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론

주간에 지표를 촬영한 광학 영상자료는 도시 및 인구와 

관련한 연구에서 자주 활용되었으나(김오석, 2014; Patino 

and Duque, 2013), 방대한 자료 셋의 영상분류와 다양한 

센서에서 획득된 상이한 공간해상도 및 분광해상도 영상

의 처리 등에 따른 비용 문제를 수반한다. 따라서 이 자료

는 국가, 대륙 및 전 지구와 같은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수

행되는 연구에서 제한적으로 이용되었다(Liu et al., 2012). 

Defense Meteorological Satellite Program (DMSP) 인공

위성에 탑재된 Operational Linescan System (OLS) 센서는 

도시의 조명시설에서 방출된 인공조명 강도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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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SNPP VIIRS DNB 영상자료와 토지피복도를 활용하여 시가지에서 방출된 야간 인공조명 강도가 인구예측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이를 위해 시가지 피복 또는 모든 피복유형에 해당하는 화소의 인공조명 강도를 각각 도출한 후 이들을

설명변수로 구성한 단순회귀모형에 기반한 남한 광역시도의 인구추정 결과를 비교했다. 시가화 건조지역만을 고려한 모형의 정적

상관성, 모형의 적합도 및 회귀계수의 통계적 유의성뿐만 아니라 인구예측 결과는 모든 피복유형을 포함한 모형보다 우수했다.

그러나 진단 결과에 따르면 이 모형은 선형성 기본 가정을 충족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항식의 

적용 또는 변수의 변환에 기초한 모형 정교화를 통해 인구를 예측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주요어 : SNPP VIIRS DNB, 시가지, 인공조명 강도, 인구추정, 정적 상관성

Abstract :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impacts of artificial lights intensity, emitted from built-up area, on 
population estimation utilizing SNPP VIIRS DNB and land use and land cover (LULC) data. To do so, the
performance comparison of population prediction for individual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in South Korea
was made with simple regression model (SRM) consisting of two kinds of nighttime lights (NTL) intensity derived
from only built-up area and all types of LULC. The SRM of urban land use was found to be superior to that
of all LULC types in terms of positive correlation, model fit, statistical significance, and population prediction
results. Nonetheless, according to regression diagnotics, this model was hard to satisfy the basic assumption of
linearity. Therefore, it was required to refine the current model with either the adoption of polynomial or the
transformation of variables to predict population in future research.
Key Words : SNPP VIIRS DNB, Built-up area, Artificial lights intensity, Population estimation, Positive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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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roft, 1978). 수천 

킬로미터의 촬영 폭으로 전 세계를 관측하는 DMSP OLS 

영상은 전통적 광학 인공위성 영상자료의 비용 한계를 극

복할 수 있다(Yao et al., 2018).

DMSP OLS 자료는 도시 관련 연구뿐 아니라 인구 등 사

회경제적 지표의 추정 연구에 이용되었다(김민호·조영

국, 2019; Sutton et al., 2001; Yi et al., 2016). 인구통계 자

료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인구주택총조사와 같이 주

기적으로 수행되는 인구센서스를 통해 수집된다. 그러나 

센서스 시스템의 부재, 기관 간 통계 불일치 및 기수집된 

자료의 접근성 제한 등에 따라 인구 규모나 분포 등에 관한 

현 수준 또는 동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Sutton 

et al., 2001).

Nordbeck(1965)와 Tobler(1969)은 시가지와 인구 간 높

은 상관관계를 보고한 바 있으며, 이를 기초로 DMSP OLS 

영상자료의 인공조명 강도와 인구로 구성된 회귀식에 기

반한 추정모형을 통한 인구추정이 가능했다(유수홍 등, 

2011; Sutton et al., 2001; Bustos et al., 2015). 그러나 낮은 

수준의 공간분해능, 전처리 보정 과정, 번짐현상(blooming 

effect), 픽셀포화(pixel saturation) 등은 이 자료를 이용해 

예측된 지표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Townsend and Bruce, 2010).

