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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하 기 폭염은 도시환경의 질  하, 온열질환자 증가 등의 원인으로 도시열섬 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해서는  상황에 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를 

상으로 폭염이 심각하게 발생한 시기의 기상측정정보를 수집하여 토지이용 유형별로 특성을 분석하 다. 

분석에 이용한 기상측정정보는 통신망으로 연결된 소형 자동기상 측정장비(AWS)로 소형화를 통해 기존

의 일반 인 측정장비보다 측정지 의 간격이 격히 어든 장 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토지이용 유형별 

기온변화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었고, 시간 별 토지이용별 열섬강도 비교를 통해 열 야 상 발생 패턴, 

녹지의 온도 감 효과 등을 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기상정보 측정과 지도화, 시간 별 토지이용별 

비교분석 방법론과 분석 결과는 향후 열섬 감을 한 도시계획수립 시 참고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 중심어 :∣기후변화∣도시열섬∣토지이용∣
Abstract

Heat waves during summer cause a qualitative degradation in urban environments and 

increases the number of patients who suffer from heat-related illnesses, and the urbanization 

deepens these problems. It is a prerequisite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ccurately in order to 

assess the urban heat island phenomenon. Thus, this study aims to collect weather 

measurements information at the occurrence of a severe heat wave in Seoul, thereby allowing 

analysis of information, which will also consider the land use type. The weather measurement 

information used in the analysis had an advantage, as the gap between measured locations is 

considerably shorter than before due to the miniaturization of the automatic weather systems 

(AWS), which are connected through the communication network. Based on the above collected 

information, a temporal change in the data due to land use type was analyzed. As a result, the 

difference in temperature change in response to the land use type could be compared, as could 

the occurrence pattern of the tropical night phenomenon, and the effect on temperature reduction 

in green belt areas could be identified through the comparison of the intensity of heat island by 

time and land use. The methods and results derived in this study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in terms of time and land use, weather information measurements, and mapping can be 

utilized as foundational data that can be referred to in urban planning to reduce the heat island 

phenomeno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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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하 기 폭염발생은 옥외공간에서의 쾌 성 악화, 

기오염 심화 등에 따른 도시환경의 질  하, 온열질

환자의 증가 등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시화로 인한 녹지 감소, 고 개발

에 따른 냉방수요 등 력수요의 증가, 냉방 가동에 따

른 에 지 사용, 냉방기 실외기의 더운 열기 배출, 에

지 생산에 따른 화석 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과 그

에 따르는 기후변화 가속화라는 악순환으로 주변보다 

도심지역의 온도가 높게 나타나는 도시열섬 상을 더

욱 심화시키고 있다.

그간 도시열섬 상을 악하기 한 다수의 연구

에서 자동기상 측정장비 (AWS: Automatic Weather 

System)가 사용되었는데, 분석 상지역에 한 측정 

지 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측정치가 해당 지역의 특성

을 표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하 다. 그러나 최근 

측정장비의 소형화와 통신기술의 발달로 측정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송받을 수 있으며, 규모도 소형인 

측정장비의 개발로 이 보다 측정지 의 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측정지 의 조 화는 이 의 연구에서 

분석 한계로 지 되었던 지역의 표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긴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소형 측정장비로 측정된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도시 내 열섬의 강도를 토지이용유형별, 시간

별로 구분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는 것을 목 으로 설

정하 다. 기존의 녹지가 도시열섬을 감한다는 연구

가 다수 보고되었으나, 그 외 토지이용에 한 특성분

석은 미흡한 상황으로 다양한 유형에 한 분석을 통해 

도시열섬의 강도를 상 으로 비교하고, 시간 별 변

화를 분석할 수 있다면 향후 도시 열환경 개선을 한 

녹지 조성, 교통계획 등 도시계획과 리에 있어서 시

사 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공간  범 는 도시열섬이 발생하는 도시

이며, 세부 으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 각 토지이

용이 분석 상이다. 그리고 도시의 다양한 토지이용별 

열섬강도를 비교 분석하기 한 기온을 비롯한 기상정

보는 자동기상 측정장비 로부터 측정된 자료를 활용하

다.

연구 목 을 달성하기 한 방법으로 다음 연구방법

과 차를 수행하 다.

