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16(2) 2013, pp. 47-64
http://dx.doi.org/10.11108/kagis.2013.16.2.047

우리나라 동남부 지역의 토지 이용과 기후 패턴 변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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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위성 자료를 기반으로 생성된 토지피복 정보를 시계열적인 분석을 통해 지난 

30년간 부산·경남 지역의 경관 구조 변화를 추적하고 해당 지역 기온 변화와의 상관성을 파악

하였다. 토지 피복 자료의 기하학적 구조를 정량화하기 위해 경관구조 분석 프로그램인 

FRAGSTATS를 사용하여 토지피복별 경관지수를 산출하였다. 이를 통해 주요 토지이용의 변화

상과 개발에 따른 경관의 분절화 과정을 확인하였다. 부산과 경남 지역의 10개 측후소 자료에 따

르면, 부산의 평균 기온은 1980년대 14.1℃에서 2000년대 14.8℃로 증가하였고, 경남 지역의 

평균 기온은 1980년대 13.2℃에서 2000년대 13.9℃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장기 기온 변화패턴

은 도시화와 같은 우리나라 동남부의 전형적인 경관구조 변화와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산시 분석 자료에 의하면, 지난 30년간 도시역은 전체 면적의 9.7%에서 26.8%로 증가하였고, 

산림과 농경지는 각각 58%에서 48.4%로, 28.3%에서 13.4%로 감소하였다. 해당 기간별 기온 

자료와 비교해보면, 도시역이 증가하고 산림과 농경지 면적이 꾸준히 감소함에 따라 부산의 평균 

기온이 1990년대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경남지역의 도시역 면적은 12배 이상 증가해 매우 

빠른 도시화를 겪었다. 도시화에 따른 기온 변화는 지역적으로 구분되었는데, 경남 해안지역은 

기온상승의 폭이 가장 낮았고 중부경남에 이어 내륙 산악지역에서 가장 높은 기온증가율이 나타

났다. 

주요어 : 토지이용, 경관구조, 경관생태학, 경관 매트릭스, FRAGSTATS  

ABSTRACT

Landscape structure changes over the past three decades were determined with land 

use and land cover(LULC) maps,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mean air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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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series were the analyzed for the Busan metropolitan area and South Kyeongsang 

Province, Korea. The geometric structures of the LULC data were quantitatively 

represented based on FRAGSTATS, a spatial pattern analysis program for quantifying 

landscape structure. FRAGSTATS-derived landscape metrics confirmed that there 

were major changes in LULC and landscape fragmentation in the region. Meteorological 

observation records showed that mean air temperature had increased from 14.1℃ in 

the 1990’s to 14.8℃ in the 2000’s in Busan. For South Kyeongsang Province, they 

increased from 13.2℃ to 13.9℃ during the same time period. These long-term 

temperature changes are correlated with typical spatial pattern changes of LULC in the 

southeastern region of the country. Spatial metrics analysis showed that urban area 

expanded from 9.7% to 26.8% of Busan while forest and agricultural land decreased 

by 9.6% and 14.9%, respectively over the past thirty years. The significant 

urbanization are tightly associated with deforestation, removal of agricultural land, and 

fast temperature increases since the 1990’s. The urban area of South Kyeongsang 

Province rapidly increased, and it became 12 times as large as it was. The degree of 

temperature increases differed among three different sub-regions. The temperature 

increasing rate was lowest in the coastal region while the colder mountainous region 

had the highest figure.

KEYWORDS : Land Use, Landscape Structure, Landscape Ecology, Landscape Metrics, 

FRAGSTATS  

서  론

기후변화는 자연적인 환경 변화 패턴의 일

부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이 인위적

인 활동에 기인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기

온 상승으로 대변되는 기후변화는 대기로 방

출되는 온실가스 농도의 상승으로 온실효과가 

자연적인 순기능 이상으로 빠르게 강화되는 

현상 이외에도 토지이용변화에 주로 기인하는 

경관의 형태와 기능의 변화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남부지역은 온

난화의 직접적 영향으로 기후특성이 아열대화

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각종 자연재해 및 보

건문제의 발생과 확산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고 볼 수 있다. 산림 및 녹지의 면적 감소와 

전반적인 환경의 질 저하는 택지 개발 등 대

규모 토지이용 변화와 맞물려 도시의 재해 위

험성을 높이고 환경변화의 영향에 취약성을 

드러낼 소지가 크다. 따라서, 토지이용에 따른 

경관구조의 변화, 기후변화 및 이와 관련되는 

생태환경적 문제는 그 자체로 독립적이지 않

으며, 인구가 집중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과 

사회·경제적인 피해로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경관생태학적인 학제적 접근이 유용한 연구틀

이 된다(Hong and Lee, 1997; Overgaard 

et al., 2003; Graham et al., 2004; 

Brownstein et al., 2005).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장기적이고 광역적인 기후변화 예측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이 진행되고 있지만

(Feddema et al., 2005), 지역적 또는 국지

적인 수준에서 장기적인 토지이용변화상과 기

온변화 패턴 간의 실증적인 상관관계가 제시

된 바는 많지 않으며, 특히 우리나라 남부지

역에 국한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산업화를 경험한 지역에서는 필연적인 도시

화와 개발의 가속화로 경관구조의 변화가 급

속도로 일어난다(Park et al., 2004; S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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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Fragkias, 2005; Oh et al., 2007; Kim, 

