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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certain that urbanization has transformed the ecological consequences severely, but

urban ecosystem is not fully understood yet. Urban growth is not like a static form and it

spreads spatially and temporally. Therefore in studying urban ecosystem, it is important to

relate the spatial pattern of urbanization to ecological processes. Using gradient analysis, we

attempted to quantify the urbanization’s spatial impacts in Daejeon-city and Cheonan-city,

Chungcheong-province, Korea. Because of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Planning

(MACP), a lot of development projects are planned in Chungcheong-province, Korea. It’s

important to study about original cities’ patterns and impacts. These results can be adopted to

future city planning. So several measures such as fragmentation, vegetation index, surface

temperature, population density, and income rate were computed along a 75km long and 3km

wide transect. The results showed that Daejeon-city has a wider urban center, lower vegetation

indexes, and higher surface temperature than Cheonan-city. Therefore in the perspective of

urban environments and sustainable urbanism, it seems that Cheonan-city is better than

Daejeon-city. The changes along the transect have important ecological implications, and

quantifying the urbanization gradient is an important step in understanding urban e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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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도시개발은 산림의 파편화, 생물다양성, 에너지
흐름, 물질순환, 미기후 등 많은 측면에서 도시생태
계에 부정적인 향을 미치고 있다(Luck and Wu,
2002; Berling-wolf and Wu, 2004; Donnelly
and Marzluff, 2006).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은 도시화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들의 향에 대한 연구가 부족
한 실정이다(Berling-wolf and Wu, 2004). 도시
생태계의 기능에 향을 미치는 도시개발은 점적인
개발이 아니며, 시·공간적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도시생태계에 대한 연구에서 도시의 공간적 구조와
생태적 과정의 상호관계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Pickett and Cadenasso, 1995; Luck and Wu,
2002; Berling-wolf and Wu, 2004). 따라서 도
시생태계의 연구는 공간적인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
며 특히 도시의 유형에 따른 도시생태계의 공간적
인현황을고찰하는것이필요하다.
도시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공간에

따른 변화 양상을 정량화하고(Berling-wolf and
Wu, 2004), 도시의 유형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역
동성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의 공간에 따른 향의 파악을 위
해 도시 주변 지역들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인 단계적 변화 분석(gradient analysis)을 이
용하고자 한다. 식생 분석의 관점에서 식물 분포와
생태계의 특징에 도시화의 향을 조사하기 위해
이용한 단계적 변화 분석은 지난 10여 년 동안 도시
와 도시 주변의 생태계 연구에 효과적으로 이용되
어왔다(McDonnell and Hahs, 2008).
단계적 변화 분석은 도시를 지나는 횡단면을 따

라 공간적인 특징을 반 하므로, 생태계와 경관의
공간적 변화를 파악하는데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Luck and Wu(2002)는 미국 애리조나 주의
피닉스 대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단계적 변화 분석
을 이용하여 토지 이용에 따라 패치 풍부도, 패치
도, 패치 크기의 다양성, 형태 등을 분석하여, 도

시화가 공간에 미친 향을 제시하 다. 연구 결과

를 통해 도시 중심의 위치와 도시화의 공간적 유형

을 정량화할 수 있었으며, 기존의 프렉탈 차원이나

인접 향 분석(contagion) 방법 등을 이용한 도시

연구들이 보여주지 못하는 경관 구조의 변화를 알

아내는 데 효과적이었다. 또한 Zhu et al.(2006)은
다양한 셀 크기의 단계적 변화 분석을 통하여 도로

가경관유형에미치는 향을연구하 다.

