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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구광역시 동구의 미조성공원인 돈지봉공원을 대상으로 기능적 특성을 고려

한 종합적 녹지평가를 실시하고, 계획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 가지 녹지 기능에 따

른 13개 지표를 토대로 녹지공간을 평가하였으며, 종합적 녹지계획방향을 제안하였다. 자연생태 

및 환경조절적 기능을 평가한 결과, 공원 중앙지역을 따라 높은 점수가 나타난 반면, 공원 경계지

역 및 포장지역에서는 낮은 점수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용적 기능을 평가한 결과, 남동쪽

의 녹지는 주거지역과의 인접성으로 인해 높은 점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돈지봉공원에 대

한 종합적 녹지 평가 결과, 공원의 중앙지역은 자연생태 및 환경조절적 기능이 우수하게 나타나 

종합점수가 높게 평가되었고 반면, 공원 가장자리의 시설지역 및 경작지는 낮게 평가되었다. 종합

평가 결과를 토대로 계획방향을 설정한 결과, 계획공간은 보전공간, 복원공간, 완충공간, 환경감시

초소 및 전망대, 탐방로, 시설공간, 수변녹지공간으로 구분하였고, 이에 따른 구체적 계획방향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결과들은 향후 미조성 공원과 같은 신규 공원 조성시 객관적인 계획방향 설정

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도시공원, 녹지, 지리정보시스템, 미조성 공원, 통합평가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arry out a comprehensive assessment of Donjibong 

Park in Daegu and establish a master plan for green space considering the func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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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of the park. For this purpose, green space in the park was assessed based 

on 13 indicators using three functions. A comprehensive green master plan was then 

proposed. Green spaces with high scores for the natural-ecological and environmental- 

control functions were found in the central area of the park, whereas green spaces with 

low scores were found near the park boundary and paved areas. Green spaces in the 

southeast were found to have a high score for usage functions due to their proximity to 

a residential area. In the master plan based on the comprehensive assessment, the plan 

space was divided into a conservation area, restoration area, buffer area, environmental 

monitoring area, observatory/trail/facility area, and waterside green space area. Also, 

concrete plan directions were proposed based on each plan space. These results can be 

utilized for establishing objective plans in the future construction of new parks.

KEYWORDS : Urban Park, Green Space, GIS, Undeveloped Park, Integrated Assessment

서  론

도시공원과 같은 녹지는 도시 내에서 생물의 

서식지 역할을 하여 생물종 다양성을 향상시키

고, 대기, 수질, 기온 등과 같은 미기후를 조절

하며, 경관 형성, 도시성장 억제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한다(Landsberg, 1981; Gallo et al., 

1993). 또한, 최근에는 도시공원이 도시민의 심

리 및 신체적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표적 

도시 활동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Lee and 

Heo, 2004; Cohen et al., 2006; Orsega- 

Smith et al., 2004).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공

원 및 녹지 공간계획은 계획가 및 설계가의 주관

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생태적으로 중요한 

녹지공간이 쉽게 훼손되거나, 도시민의 이용성이 

낮은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Lee and Jung, 2012; Ro, 2013).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정량적

인 분석을 통한 공원 및 녹지 공간에 대한 조사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토대로 지속가

능한 계획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공원 및 녹지공간의 정량적 평가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녹지공간에 대한 경관지

수, 생태성, 식생지수 등의 평가를 통한 생태학

적 접근(Herzog et al., 2001; McGarigal et al.,

2002; Sagong and Ra, 2006; Zhang and 

Wang, 2006; Lee and Yoon, 2008; Sung, 

2015), 녹지의 다양한 환경적 측면의 접근(Xiao

and Mcpherson, 2002; Cho and Jo, 2002; 

Nowak et al., 2006; Andrade and Vieira, 

2007; Yoon and Ahn, 2009), 공원 등과 같

은 녹지공간에 대한 도시민의 이용적 측면을 

고려한 접근(Van Herzele and Wiedemann, 

2003; Barbosa et al., 2007; Oh and Jeong, 

2007; Jung and Lee, 2008; Lee and Lee, 

2010; Lee and Jung, 2012) 등이 주를 이루

고 있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들은 녹지의 다양

한 기능 중 일부의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종합적 관점에서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녹지에 대한 정

량적 분석을 통한 객관적인 계획 및 관리 방향 

제시가 이루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공원녹지기본계획(2010)

에서 공원조성여부, 최초공원 결정시기, 지역별 

공원녹지비율, 인구밀도, 공원서비스지역, 미매

입토지비율, 접근성, 수요정도의 8개 평가인자

를 이용하여 24개 미조성 공원의 사업투자 우

선순위 결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을 위한 공원 내외의 환경 및 수요분석에 초점

을 진행되어 현실적으로 공원조성이 실현가능

한 계획방향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로 인해 여전히 대부분의 공원이 미조성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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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Location of study area in Daegu

원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뚜렷한 장래 사업

계획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Lee,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 공원녹지기

본계획에서 제시된 미조성 공원 사업 우선순위

가 높으며, 도시지역에 위치하여 향후 주변 도

시개발에 따라 조성가능성이 높은 돈지봉공원

을 대상으로 녹지의 기능적 특성을 고려한 객

관적인 방식의 녹지평가를 실시하고, 지속가능

한 계획 및 관리 방향을 제안하였다.

