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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최근 폭염 문제로 주목을 받고 있는 밀양시를 대상으로 토지피복과 지형과 같은 공간 

특성이 폭염일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폭염일수는 RCP 기반의 남한상세 기후자료

(2000~2010년)를 활용하여 산출하였고, 토지피복유형은 2000년 토지피복도와 2005년, 2010년 

환경부 중분류 토지피복도를 이용하여 시가화지역, 농업지역, 산림지역, 수역, 초지 및 나지로 유

형을 재분류하였다. 지형특성은 공간해상도 30m급의 수치표고모델을 이용하여 계산된 지형위치지

수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폭염일수는 2000년 평균 31.4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2008년 

26.9일, 2001년 24.2일, 2010년 24.0일 순으로 나타났다. 폭염일수는 농경지와 계곡부 일대, 도

시 외곽지역에서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밀양시의 지형적 특성은 평지(19.7%) 보다는 경사

지(51.6%)의 산악지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쪽 일부지역은 대규모 계곡지역(12.2%)이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간특성과 폭염의 상관성 분석 결과, 산림지역에서 폭염일수와 음의 

상관성(-0.109)으로 나타나 폭염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지형적인 측면에서는 평지와 

폭염이 양의 상관성(0.305)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도시계획가와 환경관리자에게 토지개

발과 지형변화가 폭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주요어 : 폭염, 기후변화, 도시열섬, 지리정보시스템, 지형위치지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spatial characteristics, such 

as land cover and topography, on heat wave days from the city of Milyang, which 

has recently drawn attention for its heat wave problems. The number of heat wave 

days was calculated utilizing RCP-based South Korea climate data from 2000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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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Land cover types were reclassified into urban area, agricultural area, forest 

area, water, and grassland using 2000, 2005, and 2010 land cover data construct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opographical features were analyzed by 

topographic position index (TPI) using a digital elevation model (DEM) with 30 m 

spatial resolution. The results show that the number of heat wave days was 31.4 

days in 2000, which was the highest, followed by 26.9 days in 2008, 24.2 days in 

2001, and 24.0 days in 2010. The heat wave distribution was relatively higher in 

agricultural areas, valleys, and rural areas. The topography of Milyang contains more 

mountainous slope (51.6%) than flat (19.7%), while large-scale valleys (12.2%) are 

distributed across some of the western region.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heat 

wave and spatial characteristics showed that the correlation between forest area land 

cover and number of heat wave days was negative (-0.109), indicating that heat 

wave can be mitigated. Topographically, flat areas and heat wave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0.305). These results provide important insights for urban planning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for understanding the impact of land development and 

topographic change on heat wave.  

KEYWORDS : Heat Wave, Climate Change, Urban Heat Island, GIS, TPI

서  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

의 발생빈도와 피해규모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7년도에 발간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제4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로 인해 21세기말 평균 기온이 최대 

6.4℃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이로 인해 

폭염의 발생빈도, 강도, 지속 시간 등이 점진적으

로 증가할 것이라 예측하였다(IPCC, 2007). 

폭염은 기온이 30℃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하

는 현상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를 일컬으며, 기후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피

해가 가장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상재

해 중 하나이다(Kim et al., 2014). 폭염은 열

대야를 유발하여 불면증, 스트레스 등을 유발하

여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전력소

비 증가에 따른 에너지 문제, 산불 발생 증가, 

스모그 현상과 같은 대기오염 악화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사회 전반적으로 피해를 미칠 수 있다

(Kim et al., 2009; Changnon et al., 1996). 

최근 기상청 보도 자료에 의하면, 1901년부터 

10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기상재해별 피해를 

분석한 결과, 인명피해가 가장 크게 발생한 기

상재해는 태풍이나 홍수가 아닌 1994년 발생한 

폭염인 것으로 나타났다(Lee and Cho, 2015). 

폭염에 관련된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Koo et 

al.(2015)은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지역별 환

경 및 특성을 고려한 폭염 취약성 평가를 실시

하였고, 폭염 대응 정책 검토 및 도시계획 차원

에서 지속적인 폭염적응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Lee et al.(2007)은 폭염이 일 사

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부산광역

시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Park et al.( 

2008)은 국내의 폭염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폭

염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정립하고, 폭염발생 

기준을 제시하였다. Lee et al.(2010)은 국내 

7개 대도시의 폭염유발기단과 일 사망률의 증가

와의 연관성을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고온

건강주의보 및 경보 수준을 알려주는 고온건강

경보시스템을 제시하였다. Lee and Cho(2015)

