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22(2) 2019, pp.65-81
https://doi.org/10.11108/kagis.2019.22.2.065

ISSN 1226-9719(Print)On
ISSN 2287-6952(Online)

토지피복유형 특성과 도시 온도의 관계 분석*
- 김해시를 대상으로 -

송봉근1·박경훈2※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and Cover 
Type and Urban Temperature*
- focused on Gimhae city -

Bong-Geun SONG1·Kyung-Hun PARK2※

1

요    약

본 연구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김해시를 대상으로 토지피복유형과 도시온도 간의 관계성을 분석

하였다. 자료는 2000~2010년의 토지피복도와 MODIS 표면온도, RCP 기반 한반도 상세 기온자

료를 활용하였다. 시가화지역의 면적비율과 표면온도의 상관성은 0.417, 농업지역은 0.512, 산림

지역은 -0.607로 나타났다. 표면온도와 기온의 상관성은 0.301이었다. 기온과의 상관성에서는 시

가화지역이 0.275, 농업지역 0.226, 산림지역 0.350으로 분석되었다. 시가화지역과 농업지역은 

면적이 증가할수록 표면온도와 기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산림지역은 반대의 향상을 보였

다. 구조방정식 모형 결과에서는 시가화지역과 농업지역은 표면온도 상승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고, 

산림지역은 기온 저감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었다. 향후에는 지표면 부근에서 측정된 기온자료를 

활용하여 공간특성의 변화에 따른 표면온도와 기온의 관계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

해 도시 및 환경계획 차원에서 도시열섬 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주요어 : 도시열섬, 도시 온도, 구조방정식 모형, 지리정보시스템, MODIS, 원격탐사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of land cover type, urban temperature in Gimhae 
city, Gyeongsangnam-do, South Korea. Date were used for land cover map, MO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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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T, and detailed temperature data on the Korean Peninsula based on RCP between 
2000 and 2010. The correlation between urban area and surface temperature was 0.417, 
0.512 for agricultural area and -0.607 for forest area. The correlation between surface 
temperature and air temperature was 0.301. The relationship with air temperature was 
analyzed as 0.275 for urban area, agriculture area 0.226, forest area 0.350. Urban and 
agricultural areas showed increased surface and air temperature as the area increased, 
while forest areas showed opposite improvemen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urban 
and agricultural areas had direct effects on the rise of surface temperature, whle forest 
areas had direct effects on the reduction of air temperature.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use measured temperature data near the surface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urface temperature and temperature according to the changes in 
spatial characteristics, which will prepare measures for urban heat island mitigation at 
the level of urban and environmental planning. 

KEYWORDS : Urban heat island, Urban temperature, Structural equation models GIS, 

MODIS, Remote sensing

서  론

최근 도시지역의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과 같

은 인공적인 토지피복재질의 증가로 인해 도시

열섬현상과 열대야와 같은 도시기후문제가 빈

번하게 발생하고 있다(Radhi et al., 2015; 

Schwarz et al., 2012; Chen et al., 2006). 

특히, 2018년 여름철에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온열환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국

민의 건강과 산업에 많은 악영향을 미쳤다. 이

러한 이유로 폭염을「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재난의 유형으로 추가하는 등 도시기후문제

의 피해를 감소시키고자 국가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도시기후문제를 지속적

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환경계획 차원

에서 공간 개선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

며, 이를 위해서는 도시공간의 특성과 변화에 

따라 발생되는 기후적인 현상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시공간특성을 고려한 기후적 현상 파악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는 현재 국내·외적으

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위성영상 및 공간정보를 활용한 공간적 

특성과 표면온도 간의 관계성을 도출하여 도시

열섬현상과 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계획

방안을 마련하거나(Nichol et al., 2009; Rigo 

et al., 2006; Donald et al., 2009; Hartz et 
al., 2006; Benali et al., 2012; Kloog et al., 
2012; Fu et al., 2011; Hall et al., 2008; 

Song and Park, 2012), 현장측정을 통해 주변

의 공간특성에 따른 기후적 현상을 규명하고 있

다(Oliveira et al., 2011; Cohen et al., 2012; 