미국 해양대기청과 항공우주국은 Suomi National Polar- 

orbiting Program (SNPP) 인공위성을 운용하고 있다. 이 

위성에 탑재된 가시근적외복사계(Visible Infrared Imaging 

Radiometer Suite, VIIRS) 센서는 야간 지표의 빛 세기를 

Day/Night Band (DNB) 자료에 기록한다(Miller et al., 

2012). 기존 OLS 영상에 내재된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DNB 자료는 더 우수한 사회경제적 지표의 추정 결과를 도

출할 수 있다(김민호, 2019; Jing et al., 2016).

그러나 달빛이 없는 야간에 상층 대기를 구성하는 공기 

입자에 의해 반사된 매우 적은 양(10-9W/cm2/sr)의 자외선

과 같은 단파의 태양복사에너지가 잡음(noise)으로서 

SNPP VIIRS 센서 시스템에 유입될 수 있다(NOAA, 2014). 

이 잡음은 ‘미광(stray light)’으로 지칭되며(김민호, 2020a), 

이를 보정하는 과정에서 음의 복사휘도가 특정 화소에 기

록될 수도 있다. 이뿐 아니라 겨울철 지표를 피복한 눈에 

의한 반사(설지반사, 雪地反射)에 따라 야간 빛 세기가 증

폭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Levin and Zhang, 2017).

SNPP VIIRS 센서는 인공조명 시설물에서 방사된 빛 에

너지 강도를 DNB에 복사에너지 양(量)으로 기록한다. 

DNB 자료에 나타날 수 있는 음의 값과 산불과 같이 일시적

으로 발생하거나 증폭된 인공조명 세기는 이례(異例)적 

복사휘도(abnormal radiance)로 간주된다(Levin and Zhang, 

2017; Checa and Nello, 2018; Lin and Shi, 2020;). 그러나 

최근 DMSP 인공위성의 지구관측 임무 종료에 따라 DNB 

영상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야간 인공조명 강도에 관한 정

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유일한 자료이다.

본 연구는 남한의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지표의 시가지

에서 방사된 인공조명 강도와 인구통계 간 상관관계와 이

들로 구성된 추정모형이 인구예측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

찰한다. 이를 위해 야간에 지표를 관측한 SNPP VIIRS DNB 

영상자료와 토지피복도를 활용한다. 상관성 및 인구추정 

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모든 피복유형의 인공조명 세기를 

이용한 동일 분석과정을 수행한다.

II. 연구 자료

SNPP VIIRS 센서는 5개 고해상도, 16개 중해상도 및 1개

의 DNB 등 22개의 분광대역별 전자기 에너지 관측 자료를 

수집한다(NOAA, 2014). VIIRS의 촬영 폭과 시간해상도는 

OLS와 동일하지만(각각 3000km와 12시간), 전자는 후자

보다 우수한 기능적 특성을 갖는다. 즉 공간해상도(약 

742m)와 방사해상도(14비트)가 기존 OLS보다 향상되었

고, 각 화소에는 절대 복사에너지의 양이 nanoWatts/cm2/sr 

단위로 기록되며, 센서 시스템 내부에 보정장치가 탑재된

다(Miller et al., 2012).

SNPP 인공위성은 매일 오후 1시 30분과 오전 1시 30분

에 동일 지역의 지표를 관측한다(Miller et al., 2012). 현재 

미국 Colorado School of Mines (CSM) 대학의 Payn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PIPP)는 일 단위 자료로 제작된 월평균 

야간 인공조명 강도를 기록한 DNB (이하 ‘월평균 DNB’)가 

일반에 공개된다(https://payneinstitute.mines.edu/eog-2/ 

viirs/). 2012년 월평균 DNB의 경우 4~12월의 자료가 제공

되나, 2013년부터 각 월의 평균 DNB 영상자료의 활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토지피복도의 제작 시기를 고려하여 

2013년 미광이 제거된 월평균 DNB 자료를 분석에 활용했

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수집된 월평균 DNB 영상은 6개의 

타일로 구분되어 제공되는데,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은 3번 타일에 해당한다.