2012). 생태지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경관

구조의 변화는 개발에 따른 단순한 토지이용

변화뿐만 아니라 환경적 가치를 지니는 자연 

녹지의 생태적 기능을 변화시키거나 저해하는 

생태계의 형태적, 구조적 변형을 의미한다

(Jung et al., 2005; Park and Egbert, 

2008). 삼림이나 자연 녹지가 연결성을 상실

하고 파편화할 경우, 생물들의 정착과 생식에 

문제를 야기하고 결과적으로 개체수가 감소하

는 생태적 악영향이 있다. 기후적으로도, 자연 

녹지는 인위적인 지표면에 비해 복사에너지 

출입, 기온, 습도, 반사도, 가스 순환, 수분수

지 등 많은 자연환경적 순기능을 담당하고 있

으며, 자연 녹지의 형태, 수, 크기, 다양성, 상

호근접성, 연결도 등 형태와 경관구조적 속성

은 지역적 기후와 야생동물의 서식처 환경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로 작용한다(Pielke et 
al., 2002; Park and Egbert, 2003). 이러한 

관점에서, 경관구조의 분석을 통한 생태적 변

화과정 및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광범위한 수

준에서 탐구하는 경관생태학의 역할이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생태계의 식물군

락과 같은 개별 생태단위에서 광범위한 지역

에 걸쳐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관규모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축척에 따른 경관의 패턴 변화

를 효과적으로 분석하는 데에는 인공위성이나 

항공기를 통한 원격탐사자료와 지리정보시스

템(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s 또는 

GIS)을 이용한 자료 처리 기법의 적용이 필

수적이다. 현재, 이러한 공간정보처리 기술과 

더불어 경관구조를 다양한 차원에서 정량화하

는 경관구조분석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의 개발

에 힘입어, 분석 대상의 특성과 유형, 그리고 

지리적인 범위에 따라 다양한 방법론이 도출

되고 있다(Uuemaa et al., 2009). 

부산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동남부는 수

도권과 함께 1970년대 이후 수십 년 동안 빠

른 속도로 성장해 온 지역이다. 그동안 대규

모 도시화, 도로건설, 하천변화, 산림벌채, 경

지화 등으로 토지이용의 구조와 형태 변형이 

반환경적으로 진행됨과 동시에 지역적 기후변

화 또는 온난화 과정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

로 추정되고 있지만, 정량적 수준에서 장기적

인 토지이용 변화에 대한 보고가 미흡한 실정

이다.(Ahn et al., 2012). 특히, 부산광역시는 

인근의 경상남도 지역과 구별되는 토지이용의 

규모와 특성으로 인해 기후변화의 폭이 차별

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토지이용의 장기적인 변화의 결과로 

나타난 경관구조 변화의 특성을 밝히고, 도시

면적의 증가에 따른 기온 변화의 지역적 특징

을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지역을 대상으로 

밝혀내는 것이다.  

연구 방법

1. 연구 지역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동남부를 차지하는 부

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그림 1). 부산과 경상남도를 합한 면적은 전

국토의 약 17.2%에 해당하며, 2000년 이후 

부산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경남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두 지역의 총인구는 

1980년에 전국인구의 17.3%를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고, 2010년 현재 전국인구

의 13.6%를 차지하고 있다(http://kosis.kr). 

경남지역은 크게 서북산악지역, 중부내륙, 그

리고 해안지역으로 구분된다. 해안선이 복잡

한 남해안은 항만입지에 유리하며, 해안을 따

라 주요 도시들이 발달해 있다. 낙동강 유역

에 속해 있는 중부 내륙 지역은 넓은 충적평

야가 나타난다. 서북산악 지역은 경남지역에

서 가장 험준한 산지지형을 이루며 호남지역

과 경계를 이룬다. 기후적으로는 한반도 남동

부에 위치하여 연평균 기온이 12-14℃로 온

화한 편이다. 특히 부산, 거제, 통영, 남해 일

대는 1월 평균 기온이 2℃ 이상으로 우리나라

에서 가장 온난한 지역에 속하며, 연평균 강

수량은 1,400mm 이상으로 대표적인 다우지

에 속한다(Kown, 1995). 



Land Use Changes and Climate Patterns in Southeast Korea50

FIGURE 1. Study area

2. 토지이용변화 분석

토지이용변화의 결과로 재구성되는 경관의 

구조변화는 지역 내 경관의 분포와 패턴을 파

악하기 위하여 1930년대 이후 발달한 경관생

태학적 방법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경관생태

학은 경관을 구성하는 구조적 패턴의 단위를 

등질적인 속성을 가진 기하학적 도형으로 설

정하고, 기하학적 속성 및 분포, 주변패치와의 

연계성 등을 정량화하여 경관 구조변화를 설

명한다(Gustafson, 1998). 본 연구에서는 경

관구조 분석 프로그램인 FRAGSTATS 3.3을 

사용하여 경관구조특성을 나타내는 지표 또는 

매트릭스를 산출하였다. FRAGSTATS는 경

관생태학 연구를 위한 분석도구로서, 이질적

인 경관 구성요소들의 구조를 다양한 지표로 

쉽게 정량화할 수 있도록 미내무성과 오레곤 

주립대학교의 공동 연구로 개발된 공간분석 

프로그램이다(McGarigal and Marks, 1995). 

경관을 구성하는 일차적 단위는 주위 환경과 

구분되는, 외형 및 특성이 등질적으로 연속된 

지표의 영역에 해당하는데 경관구조분석에서

는 이를‘patch’라 부르며, 이질적이고 다양

한 patch들이 전체를 이루며 결합되어 있는 

대상을 경관‘모자이크’라 한다. 예를 들어, 

비행기를 통해 내려다본 관심지역의 경관은 

다양한 patch, 즉 산림, 농경지, 도시역, 하천, 

공단지역, 골프장 등 다수의 특징적인 구성요

소들이 어우러져 전체적인 모자이크를 형성한

다. 이들 구성요소들은 탐구하고자 하는 범위

와 규모에 따라 서로 상호작용하며 환경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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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바꾸기도 한다. 또, 탐구의 결과는 구성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정의하고 분류하는 방식

과 대상지역의 지리적인 범위나 자료의 해상

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Krummel et al., 1987; Lee et al., 2000; 

