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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도시공간의 녹지환경에 대한 통합적 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녹지계획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지는 대구광역시의 7개 행정구 중 녹지의 공간적 불균형이 가장 심화

된 지역인 달서구를 선정하였다. 녹지환경 평가를 위한 세 가지 기능은 자연생태적, 환경조절적, 

이용적 기능으로 설정하였다. 자연생태적 기능의 평가에서는‘녹지연결성’과‘동물이동성’을 지

표로 활용하였으며, 환경조절적 기능 평가에서는‘열환경’과‘기온저감기능’, 이용적 기능 평가

에서는‘녹지의 서비스공급량’을 지표로 이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Ⅰ등급 지역인 녹지환

경 우수지역은 달서구 전체면적의 44.8%를 점하며, 대부분 남동쪽의 앞산과 비슬산, 북쪽의 궁산

과 와룡산의 산림녹지를 따라 분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Ⅳ등급 지역인 녹지환경 단절지

역은 감삼동과 죽전동의 주거지역, 월성1동과 진천동의 주거 및 공업지역 등으로 나타났으며, 전

체면적의 5.5%를 점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들은 향후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녹

지 조성 및 배치를 위한 계획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녹지, 지리정보시스템, 녹지연결성, 열환경, 공급적정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green environment on urban space and 

to suggest the sustainable green space planning. The study area is Dalseo-gu which 

has the biggest spatial imbalance of green space among 7 districts of Daegu. Three 

functions such as nature-ecological, environment-control, and usage function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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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ed for assessing the green environment. For the assessment step of 

nature-ecological function,‘green connectivity’and‘animal movement’were used. 

Also,‘thermal environment’and‘temperature decrease’were utilized in terms of 

environment-control function and‘green space’s service supply’were utilized in 

terms of usage func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integrated assessment, the green 

rich zone(Grade Ⅰ) was 44.8% of total area in Dalseo and this zone was distributed 

along the southern forest of Mt. Ap and Mt. Biseul and the northern forest of Mt. 

Gung and Mt. Waryong. On the other hand, the green broken zone(Grade Ⅳ) was 

located in the residential areas of Gamsam and Jukjeon and the residential and 

industrial areas of Wolseong 1 and Jincheon and this zone was 5.5% of total area.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can be used as the plan criteria for construction and 

distribution of green space in urban master plan. 

KEYWORDS : Green Space, GIS, Green Connectivity, Thermal Environment, Service 

Provision

서  론

현대의 도시는 인구증가 및 인간을 위한 토

지이용 요구의 증가에 따라 급속하고 과밀한 

도시화가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도시의 환경

문제가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크게 악화

되고 있다(Sung and Hwang, 2013). 특히, 대

기오염, 토양오염, 지구온난화 등과 같은 환경

문제는 생태계 및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환경문제들 중 20세기 말

부터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녹지환경1)

에 관한 문제이다. 녹지는 도시공간 내에서 생

물종 다양성 보존, 미기후 조절, 대기오염 완화, 

경관 형성, 인구과밀 억제 등과 같은 다양한 역

할을 하고 있다(Landsberg, 1981; Byun and 

Lee, 2002). 그러나 최근 도시의 과도한 성장

과 난개발로 인해 도시 내의 녹지는 양적으로 

부족하며, 질적 악화로 인해 본래의 기능을 점

점 상실하고 있다(Sagong, 2004). 

이에 많은 국내의 연구자들이 녹지환경 문제

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관리방향을 수립하기 위

해 녹지지표 개발 및 적용, 녹지 평가 및 계획

방향 설정 등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녹

지지표에 대한 대표적 연구를 살펴보면, 

Lee(2003)는 아파트 단지의 녹지 지속가능성

을 측정하기 위해 40개 지표를 추출하여 녹지

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지표체계를 구축하

고 사례지 적용을 통해 활용가능성을 검토하였

다. 또한, Song and Mok(2004)은 도시의 환

경성을 제고하기 위해 녹지면적, 녹지모양, 녹

지연결성의 지표를 설정하고, 사례지를 대상으

로 녹지를 평가하였다. 한편, 녹지평가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Yoon(2006)는 경관지수를 

이용하여 서울시의 도시녹지를 평가하고, 민감

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Ko(2005)는 울산광역

시를 대상으로 생태적인 측면에서 도시녹지의 

종합적 평가를 수행하였고, Ryu(2005)는 대구

광역시의 5개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경관생태학

적 측면에서 녹지평가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들은 녹지의 다양한 기능 

중 일부의 측면만을 고려하여 적용 및 분석한 

사례가 대부분이며, 또한 녹지 내부공간에 대한 

평가만을 수행하여 녹지가 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 및 도시공간 내의 녹지환경의 평가에 대

한 접근은 부족한 실정이다. 녹지의 단편적 기

능과 녹지 내부에 대한 평가만으로 도시공간의 

녹지환경을 개선하기에는 녹지의 절대적인 양, 

공간적 배치 등과 같은 공간계획적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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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location of study area 

구조적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도시

계획적 차원에서 도시공간 내 바람직한 녹지계

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기능이 아닌 

녹지의 다양한 기능적 측면을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Ko, 2005; Ryu and Ra, 