토지피복도는 시가지에 상응하는 화소의 인공조명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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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추출하기 위한 보조 자료로 이용되었다. 본 연구는 

Landsat 4호와 5호 Thematic Mapper 영상을 기반으로 

2010년에 제작된 대분류 토지피복도를 분석에 활용했다. 

본 연구는 환경부 환경공간정보서비스(http://egis.me.go.kr/ 

req/intro.do)를 통해 자료를 획득했다.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분류 토지피복유형은 시가화 건조지역, 농업

지역, 산림지역, 초지, 습지, 나지와 수역을 포함한다(김근

한 등, 2016).

겨울철에 지표를 관측한 DNB 영상에 존재 가능한 증폭

된 복사휘도가 기록된 화소의 피복 유형 확인을 위해 해당 

시기에 촬영된 Landsat 8호 Operational Land Imager (OLI) 

영상을 활용했다. 이외에도 야간 인공조명 강도와 인구 간 

상관관계 및 인구추정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광역시도별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를 분석에 이용했다. 

이는 거주불명자와 재외국민을 제외한 거주자로 등록된 

광역시도별 인구 현황 자료이다.

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상관분석과 인구추정에 앞서 아시아 지역에 

해당하는 3번 타일 월평균 DNB 영상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지표를 포함한 국지영상을 추출하는 전처리 과정을 수행

했다. 이후 월별 DNB 국지영상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일련의 조사 및 분석을 수행했다.

첫 번째는 DNB 자료에 존재할 수 있는 음의 값이 기록된 

화소에 관한 것이다. 각 국지 영상의 모든 화소의 기술통

계를 기초로 음의 복사휘도 출현 여부를 조사했다. 그리고 

월별 DNB 영상에서 이러한 값을 갖는 화소만을 추출하여 

단일 레이어로 합성한 후 이 레이어에 대한 커널분석 결과

를 통해 음의 복사도 화소 밀도의 공간분포를 도출했다. 

이뿐 아니라 본 연구는 음의 값 화소와 토지피복도 사이 중

첩분석을 수행하여 이러한 화소들이 위치한 지표의 피복

유형을 확인했다.

두 번째는 설지반사에 의해 증폭된 이례적 복사휘도의 

출현과 이러한 복사도를 갖는 화소의 지표 특성을 조사하

는 것이다. 광역시도의 면형 벡터 자료와 DNB 국지영상 

간 구획분석을 거쳐 각 시도에 포함된 화소의 복사도 중 최

대값을 도출했다. 그리고 각 국지영상 기술통계 최대값과

의 비교를 통해 이러한 복사도의 존재 여부 및 출현 시기를 

확인했다. 이외에도 Landsat OLI 영상를 이용한 시각적 판

독을 통해 서울시와 같은 인구가 과밀한 광역시도의 최대 

그림 1. 남한의 대분류 토지피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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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휘도보다 높은 야간 빛 세기가 기록된 화소의 지표 피

복 유형을 조사했다.

세 번째는 야간 인공조명 강도에 기초하여 광역시도 행

정구역별 인구를 추정하는 것이다. 세종시의 첫 번째 주거

단지의 입주는 2011년 말부터 이루어졌고, 2012년 말에 이 

단지의 입주율이 90%에 이르렀다(고성진, 2012). 이를 고

려하면 세종시의 2010년에 제작된 토지피복도 시가지는 

2013년의 토지피복 현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할 개연

성이 크다. 따라서 세종시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본 연

구는 월별 DNB 국지영상을 이용하여 2013년의 연평균 

DNB 자료를 제작했다. 그러나 음의 값과 증폭된 빛 세기

와 같은 이례적 복사휘도는 연평균 인공조명 강도 연산에

서 제외되었다. 

본 연구는 개별 광역시도의 복사도 총합(이하 ‘NTLsum’)

과 인구통계 간 상관분석과 인구예측을 수행했다. 이때 복

사휘도 총합은 모든 화소를 대상으로 하는 NTLsum과 시가

지 화소만을 고려한 NTLsum으로 구분했다. NTLsum과 인구

통계 간 상관관계의 시각적 확인을 위해 산포도를 제작했

고, 이들 간 정량적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피어슨 상

관계수를 도출했다.

