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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효율적인 녹지의 계획 및 관리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녹지의 

기능적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대상지를 대구광역시 공원형 녹지로 설정하였으며, 

녹지의 기능은 자연생태적, 환경조절적, 이용적 기능으로 제한하였다. 선행연구 고찰 및 전문가 설

문조사에 의한 MCB 분석을 통해 13개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전문가 설문조사에 의한 AHP 분석

을 통해 기능별 지표의 가중치를 설정하였다. 공원형 녹지의 기능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자연생

태적 기능 평가에서는 냉천유원지, 대구체육공원, 달창유원지의 녹지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으로 

높게 분석되었다. 환경조절적 기능 평가의 경우 복현공원, 만촌공원, 천내공원 등 15개 녹지의 평

가 점수가 75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이용적 기능 평가에서는 수성공원, 달성공원, 월배공원 

등 11개 공원형 녹지의 점수가 80점 이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은 향후 공원

형 녹지의 신규 조성, 지속적인 관리 및 리모델링이 요구될 경우 효율적인 기초자료 및 가이드라

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녹지, 지리정보시스템, 자연생태, 환경조절, 이용, 분석적 계층화 과정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green space considering functional 

characteristics in order to provide the base data for efficient green planning and 

management. The study area was the park-type green spaces in Daegu and the functions 

were limited in nature-ecological, environment-control, and usage functions. Thirteen 

indicators were selected from the literature review and MCB analysis of expert survey. 

The weightings of functional indicators were established through AHP analysis of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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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functional assessment, Naengcheon amusement, Deagu 

sports, and Dalchang amusement parks had scores of more than 80 in the case of 

nature-ecological function. Fifteen parks such as Bokhyeon, Manchon, and Cheonnae 

parks had scores of more than 75 in terms of environment-control function and eleven  

parks such as Suseong, Dalseong, and Wolbae parks had scores of more than 80 in usage 

function.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can be used as the base data and guideline for 

construction of new park-type green space and continuous management and remodeling 

of current green space. 

KEYWORDS : Green Space, GIS, Nature-Ecology, Environment-Control, Usage, AHP

서  론

도시공간 내 녹지는 생물종 다양성 보존, 미

기후 조절, 대기오염 완화, 경관 형성, 인구과밀 

억제 등과 같은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Landsberg, 1981; Byun and Lee, 2002).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녹지가 도시민의 신체활

동을 증가시키고, 심리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

는 등 도시민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대표

적 활동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Orsega-Smith et al., 2004; Bedimo-Rung, 

et al., 2005; Cohen et al., 2006).

이러한 녹지는 연구의 목적과 성격 등에 따

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부 연

구자(Byun and Lee, 2002; Kong and 

Nakagoshi, 2006; Lee, 2011)들은 녹지를 공

공녹지, 자연녹지, 생산녹지, 기타녹지 등으로 

분류를 시도하고 있다. 이 중 공공녹지는 공원

형 녹지와 시설형 녹지로 세분할 수 있으며, 공

원형 녹지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의 휴식과 정서함양을 목적으로 조성된 도시공

원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녹

지를 말하고, 시설형 녹지는 공공의 목적에 따

라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의 역할

을 수행하기 위해 조성되어 있는 녹지로 정의

된다(Lee, 2011). 공원형 녹지는 녹지의 유형 

중 도시공간 내 가장 많은 개소로 분포하고 있

으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공간 내 

생태환경을 조절하는 등 많은 역할을 하고 있

다. 또한, 도시민의 생활과 가장 인접한 곳에 

위치하여 도시민의 녹지 이용 및 활용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도시의 과도한 성장과 무계획적

인 도시계획으로 인해 도시 내 공원형 녹지는 

무분별하게 배치되어 있고, 객관적인 환경 조사 

및 평가가 선행되지 않은 설계가의 주관적인 공

간계획으로 인해 녹지의 본래 기능을 상실하고, 

환경 및 생태적 기능이 저하되며, 도시민의 이

용에 불편함을 제공하고 있다(Lee and Jung, 

2012; Ro, 2013).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 국내외 다양한 연구자들은 공원형 녹

지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환경 및 생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외에서

는 녹지의 둘레, 면적, 분포, 주변 녹지와의 연

계성 등을 공식화한 경관지수를 이용하여 녹지

의 경관생태학적 특성을 분석하였으며(Tinker 

et al., 1998; Herzog et al., 2001; 

McGarigal et al., 2002), 국내에서도 Lee 

(2004), Ryu(2005), Sagong and Ra(2006) 

등이 녹지면적, 둘레, 프렉탈지수, 중력모형 등

을 활용하여 생태적 녹지연결성을 평가하였다. 

최근에는 Sung(2015)이 직접 연결형 도시공원

과 고립형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생태성을 비

교·평가하여 바람직한 녹지계획을 위해 도시

공원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 상황과 잠재성을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언급하였

다. 이용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Van Herzele 

and Wiedemann(2003)은 도시녹지의 공급기

준을 위한 지표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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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도를 평가하기 위한 세부변수로 공간, 자

연, 문화ᆞ역사, 조용함, 시설 등의 요소를 적용

하여 자연성을 고려한 이용적 측면을 평가하였

다. 또한, Jung(2005), Jung and Lee(2008) 

등은 GIS의 네트워크 기법을 활용하여 도시공

원 및 녹지의 불균형을 평가하였으며, Lee and 

Lee(2010), Lee and Jung(2012) 등은 GIS 

및 확률적 중력모형, 서비스공급량 분석을 통해 

공원 및 녹지의 공급적정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주변의 

환경여건 및 녹지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요소

를 고려한 계획 및 관리방향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Lee, 2011; Sung,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의 공원형 녹지를 대

상으로 녹지의 기능적 특성을 고려한 GIS 기반

의 종합 평가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공원형 녹

지의 계획 및 관리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지 및 방법

1. 연구대상지 및 대상녹지

대구광역시는 우리나라의 영남 내륙지역에 

위치한 내륙형 광역도시로 약 251만 여명의 도

시민이 거주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총 8개 행

정구ᆞ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면적은 약 

884.1㎢이다(그림 1). 또한, 이 지역은 동쪽의 

팔공산(1,192m), 남쪽의 비슬산(1,084m)과 

앞산(660m) 등이 환상으로 둘러싸고 있으며, 

국가하천인 낙동강과 금호강 및 27개의 지방하

천이 도시를 흐르고 있는 우수한 자연환경을 

가진 도시이다. 그러나 대상지역은 도시성장 과

정에서 무분별한 도시확산으로 인해 녹지의 양

적, 질적 감소현상이 발생하였다(Sagong, 

2004). 또한, 이로 인해 도시녹지의 불균형 현

상이 심각하게 대두되었고, 녹지의 기능적 특성

을 고려하지 못한 계획으로 인해 도시민의 이

용만족도가 저감되기도 하였다(Lee and Jung, 

2012). 이에 본 연구의 대상지를 대구광역시로 

설정하여 도시녹지의 특성을 고려한 관리방향 

제안을 위한 공원형 녹지의 기능별 평가를 수

행하였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의 공원형 녹지를 대상

으로 기능별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대상녹지를 

설정하였다. 공원형 녹지는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유원지 등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 중 면적의 크기가 작은 소공원과 어

