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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를 활용한 산림녹지의 환경조절적 기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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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산림녹지 계획을 위해 체계적인 지표선정 과정을 통한 평가모형을 

구축하고, GIS 기법을 이용하여 대구광역시의 산림녹지에 대한 환경조절적 기능을 평가하였다. 

평가지표는 문헌조사를 통한 35개의 기초지표를 선정하였으며,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통해 29개 

지표로 축약하였다. 또한, 1차 설문으로 8개의 환경조절적 지표를 선정하였고, 2차 설문에 의한 

MCB 분석 과정을 통한 탄소저감, 기온저감, 바람생성, 물순환성, 대기정화의 최종지표를 선정하

였다. 평가모형은 AHP 분석에 의해 지표별 가중치를 평가하여 이를 기반으로 구축하였다. 산림

녹지에 대한 환경조절적 기능을 평가한 결과, 앞산, 비슬산, 팔공산 등 산림녹지의 정상부 및 주

변지역에서 66점 이상으로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반면, 와룡산 및 북구 칠곡지구 주변의 산림녹

지는 40점 이하의 낮은 점수로 평가되었다. 환경조절적 기능이 낮은 지역의 경우 산림녹지에 대

한 지속적인 복원 및 관리를 통해 기능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지

역계획, 도시계획, 환경계획 그리고 산림환경계획 등에서 보전지역 설정 및 개발지역 규제를 위

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1)

주요어 : 녹지계획, 지속가능성, 환경조절, MCB, AHP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evaluation model through the systematic 

process of selecting the indicators and to evaluate the environmental-control function 

on forest using GIS in Deagu for the sustainable forest planning. The 35 indicators as 

basic items were selected by literature review and those were squeezed into the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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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cators through expert brainstorming. Also, the 8 indicators to evaluate 

environmental-control function were selected by the first survey and the 5 final 

indicators such as carbon sink, temperature decrease, wind formation, water circulation, 

air purification were determined by MCB analysis using the second survey. The 

evaluation model was established through the weight of each indicator by AHP analysis 

using the third survey. According to the result of evaluating the environmental-control 

function on forest, the functions around the top area of Mt. Ap, Mt. Biseul, Mt. Palgong 

had more than 66 scores. On the other hand, the functions around Mt. Waryong and 

forest of Chilgok in Buk-gu had less than 40 score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function through the sustainable restoration and  management in case of forest that the 

environmental-control function was lower. Furthermore, these results will be able to be 

utilized as basic data in order to establish the preservation area and control 

development area at the urban, environmental, and forest planning.

KEYWORDS : Green Planning, Sustainability, Environmental-Control, MCB, AHP

서   론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기후

변화, 탄소배출, 저탄소 등에 대한 연구가 지

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산림녹지는 

이러한 환경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

는 대상이며, 리우환경회의, 헬싱키, 몬트리올 

프로세스 등과 같은 국제협약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관리의 대상으로 제기된 바 있다

(박영규 등, 2010).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제4

차 산림기본계획부터 산림의 생태·환경적인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기능이 발휘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산림녹지를 기능별

로 구분 및 관리하고 있다(산림청, 1998). 

산림녹지의 기능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이경학(1995)은 자연보전, 

국토보전, 수원함양, 보건휴양, 목재생산 등 5

가지 기능으로 구분하였으며, 정주상 등

(2002)은 수자원함양, 산지재해방지, 산림휴

양, 생태보전, 목재생산 등으로 분류하기도 하

였다. 최근 많은 국제협약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과 같이 산림녹지의 다양한 기능 중 환경조

절적 기능이 주목받고 있다. 산림녹지의 환경

조절적 기능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을 유지시키고, 도시기후, 수환경, 토양환

경 등을 조절 및 보전하기 위한 역할로 정의

할 수 있다(이우성, 2011).