첫째, 도시 내 조 하게 설치된 소형화 기상 측정장

비 의 측정정보를 최 한 활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기상 측정장비로부터 측정된 자료를 이용하여 이를 공

간상에 표출하고 분석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측정장

비의 설치 도가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를 최 화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지역으로 조 하게 설

치된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 다.

둘째, 도시 내 다양한 토지이용유형으로 구분하 다. 

단순히 용도지역으로 토지이용을 구분하는 것이 아닌 

개발 도와 도시 형태를 종합 으로 고려한 유형구분

이 연구에 용되었다. 이를 통해 도시공간의 특성이 

반 된 유형별 기온 황 비교를 통해 열섬강도를 분석

할 수 있다.

셋째, 특정 시 의 기온자료보다는 하루 동안의 기온

변화자료를 활용하 다. 특정 시 의 기온 분석 시 발

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토지이용별 기온 변화 

양상을 비교하기 해 하루 24시간 동안의 변화량을 분

석 상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  시간 별 기온 

변화에 한 분석이 가능하여 열 야와 같은 상도 

악할 수 있다. 

Ⅱ. 이론 고찰 

1. 도시열섬

도시열섬 상은 국의 기상학자 Howard에 의해 발

견된 상으로 교외지역에 비해 지표와 기 온도가 높

은 도시지역의 공간  역으로 정의된다. 19세기 후반

Emilien Renou는 리에서 열섬 상 련 연구를 수행

하 고, 20세기  Wilhelm Schmidt은 유사한 상을 

발견하 다. 미국에서는 20세기 반에 도시열섬과 

련된 연구가 시작되었고, 산업화와 도시화가 속히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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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된 20세기 반 이후 기온상승에 의한 도시열섬 상

이 더욱 극명하게 나타났다[1]. 

도시열섬은 주변보다 높은 온도를 보이는 지역이 섬

과 같은 형태를 보이는 것을 말한다. 구체 으로 도시 

내 주거, 상업, 공공시설 등 건축물의 높이와 도가 증

가하게 되면서 상 으로 녹지 면 이 어들고, 인공 

열과 기오염 물질의 발생으로 도시 상공의 기온이 주

변지역보다 높아지게 된다. 인구가 집되어 있고 고층 

건축물이 들어선 도시 심지는 인 한 주변 지역에 비

하여 평균 기온이 0.3℃에서 많게는 10℃가 더 높은 기

온이 나타나게 된다[2].  

그림 1. 도시열섬현상 개념도[5]

[그림 1]과 같이 도심은 다른 주변 지역보다 높은 온

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때 등온선을 연결시키면 도시 

상공의 등온선이 섬의 등고선과 비슷하게 나타나 도시

의 고온부를 가리켜 섬(island)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

러한 상의 원인은 지표면 피복의 인공화, 도시형태의 

변화, 인공배열의 증가 등으로 볼 수 있다. 

도시열섬의 원인에 한 이해를 해서는 에 지 수

지에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열에 지를 흡수한 

도시의 표면물질은 다른 에 지를 반사시키는 승수효

과를 내는 반사체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

해 도시 체가 열을 흡수하고 장하는 기능을 수행하

게 된다[3]. 이 과정에서 수목 식재는 일사의 반사  증

발산 작용으로 표면온도를 낮추기 때문에 많은 선행연

구에서 도시열섬 완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른 한편, 도시의 수직 인 구조물의 증가는 열용량 

 열 도율을 높게 하여 일사량의 변화를 가져오며, 

주풍의 감소로 인해 바람에 의한 냉각효과를 감소시킨

다[4]. 바람 유입을 억제하여 따뜻한 공기가 도시 내에

서 체류하는 것을 돕는다. 일반 으로 건축물의 높이와 

건폐율이 클수록 도시 표면 거칠기는 커지며, 이는 바

람이 부는 고도를 높이고 풍속을 감소시킨다. 즉, 도시

의 기온 분포는 동일한 기상 상태에서도 도시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도시열섬 상을 측정하는 지표로 열섬 강도

(Urban Heat Island Intensity)가 있다. 이는 도시지역

과 교외지역의 온도 차이를 말한다. 열섬강도는 여름보

다 겨울에 크게 나타나는데. Morris and Simmonds의 

연구에 의하면 시간 별 온도 최소차이는 여름의 경우 

0.4℃, 겨울의 경우 1.0℃이고 최 차이는 여름의 경우 

2.2℃, 겨울의 경우 2.4℃이다[5]. 시간 별 온도 차이는 

낮 시간에는 서서히 데워지고 일몰 후 서서히 지표면이 

식으면서 열섬강도는 아침에 최소, 녁에 최 로 나타

난다. 열섬강도를 살펴보려면 계 별, 시간 별 차이의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그림 2. 열섬강도 연구사례[5]