린이공원은 대상녹지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미

조성 녹지의 경우 토지이용상 도시민의 이용이 

가능한 지역으로 구성된 지역은 대상녹지에 포

FIGURE 1. Location of study area and p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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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대상녹지는 근린공원 

97개소, 체육공원 1개소, 유원지 5개소 등 총 

103개이다. 대상녹지의 총 면적은 1,305.8ha

이며, 이 중 1ha 미만의 면적을 가진 녹지는 8

개로 7.2ha의 면적을 점하고 있다(표 1). 또한, 

1~3ha의 면적을 가진 녹지는 41개로 가장 많

이 분포하고 있으며, 100ha 이상의 대규모 녹

지는 대구체육공원, 냉천유원지, 두류공원 등 8

개로 나타났다.

 Category Number Total area(ha)

<1ha 8 7.2

1~3ha 41 62.7

3~10ha 20 110.6

10~100ha 26 819.4

≧100ha 8 1,139.5

Total 103 2,139.4

TABLE 1. Classification of parks by area

2. 연구방법

1) 기능별 지표선정 및 가중치 설정

녹지의 기능은 일반적으로 생태보전, 환경적, 

사회·이용적, 경제적, 심리적 기능 등으로 분

류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연생태적, 환

경조절적, 이용적 기능으로 제한하여 분석을 진

행하였다. 이는 세 가지 기능의 경우 녹지의 직

접적인 영향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반면, 경제적 

기능 및 심리적 기능은 간접적인 영향으로 분

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원형 녹지의 기능별 세부 평가지표를 선정

하기 위해 우선 다양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35

개의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1차 설문조사를 통

해 세 가지의 기능적 평가지표를 분류하였다. 

이후, 2차 설문조사에 의한 MCB(Multiple 

Comparisons with the Best treatment)분석

을 통해 표 2와 같이 총 13개의 최종지표를 선

정하였다1). 이후 세 가지 기능에 따른 세부지

표의 가중치를 설정하기 위해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활용하여 지표들 

간의 상대적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AHP 설문

은 총 55부의 설문을 회수하여 54부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2). AHP 분석에서 비일관성 

비율(Inconsistency Ratio: IR)이 20% 이하인 

자료만을 이용하였다(Saaty, 1980).

Function Indicator Method Unit

Nature-
ecological 
function

Green space area Area of green space ha

Green connectivity
a) Gamma index    

    
-

b) Connected area green space area within 3㎞ ha

Animal movement Minimum distance cost to core green space km

Eco-area ratio Weightings of eco-area ratio(Ministry of Environment, 2005) -

NDVI      

    
-

Environment-c
ontrol function

Temperature 
decrease  

        
×  %

Green cover ratio  
  

× %

Air purification
Sulfur absorption(SO2)by green space type g/yr

Nitrogen absorption(NO2)by green space type g/yr

Carbon sink Carbon absorption(CO2)by green space type kg/yr

Permeability Curve Number(CN) -

Usage function

Accessibility Minimum distance cost to residential area m

Population Population density in available area pop./㎡

Satisfaction Average satisfaction -

TABLE 2. Analytical method by assessment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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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표별 평가방법

공원형 녹지에 대한 세 가지 기능별 지표를 

평가하기 위해 표 2와 같은 분석방법을 활용하

였다. 자연생태적 기능 지표를 살펴보면, 녹지

면적은 경작지, 초지, 인공(조경)녹지, 자연식

생, 차수수면, 투수수면 등의 녹지지역 면적을 

산정하여 활용하였다. 녹지연결성은 감마(γ)지

수와 녹지연결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생태

적 기준에서 녹지의 연결정도는 동물의 이동거

리 내 분포하는 녹지량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

로, 소형 포유류 및 작은 크기 새들의 적정 이

동거리인 3㎞를 녹지 연결 범위의 기준으로 활

용하였다(Forman and Gordon, 1986, Riess, 

1986). 동물이동성은 동물이 핵심녹지3)까지 

이동하기 위한 거리비용으로 산정하였다. 생태

면적률은 Ministry of Environment(2005)의 

적용지침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하

였다. 식생활력도는 Landsat 5 TM(2008년 5

월 31일 촬영)에서 산출한 NDVI를 활용하였다.

환경조절적 기능 지표를 살펴보면, 온도저감

은 녹지 외부지역(500m)의 평균온도에 대한 

내부지역의 온도저감 비율을 산정하여 활용하

였다. 여기서, 온도 데이터는 Landsat 5 TM 

영상의 열적외선 밴드(Band 6)로부터 지표온

도를 추출하였다. 녹피율은 전체면적에 대한 녹

피면적의 비율로 계산하였다. 대기정화(SO2 및 

NO2) 및 탄소흡수(CO2) 지표는 서울특별시 원

단위 자료를 이용하여 연간 100㎡(10m× 

10m)당 대기정화 효과를 산정하였다(Cho and 

Jo, 2002). 투수성은 유출곡선지수(Curve 

Number: CN)를 이용하여 녹지 내 토양의 배

수정도를 분석하였다. CN값을 산출하기 위한 

국립농업과학원(Jung et al., 2007)의 기준에 

따라 수문학적 토양유형을 구분하였고,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2005)의 

토지피복기준에 따라 CN값 산정하였다.

(a) land use map within green space (b) land surface temperature

FIGURE 2. Spatial database inventory of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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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적 기능 지표를 살펴보면, 녹지접근성은 

공원형 녹지 주변의 주거지역까지 이동하기 위

한 거리비용을 산출하여 적용하였다. 이용인구

는 녹지의 이용권역 내 분포하고 있는 행정동별 

인구를 고려하여 산출하였으며, 이용만족도는 

대구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Daegu, 2010)에

서 실시된 만족도 값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였다.

3) 데이터 수집 및 구축

녹지현황도는 토지이용도를 기반으로 대략적

인 경계 작업을 실시한 후, 2009년 촬영된 

Kompsat 2 위성영상 및 2010년에 촬영된 디

지털항공사진을 통해 보정하여 구축하였다. 동

물이동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토지이용지도는 

환경부에서 제작한 토지피복도(중분류)를 기초

로 Kompsat 2 위성영상 및 디지털항공사진을 

토대로 갱신하였다. 또한, 공원형 녹지 내 토지

피복지도는 Kompsat 2 위성영상을 통해 토지

피복 형태의 경계 작업을 실시하고, 설정된 경

계 폴리곤에 토지피복 속성정보를 입력하여 8

개 항목의 지도를 생성하였다(그림 2(a)).