Wu et al., 2002; Buyantuyev and Wu, 

2007). 항공기와 인공위성이 수집하는 광범

위한 범역에 걸친 환경자료와 이를 처리하는 

컴퓨터 기반의 방법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경관 수준의 환경시스템 연구는 지리학과 생

태학의 공동 영역으로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할 경관지수는 patch

의 면적과 수, 형태, 분절화 정도에 대한 지표

들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클래스면적

(class area), 패치 수(number of patches), 

평균패치면적(mean patch size), 패치면적 

분산계수(patch size coefficient of 

variation), 최대패치비율(largest patch 

index), 경관형태지수(landscape shape 

index), 가장자리밀도(edge density), 평균형

태지수(mean shape index), 면적가중 평균

형태지수(area-weighted mean shape 

index), 평균최근린거리(euclidian nearest 

neighbor distance_mean), 면적분포지수

(effective mesh size), 산포병렬지수

(interspersion and juxtaposition index) 등 

모두 12개 클래스 계급지표와 패치밀도

(patch density), 경관형태지수(landscape 

shape index), 집중도지수(contagion index) 

등 3개 경관 계급지표를 포함한 전체 15개 

지표가 포함된다(표 1). 

FRAGSTATS는 모두 3가지 단계의 경관

매트릭스를 제공한다. 즉, 개별 패치별, 토지

이용 구분별(또는 클래스별), 그리고 연구지

역 전체를 단위로 연구자가 선택하는 경관지

수를 통계적으로 산출해 낸다. 토지이용별 패

치 매트릭스는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경관구조

변화를 정량적으로 나타내지만, 지리적으로 

시각화하기 어려운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ERDAS IMAGINE 9.1 모델

링 도구를 이용하여 From-To-Matrix분석

을 수행하였다. From-To-Matrix분석은 동

일한 지역의 Raster 데이터를 구성하는 각각

의 셀 속성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분석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1980년과 2000년의 토지피복

도를 대상으로 큰 변화를 보이는 산림과 농경

지의 토지이용변화를 추적하였다. 

3. 토지이용 및 기상자료

입력 자료로는 1980년에서 2010년 사이에 

제작된 토지피복도를 사용하였다. 1980년부

터 2000년까지의 자료는 국가수자원관리 종

합시스템(Water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또는 WAMIS http://www.wamis. 

go.kr/)에서 제공하는 토지피복도를 사용하였

고, 2010년 토지피복도는 환경부 공간정보 

서비스(http://egis.me.go.kr)를 통해 확보하

였다.1) 입력자료로 쓰인 토지피복도는 래스터 

형식의 자료들로써 Landsat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Transverse Mercator 중부원점 좌표계

를 갖는 30m 또는 60m 공간해상도로 작성되

었다. 1980년대 이전 자료들은 60m 공간해

상도를 갖고 있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30m로 향상되었다. 모든 자료들을 동일한 공

간해상도로 일치시키기 위해 30m 해상도를 

가진 자료들을 resampling하여 60m로 조정

하였다. 자료처리를 위해 이미지 처리 소프트

웨어 프로그램인 ERDAS IMAGINE 9.1과 

지리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ArcGIS 

9.3을 사용하였다. 연구지역 경계 밖의 영역

은 모두 연산에서 제외시키고, 수역, 도시역, 

나지, 습지, 초지, 산림, 농경지 등 모두 7개 

토지이용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토지이용 

구분은 분류상 토지피복 대분류에 해당하는데, 

1980년대 이후 연구지역의 토지이용변화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시역, 산림, 농경지를 

주된 대상으로 삼았다.

지역적인 기후 변화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기상청으로부터 1980-2010년 기간 동안의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한 기상 자료는 부산,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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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scape index Symbol Definition*

Class
Group

Class area CA
the sum of the areas (m2) of all patches of the 
corresponding patch type, divided by 10,000 (to convert 
to hectares); that is, total class area (ha)

Number of patches NP number of patches of a particular class
Mean patch size MPS average area of a patch of a particular class (ha)
Patch size coefficient  
of variation

PSCV
population coefficient of variation in patch size relative 
to the mean patch size for a landscape (%)

Largest patch index LPI
percentage of landscape area occupied by the largest 
patch of a class

Landscape shape index LSI
the sum of the entire landscape boundary  and all edge 
segments (m) within the landscape boundary, divided by 
the square root of the total landscape area (m2)

Edge density ED

the sum of the lengths (m) of all edge segments 
involving the corresponding patch type, divided by the 
total landscape area (m2), multiplied by
10,000 (to convert to hectares)(m/ha)

Mean shape index MSI

sum of patch perimeter (m) divided by the square root 
of habitat patch area (m2) for each patch in the 
landscape, adjusted by a constant to adjust for a square 
standard, divided by the number of patches (NP)

Area-weighted mean 
shape index

AWMSI
average perimeter-to-area ratio for a landscape, 
weighted by the size of its patches

Euclidian nearest 
neighbor distance_mean

ENN
the distance (m) to the nearest neighboring patch of the 
same type, based on shortest edge-to-edge distance

Effective mesh size MESH
1 divided by the total landscape area (m2) multiplied by 
the sum of patch area (m2) squared, summed across all 
patches in the landscape (ha)

Interspersion and 
juxtaposition index

IJI

the sum of the length (m) of each unique edge type 
involving the corresponding patch type divided by the 
total length (m) of edge (m) involving the same type, 
multiplied by the logarithm of the same quantity, 
summed over each unique edge type; divided by the 
logarithm of the number of patch types minus 1

Land-
scape
Group

Patch density PD
number of patches of a particular class per unit area 
(standardized to 100ha) 

Landscape shape index LSI
the sum of the entire landscape boundary  and all edge 
segments (m) within the landscape boundary, divided by 
the square root of the total landscape area (m2)

Contagion index CONTAG
the average contiguity value for the cells in a patch 
minus 1, divided by the sum of the template values 
minus 1

* Refer to MaGarigal and Marks(1995) for formula of each landscape index.