그 동안, 국내ᆞ외에서 산림녹지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다수의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미국의 경우 산지평가모델인 GIS 기반의 

FLSEA(Forestland Evaluation and Site 

Assessment)를 통하여 산림기능의 잠재력을 

평가하고 있으며, GIS 기반의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무에서 활용하고 있다(Richard, 

2001). 일본의 경우 GIS를 이용하여 다양한 

산림정보를 적지분석하고, 산림기능평가체계

를 고려하여 산림기능을 구분하는 연구를 수

행한 바 있다(서수현 등, 2006, 재인용). 국

내에서는 최경과 김태훈(1982), 이원열 등

(1991), 김경하 등(1992) 등이 산림기능평

가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고, 이후 GIS

에 대한 기술력이 향상됨으로 인해 이경학

(1995), 김형호 등(2006), 서수현 등

(2006), 한수진 등(2006), 권순덕 등(2008)

이 산림녹지에 대한 다양한 기능을 고려하여 

각각의 평가체계 및 평가방법을 통해 산림녹

지의 기능을 평가하였다. 또한, 산림청(1998)

에서는 산림기능평가체계를 이용한 산림기능

구분도를 제작하여 배포 중에 있다.

산림녹지의 환경조절적 기능에 대한 선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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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살펴보면, 대기오염정화 및 탄소저감 기

능에 대한 연구(Jo and McPherson, 1995; 

조용현과 조현길, 2002; Nowak et al., 
2006; 안태원, 2010), 미기후조절 기능에 대

한 연구(Marks and Müller, 1992; Upmanis 

et al., 1998; Andrade and Vieira, 2007; 

윤민호, 2009), 물순환 기능에 대한 연구

(Xiao and Mcpherson, 2002; 박은진 등, 

2007) 등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산림녹지의 개별적 기능

이 아닌 종합적인 측면에서 환경조절적 기능

을 연구한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는 

거대한 산림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측면에서 

환경조절적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장조

사를 바탕으로 한 대규모의 자료가 축적되어

야 하며, 지표선정, 평가체계 설정 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

지만, 산림녹지의 환경조절적 기능에 대한 체

계적인 접근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바람직한 계획방향 및 관리지침을 제시하기 어

렵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산림녹지에 대한 정확

한 현황자료에 기초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산림녹지의 환경조절적 기

능을 평가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표선정 및 가

중치 산정 과정을 거쳐 평가모형을 구축하고

자 한다. 또한, 개발된 평가모형을 이용하여 

산림녹지의 환경조절적 기능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산림녹지의 지속가능한 계획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지 및 방법

1. 연구대상지

본 연구는 한반도의 동남쪽에 위치한 대구

광역시를 대상으로 설정하였다(그림 1). 대구

광역시는 많은 고속도로 및 고속철도가 도시

를 관통하여 운행되고 있어 영남 내륙에 대한 

교통의 결절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낙동강과 금호강 등의 수역, 팔공산과 비슬산 

등의 산림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이러한 대구광

역시의 총 면적은 884.10㎢이며, 인구는 약 

251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총 7개의 행정구 

및 1개의 행정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상남

ᆞ북도의 8개 도시와 인접해 있다.

 

FUGURE 1. 연구 대상 지역

대상녹지인 산림녹지는 토지이용 특성상 산

림으로 분류되며, 자연림 및 조림지를 모두 

포함하는 녹지로 정의하였으며, 세부유형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자연공원, 일반산림으로 구

분하였다. 산림녹지 현황을 살펴보면, 468.12

㎢로 대구광역시 전체면적의 52.9%로 나타났

으며, 이 중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자연공원이 

각각 67.07㎢ 및 48.75㎢를 차지하였다. 이

외의 일반산림은 352.30㎢로 전체 산림녹지

의 75.3%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과정 및 방법

1) 연구과정
연구과정은 그림 2에서와 같이 크게 2단계

로 구분하였다. 산림녹지의 환경조절적 기능

평가를 위한 지표선정 및 평가체계 설정 단계

에서는 문헌조사 및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산림녹지의 환경조절적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최적의 지표를 선정하였다. 우선, 문헌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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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GURE 2. 연구수행과정

통해 녹지의 기능평가를 위한 기초 지표를 선

정하였고, 전문가 설문조사에 기반한 MCB 

(Multiple Comparisons with the Best 

treatment) 분석을 이용하여 최적의 지표를 

선정하였다. MCB 분석은 일정한 유의수준에

서 집합의 최상값을 가지는 지표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문지 수, 지표의 수 등을 고려

하여 여러 지표들 가운데 통계적 의미에서 가치

가 높은 지표를 선택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이

다(Kuehl, 2000; 조현주, 2007). 다음으로, 평

가모형을 설정하기 위해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적용하여 지표들 

간의 상대적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AHP 분석에

서는 일관성 검증이 요구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비일관성 비율이 20% 이하인 자료만을 대상으

로 분석하였다(Saaty, 1980).

