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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sat 8 위성자료를 이용한 도심녹지 냉각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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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Urban green areas or forest regions play an important role in lowering the air temperature
of the surrounding areas. This cooling effect does not only affect inside of the green areas, but also extends
into neighboring streets and buildings. In this study, the Land Surface Temperature (LST) are retrieved
from the Landsat 8 satellite data for 8 clear days in Seoul, Korea from 2013 to 2015, and used for analyzing
the cooling effect at an urban green region, Seonjeongneung, located in the southern part of Seoul. The
LST distribution from the boundary of the Seonjeongneung presents that the cooling effect of the green
areas was found to extend in many directions into the urban areas. The LST estimations of residential and
commercial areas around the Seonjeongneung are also analyzed to assess how the green areas affect the
type of land cover and the surroundings in the urban areas. Relatively lower LST for the residential areas
from the Seonjeongneung boundary ranges from 100 to 250 m, resulting in an average cooling effect of
2.3°C. On the other hand, the LST distribution in the commercial areas shows that the effective distance
of green areas are relatively low in the range of 0 to 200 m, which means the average cooling effect is
approximately 0.3°C. This result shows that the cooling effect of the Seonjeongneung is clearly noticeable,
particularly, the residential areas show greater cooling effect than commercial areas.
Key Words : Urban green area, Cooling effect, Landsat 8, Land Surface Temperature (LST)

요약 : 도심녹지는 도심 주변의 높은 기온을 낮춰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심녹지의 냉각효과는 녹지

내부 뿐만 아니라 주변 도로와 빌딩 지역에도 영향을 준다. 도심녹지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관측된 Landsat 8 위성자료를 이용하여 서울 선정릉 주변의 지표면온도를 산출하

였다. 선정릉 주변의 지표면온도 분포를 분석한 결과, 도심녹지의 냉각효과는 녹지를 중심으로 여러 방향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도심녹지의 냉각효과에 미치는 토지피복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주거지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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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도시의 지속적인 발달은 도시 인구 집중화 및 도시

지표와 토지이용 등의 변화를 일으킨다. 또한 도시 지

표의 태양복사 흡수와 반사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지

표에너지 균형을 변화시킨다(Kim et al., 2011). 이러한 변

화의 원인은 도시 지역의 열전도도와 열용량의 증가, 지

표 알베도의 감소, 도시 협곡의 구조 변화, 인공열 배출

등에 있다(Oke, 1989; Taha, 1997). 특히 도시 내 건물과

도로포장 등 불투수층의 증가로 도시의 기온은 상승하

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 주변 지역과의 기온 차이

를 야기시키는 도시 열섬 효과(urban heat island effect)로

잘 알려져 있다(Kim and Baik, 2002). 반면, 도심녹지는

주변 도심지보다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게 나타난다

(Kwon, 2002). 이러한 현상을 도시 열섬 효과와 반대되

는 도시 냉섬 효과(cool island effect)라고 하며, 도시 열

섬 효과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최근 도시 열

환경 개선의 한 방법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Jansson et

al., 2007; Chang and li, 2014; Feyisa et al., 2014).

도시와 녹지는 구성 물질, 수분함량, 공기역학 및 열

적 성질이 달라 서로 다른 생물리 과정을 통해 도시기

후에 영향을 미친다(Oke, 1989; Givoni, 1991). 대표적으

로 식물에서 공기 중으로 수분을 방출하는 증발산의 한

형태로서 현열보다 증발 잠열에 배분되는 태양복사에

너지가 증가하여 주변의 공기를 시원하게 한다. 또한 수

목에 의한 그림자는 태양복사를 차단하여 지표와 공기

의 가열을 막아 수목 주변을 시원하게 만든다. 도시에 녹

지를 조성하면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아 부분

적으로 하강기류가 발생하고, 이를 통해 냉각된 공기가

주변으로 유입되어 도시의 열 환경을 개선하게 된다. 즉,

녹지가 주변 기온을 냉각시켜 고온 현상을 완화시키고

쾌적한 공기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Landsberg, 1981).