2005). 또한, 녹지 외부 도시공간의 녹지환경

에 대한 기능별 평가를 통해 녹지조성의 규모 

및 배치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 달서구를 대

상으로 녹지의 자연생태적, 환경조절적, 이용적 

기능을 고려하여 통합적 녹지환경 평가를 실시

하였다. 또한, 녹지환경 평가 결과를 토대로 효

율적인 녹지계획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연구 대상지 및 방법

1. 연구대상지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의 8개 행정구·군 중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달서구를 대

상지로 선정하였다. 달서구의 현황을 살펴보면, 

달서구의 총 면적은 62.3㎢이며, 신당동, 동원

동, 죽전동 등 총 24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1). 인구는 약 61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증가추세이다. 달서구의 녹지

총량은 22.2㎢로서 전체면적의 35.6%를 점하

고 있으며, 이 중 공원녹지가 3.8㎢, 산림녹지

가 18.4㎢를 차지하고 있다. 1인당 녹지량은 

35.7㎡/인이며, 1인당 공원녹지량은 6.2㎡/인으

로서「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서 제시하고 있는 6㎡/인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처럼 달서구는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녹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화에 

따른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인해 균형적인 녹지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녹지의 공간적 불균형

이 심각한 실정이다(Lee and Jung, 2012).

2. 연구방법

1) 지표선정

녹지환경 평가를 위한 녹지의 세 가지 기능

은 선행연구를 고려하여 자연생태적, 환경조절

적, 이용적 기능으로 설정하였다(Lee, 2011). 

자연생태적 기능에서는 동물의 생태학적 서식

처 및 이동통로 보전 관점에서 접근하여, 일정

거리(1km) 내 동물이 서식하기 위한 녹지면적

(녹지연결성)과 핵심녹지까지의 동물이동성을 

세부지표로 설정하였다. 환경조절적 기능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기온 조절의 관

점에서 접근하였으며, 이를 위해 열환경과 기온

저감을 위한 일정거리(500m) 내 녹지면적(기

온저감기능)을 지표로 활용하였다. 이용적 기능

에서는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총량과 공

급적정성에 초점을 두고, 확률적 중력모형을 활

용한 거리에 따른 녹지의 서비스공급량을 평가

지표로 설정하였다.

2) 지표의 등급설정 기준

자연생태적 기능의 녹지연결성은 하나의 녹

지가 인접한 다른 녹지들과 연결되어 있는 정

도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녹지의 연결정도에 따

라 녹지공간의 지속적인 존속과 함께 야생동식

물의 생존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다(Sagong, 

2004). 녹지연결성에서 동물이 이동할 수 있는 

최소거리를 설정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도시 내에서 서식가능성이 높은 작은 크

기의 새와 소형포유류 등을 지표종으로 설정하

였다(Riess, 1986; Ministry of environment, 

2004). 지표종을 토대로 동물이 이동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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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Indicator
Grade

Reference
Ⅰ Ⅱ Ⅲ Ⅳ

Nature

-ecological

function

Green 

Connectivity
50ha≦ 10-50ha 2-10ha < 2ha

Schonewald-Cox(1983), 

Ministry of 

Environment(2004),

Davies et al.(2006)

Animal movement <200km 200-700km 700-1200km 1200km≦
Environment

-control 

function

Thermal 

environment
<20.4℃ 20.4-21.4℃ 21.4-22.4℃ 22.4℃≦ Mean temperature

(21.4℃)

Temperature 

decrease
10ha≦ 1-10ha 0.06-1ha <0.06ha

Kawamura and 

Suzuki(1983), Seoul(2001), 

Hong(2004) 

Usage 

function

Green space’s 

service supply
40㎥/pop≦ 9-40㎥/pop 4.5-9㎥/pop <4.5㎥/pop

高原榮重(1988),

WHO’s standard

TABLE 1. The grade criteria for assessment of green environment 

는 일정거리는 1㎞로 설정할 수 있으며, 동물의 

이동거리 내 녹지면적이 넓을수록 높은 등급

(Ⅰ)을 가지는 것으로 설정하였다(표 1). 한편, 

동물이동성은 도시공간 내에서 동물이 핵심녹

지로 이동하기 위한 상대적 가중거리를 분석한 

지표로, GIS의 최소비용거리 분석을 활용하였

다. 이 분석을 위한 핵심녹지는 생태적 안정성, 

식생의 자연성, 지형적 인자의 3가지 요소를 고

려하여 내부면적이 100ha 이상인 녹지, 영급이 

Ⅱ등급 이상인 녹지, 표고가 90m 이상이며, 경

사도가 20% 이상인 녹지로 설정하였다(KEI, 

2001; Ministry of environment, 2004). 동

물이 핵심녹지까지 이동하기 위한 장애비용은 

동물의 이동적 관점에서 도시의 토지이용 형태

가 가지는 장애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장애변

수 및 장애정도, 그리고 토지피복분류도에 적용

하기 위한 기준은 Maryland주의 녹지기반성 

평가기준을 보완하여 적용하였다(Weber, 

2003). 등급기준은 상대적 비용거리가 작을수

록 높은 등급을 가지게 된다.