TABLE 1. Landscape metrics used in the analyses(MaGarigal and Marks, 1995)

통영, 진주, 거창, 합천, 밀양, 산청, 거제, 남

해 등 10개 측후소에서 관측된 일별 자료이

다. 텍스트 형태로 구성된 원자료를 마이크로

소프트의 엑셀프로그램을 사용하여 spread 

sheet 형태로 변환하였으며, 월별 평균기온, 

최고기온평균, 최저기온평균, 월강수량,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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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Landuse changes in the Busan metro area(top) and South Kyeongsang 

               Province(bottom) (1980, 2010)

고 연도별 평균기온, 최고기온평균, 최저기온

평균, 연강수량을 각각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및 논의

1. 토지이용 및 경관구조 변화

1) 부산의 경관구조 변화

주요 피복 클래스인 도시역, 산림, 농경지는 

연도별로 89-96% 비중을 차지하였다. 지난 

30여 년간 부산의 도시역은 1980년 대비 

280.9%로 크게 증가했으며, 반면에 농경지는 

절반이하인 48.2%로 감소하였다(그림 2, 표 

2). 전체 면적의 58%를 차지하던 산림은 

2010년에 48%로 감소하여 1980년 대비 

85.1%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면적가

중 평균형태지수(AWMSI)가 증가하고 가장자

리밀도(ED)가 증가함으로써 전반적으로 도시

역 패치가 복잡해진 결과와 부합한다(표 3). 

패치의 면적 분포를 나타내는 면적분포지수

(MESH)가 1980년 대비 7.8배 증가한 것도 

도시역이 확대되었음을 나타낸다. 반대로, 산

림의 최대 패치 면적 비율(LPI)은 1980년 대

비 61%로 크게 감소했으며, 산림 패치의 분

절화를 나타내는 산포병렬지수(IJI) 역시 

1980년 대비 319%로 크게 증가하였다. 형태

적으로는, 평균형태지수(MSI)가 50%로 낮아

짐으로써 과거에 비해 인위적 형태에 가까워

졌다. 농경지 또한 최대패치비율(LPI)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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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Urban(U) Forest(F) Agriculture(A)

Total(U+F+A) 

Area ratio

Busan South K. Busan South K. Busan South K. Busan South K.

1980

1990

2000

2010

7,323.5
(9.7%)

12,783.2
(16.7%)
16,266.6
(21.2%)
20,569.3
(26.8%)

4,193.3
(0.4%)

10,990.1
(1.1%)

18,580.7
(1.8%)

52,687.8
(5.0%)

43,577
(58.0%)
40,319

(52.6%)
37,898

(49.4%)
37,077

(48.4%)

745,377.5
(70.9%)

751,540.0
(71.5%)

746,132.0
(71.0%)

734,606.6
(69.5%)

21,299
(28.3%)
15,532

(20.2%)
13,239

(17.3%)
10,267

(13.4%)

283,042.4
(26.9%)

268,480.4
(25.5%)

268,328.9
(25.5%)

165,957.1
(15.7%)

96.1%

89.5%

87.8%

88.6%

98.2%

98.1%

98.2%

98.2%

per 1980 280.9% 1,256.5% 85.1% 98.6% 48.2% 58.6% - -

TABLE 2. Changes of land area for each land use category from 1980 to 2010(ha)
 (   )-% area for the entire area of the study units

감소하고, 형태는 단순해졌으며, 패치의 산개 

정도는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1980년 대비 

면적분포지수는 31.6%로 급감하였다. 

도시역의 패치 수(NP)는 클래스면적(CA)

과 함께 토지이용의 증감을 직접적으로 보여

준다. 1980년대 이후 패치 수(NP)는 1.7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증가 폭의 차이

는 있지만, 도시역의 패치 수와 면적은 2010

년까지 꾸준히 증가했다(표 3). 일반적으로 

패치의 형태는 크기가 클수록 복잡해지는 경

향이 있기 때문에 면적가중 평균형태지수

(AWMSI)를 사용함으로써 패치 형태의 복잡

성을 패치 크기와 관계없이 표현할 수 있다. 

산림과 농경지의 경우 이 지수가 각각 1980

년 대비 86%, 79%로 감소하였으나, 도시역

의 경우 126%로 증가하고, 가장자리밀도

(ED)의 증가와 함께 시가화지역의 복잡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2000년대 이후에도 도시화

는 계속되고 있으나 패치 수(NP)의 증가가 

둔화되고, 패치면적 분산계수(PSCV)와 형태

적 특성은 과거에 비해 감소하고 단순해지고 

있다. 이는 199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기

를 지나 최근에는 도시화 속도가 둔화되고 도

시권역이 대형화하면서 패치들이 상호 결합 

또는 통합되어 가는 결과로 보인다. 

산림의 패치 수(NP)는 1990년대 이후 감

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패치면적 분산계수

(PSCV)가 감소함과 동시에 평균패치면적

(MPS)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산림은 비교적 

작은 패치들이 감소함으로써 면적 변화를 주

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의 경관형태지수

(LSI)와 가장자리밀도(ED)가 농경지와 도시

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화 폭이 작았던 것은 

교통로 등에 의해 더욱 복잡해지는 도시역이

나 농경지와 비교했을 때 분절화의 영향을 덜 

받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패치의 형태적 특

징을 반영하는 지표들이 큰 변화를 보이지 않

았고, 클래스면적(CA)과 패치 수(NP)가 감소

했음에도 평균패치면적(MPS)은 증가하고 패

치면적 분산계수(PSCV)가 평균패치면적

(MPS)에 비해 낮게 유지되고 있음을 볼 때, 

산림의 개발은 어느 정도의 보호와 관리 하에

서 진행되었음을 추론케 한다. 