도심녹지의 냉각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지상의 관측

자료를활용한연구가활발하게이루어져왔다(Sugawara

et al., 2006; Bowler et al., 2010; Park and Kim, 2010). 그러나

이는기상관측지점이균일하게분포하지않고특정지역

내의 전체적인 분포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위성자료는 도시지역에서 공간적으로 연속적인

온도변화와 식생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데 유용한 방

법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위성은 대상 지역을 균일한

해상도로 주기적으로 관측하기 때문에 지상 관측의 공

백을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특히 인공위성의 열

적외 센서는 온도에 민감한 복사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표면온도를 관측하는데 효과적이다(Jee et al.,

2014; Jee and Choi, 2014). Lin et al.(2015)은 Landsat 5 위성

자료를 이용하여 중국 베이징에서 30개 공원의 지표면

온도 분포를 분석한 결과 공원의 크기가 공원의 냉각효

과와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혔다. Hamada et al.

(2013)은 ASTER 위성자료를 이용하여 일본 나고야에서

공원 주변의 지표면온도를 산출한 결과 주변 토지피복

에 따라 냉각효과의 범위와 방향이 달라진다고 설명하

였다. Kong et al.(2014)는 위성에서 산출한 지표면온도

자료를 이용할 때 해상도에 따른 기온변화와 녹지 비율

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였다. 최근 열적외 센서의 해상도

가 향상되고 분석기술의 발달로 작은 영역의 소규모의

녹지와 공원에 대해서도 지표면온도를 이용한 도심녹

지의냉각효과에대한연구가이루어지고있다(Park and

Cho, 2016; Du et al., 2017; Yang et al., 2017). 본 연구에서

는 서울의 대표적 도심지인 강남 인근에 위치하면서 서

울 행정경계 내 도심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선정릉에 대

해 Landsat 8 위성에서 추출한 지표면온도 자료를 이용

하여 도심녹지 냉각효과와 특성을 분석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1) 연구지역

도심녹지가 인접한 지역의 기상특성을 살펴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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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에 대해 냉각효과를 분석한 결과 주거지역의 냉각효과 범위가 100∼250 m로 나타났고, 평균 2.3°C

의 냉각효과를 보였다. 반면, 상업지역의 냉각효과 범위는 0∼200 m 였고, 평균 약 0.3°C의 냉각효과를 보

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도심녹지의 냉각효과는 상업지역보다 주거지역에서 강도와 범위가 큼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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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선정릉 일대 약 2 ×

2 km의 영역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Fig. 1). 선정

릉은 총 면적이 약 198,813 m2이며, 두 왕릉인 선릉과 정

릉을 중심으로 수목과 초지로 구성되어 있다. 선정릉 내

수목의 종류는 참나무, 오리나무, 느릅나무 등 활엽수가

주종을 이루며 수목의 높이는 약 15∼20 m에 이른다.

선정릉 주변 지역은 주거지역과 고층 건물로 구성된 상

업지역으로 둘러 쌓여있으며, 특히 선정릉 남쪽 일대는

20층 이상의 고층 빌딩으로 구성된 도시 협곡을 이루고

있다. Fig. 2는 선정릉 주변의 중분류 토지피복지도로 환

경부에서 2010년에 촬영된 1 m 해상도의 항공정사영상

을 이용하여 2013년에 제작한 것이다. 공간해상도는 5 m

이며, 총 22개의 분류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다. 연구 지

역은 9종류의 토지피복으로 이루어져 있다. 선정릉 주

변의 토지피복 분포는 상대적으로 북쪽과 서쪽에는 주

거지역의 비율이 높고, 남쪽과 동쪽에는 상업지역의 비

율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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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tion of the analysis region, Seonjeongneung in Seoul, Korea.

Fig. 2.  Land cover classification map over the study area provid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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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Landsat위성은미국지질조사국 (Unites StatesGeological

Survey, USGS)과 미국항공우주국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프로젝트로써, 1972년 7월 23일 Landsat 1을 시작으로

2013년 2월에는 Landsat 8 위성이 발사되어 현재 운용

중이다. Landsat 8은 OLI (Operational Land Imager) 센서

의 1~9번의 9개 Band와 TIRS (Thermal Infrared Sensor)

의 10번과 11번 Band를 가지고 있다. OLI 센서는 30 m

의 공간해상도를, TIRS는 100 m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

으며, TIRS 자료는 OLI 센서 자료와 해상도 일치를 위

해 30 m 해상도로 제공되고 있다. Landsat 8은 705 km

상공에서 동서로 183 km, 남북으로 170 km를 관측한다.

