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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온도상승으로 인한 폭염 증가와 대기 풍속의 약화가 상호작용하면서 열환경과 미세먼지

(PM10)가 문제가 되고 있다. 도시지역 내에서 다른 지역들보다 온도와 대기오염 농도가 높은 도

시열섬과 도시오염섬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이 알려져 있으나, 공간데이터로 구축 가능한 미세 자

료의 부족 등으로 이를 함께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았다. 최근 위성영상과 민간통신업체의 인프라

에서 측정한 빅데이터들이 생산되면서 온도와 대기오염에 대한 세밀한 공간분포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도시열섬과 도시오염섬의 공간적 분포패턴을 살펴

보고 두 현상의 분포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에는 Landsat 8 위성영상의 지표면온

도와 민간자동관측시스템에서 도출된 대기온도, 미세먼지농도 데이터를 30m*30m 단위로 격자화

하여 공간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도시열섬과 도시오염섬이 동시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지역

들로 취약 주거지역과 공업지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부산시의 대표적 주거 취약지역으로 

알려진 서동, 반송동 등의 주요 정책이주지가 포함되었는데 해당 지역은 소규모 필지에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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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통풍, 환기 등에 문제가 많은 주거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의 주민 중 

상당수는 폭염과 대기오염에 대한 대응 능력이 낮아 관련 정책 수립 시 우선적으로 이 지역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도시열섬과 도시오염섬의 동시발생지역에 포함된 공업지역들은 콘크리트나 

아스콘 기반의 불투수면의 비중이 높고, 식생이 부족할 뿐 아니라 교통량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열섬과 도시오염섬 분석에 대한 신뢰성을 살펴보기 위해 핫스팟분석을 진행한 결과, 99.96% 

이상의 지역이 99% 신뢰수준의 핫스팟지역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도시열섬, 도시오염섬, 미세먼지, GIS, Landsat 8

ABSTRACT

During recent years, the heat environment and particulate matter (PM10) have become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s, as increases in heat waves due to rising global 

temperature interact with weakening atmospheric wind speeds. There exist urban heat 

islands and urban pollution islands with higher temperatures and air pollution 

concentrations than other areas. However, few studies have examined these issues 

together because of a lack of micro-scale data, which can be constructed from spatial 

data. Today, with the help of satellite images and big data collected by private 

telecommunication companies, detailed spatial distribution analyses are possible.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spatial distribution patterns of urban heat 

islands and urban pollution islands within Busan Metropolitan City and to compare the 

distributions of the two phenomena. In this study, the land surface temperature of 

Landsat 8 satellite images, air temperature and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 data 

derived from a private automated meteorological observation system were gridded in 

30m × 30m units, and spatial analysis was performed. Analysis showed that 

simultaneous zones of urban heat islands and urban pollution islands included some 

vulnerable residential areas and industrial areas. The political migration areas such as 

Seo-dong and Bansong-dong, representative vulnerable residential areas in Busan, were 

included in the co-occurring areas. The areas have a high density of buildings and poor 

ventilation, most of whose residents are vulnerable to heat waves and air pollution; thus, 

these areas must be considered first when establishing related policies. In the industrial 

areas included in the co-occurring areas, concrete or asphalt concrete-based impervious 

surfaces accounted for an absolute majority, and not only was the proportion of 

vegetation insufficient, there was also considerable vehicular traffic. A hot-spot analysis 

examining the reliability of the analysis confirmed that more than 99.96% of the regions 

corresponded to hot-spot areas at a 99% confidence level.

KEYWORDS : Urban Heat Island, Urban Pollution Island, Particulate Matter, GIS, Landsat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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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기후변화로 인한 온도상승은 도시지역의 도시

열섬(UHI, Urban Heat Island) 현상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

과 함께 도시화를 이루었고, 전 국토의 16.74%

인 도시지역에 91.84%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

다(2018년 기준). 따라서 도시지역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고밀의 개발을 추구하여 

고층 건축물 위주로 사업들이 진행되었다. 고밀

의 고층 건축물에서 배출되는 인공배열은 지역

의 대기를 가열하고, 온실가스는 대기에 체류하

면서 인공배열과 함께 태양에서 들어온 복사에

너지 중 반사되는 복사에너지를 대기 중에 가두

어 지역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등 기온상승과 도

시열섬을 유발한다(Kim and Kang, 2018; Lee 

and Kang, 2019).

도시열섬은 주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그 모양

이 마치 섬과 비슷한 형태를 형성하며 중심 부

분의 온도가 집중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한다(Jang and Kim, 1991; Lai and Cheng, 

2009). 주변 농촌 지역보다 2℃ 이상 높은 도

시지역을 도시열섬으로 정의하는 연구(Kim and 

Baik, 2005; Fahmy and Sharples, 2009; 

Kim et al., 2011)가 많으나, 도시열섬에 대한 

정의가 국제적 또는 학문적으로 합치되지 않아 

다양한 상황이므로 도시열섬 측정 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최근 폭염으로 인한 열환경 악화와 대기 풍속

의 약화가 상호작용하면서 폭염과 더불어 대기

오염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Lee et al., 

2020). 특히 대기오염물질 가운데 미세먼지

(PM10)가 이슈가 되고 있다. 미세먼지(PM10)는 

노인과 임산부,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중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고 있다.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

도 도시열섬과 마찬가지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 발생하는데, 이를 

도시오염섬(UPI, Urban Pollution Island)이라

고 한다(Crutzen, 2004).