다음으로 환경조절적 기능의 열환경 지표는 

위성영상을 통해 추출한 지표온도(land 

surface temperature: LST)를 활용하여 평가

하였다. 위성영상은 2008년 5월 31일 촬영된 

Landsat 5 TM 영상을 이용하였으며, 등급기준

은 대상지의 영상촬영 당일 10시에서 11시의 

평균기온인 21.4℃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기

온저감기능은 한 지점의 기온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이용의 영향권역을 설정하여 권역 내 녹지

면적을 산출하였다. 이는 녹지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기온저감효과가 증가하고, 기온저감 거리

가 확장되기 되기 때문이다(Yoon and Bae, 

2002; Hong, 2004). 도시공간 내 한 지점의 

기온에 영향을 미치는 거리는 선행연구의 결과

에 따라 500m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반경 500m 내 녹지면적을 산정하였다. 등급기

준은 표 1의 범주를 이용하여 녹지면적이 클수

록 높은 등급이 되도록 설정하였다.

이용적 기능은 Huff(1963)의 확률적 중력모

형(probabilistic gravity model)을 이용하여 

녹지의 이용권역, 녹지까지의 접근성, 녹지면적

을 모두 고려한 녹지의 공급적정성을 평가하였

다. Huff의 확률적 중력모형을 녹지의 공급적정

성 평가에 적용하기 위해 Lee and Im(2009)

이 적용한 방식을 식 (1)과 같이 재정리하여 

활용하였다.

 







 
















× (1)

여기서, SPij는 지역 i의 도시민이 공원 i로부

터 공급받는 서비스공급량(면적), dij는 녹지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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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establishment of assessment model

와 지역 j 간의 거리, Ai는 녹지 i의 서비스 크

기(녹지면적), α는 거리조락효과이다.

한편, 녹지의 서비스공급량을 도시공간에 분

배하기 위해서는 녹지의 이용권역이 설정되어

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100ha 이상의 녹지들

은 반경 5,000m, 10~100ha의 녹지들은 반경 

3,000m, 3~10ha의 녹지들은 반경 1,000m, 

그리고 면적이 3ha 이하인 소규모 녹지들은 반

경 500m를 기준으로 이용권역을 지정하였다

(Lee, 2011). 이러한 방식으로 사례지 내 해당 

녹지의 서비스 공급량을 도시공간에 할당하였

으며, 서비스공급량을 GIS 기법으로 합산하여 

녹지의 총 서비스 공급량을 산정하였다. 또한, 

녹지의 서비스 공급량을 그 지역의 인구수로 

나누어 1인당 녹지 서비스공급량을 계산하였다. 

등급기준은 高原榮重(1988)과 WHO(World 

Health Organization)의 권고기준2)을 적용하여 

서비스공급량이 많을수록 높은 등급이 되도록 

설정하였다.

3) 평가모델 설정

통합적 녹지환경 평가모델은 5개 세부지표의 

평가등급을 기반으로 설정되었다. 자연생태적 

기능에서는 녹지연결성과 동물이동성 지표의 

등급기준을 토대로 합산평가 매트릭스3)를 활용

하여 자연생태적 측면의 녹지환경 평가등급을 

재산정하였다. 평가등급은 Ⅰ등급에서 Ⅳ등급으

로 구분되며, 각각‘우수지역’,‘양호지역’,

‘취약지역’,‘단절지역’으로 명명하였다. 한

편, 환경조절적 기능에서는 열환경과 기온저감

기능 지표의 평가기준을 합산평가 매트릭스로 

평가하여 새로운 평가등급을 산정하였다. 이용

적 기능은 세부지표가 1개이기 때문에 기존의 

등급기준을 유지하였다.

다음으로 기능별 4개의 등급에 1~4점을 부

여하여 합산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합산평가의 

점수기준에 따라 통합적 녹지환경 등급을 설정

하였다. 녹지환경이 가장 우수한 Ⅰ등급(11~ 

12점)은‘녹지환경 우수지역’으로 명명하였으

며, Ⅱ등급(8~10점)은‘녹지환경 양호지역'으

로, Ⅲ등급(5~7점)은‘녹지환경 취약지역’으

로, 마지막 Ⅳ등급(3~4점)은‘녹지환경 단절지

역’으로 설정하였다.

4) 데이터 수집 및 구축

녹지현황도는 대상지 내 분포하는 다양한 녹

지 중 산림녹지와 공원녹지를 주요녹지로 선정

하여 구축하였다. 제4차 수치임상도 및 토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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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reen space map (b) Land use map

FIGURE 3. Spatial database inventory of study area

용지도를 기반으로 대략적인 경계 작업을 수행

하였으며, 세부적인 경계는 2009년에 촬영된 

Kompsat 2 위성영상 및 2010년에 촬영된 디

지털항공사진을 이용하여 그림 3(a)와 같이 구

축하였다. 동물이동성 평가를 위한 토지이용도

는 환경부에서 제작한 축척 1:25,000의 토지피

복도(중분류)를 기초로 2008년에서 2009년에 

촬영된 Kompsat 2 위성영상 및 디지털항공사

진을 토대로 갱신하였다(그림 3(b))4).

열환경 분석을 위한 기온분포도 구축을 위해 

2008년 5월 31일 촬영된 Landsat 5 TM 영

상을 이용하여 기하보정과 정사보정을 실시한 

후, NASA(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모델을 이용하여 열적외선 밴

드로부터 지표온도를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온

도보정을 위해 토지피복 특성을 고려한 방사보

정을 실시하고(Um, 2006), Landsat 영상의 

한 도엽(114-35) 내에 포함되는 AWS의 관측

온도를 활용하여 지표온도의 값을 보정5)한 후, 

기온분포도를 구축하였다.