2. 선행 연구

도시열섬 상을 분석하기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되었다. 원격탐사기법으로 도심부에서 항상 도시열섬

이 발생함을 악하 고[6], 자동기상 측장비 AWS 

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시의 국지 인 기온 분포를 분석

하기도 하 다[7]. 그리고 고층건물 증가와 도로피복 상

태 변화 등 인  요인에 한 효과를 분석하여 도심

지에 고온역이 형성되는 열섬 상을 악하 다. 이와 

련하여, 의 도시 확산에 따른 열섬을 분석하여 

1980년  이후 열섬 강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

고, 건물에 의한 일사량 차폐효과와 구시의 열섬 형

상과의 계를 분석한 사례도 있다[8]. Liu et al은 국

의 도시화로 인한 기온 변화는 최고기온보다 최 기온

에서 뚜렷하며, 열섬 강도는 해안에 비해 내륙에서 강

하고 남부에 비해 북부지역에서 도시열섬 효과가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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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악하 다[9]. 미국 피닉스를 상으로 Buyantuyev 

and Wu는 표면온도를 이용하여 시간 별 특성을 악

하 고, 주간시간에는 식생, 야간시간에는 포장재질이 

온도변화에 많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악하 다

[10]. 유사한 연구로 지표온도와 알베도  NDVI 차이

를 분석한 Mackey et al은 시카고를 상으로 연구를 

하 고[11], Klok et el은 노트르담을 상으로 지표면

의 공간특성에 따른 도시열섬 강도와의 계성을 분석

하여 불투수포장지역에서 열섬강도가 높은 것을 악

하 다[12].

선행연구에서는 도시열섬 상을 계 별, 시간별로 

악하기도 하 다. Chudnovsky는 도시의 구성의 인

공 인 물질에 의해 시간 별 기온 차이가 발생하고, 

냉각과 가열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일출 이 인 5~6시

와 오후 12~13시에 가장 뚜렷하다고 분석하 다[13]. 

Kim and Baik 연구에서는 계 에 따라 기온이 최고로 

높아지는 치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겨울의 경우 인

공 열 방출의 증가로 인해 주변지역과의 기온차이가 더 

크게 나타남을 밝혔다[14]. 구해정 등은 일 최  열섬 

강도가 주간보다 야간에 높게 나타나며, 계 별로 분석 

시 여름보다 겨울에 강함을 분석하 다[15]. 

도시열섬 상의 원인과 완화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

도 선행되고 있다. 오규식, 홍재주는 성 상을 기반으

로 서울시의 기온도를 추정하여 토지이용  자연환

경이 기온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16]. 한, 

토지이용  토지피복 특성에 따른 표면온도와의 계

를 분석하여 열섬 특성을 악하고 불투수 지역에서 열

섬 상이 나타남을 문제 제기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

[17-19]. 이진덕 외는 Landsat 7 상을 이용하여 지형

인자에 따라 지표온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연구하

다. 도시열섬 완화 방안으로 녹지 확충, 건축물 녹화, 보

수성 포장, 고 도 도시형태 등을 제안하 다[20]. 권

아는 도시의 녹지지역과 도심부의 기온을 비교하 을 

때 최  7.3℃ 차이가 있음을 분석하 고[21], Roth는 

녹지면 이 증가하면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에서도 상

으로 도시열섬의 강도가 약하게 나타남을 분석하

다[22].

3. 시사점 및 소결

도시열섬 상과 련하여 많은 선행연구가 진행되었

다. 그러나 이런 연구에서는 도시열섬 상을 악하기 

한 방법으로 사용한 정보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먼

, 연구에 사용된 자동기상측정장비의 조 성이 낮아 

정 한 도시열섬분석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일부 계

별 는 시간별 비교를 통한 기온 차이 악을 수행한 

사례가 있으나 단순한 온도 차이 악에 머무르고 있으

며, 분석시 의 풍향, 풍속과 같은 기상정보 변화, 토지

이용특성 등을 종합 으로 분석한 사례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분석에 활용되는 소

형화된 자동기상측정지 를 통해 분석에 사용된 측정

지 의 도를 높인 것이다. 둘째, 시간 별 토지이용별 

기온, 풍향, 풍속자료를 종합 으로 분석하여 열섬강도

의 변화를 입체 으로 악하는 것이다. 