기존의 연구들은 도시열섬에 초점을 맞춘 연

구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도시오염섬에 대한 

개념이 강조되면서 국외를 중심으로 도시열섬과 

도시오염섬을 함께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Li et al.(2018)은 여름철 베를린지

역을 대상으로 도시열섬과 도시오염섬의 상호작

용을 살펴보았는데 도시열섬은 지표면온도로, 

도시오염섬은 에어로졸의 광학깊이를 이용하여 

표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에어로졸의 광학깊

이가 미세먼지(PM10)의 공간적 패턴과 일치함

을 확인하기도 했다. 도시열섬과 도시오염섬은 

농촌 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상당히 높게 나타

나며, 두 현상을 비교하면, 상관계수가 0.62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p<0.01). 

Feizizadeh and Blaschke(2013)는 미세먼지

(PM10)의 농도분포와 도시열섬지역을 중첩하여 

비교하였는데 도시열섬이 강한 지역 내에 미세

먼지(PM10) 농도가 높은 지역들이 대부분 포함

됨을 확인하기도 했다. Swamy et al.(2017)은 

도시열섬과 오존(O3) 농도와의 관계에 대해 살

펴보면서 도시열섬은 혼합층과 풍속, 풍향에 영

향을 주며, 도시열섬의 강도가 강해질수록 오존

의 농도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Ryu et al. 

(2013)의 연구에서도 풍속, 풍향에 따라 공기

가 확산되지 않고 한 지역에 집중하면 대기 중

의 대기오염물질의 축척으로 오염섬의 형태가 

발생함을 확인하기도 했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도시

열섬 관련 연구로 도시오염섬에 대한 검토는 많

지 않았다. 대기오염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지자체 단위로 배출원인에 대한 검토(Cho et 

al., 2016; Kim, 2017; Hwang et al., 2019)

나 지역 특성과의 연계성을 도출하는 연구(Jang 

and Kim, 1991; Yoshikado and Tsuchida, 

1996; Feizizadeh and Blaschke, 2013) 중심

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도시오염섬의 존재 여부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도시열환경과 대기환

경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때 도시열섬과 도시오

염섬의 공간적 분포 특성에 대한 비교분석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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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도시오염섬에 관련된 연구가 부재했

던 가장 큰 이유로 대기오염물질과 관련된 미세 

공간자료의 부재를 들 수 있다. 도시열섬과 오

염섬으로 표현되는 공간적 분포패턴을 확인하려

면 사용되는 자료 자체가 세밀한 공간분포를 나

타낼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대기오염 자료는 

기상청에서 구축한 전국의 대기오염 측정망에서 

측정되는 자료로 이는 전국적으로 450개의 측

정망이 구축되어 기초지자체당 2.65개 수준으로 

지역별 세밀한 공간자료로 구축하기가 어려웠

다. 이에 반해 온도자료는 원격탐사의 발전과 

관련 자료의 배포, 지상측정망의 증가 등으로 

상대적으로 공간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

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센서를 기

반으로 한 빅데이터가 생산되면서 대기오염 정

보의 출처도 다양화되었다. 특히 민간통신업체

의 인프라에서 측정한 자료를 활용하여 세밀한 

공간분포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기후

변화와 함께 이슈가 되고 있는 도시열섬과 도시

오염섬의 공간적 분포패턴을 위성영상, 민간자

동기상관측시스템 자료를 사용하여 검토하고, 

두 현상의 공간적 특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도

시열섬을 측정하기 위한 자료로 대기온도와 지

표면 온도를 모두 사용하여 이들의 공간적 분포

도 함께 비교하고자 하며, 도시오염섬은 앞서 

언급했듯이 최근 대기오염물질 가운데 가장 크

게 주목받고 있는 미세먼지(PM10)에 초점을 맞

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의 시공간적 범위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

을 진행하였다. 2018년을 기준으로, 부산의 인

구는 약 340만 명으로 서울시 다음으로 인구가 

많으며, 도시지역의 비율이 약 94.7%로 서울과 

광주 다음으로 높았다. 부산은 강, 산, 바다 등 

다양한 지형적 특성을 함께 가진 지역으로 최근 

항만도시의 대기오염 문제가 내륙도시들보다 심

각함이 보도되면서 미세먼지에 관한 관심이 급

증하고 있다(Kyunghyang Shinmun, 2018). 

지역별 미세먼지의 심각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시

민들의 미세먼지(PM10) 예·경보 노출빈도(

(예·경보 횟수×인구밀도, 2015~2018 자료)  

순위에서도 17개 광역지자체 중 세 번째로 높

아 그 심각도가 확인되었으나, 관련 연구는 부

족하여 본 연구를 위한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사용될 자료의 획득 가

능성과 연구 적합성을 위해 2018년을 기준으로 

미세먼지(PM10)농도가 최근 3년 중 가장 높았

으며 월별 평균 일교차가 가장 큰 4월을 대상으

로 다음의 기준을 기반으로 선정되었다(Suh et 

al., 2009; Hwang et al., 2015). 첫 번째, 미

국 지질조사국과 미 항공우주국이 공동으로 운

영하는 위성인 Landsat 8(OLI/TIRS) 위성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지표면온도를 산출하기 위해,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종관기상관측(ASOS)자료

를 바탕으로 운량이 2 이하인 날을 선정하였다. 