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표본자료에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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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tudy process 

출한 총 673,346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폭염발

생의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호흡기계 및 심혈

관계 질환자를 대상으로 16개 시·도의 사회경

제적 요인을 고려한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의 영향을 살

펴보았다. 최근까지의 폭염 관련 연구동향에서 

보듯이, 지역별로 폭염의 발생정도와 그에 따른 

인간의 건강 영향을 주로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하는데 그치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도

시열섬현상의 가속화, 무분별한 토지개발과 산

지 지형의 변화, 비닐하우스 시설재배 경작지의 

증가 등으로 인해 대규모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에서도 폭염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 

따라서 폭염 발생 이후 사후 조치적 대응 방

안 마련이 아니라, 폭염 발생빈도가 많거나 폭

염에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피복 유형이

나 지형적 특성 등과 같이 미기후현상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공간적 요소들이 폭염 발생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

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폭염 

발생빈도와 그 강도가 전국의 다른 지역에 비

해 높은 경상남도 밀양시를 대상으로 토지피복

유형과 지형특성이 폭염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공간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1. 연구수행과정

본 연구의 과정은 그림 1과 같이,  RCP 기

반의 남한상세 기후자료를 수집한 후, 일최고기

온 33℃ 이상인 일수를 산정하여 연간 폭염일

수 자료를 구축하였다. 공간자료는 국가수자원

관리종합정보시스템(http://www.wamis.go.kr)

에서 제공하는 2000년 토지피복도와 환경부에

서 제공하는 2005년과 2010년 중분류 토지피

복자료를 바탕으로 시가화지역, 농업지역, 산림

지역, 수역, 초지 및 나지로 재분류하여 구축하

였다. 또한, 공간해상도 30m급의 수치표고모델

(Digital elevation model, DEM)을 이용하여 지

형유형을 나타내는 지형위치지수(Topographic

position index, TPI)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폭염일수의 공간해상도와 동일한 1㎞의 Vector 

GRID 내에 평균 폭염일수와 토지피복유형, 지

형특성 자료를 생성하였다. 폭염일수는 연간 동

일한 평가를 위해 지수화하였고, 토지피복유형

과 지형특성은 군집분석을 통해 공간유형을 분

류하였다. 마지막으로 폭염일수 지수화 자료와 

공간유형 분류 자료의 상관분석을 통해 토지피

복유형과 지형특성이 폭염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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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dministrative district in Miryang

2. 연구대상지 선정

연구대상지는 그림 2와 같이 경상남도에 위치

한 밀양시로 선정하였다. 밀양시는 대부분의 지

역이 산지와 농경지로 이루어진 농업중심의 내

륙형 도시로 16개의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쪽으로는 낙동강과 인접해 있으며, 도심 

외곽의 산지에서 발원한 소하천들이 합류하면서 

형성된 밀양강이 도심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다. 

산지는 해발고도 300~600m로 형성되어 있고, 

밀양강을 중심으로 협곡을 형성하고 있다.  

최근 밀양시는 많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듯

이 도시열섬과 폭염 등이 지역의 주요 환경이

슈로 부각되고 있다. 1998~2012년 15년간 일 

최고 기온 33℃ 이상인 폭염 발생일수를 보면, 

경상남도 합천군 347일과 대구광역시 동구 

340일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296일로 나타났

다(Park et al., 2016). 심지어 2015년 8월의 

폭염일수를 전국 광역지자체 도시와 비교해 보

면, 밀양시는 10일로 서울시 3일, 부산시 1일, 

광주시 8일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울산시 10일과 동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http://data.kma.go.kr). 밀양시는 비슷한 규모

의 중소도시나 대규모 광역도시에 비해 도시화

가 비교적 덜 진행된 농업중심의 도시이지만, 

폭염은 매우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현재

까지 폭염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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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알고 있는 인공구조물이나 피복면의 증가, 

녹지면적 감소, 인공열 배출뿐만 아니라, 시설

재배 중심의 농업활동 변화, 바람 형성이나 흐

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지형적 요소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3. 공간자료 구축

1) 폭염일수 

폭염일수는 국립기상연구소에서 제공하는 한반

도 기후변화 예측자료 중 RCP(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 기반의 남한상세 기

후자료를 활용하였다. 남한상세 기후자료의 구축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영국 기상청 해들리 센