온도저감 기능 분석을 위해 2008년 5월 31일 

촬영된 Landsat 5 TM 영상을 이용하여 기하보

정과 정사보정을 실시한 후, NASA(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모

델을 이용하여 열적외선 밴드로부터 지표온도

를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온도보정을 위해 토지

피복 특성을 고려한 방사보정을 실시하여 표면

온도 분포도를 구축하였다(그림 2(b)). 한편, 

모든 평가지표의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는 

raster 기반의 10m×10m의 픽셀단위로 구축

하였다. 

4) 점수화 방법

각 지표의 분석방법에 의한 공원형 녹지 평

가 결과들은 다양한 단위 및 크기의 값으로 산

출된다. 이러한 산출값을 표준화하여 사용하기 

위해 식 (1)과 같은 스케일 조정을 거친 방법

(re-scaled)을 활용하였다. 이 방법은 통계적 

계산이 다소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구간정

보를 보유하며, 구간단위 데이터를 유지시키는 

기법들 중 특이치들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Kim and Yuh, 

2009). 스케일 조정을 거친 방법으로 지표의 

값들을 표준화하면 동일한 범위 내 최소값과 

최대값을 기준으로 0~100점까지의 값이 산출

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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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및 고찰 

1. 공원형 녹지의 기능별 가중치 설정

공원형 녹지의 기능별 가중치를 설정하기 위

해 계층적 분석법을 적용하였다. 자연생태적 기

능의 세부 평가지표에 대한 AHP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녹지연결성 및 녹지면적 지표의 중요

도가 각각 0.306, 0.295로 높게 평가되어 공원

형 녹지와 같이 도시지역 내 소규모 녹지에서

는 녹지의 절대적인 양 및 타 녹지와의 연결성

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a)). 반면, 

동물이동성 지표는 0.098로 가장 낮게 나타나 

자연생태적 평가지표로서의 중요도가 낮은 것

으로 평가되었다.

환경조절적 기능에서는 녹피율 지표의 중요

도가 0.245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는데, 이는 

타 지표가 질적인 지표인 반면, 녹피율은 양적

인 지표로서 질적인 지표를 대표할 수 있기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3(b)). 한편, 탄소

흡수 지표의 중요도는 0.166으로 5개 항목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탄소흡수는 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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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절대적인 양에 비례하여 효과가 나타나는데, 

실제로 녹지의 탄소저감 효과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시설이 우점한 공원지역과 산림의 경

우 연간 탄소흡수량이 약 3~20배 정도의 차이

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어 공원형 녹지에서는 

그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Ahn, 2010). 이로 인해 공원형 녹지의 

환경조절적 기능에서는 중요도가 낮게 평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용적 기능에서는 녹지접근성 지표의 중요도

가 0.5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림 4(c)). 

이는 공원형 녹지의 이용성에는 타 지표들보다 

녹지와의 거리 및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

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Van Herzele and 

Wisdemann, 2003; De Clercq et al., 2007). 

이외의 지표인 이용만족도와 이용인구의 중요도

는 각각 0.267, 0.176으로 평가되었다.

2. 자연생태적 기능 평가 

1) 개별 기능 평가

공원형 녹지의 자연생태적 기능 평가를 살펴

보면, 녹지면적 지표의 경우 녹지면적이 가장 

큰 공원형 녹지는 냉천유원지로 158.55ha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구체육공원, 달

창유원지, 두류공원 등 5개 공원형 녹지도 

100ha 이상의 면적을 점하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그림 4(a)). 또한, 10ha 이상의 넓은 

면적을 가진 공원형 녹지는 33개로 분석되어 

대체로 대구광역시에는 넓은 면적의 녹지가 다

수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성구의 

수성공원과 달서구의 호림공원은 각각 0.33ha, 

0.48ha로 나타나 녹지면적이 가장 작은 지역으

로 평가되었다.

(a) nature-ecological function (b) environment-control function

(c) usage function

FIGURE 3. Results of AHP analysis by functions of park-type green space



대구광역시 공원형 녹지의 기능적 특성을 고려한 종합 평가 / 이우성 127

녹지연결성에 대한 평가는 감마지수와 동물

의 적정 이동거리 내 녹지량을 평가지표로 활

용하였다. 공원형 녹지의 감마지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여 있

고, 녹지의 양이 풍부한 대구체육공원, 냉천유

원지, 달창유원지 등과 같은 녹지에서의 감마지

수가 대부분 1로 평가되어 녹지의 연결성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b)). 특히, 달성군 

유가면에 위치하고 있는 달창유원지와 가창면

에 위치하고 있는 냉천유원지는 배후의 산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감마지수가 높게 분

석되었다. 반면, 도시화 구역 내 입지하고 있는 

소규모 근린공원의 경우 감마지수가 낮게 나타

난 녹지들이 다수 분포하였다. 특히, 중구에 조

성되어 있는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2·28기념

공원, 중앙공원 등은 이용객의 편이성을 고려하

여 불투수 포장면을 곳곳에 설치하였기 때문에 

감마지수가 낮게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동물의 이동거리 내 녹지량의 경우 

반경 3㎞ 내 가장 많은 녹지량을 가지고 있는 

공원형 녹지는 달성군 가창면의 냉천유원지로 

약 2,000ha 이상의 많은 녹지와 연결된 것으로 

평가되었다(그림 4(c)). 이는 냉천유원지가 앞

산 및 법니산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

문이다. 이외에도 수성구의 대구체육공원 및 수

성유원지 등이 동물 이동거리 내 많은 녹지량

(a) green space area (b) gamma index (c) connected green area

(d) animal movement (e) eco-area ratio (f) NDVI

FIGURE 4. Results of assesment by indicators of nature-ecological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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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달성군의 본리

공원과 달성공단내공원도 연결된 녹지량이 풍

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도심지역에 조

성되어 있는 달성공원,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신암공원 내 녹지들은 인접지역에 대규모 녹지

가 존재하지 않아 녹지면적이 100ha 미만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동물이동성은 동물이 도시공간 내에서 핵심

녹지로 이동하기 위한 정도를 표현한 지표이다. 

핵심녹지와 토지피복 유형별 장애정도를 이용

하여 최소거리비용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4(d)와 같다. 녹지연결성 분석에서 산림지역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던 냉천

유원지, 대구체육공원, 수성유원지 등의 공원형 

녹지가 최소거리비용이 낮게 평가되었으며, 핵

심녹지까지의 거리가 가깝고 장애요인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서구 및 달서구의 북

쪽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공원형 녹

지들은 최소거리비용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

는 핵심녹지가 달성군 및 동구에 집중되어 있

어 거리가 멀고, 녹지의 인접지역에 공업지역 

및 도로가 인접하고 있어 장애정도가 높게 평

가되었기 때문이다.