기상청은 운량을 0~2(맑음), 3~5(구름 조금), 

6~8(구름 많음), 9~10 이상(흐림)으로 구분하

고 있는데, 맑음에 해당하는 0~2는 전체 하늘 

중 구름의 양이 5% 미만인 상태이다(Kim et 

al., 2011). 위성영상의 경우 대기권 밖에서 촬

영하기 때문에 구름이 많은 날에 촬영한 데이터

로는 정확한 지표면온도를 추출하기 어렵기 때

문에 맑은 날에 촬영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두 번째 기준은 지표면의 온도에 크

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강수량이 0인 날이다.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운량은 강수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강수량을 고려해서 선정했다. 세 

번째는 Landsat 8에서 위성영상데이터를 제공

하는 날이다. Landsat 8 위성이 우리나라에 도

달하는 공전 주기는 평균 16일에 해당하여 한 

달에 하루 또는 이틀에 해당하는 자료만 제공하

고 있다. 마지막으로 월별 평균 일교차가 가장 

큰 4월을 선정하였다. 봄철은 대표적으로 미세

먼지(PM10)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며, 일교차

가 클수록 비정상적 고온 현상인 도시열섬을 더

욱 뚜렷하게 관찰하고 도시오염섬을 동시에 고

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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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준들을 모두 충족시키는 2018년 4월 25

일을 대상으로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하였다. 또

한 Landsat 8 위성영상은 부산의 낮시간의 촬

영시간이 11시로 정해져 있으므로 위성영상의 

지표면온도 촬영시간에 맞추어 대기온도, 미세

먼지(PM10)농도 모두 11시에 맞춰 분석하고 지

도를 작성하였다. Landsat 8 위성영상은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운영하는 EarthExplorer

(https://earthexplorer.usgs.gov/)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2. 데이터 구축

데이터 구축에 앞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도

시열섬 분석에 사용된 변수와 데이터를 살펴보았

다. 도시열섬을 측정하는 변수로는 대기온도와 지

표면온도가 비슷하게 활용되어왔다. Hardin et 

al.(2018)은 대기온도를 사용하여 도시지역의 

평균기온과 농촌 지역의 평균기온의 차를 도시

열섬의 지표로 활용하였고 Plocoste et 

al.(2014), Taha(2017), Honjo(2019) 등도 대

기온도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Lee et al.(2017)

은 지표면온도를 선택하여 도시지역의 평균 지표

면온도와 농촌 지역의 평균 지표면온도의 차를 

도시열섬의 지표로 활용하였고  Park et 

al.(2016), Miles and Esau(2017), Huang et 

al.(2019) 등도 지표면온도를 분석에 사용하였

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열섬을 측정하기 위한 

데이터로 대기온도와 지표면온도를 모두 사용하

여 이들의 공간적 분포도 함께 비교하고자 한다.

현재 지표에서 물체가 에너지를 방출 또는 방

사하는 현상을 위성에서 관측하고 데이터로 제

공하므로 이를 이용하여 지표면온도를 산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극궤도 위성인 Landsat 

8 위성의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Landsat 8 위성

은 파장별 11개 밴드의 데이터를 수집하며 지표

면온도가 아닌 파장별로 측정한 Digital 

Number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Kim 

et al.(2011)의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을 참고하

여 지표면온도를 산출했다. Landsat 8 위성영상

데이터는 30m×30m 셀별로 부산 전역의 지표

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측정한다.

도시열섬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또 다른 지표

인 대기온도는 주로 지상에 설치된 기상관측장비

를 통해 지점별로 측정한다. 지점별로 측정되는 

점 데이터는 공간보간법(Spatial interpolation)

을 활용하여 연속적 표면데이터로 생성할 수 있

다. 점 데이터를 기반으로 표면데이터로 생성할 

경우 관측지점 수와 보간법의 선정에 따라 결과

의 신뢰도가 달라진다. 2020년, 기상청은 부산

광역시에 1개의 종관기상관측지점(ASOS)과 

14개의 방재기상관측지점(AWS)을 구축하여 

기상데이터를 수집·제공하고 있다. 미세먼지

(PM10) 또한 대기온도와 유사하게 대기오염물

질 관측지점을 구축하여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

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부산에 25개의 대기오

염물질 관측지점이 있고 지점별 미세먼지

(PM10) 농도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정리하면, 

구별 2개 미만의 대기온도와 미세먼지(PM10) 

데이터로 약 769.9㎢의 부산지역 전체를 공간

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통신업체(KT)의 인프라에서 측정한 대기온도와 

미세먼지(PM10)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

하였다. 민간통신업체가 부산시에 설치·운영하

는 자동기상관측지점 234곳에서 한 시간 단위

로 수집하는 대기온도와 미세먼지(PM10) 데이

터 중 관측기기의 오류, 데이터 송수신 오류, 점

검 등의 이유로 연속적인 결측치가 존재하여 대

치되지 않는 지점을 제외하고 총 216개소의 기

상관측지점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는 기상

청과 에어코리아에서 구축한 관측지점의 8~15

배에 해당하는 수치로, 점 형태의 데이터 특성

상 부산광역시 전체를 분석하기에는 조밀한 관

측지점을 가진 민간통신업체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Je and 

Jung(2018)의 연구에서 민간자동기상관측시스

템의 자료와 실측한 자료가 95% 이상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어 분석에 활용하기에 신뢰성을 확

보할 수 있었다.

대기온도와 미세먼지(PM10)의 측정지점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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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Score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Grade 1 Grade 2 Grade 3 Grade 4 Grade 5

FIGURE 1. Grade criteria table by score

데이터는 역거리가중법(IDW, Inverse Distance

Weighted)을 이용하여 표면데이터로 구축하였

다. 역거리가중법은 관측지점으로부터의 거리에 

반비례하게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관측지

점에서 멀어질수록 가중치(영향력)가 작아져 수

치가 낮게 나타난다(Nam Goung et al., 2019). 