Huang et al.(2016)은 행정구역별 복사도 총합과 인구 

간 단순회귀모형이 가장 우수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식 (1)과 같이 광역시도별 인공조명 강도의 총합

과 인구로 이루어진 단순회귀모형을 구축했다. 이때 모든 

화소의 NTLsum 기반 모형(이하 ‘모든 화소 모형’)과 시가지 

화소의 NTLsum 기반 모형(이하 ‘시가지 화소 모형’) 각각에 

대한 적합을 수행했다. Shi et al.(2014)은 음의 복사도를 ‘0’

의 값으로 대체한 후 인구추정 분석을 수행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동일 방법을 적용하여 각 광역시도의 NTLsum

을 계산했다.

POP = a×NTLsum + b                                               (1)

(여기서 POP는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NTLsum은 이례적 

복사도가 제외된 화소의 복사휘도 총합을 의미함)

본 연구는 단순회귀모형에 의해 추정된 인구의 정확도

를 평가하는 정량 지표로 절대오차(absolute error, AE), 상

대오차(relative error, RE) 및 오차율(%RE)를 적용했다. 개

별 지표는 각각 식 (2), 식 (3), 식 (4)에 따라 도출됐다. 식 

(2)에서 POPEST는 추정된 인구를 지칭하며, 절대오차의 양

을 통해 회귀분석 잔차의 양을 살펴볼 수 있다.

AE = POPEST – POP                                                   (2)

RE = AE / POP                                                          (3)

%RE = RE×100                                                          (4)

IV. 결과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음의 값이 기록된 화소가 

2013년 월평균 DNB 국지영상에 존재했다. 이뿐 아니라 

복사도가 부재한 화소가 6월과 7월 영상에서 나타났다. 그

림 2는 3월, 6월과 7월의 DNB 국지영상을 제시한 것이다. 

6월 영상에서는 제주도와 남해안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남

한의 대부분 지역에서 널값(null value) 화소가 확인되었

그림 2. 월평균 DNB 복사휘도(nanoWatts/cm2/sr): (a) 3월, (b) 6월, (c)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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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6월 영상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수이나 7월 영상에서도 

이러한 화소가 관찰되었다.

6월과 7월 이외에도 음의 복사도가 기록된 화소는 2월, 

5월, 6월, 7월, 8월, 9월과 12월의 영상에서도 출현했다(각

각 17개, 6,989개, 30개, 145개, 14개). 특히 5월 DNB 국지

영상에서 관측된 음의 값 화소의 지상 면적은 남한 전체 면

적의 약 1.2%를 차지했다. 이들 화소를 대상으로 수행된 

커널밀도분석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음의 복사휘도 화소

는 주로 강원도에 군집하여 분포했다. 이들 화소가 위치한 

지표의 피복유형은 농업지역, 산림지역, 초지, 습지와 수

역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이 유형 중에서 산림지역에서 음

의 값 화소가 매우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그림 4는 남한 전역과 7개 광역시의 행정구역 범위에 포

함된 화소의 인공조명 강도 중에서 최대값을 나타낸 그래

프이다. 복사도의 상대적 편차는 존재하지만 모든 광역시

의 최대 빛 세기는 500 nanoWatts/cm2/sr을 크게 상회하지 

않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 강도의 2배~5배 수준인 복사휘

도가 겨울철인 12월, 1월과 2월 DNB 국지영상에서 관찰되

었다.