생태면적률은 대상면적의 생태적 기능을 고려

하여 자연지반녹지를 1, 콘크리트 포장면을 0으

로 하고, 옥상녹화·투수포장 등에 대해 각각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한 자연순환기능의 비율

을 의미한다(Ministry of Environment, 

2005). 대구광역시의 공원형 녹지는 대부분 녹

지의 점유비율이 높게 나타나 생태면적률의 가

중치가 높게 평가되었다(그림 4(e)). 그러나 

두류공원, 대구체육공원, 동촌유원지 등의 녹지

는 공원의 특성상 놀이시설, 체육시설, 문화공

간 등과 같은 불투수포장지역으로 이루어진 시

설들이 입지하고 있어 녹지공간 내 생태면적률

의 가중치가 1과 0으로 대비되어 평가된 지역

이 넓게 나타났다.

NDVI를 통해 평가된 공원형 녹지의 식생활

력도를 살펴보면, 냉천유원지의 남서쪽에 위치

한 녹지의 NDVI가 0.7 이상으로 높게 분석되

었으며, 대구체육공원의 남쪽에 위치한 녹지, 

범어공원의 서쪽에 위치한 녹지에서 0.6 이상 

높은 값으로 분석되어 식생활력도가 풍부한 것

으로 평가되었다(그림 4(f)). 반면, 도심지 내

에 조성되어 있는 무지개공원, 마을마당공원, 월

천공원, 신암공원 등 소규모의 근린공원들은 대

부분 NDVI가 낮게 평가되었다. 이는 도심지 내 

공원형 녹지들이 기존의 산림지역이 아니라 경

관 또는 완충의 목적을 위해 조성한 경우가 많

으며, 식재밀도도 높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 종합 평가

자연생태적 기능의 개별 지표에 가중치를 적

용하여 픽셀단위로 평가한 결과는 그림 5(a)와 

같으며, 이를 개별 녹지단위로 재평가한 결과는 

그림 5(b) 및 표 3과 같다. 분석 결과를 살펴

보면, 냉천유원지, 대구체육공원, 달창유원지 등

의 공원형 녹지에서 자연생태적 기능이 80점 

이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이는 이들 녹지가 

면적이 넓으며, 산림과 인접한 위치에 분포되어 

있어 녹지연결성, 동물이동성이 우수하고, 넓은 

자연식생 지역으로 인해 생태면적률이 높게 평

가되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범어공원, 대암공

원, 응암제3공원, 비슬공원 등 6개 공원형 녹지

는 65점 이상의 우수한 기능성을 가지는 것으

로 평가되었다.

반면, 마을마당공원, 평리공원, 안심공원, 중

앙공원 등 13개 공원형 녹지들은 30점 미만의 

낮은 점수로 나타나 자연생태적 기능이 낮은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녹지들은 면적이 작

고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녹지연결성이 낮으

며, 공원형 녹지 내 토지이용상 자연식생보다 

조경녹지, 포장지 등이 넓게 존재하고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이 공원형 녹지들의 자연생태적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녹지 내 포장지를 

줄이고, 식생지역을 확대해야 하고, 녹지간의 

거리를 고려한 녹지 및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해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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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re Score

(a) pixel level (b) park level

FIGURE 5. Results of integrated assesment by nature-ecological function

Nature-ecological function Environment-control function Usage function

District Name of park Score District Name of park Score District Name of park Score

Dalseong Nangcheon A. 93.11 (1) Buk Bokhyeon 82.04 (1) Suseong Suseong 85.94  (1)

Suseong Daegu sports 82.15 (2) Suseong Manchon 79.49 (2) Jung Dalseong 85.37 (2)

Dalseong Dalchang A. 80.43 (3) Dalseong Cheonnae 79.10 (3) Dalseo Wolgok 83.44 (3)

Suseong Meomeo 70.85 (4) Dalseo Janggi 78.21 (4) Dalseo Wolbae 81.85 (4)

Dalseong Daeam 69.33 (5) Suseong Gyeongnam 78.03 (5) Suseong Bummul 81.68 (5)

Dalseong Eungam 3 68.41 (6) Suseong Sawol 77.43 (6) Seo Ihyeon 81.09 (6)

Dalseong Eungam 1 68.21 (7) Dalseong Eungam 1 77.22 (7) Dalseo Wolchon 81.07 (7)

Dalseong Bonri 67.10 (8) Dalseong Industrial complex 2 76.54 (8) Dalseo Wolmyeong 81.05 (8)

Dalseong Biseul 66.01 (9) Dalseo Jangdong 76.28 (9) Dalseo Wolseong 80.57 (9)

Suseong Suseong A. 63.87 (10) Dalseong Eungam 3 76.09 (10) Suseong Jisan 80.46 (10)

Dalseong DalseongI.C. 62.36 (11) Buk Gususan 75.74 (11) Suseong Sinmae 80.16 (11)

Suseong Manchon 61.27 (12) Buk Chimsan 75.64 (12) Dalseo Daegok 78.81 (12)

Dalseo Duryu 60.45 (13) Dalseong DalseongI.C. 75.32 (13) Buk Dongcheon 78.56 (13)

Dalseo Haksan 60.3 (14) Dalseong Samri 75.12 (14) Dalseo Seonwon 77.98 (14)

Dong Bullo 60.28 (16) Dalseo Songhyeon 75.07 (15) Dalseo Igok-sangsu 77.66 (15)

Dalseong Hwawon A. 60.28 (15) Dalseo Galsan 74.17 (16) Dalseo Igok-bunsu 77.14 (16)

Dong Donjibong 58.83 (17) Dalseo Igok-jeongja 74.10 (17) Dalseo Yongsan 77.08 (17)

Dalseong Palbong 58.49 (18) Dalseong Palbong 73.78 (18) Suseong Simin 76.97 (18)

Dalseong Yuga 57.25 (19) Dalseong Seojae 73.20 (19) Dalseo Madang 76.20 (19)

TABLE 3. Results of assesment on park-type green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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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e-ecological function Environment-control function Usage function

District Name of park Score District Name of park Score District Name of park Score

Dalseong Samri 57.12 (20) Suseong Meomeo 73.02 (20) Dalseo Igok-jeongja 76.17 (20)

Buk Gususan 55.95 (21) Dalseo Bulmigol 72.94 (21) Dalseo Baesil 76.15 (21)

Dalseong Namdong 55.82 (22) Dalseo Baesil 72.56 (22) Buk Daebul 76.11 (22)

Dalseong Dasa 54.72 (23) Dalseong Industrial complex 1 72.27 (23) Dalseo Waryong(up) 76.04 (23)

Dalseo Janggi 54.01 (24) Dalseong Daeam 71.74 (24) Suseong Maeho 75.95 (24)