터의 전지구 예측모델인 HadGEM2-AO(coupled 

Atmosphere Ocean model of Hadley Centre 

Global Environmental Model version 2)에 인

위적 기후변화 강제력을 적용하여 공간해상도

135km인 전지구 기반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

를 생산하고, 지역기후모델인 HadGEM3-RA 

(Atmosphere Regional climate model of 

HadGEM3)를 이용한 지역 상세화로 공간해상도 

12.5km인 한반도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를 생

산한다. 여기에 좀 더 상세한 자료를 구축하기 위

해 MK(Modified Korean)-PRISM (Parameter 

elevation Regression an Independent Slopes 

Model)로 생산된 격자형 관측 자료의 계절주기 

기후 값에 모델의 편차를 보정하였다. 그리고 고

해상도 기후변화 전망자료를 생산하는 한반도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통계적 상세화 기법인 

PRIDE 모델을 적용하여 공간 해상도 1km인 남

한 상세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를 산출하였다

(Park et al., 2013). 

본 연구는 위와 같은 과정으로 생성된 남한

상세 기후 자료에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일단위 기온자료를 획득한 후, 폭염 기준인 일 

최고기온이 33°C 이상인 날의 일수를 추출하

여 연도별 폭염일수 공간자료를 생성하였다. 

2) 토지피복유형 

토지피복유형은 2000년과 2005년, 2010년에 

구축된 환경부 토지피복도를 활용하였다. 2000

년 토지피복도는 공간해상도 30m의 Landsat 7 

ETM 영상을 이용하여 시가화지역과 논, 밭 등 

총 8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

보시스템(http://www.wamis.go.kr) 제공 자료를 

활용하였다. 2005년과 2010년의 자료는 위성

영상과 항공사진, 현장조사를 토대로 구축된 공

간해상도 5m급의 환경부 중분류 토지피복도를 

이용하였고, 주거지역, 공업지역, 과수원 등 토

지피복속성이 22개 항목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2000년과 2005년, 2010년의 토지피복속성은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속성으로 재

분류할 필요가 있었으며, 2000년 토지피복유형

을 기준으로 2005년과 2010년의 토지피복속

성을 재분류하여 시가화지역, 농업지역, 산림지

역, 초지 및 나지, 수역의 총 5가지의 유형으로 

재구축하였다. 

3) 지형특성 

지형특성은 공간해상도 30m×30m 수치표고

모델을 활용한 TPI로 분석하였다. TPI는 그림 

3과 같이 고도와 경사를 바탕으로 능선과 계곡

부, 급경사지, 완경사지, 평지 등 10가지 형태로 

분류하는 것으로서 넓은 인접공간에서의 경사위

치분류(Large neighborhood slope position 

classification, LN)와 좁은 인접공간에서의 경

사위치분류(Small neighborhood slope position 

classification, SN), 경사도를 바탕으로 중첩에 

의해 분석되어진다(Park et al., 2007; Sermin, 

2008; Song and Park, 2010). 본 연구에서는 

ArcView 3.2a 프로그램의 TPI Exten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기존의 선행연구와 밀양시

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SN은 100m, LN은 

300m로 설정하여 TPI를 도출하였다. 

4. Vector GRID 자료 생성 및 통계 분석

토지피복유형과 지형특성이 폭염일수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폭염일수 공간자료

와 동일한 해상도(1km×1km) Vector GRID

를 생성하고, GRID 내에 앞에서 구축된 토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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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errain classification scheme by topographic position index

(Source: Sermin, 2008) 

복유형 및 지형특성 공간자료별 면적률을 각각 

산출하였다. 또한, 토지피복유형과 지형특성 분

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폭염일수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군집분석도 실시

하였다.  

Vector GRID 기반의 연도별 폭염일수자료

는 식(1)과 같이 표준화를 실시하여 폭염일수 

지수를 산출하였다.

Heat wave index = 

max min 

 min 
×     (1)

여기서, X는 Vector GRID의 각 셀별로 계

산된 연도별 평균폭염일수이고, Xmin은 최저 평

균폭염일수, Xmax는 최고 평균폭염일수이다. 이

와 같이 분석된 폭염일수 지수화 자료는 토지

피복유형 및 지형특성 자료의 각 셀별 면적률 

자료와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상호간

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행정구역 및 연도별 폭염일수 분석

행정구역 및 연도별 밀양시의 폭염일수를 분석

한 결과는 그림 4, 표 1과 같다. 폭염일수가 많

은 지역은 연도마다 상이했지만, 농경지가 많은 

지역에서 폭염일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

타났고, 도심이 아닌 외곽지역에서도 폭염이 빈

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도별로는 

2000년이 평균 31.4일로 폭염이 가장 많이 발생

하였으며, 다음으로 2008년 26.9일, 2001년 

24.2일, 2010년 24.0일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구역별는 도시외곽에 위치한 무안면[D10]