연구 대상지 및 방법

1. 연구대상지 및 대상녹지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미조성 

공원인 돈지봉 공원을 대상지로 선정하였다(그

림 1). 돈지봉공원은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산30 일원에 분포하는 공원으로서 1987년에 

공원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이다. 고시된 

총 면적은 471,630.0㎡이며, 이 중 사유지가 

414,504.5㎡로서 전체면적의 87.9%를 점하고 

있다. 돈지봉공원은 대구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

획에서 제시한 미조성 공원의 사업투자 우선순

위에서 총 24개 근린공원 중 공동 11위로 분

석되었으며, 달성군의 미조성 공원을 제외한 도

시지역의 미조성 공원 중에서는 3위로 평가되

었다(Daegu, 2010). 이에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서는 돈지봉공원을 조성 우선순위 2단계 공원으

로 설정하여 2013년에서 2015까지 조성을 완

료하도록 제안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돈지봉

공원에 대한 뚜렷한 계획방향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본 연구와 같은 녹지기능 평가 및 계획방

향 설정과 같은 기초자료 제공은 단계별 녹지계

획의 적용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녹지의 기능을 자연생태적, 환

경조절적, 이용적 기능으로 제한하여 분석을 진

행하였다. 기능별 세부 평가지표를 선정하기 위

해 다양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35개의 지표를 선

정하였으며, 1차 설문조사(46부)를 통해 세 가

지의 기능에 따른 평가지표를 분류하였다. 2차 

설문조사(55부)에 의한 MCB(Multiple Com-

parisons with the Best treatment)분석을 통

해 총 13개의 최종지표를 선정하였고, 이후 3차 

설문조사(54부)에서는 세 가지 기능에 따른 세

부지표의 가중치를 설정하기 위해 AHP(Anal-

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활용하여 지

표들 간의 상대적 가중치를 표 1과 같이 도출하

였다. 설문 배포 그룹은 학계, 연구원, 공무원 등

으로 분류하였으며, 녹지에 대한 연구경험이 있

는 전문가를 선정하여 배포하였다. 이상과 같은 

지표선정 및 가중치 설정 과정은 기 선행연구



Assessment of Green Spaces and Direction of Master Plan for Urban Parks Considering Functional Characteristics20

Function Indicator Weight

Nature-ecological function
(0.282)

Green space area 0.295

Green connectivity 0.306

Animal movement 0.098

Eco-area ratio 0.161

NDVI 0.140

Environment-control function
(0.264)

Temperature decrease 0.182

Green cover ratio 0.245

Air purification 0.212

Carbon sink 0.166

Permeability 0.195

Usage function
(0.454)

Accessibility 0.557

Population 0.176

Satisfaction 0.267

(Source: revised data from Lee(2016)’s results)

TABLE 1. Weights of indicators by AHP analysis

(Lee, 2016)에 의해 도출된 결과를 활용하였다.  

돈지봉공원의 기능 평가를 위해 표 2와 같은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자연생태적 기능 지표

를 살펴보면, 녹지면적은 경작지, 초지, 인공(조

경)녹지, 자연식생, 차수수면, 투수수면 등의 녹

지지역 면적을 산정하여 활용하였다. 녹지연결

성은 감마(γ)지수와 녹지연결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생태적 기준에서 녹지의 연결정도

는 동물의 이동거리 내 분포하는 녹지량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소형 포유류 및 작은 크기 

새들의 적정 이동거리인 3㎞를 녹지 연결 범위

의 기준으로 활용하였다(Forman and Gordon, 

1986; Riess, 1986). 동물이동성은 동물이 핵심

녹지까지 이동하기 위한 거리비용으로 산정하였

다. 생태면적률은 Ministry of Environment

(2005)의 적용지침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적용

하여 계산하였다. 식생활력도는 Landsat 5 TM 

(2008년 5월 31일 촬영)에서 산출한 NDVI를 

활용하였다.