Dalseong Hatbit 53.06 (25) Dalseong Biseul 71.70 (25) Dalseo Waryong(down) 75.88 (25)

Dalseong Cheonnae 52.91 (26) Buk Daebul 71.03 (26) Seo Gamsam 75.76 (26)

Dalseong Industrial complex 2 51.91 (27) Dalseong Namdong 70.96 (27) Seo Pyeongri 75.72 (27)

Dalseong Gangrim 51.84 (28) Buk Teajeon 70.70 (28) Suseong Hwarang 75.60 (28)

Suseong Gyeongnam 51.21 (29) Dalseong Bonri 70.43 (29) Dalseo Dowon 75.03 (29)

Dalseo Songhyeon 51.17 (30) Dalseo Seonwon 70.1 (30) Dalseo Mujigae 74.44 (30)

Suseong Sawol 50.99 (31) Dalseong Changri 70.03 (31) Dong Ansim 74.08 (31)

Dalseong Changri 50.84 (32) Dalseong Dasa 69.62 (32) Suseong Gyeongnam 74.01 (32)

Buk Bokhyeon 50.72 (33) Dalseong Nangcheon A. 69.27 (33) Buk Hamji 73.91 (33)

Dalseo Dowon 50.19 (34) Dalseo Haksan 68.33 (34) Seo Sangri 73.90 (34)

Dalseong Industrial complex 1 49.83 (35) Dong Donjibong 67.34 (36) Dalseo Gangchang 73.86 (35)

Dalseong Hadong 49.58 (36) Buk Yeonam 67.34 (35) Buk Guam 73.50 (36)

Dalseo Bulmigol 49.56 (37) Dalseong Yuga 66.97 (37) Dalseo Songhyeon 73.38 (37)

Dalseong Seojae 49.30 (38) Dalseong Hwawon A. 66.62 (38) Buk Seobyeon 73.18 (38)

Dong Dongchon A. 48.87 (39) Dong Bullo 65.68 (39) Buk Teajeon 73.10 (39)

Dalseo Seonwon 48.80 (40) Dalseong Hatbit 64.8 (40) Suseong Nobyeon 72.83 (40)

Dalseong Sandong 48.57 (41) Dalseong Gangrim 64.79 (41) Buk Gwaneum 72.80 (41)

Buk Yeonam 48.26 (42) Jung Dalseong 64.48 (42) Buk Dongbyeon 72.74 (42)

Buk Chimsan 48.11 (43) Dalseo Igok-sangsu 62.30 (43) Buk Gususan 72.64 (43)

Buk Teajeon 47.88 (44) Suseong Simin 61.98 (44) Dalseo Jangdong 72.52 (44)

Dalseo Igok-jeongja 46.57 (45) Seo Sangri 61.95 (45) Dong Sinam 72.40 (45)

Suseong Sangri 46.43 (46) Dalseong Hadong 61.78 (46) Nam Daemyeong 2 72.36 (46)

Seo Simin 46.43 (47) Nam Daemyeong 2 58.66 (47) Jung Gukchaebosang 72.14 (47)

Dalseo Baesil 46.39 (48) Dalseong Sandong 56.98 (48) Dalseo Bulmigol 71.45 (48)

Dalseo Jangdong 46.10 (49) Dalseong Dalchang A. 56.57 (49) Dong Sinseo 71.42 (49)

Buk Hamji 45.65 (50) Suseong Daegu sports 56.20 (50) Buk Chimsan 70.83 (50)

Dalseo Galsan 45.60 (51) Dalseo Duryu 55.61 (51) Dong Mangudang 70.72 (51)

Dalseo Wolchon 44.95  (52) Dalseo Dowon 54.81  (52) Dalseo Duryu 70.00  (52)

Buk Daebul 43.98 (53) Jung 228 Jungang 52.72 (53) Dong Dongchon A. 69.86 (53)

Suseong Bummul 42.05 (54) Seo Ihyeon 52.20 (54) Jung 228 Jungang 69.84 (54)

Dalseo Wolgok 41.44 (55) Suseong Sinmae 49.73 (55) Dalseo Hosan 69.68 (55)

Dalseo Igok-sangsu 40.56 (56) Dalseo Horim-riversid 49.33 (56) Dong Yulha 69.48 (56)

Nam Daemyeong 2 40.05 (57) Jung Gamyeong 48.55 (57) Buk Yeonam 69.31 (57)

Buk Guam 39.79 (58) Dalseo Yongsan 48.39 (58) Dalseong Cheonnae 69.26 (58)

Buk Gwaneum 39.73 (59) Suseong Suseong A. 48.31 (59) Buk Singi 69.20 (59)

Suseong Jisan 39.58 (60) Dalseo Wolseong 47.40 (60) Dong Bullo 69.05 (60)

Dalseo Daegok 39.48 (61) Dong Yulha 46.81 (61) Suseong Manchon 68.93 (61)

Dong Yulha 38.35 (62) Buk Gwaneum 46.77 (62) Suseong Meomeo 68.42 (62)

TABLE 3.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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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e-ecological function Environmental function Usage function

District Name of park Score District Name of park Score District Name of park Score

Buk Maecheon 37.92 (63) Dong Mangudang 45.79 (63) Dalseo Janggi 68.32 (63)

Jung Dalseong 37.86 (64) Suseong Nobyeon 45.47 (64) Suseong Suseong A. 67.97 (64)

Dong Mangudang 37.70 (65) Dalseo Wolgok 45.02 (65) Dalseong Hadong 67.49 (65)

Dalseo Wolbae 37.20 (66) Dalseo Wolbae 44.60 (66) Buk Bokhyeon 67.15 (66)

Suseong Sinmae 36.55 (67) Suseong Maeho 44.09 (67) Dalseo Haksan 66.95 (67)

Seo Ihyeon 36.36 (68) Dalseo Waryong(up) 43.31 (68) Dalseong Sandong 66.94 (68)

Buk Dongcheon 36.30 (69) Dalseo Wolmyeong 42.65 (69) Jung Gamyeong 66.80 (69)

Dalseo Wolseong 36.18 (70) Buk Hamji 41.94 (70) Dong Donjibong 66.12 (70)

Buk Dongbyeon 36.08 (71) Dalseo Sanghorim 41.53 (71) Dalseo Sangrok 65.92 (71)

Suseong Nobyeon 35.63 (72) Buk Maecheon 41.06 (72) Dalseong Namdong 65.80 (72)

Buk Seobyeon 35.42 (73) Dalseo Mujigae 40.52 (73) Dalseo Sanghorim 65.29 (73)

Suseong Maeho 35.16 (74) Dalseong Maegok 40.21 (74) Dalseong Palbong 65.18 (74)

Dalseong Maegok 33.91 (75) Jung Gukchaebosang 39.80 (75) Dalseong Industrial complex 1 64.94 (75)