설문조사의 과정을 살펴보면, 전문가 설문

조사는 총 3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각각 48

부 및 57부, 55부의 설문을 회수하였고, 이 

중 46부, 55부, 42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1

차 설문에서는 녹지의 기능별 지표를 선정하

기 위해 다중선택형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2

차 설문에서는 MCB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5

점 리커트척도를 활용한 중요도 설문을 진행

하였다. 마지막 3차 설문에서는 AHP 분석을 

위해 18단계에 따른 상대적 중요도 설문을 실

시하였다.

사례지 적용을 통한 환경조절적 기능 평가 

단계에서는 최적 지표 및 구축데이터를 이용

하여 지표별 평가를 수행하였다. 평가단위는 

10m×10m의 픽셀단위로 설정하였으며, 평가

방법은 지표에 적합한 개별평가 기법을 적용

하였다. 여기서, 각각의 분석기법에 의한 녹지

평가 결과들은 다양한 단위 및 크기의 값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표준화된 값으로의 변환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많은 연구에서 지표를 

표준화하기 위해 Z-score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방법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준으

로 표준화시킴으로 인해 지표의 값이 정규분

포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대

부분의 지표들은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지 못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가결과에 많은 왜곡

을 가져올 수 있다(이종용과 이희연, 2005). 

이에 식 1과 같은 스케일 조정을 거친(re- 

scaled) 방법으로 평가지표들을 표준화하였

다. 이 방식은 통계적 계산이 다소 복잡하다

는 단점이 있으나, 구간정보를 보유하며, 구간

단위 데이터를 유지시키는 기법들 중 특이치

들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다는 장점을 가지

고 있다(김영인과 여홍구, 2009). 이렇게, 스

케일 조정을 거친 방법으로 지표들을 표준화

하면 각 지표들의 값은 동일한 범위 내 최대

값과 최소값을 기준으로 0~100점까지의 값이 

산출되게 된다. 마지막으로 평가모형의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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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산림녹지 현황도 (b) 기온분포도 (c) 기후톱 분류도

FUGURE 3. 기초자료 구축 현황

치 및 지표별 평가결과를 이용하여 대구광역

시의 산림녹지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조절적 

기능을 평가하였다(식 1).

 




 ×max  min 

  min 
   ×max  min 

 max   


× 

                                       (1)

여기서, 

  IS : 각 지표의 평가점수(Indicator Score)

  E : 지표가 긍정적인 효과일 경우 1, 

      부정적인 효과일 경우 0

  X : 지표의 값

  Xmax : 지표의 최대값

  Xmin : 지표의 최소값

2) 기초자료 구축
산림녹지 현황도의 경우 제4차 수치임상도 및 

토지이용지도를 기반으로 대략적인 경계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세부적인 경계는 Kompsat 2 위

성영상 및 디지털항공사진을 이용하여 그림 

3(a)와 같이 작성하였다. 산림녹지는 도시자연

공원, 자연공원, 일반산림 등으로 분류되나, 녹

지평가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산림

패치로 평가하였다. 최소면적은 생물이 서식하

기 위한 최소기준인 1ha를 기준으로 하여

(Riess, 1986; 사공정희, 2004; 박창석, 

2007) 1ha 이상인 녹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토지이용도는 환경부에서 제작한 축척 

1:25,000의 토지피복도(중분류)를 기초로 

2008년에서 2009년에 촬영된 Kompsat 2 

위성영상 및 디지털항공사진을 토대로 갱신하

였다.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공간의 분할 및 

적용은 수치지형도(1:5,000)를 기반으로 작성

하였으며, 속성정보는 변화된 토지이용 정보

를 ArcGIS 9.3에서 입력하였다.