한편, 모든 평가지표의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는 raster 기반의 10m×10m의 픽셀단위로 구

축하였다. 그러나 녹지환경 평가는 넓은 도시공

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평가 후 도시공간

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행정동과 같

은 최소의 단위공간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500m×500m의 Vector GRID로 구성

된 공간단위를 설정하였다. 이 단위공간은 토지

이용 특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녹지의 기능적 

평가에 빈번하게 활용되는 규모이다(Yoon and 

Ahn, 2009; Lee et al., 2010). 연구대상지인 

달서구는 총 305개의 공간단위 Vector GRID

로 구분되었다.

결과 및 고찰 

1. 기능별 녹지환경 평가

1) 자연생태적 측면

자연생태적 측면에서 녹지환경 평가는 녹지

연결성과 동물이동성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녹지연결성을 평가하기 위해 작은 크기의 

새와 소형포유류의 이동가능 거리인 1㎞를 기

준으로 반경 내 녹지면적을 그림 4(a)와 같이 

픽셀기반으로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녹지면적에 

대한 등급 설정기준을 이용하여 녹지연결성을 

고려한 녹지환경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결

과, 305개의 단위공간 중 163개의 구역에서 

50ha 이상의 녹지량을 보유하는 것으로 분석되

어 녹지연결 우수지역인 Ⅰ등급지역으로 평가

되었다(그림 4(b)). 이 지역들은 대부분 앞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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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reen area within animal’s moving range (b) Assessment by green connectivity 

FIGURE 4. Assessment of green environment by green connectivity

(a) Minimum cost distance for animal 

movement
(b) Assessment by animal movement

FIGURE 5. Assessment of green environment by animal movement

비슬산, 와룡산 등의 산림지역이거나 이와 인접

한 도시지역으로 나타났으며, 두류공원, 학산공

원, 장기공원 등과 같이 넓은 면적의 공원녹지

와 인접한 지역에서도 Ⅰ등급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74개 단위공간이 10~50ha의 녹지면적을 

가지는 녹지연결 양호지역(Ⅱ등급)으로 평가되

었는데, 이 지역들은 녹지연결 우수지역을 외부

에서 둘러싸고 있는 형태를 보였다. 

반면, 동물이동거리 내 녹지면적이 2~10ha

로 나타난 지역은 54개 단위공간으로 Ⅲ등급 

지역인 녹지연결 취약지역으로 평가되었다. 녹

지량이 2ha 미만으로 일정거리 내 녹지가 거의 

분포하지 않는 녹지환경 단절지역(Ⅳ등급)은 

14개의 단위공간으로 평가되었다. 공간별 위치

를 살펴보면, Ⅲ등급 지역의 내부에 분포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월성1동의 공업지

역을 중심으로 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따라서 월성1동과 같은 녹지연결 단절지역

에는 도시의 생태 및 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녹지공간의 확보가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동물이동성을 평가하기 위해 달서

구 내 핵심녹지를 분석한 결과, 내부면적 

100ha 이상의 안정적인 식생형태를 지닌 앞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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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and surface temperature (b) Assessment by thermal environment

FIGURE 6. Assessment of green environment by thermal environment(LST)

비슬산, 와룡산 등의 산림녹지가 선정되었다. 

또한, 달서구의 토지이용도 및 토지이용에 따른 

장애정도의 기준을 이용하여 핵심녹지까지의 

최소비용거리를 GIS 기법으로 분석하였다(그림 

5(a)). 최소비용거리 분석결과를 등급 설정기준

에 적용하여 동물이동성을 고려한 녹지환경 평

가도를 그림 5(b)와 같이 작성하였다. 이를 살

펴보면, 305개의 단위공간 중 125개의 구역에

서 200km 이하의 비용거리로 분석되어 동물이

동 우수지역(Ⅰ등급)으로 설정되었다. 이 지역

의 경우 핵심녹지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동물

들의 먹이공급, 번식활동 등과 같은 주요 서식

지로서의 역할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Park, 2009). 다음으로 비용거리가 200~ 

700km로 분석된 단위공간은 총 80개로 이들 

지역은 동물이동 양호지역(Ⅱ등급)으로 평가되

었다. Ⅱ등급 지역은 달서구의 서쪽에 위치한 

신당동, 북쪽에 위치한 이곡동과 용산동, 동남

쪽에 위치한 상인동 등을 중심으로 분포하였다.

2) 환경조절적 측면

환경조절적 측면에서의 녹지환경 평가는 도

시기후적 관점에서 도시공간의 열환경과 기온

저감기능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열환경 평가

는 위성영상에서 추출된 지표온도를 보정하여 

활용하였다. 열환경 현황을 살펴보면, 달서구 

서쪽의 성서산업단지 주변으로 22.0℃ 이상의 

높은 기온이 나타났으며, 앞산과 비슬산을 중심

으로 한 산림지역에서는 19℃ 미만의 낮은 기

온이 나타나 지역별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되

었다(그림 6(a)).

열환경 분석결과를 등급 설정기준에 따라 구

분하여 그림 6(b)와 같은 평가도를 구축하였다. 