그러나단계적변화분석을이용한기존의연구들

은 하나의 도시 지역 분석에 집중하여 각각의 도시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지역에는 적용될 수 없는

연구결과이기때문에도시의상황을적용한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분석 결과가 주로 FRAGSTATS 프

로그램에 의존하여 경관의 파편화 정도를 파악하는

것에 그쳐 기존의 도시화에 대한 생각들의 확인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도시화 지역의 향과 공간적 분

포패턴에관한기존의연구들은주로도시계획학및

지리학의관점에서수행되고있으며, 도시화의공간

적인 평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사공호

상(2004)은 원격탐사와 GIS를 이용해서 수도권의

물리적공간특성변화를분석하 다. 다양한시기의

위성 상을 이용한 토지피복자료를 이용하여 도시

화 지역의 변화과정, 도시화의 확산방향 및 도시화

과정을 파악하 다. 또한 정재준과 노 희(2007)는

GIS의 격자 분석, 최근린 분석 등을 이용하여 도시

화 지역의 공간적 분포패턴을 연구하 다. 그러나

이러한연구들은단순히변화양상을파악하는내용

으로 향의 정도와 도시생태계의 이해, 변화의 방

향예측등은한계가있다고판단된다.

향후 개발압력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지역이 도시

화의 향을 받을 것이며, 이에 따라 도시화의 부정

적 향을 최소화하고 도시의 환경성과 지속성 유

지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생태계에 대한 기초적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

태이기 때문에 지역 상황에 기초한 연구진행이 필

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화로 인한 토

지이용의 파편화 정도와 산림에 대한 향을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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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파악하고 지표 온도의 변화와 인구 도, 소
득 비율 등 사회적 요소의 분석을 통해 도시의 사
회·생태적 요소의 향 관계를 이해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연구 결과의 종합을 통해
향후 도시화 단계에 있어 실제 도시 계획이나 개발
에적용할수있는결과를구축하는것이다.

II. 연구의범위및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대상 도시는 충청지방의 대전광역시와
천안시이다(그림 2). 우리나라의 수도권 지역은 도
시들의 경계가 인접해 위치하기 때문에 도시화의
향을 공간적으로 평가함에 있어 단계적 변화 분

석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독립적으
로 위치하는 도시를 연구 대상지로 선정함에 있어,
충청 지역의 대전광역시와 도농 복합 도시인 천안
시를 선택하 다. 충청도의 연기군 일대는 행정중
심 복합도시선정에의한정부기관이전, 대학교입
주등이계획되어있어1), 향후계획의방향에적용할
수 있는 기존 도시에 대한 연구 결과의 도출은 의미
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 대전광역시는 면적이
539.59km2 이며, 충청남도의도청소재지로 1949년
대전시가 되어 중부지방의 중핵 도시로 모든 분야에
발전을 이루었고2), 천안시는 면적이 636.49km2 이
며, 1963년천안시가되어교통의요지로도농복합
형태의시가되었다3).

2. 연구의 방법

1) 분석요소선정

기존의 문헌 고찰을 통해 도시화의 공간적 평가
를 위한 분석 요소로 파편화, 식생, 지표온도, 인구
도, 소득률의 다섯 항목을 선정하 다(그림 1). 도

시화에 따른 대규모의 개발 사업으로 인한 경관 파
편화 현상은 서식처의 고립, 교란, 손실을 가져오
며, 패치 규모의 감소, 형태의 변화, 패치 내의 종다
양성 감소를 가져와 종국에는 종의 멸종을 가져온
다(Forman, 1995; 홍선기 등, 2000; 안동만 등,

2003). 따라서 도시화에 따른 경관 파편화의 향
과 이에 따른 생태적인 향을 공간적으로 파악하
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현장조사 방
법에 의해 광역의 산림의 질을 조사, 평가하여 생태
적인 향을 파악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는 위성 상을 이용한 식생지수를 이용하기
로 한다. 원격탐사에서 토지이용변화를 관측하는
분류기법의 적용은 식생의 공간적인 분포를 파악하
는데 적합하다(정종철, 1999). 인공위성 상을 이
용할 경우 식물의 활력도에 따라 가시광선과 근적
외선 파장대의 반사량의 차이를 이용해 식물의 활
력도를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화가
생태계에 미친 향을 식생 활력도와 녹색식물의
생체량을 평가할 수 있는 식생지수를 이용하여 합
리적으로파악할수있다고판단하 다.
또한 도시 식생의 분포가 인간 거주의 유형과 도