본 연구는 주간 인공위성 영상의 시각적 판독을 통해 광

역시의 인공조명 강도 최대값보다 더 높은 수준의 빛 세기

가 나타난 지역의 지표 유형을 확인했다. 남한 전체에서 

가장 높은 인공조명 강도가 관측된 1월 DNB 국지영상과 

상대적으로 빛 세기가 낮은 8월 DNB 국지영상 간 차에 관

한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그림에서 원 기호는 (사)한국스키장경영협회에 가입된 

스키 리조트 위치를 가리킨다. 최대 복사도 차는 2,523 

nanoWatts/cm2/sr이었고, 이 값을 갖는 화소는 경기도 이

천에 소재한 ‘지산리조트’로 확인되었다(그림 5의 a). 두 

번째 큰 차는 1,048 nanoWatts/cm2/sr이며, 이 값의 화소는 

경상남도 양산시에 위치한 ‘에덴밸리리조트’에 위치했다

(그림 5의 b). Landsat 8호 OLI의 1월 영상의 판독에 따르면 

이 두 리조트의 스키 슬로프가 눈으로 피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월에 나타난 증폭된 복사도는 스키장의 야간 

개장 시 스키 슬로프를 피복한 눈에 의해 반사 및 증폭된 

복사에너지 양이 DNB 국지영상에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남한 대부분 지역에서 널값 화소가 나타난 6

월과 7월을 제외한 나머지 시기의 월평균 DNB 국지영상

그림 3. 음의 복사도 화소의 커널밀도분석 결과(nanoWatts/ 

cm2/sr)

그림 4. 광역시도별 인공조명 강도의 최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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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2013년의 연평균 DNB 영상을 제작했다. 1월, 

2월, 12월과 연평균 DNB 국지영상을 구성하는 화소의 복

사도 최소값과 최대값은 표 1과 같다.

연평균 인공조명 강도의 광역시도별 총합은 그림 6(a)

와 같다. 시가지 화소의 NTLsum은 모든 화소의 NTLsum보다 

낮았고, 이들 간 편차는 광역시보다 광역도에서 더 큰 수준

이었다. 이러한 편차 수준은 그림 6(b)에 제시된 행정구역

의 물리적 면적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대체로 넓

은 면적을 차지하는 광역도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화소가 

포함되어 인공조명 강도 총합이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

러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기초한 인구밀도는 시가지 면

적이 넓은 광역시가 대체로 높은 수준이었다.

그림 7은 광역시도별 연평균 인공조명 강도의 총합과 

인구 간 관계를 제시한 그래프이다. 두 변수 간 상관관계

는 모든 토지피복유형을 고려한 경우보다 시가화 건조지

그림 5. 1월과 8월 DNB 국지영상의 복사휘도의 차(nanoWatts/cm2/sr)

그림 6. (a) 인공조명 강도의 합, (b) 면적(1,000km2)과 인구밀도(1,000명/km2)

표 1. 시가지 화소의 복사휘도(nanoWatts/cm2/sr)

구분 1월 2월 12월 연평균

최소값 0.00 0.00 0.16 0.13

최대값 321.96 370.03 402.14 3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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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만을 고려한 경우에서 더 높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예측은 피어슨 상관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

었다. 즉 NTLsum과 인구통계 간 상관계수는 모든 화소의 경

우 0.83인 반면, 시가지 화소의 경우 0.99로 나타났다. 그

리고 모든 화소와 시가지 화소의 NTLsum과 인구통계 간 t 

통계량은 각각 5.553과 21.649였고, 이 통계량의 p값은 모

두 0.000이었다. 따라서 피어슨 상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두 변수 사이에 강한 정적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고 볼 수 있다.

연평균 DNB 영상에 기반한 모든 화소 모형은 설명변수

인 광역시도별 NTLsum과 반응변수인 인구통계로 구성했

으며, 이 모형의 적합 결과는 표 2와 같다. 모든 화소 모형

의 결정계수와 조정된 결정계수 간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

았고, 분산분석에 따르면 이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모든 화소 모형의 기울기는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반면, 상수항은 이를 충족하기 어려웠다.