Song and Park, 2014). 또한, 기후모델링을 

활용하여 공간설계에 따른 도시기후 완화효과를 

분석하거나(Winston et al., 2011; Hien and 

Jusuf, 2008; Yu and Hien, 2006; Fahmy et 
al., 2010; Hamada and Ohta, 2010), 위성영

상, 현장측정, 기후모델링 등 다양한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도시의 전반적인 기후현황 파악과 공

간계획을 통해 도시기후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연구도 있다(Sodoudi et al., 
2014; Ng et al., 2012; Gulyás et al., 2006; 

Wong et al., 2007). 선행연구의 결과를 요약

하면,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인공적인 토지피

복유형은 표면온도가 높고 도시열섬현상을 유발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녹지는 표면온도

가 낮고 주변의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 

도시기후를 완화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또한 공간적으로 인공적인 토지피복유형이 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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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시가화지역에서 도시열섬현상이 가중되고 열 

쾌적성이 취약한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한편, 대표적인 도시기후문제 중 하나인 도시

열섬현상은 도시지역과 교외지역의 기온 차이가 

2℃ 이상인 것을 말한다(Oke, 1987; Roth et 
al., 1987). 도시열섬의 주요 원인은 도시지역

의 인공적인 토지피복재질에서 방사율, 반사율, 

열용량 등 열적 특성으로 인해 과도한 복사에너

지가 축적되고 이것이 표면온도와 같은 복사열 

형태로 방출되어 기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

다(Barradas et al., 1999). 이에, 도시열섬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간특성과 표면온도와의 관

계성을 규명하고, 기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현장

측정을 통해 공간특성에 따른 복사에너지 흐름

과 이에 따른 표면온도, 기온 등 도시기후에 미

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있으나, 위성영상과 공간

분석을 활용한 분야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규명

한 연구가 부족하다. 또한, 위성영상 자료 수집 

등의 한계로 인해 일정 시기만을 고려하여 이러

한 특성을 규명하고 있어 장기간 모니터링 된 

자료를 바탕으로 시계열 변화를 고려하여 공간

특성 변화와 그에 따른 표면온도 및 기온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토지피복유형이 지닌 열적특성이 

도시온도에 미치는 현상에 대해 구조적 특징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2000~2010년 

동안 장기간 관측된 MODIS 표면온도와 기상청 

기온자료, 그리고 토지피복도를 활용하여 구조

방정식 모형을 통해 공간특성이 표면온도 변화

에 미치는 영향과 표면온도의 변화가 기온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공간특성과 표면

온도, 기온의 시·공간적인 변화를 고려하여 도

시의 공간패턴의 변화가 도시온도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여 도시기후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

해 알아보았다.    

연구 방법

1. 연구대상지

본 연구의 대상지는 경상남도 김해시로 설정

1. Jinyong-eup
2. Jangyu-myeon
3. Juchon-myeon
4. Jinye-myeon
5. Hanrim-myeon
6. Sangnim-myeon
7. Sangdong-myeon
8. Daedong-myeon
9. Dongsang-dong
10. Hoehyeon-dong
11. Buwon-dong
12. Naeoe-dong
13. Bukbu-dong
14. Chilsanseobu
15. Hawlcheon-dong
16. Saman-dong
17. Bulam-dong

 Vector GRID(1km×1km)

FIGURE 1. Administrative division of Gimhae city,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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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그림 1). 김해시는 대한민국의 동남부에 

위치한 중규모 도시이다. 면적은 463.36㎢이고, 

2016년 기준 기온은 7월과 8월에 약 26℃ 이

상으로 가장 높으며, 강수량은 7~9월에 가장 

많다(Gimhae city homepage : http://www. 

gimhae.go.kr). 김해시 주변은 부산광역시와 창

원시와 같은 대도시가 위치하고 있으며, 경전철 

및 국도 등의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한 김해시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 

김해시의 연도별 인구현황을 보면, 2000년 약 

34만 명에 불과했으나, 2019년 2월 기준 55만 

명으로 약 21만 명이 증가하여 매년 1만 명 이

상의 인구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 http://kosis. 

kr). 이렇듯, 급격한 인구의 증가로 인해 대규모

의 고층아파트가 조성되고 있으며, 소규모의 공

장 등 산업시설이 부산과 창원에서 이주해오면

서 난개발이 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폭염과 도시열섬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도시기후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

요한 지역이다.   