시의 미기후에 향을 준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참
고하여(Jenerette et al, 2007), 지표 온도의 변화
와 도시의 사회적 요소를 공간적으로 파악한다.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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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흐름도



은 지역의 기후 변화는 식생의 다양성에 의한 것이
기 때문에(Saunders et al., 1998; Smith and
Johnson, 2004), 지역의 온도 변화를 통해서도 생
태적 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도시화에 의한 지역
적기후변화는인간과생태계의혼합적변화에의한
것으로도시화의 향파악에중요한요소로판단하
다. 사회적 요소로는 인간 거주의 유형을 반 하

기 위해 공간별 인구 도와 공간별 소득률을 선정
하여이들의분석을통해종합적으로도시의공간적
인사회·생태적요소의 향관계를파악하 다.

2) 단계적변화분석

(1) 횡단면(transect) 설정

도시화의 공간적 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단계적 변화 분석(gradient analysis)
기법을 사용하 다. 단계적 변화 분석은 도시를 지
나는 횡단면을 따라 공간적인 특징을 반 하는 분
석 방법이기 때문에 횡단면의 설정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횡단면이 두 도시를 최대한으로 반 하
도록 하기 위해, 횡단면이 두 도시의 시청을 지나가
도록 설정하 다. 또한 횡단면의 크기는 도시 크기
등을 고려하여 도시 주변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
록 가로의 길이는 본래 도시의 크기만큼 도시 좌우
에 거리를 더해주며 세로는 도시 중심의 현황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길이를 주었다. 따라서 두
도시의 횡단면을 가로 75km, 세로 3km로 설정하
으며, 횡단면은 25개의 3×3km2의 셀로 이루어

져있다(그림 2).

(2) 선정한 요소의 분석

도시화에따른경관파편화를분석하기위한토지
이용의 경향, 비율 등 경관 분포 지수 분석은 2006
년 환경부에서 제작된 대분류 토지피복지도를 기반
으로 하 다(그림 3). 토지이용은 시가화건조지역,
농업지역, 산림지역, 초지, 습지, 나지, 수역의 총 7
가지로 구분된다. 경관 분포 지수는 FRAGSTATS
(McGarigal et al., 1995)의 경관 메트릭스 개념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단위를 수정
하 으며, 경관 파편화를 공간적으로 파악하기 위
해 각 토지이용의 면적, 패치 도, 평균패치크기를
ArcGIS 9.2(ESRI, 2006)의 Selection 기능을 이
용하여 구축하 다. 패치 도는 하나의 셀(3×
3km2)당패치의개수, 평균패치크기는각토지이용
의 총 면적을 패치의 수로 나눈 값으로 이들 지수의
값을 통해 경관의 파편화 정도, 토지이용 현황 등을
파악하 다.
위성 상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식생지수에는

NDVI(정규식생지수;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와 SAVI(토양조정식생지수;
Soil-Adjusted Vegetation Index) 등이 있으며,
NDVI와 SAVI는 식생이 건강하고 적외선 분광의
반사율이 높은 식생일수록 높은 값이 나타나며, 인
공구조물은 0에 가까운 값이 계산된다(김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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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 대상지

그림 3.  토지 이용 현황(2006, 대분류 토지피복지도)