도시열섬은 도시지역을 구성하는 다양한 피복과 복

잡한 공간이 반 이 되기 때문에 상을 악하기 해

서는 자료구축이 요하다. 특히 근본 인 도시열섬

상에 한 응방안을 마련하기 해서는 토지이용별, 

시계열별 자료의 분석을 통한 도시차원에서의 상분

석 기술을 향상시켜야 한다.     

Ⅲ. 자료구축 및 연구방법

1. 기상정보 측정 및 수집

재 서울시의 경우 기상청과 서울시에서 운 하는 

자동기상 측장비로 기상자료를 측정하고 있다. 서울

시에 설치되어 있는 측 장비는 기상청에서 운 하고 

있는 서울(서울기상 측소), 강남(삼릉 등학교), 서

(서울교육 학교), 강동(서울종합직업 문학교) 등 29

개 지 과 서울시에서 운 하고 있는 남산, 동 문(휘

경동), 성북(종암동), 도 (창동) 등 26개 지 에 치해

있다. 서울시의 25개 자치구별 2개 지  이상씩 치해

있다. 그러나 재 서울시 체 면  605.24㎢와 자치구

별 평균면  24.21㎢를 고려하면, 재 설치되어 있는 

측소의 도는 낮다고 단된다. 측소에서 수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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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이용하여 보다 정 한 도시열섬 상을 악하

기 한 온도지도를 구 하기에는 보다 많은 측정지

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해 본 연구

에서는 기상청 자동기상 측장비 29 와 민간통신업

체에서 리하는 210 를 합하여 239  장비에서 수집

된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을 실시하 다. 해당 자료는 

연구용으로 사용되는 자료이며, 기상청 검정을 받은 자

동기상 측장비에서 구득된 자료이다.   

그림 3. 분석대상 기상정보 측정위치

제작  설치된 장비는 기상센서 모듈, 우량계, 모뎀, 

데이터로거, 함체, 설치구조물로 구성된다. 구축된 자료

는 1분 단 로 실시간 확인 가능하며 측되며,기상

측자료는 1시간 단 로 정리된 자료를 이용하 다. 수

집된 데이터 항목은 기온, 습도, 풍향, 풍속, 강수량이며 

평균, 최고, 최 값이 측정된다. 일 평균값은 1일 측

값의 평균이며, 일 최고기온과 일 최 기온은 1일 측

된 모든 자료  각각 최고값과 최 값이다. 풍향은 16

방 로 표시하고 일 평균풍속은 1일 24회 측된 자료

를 이용하여 산출된다. 기본 으로 기상 측장비는 기

상청의 측기검증을 거치게 되며 본 분석에 사용된 장비

에 탑재된 온도, 습도, 풍향, 풍속 측정센서들은 모두 기

상청 검정을 통과한 제품으로 구성되었다. 장비 설치 

후 추가로 측정된 자료는 각 설치지 별로 가까운 기상

청 자동기상 측장비 실측자료와의 유사도 검증을 하

다. 그 결과 기온과 습도의 경우 실측자료와 95%이

상의 유사도를 보 다. 측정된 자료는 결측 데이터를 

보정하여 최종 분석 자료를 구축하 다. 

2. 분석자료 구축

앞서 측정  수집된 자료의 측기간은 장비가 설치

된 시 인 2016년부터 재까지 유지 리되어 매달 자

료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16년 여름은 세계 으

로 극심한 폭염이 찾아온 시기로 5월부터 평년기온을 

웃도는 아열 에 가까운 날씨가 계속된 해이다. 1994년 

폭염 기록을 22년 만에 능가하는 폭염이라는 보도가 나

왔고 서울에서 폭염경보(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

가 2일 지속되는 날) 19일, 폭염주의보(일 최고기온 3

3℃이상인 상태가 2일 지속되는 날) 22일로 폭염특보가 

41일이 발령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폭염이 가장 

극심했던 2016년 8월 6일을 시간  분석범 로 설정하

다. 2016년 8월 6일 기온은 평균기온 30.5℃, 최고기

온 34.0℃, 최 기온 26.6℃이다(기상청 날씨 리 과거

자료). 해당일시 자료는 1분 단 로 측되어 자료를 구

축하 고 1시간 단  평균값으로 각 지 별 0시부터 23

시까지의 기온, 풍향, 풍속, 습도의 자료를 재구축하

다.