농경지는 주요 토지이용 중 가장 큰 비율로 

면적이 감소하였다. 최대패치비율(LPI)은 

1980년 대비 57%로 감소하였고, 평균패치 

면적도 1980년 27.2ha에서 19.9ha로 작아졌

다. 형태적으로는, 형태지수와 가장자리밀도

(ED)가 감소하였고, 면적분포지수(MESH)가 

현저히 감소함으로써(1980년 대비 32%) 지

난 30여 년 동안 농경지는 절대적인 면적 감

소뿐만 아니라 산림에 비해 분절화 과정을 급

격하게 겪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농경지는 강

서구에 집중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부산광역시로 편입된 1989년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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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scape metric index 1980 1990 2000 2010 per 1980

Urban

Area

CA(ha)
NP
MPS(ha)
PSCV
LPI(%)

7323.5
317
23.1

1231.0
6.7

12783.2
387
33.0

1658.6
14.1

16266.6
531
30.6

1765.4
16.2

20569.3
549
37.5

1625.0
18.5

280.9%
173.2%
162.2%
132.0%
275.8%

Shape
LSI
AWMSI
ED(m/ha)

18.1
7.3
7.6

19.9
11.1
10.9

25.3
11.5
15.6

24.9
9.2

17.1

138.0%
126.3%
224.6%

Fragmentation
ENN(m)
IJI(%)
MESH

383.3
31.0

343.5

314.0
83.1

1519.5

268.6
84.8

2030.2

253.6
81.4

2664.5

66.2%
263.0%
775.8%

Forest

Area

CA(ha)
NP
MPS(ha)
PSCV
LPI(%)

43576.9
537
81.2

1676.1
41.7

40318.9
438
92.1

1495.5
37.3

37897.9
310

122.3
1015.1

26.7

37076.8
274

135.3
935.1
25.5

85.1%
51.0%

166.8%
55.8%
61.1%

Shape
LSI
AWMSI
ED(m/ha)

20.3
9.5

20.4

20.1
9.8

19.5

20.3
8.8

19.1

19.4
8.2

18.2

95.6%
86.0%
89.2%

Fragmentation
ENN(m)
IJI(%)
MESH

239.1
23.1

13269.0

242.1
65.5

10867.2

259.4
70.3

6281.2

269.6
73.8

5788.6

112.8%
319.4%
43.6%

Agri-
culture

Area

CA(ha)
NP
MPS(ha)
PSCV
LPI(%)

21299.4
784
27.2

948.8
8.3

15531.8
560
27.7

974.0
7.5

13239.0
436
30.4

868.8
6.4

10266.5
517
19.9

907.2
4.7

48.2%
65.9%
73.1%
95.6%
57.0%

Shape
LSI
AWMSI
ED(m/ha)

36.7
5.9

27.5

27.4
5.2

16.9

26.8
5.7

15.6

25.7
4.6

13.2

70.1%
79.0%
48.2%

Fragmentation
ENN(m)
IJI(%)
MESH

222.4
53.9

701.0

209.7
64.7

538.3

207.7
76.9

400.6

222.8
75.1

221.5

100.2%
139.4%
31.6%

Total
PD
LSI
CONTAG

2.6
23.8
61.3

3.8
25.5
55.8

4.7
29.2
52.5

4.1
27.2
53.9

155.6%
114.4%
87.9%

TABLE 3. Major landscape metrics of Busan(1980-2010)

농경지 면적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Busan 

Metropolitan City, 2011)2). 그리고 도시개

발이 꾸준히 이루어진 지역(사상구, 진구, 동

래구, 금정구)의 농경지는 패치가 많은 부분 

소멸되고 분절화 되었다. 경관 전체, 즉 부산 

전체 수준에서는 패치의 수가 증가함으로써 

지난 30여 년 동안 패치밀도는 약 156%로 

높아졌고, 동일한 클래스 간의 집중도는 다소 

낮아졌으며, 경관 전체의 복잡성 증가로 형태

지수는 증가하였다. 

표 2의 결과에서 도시역으로 변한 토지의 

기원을 추적하기 위해 1980년과 2000년 토

지피복도를 대상으로 From-To-Matrix분석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980년 이후 30년 

간 도시역이나 농경지로 전환된 산림의 면적

은 1980년 부산 전체 산림 면적의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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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1980) To(2010) Busan Proportion(%) South K. Proportion(%)

Forest
Forest
Forest
Forest
Forest

Urban
Barren

Agriculture
Wetland

Grass

4,069.8 ha
2,674.1 ha
2,176.9 ha

32.8 ha
0 ha

45.5
29.9
24.3
0.4
0.0

17,705.2 ha
4,981.0 ha

72,581.8 ha
463.3 ha

394,988 ha

13.1
3.7

53.7
0.3

29.2
Total 8,953.6 ha 100.0 135,230.1 ha 100.0

Agriculture
Agriculture
Agriculture
Agriculture
Agriculture

Urban
Forest
Grass

Barren
Wetland

7,373.5 ha
3,346.9 ha
1,328.8 ha

591.8 ha
18.4 ha

58.2
26.4
10.5
4.7
0.1

28,870.6 ha
127,310.0 ha
23,847.8 ha
4,523.8 ha

540.4 ha

15.6
68.8
12.9
2.4
0.3

Total 12,659.4 ha 100.0 185,092.5 ha 100.0

TABLE 4. From-To-Matrix of land use changes

(6,246.7ha)였으며, 도시역이나 산림으로 전

환된 농경지의 면적은 1980년 부산 전체 농

경지 면적의 50.3%(10,720.4ha)이다. 토지

이용이 변경된 산림의 45.5%는 도시역이 되

었으며, 29.9%와 24.3%는 각각 나지와 농경

지로 전환되었다. 또한, 농경지의 58.2% 

(7,373.5ha)와 26.4%(3,346.9ha)가 각각 도

시나 산림이 되었다(표 4). 