다음으로, 기온분포도의 구축을 위해 2008

년 5월 31일 촬영된 Landsat 5 TM 영상을 

활용하여 PG-STEAMER 4.1에서 기하 및 

정사보정을 실시하였다. 영상으로부터 지표온

도를 추출하기 위해 열적외선 밴드(band 6)

를 이용하였으며, 온도 추출은 NASA(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에서 

개발한 모델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위성영상을 

이용한 지표온도 추출은 지표면에서 나오는 열

적외선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지표면의 일정

거리 위에서 측정한 기온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박경훈과 정성관, 1999).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토지피복에 따른 방사보정과 측정기

온을 이용한 회귀추정의 과정을 통해 온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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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하였다. 방사보정은 토지피복 특성별 고

유방사율을 적용하여 오차를 제거하였다(엄대

용, 2006). 방사보정 후의 산출된 지표온도와 

자동기상관측장비에 의해 측정된 관측기온의 

회귀식을 토대로 그림 3(b)와 같은 보정된 기

온분포도를 구축하였다. 총 45개의 AWS 지

점의 실측온도를 이용하였으며, 도출된 회귀

식은 식 2와 같고, 설명력은 유의수준 1% 이

내에서 0.504로 나타났다.

                    (2)

여기서, Y : 관측기온에 의한 보정된 기온

X : 보정되기 이전의 기온

기후톱(climatope) 지도는 토지이용 형태를 

고려하여 총 8가지로 분류하여 그림 3(c)와 

같이 작성하였다. 토지이용상 하천, 습지 등은 

수공간(WA)으로 구분하였으며, 산림, 공원 

등은 식생지역(TR)으로, 농경지, 초지 등은 

포장되지 않은 공간(unS)으로, 도로 등은 건

물 없이 포장된 공간(SwoB)으로, 공업지역 

등은 건물에 의해 포장된 공간(SwVB)으로 

재분류하였다. 또한, 주거 및 상업지역은 건물

의 밀집정도에 따라 저밀도(LD), 중밀도

(MD), 고밀도(HD) 등으로 구분하나, 본 연

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동일한 기후톱

으로 분류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산림녹지의 환경조절적 평가지표의 선정

1) 평가지표의 선정
산림녹지의 환경조절적 기능 평가를 위한 

지표 선정을 위해 국·내외 56개 문헌조사를 

통해 녹지의 기능 평가를 위한 35개 지표1)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35개의 지표 중 중복선정

을 피하고, 누락된 지표를 재선정하기 위해 6

명의 전문가2)로 구성된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35개 지표 중 8

개 지표를 통합하고, 2개 지표가 추가적으로 

선정되어 총 29개 지표로 재설정되었다.

다음으로, 1차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문

헌조사에서 선정된 29개 지표 중 8개 지표가 

환경조절적 기능 평가에 적합한 지표로 선정

되었다. 선정된 지표는 기온저감, 녹피율, 대

기순환, 대기정화, 물순환성, 바람생성, 탄소흡

수, 투수성이다. 2차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8개 지표에 대한 중요도 평가를 수행하였으

며, 그 결과를 이용하여 표 1과 같이 MCB 분

석을 수행하였다. 산림녹지의 환경조절적 기

능에 대한 평균중요도를 살펴보면, 탄소흡수

가 4.58점으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가지는 것

으로 평가되었으며, 다음으로 바람생성, 기온

저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탄소흡수는 

녹지의 이산화탄소(CO2) 저감 기능을 나타내

는 것으로 많은 선행연구에서 녹지의 이산화

탄소 흡수 및 저장기능에 대한 환경적 효과를 

연구한 바 있다(Milne and Brown, 1997; 조

현길, 1999; 안태원, 2010). 반면, 녹피율 및 

투수성은 각각 3.56점 및 3.87점으로 낮은 

중요도를 보였으며, 대기순환 역시 4.16점으

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이상의 MCB 

분석과정을 통해 총 8개 지표 중 5개 지표가 

산림녹지의 환경조절적 기능 평가를 위한 최

적의 지표로 선정되었다.

2) 평가모형의 설정
5개 평가지표에 대한 가중치 및 평가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3차 전문가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AHP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평균 비일

관성 비율은 0.060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탄소

흡수 지표의 가중치가 0.235로 5개 지표 중 가

장 높게 평가되었다. 이는 산림녹지가 탄소흡수

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의 

다양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판단되

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안태원, 2010). 반

면, 기온저감 항목의 가중치는 0.156로 가장 낮

게 평가되었으며, 다음으로 대기정화 항목이 

0.172로 낮게 나타났다.