본 연구에서는 대기온도의 전체적인 경향을 확

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 차이를 알아보고, 

지역별 조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국지적 보

간법인 IDW 기법을 활용하였다. IDW 기법은 

간편한 사용법으로 인해 널리 쓰이는 공간 보간

법이다.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는 공간 보간법으

로 Kriging, Spline 기법 등이 있으나, 자료의 

형태가 정규분포를 이루지 않으며 주변 지역으

로 확산될 경우 관측지점과의 거리가 멀수록 영

향력이 약해지므로 IDW 기법을 채택하였다

(Yim and Lee, 2017; Lee et al., 2019).

3. 분석 방법

분석 방법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열섬과 도시오염섬

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대

부분의 선행연구들(Hoffmann et al., 2012; 

He et al., 2013; Plocoste et al., 2014; 

Taha, 2017; Li et al., 2018; Huang et al., 

2019; Li et al., 2019; Shirani-bidabadi et 

al., 2019)은 다른 지역과의 차이 등을 기반으

로 상대적으로 정의하거나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다. Hoffmann et al.(2012), He et 

al.(2013), Li et al. (2018)은 도시지역과 농

촌 지역의 평균온도 차이를 도시열섬현상의 지

표로 사용하였고, Plocoste et al.(2014)은 도

시지역과 농촌 지역의 온도차 중 최댓값을 활용

하였다. Taha(2017)는 도시지역과 농촌 지역

들 중 작은 온도를 기준으로 도시지역과의 차이

를 도시열섬 지표로 사용하였고, Huang et al. 

(2019)은 농촌 지역의 평균온도를 기준으로 전

체지역의 온도차를 정규화하여 지표로 활용하였

다. Shirani-bidabadi et al.(2019)은 전체지역

의 평균온도를 기준으로 각 지점과의 온도차를 

지표로 활용하였는데, 전체 평균온도와 표준편

차를 활용하여 등급을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열섬과 도시오염섬이라는 

공간적 현상이 상대적인 환경악화 현상임을 고

려하여 Shirani-bidabadi et al.(2019)이 활용

했던 방법을 기반으로 지역의 온도와 미세먼지

(PM10) 농도를 등급화하였다. 이후에 최상위 등

급의 지역들이 다른 지역들과 구별되는 도시열

섬 또는 도시오염섬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지도

화하여 공간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변수의 등급화는 George Frederick Jenks 

박사가 제안한 자연분류법(Natural Breaks)을 

활용하였다. 자연분류법은 각 등급 내의 편차를 

최소화하고 등급 간 편차를 최대화하여 입력한 

데이터를 분류하는 방법이다. 자연분류법은 표

준편차를 활용한 기준과 상위 일정 범위를 추출

하는 기준과는 달리, 통계적 군집 개념을 기초

로 하고 동질성을 정량화한 방법이다(Khamis 

et al., 2018). 따라서 주변 지역보다 상대적으

로 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군집된 형태로 나타나

는 도시열섬과 도시오염섬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활용하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등급화 방법을 통해 위성영상자료로부

터 도출된 지표면온도, 민간자동관측시스템으로

부터 측정한 대기온도, 미세먼지(PM10)농도를 

각 11단계로 구분하여 0에서 50까지 5단위로 

점수를 부여했다. 최종적으로 10단계와 11단계

에 해당하는 45점과 50점의 지역을 도시열섬과 

도시오염섬 발생지역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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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 Pollution

50 55 60 65 70 75 80 85 90 95 100

45 50 55 60 65 70 75 80 85 90 95

40 45 50 55 60 65 70 75 80 85 90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85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Temperature

FIGURE 2. Score and grade criteria table for cross comparison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주요 분석 내용

인 도시열섬, 도시오염섬의 공간분포 특성은 두 

가지 접근법을 통해 살펴보았다. 첫째는 열섬 

및 오염섬 동시 발생지역을 살펴보기 위해 교차

비교를 활용하였다. 교차비교는 Steeneveld et 

al.(2018)이 활용한 방법으로 서로 다른 두 변

수를 Matrix를 이용하여 동시에 고려할 수 있

는 방법이다. 모호하지 않고 객관적인 지표이며 

도시환경의 열악한 정도로 표현될 수 있는 위험 

잠재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열섬과 

도시오염섬의 동시발생지역을 분석하기에 적합

하다고 판단하였다. 교차비교는 앞서 언급한 11

단계의 구분을 점수화한 데이터를 미세먼지-지

표면온도, 미세먼지-대기온도의 두 개의 Matrix

로 구축하였다. 앞서 점수화한 각각의 데이터는 

0~50점의 범위로 구성되기 때문에 교차비교 

Matrix는 0~100의 범위를 가지게 된다. 합산

한 변수는 그림 2를 기준으로 5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합산한 데이터가 85점 이상으로 나

타난 지역을 5등급 지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열

섬과 도시오염섬현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지역으

로 정의하였다.