2) 경상남도의 경관구조 변화

1980년대 경상남도의 토지이용은 도시역이 

0.4%, 산림이 71%, 농경지가 27%를 차지하

는 농업 중심의 경관을 지니고 있었으나, 

2010년에 와서 그 비율은 각각 5%, 70%, 

16%로 변화하였다. 산림의 면적비율 변화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가운데, 농경지의 면적이 

크게 감소하고 그에 따른 도시화가 빠르게 진

행되었다(그림 2). 1980년 이후 이 지역에서 

도시 확장이 이루어진 곳은 진주, 창원, 마산, 

거제, 김해, 양산 등의 도시들이다. 창원, 거제

의 경우 기계공업과 조선산업의 발달로 도시

화가 이루어진 곳인 반면, 김해, 양산은 인근 

부산광역시의 위성도시와 산업기능 이전을 통

해 도시화가 이루어졌다. 

연구기간 동안 이루어진 도시화는 연구 지

역의 토지이용과 경관구조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으로 판단된다. 경남 전체로 

보면, 도시화지역은 1980년 대비 1,256.5%

로 증가했고, 산림과 농경지 면적은 각각 

98.6%와 58.6%로 감소하였다. 다른 토지이

용으로 개발된 산림면적은 약 135,230ha로 

1980년 전체 산림면적의 18.1%에 해당하며, 

이 중 도시역이나 농경지로 전환된 면적은 약 

12%(90,287ha)로 집계되었다. 농경지의 경

우, 약 65.4%(185,093ha)가 다른 용도로 전

환되었고, 이들 중 약 55%(156,181ha)가 도

시역이나 산림으로 전환되었다(표 4). 결과적

으로, 2010년 현재 경상남도 도시역

(52,687.8ha)의 54.8%는 농경지로부터 전환

된 것이며, 약 33.6%는 산림의 개발로 형성

되었다. 따라서, 경남지역의 도시발달은 주로 

농경지의 변화를 통해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산림분포지역도 도시화의 영향 아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농경지가 산림으로 전환

된 면적도 경남 전체면적의 12%를 차지할 만

큼 농경지의 소멸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없어

진 산림의 53.7%가 농경지로 전환된 반면, 

소멸된 농경지의 68.8%가 산림으로 전환된 

결과를 볼 때, 전체적으로 1980년대 이후 나

타난 경남의 주요 토지이용 변화의 규모나 유

형이 내부적으로 복잡한 구조변화를 동반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지난 30년 간 도시역과 농경지의 패치 수

(NP)는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특히 도시역의 

패치 수(NP)는 1980년 대비 1,000% 이상 

급증하였다. 패치 수(NP)와 함께 패치면적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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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scape metric index 1980 1990 2000 2010 per 1980

Urban

Area

CA(ha)
NP
MPS(ha)
PSCV
LPI(%)

4193.3
2161

1.9
952
0.1

10990.1
8871

1.2
959
0.1

18580.7
11468

1.6
1465

0.2

52687.8
22967

2.3
1767

0.5

1256.5%
1062.8%
118.2%
185.7%
656.7%

Shape
LSI
AWMSI
ED(m/ha)

48.6
2.8
1.2

102.3
2.9
3.9

119.1
5.0
5.7

161.8
3.9

13.8

333.1%
142.4%

1193.4%

Fragmentation
ENN(m)
IJI(%)
MESH

447.2
39.8
0.7

271.7
50.8
1.2

257.2
51.3
6.2

199.3
72.7
35.8

44.6%
182.8%

5056.0%

Forest

Area

CA(ha)
NP
MPS(ha)
PSCV
LPI(%)

745377.5
9996
74.6
5350
33.8

751540.0
9536
78.8
6868
49.8

746132.0
9988
74.7
5038
34.0

734606.6
11821

62.1
5780
34.9

85.1%
118.3%
83.3%

108.0%
103.2%

Shape
LSI
AWMSI
ED(m/ha)

114.8
50.2
36.6

106.9
56.7
34.3

103.7
35.0
33.1

141.4
53.6
45.2

123.1%
106.7%
123.5%

Fragmentation
ENN(m)
IJI(%)
MESH

158.2
11.0

151337.7

154.3
17.8

265851.8

156.2
24.2

134572.4

146.8
61.3

144339.9

92.9%
558.8%
95.4%

Agri-
culture

Area

CA(ha)
NP
MPS(ha)
PSCV
LPI(%)

283042.4
16131

17.5
2348

3.7

268480.4
19291

13.9
3340

5.0

268328.9
16566

16.2
3502

6.0

165957.1
25573

6.5
1133

0.5

58.6%
158.5%
37.0%
48.3%
12.2%

Shape
LSI
AWMSI
ED(m/ha)

191.4
17.8
38.4

193.3
27.9
37.5

189.0
30.3
36.7

218.3
7.7

33.4

114.1%
43.3%
87.1%

Fragmentation
ENN(m)
IJI(%)
MESH

173.9
22.1

2608.0

167.7
32.7

3969.0

171.3
40.5

5073.3

160.6
68.7

131.9

92.4%
311.2%

5.1%

Total
PD
LSI
CONTAG

3.4
109.0
71.8

4.6
109.8
71.0

4.6
109.3
67.8

14.6
175.8
57.6

433.8%
161.2%
80.2%

TABLE 5. Major landscape metrics of South Kyeongsang Province(1980-2010)

산계수(PSCV)도 크게 증가한 것이 눈에 띄

는데, 이는 도시의 개발이 공간적으로 차이를 

두고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면서 패치 면적의 

분산이 커진 결과이다. 형태지수와 가장자리

밀도(ED)가 증가하고 최대패치비율(LPI)이 

6.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볼 때, 경남지역의 

주요 도시 지역인 창원, 거제 등의 산업도시

의 성장과 김해, 양산과 같은 부산 대도시권 

지역의 급성장이 경관 구조 지표에 그대로 반

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면적이나 형태

적 특성 등 구조적으로 비교적 안정세를 보인 

산림과 달리, 경남의 농경지는 면적(1980년 

대비 58.6%)이 크게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

라, 평균패치면적(MPS), 최대패치비율(LPI)

이 급감하였고, 단순화되었다는 것이 정량적

으로 확인되었다. 패치면적분포지수(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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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hanges in mean air temperature(a) and mean maximum air 

                    temperature(b)(1980-2010)

역시 도시역(5,056%)과 크게 대비되는데, 

1980년 대비 5.1%로 대규모의 구조적 파편

화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경관 전체로 

보면, 지난 30년 동안 패치밀도가 4배 이상 

증가하고, 동일 클래스의 집중도지수

(CONTAG)가 71.8%에서 57.6%로 떨어져 

경관 구조에 있어 분절화와 복잡도가 크게 증

가하였다(표 5). 