AHP 분석에 의해 산정된 가중치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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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max≠ 
     선정유무

탄소흡수 4.58 4.49 0.09 0.3561 0.448 Yes

바람생성 4.49 4.58 -0.09 0.3561 0.2661 Yes

기온저감 4.44 4.58 -0.14 0.3561 0.2161 Yes

물순환성 4.38 4.58 -0.2 0.3561 0.158 Yes

대기정화 4.25 4.58 -0.33 0.3561 0.0307 Yes

대기순환 4.16 4.58 -0.42 0.3561 -0.0602 No

투수성 3.87 4.58 -0.71 0.3561 -0.3511 No
녹피율 3.56 4.58 -1.02 0.3561 -0.6602 No

* MCB 분석을 위한 기본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표들 간 평균의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남(F=10.273(0.000)).

TABLE 1. 최적지표 선정을 위한 MCB 분석 결과* 

지표 평가방법 단위 값의 영향성

기온저감 - 반경  지역의 평균온도
반경  지역의 평균온도 지점의 온도

×  ℃ 긍정(+)

대기정화
- 녹지유형별 원단위 적용을 통한 연간 SO2 흡수량* kg/ha/yr 긍정(+)

- 녹지유형별 원단위 적용을 통한 연간 NO2 흡수량 kg/ha/yr 긍정(+)
바람생성 - 지후톱지도에 기반한 찬공기생성가능성 산정*** - 긍정(+)

물순환성
- 물의 집적정도에 따른 지형습윤지수**** 산정 - 긍정(+)

- CN값**을 이용한 30mm 강우에 대한 유출량 산정 mm 부정(-)
탄소저감 - 녹지유형별 원단위 적용을 통한 연간 CO2 흡수량 kg/ha/yr 긍정(+)

* 녹지유형은 조용현과 조현길(2002)의 연구를 토대로 토지피복 및 식생유형(식생, 영급)을 고려하여 분류함.

** 유출곡선지수(Curve Number)를 산정하기 위해 국립농업과학원의 수문학적 토양유형과 토지피복분류도를 이용함. 
또한, 미국 토양보전국의 표면유출모형을 적용하여 강우 30mm에 대한 표준유출량을 산정함.

*** 기후톱지도 및 Marks and Müller(1992)에 의해 개발된 평가인자 및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함.

**** 지형습윤지수(Topographic Wetness Index)는 Beven and Kirkby(1979)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집수면적이 커
지거나 사면경사가 완만할 경우 토양수가 집적되기 쉽다는 측면에서 착안됨(이우성 등, 2009).

TABLE 2. 지표별 평가방법 및 단위

여 산림녹지의 환경조절적 기능 평가를 위한 

모형을 식 3과 같이 구축하였다. 개별 지표의 

점수에 각 지표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환경조

절적 기능 지수를 산정할 수 있다.

  × × ×

      × ×      (3)

여기서,

 FEEI : 산림녹지의 환경조절적 기능 지수

 (Forest Environmental Function Index)

 X1 : 기온저감, X2 : 대기정화, X3 : 바람생성, 

 X4 : 물순환성, X5 : 탄소흡수

2. 산림녹지의 환경조절적 기능 평가

1) 지표별 기능 평가
(1) 기온저감

산림녹지의 환경조절적 기능을 평가하기 위

한 지표별 평가방법 및 단위는 표 2와 같다. 

기온저감 기능은 500m 반경의 주변지역에 대

한 녹지 내부의 기온저감 기능을 분석하였다. 

기온저감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산림녹지의 

내부지역에서는 기온저감효과가 크게 나타났

으며, 도시지역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온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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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그림 

4(a)). 특히, 비슬산을 중심으로 약 2℃ 정도

의 온도저감효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주변 

500m 범위 내 기온의 약 10% 정도를 저감

시킨 결과이다. 또한, 팔공산 및 환성산의 정

상부 일대의 경우에도 저감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대덕산 북쪽과 와룡산 일대의 산림녹

지는 온도저감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고, 일부지역에서는 주변지역의 온도보다 

약 2℃ 이상 높게 분석되었다. 이는 도시지역

의 높은 열을 감소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도시

지역으로부터 열을 흡수하여 산림녹지 내부의 

낮은 온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

문이다. 산림녹지 가장자리의 온도저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도시지역의 열환경을 1차적

으로 저감할 수 있는 완충녹지를 열섬차단벨

트의 형태로 조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이

성열, 2007). 또한, 열의 방출이 가장 높은 

공업중심지역의 경우에는 완충녹지뿐만 아니

라 공장 내의 주차장, 지붕 등을 녹화함으로 

인해 지표온도의 상승을 저감시켜야 할 것이

다(이우성 등, 2010).