2. 연구수행과정

본 연구의 수행과정은 그림 2와 같다. 먼저 

토지피복도와 MODIS 표면온도, 기온자료를 수

집하였다. 토지피복도는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중분류토지피복도를 활용하였고, 2000년, 2005

년, 2010년을 각각 구축하였다. MODIS 표면온

도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6일 단위의 자

료를 수집하였고, 기온자료는 기상청에서 제공

하는 RCP 기반의 기온자료를 MODIS 표면온도

와 동일하게 2000~2010년까지 16일 단위로 

수집 및 가공하였다. 그리고 여름철인 7~9월의 

자료를 추출하였다. 다음은 수집된 자료를 

MODIS 표면온도와 기온자료와 동일한 공간해

상도인 1㎞×㎞ 크기의 Vector GRID 내에 구

축하였다. 토지피복도에서 시가화지역과 농업지

역, 산림지역을 추출하여 Vector GRID 내에 면

적비율을 산출하였고, 표면온도와 기온은 각각 

평균값을 구축하였다. 마지막으로 Vector GRID 

내에 구축된 자료를 활용하여 토지피복유형별 

면적비율과 도시 온도 간의 상관성 및 구조방정

식 모형 분석을 통해 도시 온도에 영향을 미치

는 공간특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FIGURE 2. Study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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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수집 및 구축

1) 토지피복도

본 연구에서는 공간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2000년, 2005년, 2010년에 구축된 토지피복도 

자료를 수집하였다(그림 3). 2000년 토지피복

도는 Landsat 7 ETM 영상을 이용하여 구축된 

공간해상도 30m의 자료로 국가수자원관리종합

정보시스템(http://www.wamis.go.kr)에서 취득

하였다. 이 자료는 토지피복속성이 시가화지역

과 논, 밭, 산림 등 총 8가지의 유형으로 분류

되어 있다. 2005년과 2010년의 토지피복도는 

환경부에서 제작한 중분류 토지피복도를 이용하

였다. 환경부의 중분류 토지피복도는 공간해상

도 30m급의 Landsat 위성영상과 1:25,000의 

수치지형도, 4m급의 아리랑 2호 위성영상을 활

용하며, 현장조사를 통한 분류의 정확도 검증을 통

해 제작된다(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service, http://egis.me.go.kr). 토지피복속성

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교통지역, 논, 밭, 시설

재배지 등 총 22개의 유형으로 2000년의 토지

피복도 보다 유형이 더욱 세분화되어 있다

(Park et al., 2016).

토지피복도는 김해시에 해당하는 지역만 활용

하였고, 시가화지역과 농업지역, 산림지역의 유

형만 추출하였다. 2005년과 2010년 자료는 중

분류 토지피복유형에서 환경공간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대분류 유형을 이용하여 재분류하였

다. 그리고 크기 1㎞×1㎞의 Vector GRID 내

에 시가화지역과 농업지역, 산림지역 유형의 면

적비율을 산출하였다. 

2) MODIS 표면온도

본 연구에서는 LP DAAC(Land Processes 

Distributed Active Archive Center)에서 제

공하는 MODIS LST/Emissivity product(band 

31, 32)인 MOD11A1을 활용하여 표면온도를 

분석하였다. 자료 수집방법은 대한민국 전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선택한 후, 2000~2010년까지 

16일 단위의 평균인 자료를 선택하여 총 253개

의 영상을 취득하였다. 공간해상도는 1㎞×1㎞

이다. 취득된 자료에서 7~9월에 해당하는 기간

을 선정하였고, ArcGIS 10.2 프로그램의 Model 

builder 기능을 이용하여 연구 대상지역에 해당

하는 구역 추출과 Kelvin(K) 단위에서 섭씨

(℃) 단위로의 변환, 그리고 Vector GRID 내의 

평균값 산출을 반복 분석하였고, 최종적으로 

(a) 2000 (b) 2005 (c) 2010

FIGURE 3. Land cover map from 2000 to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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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ctor GRID 내에 연도별 7~9월의 평균 표면

온도 정보를 구축하였다.