연평균 DNB 국지영상을 이용한 시가지 화소 모형도 모

든 화소 모형과 같은 설명변수와 반응변수로 구성했다. 다

만 독립변수인 NTLsum은 모든 화소 대신 시가지에 해당하

는 화소의 인공조명 강도만을 적용하여 계산되었다. 이 모

형의 적합 결과는 표 3과 같다. 시가지 화소 모형의 결정계

수와 조정된 결정계수 간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모든 화소 모형보다 높은 수준이었

다. 분산분석에 따르면 이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그림 7. 광역시도별 NTLsum과 인구통계 간 산포도: (a) 모든 화소, (b) 시가지 화소

표 2. 모든 화소 모형의 적합 결과

모형 요약a

모형 R R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1 .829b .688 .665 1853688.139

분산분석a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1

회귀 모형 1.060E14 1 1.060E14 30.838 .000b

잔차 4.811E13 14 3.436E12

합계 1.541E14 15

계수a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모형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8564.089 734913.991 -.012 .991

NTLsum 26.109 4.702 .829 5.553 .000

a. 종속변수: POP, b. 예측자: (상수), NTLs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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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모든 화소 모형과 시가지 화소 모형에 따라 예측된 인구

와 집계된 인구통계는 그림 8과 같다. 이 그림에 절대오차 

값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광역시도별 예측인구와 인구통

계 간 절대오차의 상대적 비교가 가능하다. 인구추정 차는 

시가지 화소 모형보다 모든 화소 모형에서 대체로 큰 수준

이었다.

후자 모형의 추정 결과에서는 인구밀도가 높은 광역시

에서 과소추정이 발생하고 인구밀도가 낮은 광역도에서 

과대추정이 나타나는 일반적 경향이 관측되었다. 이러한 

패턴은 전자 모형에 기반한 추정에서 뚜렷하지 않았으나, 

대전시를 제외한 광역시와 전라남도, 경상북도와 경상남

도에서 인구의 과대추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모든 화소 

모형과 비교할 때 시가지 모형 예측 결과에서 서울시 등 몇

몇 광역시도의 인구통계와 추정인구 간 편차가 감소하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표 4는 모든 화소 모형과 시가지 모형을 활용한 인구추

정의 정확도를 요약한 것이다. 본 연구는 절대오차량을 비

교하기 위해 이 정확도 지표의 절대값을 표에 제시했다. 

그리고 상대오차와 오차율은 이 절대오차의 절대값을 이

용하여 계산되었다. 

시가지 화소 모형에 기반한 인구예측 정확도는 각 광역

시도에 따라 서로 달랐다. 절대오차의 절대값(즉 |AE|)는 

0.21~9.06 범위로 확인되었다. 상대적으로 적은 |AE|는 

서울시, 부산시, 광주시, 대전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

상북도와 경상남도에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와 경상남

도의 경우 절대오차는 약 2만여 명 수준이었다. 이와는 달

리 다른 광역시도의 |AE| 범위는 5.07~9.06이었다. 대구

표 3. 시가지 화소 모형의 적합 결과

모형 요약a

모형 R R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1 .985b .971 .969 564986.302

분산분석a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1

회귀 모형 1.496E14 1 1.496E14 468.665 .000b

잔차 4.468E12 14 3.192E11

합계 1.541E14 15

계수a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모형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523900.958 221111.664 -2.369 .033

NTLsum 89.154 4.118 .985 21.649 .000

a. 종속변수: POP, b. 예측자: (상수), NTLsum

그림 8. 인구추정 결과: (a) 모든 화소 모형, (b) 시가지 화소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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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인천시와 울산시에서는 약 74만여 명 이상의 과대추정

이 발생했고,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제주도

에서는 약 50만여 명 이상의 과소추정이 나타났다. 

그러나 각 정확도 지표의 평균을 고려할 때 광역시도별 

인구예측 결과는 모든 화소 모형보다 시가지 화소 모형에

서 대체로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정확도 지

표의 차를 고려할 때도 시가지 화소 모형의 인구예측 오차

는 다른 모형보다 상대적으로 작았다. 예를 들어 서울시와 

경상북도의 경우 시가지 화소 모형과 모든 화소 모형의 

|AE| 차는 각각 약 5백 7십만 명과 약 2백만 명이었다. 상

대오차 차와 오차율 차를 살펴보면 인천시, 울산시, 경기

도, 충청남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시가지 

화소 모형이 모든 화소 모형보다 우수했다.