전 지구 영역을 관측하는데 약 15일이 소요되며, 같은

지역을 다시 관측하는데 걸리는 시간(revisit time)은 16

일이다. Landsat 8 위성자료는 Earth Explorer (http://

earthexplorer.usgs.gov/)에서 제공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Landsat 8이 선정릉 주변을 관측한 55개 자

료 중 구름의 영향이 적은 맑은 날로 8개 사례를 선정하

였다. Landsat 8 위성자료는 서울을 중심으로 관측되는

path116/row34 영역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선정된 사례

별 기상개황은 Table 1과 같다. 기상개황에 사용한 자료

는 위성이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는 시간과 일치하는 오

전 11시에 강남 AWS (#400) 지점에서 관측된 기온, 상

대습도, 풍향, 풍속, 일 최고기온, 일 최저기온과 일 평균

기온 자료이다. 선정된 사례는 겨울을 제외한 봄, 여름,

가을로 일 최고기온이 26.8∼35.3°C의 범위를 보였다.

또한, 상대습도는 60% 이하이고, 풍속은 2014년 8월 2일

사례를 제외하고 2.2 m s-1 이하로 낮았다.

지표면온도 산출을 위하여 먼저 위성의 관측 센서에

도달하는 복사량을 계산한다. Landsat 8 위성에서 관측

된 복사량 자료는 DN (Digital Number)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를 USGS에서 제공하는 식 (1)을 사용하여 실

제 복사량으로 환산한다.

                          Lλ = ML × Qcal + AL                            (1)

여기서 Lλ는 센서에 도달하는 스펙트럼 복사량(W/

m2/sr/μm), ML은 해당 Band에 대한 Radiance multiplicative

scaling factor, AL은 해당 Band에 대한 Radiance additive

scaling factor, Qcal은 해당 화소의 DN 값을 의미한다.

밝기온도는 식 (1)에서 계산된 복사량을 바탕으로

Landsat 8의 해당 센서에 대해 보정된 식 (2)를 활용한다.

                            T =                                (2)

여기서 T는 밝기온도(K)이고, 계수 K1과 K2는 Landsat

8 센서의 적외선 Band에 대한 계수로써 Table 2와 같다.

Band 11은 Band 10보다 대기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온도가 다소 낮게 측정되는 경우가 있다(Yale,

2016; Park and Cho,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and

10을 사용하였다.

지표면 방출률을 산출하기 위해서 국내·외의 다양한

기관에서 지역적 또는 전 지구적인 방출률 지도를 구축

하고 있지만, 실제 방출률은 시간에 따라 조금씩 또는

K2

ln ( + 1)K1

L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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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mmary of the meteorological conditions for the 8 clear days

Date Temp. 
(°C)

RH 
(%)

WS 
(m s-1)

WD 
(°)

Temp.
(Mean/Max/Min)

Sep. 16, 2013 23.8 44 1.5 267.8(W) 22.5/27.7/17.4
May 14, 2014 22.7 39 1.5 297.2(WNW) 20.4/26.8/16.9
May 30, 2014 28.2 33 1.5 192.2(SSW) 26.1/31.8/18.7
Aug.  2, 2014 32.9 51 3.4 62.8(ENE) 31.1/35.3/28.4
Sep. 19, 2014 22.7 49 1.6 57.7(ENE) 21.5/27.4/15.7
Jun. 18, 2015 25.6 53 1.9 67.1(ENE) 24.7/30.9/19.7
Jul.  4, 2015 26.1 43 1.2 149.2(SSE) 24.1/30.0/19.1

Sep. 22, 2015 24.9 55 2.2 57.7(ENE) 24.1/30.1/18.3

Table 2.  Thermal band coefficients of the Landsat 8

Band K1 K2

10 774.89 1321.08
11 480.89 1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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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위성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계산된 방출률을 사용하여 지표면온도를 산출하였다.