총 239개의 분석지 은 강남구에는 최  21개가 설치

되는 등 각 자치구별 평균 9.6개가 설치되어 서울시 곳

곳에 치해있다. 이는 주거, 상업, 녹지 등 다양한 토지

이용유형별로 치하여 본 연구의 목 인 토지이용별 

기온 비교를 통한 열섬강도분석에 유용하다. 

3. 열섬강도분석 지점 선정

지역 간 비교를 통해 산출되는 수치인 열섬강도는 비

교 상 지역을 구분하기 해서 서울시의 토지이용

황자료를 이용하 다.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이 존재

하나 실제 용도보다는 계획상의 용도를 의미하기 때문

에 실제 이용 황이 필요하다. 한 열섬은 토지피복

에 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용과 식

재 등의 피복 황이 함께 고려되어 구축된 2015년 서울

시 도시생태 황도를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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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서울시 토지이용 현황

표지 은 토지이용특성을 극명하게 비교할 수 있

는 곳이 선정되어야하기 때문에 지 별 주변 토지이용

황을 분석에 포함하 다. 각 지 별 치에 따라 주

변에 여러 토지이용용도인 경우가 있다. 지 별 토지이

용 특성을 분석하기 해서 각 지  반경 1km 이내 지

역의 토지이용용도  가장 넓은 면 을 차지하는 용도

를 표용도로 설정하 다. 

그리고 각 토지이용 표용도의 면 이 가장 높은 비

율을 차지하는 지  에서 지역의 도를 고려하여 분

석지 을 선정하 다. 선정된 지 은 [그림 6]과 같이 

총 5곳으로 각각 서울시의 주거( ), 주거(고 ), 상

업(근린), 상업(업무), 녹지를 표하는 곳으로 토지이

용별 열섬강도를 비교분석 할 수 있다. 

그림 5. 측정지점 주변 버퍼구분

그림 6. 대표지점 선정결과

Ⅳ. 분석 결과 

1. 기온 및 풍향·풍속 분포 현황

2016년 8월 6일 서울시 최고기온은 37.30℃, 최 기온

은 23.30℃, 평균 30.71℃를 기록했다. 시간 별 가장 높

은 평균기온을 보인 시간은 오후 13시 33.49℃, 가장 낮

은 평균기온을 보인 시간은 오  6시 27.21℃이다. 시간

별 표 편차는 ±0.73~±1.46℃이며, 각 지 별 체자

료의 표 편차는 ±2.41℃이다. 이는 각 지 별 즉, 토지

이용유형별 기온분포가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간 별 기온과 풍향, 풍속 황은 [표 1]과 같으며, 

이를 도면화 하 다[그림 8]. 체 평균 풍속은 1.41m/s

이다. 평균 풍향은 남동풍에서 남서풍으로 변화하며, 일

출이후 주 풍향이 남풍에서 일몰이후 서풍으로 변화한

다. 바람의 흐름은 공간 지형  특성에 향을 받으며, 

바람의 방향에 따라 열섬집 발생지역도 이동 한다. 도

시열섬강도를 악하고 열섬 상을 개선하기 한 바

람길 도입과 활용 등을 해 풍향과 풍속을 함께 고려

하는 것은 요하다.         

2. 토지이용유형별 일중 기온변화

토지이용유형별 분류는 크게 시가화지역, 녹지  오

스페이스로 분류되며, 시가화지역은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공공용도지, 교통시설지 등으로 분류된다. 오

스페이스는 비건폐지로 유지되는 토지를 말하며,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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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를 포함한 녹지공간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토지이용유형별 기온분포를 분석한 결과 일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인 지역은 상업  업무지역이고 녹지 

 오 스페이스에서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 다. 

표 인 토지이용인 주택지, 주거  상업혼합지역, 

상업  업무지역, 녹지  오 스페이스의 시간 별 

기온을 자세히 살펴보면 [표 3]과 [그림 9]과 같다. 상업 

 업무지역의 일평균 기온은 31.07℃, 일최고 기온 

33.78℃, 일최  기온은 27.59℃이다. 녹지  오 스페

이스는 일평균 기온은 30.18℃, 일최고 기온 33.42℃, 일

최  기온은 26.52℃이다. 두 토지이용유형간 일평균 기

온 차이는 0.89℃이고, 표 편차는 ±2.3℃이다. 주택지

의 일평균 기온은 30.76℃, 일최고 기온 33.69℃, 일최  

기온 27.30℃이다. 공공용도지역의 일평균기온은 30.6

6℃, 일최고 기온 33.82℃, 일최  기온 27.36℃이다.  