3) 기온

기온은 기상청 기후정보포털(http://www.climate. 

go.kr)에서 제공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기반 남

한상세 기온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영국 기

상청 해들리센터의 기후변화예측모델링 HadGEM2 

-A0을 도입하여 공간해상도 130㎞의 자료를 

분석한 후, 12.5㎞의 한반도 지역 기후변화 시

나리오를 개발하였고, 이는 HadGEM3 -RA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한반도 기후변화 시나리오

를 활용하여 통계적 상세화 기법인 PRIDE 모

델(PRISM based Downscaling Estimation 

Model)을 통해 공간해상도 1㎞의 남한상세 기

후변화 시나리오를 산출하게 된다(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Global 

Atmosphere Watch; Park et al., 2013; Song 

and Park, 2018). 

본 연구에서는 일 단위의 남한상세 기온자료

를 취득하여 7~9월에 해당하는 자료를 선택한 

후 연도별 평균값을 산출하였고, Vector GRID 

내에 산출결과를 구축하였다. 

4. 상관성 및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상관성은 Vector GRID 내에 구축된 2000, 

2005, 2010년의 토지피복유형별 면적비율과 

표면온도, 기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

법은 SPSS ver.20을 이용하여 Pearson 상관

계수와 산점도를 도출하여 토지피복유형의 특성

에 따른 표면온도와 기온의 관계성을 파악하였

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검증하기 위한 통계기

법으로 일반적인 다중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수

와 종속변수는 하나의 역할만이 가능하지만, 독

립변수와 종속변수들 간의 경로 설정을 통해 직

접효과와 간접효과를 구분하여 관계성을 분석할 

수 있다(Kim, 20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SPSS Amos 프로그램을 통해 토지피복유형의 

열적특성을 고려하여 토지피복유형이 표면온도

와 기온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기온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그림 4와 같이 설정

하였다. 그리고  구조방정식 모형 결과에서 표

준화 총 영향(Standardized Total Effects)를 

통해 각 변수들 간의 관계성을 도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시계열 변화 특성

1) 토지피복유형 변화

공간해상도 1㎞×1㎞의 각 Vector GRID에 

대한 토지피복유형별 면적비율을 나타낸 결과는 

그림 4와 같으며, 표 1은 전체 지역에 대한 토

지피복유형 변화를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그림 

4에 대한 결과를 보면, 시가화지역의 면적 비율

이 30% 이상 증가한 지역은 전체 면적 중에서 

3.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0~5%가 

증가된 지역이 45.7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

로 10~30% 증가지역이 27.41%로 확인되었다. 

시가화지역이 증가되지 않은 지역은 6.24%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김해시 대부분의 지역에서 

시가화지역의 면적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

다. 특히 시청 인근의 구시가화지역과 장유면(2

번)을 중심으로 면적 비율이 30% 이상 급격하

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경지역은 면적이 

증가하지 않은 0% 이하지역이 72.78%로 가장 

많았고, 0~5% 증가한 지역은 19.09%로 확인

되었다. 농경지역이 10% 이상 급격하게 증가한 

지역은 진영읍(1번) 일대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30% 이상 증가한 지역이 위치하고 있었

다. 산림지역은 면적이 감소한 0% 이하인 지역

이 전체 면적 중에서 85.07%로 김해시 대부분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0~5% 증가한 

지역도 12.29%로 나타났다. 

따라서 김해시는 인접한 부산광역시 및 창원

시에서 인구가 유입되면서 개발이 빠르게 진행

되었고, 특히 장유면의 경우에는 시가화지역의 

면적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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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ization area Agriculture area Forest area

under 0% 6.24 72.78 85.07

0 – 5% 45.75 19.09 12.29

5 – 10% 16.64 4.16 1.89

10 – 30% 27.41 3.78 0.76

over 30% 3.97 0.19 0

TABLE 1. Variation in area ratio by land cover types

(a) Urban area (b) Agriculture area

(c) Forest area

FIGURE 4. Variation of area ratio by land cover types from 2000 to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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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 온도의 변화

도시온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5, 그

림 6과 같다. 그림 5(a)는 각 GRID 별로 표면

온도와 기온의 평균을 나타낸 결과이고, 붉은색

의 지역은 온도가 높은 지역, 푸른색 지역은 온

도가 낮은 지역이다. 그림 5(b)는 시계열 변화

를 분석한 것이다. 그림 6은 김해시 전 지역에 

대한 연도별 평균 표면온도와 기온의 변화를 표

현한 것이다. 먼저, 표면온도에 대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김해시에서 도시지역이라 할 수 있