우선, Red (Band 4)와 NIR (Band 5)를 이용하여 정규식

생지수(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

를 식 (3)을 통해 계산하였다. 방출률 산출의 한 방법으

로 Van de Griend and Owe(1993)의 연구결과에서 제시

된 1.0094+0.047ln(NDVI) 관계에 따라 Zhang et al.(2006)

이 도시 지역의 열환경 연구를 위해 완성한 Table 3을 이

용하여 계산하였다(Kim et al., 2016).

                       NDVI =                          (3)

지표면온도는 앞서 계산된 밝기온도와 NDVI를 이

용하여 계산된 지표면 방출률을 이용하여 식 (4)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Ts = ε1/4T                                    (4)

여기서 Ts는 지표면온도(K), ε은 지표면 방출률, 그리

고 T는 밝기온도(K)이다. 계산된 지표면온도의 단위는

절대온도(K)에서 섭씨온도(°C)로 바꾸어 선정릉 일대

(약 2×2 km)의 지표면온도 분포를 나타내었다(Fig. 3).

대기효과는 대상지역의 모든 화소에 대한 정밀한 대기

관측 자료를 얻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관측 도메인

내에서 대기효과의 차이는 크지 않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다. 구름은 각 Band 자료와 함께 제공되는 Quality

Assessment (QA) 자료를 이용하여 구름이 있는 화소의

자료는 제거하였다.

3. 결 과

1) 방위별 지표면온도(LST) 분포

Fig. 3의 선정릉 주변 지표면온도 분포를 보면 선정릉

중심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선정릉 중심에서 멀어질수

록 높은 지표면온도를 나타내고 있다. 도심녹지의 냉각

효과가 선정릉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선

정릉을 중심으로 가로축과 세로축을 따라 동서와 남북

방향의 지표면온도를 추출하였다(Fig. 4). Fig. 5는 각 사

례별로 추출한 동서와 남북 방향의 지표면온도를 거리

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왼쪽은 동서 방향의 지표면온

도를, 오른쪽은 남북 방향의 지표면온도를 나타낸다. 녹

지 중심으로부터 녹지 경계까지 거리는 동서남북으로

(NIR – Red)
(NIR +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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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NDVI ranges and corresponding emissivity values
(Zhang et al., 2006)

NDVI Ranges Emissivity (ε)
NDVI < -0.185 0.995

-0.185 ≤ NDVI < 0.157 0.970
0.157 ≤ NDVI ≤ 0.727 1.0094+0.047ln (NDVI)

NDVI > 0.727 0.990

Fig. 3.  Land surface temperature (LST) distributions over the study area for the 8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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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270, 360, 240, 180 m로 녹지 영역을 실선으로 표시

하였다. 동서와 남북 방향 모두 녹지 내부의 지표면온

도가 낮게 나타나고 선정릉 경계를 벗어남에 따라 지표

면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례별로 다

소 차이가 있지만 도심과 녹지의 지표면온도 차이는 동

서 방향으로 9.2~12.4°C, 남북 방향으로 8.6~11.1°C로

나타났다. 남북 방향의 경우 남쪽 녹지 경계에서 북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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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traverse lines passing the center point of the urban
green areas in four directions.

Fig. 5.  LST distributions from the center of Seonjeongneung in the west-east (left) and north-south (right) directions (Solid
lines represents the boundary of the green areas and dashed lines are the cooling extents from the boundary).

Table 4.  Cooling extent (m) on the four cardinal directions (East,
West, North and South) from the Seonjeongneung for
8 clear days

Date East West North South
Sep. 16, 2013 60 120 120 0
May 14, 2014 60 120 120 30
May 30, 2014 60 60 210 0
Aug. 2, 2014 60 60 120 0

Sep. 19, 2014 60 120 120 0
Jun. 18, 2015 90 150 120 30

Jul. 4, 2015 60 60 120 0
Sep.22, 2015 90 120 12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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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경계보다 높은 지표면온도를 보이는데 이는 상대

적으로 녹지 경계 주변의 조밀한 상업 지역에 의한 영

향으로 보여진다.