(25.3일)과 초동면[D09](24.6일), 하남읍[D02]

(23.1일), 상남면[D08](23.0일)에서 폭염일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은 평지에 비닐하

우스, 온실 등의 대규모의 시설재배지가 분포하

고 있거나, 계곡부에 농경지가 조성되어 있었

다. 도심에 분포하는 내이동[D13](22.9일)과 

삼문동[D14](22.6일)도 비교적 폭염이 빈번히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폭염일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 토지피복유형 및 지형특성 분석

1) 토지피복유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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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007> <2008>

<2009> <2010> <Mean>

FIGURE 4. Distribution of heat wave days from 2000 to 201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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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5> <2010>

FIGURE 5. Distribution of land cover types from 2000 to 2010

District
2000 2005 2010

U A F B W U A F B W U A F B W

D01 0.5 27.1 69.5 0.5 2.5 4.3 29.3 54.0 6.2 6.3 4.5 27.7 56.2 5.3 6.4

D02 1.1 56.2 36.6 0.8 5.4 7.4 60.7 14.1 7.1 10.7 7.6 60.1 14.4 6.0 11.9

D03 1.1 22.7 74.2 0.3 1.7 4.7 36.6 54.6 1.7 2.4 5.0 34.1 55.4 2.8 2.7

D04 1.5 19.2 77.8 0.3 1.3 2.8 25.5 65.8 3.6 2.3 3.1 25.3 65.3 4.1 2.2

D05 1.5 19.4 77.8 0.9 0.4 4.9 26.7 57.7 8.0 2.7 5.3 25.9 58.2 8.1 2.5

D06 0.5 12.4 86.7 0.2 0.1 2.2 17.8 76.7 2.7 0.6 2.4 16.3 76.7 4.2 0.5

D07 0.8 8.6 89.7 0.3 0.7 1.7 13.7 80.7 2.2 1.7 1.7 12.5 80.8 3.4 1.7

D08 1.2 44.4 48.3 3.8 2.3 6.5 51.1 34.5 4.2 3.7 7.3 50.7 35.2 3.2 3.6

D09 0.3 37.9 60.4 0.1 1.2 5.1 47.9 36.8 5.1 5.1 5.8 46.6 37.6 5.6 4.5

D10 0.1 15.8 83.8 0.0 0.3 2.8 24.3 69.7 1.8 1.5 2.7 23.4 70.4 2.1 1.4

D11 0.0 11.2 88.3 0.0 0.4 2.1 18.0 77.4 1.4 1.1 2.1 16.3 78.5 2.4 0.8

D12 4.4 19.4 71.6 2.4 2.3 7.6 20.7 59.4 6.8 5.5 7.4 21.2 60.3 5.9 5.2

D13 22.4 30.2 42.2 4.8 0.5 38.2 46.5 0.0 8.9 6.4 39.3 44.6 0.0 8.1 8.1

D14 22.5 41.2 22.5 1.5 12.3 33.1 30.2 2.2 23.4 11.1 41.2 23.0 1.5 14.2 20.1

D15 8.3 18.9 68.8 0.5 3.6 15.5 20.4 45.8 11.9 6.5 16.6 14.1 50.4 9.7 9.2

D16 6.3 32.5 58.1 0.9 2.2 18.8 23.3 43.4 12.8 1.7 21.0 21.2 42.5 14.0 1.4

Total 1.0 20.6 68.5 0.6 1.3 4.0 27.7 61.7 3.7 3.0 4.2 26.4 62.3 4.1 3.0

Area(㎢) 8.1 165.4 549.9 4.6 10.2 31.9 222.1 495.0 29.8 24.0 33.8 211.9 499.9 32.9 24.2

U: Urban area, A: Agriculture area, F: Forest area, B: Barren area, W: Water area

TABLE 1. Characteristics of land cover types in accordance with administrative district and 

years (unit : %)

토지피복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5, 표 2

와 같다. 밀양시의 토지피복유형은 대부분 산림

지역과 농업지역으로 구성되며, 특히 남쪽의 낙

동강과 밀양강 주변에는 대규모 시설재배 중심

의 농경지가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시가화지역과 나지, 수역의 면적은 매우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도별로 토지피복유형의 변화를 살펴보면, 