(2) 대기정화

산림녹지의 대기정화 기능은 서울특별시 원

단위를 이용하여 SO2와 NO2에 대한 연대기정

화 효과를 산정하였다. 대기정화 효과의 분석 

결과는 그림 4(b), 4(c)와 같이 나타났으며, 

SO2와 NO2의 흡수량이 유사한 패턴을 보였

다. 이는 녹지유형별 원단위 기법을 적용하여 

대기오염물질의 흡수량을 산정하였기 때문이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팔공산 및 청룡산 

일대를 중심으로 SO2와 NO2의 흡수능이 각각 

140g/yr, 370g/yr 이상의 높은 값으로 분석

되었다. 이는 이 지역의 산림은 대부분 활엽

수림 또는 혼효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급

의 경우에도 Ⅳ영급 이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

다. 반면, 북구의 함지산 및 동구의 환성산, 달

성군의 금계산 일대의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

의 흡수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들

의 산림은 대부분 소나무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침엽수림의 비율이 높으며, 영급의 경우에도 Ⅱ

영급 이상으로 짧은 수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

으로 판단된다(조용현과 조현길, 2002).

(3) 바람생성

바람생성 기능은 산림녹지의 찬공기 생성 

가능성을 평가하여 이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Marks와 Müller(1992)의 지침에 따라 평가인

자별 주제도를 작성하여,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인자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찬공기 생

성가능성을 그림 4(d)와 같이 구축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앞산, 비슬산, 응

해산, 환성산과 같은 대규모 산림의 계곡 기

저부를 따라 50점 이상의 점수가 나타나 찬바

람의 생성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대규모 산림의 계곡 인근 지역에서도 

높은 점수로 평가되어 전체적으로 계곡을 따

라 찬바람의 생성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와 같이 찬바람의 생성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은 기후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며, 

도시지역의 열환경 저감에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택지개발, 

도로건설 등과 같은 개발압력에 대한 적절한 

보전과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송봉근과 박경훈, 2010). 반면, 와룡산 

및 대덕산의 북쪽 지역 소규모 산림녹지는 찬

바람 생성가능성이 20점 이하로 낮게 평가되

었으며, 달성군의 마천산 일대에서도 찬바람 

생성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4) 물순환성

산림녹지의 물순환성은 지형습윤지수(Topographic 

Wetness Index: TWI)와 표면유출량을 통해 

물이 토양으로 집적 및 흡수되는 정도를 평가

하였다. 산림녹지를 대상으로 TWI를 산정한 

결과, 산림 내부의 크고, 작은 계곡 및 소규모

의 습지 및 저류지를 따라 TWI가 20 이상의 

높은 지수가 산정되었다(그림 4(e)). 특히, 

표고가 높고, 계곡이 깊은 응해산 및 비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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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온저감 (b) 대기정화(NO2 흡수량) (c) 대기정화(SO2 흡수량)

(d) 바람생성 (e) 물순환성(TWI) (f) 물순환성(유출량)

(g) 탄소저감

FUGURE 4. 지표별 기능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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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창댐 주변의 계곡 등을 중심으로 높게 나타

나 물의 집적 정도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산의 지형적 변화가 적고, 계곡이 깊지 

않은 청룡산의 남쪽지역과 환성산의 서쪽지역

에서는 전체적으로 TWI가 낮게 평가되었다.