환경조절적 기능 지표를 살펴보면, 온도저감

은 녹지 외부지역(500m)의 평균온도에 대한 내

부지역의 온도저감 비율을 산정하여 활용하였

다. 녹피율은 전체면적에 대한 녹피면적의 비율

로 계산하였다. 대기정화(SO2 및 NO2) 및 탄소

흡수(CO2) 지표는 서울특별시 원단위 자료를 

이용하여 연간 100㎡(10m×10m)당 대기정화 

효과를 산정하였다(Cho and Jo, 2002). 투수

성은 유출곡선지수(Curve Number: CN)를 이

용하여 녹지 내 토양의 배수정도를 분석하였다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 

tation, 2005; Jung et al., 2007). 이용적 기능 

지표를 살펴보면, 녹지접근성은 공원형 녹지 주

변의 주거지역까지 이동하기 위한 거리비용을 

산출하여 적용하였다. 이용인구는 녹지의 이용

권역 내 분포하고 있는 행정동별 인구를 고려하

여 산출하였으며, 이용만족도는 대구광역시 공

원녹지기본계획(Daegu, 2011)에서 실시된 만

족도 값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였다.

3. 데이터 구축

돈지봉공원의 내·외부 환경적 특성을 고려

한 녹지기능 평가 및 계획방향 설정을 위해 다

양한 공간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하였다. 대구

광역시에서 제공받은 공원현황도, 수치지도, 고

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2010년 촬영)을 토대

로 돈지봉공원 경계도를 작성하였고, 돈지봉공

원 내부의 환경적 특성 분석을 위해 공원내부지

역에 대한 현장조사 및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토

대로 토지피복지도를 구축하였다(그림 2(a)). 

또한, 환경부에서 제공받은 토지피복지도(중분

류, 2007년)를 고해상도 위성사진(Kompsa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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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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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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urce: Lee, 2016)

TABLE 2. Analysis methods by assessment indicators

(a) Land cover map in Donjibong park (b) Land use map in Daegu

FIGURE 2. Status of spati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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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촬영) 및 디지털 항공사진을 토대로 수

정·갱신하여 공원 외부지역에 대한 토지이용도

를 그림 2(b)와 같이 구축하였다. 이외에도 온도

저감 기능 분석을 위해 2008년 5월 31일 촬영

된 Landsat 5 TM 영상을 이용하여 기하보정과

정사보정을 실시한 후, NASA(National Aero- 

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모델을 

이용하여 열적외선 밴드로부터 지표온도를 추출

하고, 토지피복 특성을 고려한 방사보정을 실시

하여 표면온도 분포도를 구축하였다. 한편, 모든 

평가지표의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는 raster 기

반의 10m×10m의 픽셀단위로 구축하였다.

각 지표에 의한 녹지 평가 결과들은 다양한 

단위 및 크기의 값으로 산출된다. 이러한 산출

값을 표준화하였고, 이후 스케일 조정을 거친 

방법(re-scaled)을 활용하여 동일한 범위 내 

최소값과 최대값을 기준으로 0~100점까지의 

값을 산출하였다(Kim and Yuh, 2009). 

결과 및 고찰 

1. 돈지봉공원의 기능별 녹지 평가

1) 자연생태적 기능 평가

돈지봉공원의 자연생태적 기능은 녹지면적, 

녹지연결성, 동물이동성, 생태면적률, 식생활력

도 등의 5개 지표에 의해 평가되었다. 녹지면적

은 40.15ha로 도시공원의 설치기준 상 도시지

역권 근린공원에 해당되는 규모이다(그림 3(a)).

녹지연결성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녹지외곽지

역 및 비녹지와 인접한 지역은 감마지수가 0.25 

이하로 낮게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모든 공간이 녹지로 둘러싸여 있어 감마지수가 

1로 평가되었다(그림 3(b)). 물론, 이는 돈지봉

공원의 토지이용형태 상 농경지와 수역을 녹지

로 포함하였기 때문이며, 실제로 순수한 식생지

역에 대한 감마지수를 평가하면 다소 낮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동물이동거리 내(3km) 

녹지량을 살펴보면, 돈지봉공원의 평균 연결 녹

지량은 607.5ha로 대구광역시의 타 공원에 비

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Lee, 2016), 이는 

돈지봉공원이 북쪽의 환성산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돈지봉공원의 북

쪽으로 갈수록 연결 녹지량이 많은 것으로 나

타났고, 남쪽으로 갈수록 녹지량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3(c)). 

다음으로 녹지에 대한 동물이동성을 평가하

기 위해 핵심녹지까지의 최소거리비용분석을 

실시한 결과, 북동쪽에 입지한 녹지의 거리비용

이 낮게 나타났으며, 서쪽에 입지한 녹지의 경

우 거리비용이 높게 평가되었다(그림 3(d)). 