농경지가 46.59㎢로 가장 많은 면적이 증가하

였고, 다음으로 시가화지역이 25.67㎢로 많이 

증가하였다. 반면에 산림지역은 50.04㎢가 감

소하였다. 시가화지역이 크게 증가된 지역은 삼

문동[D14] 18.7%와 내이동[D13] 16.9%, 교

동[D16] 14.7% 등으로 기존의 도심지역을 중

심으로 시가화지역이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지역은 내이동[D13] 14.4%와 부북면[D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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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ct
Heat wave days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Mean

Eup
D01 29.0 25.0 14.2 5.2 20.8 19.1 22.1 20.5 23.4 7.8 23.0 19.1 

D02 35.4 25.3 15.5 9.2 26.1 25.6 26.8 24.1 28.1 8.9 29.5 23.1 

Myeon

D03 34.9 25.9 16.4 8.5 24.6 25.1 26.6 24.0 28.8 8.0 21.3 22.2 

D04 37.1 28.2 17.5 6.4 21.5 19.9 23.2 22.1 26.4 6.2 20.7 20.8 

D05 32.8 25.7 15.3 4.7 20.1 18.9 22.7 22.1 21.0 5.8 18.8 18.9 

D06 34.0 26.6 16.4 2.8 10.1 9.0 11.4 12.1 13.9 2.4 13.6 13.8 

D07 31.8 26.0 15.9 2.8 15.0 12.7 17.3 16.5 19.3 5.8 19.0 16.6 

D08 33.0 26.1 15.7 8.9 26.2 25.7 27.2 24.0 29.0 9.3 27.9 23.0 

D09 37.8 27.2 17.3 10.4 27.7 27.3 29.1 24.7 30.7 9.9 28.7 24.6 

D10 39.5 30.1 20.2 11.9 27.1 29.1 30.7 27.8 31.1 8.5 22.6 25.3 

D11 36.5 28.3 19.4 11.7 23.0 26.3 30.5 28.6 26.7 4.2 13.9 22.7 

Dong

D12 25.2 20.5 14.4 4.6 24.9 22.1 22.9 22.1 27.6 13.4 26.4 20.4 

D13 23.7 17.2 14.5 5.3 30.1 26.0 24.2 23.0 33.9 21.2 32.5 22.9 

D14 18.2 16.0 14.0 4.1 34.0 26.0 22.6 23.6 34.4 22.5 33.0 22.6 

D15 26.2 19.9 14.6 5.3 28.1 24.6 24.0 22.9 30.7 16.6 29.3 22.0 

D16 26.7 18.8 14.3 4.2 23.7 21.5 21.0 21.3 26.2 8.9 23.0 19.1 

Mean 31.4 24.2 16.0 6.6 23.9 22.4 23.9 22.5 26.9 10.0 24.0 21.1

TABLE 2. Characteristics of heat wave days in accordance with administrative districts  

11.4%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시가화지역이 

크게 증가한 삼문동[D14] -18.3%와 교동

[D16] -11.3%로 농업지역 면적이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다. 산림지역은 모든 지역에서 감소

하는데, 특히 내이동[D13] -42.2%와 초동면

[D09] -22.9%, 하남읍[D03] -22.2%, 삼문

동[D14] -21.0% 등으로 많은 면적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반적으로 밀양시의 토지

피복유형 변화패턴은 기존 산림 및  농경지가 

시가화 지역으로 개발·확산되었고, 대규모 시

설재배 중심의 농업지역의 면적도 밀양강 하류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

2) 지형특성 분석

지형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6, 표 3과 

같다. 밀양시는 평지(19.7%) 보다는 경사지

(51.6%)의 산악지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특히 밀양시의 동쪽과 서쪽 일부지역은 대

규모의 계곡지역이 12.2% 정도 분포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행정구역별로 살펴보면 평지의 경우, 도시화

가 가장 많이 진행된 삼문동[D14](99.6%)과 

내이동[D13](97.8%)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농경지가 많이 분

포하고 있는 하남읍[D02]도 평지 면적이 75.6%

로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계

곡지역과 능선지역은 산지가 많은 산내면[D06]

(계곡: 31.3%, 능선: 22.6%)과 단장면[D07]

(계곡: 19.8%, 능선: 22.6%)에서 가장 많았다. 