두 번째는 지표면온도와 대기온도, 미세먼지

의 농도가 높은 지역의 공간분포와 군집 정도를 

살펴봄과 동시에 교차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함

께 살펴보기 위해 핫스팟분석(Getis-Ord Gi*)

을 활용하였다. 핫스팟분석은 특정한 범위의 공

간에서 국지적으로 높은 값이나 낮은 값의 군집 

경향을 검정하는 방법으로 각 변수들이 높은 값

을 나타내는 지역을 찾고 통계적 유의성을 알아

볼 수 있다(Lee et al., 2019). 핫스팟분석은 

식 1을 통해 높은 값들이 군집한 핫스팟과 낮은 

값들이 군집한 콜드스팟, 그리고 유의확률까지 

분석이 가능하다. 핫스팟분석을 통해 각각 변수

들의 핫스팟을 분석하였고, 도출한 결과를 중첩

한 후 99% 신뢰수준의 핫스팟지역을 비교하여 

대기환경과 열환경이 모두 유의하게 취약한 지

역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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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ST (b) AirT

FIGURE 3. Land surface temperature and air temperature map

(1)

  : 분석의 공간단위(unit of analysis)

 :  또는 지역의 속성 데이터

 : 와 지역 간 공간 가중치(spatial 

weight)

 : 분석 공간단위 수

결과 및 고찰

1. 도시열섬의 공간적 분포패턴 및 특성

도시열섬현상은 지표면온도와 대기온도를 모

두 지도화하고 비교·분석하였다. 그림 3은 

Landsat8 위성영상으로부터 도출된 지표면온도

와 민간자동기상관측시스템으로부터 측정된 대

기온도를 ArcGIS를 활용하여 도면화하였다. 부

산시 전 지역을 30m×30m로 격자화하여 

868,559개의 셀로 구축하였다.

그림 3에서 지표면온도는 강서구와 사상구에

서 45~50점에 해당하는 열섬지역들이 가장 넓

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하구, 북구, 남구, 동구 

일대에도 다수 나타남이 확인되었다. 이들 열섬

지역들은 주로 공업지역과 항만 등이며, 일부 

농지와 도심지역에서도 확인되고 있었다. 도시

열섬이 가장 넓게 나타난 강서구, 사상구, 사하

구, 북구 등의 공업지역은 대부분의 건축물들이 

철제와 콘크리트 기반의 공장으로 일사 및 열에 

의한 온도 증가에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공업지역은 식생이 거의 존재하

지 않으며 건축물 외의 지표면은 콘크리트나 아

스콘 기반의 불투수면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

해 온도가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Yi et 

al., 2014). 동구와 남구의 열섬지역으로 나타

난 항만시설 역시 공업지역과 유사한 특성으로 

인해 온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기온도의 경우 금정구, 동래구, 해운대구 

등에서 열섬지역이 가장 넓게 나타났고, 강서구, 

사하구 등에서도 여러 지역이 나타났다. 열섬지

역으로 도출된 지역들은 주로 평소 교통량이 많

은 지역과 공업지역으로, 주요 대로를 따라 대

기온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해안가의 

경우 해풍의 영향으로 내륙지역보다 대기온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대기온도를 

기준으로 열섬지역으로 나타난 지역들의 평균온

도는 20.65℃로 이는 다른 지역의 평균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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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보다 2.07℃ 높아 일반적으로 선행연

구에서 도시열섬 기준으로 사용하는 2℃ 차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두 결과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위성영상데이터에서 도출된 지표면온도

와 최근 새롭게 데이터 소스로 대두되고 있는 

민간자동관측시스템의 대기온도 데이터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성(r=0.13, p<0.00)

을 보이고 있었다. 지표면온도와 대기온도가 유

의미한 관계를 보이므로 도시열섬을 연구함에 

있어 두 온도 정보 모두 의미 있는 지표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간자동관

측시스템의 측정 높이가 지점별로 차이가 존재

하기 때문에 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고려하여 

지표면온도와 대기온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다면 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지표면온도와 대기온도의 공간적 분포를 비교

해 보면 해안도시의 특성으로 인해 해안지역과 

내륙지역의 대기온도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

났다. 이는 연안 및 수변 지역과의 인접성 등 

지리적 조건이 온도에 크게 영향을 미침을 확인

한 선행연구들(Myeong, 2009; An et al., 

2016)과 맥을 같이하는 분석 결과이다. 지표면

온도의 경우 토지의 피복과 건축물의 유형에 영

향을 크게 받아, 외부에 노출된 건조환경 비율

이 높고 식생이 적으며 열용량이 낮은 재료로 

구성된 건축물이 많을수록 지표면온도가 높게 

형성되었다. 대부분의 녹지지역은 대기온도와 

지표면온도 모두 평균보다 낮은 결과를 나타내

고 있으므로 도시열섬이 발생하는 지역에 식생

을 조성하면 온도를 감소시키는데 상당히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도시오염섬의 공간적 분포패턴 및 특성

미세먼지농도를 기준으로 도시오염섬이 나타

나는 지역을 살펴보면, 부산의 북부에 위치하는 

금정구 일대에서 도시오염섬이 가장 크게 나타

났다(그림 4). 해당 지역은 부산에서 경남지역

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부고속도로와 부산외곽

순환도로, 7번 국도가 연결되는 구간으로 차량

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인해 도시오염섬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지역은 부

산의 북쪽 경계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산종합

버스터미널로 인해 버스의 통행량이 많고, 부산

과 경남을 이동하는 화물차들이 상시 통과하는 

지역으로 타지역에 비해 대형차와 화물차의 통

행량이 많아 미세먼지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더

욱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Kim, 2016; 

Han et al., 2019).

도시오염섬이 형성된 다른 지역으로는 부산진

구 일대, 해운대구 센텀시티 일대, 동래구와 금

정구의 중앙대로변이 확인되었다. 이들 지역은 

대형차량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전반적

인 통행량이 많고 교통의 흐름이 느리고 신호의 

주기가 길어 공회전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인

해 도시오염섬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Kwon et al., 2019).