Dalseo Waryong(up) 33.59 (76) Dalseo Daegok 39.34 (76) Dalseong Dasa 64.67 (76)

Jung 228 Jungang 33.28 (77) Dalseo Wolchon 39.01 (77) Dalseong Changri 64.05 (77)

Dalseo Hosan 32.87 (78) Dalseo Science complex 38.94 (78) Dalseo Horim-riverport 63.89 (78)

Dalseo Wolmyeong 32.03 (79) Dalseo Igok-bunsu 38.50 (79) Dalseo Horim-riversid 63.51 (79)

Dalseo Sanghorim 31.94 (80) Suseong Suseong 38.28 (80) Dalseong Yuga 62.75 (80)

Dalseo Horim-riversid 31.79 (81) Buk Dongbyeon 37.69 (81) Dalseong Samri 62.64 (81)

Dalseo Yongsan 31.53 (82) Dalseo Hosan 37.43 (82) Buk Maecheon 62.01 (82)

Dalseo Gangchang 31.52 (83) Dalseo Gangchang 36.97 (83) Dalseong Hwawon A. 61.92 (83)

Dalseo Igok-bunsu 31.30 (84) Buk Singi 36.80 (84) Dalseo Galsan 61.68 (84)

Jung Gukchaebosang 31.10 (85) Dong Dongchon A. 36.42 (85) Dalseong Gangrim 61.36 (85)

Dalseo Waryong(down) 30.68 (86) Dalseo Waryong(down) 35.41 (86) Dalseo Wolcheon 61.21 (86)

Dalseo Sangrok 30.66 (87) Dalseo Sangrok 35.28 (87) Dalseong Hatbit 61.18 (87)

Suseong Suseong 30.49 (88) Dong Sinseo 34.76 (88) Suseong Sawol 61.04 (88)

Dalseo Mujigae 30.40 (89) Buk Guam 34.72 (89) Dalseong Eungam 1 60.83 (89)

Buk Singi 30.31 (90) Suseong Jisan 34.38 (90) Dalseong Seojae 60.16 (90)

Dalseo Science complex 29.88 (91) Dong Ansim 34.17 (91) Dalseong DalseongI.C. 60.07 (91)

Dong Sinseo 29.73 (92) Dong Sinam 34.12 (92) Dalseo Horim 59.94 (92)

Dong Dongho 28.86 (93) Suseong Bummul 33.93 (93) Dalseong Daeam 59.80 (93)

Dong Sinam 28.77 (94) Suseong Hwarang 32.64 (94) Dong Dongho 59.71 (94)

Suseong Hwarang 28.27 (95) Buk Seobyeon 32.05 (95) Dalseo Science complex 59.54 (95)

Dalseo Wolcheon 27.18 (96) Dong Dongho 30.75 (96) Suseong Daegu sports 57.81 (96)

Jung Gamyeong 26.76 (97) Buk Dongcheon 30.37 (97) Dalseong Bonri 54.76 (97)

Dalseo Horim-riverport 25.91 (98) Seo Pyeongri 29.85 (98) Dalseong Nangcheon A. 51.15 (98)

Dalseo Horim 25.54 (99) Dalseo Wolcheon 29.80 (99) Dalseong Maegok 50.85 (99)

Seo Gamsam 24.31 (100) Seo Gamsam 29.66 (100) Dalseong Industrial complex 2 50.65 (100)

Dong Ansim 23.99 (101) Dalseo Madang 26.85 (101) Dalseong Dalchang A. 50.40 (101)

Seo Pyeongri 20.10 (102) Dalseo Horim-riverport 25.57 (102) Dalseong Eungam 3 50.36 (102)

Dalseo Madang 14.46 (103) Dalseo Horim 24.30 (103) Dalseong Biseul 49.19 (103)

TABLE 3. Continued



An Integrated Assessment of Park-Type Green Space Considering Functional Characteristics in Daegu132

3. 환경조절적 기능 평가 

1) 개별 기능 평가

온도저감비율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달서

구에 위치한 두류공원과 학산공원의 녹지 중심

지역을 따라 1℃ 이상의 온도저감 효과가 있으

며, 온도저감비율은 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

다(그림 6(a)). 이 녹지들은 500m 범위 내 밀

집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이 입지하고 있어 녹지 

외부의 온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공원 내 녹지

의 면적이 크고 식생의 활력도가 우수하여 온

도저감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대구

체육공원, 수성유원지, 냉천유원지의 일부 지역

에서는 온도저감비율 -5% 이상으로 나타나 녹

지 외부지역의 평균온도보다 약 1℃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녹피율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복현공원, 돈

지봉공원, 송현공원 등 16개 공원의 녹피율이 

100%로 분석되었으며, 대암공원, 장기공원, 갈

산공원 등 22개 공원의 녹피율이 90% 이상으

로 높게 분석되었다(그림 6(b)). 녹피율이 

90% 이상으로 나타난 38개 공원형 녹지 중 

28개 공원이 미조성 상태이거나 조성 중인 상

태였다. 반면, 호림공원, 호림강나루공원, 감삼

공원 등 도시 내 소규모 근린공원의 녹피율은 

50% 미만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녹지의 환경조

절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녹피율이 낮

(a) temperature decrease (b) green cover ratio (c) SO2 absorption

(d) NO2 absorption (e) CO2 absorption (f) permeability(CN)

FIGURE 6. Results of assesment by indicators of environment-control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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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난 일부 공원들의 녹지량을 증가시켜 생

태적 토지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구광역시의 공원형 녹지의 대기정화 효과

를 산정한 결과는 그림 6(c) 및 그림 6(d)와 

같다. 단위픽셀 당 흡수량을 산정하였기 때문에 

SO2 흡수량과 NO2 흡수량이 유사한 분포패턴

을 보였다. 공원형 녹지 내 자연식생이 넓게 분

포하고 있는 지역에서 흡수량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특히 북구에 입지한 연암공원, 

침산공원, 대불공원의 자연식생들은 활엽수이면

서 Ⅳ영급으로 구성되어 있어 SO2 및 NO2 흡

수량이 각각 171g/yr, 442g/yr를 흡수하는 것

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범어공원과 냉천유원지

는 자연식생의 속성이 대부분 혼효림이며, Ⅳ영

급으로 구성되어 있어 SO2 및 NO2 흡수량이 

각각 148g/yr, 376g/yr를 흡수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반면, 도심지 내에 조성되어 있는 소

규모의 근린공원들은 토지피복상 자연식생이 

아닌 조경녹지, 초지, 포장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기오염물질의 흡수량이 낮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특히, 동촌유원지는 시설물의 입지가 

많고, 식생이 적으며, 녹지 내 금호강이 유하하

고 있어 전체적으로 적은 양의 대기오염물질을 

흡수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탄소흡수 기능의 경우 연간 CO2 흡수량을 

산정하였는데, 대기정화 효과 분석에서와 같이 

자연식생 지역이 높게 나타났다(그림 6(e)). 