0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평균기온 29.5 29.0 28.6 28.3 27.8 27.5 27.2 27.8

최고기온 31.5 31.2 30.6 30.1 29.6 29.2 29.4 29.5

최 기온 24.5 24.2 23.8 23.6 23.5 23.3 23.3 24.3

표 편차(±) 1.1 1.0 1.0 1.1 1.0 1.0 1.0 0.9

평균풍속 1.14 1.10 1.01 0.98 0.99 1.03 1.22 1.25

평균풍향 SSW S S SSE SE SE SEE SEE

주 풍향 N N S N S N E E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3시 14시 15시

평균기온 29.0 30.6 31.8 32.7 33.3 33.6 33.5 33.7

최고기온 31.1 32.5 33.8 35.4 36.0 36.2 37.3 36.5

최 기온 26.3 27.8 29.5 29.7 30.5 31.0 30.3 30.2

표 편차(±) 0.8 0.7 0.7 0.8 0.8 1.0 1.0 0.8

평균풍속 1.40 1.23 1.32 1.30 1.29 1.49 1.84 2.02

평균풍향 SEE SE SSE SSE S SW SW WSW

주 풍향 E S S S S W W W

16시 17시 18시 19시 20시 21시 22시 23시

평균기온 33.6 33.3 32.6 32.1 31.2 30.6 30.1 29.7

최고기온 35.8 35.8 34.8 33.9 33.1 32.4 31.9 31.4

최 기온 30.6 29.3 27.1 27.3 27.3 26.8 26.3 25.6

표 편차(±) 0.9 0.9 1.5 1.2 1.1 1.0 1.0 1.0

평균풍속 2.00 1.92 1.78 1.67 1.71 1.45 1.48 1.35

평균풍향 W W SW SW WSW SW SW SW

주 풍향 W W N W W W W W

표 1. 시간대별 기온·풍향·풍속 분포 현황

      (기온:℃, 풍속:m/s)

토지이용유형 평균 최 최소 표 편차(±)

주택지역 30.76 33.69 27.30 2.24

주거 및 상업 
혼용지역

30.90 33.77 27.40 2.21

상업 및 
업무지역

31.07 33.78 27.59 2.17

공공용도지역 30.66 33.82 27.36 2.17

교통시설지역 30.74 33.69 27.29 2.22

특수지역 29.63 33.75 25.20 2.98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30.18 33.42 26.52 2.40

하천 및 호소 30.94 33.85 27.77 2.13

나지 30.86 33.97 27.23 2.14

표 2. 토지이용유형별 기온(℃)

교통시설지역의 일평균 기온은 30.74℃, 일 최고 기온 

33.69℃, 일 최  기온 27.29℃이다.

토지이용유형별 기온 황을 분석한 결과 녹지  오

스페이스의 기온이 타 용도보다 낮게 나온 것으로 나

타났다. 상 인 비교에서 기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상업  업무지역과 녹지지역의 온도 차이는 평균 0.8

9℃이며, 일몰이후 일출 때까지 1.05 ~ 1.24℃의 그 차이

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온도, 풍향, 풍속지도(2016.08.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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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시 01시 02시 03시

04시 05시 06시 07시

08시 09시 10시 11시

12시 13시 14시 15시

16시 17시 18시 19시

20시 21시 22시 23시

그림 8. 시간대별 온도, 풍향, 풍속지도(201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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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주택지역 29.60 29.08 28.66 28.30 27.91 27.55 27.30 27.81 29.00 30.53 31.77 32.74

주거 및 
상업혼용지역

29.79 29.25 28.90 28.57 28.11 27.73 27.40 27.99 29.06 30.59 31.84 32.80

상업 및 
업무지역

30.03 29.46 29.13 28.73 28.30 27.87 27.59 28.14 29.45 30.80 32.03 33.12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28.79 28.24 27.83 27.48 27.07 26.75 26.52 27.27 28.72 30.32 31.41 32.50