경사지는 무안면[D10](67.5%)과 청도면[D11] 

(64.7%), 상동면[D04](61.6%), 교동[D16](6 

0.3%)에서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특정 지형유형은 도시지

역의 기후 완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환경

생태계획 시 이러한 특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

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 중 Song and Park 

(2010), Jung et al.(2008)은 토지피복적인 

요소와 지형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도시열섬효

과를 완화하기 위한 도시지역의 바람길 생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시외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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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Results of topographic position index 

District

Area ratio of topography types (%)

Ridges Valleys Plains Slope

A B C D E F G H

D01 9.9 5.5 0.9 24.1 54.1 2.5 2.0 0.9

D02 2.4 0.0 0.0 75.6 20.5 1.4 0.0 0.1

D03 9.0 0.7 2.1 30.9 52.7 1.5 1.6 1.6

D04 15.9 7.9 2.6 11.9 49.9 2.9 7.4 1.4

D05 16.5 8.8 0.6 16.6 46.8 2.8 6.0 1.9

D06 22.6 23.9 7.4 0.9 36.0 1.8 3.6 3.8

D07 21.3 19.8 2.8 1.9 44.0 3.1 4.4 2.7

D08 8.4 0.0 0.0 49.6 38.3 1.0 1.7 1.0

D09 6.5 3.3 1.9 36.8 45.9 0.8 3.6 1.1

D10 12.9 3.8 1.4 14.5 60.0 2.7 3.9 0.9

D11 15.8 8.1 4.1 7.3 54.5 3.0 5.0 2.2

D12 14.0 0.0 0.0 29.1 48.5 2.2 4.9 1.3

D13 0.0 0.0 0.0 97.8 2.2 0.0 0.0 0.0

D14 0.0 0.0 0.0 99.6 0.4 0.0 0.0 0.0

D15 9.1 0.0 0.0 40.2 49.2 0.3 0.0 1.2

D16 6.6 0.0 0.0 33.1 57.6 2.7 0.0 0.0

Total 16.5 12.2 19.7 51.6

A: Ridge, B: Canyon, C: U-shaped valleys, D: Plains, E: Open slopes, F: Midslope ridge, G: Midslope, H: Upper slope

TABLE 3. Characteristics of topography types by administrative distr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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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5> <2010>

FIGURE 7. Distribution of land cover and TPI clusters on three years

Land cover TPI

U A F B W V S R P

Heat wave 0.160** 0.191** -0.109** 0.101** 0.090** -0.198** -0.019 -0.197** 0.305**

**: p<0.01 
U: Urban area, A: Agriculture area, F: Forest area, B: Barren area, W: Water area
V: Valley, S: Slope, R: Ridge, P: Plain

TABLE 4. Coefficient of Pearson's correlation (R) between heat wave index and land cover and TPI

에 위치한 대규모 산림계곡지역에서 야간에 차

고 신선한 공기가 생성되어 도시지역으로 유입

되고 도시열섬효과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하였

다. 현재 여름철 폭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밀양시의 경우 동쪽에 대규모의 계곡지역

이 위치하고 있어 폭염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계곡지역에서 생성되는 차고 신선한 공기를 지

속적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계획 및 정책 개발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토지피복-지형 유형화 군집분석

토지피복유형과 지형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유형화하기 위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그

림 7, 표 4와 같다. 각 연도별로 토지피복-지

형 유형화 결과를 살펴보면, cluster 1은 주로 

평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가화지역 면적이 다

른 군집보다 많은 유형으로 2010년으로 갈수

록 시가화지역 면적이 많아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cluster 2는 대체로 산림이 차지하는 면

적이 많으면서 주로 계곡부에 위치하거나 경사

지에도 일부 분포하는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cluster 3은 연도별로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

다. 2000년은 농경지가 산림의 면적보다 다소 

많은 혼합된 피복유형이면서 경사지에 위치하

는 유형이고, 2005년은 산림과 농경지가 혼합

되어 있으면서 계곡부와 경사지에 위치하는 유

형, 2010년은 농경지와 산림지역이 혼합되어 

있으면서 경사지 또는 평지에 분포하는 산림과 

농업지역의 경계부에 위치하는 유형으로 분류

되었다. cluster 4는 산림지역이 차지하는 면적

이 많으면서 경사지에 위치하는 유형이다. 

cluster 5는 능선과 경사지에 위치하는 산림지

역으로 분류되었다. 