는 동상동(9번), 회현동(10번), 부원동(11번), 

내외동(12번), 칠산서부(14번), 활천동(15번), 

불암동(17번) 등에서 30℃ 이상의 지역이 넓게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장유면(2번)과 진

례면(4번)의 일부지역에서도 고온의 지역이 분

포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김해시에서 북서쪽

에 위치한 진영읍(1번), 한림면(5번)에서도  

30℃ 이상의 표면온도가 높은 지역이 넓게 분

포하고 있다. 진영읍과 한림면의 토지피복특성

은 농경지역으로 대부분 시설농경지가 경작되고 

<Surface temperature> <Air temperature>

(a) Mean urban temperature (unit: ℃)

<Surface temperature> <Air temperature>

(b) Time-series variation (slope)

FIGURE 5. Mean temperature and time-series variation of surface (left) and air temperature (right) 

by each pixels



토지피복유형 특성과 도시 온도의 관계 분석 / 송봉근·박경훈 73

있어 비닐하우스에서 방출되는 열로 인해 표면

온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반대로 장유면(2

번)의 산림지역과 상동면(7번)과 대동면(8번)

의 경계에 위치한 지역에서 23℃ 이하의 낮은 

표면온도가 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5(a)). 각 픽셀별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표면온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도시지역인 동상동(9번), 회현동

(10번), 북부동(13번), 칠산서부(14번), 활천동

(15번)에서 증가 추세가 높았고(slope 0.3 이

상), 농촌지역인 한림면(5번) 일대도 표면온도

가 증가 폭이 컸다. 한림면 일대는 평균적인 표

면온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증가 추세도 상대

적으로 가파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평균 

표면온도가 낮은 상동면(7번)과 대동면(8번)의 

경계 지역과 장유면(2번)과 진례면(4번)의 경

계 지역에서는 표면온도가 감소하는 추세(slope 

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b)). 시기별

로는 2000년이 29.7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

로 2008년(29.70℃), 2010년(29.05℃) 순이

었다. 가장 낮은 시기는 2001년으로 평균 

23.46℃로 나타났고, 2007년도 26.30℃로 낮

았다. 그림 5에서 2001년은 전체적인 표면온도

의 분포가 23℃ 이하인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0~2010년까

지 표면온도의 시계열 변화는 점차 증가하는 추

세(slope = 0.1846)를 보였다(그림 6). 

기온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평균 기온은 대

부분 지역에서 24~25℃의 범위 내의 기온 분

포를 보였다. 반면에 장유면(2번)과 주촌면(3

번), 진례면(4번), 삼안동(16번), 대동면(8번) 

등의 일부지역에서는 기온이 24℃ 이하로 비교

적 기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6(a)). 

특히 장유면(2번)과 대동면(8번)은 표면온도가 

낮았던 지역으로 동일한 특성을 보이는 지역으

로 확인되었다. 픽셀별로는 표면온도가 감소하

는 추세에 있는 지역이 생림면(6번)과 상동면

(7번)에 걸쳐 넓게 형성되어 있었다. 그 외의 

지역은 기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대동면(8번)은 비교적 높은 증가 추세(slope 

0.1~0.2)에 있는 지역이 분포하고 있었다(그림 

5(b)). 연도별로 평균 기온 변화에서는 2010년

이 25.40℃로 가장 기온이 높았고, 다음으로 

2008년이 25.03℃로 나타났다. 기온이 낮은 시

FIGURE 6. Time-series variation of surface and air 

temperature on from July to Sept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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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2002년(23.34℃), 2003년(23.24℃), 

2009년(23.44℃)으로 분석되어 2001년과 

2007년에 가장 낮았던 표면온도와는 다른 양상

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도별 추세는 

0.0696으로 표면온도 보다는 낮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그림 6). 