12시 13시 14시 15시 16시 17시 18시 19시 20시 21시 22시 23시
주택지역 33.35 33.64 33.58 33.69 33.64 33.39 32.53 32.20 31.21 30.70 30.27 29.89

주거 및 
상업혼용지역

33.56 33.66 33.55 33.77 33.76 33.53 32.85 32.38 31.38 30.79 30.31 29.99

상업 및 
업무지역

33.55 33.52 33.51 33.77 33.78 33.63 33.28 32.76 31.67 30.93 30.45 30.08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33.00 33.42 33.20 33.21 33.27 32.90 32.05 31.53 30.58 29.88 29.40 28.96

표 3. 서울시 전체 토지이용유형별 시간대별 기온

그림 9. 토지이용유형별 시간대별 기온현황

3. 토지이용별 열섬강도 비교분석

토지이용유형별 시간 별 기온은 동일한 토지이용에 

치한 모든 측정지 의 평균값으로 지역별 편차와 주

변 토지이용이 반 되지 않은 값으로 도시열섬의 최  

강도를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토지이용 특

성을 표할 수 있는 지  선정을 통해 열섬강도의 극

명한 비교가 필요하다. 따라서 앞서 연구방법에서 제시

한 측정지  주변 토지이용 비율을 이용하여 표 지

을 선정한 후 토지이용 간 열섬강도를 비교 분석하

다.

선정된 측정지 은 총 5지 으로 표 인 토지이용

인 주택지 2곳, 상업  업무시설지 2곳을 선정하 고 

열섬강도의 비교 상으로 녹지  오 스페이스 1곳을 

선정하 다. 주택지는 다시 고 과 , 상업  업무

시설지는 근린  일반상가 심 근린상업지역과 업무 

 상업기능의 심상업지역로 구분하 다. 

표 지 별 기온 변화는 체 토지이용유형과 동일

한 경향으로 나타났으나, 특정 용도가 강한 지역만을 

선정하 기 때문에 그 차이는 극명하게 나타났다.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인 심상업지역과 기온이 가장 낮게 나

온 녹지지역은 평균 온도차이가 3.46℃이며, 최  온도

차이가 6.2℃에 달하며, 최소 차이는 0.7℃이다.

도별 구분에서는 주거와 상업모두 도가 높은 지

역에서 온도가 나타나, 도시의 고  개발이 열섬 상을 

강화한다는 기존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다. 주거지역간 

비교에서는 최 , 최소기온의 차이가 주거지역은 

7.2℃, 고 주거지역은 7.8℃ 차이를 보 다. 근린상업 

지역 간 차이에서는 7.8℃, 심상업지역은 9.1℃ 차이

를 보인다. 녹지지역과의 차이는 주거지역은 의 경

우 2.69℃, 고 의 경우 2.56℃의 온도차를 보인다. 

열 야는 밤 시간  최 기온이 25℃ 이상으로 지속

되는 상으로 도시지역의 인공열과 불투수층의 가열

된 열이 주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분석결과에서는 일몰 

후에도 녹지를 제외하고 모든 용도가 25℃ 이상의 열

야 기  이상의 온도를 나타냈으나, 용도별 기온 변화

에서는 차이를 보 다.

오후 시간 에 어들면서 녹지지역의 경우 온도가 

오후 4시를 기 으로 격히 하강하는 경향을 보 다. 

이후 밤 시간 에도 타 용도에 비해 격한 낮은 온도

를 보 다. 이는 태양 고도각 변화로 인해 지면의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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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0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주거(저밀) 30.00 29.60 28.70 28.80 28.10 28.10 27.20 27.60 29.10 30.60 31.30 33.10 

주거(고밀) 30.40 29.60 29.00 28.60 28.20 27.70 27.30 27.90 28.50 30.10 31.90 32.40 

상업(근린) 29.50 29.60 29.40 29.10 29.10 28.50 27.80 27.90 28.40 30.50 31.10 33.60 

상업(업무) 30.80 30.00 29.50 29.00 28.60 28.20 27.60 28.20 29.30 30.90 33.20 34.90 

녹지 26.90 26.20 25.50 25.30 25.00 24.70 24.20 25.50 28.10 30.20 30.60 32.70 

구분 12시 13시 14시 15시 16시 17시 18시 19시 20시 21시 22시 23시
주거(저밀) 34.10 34.10 34.60 34.30 35.00 34.20 32.40 33.40 32.60 31.70 31.30 30.60 