305개의 단위공간 중 115개 지역의 평균기온

이 20.4℃ 미만으로 나타나 열환경 우수지역

(Ⅰ등급)으로 설정되었다. 이 지역은 앞산 및 

비슬산 등과 같은 산림지역을 따라 넓게 분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기온이 

20.4~21.4℃인 지역은 총 61개의 단위공간으

로 나타났으며, Ⅱ등급 지역인 열환경 양호지역

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평균기온이 21.4~22.

4℃로 나타난 단위공간은 94개이며, 대구광역

시의 평균기온인 21.4℃보다 높게 나타났기 때

문에 열환경 취약지역(Ⅲ등급)으로 설정하였다. 

달서구 내 대부분의 주거지역이 이 지역에 해

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두류동, 감삼

동 등 달서구의 동쪽에 위치한 지역에서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었다. 평균기온이 22.4℃ 이상

으로 분석된 지역은 35개 단위공간으로 나타났

으며, 열환경이 가장 열악한 지역인 열환경 단

절지역(Ⅳ등급)으로 명명하였다. Ⅳ등급 지역은 

서쪽의 성서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

으며, 특히 성당동, 월성2동 등에서 높은 분포

를 보였다. 이 지역은 대부분이 공장, 아스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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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reen area in thermal influence zone (b) Assessment by temperature decrease

FIGURE 7. Assessment of green environment by temperature decrease

콘크리트 등과 같은 불투수면으로 포장되어 있

으며, 공장에서 방출되는 방사열로 인해 대기 

및 지표온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Zhang et al., 2009; Lee et al., 2010).

다음으로 도시공간 내 녹지의 기온저감 기능

을 평가하기 위해 토지이용 영향권역(500m)  

내 녹지면적을 그림 7(a)와 같이 산출하였다. 

또한, 영향권역 내 녹지면적을 등급 설정기준으

로 구분하여 기온저감 기능을 고려한 녹지환경 

평가도를 작성하였다. 등급별 설정 결과를 살펴

보면, 녹지면적이 10ha 이상인 기온저감 우수

지역(Ⅰ등급)은 157개 단위공간으로 평가되었

다. 또한, 녹지면적이 1~10ha인 지역은 기온저

감 양호지역(Ⅱ등급)으로 75개 단위공간이 이 

지역에 포함되었다. 위치별로 살펴보면, Ⅰ등급

지역은 남동쪽 및 북쪽의 산림지역과 두류공원, 

장기공원, 본리공원의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분

포하였으며, Ⅱ등급 지역은 Ⅰ등급 지역의 외곽

을 따라 나타났다.

반면, 녹지면적이 0.06~1ha 미만으로 평가

된 지역은 Ⅲ등급 지역인 기온저감 취약지역으

로 설정하였으며, 44개의 단위공간이 이 지역

으로 평가되었다. Ⅲ등급 지역은 죽전동과 감삼

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 월성1, 2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 성당동 서쪽에 위치한 지역 등으로 구

분할 수 있다. 한편, 달서구의 305개 단위공간 

중 29개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기온저감 단절

지역(Ⅳ등급)은 토지이용 영향권역 내 녹지면

적이 0.06ha 미만으로 녹지가 거의 없는 지역

이다. 기온저감 단절지역의 달서구 내 분포형태

는 Ⅲ등급 지역과 유사한 형태를 보였으며, Ⅲ

등급 지역의 내부에 좁은 지역을 점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대부분 이 지역은 500m 영향권

역 내 녹지가 단절되어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

으므로 녹지량 증대를 위한 일정면적 이상의 

녹지공간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이용적 측면

이용적 측면에서 녹지환경 평가는 도시민에

게 제공되는 녹지의 공급적정성을 유지하기 위

해 1인당 녹지의 서비스공급량 분석결과를 토

대로 진행되었다. 우선, Huff의 중력모형을 이

용하여 녹지의 서비스공급량을 그림 8(a)와 같

이 산출하였다. 이렇게 분석된 녹지의 서비스공

급량을 녹지의 계획기준과 비교하기 위해 그림 

8(b)와 같이 산정된 행정동별 인구거주가능지

역에 대한 인구밀도를 이용하여 1인당 녹지 서

비스공급량을 산출하였다(그림 8(c)). 1인당 

녹지의 서비스공급량에 대한 평가결과를 살펴

보면, 산림녹지 및 두류공원, 본리공원, 장기공

원과 인접한 약 100m 이내에서는 25㎡/인 이

상의 녹지가 공급되었으며, 약 100~200m의 

지역에서는 10㎡/인 이상의 녹지가 공급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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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reen space’s service supply (b) Population density by administrative Dong

(c) Green space’s service supply per 

population
(d) Assessment by usage function

FIGURE 8. Assessment of green environment by usage function

1인당 녹지의 서비스공급량와 등급 설정기준

을 토대로 이용적 기능을 고려한 녹지환경 평

가도를 그림 8(d)와 같이 구축하였다. 녹지의 

서비스공급량이 40㎡/인 이상으로 나타난 지역

은 305개 단위공간 중 167개 구역으로 녹지의 

이용적 기능이 가장 높은 이용적 녹지환경 우

수지역(Ⅰ등급)으로 설정하였다. Ⅰ등급 지역은 

산림녹지 인접지역뿐만 아니라 두류공원, 본리

공원, 장기공원 등 대규모 공원녹지의 인접지역

에서도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

공원에서 서쪽으로 길게 Ⅰ등급 지역이 나타나

고 있는데, 이는 이 지역이 와룡산, 장기공원, 

갈산공원 등 여러 녹지에 의해 공급량이 산정

되기 때문이다. 한편, 녹지의 서비스공급량이 

9~40㎡/인으로 분석된 지역은 52개 단위공간

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Ⅱ등급 지역인 이용적 

녹지환경 양호지역으로 설정하였다. Ⅱ등급 지

역은 Ⅰ등급 지역의 인근지역으로 분포하는 형

태를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이 월성2동을 중심

으로 집중 분포하였다.