FIGURE 4. PM10 map

3. 도시열섬과 도시오염섬의 공간분포 특성 

도시열섬과 오염섬의 개별 공간분포 특성과 



위성영상과 민간자동관측시스템 자료를 활용한 도시열섬과 도시오염섬의 공간 분포 특성 / 황희수 ·강정은 109

(a) LST & PM10 (b) Air Temperature & PM10

FIGURE 5. Concurrent area of urban heat island and urban pollution island

함께 두 가지 현상이 함께 나타나는 지역을 살

펴보는 것이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더욱 

활용가치가 높다. 앞서 방법론에서 설명했듯이 

본 연구는 교차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85~100

점에 해당하는 지표면온도기반 도시열섬과 도시

오염섬 동시발생지역과 대기온도기반 도시열섬

과 도시오염섬 동시발생지역을 그림 5와 같이 

도출하였다.

지표면온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도시열

섬과 도시오염섬의 동시발생지역은 4개의 구에

서 나타나고 있었다. 금정구의 금사동과 서동의 

경계에 위치한 금사초등학교와 동일고무벨트 인

근 지역이 확인되었는데 이 지역은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인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왕복 2차선 

도로에 공업지역으로 진입하는 화물운반 교통량

이 많은 지역으로 열환경과 대기오염에 동시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정구의 구서IC와 노

포역 인근에서도 동시발생지역이 나타났는데, 

해당 지역은 경부고속도로의 종점에 해당하며, 

부산도시철도의 차량기지가 위치하고 부산종합

버스터미널이 위치하는 등 차량 통행량이 많을 

뿐 아니라 인근에 공업지역이 존재하여 공업지

역의 특성과 교통량 집중이 함께 나타나는 곳이

다. 해운대구에서는 센텀시티의 벡스코 인근 지

역이 동시발생지역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지역은 

대규모 건축물과 대형주차장으로 인해 지표면 

온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광안대교의 접근 

교통량이 집중되는 곳으로 많은 교통량으로 인

한 미세먼지농도 또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

었다. 연제구의 연산교차로와 교대사거리 부분

에 나타난 또 다른 동시발생지역은 자동차 매매

업 군집지역으로 토지이용과 차량 통행량의 영

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부산진구의 

당감동 일대에서 동시발생지역이 확인되었다. 

이 지역은 보행공간이 협소할 정도로 저층의 건

물들이 조밀하게 위치하고 있는 노후 주거지역

이다. 더불어 북쪽에는 백양산, 남쪽에는 동서고

가로와 백양대로가 위치하여 대기순환이 어렵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의 특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

로 보인다.

대기온도 기준의 열섬과 도시오염섬의 동시발

생지역은 5개 구에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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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ST Hot Spot (b) Air Temperature Hot Spot

FIGURE 6. Hot spot analysis maps by data

금정구와 동래구 인접지역인 온천장역 인근의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점과 금정구 서동 금사중

학교와 금정전자공업고등학교 인근, 부산의 대

표적인 정책이주지인 해운대구 반송1동의 반송 

골목시장 인근도 포함되었다. 반송동 지역은 

1960년대 후반 고지대 판자촌 주민과 공공사업 

대상지구 주민들을 이주하기 위해 부산시에서 

계획적으로 개발하였으나 세대별 전용면적이 

10여 평 미만으로 좁게 형성되어 있을 뿐 아니

라 환경, 채광, 통풍, 환기 등 환경 영향이 거의 

고려되지 않은 채 조성되었고 현재까지도 당시

의 공간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부산의 대표적인 

취약주거지역이며 금정구 서동 일대 또한 반송

동 지역과 유사한 형태로 조성되어 있다(Jo 

and Park, 2013). 이 지역은 건축물의 밀도가 

매우 높아 대기오염물질과 인공배열이 순환되지 

않고 정체되어 열섬과 오염섬 문제에 더욱 취약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 지역은 주민들의 

경제적·사회적 취약성이 높으므로 도시열섬, 

폭염과 같은 열환경 악화와 미세먼지 문제 발생 

시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처럼 주거

지역이면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지역주민들의 

대응 역량도 낮은 열섬과 오염섬 동시발생지역

은 관련 정책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지역

으로 보인다. 네 번째 지역은 연제구 부산시청 

전면의 중앙대로 일대로 확인되었다. 해당 지역

은 10개의 버스 노선이 통과하는 등 통과교통

량이 많으며, 시청이 위치하고 있어 유동인구도 

비교적 많은 지역이다. 마지막은 부산진구의 당

감동에서 나타났다. 해당 지역은 지표면온도 기

준 동시발생지역과 중첩되는 지역으로 대부분은 

저층 밀집 주거지역에 해당하며 전술한 바와 같

이 지역의 환경과 여건이 열악하여 통풍, 환기 

등이 잘되지 않고 그늘이 거의 없는 곳으로 환

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판단된다.

도시열섬, 도시오염섬의 공통지역에 관한 교차

분석 결과는 핫스팟분석을 활용하여 재검토하였

다. 핫스팟분석으로 도시열섬과 오염섬에 해당하

는 5등급 지역이 핫스팟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함

께 검토하였다. 핫스팟분석 결과를 나타낸 그림 

6이 보여주듯 대부분의 5등급 지역들이 99%의 

신뢰수준을 만족하는 핫스팟으로 나타났다.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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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PM10 Hot Spot (d) Hot Spot Overlay Map