주거(고밀) 33.30 34.00 34.10 34.10 34.50 32.90 32.30 33.30 32.70 32.10 31.50 31.00 

상업(근린) 34.90 34.70 35.40 35.60 34.40 34.80 33.80 32.70 31.00 30.60 30.20 30.10 

상업(업무) 34.50 35.10 36.70 36.20 35.70 35.10 34.30 33.70 33.00 32.10 31.40 31.10 

녹지 33.00 34.20 34.40 33.40 33.30 29.30 28.10 28.00 27.30 26.80 26.60 26.70 

표 4. 대표지점별 시간대별 기온 변화 

강도가 낮아지고, 지표면 구성요소의 차이로 인해 녹지

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온도가 더 빨리 식는 것이 원

인인 것으로 단된다. 열섬강도를 수치로 비교하면 

심상업지역에서 최고의 온도(36.7℃)를 보인 14시의 녹

지지역 온도(34.4℃)는 2.3도 으나 18시의 기온차는 

6.2℃에 이르고 있다.

그림 10. 대표지점별 기온변화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 토지이용별 도시열섬 강도 분석을 해 

사용된 방법론과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

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소규모의 자동기상측정장비 의 활용 가능성이

다. 기존의 자동기상 측정장비를 설치하기 해서는 넓

은 면 의 지가 필요하고, 설치와 개별 측정장비의 

유지보수, 운 비가 높아 조 한 설치와 측정이 어려웠

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기상청과 서울시에서 운  

인 기상측정장비 가 총 26개소로 자치구당 1개소가 조

 넘는 상황으로 각 설치값이 자치구 체의 특성을 

반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복합 측정센서를 통

해 설치 부피를 이고 기존의 통신망을 이용한 기상측

정장비 는 설치 상지 선정시 통신기지국이 설치된 곳

일 경우 상 으로 장비의 설치와 운 이 용이하다. 

둘째, 복합 측정센서와 네트워크 기능이 탑재된 기상

측정장비 를 이용하여 여름철 도시열섬의 토지이용 유

형별로 열섬강도를 상  비교하여 도시계획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계획근거를 제시하 다. 분석 결과, 상

업, 주거  상업 혼용, 주거, 녹지지역 순으로 기온이 

높게 나타나 교통량과 유동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

록 기온상승에 한 안이 필요함을 정량 으로 악

할 수 있었다. 

셋째, 시간 별 분석을 통해 열 야와 같은 도시열섬

상으로 인한 문제 상을 악하고 토지이용별 그 강

도를 분석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 오후 시간  녹지지

역의 기온감소 속도가 타 용도에 비해 격히 빠른 것

으로 나타났으며, 여름철 밤 시간  열섬문제를 해결하

기 해서는 도시공간을 녹지와 같이 온도변화가 빠른 

재료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토지이용과 열섬 는 기온변화와 련된 기존 연

구에서는 도시열섬을 특정 시 을 이용하여 토지이용

간 비교하 으나, 본 연구는 1일 24시간 동안의 변화량

을 토지이용 간 비교하여 열 야와 같은 상을 분석하

다는데 의의가 있다. 

도시 토지이용유형별 열섬강도를 비교분석한 본 연

구의 방법론과 분석결과에도 연구과정에서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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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한계 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후속 연구를 통해 이

에 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첫째, 분석에 활용된 소형 기상측정장비 의 신뢰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기상측정장비 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측정요소의 특성상 주변의 건물이나 시설물로 인한 기

상왜곡을 방지하기 한 장소가 설치 상지로 선정된

다. 그러나 통신 기지국의 경우 건물의 외벽, 층부, 옥

상 등 설치 치가 다양하여 각 설치지 에서 측정되는 

기상정보에 한 신뢰성에 한 검증이 필요하다.

둘째, 장기간의 모니터링과 분석지역 확 를 통한 연

구 결과의 일반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서울시 한곳

을 상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하 기에 연구 결과를 국

내 모든 도시에 바로 용하기는 어렵다. 한 폭염발

생이 극심하 던 특정 시 을 선정하여 수행한 연구지

만, 당시의 기조건, 바람 등의 다양한 기상여건이 복

합 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의 모니터링 결

과에 바탕한 도시공간의 열섬강도 분석이 지속 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본 연구에 사용된 기상측정정보는 SK TechX로부터 연

구목 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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