자연식생이 많은 부분을 점하고 있는 북구의 

침산공원과 연암공원, 수성구의 범어공원, 달서

구의 장기공원, 달성군 가창면의 냉천유원지 등

이 200kg/yr 이상의 높은 흡수량을 가지는 것

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달서구의 월천공원, 호

림공원, 호림강나루공원, 동구의 신암공원 등과 

같이 소규모 공원의 경우 자연식생이 없고, 조

경녹지로 이루어져 있어 적은 양의 CO2를 흡수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서와 같이 도심지 내 소

규모 공원의 경우 대기정화 및 탄소흡수 효과

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대기오염물

질의 발생원은 대부분 도시 내 공장, 도로, 주

거ᆞ상업지역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인접녹지들

의 효과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따라서 공원형 녹지 내 고사목을 줄이고, 

양적ᆞ질적 생장을 촉진하여 건강한 수목을 유

지하도록 하며, 교목 및 활엽수의 비중 및 식재

밀도를 높인다면 대기정화 및 탄소흡수 효과를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Bae et 
al., 2009).

투수성은 녹지공간의 물순환 기능을 평가하

는 지표로서 물이 토양으로 흡수되는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녹지 내 CN값의 산출 결과를 

토대로 투수성을 판단하면, 달성군의 본리공원 

및 달성공단내공원의 녹지가 45 이하의 가장 

낮은 CN값으로 평가되어 배수능력이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되었다(그림 6(f)). 이는 이 지역

의 토지이용 유형이 산림지역이며, 수문학적 토

양이 A형으로 토양의 침투율 및 투과율이 크

고, 배수능력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또한, 달서

구의 상호림공원 및 호림강변공원, 동구의 동촌

유원지 등의 일부 녹지공간에서 CN값이 낮게 

나타나 투수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공원형 녹지 내 분포하고 있는 수역의 경

우 CN값이 100으로 산정되었는데, 이는 수역

에서는 강우 또는 물이 토양으로 흡수되지 못

하기 때문이다. 이외의 대부분 공원형 녹지지역

에서는 CN값이 75~85 정도로 유사하게 나타

났다.

2) 종합 평가

환경조절적 기능에 대한 평가 결과를 살펴보

면, 픽셀단위 평가에서는 달서구의 장기공원, 

북구의 침산공원, 수성구의 만촌공원 내 자연식

생을 따라 기능성 점수가 높게 분석되었다(그

림 7(a)). 반면, 동촌유원지, 대구체육공원, 수

성유원지 등의 시설지에서 환경조절적 기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상의 픽셀단위 평가 결과를 개별 녹지단위

로 재평가한 결과는 그림 7(b) 및 표 3과 같

다. 복현공원, 만촌공원, 천내공원, 장기공원 등 

15개 공원형 녹지의 환경조절적 기능 점수가 

75점 이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이 녹지들의 

대부분은 시가화지역 내에 입지하고 있으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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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내 자연식생이 많은 공간을 점하고 있는 지

역으로 도심지의 높은 표면온도에 대한 저감기

능이 우수하고, 대기정화능이 우수한 자연식생

이 풍부하며, 녹지 내 녹피율이 높게 평가되었

기 때문이다. 

반면, 호림강나루공원, 호림공원, 평리공원, 

감삼공원 등 6개 공원형 녹지는 30점 미만의 

낮은 기능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들

은 대부분 달서구의 공단주변에 입지한 공원으

로서 공원 내 자연식생이 부족하고, 건축물, 도

로 등과 같은 불투수면이 넓게 분포하는 지역

이다. 이로 인해 성서산업단지에서 방출되는 높

은 방사열 및 대기오염물질을 저감 및 흡수하

기 위한 기능성 녹지가 부족하며, 녹지 내 녹피

율 및 투수성이 낮아 환경조절적 기능이 낮게 

평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녹지들의 

경우 공원 내 식재밀도를 높이고, 대기정화능이 

우수한 기능성 수목의 식재량을 증가시켜 환경

문제에 대한 저감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며, 

공원 내 시설지역을 식생지역으로 전환시켜 녹

피율 및 투수율을 증가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4. 이용적 기능 평가 

1) 개별 기능 평가

공원형 녹지의 이용적 기능에 대한 평가는 

녹지접근성, 이용인구, 이용만족도의 3개 지표

로 이루어졌다. 녹지접근성을 분석하기 위해 주

거지역으로부터 개별 녹지까지의 최소거리비용 

분석을 적용하였다. 여기서, 분석된 값이 클수

록 거리비용이 높음을 의미하고, 이는 인간의 

녹지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짐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도심지역 내에 입지한 대부분

의 공원형 녹지들은 도시외곽에 입지하고 있는 

공원형 녹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접근성을 

보였다(그림8 (a)). 특히, 북구 칠곡지구의 신

주거단지와 인접한 지역에 조성되어 있는 관음

공원, 함지공원, 달서구 대곡지구와 인접한 지

역에 조성되어 있는 월배공원, 도원공원 등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반면, 도시외곽에 위치

Score Score

(a) pixel level (b) park level

FIGURE 7. Results of integrated assesment by environment-control function



대구광역시 공원형 녹지의 기능적 특성을 고려한 종합 평가 / 이우성 135

하고 있는 냉천유원지, 대구체육공원, 달창유원

지 등의 일부녹지들은 시민들의 접근이 불량한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용가능인구를 산정하기 위해 공원형 녹지

의 면적기준을 고려하여 이용권역을 산정하였

으며, 이용권역 내 행정동별 주거지역의 면적비

에 따른 인구밀도(인/㎡)를 이용하여 각 이용권

역 내 주거지역의 면적을 계산하고, 산정된 인

구밀도를 할당하여 이용권역 내 인구를 산출하

였다. 이용가능인구는 픽셀단위가 아니라 녹지

면적과 같이 개별 녹지단위로 계산하였으며, 단

위면적당 인구를 산출하여 평가하였다. 분석 결

과를 살펴보면, 중구에 입지한 달성공원의 이용

가능인구가 4.13인/㎡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성구의 수성공원과 범물공원, 달서구의 장동

공원과 월배공원 등의 이용가능인구가 3.0인/㎡ 

이상으로 높게 분석되었다(그림 8(b)). 달성공

원은 대구의 중심부에 위치한 입지적 특성으로 

인해 이용인구가 높게 나타난 것이며, 실제로 

연간 300만 명에 가까운 이용자들이 이 공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aegu, 2009).