FIGURE 6. Continued

Area Name Total Area(㎡) Hot Spot Area(㎡) Hot Spot Ratio(%) Area Rank Ratio Rank

Jung-gu 3,009,519 925,279 30.75 11 3

Seo-gu 14,125,058 3,820,212 27.05 6 4

Dong-gu 10,082,067 429,642 4.26 13 11

Yeongdo-gu 14,609,805 0 - - -

Busanjin-gu 29,744,503 6,276,386 21.10 4 5

Dongnae-gu 16,657,081 9,534,660 57.24 2 1

Nam-gu 27,241,955 563,921 2.07 12 12

Buk-gu 39,712,922 0 - - -

Haeundae-gu 52,254,945 3,690,673 7.06 7 9

Saha-gu 47,429,995 4,381,535 9.24 5 8

Geumjeong-gu 65,651,631 10,332,362 15.74 1 6

Gangseo-gu 185,189,201 206,100 0.11 14 14

Yeonje-gu 12,134,942 6,778,214 55.86 3 2

Suyeong-gu 10,334,342 1,025,003 9.92 10 7

Sasang-gu 36,199,578 2,101,500 5.81 8 10

Gijang-gun 219,612,116 1,497,388 0.68 9 13

TABLE 1. Comparison of hot spot overlapping areas by Gu·Gun

한 분석을 위해 도시열섬과 도시오염섬에 해당하

는 지역의 면적과 비율을 살펴본 결과, 지표면온

도(LST) 기반 도시열섬은 약 30,941,736㎡ 중 

99.96%에 해당하는 약 30,929,136㎡가 핫스

팟 지역에 포함되었으며, 대기온도(AirT)기반 

도시열섬은 약 25,288,584㎡에 해당하는 전체

지역이, 도시오염섬(PM10)은 약 7,619,592㎡에 

해당하는 전체지역이 핫스팟 지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의 (d)는 지표면온도, 대기온도, 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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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 핫스팟분석의 세 결과를 중첩한 지도로, 

그 중 붉은색이 99% 신뢰수준에서 도시열섬과 

도시오염섬이 동시에 발생하는 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지표면온도를 기준으로 한 중첩지역

(파란색)보다 대기온도를 기준으로 한 중첩지역

(노란색)이 더 넓고 크게 나타나고 있다. 지표

면온도, 대기온도, 대기오염 모두 99% 신뢰수

준의 핫스팟에 해당하는 지역들은 부산시의 북

동-남서 방향의 축 모양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모든 변수(지표면온도, 대기온도, 미세먼지)

의 핫스팟 중첩지역을 구군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핫스팟중첩지역의 면적은 금정구에서 가장 크

게 나타났으며 동래구, 연제구 순으로 크게 나

타났다. 행정구역의 면적대비 핫스팟중첩지역의 

비율은 동래구, 연제구, 중구 순으로 나타났다. 

중구의 경우 핫스팟중첩지역 면적순위는 11위

였으나, 비율의 경우 약 30.75%인 3위로 전체 

행정구역 중 1/3에 해당하는 지역이 세 변수 모

두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핫스팟중첩지역

의 면적이 약 10.33㎢로 가장 큰 금정구의 경

우 비율순위는 6위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금정

구의 경우 금정산과 아홉산 등의 산지와 회동수

원지, 수영강 등의 수계를 포함하고 있어 이러

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동래구와 연제

구는 각각의 면적순위가 2위와 3위로 나타났으며 

비율순위 또한 각각 1위와 2위로 매우 높게 나타

나 해당 지역 전체가 도시열섬과 도시오염섬 모두

에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영도구와 북구는 

핫스팟 중첩지역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2는 도시열섬과 도시오염섬 지역 중 핫스

팟에 해당하는 지역들의 용도지역 특성을 나타

낸 것이다. 지표면온도 기반의 도시열섬은 대부

분 공업지역에서 나타났으며 공업지역 중 항만

에 해당하는 지역들이 상당 부분 포함되었고, 

이외의 지역 중 대로에 인접한 지역과 철도시설

에 해당하는 지역도 포함되어 있었다. 대기온도 

기반의 도시열섬과 도시오염섬은 대부분 주거지

역에서 나타났다. 특히 주거지역 중 모라동, 당

감동, 반여동, 재송동, 금사동, 연산동, 망미동 

등에 해당하는 지역은 앞서 언급했던 부분과 유

사하게 개발밀도가 높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

약지역에 해당하므로 정책 수립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지역으로 판단된다. 

결  론

최근 기후변화와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도시

의 열환경과 대기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열환경

의 악화는 온열질환자 수를 증가시키며, 대기오

염물질에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뇌질환 등 다양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Jang, 2014; Kim et al., 2017; Woo et 

al., 2019). 이에 본 연구는 부산시를 대상으로 

열환경과 대기환경이 열악한 지역인 도시열섬과 

도시오염섬의 공간적 분포 특성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도시열섬은 지표면온도와 대기온도를 활용하

여 살펴보았다. 지표면온도를 기준으로 도시열

섬지역을 살펴본 결과, 불투수면적이 많은 공업

지역과 항만지역에서 주로 나타났으며 좁은 필

지에 건축물의 배치밀도가 높고, 통풍 및 환기 

등이 고려되지 않은 취약한 주거지역에서도 함

께 나타났다. 대기온도를 기준으로 열섬지역의 

분포 특성을 살펴본 결과, 교통량이 많은 지역

과 공업지역에서 주로 나타났으며 해안가의 경

우 해풍의 영향으로 인해 많게는 평균기온보다 

5℃ 이상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도시열섬과 도시오염섬이 함께 나

타나는 지역들을 살펴보기 위해 세 변수에 대한 

핫스팟분석을 진행하고 99% 신뢰수준의 핫스팟

지역을 중첩하여 살펴보았다. 세 변수 모두 핫

스팟에 해당하는 지역은 북구와 영도구를 제외

하고 14개 구·군에서 나타났으며, 해당 지역의 

면적은 금정구(10.3㎢), 동래구(9.5㎢), 연제구

(6.8㎢) 순이었으며 이를 지역면적 대비 핫스팟

중첩지역 면적의 비율로 환산하면 동래구

(57.24%), 연제구(55.86%), 중구(30.75%) 