연도별로 토지피복-지형 유형화에 대한 특성

이 다소 상이하지만, 평지에는 시가화지역 또는 

농업지역이 분포하고 있으며, 경사지에는 산림

지역이 분포하거나 농업지역과 혼합된 유형이 

많았다. 또한, 계곡부에는 산림지역이 주로 분

포하였고 일부 농업지역이 조성된 곳도 다소 

존재하였으며, 능선부에는 산림지역이 전체적으

로 분포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공간적 특성으로 인해 서로 상이한 기후를 형

성하게 된다고 하였으며(Oke, 2006; Song and 

Park, 2011), 폭염의 형성에도 공간유형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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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Cluster N
Land cover TPI

U A F B W valley slope ridge plain

2000

1 128 3.43 44.06 47.52 2.67 3.48 0.04 13.51 0.21 86.23

2 98 1.39 10.82 74.72 0.65 1.40 63.55 31.56 2.48 2.41

3 132 0.91 32.23 19.59 0.69 0.40 7.38 66.06 12.03 14.52

4 259 0.27 23.00 86.15 0.54 0.35 5.02 76.18 11.43 7.37

5 91 0.06 25.73 81.34 0.10 0.01 0.35 34.77 64.61 0.28

2005

1 130 8.93 39.73 52.08 7.37 6.19 0.56 18.39 0.34 80.71

2 83 4.45 13.16 87.24 4.93 3.53 56.02 38.39 4.09 1.50

3 64 2.89 6.73 10.39 2.58 1.34 50.50 43.49 4.60 1.41

4 325 3.71 30.16 61.91 2.49 1.17 3.78 76.87 10.00 9.35

5 106 0.43 24.40 57.70 1.36 0.07 0.39 39.35 60.01 0.26

2010

1 99 10.16 35.00 8.31 6.53 6.80 0.48 10.41 0.04 89.07

2 108 4.73 7.81 56.68 1.12 3.09 64.15 32.93 1.97 0.95

3 110 9.74 46.77 33.99 5.71 2.89 4.02 59.69 2.19 34.09

4 277 1.81 21.92 79.27 3.77 0.83 5.82 78.68 11.69 3.80

5 114 0.40 22.89 94.22 2.92 0.10 1.08 40.16 58.33 0.43

U: Urban area, A: Agriculture area, F: Forest area, B: Barren area, W: Water area

TABLE 5. Results of cluster analysis considering land cover and TPI                (unit: %)

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3. 토지피복유형 및 지형특성의 폭염일수 영향 

분석

표 5는 토지피복유형 및 지형특성(TPI)와 폭

염일수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TPI 

분석결과에 따른 경사지를 제외하면, 유의수준 

1% 이내에서 폭염일수와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토지피복유형에서는 산림지역이 

폭염일수와 약한 음(-)의 상관성(-0.109)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시가화지역과 

농경지, 나지, 수역은 폭염일수와 양(+)의 상관

성, 즉 폭염 발생을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밀양시의 농업지역은 

비닐하우스 등 시설재배지가 대다수여서 이곳에

서 발생되는 인공열이 도시열섬현상을 유도하고

(Song and Park, 2012) 폭염현상을 가속화시

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수역도 폭염일수와 

양(+)의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업지역 및 시가화지역과 인접해 있어 동

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TPI를 이용한 지형특성 변수와 폭염일수와의 

상관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형특성이 평지인 지

역은 폭염일수와 양(+)의 상관성(0.305)을 보

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평지의 대부분

이 시가화 및 농경지로 구성되기 때문이라 판

단된다. 계곡지역과 능선지역은 폭염일수와의 

상관계수가 각각 -0.198과 -0.197로 음(-)

의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차원적 공간요소라 할 수 있는 토지피복뿐

만 아니라, 3차원적 공간요소인 지형요소도 폭

염 등 고온현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림 

8과 같이 군집분석에 의한 토지피복-지형 유형

화 결과에 따른 군집별(cluster 1~5) 폭염지수

값을 서로 비교·분석하였다. 2000년의 경우에

는 평지이면서 시가화지역 면적이 많은 cluster 

1 유형의 폭염지수가 53.17로 가장 낮은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밀양시의 경우 시가화지역

이 저층·저밀도의 도시개발이 이루어졌기 때

문이라 판단된다. 2005년에는 평지 유형의 시

가화지역 및 농업지역이 주로 분포하는 cluster 

1 유형의 폭염지수가 74.29로 다른 군집유형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

사지 유형에 산림지역과 농업지역이 주로 분포

하는 cluster 4의 폭염지수가 66.38로 높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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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Characteristics of heat wave index in accordance with each clusters  

타났다. 계곡지역에 산림지역과 농업지역이 주

로 분포하는 cluster 3은 가장 낮은 38.30의 

폭염지수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은 2005년과 동일하게 평지에 위치하면서 시