누가강우량을 30㎜로 가정하여 표면유출량

을 산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금계산 일대를 

중심으로 유출량이 1㎜ 이하로 낮게 분석되었

다(그림 4(f)). 이는 이 지역이 수문학적 토

양유형에서 대부분 A형 또는 B형으로 나타나 

토양의 배수능력이 뛰어나고, 투수율 및 침투

율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앞산

에서 청룡산, 비슬산으로 이어지는 산림녹지

를 따라 유출량이 낮게 나타나 산림 내 토양

으로의 흡수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편, 마천산 및 팔공산 일대를 중심으로 강우

의 표면유출이 타 녹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로 유출량의 값은 

3~5㎜ 정도로 분석되어 크게 높지는 않은 것

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산림의 경우 기본적으

로 물의 흡수 및 저장 능력이 우수하기 때문

이며, 시설지 및 건축물과 같은 불투수면이 

존재할 경우에만 유출량이 다소 높게 분석되

었다.

(5) 탄소흡수

산림녹지의 탄소흡수 기능은 대기정화 효과

와 같이 서울특별시의 원단위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팔공산 및 청룡산의 

산림녹지를 중심으로 250kg/yr 이상의 높은 

탄소 흡수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g)). 이는 이 지역이 대부분 활엽수림이거

나 혼효림이며, Ⅳ영급 이상의 산림이 분포하

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달성군의 금계산 및 대니산, 북구의 

함지산, 동구의 환성산 일대의 산림녹지는 대

부분 침엽수림의 비율이 높으며, Ⅱ영급 이하

의 산림이 분포하고 있어 탄소의 흡수능이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에 탄소의 흡수

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종의 갱신, 

산지전용금지, 벌채지 조림, 병충해 방지 및 

산불관리체계 강화 등과 같은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배민기 등, 2009).

2) 환경조절적 기능 평가
각각의 평가지표들은 식 1을 활용한 표준화 

과정을 거쳐 최소 0점에서 최대 100점까지 

개별 평가점수를 산정하였다. 또한, 식 3의 평

가모형에 개별평가 점수를 적용하여 가중치가 

고려된 환경조절적 기능을 평가하였다.

산림녹지의 종합적인 환경조절적 기능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앞산, 비슬산, 팔공산 등의 

산림녹지의 정상부 및 주변지역에서 66점 이

상으로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그림 5). 또한, 

신갈나무, 굴참나무 등 활엽수의 비율이 높은 

대덕산과, 환성산의 일부지역에서도 환경조절

적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 지역들은 도로, 철도 등의 선형개발사업에 

의해 산림녹지가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고, 현

재의 높은 기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FUGURE 5. 종합적인 환경조절적 기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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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와룡산과 북구 칠곡지구의 산림녹지

에서는 40점 이하의 낮은 점수가 나타났으며, 

마천산의 서쪽지역, 응해산 및 금계산의 남쪽

지역에서도 환경조절적 기능이 낮게 평가되었

다. 이 지역들은 도시지역과 인접하여 기온저

감효과가 크지 않으며, 도시개발에 의해 산림 

내 계곡 등과 같은 지역이 훼손 또는 단절되

어 있어 바람생성기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

어 환경조절적 기능이 낮게 평가된 것으로 판

단된다. 그러나 이 산림녹지들은 대부분 도시

지역과 인접하고 있어 도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으로 환경조절적 기능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와룡산

의 경우 달서구 및 서구 지역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도시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지역이므로, 훼손된 산림 및 고사

목에 대한 복원작업이 필요할 것이며, 타 용

도로의 전용을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제한해

야 할 것이다(배민기 등, 2009).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산림녹지의 환경조절적 기능

을 평가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표선정 과정을 

거쳐 평가모형을 구축하였고, 다양한 GIS 기

법을 적용하여 산림녹지의 환경조절적 기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국내ᆞ외 문헌조사 및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거쳐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1차 설문을 통해 

환경조절적 기능에 적합한 지표를 선정하였다. 

또한, 2차 설문의 결과를 이용하여 MCB 분석

을 수행한 결과, 8개 지표 중 기온저감, 대기

정화, 바람생성, 물순환성, 탄소저감 등의 5개 

항목이 최적의 지표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체

계적인 과정을 통한 지표의 선정은 향후 지표

관련 연구의 방법론적 측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선정된 지표의 경우 녹지관련 연구에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평가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3차 설문

을 통해 AHP 분석을 실시한 결과, 탄소흡수

의 가중치가 0.235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

며, 기온저감이 0.156으로 가장 낮게 분석되

었다. 탄소흡수는 최근 다양한 연구에서 지구

온난화, 열섬현상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

로 부각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AHP 결과에 따른 지표별 

가중치를 이용하여 환경조절적 평가모형을 구

축하였다.

