju, P: Daegu, Q: Gwangju, R: Changwon, 

S: Busan and T: Jeju-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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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a) Difference in surface temperature between daytime and nighttime in January, 1995 

in the Korean peninsula

            (b) Difference in surface temperature between daytime and nighttime in August, 1991 i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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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a) Difference in surface temperature at daytime in January between 2000 and 1991 in 

the Korean peninsula

           (b) Difference in surface temperature at nighttime in January between 2000 and 1991 i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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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값이 뚜렷이 나타났다. 하계에는 동해연안

과 서해연안을 따라 온도차분포가 크게 변동하

다. 밤동안의 온도차 분포는 주로 동해연안을 

따라 양의 이상값을, 서해연안을 따라서는 음의 

이상값이 뚜렷이 나타났다(그림 5).

이는 겨울에는 위도에 따른 태양열 복사에너

지 차로 인해 중규모 스케일의 온도차 분포가 

결정되고, 여름에는 토지 피복과 관련된 식생분

포 변화에 1차적으로 비례하는 온도차 분포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그림 6).

3.2 부산광역시 온도분석 사례

한편, 국지적 대도시의 열섬효과를 간접적으

로 나타내는 결과로 부산을 중심한 경남일대의 

2000년 1월의 주야간의 표면온도차를 살펴본 

결과 부산 남동부의 도심보다는 북서부의 나지

지역의 온도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

었다(그림 7).

이러한 현상은 1991년의 경우에, 1991년 2월

의 주간평균온도에서 야간평균온도를 감한 결과

를 보면 부산지역의 도심이나 지역의 온도차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산지를 중심으로 온도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8).

3.3 결론 및 활용방안

한반도 전체의 표면 열분포는 겨울의 경우, 

남쪽과 북쪽이 대칭적인 온도차 분포(북저남고)

를 보 고 여름에는 동쪽과 서쪽이 대칭적인 온

도차 분포(동고서저)를 보 다. 이는 위도에 따

라 태양열 복사에너지 강도의 차이로 중규모 스

케일의 온도차 분포가 결정되는 것으로 사료되

었다. 최근 부산의 낮과 밤의 온도차는 2001년 

겨울의 경우 부산의 남동부 도심지역보다는 북

서부의 나대지역에서 크게 나타남을 통해, 부산

의 남동부 도심지역에서 열섬효과가 크게 나타

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한반도 전체 역에서 

8월 낮 동안 열 분포가 30℃ 이상인 북한과 남

한지역을 도출할 수 있었다.

원격탐사는 멀리 떨어져 있는 관측 대상물의 

물리적 또는 자연적 특성을 대상물에 접촉하지 

않는 채로 그 특성을 관측하게 하는 기술로 지

역의 여러 정보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게 하는 방

FIGURE 7. Difference in surface temperature between daytime and nighttime in 

January, 2000 in Busa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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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현재 인공위성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15

개국을 중심으로 정확한 기술의 확보여하에 따

라 국가 자원탐사, 국방, 기상, 해양수산 등 다

양한 분야에 활용하고 있다. 이 원격탐사 방법

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첫째, 조사하고자 하는 

지역을 일일이 조사하지 않고 항공탑재기에 설

치된 센서에 의해 지표면 물체가 발사하는 에너

지 량을 감지해 어떤 물체인지 분별할 수 있어

서 넓은 지역의 자료수집에 필요한 시간과 경비

를 절약할 수 있다. 이중 인공위성 상을 이용

한 해독기술은 지표 피복상황 분석, 열섬에 

향을 주는 식생의 분포 및 종조성, 토지이용 등 

각종 정보를 얻는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데, 본 연구에서는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된 지

난 1991년과 2000년 사이의 한반도 표면 온도

변화 분석을 통해, 한반도 규모의 시공간적 열

분포 변동과 대도시 주변의 열섬현상을 인공위

성 자료로 쉽게 분석이  가능함을 확인하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도시화에 따른 부작

용의 요소를 정량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추후 북한지역

의 도시화에 따른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

한 방법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본 연구를 통해, 

북한의 도시화에 따른 열섬효과 등 기후변화를 

모니터링할 자료를 이미 확보해, 이미 존재하고 

있는 녹지의 존재 효과로부터 발생되는 기온변

화에 미치는 향을 지역 및 도시녹지 계획에 

적용이 가능하다.

추후의 과제는 한반도내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

시화에 따라 이미 진행된 녹지훼손과 이에 따른 

열섬현상의 시계열별 변화를 데이터베이스로 정리

해 추후 녹지보전계획에 필요한 정량적 자료를 확

보하고, 이를 근거로 도시의 개발에 따른 기후변

화를 사전에 고려한 각종 계획이 전개될 수 있는 

GIS 기술에 기반을 둔 정보의 구축에 있다. 

지리정보체계는 국토와 자원의 효율적인 의

사결정을 위해 각종 정보의 추출, 관리, 조작, 

분석 등을 체계적으로 가공, 처리해서 이용목적

에 맞게 제공해 주는 체계로, 지난 95년 5월부

터 시작된 국가 GIS 구축사업(NGIS :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과 함께 지형도, 

지하매설물도, 산림도, 토양도 등의 기본도에 대

한 국가수치지도화 사업에 의해 많은 자료가 수

치지도로 바뀌어 활용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FIGURE 8. Difference in surface temperature between daytime and nighttime in 

February, 1991 in Busa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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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통, 관광, 지하매설물 관리 등의 특정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사

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열섬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GIS 데이

터베이스 구축은 국내에서는 실제로 진행된 경

우가 거의 없어 녹지 훼손 또는 보전에 따른 기

온의 변화, 녹지의 분산배치 등 실제적인 개발 

또는 보전계획의 업무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이러한 실용성을 확

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표면의 구성에 따른 

온도분포를 정성적으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를 구축해 열섬효과의 국지적 분석, 도시화에 

따른 열섬효과를 방지 또는 완화할 수 있는 녹

지의 활용 및 보전계획에 이용 가능한 체계적인 

응용기술을 통해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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