2. 토지피복 면적비율과 도시 온도 간의 상관성

그림 7은 Vector GRID 내에 구축된 토지피

복재질별 면적비율과 표면온도, 기온의 요인간

의 Pearson 상관계수 및 산점도를 분석한 결과

이다. 모두 유의수준 1% 이내에서 상관성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화지역은 표면온도 및 

기온과 양(+)의 상관성을 보였는데, 표면온도의 

상관계수(0.417)가 기온(0.275)보다 다소 높았

다. 즉, 시가화지역의 면적비율이 증가할수록 표

면온도와 기온은 상승하게 되며, 표면온도 증가

에 더욱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업지역의 상관성도 시가화지역과 동일하게 

표면온도와 기온이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 

상관계수는 시가화지역보다 높았고(R: 0.512), 

기온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R: 0.226). 농

업지역의 면적비율이 증가할수록 표면온도와 기

온이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김해시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농경지보다는 비닐하우스 등 

고온의 열을 방출하는 시설농경지의 면적이 많

기 때문에 표면온도와 기온을 상승시키는 것으

로 판단된다. 앞서 그림 5의 표면온도 분포 특

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설농경지가 위치하는 

한림면 일대에서 표면온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

Urban area Agriculture area Forest area

Ts

R= 0.417** R= 0.512** R=-0.607**

Ta

R=0.275** R= 0.226** R=-0.350**

**: p < 0.01

FIGURE 7. Scatter plots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R) between area ratio of land cover 

and surface (Ts) and air temperature (Ta) (unit: area ratio %, tempera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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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산림지역은 시가화지역 및 농업지역과 달리 

표면온도와 기온이 음(-)의 상관성으로 나타났

고, 산림지역의 면적비율이 증가할수록 표면온

도와 기온이 감소하는 특성을 보였다. 상관계수

는 표면온도 -0.607, 기온 -0.350으로 시가화

지역과 농업지역 보다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그림 8은 각 GRID별로 표면온도와 기온의 

Pearson 상관계수를 도출한 결과이다. 그림에

서 붉은색 지역은 양(+)의 상관성을 보이는 지

역이고, 파란색 지역은 상관성이 낮거나, 0 이

하인 지역이다. 상관성이 높은 지역은 농업지역

이 밀집된 [1]지역과 시가화지역인 [2]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관계수가 대부분 0.3 이

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상관성이 낮은 

0 이하의 지역은 주로 산림지역에 분포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 

주요 지점에 대해 산점도를 분석하였다. ①, ②

번 지점은 상관성이 낮은 지역으로 그림 9의 

(a)와 (b)에서도 알 수 있듯이 표면온도와 기온

의 분포가 뚜렷한 특성을 보이지 않아 상관계수

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①: -0.074, ②: 

-0.3459). 그러나 ③, ④번 지점은 상관성이 

높았고(③: 0.7221, ④: 0.5166), 표면온도가 

증가할수록 기온도 점차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체적인 표면온도와 기온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는 유의수준 1% 이내에

서 양(+)의 상관성을 보이고 있으며 상관계수

가 0.301로 표면온도와 기온의 상관관계가 크

지 않았다(그림 10). 

따라서 시가화지역과 농업지역은 표면온도와 

상관성이 높아 면적이 증가할수록 표면온도를 

상승시키는 뚜렷한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기온

도 비록 상관성은 낮으나 표면온도와 유사한 경

향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GRID별 결과에

서도 알 수 있듯이 시가화지역과 농업지역에서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간유형별 열적 

특성에 따른 표면온도의 변화와 그로 인해 기온

에 미치는 영향 등 상호간의 연계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11과 

같다. 표면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토지

피복유형의 특성은 시가화지역이 0.373, 농업지

FIGURE 8. Distribution of correlation coefficient (R) between surface and air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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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0.409, 산림지역 –0.153으로 나타났다. 즉, 

표면온도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피복요소는 농

업지역과 시가화지역이며, 시가화지역보다 농업

지역의 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

림지역은 표면온도를 저감시키는 특성을 보이고 

있으나, 시가화지역과 농업지역에 비해 그 영향

력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온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시가화지역 0.122, 농업지역 –

FIGURE 10. Correlation coefficient (R) and scatter plots 

of surface and air temperature

(a) ① site(R= -0.074) (b) ② site (-0.3459)

(c) ③ site(0.7221) (d) ④ site(0.5166)

FIGURE 9. Correlation coefficient (R) and scatter plot of surface and air temperature for major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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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5, 산림지역 –0.349, 표면온도 0.118로 나