표 1.  분석에 활용된 경관 지수

경관지수 설 명
면 적 하나의셀(3×3km2)당각토지이용의면적
패치 도 하나의셀(3×3km2)당패치의개수

평균패치크기 각토지이용의총면적을패치의수로나눈값

경관지수 설 명



2005). NDVI는 식생의 도와 광합성 정도를 측정
하기 위한 지표로 기존의 연구들에서 반복적으로
이용되었으며(Jenerette et al., 2007), Rouse et
al.(1973)에 의해 제시된 산출 방법을 이용하여 계
산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하려는 대상지가 도시라
는것을착안하여본연구에서는식생지수중SAVI
를선정하여분석하 다. SAVI는식생의 도가낮
고 토양의 반사율이 큰 지역에 적절한 식생 지수로
(Ustin et al., 1999) 도시연구에적합한지수가될
수 있으며, Huete(1988)에 의해 제시된 산출 방법
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지표온도 또한 위성
상 자료를 이용하여 광범위한 공간의 정보 획득이
가능하며, 위성 상의 열적외선 수치를 이용하여
NASA에서 제시한 모델을 이용해 계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2002). 따라서SAVI, 지표온도의데이
터는 2000년 5월 8일과 2001년 9월 23일에 촬 된
Landsat 7 ETM+를 기반으로 ERDAS Imagine
8.5(ERDAS, 2001)와 ArcGIS 9.2(ESRI, 2006)를
이용해 구축하 고, 이 데이터의 단계적 변화를 파
악하기 위한 자료 구축은 ArcGIS 9.2(ESRI,
2006)의 Zonal Statistics 기능을이용하 다.
인구 도의 파악은 미국 국방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Defense)의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ORNL)에서 제공하는
LandScan 2006 Global Population Database를
이용하 다. 이 자료는 전 세계의 인구가 30 arc
seconds(약 1 km)의셀단위로구축되어있기때문
에 ArcGIS 9.2(ESRI, 2006)의 Zonal Statistics
기능을 이용하여 횡단면이 지나는 지역의 인구 자
료를 추출하 다. 그러나 자료의 한계 상 평균소득
자료를획득할수없어지방세의납부액에따라평균
소득이클것이라는가정을하 다. 지방세납부액은
통계청4)의 시군구별 지방세 납부 현황(2003)을 이
용하 으며, 평균 1인당 지방세 납부액의 비율을 인
구 도에곱하여공간별소득률을계산하 다.

III. 결과및종합

1. 대전시의 단계적 변화 분석

도시화에 의한 공간적 경관 파편화를 분석한 토
지이용별 면적과 패치 도, 평균패치크기는 그림 4
의 a, b, c와 같다. 일반적으로 토지 이용은 횡단면
을 따라 다소 대칭적인 형태를 보여주며(그림 4a),
시가화건조 지역의 면적이 높은 지역(39km에서
45km 사이의 지역)을 도시의 중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 중심 외의 지역은 시가화건조지역이
우세한 36km에서 48km 지역과 농업 이용이 우세
한 33km에서 36km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산
림 지역이 우세하다. 하나의 셀에서 패치의 수를 나
타내는 패치 도는 30km 지점에서 57km 지점까
지, 시가화건조지역, 농업지역, 산림지역은 도시 중
심지역에서 낮은 값을 보이는‘U’자 형태를 보이
는 것에 반해 초지, 수역, 나지, 습지 지역은 도시
중심에서 높은 값을 보여 도시 중심지역에서는 시
가화 지역의 개발에 의해 초지, 수역, 습지 지역의
파편화가 일어났으며, 농업지역과 산림지역은 도시
중심지역보다 도시 중심의 주변부(33km 지점과
48km에서 57km 지점)에서 파편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다(그림 4b). 평균 패치 크기는 전 토
지 이용에서 작은 값을 보여주는 반면, 산림의 경우
21km에서 33km 이내, 51km에서 66km 이내의
지역에서 평균 패치 크기가 상당히 크다. 이를 통해
도시가 산림의 파편화에 미치는 향과 이에 대한
범위등을파악할수있다(그림 4c).
SAVI의 경우, 값이 특히 작아 음수의 값이 측정

된 33km 지점에서 45km 지점을도시의 향이크
게 작용한 지역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30km 이내
와 48km 외의 거리에서 SAVI의 값이 크게 유지되
고 있어 도시가 산림의 활력도에 미치는 범위를 약
12km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그림 4d). 반면에 평
균패치크기가 큰 24km 지점에서 27km 지점은
SAVI의값이월등히크게나타났다.
인구는 33km 지점에서 48km 지점에 집중되어