가화지역과 농경지가 많은 cluster 1의 폭염지

수가 85.29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평지와 

경사지에 분포하면서 산림지역과 농경지의 경

계부에 위치하는 cluster 3의 폭염지수가 

71.20으로 나타났다. 산림면적이 많은 cluster 

4와 5의 폭염지수는 50이하로 가장 낮은 것으

로 분석되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정리해보면, 농업지역이 

많을수록 폭염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밀양강과 인접한 지역에 분포

하는 대규모 시설재배지에서 방출되는 인공적

인 열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cluster 1의 폭

염지수를 비교해 보면, 연도별로 시가화지역의 

면적률이 증가할수록 폭염지수(2000년: 53.17, 

2005년: 74.29, 2010년: 85.29)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형적인 부분에서는 농경

지와 시가화지역이 대부분 평지에 위치하고 있

어 폭염현상과 지형적인 부분의 관계는 명확하

지 않았다. 하지만 폭염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농경지 및 시가화지역 주변에 거대한 계곡지역

이 형성된 밀양시 북동쪽 및 서쪽 일대는 연평

균 폭염일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폭염현상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폭염현상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는 인접지역의 토지이용패턴 및 지형적인 특성

을 고려한 도시 및 환경계획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는 국내에서 폭염 발생 빈도와 강도

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상남도 밀양시

를 대상으로 폭염 등의 이상기온 현상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2차원적 공간요소인 토지피복 

유형과 3차원적 요소인 지형 특성이 폭염일수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폭염 현상이 가장 빈번

히 발생한 연도는 2000년으로 평균 31.4일의 

폭염일수를 기록하였고, 그 다음으로 2008년 

26.9일, 2001년 24.2일의 순서로 나타났다. 행

정구역별로는 도심 주변의 외곽지역에 분포하

는 비닐하우스 등 시설재배 중심의 농경지가 

비교적 넓은 규모로 차지하고 있는 무안면과 

초동면, 하남읍 일대에서 폭염일수가 많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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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시가화된 도심의 내이동과 삼문동 

등도 비교적 폭염이 빈번히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08~2010년까지 다른 지

역에 비해 폭염이 가장 많이 발생된 것으로 분

석되었다. 다음으로 대상지의 공간적 특성인 토

지피복유형과 지형특성을 분석한 결과, 먼저 토

지피복은 2000년 이후 산림지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시가화지역과 농업지역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농업지역은 낙동강 및 

밀양강과 인접한 지역에서 많은 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형적 특성에서는 평지보

다는 경사지의 산악지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밀양강 상류지역에는 대규모 계곡지

역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군집분

석에 의한 토지피복과 지형을 유형화한 결과, 

평지-시가화지역 유형(cluster 1)과 계곡부 또

는 경사지-산림지역 유형(cluster 2), 경사지-

산림지역 및 농업지역 혼합 유형(cluster 3), 

경사지-산림지역 유형(cluster 4), 능선과 경

사지-산림지역 유형(cluster 5)의 총 5가지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폭염일수와 토지피복 

및 지형특성 간의 관계성을 분석한 결과, 토지

피복유형에서는 산림지역을 제외한 모든 유형

에서 폭염일수와 양(+)의 상관성으로 나타났으

며, 지형특성과는 평지에서만 폭염일수와 양

(+)의 상관성을 보였다. 군집유형별 폭염일수

는 농업지역이 많고 평지인 유형에서 폭염일수

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밀양강과 낙

동강 일대에 대규모로 분포하는 비닐하우스 등

의 시설재배지에서 방출되는 인공열의 영향 때

문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폭염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

적인 요인을 토지피복유형과 지형특성을 중심

으로 분석한 결과, 시가화지역뿐만 아니라, 농

업지역이 분포하는 지역에서도 폭염현상이 더

욱 빈번히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밀

양지역은 농업지역이 집약적으로 분포하면서 

그 주변으로 산이 둘러싸여 있는 분지형태의 

지형에서도 폭염일수가 높은 현상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야기되고 있는 폭염현상을 비

롯하여 인공열 배출이나 온도저감 등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피유형과 찬공기 형성이나 공기순

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형적 특성을 

도시계획이나 환경관리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토지피복유형과 지형특

성을 중심으로 폭염발생의 영향을 파악하였으

나, 자료구축의 한계로 인해 토지피복유형은 5

개, 지형유형은 4개로 분류하여 분석하여 일반 

농경지와 시설재배지 등 다양한 공간유형을 추

가적으로 보완하여 기후적 특성 및 폭염과의 

관계성을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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