순으로 높았다. 금정구의 경우 핫스팟중첩지역

의 면적은 가장 넓었으나, 많은 양의 녹지지역

을 포함하고 있어 비율은 15.74%로 6위에 해

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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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Gu Dong Residential Area Commercial Area Industrial Area Remark

UHI
(LST)

Gangseo Noksan O

Saha

Sinpyeong O

Gupyeong O

Dadae O

Sasang

Gamjeon O

Hakjang

Mora O O

Dong Beomil O Port

Busanjin
Beomcheon O

Railway facilities
Danggam O

Nam
Uam O

Port
Gamman O

Geumjeong Geumsa O

Haeundae Banyeo O Market

UHI
(AirT)

Gangseo Noksan O

Saha Goejeong O Street side

Sasang

Eomgung O

Hakjang O

Jurye O

Mora O

Buk Hwamyeong O

Seo Chungmu O

Busanjin

Beomcheon O

Street side

Bujeon O

Jeonpo O

Yangjeong O

Yeonje Yeonsan O

Suyeong Mangmi O

Nam Daeyeon O

Haeundae
Banyeo O

Jaesong O

Geumjeong

Geumsa O

Jangjeon O

Bugok O Street side

Dongnae

Oncheon O

Sajik O

Sumin O

UPI
(PM10)

Busanjin
Danggam O

Street side

Buam O

Haeundae U O O

Geumjeong
Namsan O

Nopo O

TABLE 2. Characteristics of urban heat island and urban pollution island in hot spot areas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열섬과 도시오염섬이 동

시에 발생하는 지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열환경과 대기환경이 모두 열악한 지역 중 

상위권은 취약 주거지역과 공업지역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었다. 부산시의 대표적 취약주거지

역에 해당하는 주요 정책이주지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해당 지역들은 소규모 필지에 저층의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기반시설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주거환경이 낙후되어 있고, 저소득층, 

고령층 등 취약계층이 밀접한 지역이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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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사는 고령주민들은 여름철 폭염과 열대

야 등 이상기후가 발생할 경우 온열질환에 쉽게 

노출되며, 응급상황 발생 시 구급차 도착 지연 

등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Kim 

and Kim, 2020). 저소득층의 경우 공기청정기

나 마스크 등 대기오염에 대한 대처가 부족하여 

다양한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 또한 높다. 이러

한 공간분석결과는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

향이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크게 영향을 미

친다는 논의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결과

이며 폭염 관련 문제는 환경 정의, 환경 불평등 

이슈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공업지역의 경우 열과 대기환경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치는 콘크리트, 시멘트 등의 불투수면적

의 비율의 영향이 크므로(Kim and Yoon, 

2011), 건축물의 옥상에 그린루프 또는 쿨루프

를 시공하거나 건축물 녹화, 지표면에 투수성 

포장재, 차열성 도료 사용, 노면 살수 시스템 설

치, 식생 조성 등의 조치를 통해 해당 지역의 

환경을 일부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 및 지자체는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

용한 공간분석을 통해 열환경과 대기환경이 열

악한 지역과 주민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다양한 

도시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에서부터 유사시를 대

비한 대처방안까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도시열섬과 함께 새롭게 떠오르는 

연구주제인 도시오염섬의 유무와 공간적 분포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연구의 내용 

중 한계점도 존재한다. 첫 번째는 데이터의 한

계이다. 부산시에서 운영 중인 민간자동기상관

측시스템은 많은 경우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데이터가 교통상황에 따른 영향을 많

이 받아 주거지역이나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등 

지역 내부에 대한 상황을 정밀하게 반영하기 어

렵다. Landsat 8 위성자료의 경우 정지궤도위

성이 아닌 극궤도위성으로 연속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기 어렵고 날씨의 영향으로 인해 정확한 

데이터추출이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차후 민간자동기상관측시스템의 추가

적인 구축과 정지궤도 환경위성의 운영으로 점

차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도시오염섬을 살펴보기 위

해 미세먼지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미

세먼지는 입경이 10㎛ 이하인 미세먼지(PM10)

와 입자의 지름이 2.5㎛ 이하인 초미세먼지

(PM2.5)로 나뉜다. 입자의 크기가 작은 미세먼

지가 건강에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Bae, 2014) 최근에 이에 대한 관심들이 고조

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획득 상의 

한계로 PM10만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추후 

PM2.5 데이터 확보를 통해 보다 다양한 오염섬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도시열섬과 도시오염섬에 대한 

정의이다. 도시열섬과 도시오염섬에 대한 정의

가 학문적으로 확립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주관

적인 정의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도

시오염섬의 경우 해당 주제에 대한 선행연구가 

소수에 불과하여 통상적인 정의조차 정립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두 현상에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등급화 방법과 상대적 

비교를 활용하였으나 추후 이에 관한 다양한 연

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부산시는 2030 부산도시기본계획에 도시의 

열환경과 대기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을 다양한 

부문에 걸쳐 반영하였다. 이는 도시의 환경이 

도시민의 건강 및 삶의 질과 직결됨을 인식하고 

있음을 뜻하며, 앞으로도 열환경에 대한 기초조

사 및 공간적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

구는 열환경과 대기오염 관련 도시 정책 입안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또한 환경적 

불평등 요소가 많은 지역들에 대한 정책 적용 

우선순위 확보를 위한 기초연구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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