타났다. 시가화지역을 모든 변수에서는 유의수

준 1% 이내였으나, 시가화지역은 2% 이내로 

분석되었다. 기온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변수는 산림지역이었고, 다음으로 표면온

도였다. 시가화지역과 농업지역은 기온의 변화

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비하였다. 따라서 시가화

지역과 농업지역은 기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기 보다는 표면온도를 상승시키고 이것이 기

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산

림지역은 표면온도 변화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기온 저감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산림지역은 대부분 산과 녹지공원 등 

동일한 피복유형이 대규모로 형성되어 있기 때

문에 기온의 변화에 대한 산림지역의 특성 및 

기능이 뚜렷하게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시가

화지역과 농업지역은 비교적 면적이 작고, 대규

모로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시가화지역은 

주변에 산림과 녹지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기온 변화에 시가화지역과 농업지역이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표면온도가 기온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미비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기온은 표면

에서 방출되는 복사열인 표면온도에 영향을 받

으나, 주변의 지형과 외부에서 유입되는 바람 

등의 요인으로 인한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표면

온도의 변화와 기온의 변화 간의 직접적인 관계

성을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더욱이 본 연

구에서 활용한 기온자료는 고도 10m 이상의 높

이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에 의한 예측된 자료

이기 때문에 기상상황이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인구와 산업시설의 급증으로 난개

발 현상으로 인해 도시기후문제가 지속되고 있

는 경상남도 김해시를 대상으로 토지피복유형과 

도시 온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토지피복유형과 표면온도, 기온의 상관성 

및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자료는 

2000~2010년을 대상으로 토지피복도와 MODIS 

표면온도, RCP 기반 한반도 상세 기온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토지피복유형과 도시 온도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시가화지역은 표면온도와 

기온이 양(+)의 상관성을 보여 시가화지역이 

증가할수록 표면온도와 기온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지역은 음(-)의 상관성으로 나타

나 시가화지역과 반대의 특성을 보였다. 시가화

FIGURE 11.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line: direct effects, dot line: indirect effects. Ta: 

air temperature, ts: surface temperature, **: p<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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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산림지역의 표면온도와 기온에 대한 특

성은 기존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농업지역은 표면온도와 기온과의 상관계

수가 유의수준 1% 이내에서 각각 0.512와 

0.226으로 나타나 농업지역이 증가할수록 표면

온도와 기온은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러한 이유는 김해시의 경우 비닐하우스 등 고온

의 열을 방출하는 시설농경지가 대규모로 조성

되어 있기 때문에 표면온도와 기온이 양(+)의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시설농

경지와 일반농경지 등 농업지역에 대한 세부적

인 분류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도시온도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역별

로는 시가화지역과 농업지역이 위치하는 곳에서 

상관계수가 비교적 높은 0.4 이상의 지역이 분

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산림지역은 상관성이 

0이하로 낮았다. 표면온도와 기온의 상관성은 

0.301(p<0.001)로 표면온도가 증가할수록 기

온도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시가화지역과 농

업지역은 표면온도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산림지역은 표면온도 저

감 효과가 있으나 기온 저감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면온도는 

기온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가 산림지역보다 

낮았고 이는 외부의 환경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

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토지피복

유형의 특성에 따라 도시 온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온은 외부의 

환경이 작용하기 때문에 공간특성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증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보다 정

확한 공간특성과 표면온도, 기온의 상관성을 파

악하기 위해서는 지표면 부근에서 측정된 기온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토지피복유형이 도

시온도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무분별한 도시개발 

및 확장으로 인해 발생되는 도시열섬, 폭염 등

의 기후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 및 환경계획 

차원에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도시를 설계

해야하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

다. 그러나 1㎞ 공간해상도에 기반된 분석결과

와 중분류 토지피복도 자료를 활용한 측면에서

는 보다 세밀한 공간계획 적용에는 한계가 있

다. 따라서 보다 정밀한 공간자료의 활용을 통

해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차원에서 도시기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가 필요하며, 최근 자연환

경보전법에 의거 인구 30만 명 이상 도시에 대

해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이 의무화되면서 지자

체를 중심으로 제작되는 1:5,000 축척의 토지

이용 및 토지피복지도, 비오톱 유형도 등이 도

시열섬 및 도시기후 연구에 적극적으로 적용되

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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