V. 논의

본 연구는 남한을 포괄하는 2013년도의 월평균 DNB 국

지영상에서 음의 값 복사도와 설지반사에 의한 증폭 복사

휘도와 같은 이례적 인공조명 강도의 출현 여부를 조사했

고, 연평균 DNB 국지영상으로부터 도출된 광역시도별 빛 

세기 총합과 주민등록 거주자 인구통계 간 상관분석과 단

순회귀모형에 의한 인구추정을 수행했다.

SNPP VIIRS DNB에 기록된 음의 야간 빛 세기 출현은 

2012년 중국 전역에서 확인된 바 있고(Shi et al., 2014), 동

일 현상은 한반도를 촬영한 2014~2019년 기간의 월평균 

DNB 영상에서도 관측되었다(김민호, 2020a, 2020b). 음의 인

공조명 강도는 2013년의 몇몇 월평균 DNB 국지영상에도 

나타났으며, 이들은 주로 강원도에서 집중적으로 분포

했다.

이뿐 아니라 스키 슬로프의 설지반사에 의해 증폭된 인

공조명의 강도와 복사휘도가 부재한 널값 화소가 존재하

기도 했다. 월평균 DNB 자료를 제작하기 전에 일 단위 

DNB 영상에서 구름, 월광(月光), 번개 등 자연적 요인에 

의해 영향받은 화소가 제거된다(Elvidge et al., 2017). 본 

연구에서 활용된 2013년 6월과 7월 월평균 DNB 영상의 널

값 화소는 이와 같은 영상의 전처리 과정 결과에 기인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는 토지피복도와 DMSP OLS와 토지피복도에 

기반한 모형의 인구 및 인구밀도 추정력 향상을 보고한 바 

있다. 시가지는 인구밀도뿐만 아니라 DMSP OLS의 화소

값과도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Bagan and Yamagata, 

표 4. 모든 화소 모형과 시가지 화소 모형의 인구추정 정확도 지표

구분
모든 화소 시가지 화소 지표 차**

|AE|* RE %RE |AE| RE %RE |AE| RE %RE

서울 57.50 0.58 57.56 0.21 0.00 0.21 -57.29 -0.58 -57.35

부산 11.98 0.34 34.34 2.96 0.08 8.48 -9.02 -0.26 -25.86

대구 7.33 0.30 29.52 7.43 0.30 29.96 0.10 0.00 0.44

인천 3.11 0.11 10.90 8.86 0.31 31.05 5.75 0.20 20.15

광주 4.23 0.29 28.91 1.74 0.12 11.88 -2.49 -0.17 -17.03

대전 4.29 0.28 28.20 1.48 0.10 9.72 -2.81 -0.18 -18.48

울산 2.51 0.22 21.81 8.30 0.72 72.15 5.79 0.50 50.34

경기 1.37 0.01 1.13 6.73 0.06 5.55 5.36 0.05 4.42

강원 14.19 0.93 92.84 5.73 0.37 37.47 -8.46 -0.56 -55.37

충북 7.59 0.49 48.60 5.11 0.33 32.69 -2.48 -0.16 -15.91

충남 8.91 0.44 43.82 9.06 0.45 44.56 0.15 0.01 0.74

전북 8.11 0.44 43.61 1.90 0.10 10.21 -6.21 -0.34 -33.4

전남 15.79 0.83 83.37 3.08 0.16 16.24 -12.71 -0.67 -67.13

경북 22.66 0.85 84.50 2.28 0.09 8.51 -20.38 -0.76 -75.99

경남 9.27 0.28 27.99 0.23 0.01 0.68 -9.04 -0.27 -27.31

제주 0.77 0.13 13.06 5.07 0.86 86.04 4.3 0.73 72.98

평균 11.23 0.41 40.64 4.38 0.25 25.34

* 단위: 십만 명, ** ‘시가지 화소’의 정확도 지표에서 ‘모든 화소’의 정확도 지표를 뺀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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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La et al., 2019), 토지피복도와 DMSP OLS를 이용한 

예측모형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구추정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Zeng et al., 2011). 그리고 모형의 설명력은 단

순히 DMSP OLS의 빛 세기만을 활용한 경우보다 시가지와 

인공조명 강도를 결합한 경우에 더 높았다(La et al., 2019).