2. 기후 특성 변화

30년간의 측후소자료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추세선을 생성하여 10년당 평균 기온 증가율

을 계산한 결과, 부산은 0.279℃/10년, 경남 

지역은 평균 0.237℃(범위 0.068℃~0.31

8℃)로 나타났다. 최고기온증가율은 부산지역

이 0.249℃/10년, 경남지역이 0.312℃/10년

의 증가 속도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평균기

온과 최고기온의 증가율은 지역적인 기후 특

성에 따른 경향성을 보였다. 부산과 경남지역

을 해안(부산, 창원, 통영, 거제, 남해), 중부

내륙(밀양, 합천, 산청, 진주), 서북산악 지역

(거창) 등 모두 3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기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기온증가율과 최고

기온증가율 모두 연평균기온이 낮은 지역일수

록, 즉 해안에서 내륙 산악지역으로 갈수록 

높게 나타났다(그림 3). 

기온자료(1975-2010년)와 지표피복자료

(1980, 1990, 2000, 2010년)에 기반한 도

시역, 산림, 농경지 면적 자료를 상호 비교한 

결과, 도시역의 증가에 따른 부산시 기온 상

승이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대조적으로, 도시

화에 따른 산림 및 농경지 면적의 변화는 부

산시 기온과 음의 상관성을 나타내었다(그림 

4; a-c). 다만, 부산시 기온 변화 추세에서 

2006년 이후 평균최고기온은 미미하게 감소

하였는데, 이러한 변화는 개별 토지이용의 면

적, 형태, 또는 파편화 지표로 명확하게 설명

되지 못한다. 하지만, 부산시 전체, 즉 경관 

수준에서의 지표와 상당부분 부합하게 나타났

다. 즉, 경관 전체의 패치 수가 2000년대 이

후 감소 추세로 변화하였고, 경관형태지수

(LSI)와 가장자리밀도(ED)같은 형태적 지표 

역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최근 

10여 년 동안의 지속적인 도시 확장 과정에서

도 전반적으로 경관의 파편화 감소, 특히 수

분 조절 기능을 통해 온도 변화의 완충작용을 

하는 산림의 구조적인 안정화가 도시열섬 효

과를 억제하는 데에 기여했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 분석 결과에서도, 2010년 기준 부산의 

산림 패치 수(NP)는 1980년 대비 51% 수준

으로 감소한 반면, 평균 패치 크기는 꾸준히 

증가하여 1980년 대비 167%에 달하였다. 산

림의 패치 형태면에서도 가장자리밀도나 평균

형태지수가 지난 30년 동안 상대적으로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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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Relationships between land use changes and air temperature 

changes(1980-2010): Busan(a-c) and South Kyeongsang Province(d-f) 

적으로 유지된 것을 알 수 있다. 파편화를 나

타내는 지수들도 최근 10년 동안의 변화는 미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 

경남지역의 도시역은 매우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2010년 산림과 농경지 면적은 

1980년 대비 각각 85.1%와 58.6%로 감소한 

반면, 도시역 면적은 12배 이상으로 급증하였

다. 이에 따라, 경남지역 평균기온, 평균최고

기온, 평균최저기온 모두 지난 30년 동안 예

외 없이 상승하였다(그림 4; d-f). 경관 전체

로 볼 때, 경남지역은 산림 면적의 축소가 현

저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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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Mean air temperature increases with expansion of urban area(1980-2010) 

역의 급성장과 농경지의 대폭적인 축소와 분

절화로 인해 지난 30여 년 간 기온 상승 추세

가 가속화하는 현상을 보여주었다. 부산과 경

상남도 지역의 도시면적 증가에 따른 기온 상

승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지난 30년 간 전국 

시도별 도시면적 증가와 평균기온 변화를 분

석하였다3). 부산과 경상남도, 그리고 제주를 

제외한 13개 시도의 측후소 평균기온변화는 

각 시도 전체 면적 대비 도시면적 증가분(%)

과 유의한 상관관계(r=0.625, p<0.01)를 보

였다.4)  

험준한 산악지역, 평야와 해안 지역이 복합

적으로 분포하는 연구지역의 특성상 기온 변

화의 추세를 보다 작은 지리적 단위로 구분하

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산과 경남 지역을 

해안, 중부, 서부산악 지역으로 분리하여 비교

하면, 도시역 확장에 따른 기온변화의 폭이 

지역별로 구분되는 양상을 보여준다(그림 5). 

부산은 대도시의 일반적인 경향대로 도시 확

장에 따른 기온변화의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도시역 면적 증가에 따라 변화하는 

다양한 경관 지표들도 기온 변화와 상관성을 

보였다. 도시역의 패치 수(NP), 평균패치면적

(MPS), 최대패치비율(LPI) 모두 꾸준한 증가 

패턴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도시역의 형태적 

특성과 집중도를 나타내는 지표 역시 예외 없

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것은, 도시역의 면

적 증가와 함께 도시역의 구조적 복잡성과 군

집화 경향이 연구 지역의 전반적인 기온 증가

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특히, 

산림패치들의 면적 분포 변화를 지시하는 결

과에서 파편화가 크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

(1980년 대비 43.6%) 도시면적 증가와 함께 

산림의 구조적 변화가 기온 상승에 주된 영향

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에, 유사한 해

양 기후가 나타나는 경남해안 지역은 경남 지

역 내에서도 가장 완만한 기온변화를 보였다. 