다음으로 녹지의 서비스공급량이 4.5~9㎡/인

인 지역은 46개 단위공간을 점하고 있으며, 이

용적 녹지환경 취약지역(Ⅲ등급)으로 평가하였

다. 또한, 녹지의 서비스공급량이 4.5㎡/인 미

만인 지역은 40개 단위구역으로 나타났으며, 

이 지역을 이용적 기능이 가장 낮은 이용적 녹

지환경 단절지역(Ⅳ등급)으로 설정하였다. 두 

지역의 공간적 분포패턴을 살펴보면, Ⅲ등급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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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Integrated assessment of green 

environment

역은 신당동, 진천동, 성당2동 등의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였으며, Ⅳ등급 지역은 감삼동 

및 죽전동, 월성1동 및 상인동 등의 공동주거지

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분포를 보였다. Ⅲ등급 

지역들은 대규모 녹지와의 접근거리가 타 지역

에 비해 가깝게 나타났음에 불구하고 녹지환경 

취약지역으로 설정된 경우가 많은데, 이는 녹지

의 서비스공급량에 비해 행정동별 인구밀도가 

높게 산정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Ⅳ등급 지역

들은 도시공간에 대한 서비스공급량이 높은 대

규모 녹지와의 거리가 멀고, 아파트 등과 같은 

공동주거지역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인구밀도

가 높게 산정되어 녹지의 서비스공급량이 낮게 

평가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녹지환경 단

절지역에서는 도시민이 많이 거주하는 공동주

거지역의 인근에 근린공원과 같은 신규 녹지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통합적 녹지환경 평가

자연생태적, 환경조절적, 이용적 기능을 고려

한 녹지환경 평가 결과 및 등급 설정기준을 토

대로 통합적 녹지환경 평가도를 그림 9와 같이 

작성하였다. 평가 결과, Ⅰ등급 지역인 녹지환

경 우수지역은 305개의 단위공간 중 142개 구

역으로 분석되었으며, 면적은 28.6㎢로 달서구 

전체면적의 44.8%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지환경 우수지역의 대부분은 남동쪽의 앞산

과 비슬산, 북쪽의 궁산과 와룡산의 산림녹지를 

중심으로 분포하였으며, 일부 지역은 두류공원, 

본리공원, 장기공원 지역을 따라 분포하는 것으

로 평가되었다. 한편, 등급별 토지이용형태를 

분석한 결과, 녹지환경 우수지역은 주거·행정

상업·공업 지역 등의 시설지역이 15.7%의 비

율로 낮게 나타난 반면, 농업 및 녹지 지역 등

과 같은 비시설지역의 점유비율은 84.3%로 높

게 분석되었다(표 2). 특히, 이 지역에서의 공

업지역 비율이 0.6%로 나타나 공업지역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어 녹지환경적 측

면에서 매우 건전한 지역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토지이용 특성에서 알 수 있듯이 Ⅰ

등급 지역은 대부분이 녹지지역으로 생태적, 환

경적, 이용적 기능이 매우 우수한 지역이다. 또

한, 이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생물들은 타지역

에 비해 종다양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며, 도

시민들은 우수한 녹지환경으로 인해 도시환경

에 대한 만족감 및 쾌적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녹지환경 우수지역은 기본적으로 

녹지에 대한 보전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산림지역에 대한 도로, 택지개발 등과 같은 개

발사업을 최대한 지양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

적인 측면에서도 자연녹지 및 보전녹지로 설정

된 지역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강화하고, 부득

이한 개발의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 개발

제한구역훼손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과 

같은 녹지훼손에 대한 부담금을 강화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Lee et al., 2008).

녹지환경 양호지역은 Ⅱ등급 지역으로 총 72

개의 단위공간으로 평가되었으며, 달서구 전체

면적의 25.1%를 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지역은 산림녹지 및 대규모 공원녹지의 인접지

역을 따라 분포하였으며, 월성2동의 일부지역도 

Ⅱ등급 지역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녹지환경 

양호지역의 토지이용형태를 살펴보면, 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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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de

Item

Rich zone 

(GradeⅠ)

Fair zone 

(Grade Ⅱ)

Poor zone 

(Grade Ⅲ)

Broken zone 

(Grade Ⅳ)

Dalseo-gu

(Total)

The number of spatial unit 142 72 73 18 305

Area(㎢, %)
28.6

(44.8) 

16.0

(25.1)  

15.8

(24.7)  

3.5

(5.5)  

63.9

(100.0) 

Percentage of 

facility area(%)