지표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기온저감 기

능의 경우 산림녹지의 내부지역과 외부와 인

접한 지역에서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슬산을 중심으로 큰 녹지가 분포하는 

지역에서는 약 2℃ 정도의 온도저감효과가 있

는 것으로 분석되어 기온저감의 효과는 녹지

면적이 클수록 효과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대기정화 기능의 경우 SO2와 NO2의 흡수

량이 유사한 패턴을 보였는데, 팔공산 및 청

룡산 일대를 중심으로 흡수능이 각각 

140g/yr, 370g/yr로 높게 분석되었다. 이는 

이 지역의 산림이 대부분 잎이 넓은 활엽수림 

또는 혼효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Ⅳ영급 이

상의 산림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람생

성 기능의 경우 앞산, 비슬산, 응해산 등과 같

이 대규모 산림의 계곡 기저부를 따라 찬바람 

생성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뿐만 

아니라, 산림의 계곡 주변지역에서도 바람의 

생성가능성이 높게 나타나 계곡이 찬바람 생

성의 중요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물순환성 기능의 경우 산림내부가 크고, 작은 

계곡 및 소규모의 습지 및 저류지를 따라 높

은 기능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비슬산 및 가창댐 주변의 계곡이 높은 물순환

성을 가진 지역으로 평가되었다. 마지막으로 

탄소흡수 기능은 팔공산 및 청룡산의 산림녹

지를 중심으로 250kg/yr 이상의 높은 탄소 

흡수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침엽

수림의 비율이 높고, Ⅱ영급 이하의 산림녹지

가 분포하고 있는 금계산 및 대니산 등의 지

역에서는 탄소의 흡수능이 낮은 것으로 평가

되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산림녹지에 대한 종합

적인 환경조절적 기능을 평가한 결과, 앞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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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슬산, 팔공산 등의 산림녹지의 정상부 및 

주변지역에서 66점 이상으로 높은 점수가 나

타났으며, 신갈나무 및 굴참나무 등의 활엽수 

비율이 높은 대덕산과 환성산 지역에서도 환

경조절적 기능 높게 평가되었다. 반면, 와룡산 

주변 지역 및 북구 칠곡지구 주변의 산림녹지

는 40점 이하의 낮은 점수로 평가되었다. 이 

지역들은 도시와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도시

개발에 의해 외곽부분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거나, 도로 등에 의해 산림녹지가 단절되어 

있어 기능성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능성이 낮게 평가된 지역의 경우 훼

손된 산림에 대한 복원작업이 필요할 것이며, 

추가적인 개발사업에 의한 무분별한 산림의 

훼손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는 산림녹지의 다양한 기능 중 

환경조절적 기능에만 초점을 두고 평가하였으

며, 대기정화 및 탄소저감 기능 평가에서 원단

위의 한계로 인해 세부 군락별 흡수량을 평가

하지 못하였다. 또한, 종합적인 평가 점수를 산

정함에 있어, 표준화 기법을 활용한 상대적인 

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에서

의 평가가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

서 향후에는 산림녹지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지표별 

달성수준을 설정하여 절대적인 평가가 가능하

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

1) 감마지수, 경관미, 고립도, 굴곡성, 기온저

감, 녹지가시성, 녹지면적, 녹지모양, 녹지

연결성, 녹지용적, 녹지접근성, 녹피율, 대

기순환, 동물이동성, 물순환성, 생태면적

률, 수계접근성, 식생활력도, 신장성, 안정

성, 역사문화적 가치, 이용만족도, 이용인

구, 인접지역 토지이용, 자연성, 종다양도, 

종풍부도, 주변부둘레길이, 층위구조, 탄소

저장, 탄소흡수, 토양보전, 투수성, NOx흡

수, SOx 흡수.

2) 6명의 전문가는 녹지관련 연구에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3명은 관련학과 교

수, 1명은 국가연구원, 2명은 녹지 및 생

태 관련 연구를 수행 중인 조경학 박사수

료생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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