일반적으로 도심과 녹지의 온도차는 녹지 경계에서

멀어질수록 그 값이 증가하다 특정거리에서 일정한 값

을 나타내거나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원

리로 녹지 경계를 기준으로 하여 지표면온도의 상승이

멈추는 거리까지를 냉각효과 범위(Cooling extent)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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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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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사례별로 냉각효과 범위를 구하여 Fig. 3의 그

래프에 점선으로 나타내었고 Table 4에 방위별로 정리

하였다. 남쪽의 냉각효과 범위는 0~30 m로 상대적으로

가장 작았고, 북쪽방향은 120~210 m로 가장 큰 냉각효

과 범위를 보였다. 서쪽방향으로는 60~150 m의 냉각효

과 범위를 나타냈다. Lin et al.(2015)의 연구결과에 따르

면 20 ha의 면적을 가진 공원에서 평균적으로 약 200 m

의 냉각효과 범위를 가진다고 하였다. 선정릉 역시 약

20 ha의 면적을 가지며, 방향별로 차이를 보이지만 유사

한 냉각효과 범위를 보이고 있었다. 북쪽과 서쪽방향의

냉각효과 범위가 크게 나타난 것은 상대적으로 건물의

고도가 낮은 주거지역의 영향으로 보인다. 남쪽의 경우,

상업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냉각효과 범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2) 토지피복에 따른 지표면온도(LST) 분포

방위별로 도심녹지의 냉각효과가 다르게 나타난 원

인을 살펴보기 위해 토지피복별로 지표면온도가 어떻

게 차이가 나는지 분석하였다. Table 5는 선정릉 주변 지

역의 토지피복의 비율과 평균 지표면온도를 나타낸 것

이다. 선정릉 주변의 토지피복은 총 9가지로 주거지역

(36.9%), 상업지역(33.5%), 교통 지역(14.9%)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선정릉 내부는 활엽수

림(53%), 침엽수림(18%), 인공초지(21%), 혼효림(8%)의

토지피복으로 이루어져 있다. 선정릉에 해당하는 토지

피복의 평균 지표면온도는 다른 토지피복의 지표면온

도보다 낮게 나타났다. 선정릉 내부에서는 침엽수림의

지표면온도가 평균 25.4°C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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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veraged LST (°C) over the 9 different land cover types for the 8 clear days

Ratio
(%)

Sep. 16 
2013

May 14 
2014

May 30 
2014

Aug. 2 
2014

Sep. 19 
2014

Jun. 18 
2015

Jul. 4 
2015

Sep. 22 
2015

Residential area 36.9 32.4 31.1 36.7 29.7 30.2 30.1 34.2 31.4
Commercial area 33.5 32.2 30.7 36.2 29.8 29.9 30.2 34.0 31.0

Road area 14.9 32.5 31.6 37.3 29.6 31.4 29.8 35.1 31.1
Public facilities 4.2 31.5 30.1 35.7 29.2 29.2 29.5 33.3 30.5

Deciduous forest 4.4 30.9 29.7 35.7 28.5 29.1 28.8 33.0 30.4
Coniferous forest 1.5 26.0 24.2 29.8 24.7 24.4 24.1 27.3 26.2

Mixed forest 0.7 25.7 23.7 29.4 24.5 24.1 23.6 26.4 25.7
Other grassland 1.7 27.4 26.0 31.9 25.7 25.9 25.5 29.2 27.5

Other barren 1.9 27.9 27.1 33.1 26.2 26.4 26.5 30.3 28.0

Fig. 6.  Zones with 50 m increment around the urban green
areas (up to 300 m).

Table 6.  Land cover ratios (%) for the six zones around the Seonjeongneung

Zone (m) Residential area Commercial area Road area Public facilities Other barren
              0~50 26.3 48.2 25.4 0.0 0.0
           50~100 40.8 47.2 12.0 0.0 0.0
         100~150 37.7 41.7 19.2 1.3 0.0
         150~200 39.1 37.9 20.7 2.4 0.0
         200~250 37.9 36.8 23.6 1.1 0.6
         250~300 48.0 36.9 13.6 0.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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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경우 아스팔트의 영향으로 가장 높은 지표면온

도를 보였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지표면온도가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녹지 경계로부터의 거리에 따

른 냉각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Fig. 6과 같이 선정릉 경

계로부터 50 m 간격으로 300 m까지 6개의 영역을 생성

하였다. Table 6은 생성된 6개 영역의 토지피복 비율을

정리한 것이다. 6개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토지피복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교통지역, 공공시설지역, 인공나지

의 5가지이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대해 지표면온도를 분석해보

았다.