이동근·최혜 / 단계적 변화 분석(gradient analysis)을 적용한 도시화의 공간적 평가 361

4) http://www.nso.go.kr/



분포하며, 42km 지점에서 인구 도가 12,093명
/km2 으로 최대값을 보여주었다. 이 외의 부분은
인구 도가 250명/km2 이하로 도시 중심 지역과
차이가 크다(그림 4e). 또한 소득률의 분포는 인구
의분포와비슷한형태를보여준다.
지표온도는 연구 지역에서 최고온도와 최저온도

가 20.76℃, 14.97℃로 5.79℃의 차이가 난다(그림
4f). 33km 지점에서 45km 지점까지 18.74℃ 이상
의 높은 온도가 나타나고 있지만 33km에서 36km
지점은 도시 중심 지역에 비해 약 2℃ 낮은 온도를
보여주고있다. 그림 4a에서볼수있듯이농업지역
과 산림지역의 상대적인 풍부함이 도시의 온도 저
감에 향을 미쳤음을 유추할 수 있으며, 지표온도

의 분포가 인구 도의 분포와 상당히 유사한 것을
확인할수있다.

2. 천안시의 단계적 변화 분석

천안시 역시 토지 이용은 횡단면을 따라 대칭적
인 형태를 보여주지만, 도시 중심지역을 나타내는
시가화건조 지역의 면적이 높은 지역(30km에서
33km 사이의 지역)이 대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다(그림 5a). 천안시의 경우 27km 내의 지역은
농업 지역, 36km 외의 지역은 산림 지역이 우세하
며, 도시 중심지역에서도 비교적 면적이 넓다. 패치
도에서는 27km 지점에서 36km 지점까지, 시가

화건조지역, 농업지역, 산림지역은 도시 중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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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대전시의 단계적 변화 분석: (a) 각 토지이용의 면적, (b) 패치 도, (c) 평균패치크기, (d) SAVI,
(e) 인구 도, 소득률, (f) 온도

(a)

(c)

(e)

(b)

(d)

(f)



에서 낮은 값을 보이는‘U’자 형태를 보이는 것에
반해 수역, 나지, 습지 지역은 도시 중심에서 높은
값을 보여 천안시 역시, 도시 중심지역에서는 시가
화 지역의 개발에 의해 수역, 습지 지역의 파편화가
일어났으며, 농업지역과 산림지역은 도시 중심지역
보다 도시 중심의 주변부(27km에서 30km지점과
36km 지점)에서 파편화의 강도가 큼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5b). 평균 패치 크기는 전 토지 이용에서
작은 값을 보여주는 반면, 36km에서 72km 이내의
지역에서 산림의 평균 패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천안시의 도시화가 산림에
근접한 지점까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그림
5c). 또한 15km 내의 지역에서는 농업 지역의 패치

크기가크게나타나고있다.
천안시의 SAVI의 경우, 72km 외의 지역을 제외

하고 SAVI의 값이 유일하게 음수값이 나온 33km
지점을 도시의 향이 크게 작용한 지역으로 해석
할 수 있으며, 9km에서 30km 이내와 36km에서
60km의 거리에서 SAVI의 값이 크게 나타났다(그
림 5d). 특히산림의면적이높게나타난36km에서
57km 지점은SAVI의값이월등히크게나타났다.
인구는 30km 지점에서 36km 지점에 집중되어

분포하며, 33km 지점에서 인구 도가 11,513명
/km2 으로 최대값을 보여주었다. 이 외의 부분은
인구 도가 190명/km2 이하로 도시 중심 지역과
차이가 크다(그림 5e). 또한 천안시 역시 소득률의

이동근·최혜 / 단계적 변화 분석(gradient analysis)을 적용한 도시화의 공간적 평가 363

그림 5.  천안시의 단계적 변화 분석: (a) 각 토지이용의 면적, (b) 패치 도, (c) 평균패치크기, (d) SAVI,
(e) 인구 도, 소득률, (f) 온도

(a)

(c)

(e)

(b)

(d)

(f)



분포는인구의분포와비슷한형태를보여주었다.