Residential area 8.8 40.4 24.9 47.7 22.8 

Public&Commercial area 3.9 9.4 11.2 17.1 7.8 

Industrial area 0.6 15.3 33.5 20.3 13.5 

Traffic area 2.5 8.9 9.9 7.6 6.2 

Total 15.7  73.9  79.6  92.7  50.3  

Percentage of 

non-facility 

area(%)

Agricultural area 5.4 2.8 4.5 1.3 4.3 

Green space 76.1 17.7 7.0 2.6 40.4 

Barren 1.8 4.2 6.8 2.6 3.7 

Water 0.8 1.3 2.1 0.7 1.3 

Others 0.2 0.1 0.1 0.0 0.1 

Total 84.3  26.1  20.4  7.3  49.7  

Total 100.0 100.0 100.0 100.0 100.0 

TABLE 2. Characteristics of Land use by grade                             (Unit: %)

이 40.4%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행

정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의 경우에도 각각 9.4%, 

15.3%로 높게 평가되었다. 이에 Ⅱ등급 지역은 

다양한 시설지역이 입지하고 있으며, 양호한 녹

지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시설지역이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

는 도시지역이지만, 가까운 지역에 대규모 녹지

가 입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도시기온이 낮게 

나타나 열환경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

문이다. 따라서 녹지환경 양호지역에서는 Ⅰ등

급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양호한 녹지환경

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Ⅲ등급 지역인 녹지환경 취약지역

은 73개의 단위공간이 포함되었으며, 전체면적

의 24.7%인 15.8㎢를 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이 지역은 산업단지가 집중적으로 입지하고 

있는 신당동과 월성1, 2동을 중심으로 분포하

였으며, 본리동과 성당2동, 용산동 등의 지역에

서도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토지이용 비율을 살

펴보면, 공업지역이 33.5%로 가장 높은 비율로 

분석되었으며, 주거지역의 경우에도 24.9%로 

높게 평가되었다. 이처럼 녹지환경 취약지역은 

녹지의 낮은 점유비율(7.0%)과 공업지역의 높

은 비율로 인해 높은 도시기온과 녹지부족으로 

인해 도시환경이 취약하게 평가된 것으로 판단

된다.

마지막으로 녹지환경이 가장 취약한 녹지환

경 단절지역(Ⅳ등급)은 18개의 단위공간이 포

함되었으며, 전체지역의 5.5%를 점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또한, 토지이용 분석에서 주거·행

정상업·공업 지역 등의 시설지역이 92.7%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녹지지역은 2.6%에 불

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 지역은 구

역 내 녹지가 거의 없는 단절된 지역으로 판단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생물의 접근이 곤란하

고, 도시민의 이용성이 낮게 평가된 것으로 사

료된다. 분포적 형태를 살펴보면, 감삼동과 죽

전동의 주거지역, 월성1동과 진천동의 주거 및 

공업지역, 신당동의 공업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

다. 감삼동과 죽전동의 주거지역은 높은 시설밀

도 및 불투수율로 인해 동물의 이동이 어려우

며, 대규모 녹지와의 거리가 가깝지 않아 녹지

연결성 및 기온저감 기능이 낮게 평가되었다. 

또한, 주거지역의 밀집으로 인해 인구밀도가 높

게 평가되어 도시민에 대한 녹지의 서비스공급

량이 취약한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월성1동과 

진천동의 주거 및 공업지역의 경우에도 감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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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죽전동의 경우와 유사하며, 특히 이 지역은 

공업지역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열환경 역시 

높게 평가되었다. 한편, 신당동지역의 경우 넓

은 면적의 성서산업단지로 인해 열환경이 높고, 

녹지와의 접근성이 불량하여 이용적 기능 및 

자연생태적 기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러나 이 지역의 경우 녹지지역, 농업지역, 수역 

등과 같은 비시설지역의 비율이 32.5%로 나타

나 녹지환경 자체가 Ⅳ등급의 타지역에 비해 

취약한 지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은 녹지환경 단절지역은 생물 

및 인간, 기후환경적 측면에서 모두 불리한 조

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

라서 녹지환경 단절지역에서는 녹지의 양적인 

증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 판

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이 지역을 도시 및 녹지

계획 시 가장 우선적인 추가녹지 조성 대상지

로 설정해야 하며, 지역 내 분포하고 있는 미조

성 공원 및 녹지를 조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

다. 또한, 택지개발사업, 재개발사업, 보금자리

주택건설사업 등 도시 내 다양한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법적인 기준에서 도시공원의 조성

기준인 6㎡/인 등과 같은 양적인 기준만을 적

용할 것이 아니라, 인접지역의 토지이용 특성, 

녹지의 기능성 및 접근성, 생태적 기준 등과 같

은 다양한 계획기준을 고려하여 개발지역 내 

적절한 위치에 적정한 녹지공간을 조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 달서구를 대상으