Fig. 7과 Fig. 8은 생성된 6개 영역에 대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평균 지표면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녹지에

의한 냉각효과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앞서 분석한 방

법과 마찬가지로 녹지 경계를 기준으로 하여 지표면온

도의 상승이 멈추는 거리까지로 정하고 그래프에 녹색

으로 표시하였다. 주거지역의 냉각효과 범위는 2014년

5월 30일과 2014년 8월 2일 사례에서 100 m로 가장 작게

나타났고, 2013년 9월 16일, 2015년 6월 18일, 2015년 7월

4일의 사례에서는 250 m까지 나타났다. 반면 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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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elationship between distances from the urban green areas and the respective land surface temperatures
for the different days in the residential areas.

Fig. 8.  The same as Fig. 7 except for in the commercia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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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냉각효과 범위는 0∼200 m로 나타났지만, 2014년 8월

2일과 2014년 9월 19일의 사례에 대해서는 이러한 냉각

효과 범위가 나타나지 않았다. 냉각효과가 미치는 것으

로 설정된 영역(녹색으로 표시)에서 녹지 경계 영역(0~

50 m)의 지표면온도 차이를 계산하였을 때, 주거지역의

경우 평균 2.3°C, 상업지역의 경우 평균 약 0.3°C의 차를

보였다. 두 결과를 통해서 상업지역보다 주거지역에서

냉각효과의 강도와 범위가 큼을 알 수 있다. Hamada et

al.(2013)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심 지역의 토지이용은

도심 녹지의 냉각효과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

였다. 그 중 상업지역은 녹지의 냉각효과 범위를 방해

하는 주된 요소라고 설명하였다. 상업지역은 고층의 철

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비율이 높으며, 교통량이 많은 도

로와 인접해 있다. 건물의 밀집도가 높으면 반사면의 수

가 많아져 결과적으로 태양복사에너지의 흡수가 증가

하게 된다(Oke, 1982).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위성관측자료를 이용하여 서울 강남

의 도심녹지 냉각효과의 강도와 범위를 산정할 수 있

었다. 도심녹지의 냉각효과와 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Landsat 8 위성자료를 이용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8개의 사례일에 대해 강남 선정릉 주변 2×2 km 영역의

지표면온도를 산출하였다. 녹지 중심으로부터 동서남

북 네 방향의 지표면온도를 추출하여 냉각효과 범위를

조사한 결과 남쪽방향으로의 냉각효과 범위가 상대적

으로 작았고, 북쪽방향으로 큰 냉각효과 범위를 나타내

었다. 도심녹지의 냉각효과에 미치는 토지피복의 영향

을 살펴보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중분류 토지

피복자료를 사용하였다. 선정릉 경계로부터 50 m 간격

으로 300 m까지 6개의 영역을 생성하고, 주거지역과 상

업지역에 대한 냉각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주거지

역에서의 냉각효과 범위가 100∼250 m로 나타났다. 냉

각효과의 영향이 나타난 영역과 녹지 경계 영역(0~50

m)의 지표면온도의 차를 계산하였을 때 평균 2.3°C의

냉각효과를 보였다. 또한 상업지역의 도심녹지의 냉각

효과 범위는 0∼200 m로 추정되었다. 총 8개의 사례 중

2사례에 대해서는 냉각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나머

지 사례들에서는 평균 약 0.3°C의 냉각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냉각효과가 상업지역보다 주

거지역에서 강도와 범위가 큼을 알 수 있었다.

비록 위성관측시간이 오전 11시로 국한되어 도심녹

지 냉각효과의 일변화를 살펴볼 수 없었지만, 도심 지

역의 복잡하고 조밀한 지역에 대해 상세한 지표면온도

공간분포를 살펴볼 수 있었다. 향후 다양한 시간대와 고

해상도의 원격자료를 이용하여 도심녹지 냉각효과의

특성을 분석하여 환경친화적 도시 계획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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