경남 산악지역은 구분된 지역 중 가장 한랭한 

기후특성을 보이며, 기온 증가율이 중부 지역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관측되었다(1980년 

평균기온 기준 각각 8.6%(산악)와 6.3%(중

부)). 이러한 조사결과는, 지리적 환경과 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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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 등 지형 조건에 따라 지표피복 변화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결  론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지역의 

토지이용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추적하여, 지

난 30년 간 나타난 경관의 구조변화를 정량화

하고 지역적인 기온 변화상과의 연관성을 분

석하고자 하였다. 도시역 면적으로 볼 때 부

산과 경상남도 모두 1980년 대비 281%, 

1,257%로 빠른 증가추세를 보였다. 특히, 도

시역, 산림, 농경지는 2010년 기준으로 부산

시와 경산남도 전체 면적의 88.6%와 98.2%

를 차지하여 토지이용과 경관구조 변화를 주

도하였다. 부산의 경우 산림과 농경지가 대부

분 도시화 지역으로 전환된 반면, 경상남도 

지역에서는 산림에서 농경지로, 농경지에서 

산림으로의 전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났다. 이는, 지난 30여 년 동안 도시역, 산

림, 농경지를 합한 전체 면적이 비교적 안정

적으로 유지되어 온 반면, 내부적으로 복잡한 

토지이용의 구조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준다. 

부산시의 경우, 용도 변경된 산림과 농경지의 

45.5%와 58.2%가 도시역으로 변화하여 대도

시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도시확장 중심의 

경관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대규모 도시화

의 결과로, 부산시의 평균 기온은 빠른 상승

세를 보여주었다. 1980년부터 2010년까지의 

측후소자료를 바탕으로 10년당 평균 기온 증

가율을 계산한 결과, 부산은 0.368℃/10년, 

경남 지역은 평균 0.407℃/10년으로 나타났

다. 평균최고기온증가율은 부산지역이 0.24

9℃/10년, 경남지역이 0.312℃/10년의 증가 

속도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평균기온과 최고

기온의 증가율은 지역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평균기온증가율과 최고기온증가율 모두 연평

균기온이 낮은 지역일수록, 즉 해안에서 내륙 

산악지역으로 갈수록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규모와 개별 도시 규모

의 경관 구조변화를 분석하고자 했지만, 이러

한 지리적 또는 공간적 범역이 경관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적합한지 확인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 분석 대상 지역의 전체적인 

구조를 정량화하는 데에는 경관생태학적 접근

이 수치적인 결과를 제시하지만, 공간적으로 

개별 토지이용의 시계열적 변화를 연속적으로 

지도화하기 힘든 약점이 존재한다. 정량화된 

경관구조 지표들 간에 존재하는 상관관계로 

인해 경관 구조 지표의 선택에 따른 해석이 

일관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잠재적 

문제점이다. 따라서, 연구자가 연구 결과를 제

시함에 있어 의도된 연구 목적에 유리한 지수

를 편향적으로 선택하거나 해석하는 것을 피

하기 위해서 분석에 사용된 경관지수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연구 대상지를 다양

화하고 지리적 규모에 따라 반복적인 분석결

과를 도출하여 안정성 있는 경관지수를 마련

하는 작업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

욱이, 지표피복자료를 사용할 경우, 분류 정확

도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 역시 연구자가 신중

히 고려해야 할 점이다(Buyantuyev and 

Wu, 2007). 본 연구에서는 시·도 규모에서 

도시면적의 장기적 증가에 따른 기온 상승 폭

을 분석했지만, 도시면적의 양적 증감뿐 아니

라 형태적, 구조적 특성변화가 지역적 기후변

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내지 못하였다. 

이것은 일정 간격을 두고 분포해 있는 측후소

자료보다는 보다 세밀한 수준의 기상자료나 

위성자료와 같은 2차 자료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0년간의 지속적인 도시 확장

이 지역적 수준에서 기온 상승률에 유의한 영

향을 끼쳤음을 확인한 본 연구 결과는 향후 

도시 팽창이 예상되는 지역의 도시열섬 저감

을 위한 녹지계획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

다.    

주

1) 최근(2013년 4월) 제정된 환경부 토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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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작성 지침(환경부 훈령 제1036호)에

는 대분류 토지피복도의 도엽별 분류정확

도를 평균 75%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강서구가 김해군으로부터 분리된 1989년

의 경지면적(논·밭 포함)은 7,296ha였

고, 2010년에는 5,278ha로 감소하였다.  

3) 도시면적의 추출은 1980년 이전과 2005

년 이후의 위성자료를 기반으로 한 토지피

복 분류를 기준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과 유사한 접근법을 사용한 

Son et al.(2009)의 분석 결과를 참고하

여 지난 30년간의 시도별 도시면적 변화

를 산출하였다. 행정구역별 시도별 전체 

면적은 국토해양부의 「지적통계연보」를 

사용하였다. 지난 30년간의 측후소 자료를 

사용하여 기온증가율을 계산하되, 30년 자

료가 충족되는 않는 일부 측후소 자료를 

제외하였다. 각 측후소의 연평균 기온을 

시도별로 합산하여 평균한 값을 이용하여 

해당 시군의 기온증가율(℃/10년)을 산출

하였다. 

4) 지난 30년간 각 시도별 총면적 대비 도시

면적 증가비 범위는 1.2%(강원)-23.3%

(광주)로 나타났고, 이에 따른 기온증가율

은 0.157-0.467(℃/10년)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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