로 녹지의 세 가지 주요 기능을 고려하여 효율

적 녹지계획을 위한 녹지환경 평가를 실시하였

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녹지의 자연생태적 기능에서는 녹지연결성과 

동물이동성 지표를 고려하여 녹지환경을 평가

하였다. 녹지연결성은 달서구의 남쪽과 북쪽 외

곽에 위치한 앞산, 비슬산, 와룡산 등과 같은 

산림지역과 이와 인접하여 위치한 두류공원, 장

기공원 등을 따라 높은 녹지환경 등급을 가지

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동물이동성의 경

우에는 핵심녹지와 인접한 산림지역을 중심으

로 높은 등급이 나타난 반면, 죽전동, 감산동 

등의 넓은 주거지역을 따라 녹지환경 등급이 

낮게 분석되었다. 환경조절적 기능에서는 열환

경과 기온저감기능을 토대로 녹지환경 등급을 

평가하였는데, 열환경의 경우 달서구 남쪽의 앞

산과 비슬산 내부지역이 20.4℃ 미만의 우수지

역으로 평가된 반면, 성서산업단지가 위치한 성

당동 주변은 22.4℃ 이상의 지표온도 분포를 

보였다. 기온저감기능 지표의 평가에서는 달서

구 남·북쪽의 산림지역과 면적규모가 큰 공원

녹지(두류, 본리, 장기)를 중심으로 등급이 우

수하게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이용적 기능에

서는 1인당 녹지의 서비스공급량을 토대로 녹

지환경 등급을 평가하였다. 녹지의 서비스공급

량이 40㎡/인 이상으로 높게 평가된 지역은 산

림녹지 인접지역과 대규모 공원녹지 우수지역

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이용적 녹지등급이 가

장 낮게 나타난 지역은 녹지와의 접근거리가 

멀고, 인구밀도의 비율이 높은 상인 1, 2동을 

중심으로 집중 분포하였다.

최종적으로 녹지환경 평가모형을 적용한 결

과, Ⅰ등급 지역인 녹지환경 우수지역은 달서구 

전체면적의 44.8%를 점하며, 대부분 남동쪽의 

앞산과 비슬산, 북쪽의 궁산과 와룡산의 산림녹

지를 따라 분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녹지환

경 양호지역(Ⅱ등급)은 산림녹지 및 대규모 공

원녹지의 인접지역을 따라 위치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전체면적의 25.1%를 차지하고 있었

다. Ⅲ등급 지역인 녹지환경 취약지역은 전체면

적의 24.7%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

단지가 집중적으로 입지하고 있는 신당동과 월

성1, 2동을 중심으로 분포하였다. 녹지환경이 

가장 취약한 단절지역(Ⅳ등급)은 감삼동과 죽

전동의 주거지역, 월성1동과 진천동의 주거 및 

공업지역, 신당동의 공업지역 등으로 구분되며, 

전체지역의 5.5%를 점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녹지환경 평가 결과를 토대로 녹지계

획의 방향을 제안하면, 녹지환경 우수지역 및 

양호지역에서는 법적인 측면에서 녹지보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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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구해야 하며, 산림지역에 대한 도로, 택지

개발 등과 같은 개발사업을 최대한 지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지역들은 달서구의 핵심녹

지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생태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므로 생태네크워크 형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 및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녹지환경 취약지역 

및 단절지역에서는 도시 내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과 같은 불투수포장면을 감소시키고, 투수지

역 및 녹지대를 조성함으로써 도시의 투수비율

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택지개발사업, 

재개발사업 등과 같은 도시 내 다양한 개발사

업이 시행될 경우 법적인 녹지의 조성기준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인접지역의 토지이용 특

성, 녹지의 기능성 및 접근성, 환경적 특성 등

과 같은 다양한 기능적 계획기준을 고려하여 

개발지역 내 적절한 위치에 적정한 녹지공간을 

조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도시공간 내 녹

지계획은 녹지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도

시공간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대표적 환경

기반사업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에 향후 도시

공간 내 녹지를 신규 조성 및 재조성코자 할 

경우에는 대상지의 규모, 토지이용형태, 조성목

적 및 기능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조성방

식을 선정하여 선택적이고 단계적인 계획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는 녹지의 

다양한 기능 중 세 가지의 기능에 초점을 두었

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용권의 인구밀도

를 산정함에 있어 행정동별 인구를 이용하여 

산정하였기 때문에 실제 도시공간과 약간의 차

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향후에는 녹지의 다양

한 기능을 고려한 녹지환경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인구조사자료를 토대로 더 세분화된 인구

분배방식을 적용하여 현실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

1) 본 연구에서 녹지환경의 조작적 정의는 녹

지를 주요 대상으로 한 공간적 개념으로, 

자연 및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녹지지역뿐만 

아니라 건축물, 도로, 공장 등과 같이 넓은 

의미에서 녹지를 포함한 모든 지역으로 정

의하였다. 

2) 高原榮重(1988)은 도시민이 일상생활에 필

요로 하는 산소공급원이 충족되기 위한 생

태적인 녹지면적 기준을 40㎡/인으로 제시

하였으며, WHO의 1인당 녹지면적 권고기

준은 9㎡/인이다.

3) 합산평가 매트릭스는 여러 지표들을 합산하

여 종합적인 평가를 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2개 지표의 등급을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열

과 행으로 배열하여 조합된 등급이 생성하

는 방식이다(Kim et al., 2005).

4) 고해상도 위성사진은 Kompsat 2 영상으로 

2008년 5월, 2008년 11월, 2009년 11월

에 촬영된 것이며, 항공사진은 대구광역시

의 최근 영상을 이용하였다.

5) 위성영상의 지표온도와 AWS의 관측온도를 

회귀분석한 결과, 회귀식의 설명력은 0.504

로 나타났으며, 상수 및 지표온도는 유의수

준 1% 내에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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