반면, 호림공원, 호림나루공원 등 달서구의 

성서공단 주변으로 입지한 5개 공원의 경우에

는 이용가능인구가 없는 것으로 산정되었는데, 

이는 주거지역의 상주인구를 대상으로 인구를 

계산하여 공업지역에 분포한 공원녹지에는 인

구가 할당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달성군

에 입지한 대암공원, 달창유원지, 비슬공원 등 

9개 공원녹지의 이용인구는 0.05인/㎡ 이하로 

분석되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내의 

인구가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용만족도의 경우 대구광역시 모든 공원형 

녹지를 대상으로 이용만족도를 조사하기에는 

시간 및 경제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대구

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도시민을 대상으

로 실시한 만족도 설문 결과를 이용하였다. 만

족도 평가 항목 중 공원형 녹지의 범위에 포함

되는 근린공원, 체육 및 운동시설 등의 만족도 

값을 평균한 3.16점을 그림 8(c)와 같이 모든 

공원형 녹지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2) 종합 평가

공원형 녹지의 이용적 기능에 대한 픽셀단위 

평가 결과는 그림 9(a)와 같으며, 개별 녹지단

위의 평가 결과는 그림 9(b)와 같다. 분석 결

과를 살펴보면, 수성공원, 달성공원, 월배공원, 

범물공원 등 11개 공원형 녹지의 이용적 기능 

점수는 80점 이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표 3). 

이들 중 달성공원과 이현공원을 제외한 11개 

공원형 녹지의 경우 전체면적이 2ha 미만으로 

좁은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주거지역을 중심으

로 분포하고 있어 녹지접근성이 높고, 이용인구

(a) accessibility (b) population (c) satisfaction

FIGURE 8. Results of assesment by indicators of usage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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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어 이용적 기능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비슬공원, 응암제3공원, 달창유원지 등 

7개 공원형 녹지의 경우 이용적 기능 점수가 

55점 미만으로 분석되어 타 녹지에 비해 상대

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7개 공원형 녹지는 모

두 달성군에 입지한 공원 및 유원지로 달성군

의 적은 인구로 인해 이용적 기능이 낮게 평가

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 달성군내 대구테크노폴

리스단지계획, 옥포임대주택단지계획, 죽곡2지

구택지개발계획, 성서5차첨단산업단지계획 등과 

같은 개발계획이 예정되어 있거나,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 녹지에 대한 이용성이 높아

질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개발계획의 완료시

기를 고려하여 달성군 내 미조성 공원을 조성

하고, 이를 통해 도시민의 녹지에 대한 이용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공원형 녹지의 계획 

및 관리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

해 대구광역시의 공원형 녹지를 대상으로 녹지

의 기능적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평가를 실시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공원형 녹지의 기능별 가중치를 산출한 결과, 

자연생태적 기능에서는 녹지연결성 및 녹지면

적 지표의 중요도가 각각 0.306, 0.295로 높게 

평가되었으며, 동물이동성 지표의 중요도가 

0.098로 가장 낮게 분석되었다. 환경조절적 기

능에서는 녹피율 지표의 중요도가 0.245로 가

장 높게 평가되었고, 이용적 기능에서는 녹지접

근성 지표가 0.557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형 녹지의 자연생태적 기능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냉천유원지, 대구체육공원, 달창유원

지 등의 공원형 녹지에서 자연생태적 기능이 

80점 이상으로 높게 평가된 반면, 마을마당공

원, 평리공원, 안심공원, 중앙공원 등 13개 공

원형 녹지들은 30점 미만의 낮은 점수로 분석

되었다. 환경조절적 기능 평가의 경우 복현공

Score Score

(a) pixel level (b) park level

FIGURE 9. Results of integrated assesment by usage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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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만촌공원, 천내공원 등 15개 공원형 녹지는 

75점 이상의 높은 점수로 평가되었고, 호림강

나루공원, 호림공원 등 6개 공원형 녹지는 30

점 미만의 낮은 기능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마지막으로 이용적 기능 평가의 경우 수

성공원, 달성공원, 월배공원 등 11개 공원형 녹

지는 80점 이상의 높은 이용적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비슬공원, 응암제3공원 등 

7개 공원은 기능적 점수가 55점 미만의 낮은 

기능성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공원형 녹지의 기능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녹지의 계획방향을 제안하면, 공원형 녹

지의 자연생태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녹지 내 포장지를 저감하고 식생지역을 확대하

며, 녹지 간 거리를 고려한 생태네트워크 체계

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조절적 기능

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원 내 식재밀도를 

높이고, 환경정화기능이 우수한 수목을 증가시

키며, 공원 내 녹피율 및 투수율을 개선하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용적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서는 우선적으로 공원이용가능 인구를 고려한 

공원형 녹지의 재배치가 필요할 것이며, 추가적

으로 녹지 내 이용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간 조성 및 시설 배치가 요구될 것으로 판단

된다.

이상의 결과들은 향후 도시공간 내 공원형 

녹지의 지속적인 관리 및 리모델링, 그리고 새

로운 녹지를 조성코자 할 경우 효율적인 기초

자료 및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향후 신도시 건설과 같은 대규모 신규 개

발 사업이 시행될 경우 녹지계획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및 평가의 가이드라인 설정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는 

녹지의 다양한 기능 중 세 가지 기능만을 중점

적으로 다루었다는 점과 표면온도 평가 시 

Landsat 5 TM 위성영상의 촬영시점이 여름이 

아니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향후에는 

공원형 녹지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접근이 요

구되며, 지표온도 측정을 위한 더 정확한 영상

데이터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

러, 공원형 녹지의 기능적 특성을 고려한 공원 

유형을 분류하여 공원 유형별 관리방향 제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

1) 1차 설문조사에서는 공원형 녹지의 기능별 

평가지표 선정을 위한 적합성 평가 설문이 

진행되었으며, 2차 설문조사에서는 기능별 

지표의 중요도 분석을 위한 전문가 설문이 

진행되었다(Lee, 2011). 또한, 1차 설문은 

총 46부가 분석에 활용되었으며, 2차 설문

은 55부가 이용되었다. 

2) AHP 설문은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

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55부이고 이 중 

54부가 연구에 활용되었다. 녹지의 기능에 

따른 세부지표별 쌍대비교를 진행하였고, 쌍

대비교는 총 18단계 평가가 수행되었다. 

AHP 분석은 Exper Choice 11.5를 통해 

이루어졌고, 세 가지 기능에 따른 13개 지표

에 대해 총 162회 반복 분석이 진행되었다.

3) 핵심녹지는 선행연구(Ministry of Environment, 

2002; Ministry of Environment, 2004; 

Jang, 2007)를 토대로 생태적 안정성, 식

생의 자연성, 지형적 인자의 3가지 기준으

로 선정하였다. 대구광역시의 핵심녹지는 

총 12개가 선정되었으며, 가장 큰 녹지패치

는 앞산과 비슬산을 연결한 약 550ha의 녹

지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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