지표온도는 연구 지역에서 최고온도와 최저온도

가 18.98℃, 14.92℃로 4.06℃의 차이가 난다(그림

5f). 33km 지점에서 지표온도가 최대치를 보여주

며, 36km 지점과 약 3℃의 차이가 나는 것을 통해

그림 5a에서 볼수있듯이도시에인접한산림이온

도저감에상당한작용을함을유추할수있다.

3. 종합

대전시의 단계적 변화 분석 결과에 따라 대전시

의 도시 중심 지역은 횡단면에서 39km에서 45km

지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전시의 중심 지역에는

초지, 수역, 습지 패치가 파편화되어 분포하며,

SAVI는 인공구조물에 의해 도시 중심에서 약

3~6km 떨어진 지역까지 낮은 값을 보 다. 인구

분포와 평균소득비율의 분포와 유사한 분포를 보여

주는지표온도는역시도시중심에서약 3~6km 이

내의지역에서높게나타났다.

천안시의 도시 중심 지역은 횡단면에서 33km 지

점임을알수있다. 천안시의중심지역에는수역패

치가 파편화되어분포하며, 인공구조물에의한 낮은

SAVI는도시중심에서약3km 지역까지낮게나타

난다. 지표온도 분포 역시 도시 중심에서 약 3km

이내의지역에서높게유지되고있음을알수있다.

대전시와 천안시의 연구 결과를 비교하면, 행정

경계의 면적으로는 천안시가 대전시보다 약

100km2 넓지만 시가화건조지역으로 나타나는 도

시중심지역은대전시가약 3km 넓게나타난다. 도

시화의생태적 향을파악할수있는SAVI의경우

최저값이대전시와천안시각각-0.350, -0.284으

로 차이가 있으며, 지표온도의 경우 최고온도가 대

전시와 천안시 각각 20.76℃, 18.98℃로 약 2℃의

차이가 난다. 그림 4a와 5a를 보면 천안시의 경우

대전시에 비해 도시 중심 지역의 가까운 거리에 산

림의 양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연구 결과를 통

해 도시의 환경성과 지속성을 위한 적정 도시의 규

모와 도시 주변 산림의 양에 대해 작은 규모의 도시

와산림에인접한도시의모습을생각할수있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대전시와 천안시의 도시화의 향
을 공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단계적 변화 분석을
이용하여 경관분포패턴, 생태적 향, 그리고 사회
적 요소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통해 대
전시는 천안시보다 도시 중심 지역이 넓게 나타나
며 산림의 활력도가 낮고 지표온도가 높아, 도시의
환경성과 지속성의 측면에서 천안시의 도시화 결과
가 대전시에 비해 긍정적임을 확인하 다. 또한 대
전시는 이러한 향들이 미치는 공간적 분포가 넓
고 도시 지역 중심으로 초지의 파편화가 나타나고
있음을확인하 다.
단계적 변화 분석은 도시 중심의 위치와 도시화

의 공간적 유형 등의 정량적인 설명이 가능하고 변
화 경향의 파악이 용이하므로 도시화의 향을 분
석하는 연구에 적절한 연구 방법으로 사료된다. 또
한 본 연구에서 수행한 도시의 분석은 각 도시 향
의 공간적 양상의 평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도시화에 대한 향이 시공간
적으로 작용하여 확산되기 때문에 그 변화 양상을
어느 한 순간의 특정 지점에 대해 분석하거나 또는
여러 지점의 평균값을 사용하는 것은 그 지역에 대
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의미 있는 분석 자
료가 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도시 유형
에 따른 분석은 도시 유형에 대한 비교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도시 유형의 고찰이 가능하며 향후 도
시 계획 등에 있어 지표적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도시화 향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고려없

이 한 방향으로 횡단면을 확정지어 분석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토지피복지도와
위성 자료에 의존하여 분석하여 이를 검증하기 위
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 결과를 검증
하지 못하 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도시화의 방향
을 고려하여 다양한 공간적 경향을 파악할 수 있으
며, 한 시점의 위성자료에 의한 식생 지수 산출에
의한 결과를 보완할 수 있는 평가 체계의 연구가 요
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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