DNB 영상을 이용한 본 연구도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했다. 광역시도별 거주자 인구통계는 모든 화소의 인

공조명 강도보다 토지피복도에서 추출된 시가지 화소의 

빛 세기와 더 높은 상관관계에 있었다(각각 0.829와 0.985). 

즉 시가지 화소의 NTLsum은 인구와 강한 정적 상관성을 보

였다. 시가지 화소 모형은 모든 화소보다 반응변수인 인구

통계에 대한 설명력이 더 높았다(각각의 결정계수 0.69와 

0.97). 그러나 분석의 공간단위가 커질수록 상관관계가 더 

높아지는 경향성이 발생하므로(이희연·노승철, 2017), 

시군구 또는 읍면동과 같이 공간단위가 작아지면 NTLsum

과 인구 간 상관성이 낮아질 개연성도 나타날 수 있다.

시가지 화소 모형은 모든 화소 모형보다 모형 자체와 회

귀계수의 통계적 유의성뿐만 아니라 인구예측 결과도 우

수했다. 따라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인구를 추정할 때 모

든 화소보다는 시가지 화소의 NTLsum에 기반한 단순회귀

모형이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DMSP OLS를 이용한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인구추정 연구결과에 따르면(Sutton et 

al., 2001), 1995년 서울시 추정인구의 절대오차와 오차율

은 각각 약 47만 명과 4%로 나타났다. 비록 비교 대상이 서

울시로 제한되지만 본 연구의 SNPP VIIRS DNB에 기반한 

시가지 화소 모형은 DMSP OLS 기반 모형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볼 수도 있다.

단순회귀모형을 통해 종속변수를 예측할 경우 모형 적

합도와 회귀계수의 통계적 유의성뿐만 아니라 잔차의 정

규성, 등분산성 및 선형성 등 기본 가정에 대한 진단도 수

행되어야 한다. Shapiro-Wilk 검정결과에 따르면 시가지 

화소 모형의 W 통계량 0.781에 대한 p값은 0.609이므로 

이 모형의 잔차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카이제곱 통계량 0.009와 p값은 0.921이 도출된 

Breusch-Pagan 검정결과를 고려할 때 잔차의 등분산성 가

정이 충족된다. 

그림 9는 잔차 그래프와 성분잔차합(component-plus- 

residual) 그래프를 제시한 것이다. 잔차에 관한 두 그래프 

패턴에 따르면 선형성의 가정을 만족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항회귀모형을 채택하거나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의 변환을 통해 선형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희연·노승철, 2017).

VI. 결론

2013년에 남한지역을 대상으로 수집된 월별 SNPP 

VIIRS DNB 영상에는 음의 값과 설지반사에 따라 증폭된 

인공조명 강도와 같은 이례적 복사휘도가 나타났고, 광역

도시별 인공조명 강도와 인구 사이에는 강한 정적 상관성

이 존재했다. 광역시도별 인구의 예측은 모든 화소를 고려

한 모형보다 토지피복도에서 추출한 시가지 화소의 빛 세

그림 9. (a) 잔차 그래프, (b) 성분잔차합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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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기초한 단순회귀모형에서 더 우수했다. 토지피복도

와 DNB 영상을 공동 활용한 예측모형은 센서스가 부재하

거나 집계된 통계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는 국가나 

지역(region)의 인구추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회귀모형을 이용한 추정은 적합도와 회귀계수의 통계

적 유의성뿐만 아니라 기본 가정의 진단을 통해 모형의 적

절성 진단 과정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모형이 

적절성 평가는 야간 인공조명 세기를 설명변수로 구성한 

대부분 선행연구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 

적용된 시가지 화소 기반 단순회귀모형은 선형성에 관한 

가정을 만족시키기 어려웠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정

교화된 모형의 구축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필요성

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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