그러나 돈지봉공원은 타 공원에 비해 핵심녹지

까지의 상대적 거리가 가깝고, 장애요인이 크지 

않아 전체적으로 거리비용이 낮게 평가된 공원

으로 분석되었으며(Lee, 2016), 이로 인해 생

태적 기능이 높은 공원이라 판단할 수 있다. 돈

지봉공원의 생태면적 가중치는 대부분 1로 나

타났으나, 투수 및 불투수 포장지역은 생태면적 

가중치가 0.3 및 0.0으로 낮게 평가되었다(그림 

3(e)). 전체적으로 돈지봉공원의 생태면적률은 

94.96%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 돈지봉공

원이 미조성 공원으로 도로, 건물 등과 같은 불

투수면이 적으며, 자연식생, 경작지, 수역 등과 

같이 생태면적 가중치가 1로 설정된 지역이 넓

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마지막 평가지표인 식생활력도는 0.671에서 

-0.026의 범위로 분석되었으며, 평균 식생활력

도는 0.360으로 평가되었다(그림 3(f)). 공원 중

앙의 자연식생을 따라 0.5 이상의 높은 식생활력

도가 나타났으며, 가장자리의 경작지를 따라 0.2 

이하의 낮은 식생활력도가 나타났다. 또한, 수역 

및 공원 내 도로 등과 같은 비식생지역에서는 0.1 

이하의 아주 낮은 식생활력도로 평가되어 공원 

내 공간별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2) 환경조절적 기능 평가

돈지봉공원의 환경조절적 기능은 기온저감, 

녹피율, 대기정화, 탄소흡수, 투수성 등의 5개 

지표에 의해 평가되었다. 기온저감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남서쪽의 자연식생지역과 북쪽의 수역

(저수지)에서 1.5% 이상의 온도 저감효과가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4(a)). 반면, 남동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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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reen space area (b) Gamma index

(c) Connected green area (d) Animal movement

(e) Eco-area ratio (f) NDVI

FIGURE 3. Results of assesment by indicators of nature-ecological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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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mperature decrease (b) Green cover ratio

(c) SO2 absorption (d) NO2 absorption

FIGURE 4. Results of assesment by indicators of environment-control function

의 경작지에서는 온도 저감비율이 0% 이하로 

분석되어 온도증가현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작지의 경우 녹지공간으로 분류되었으나, 

실제 농작물이 경작된 이외의 지역은 나지형태

로 존재하고 있어 온도가 자연식생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돈지봉공원의 녹피율은 93.89%로 나타나 녹지

가 공원의 대부분을 덮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그림 4(b)). 그러나 토지이용형태가 경작지, 

수면, 포장지역 등의 녹지가 아닌 식생에 의해 

덮인 녹지공간의 비율은 39.68%로 나타나 분

석된 녹피율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정화기능은 SO2와 NO2의 흡수량으로 평

가를 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두 항목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공원 내 자연식생 지역에서는 SO2와 

NO2의 흡수량이 각각 148g/yr, 376g/yr로 높

게 평가되었으며, 경작지에서는 각각 83g/yr, 

218g/yr의 흡수량으로 분석되었다(그림 4(c), 

그림 4(d)). 반면, 수역은 식생이 존재하지 않

기 때문에 대기정화효과가 없는 지역으로 나타

났다. 한편, 탄소흡수기능 역시 대기정화기능과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자연식생지역에서 235㎏

/yr의 탄소가 흡수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경작지는 123㎏/yr의 탄소가 흡수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4(e)). 또한, 투수성포장지역 

및 불투성포장지역에서도 각각 28㎏/yr, 13㎏

/yr의 탄소가 흡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

막으로 돈지봉공원의 투수성을 분석하기 위해 

CN값을 산정하였다. CN값은 수문학적 토양특

성과 토지피복에 의한 토양의 유출특성을 나타

내는 것으로 수역 및 농경지를 따라 85 이상의 

CN값이 산출되었다(그림 4(f)). 이는 지역의 토

양이 강우에 따른 유출량이 많은 것을 나타내며, 

토양으로 흡수되는 침투량이 적은 것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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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CO2 absorption (f) Permeability(CN)

FIGURE 4. Continued

(a) Accessibility (b) Population (c) Satisfaction

FIGURE 5. Results of assesment by indicators of usage function

다. 반면, 공원의 자연식생지역에서는 CN값이 

78로 나타나 경작지에 비해 유출량이 적으며, 

침투량이 많은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3) 이용적 기능 평가

돈지봉공원의 이용적 기능은 녹지접근성, 이

용인구, 이용만족도의 지표를 통해 평가하였다. 

녹지접근성의 경우 녹지의 이용자인 도시민이 

거주하는 주거지역으로부터의 거리비용을 산정

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녹지의 가장자리지역이 

거리비용이 낮게 평가되어 접근성이 높은 것으

로 평가되었다(그림 5(a)). 특히, 남동쪽의 녹

지들은 인근지역에 주거지역이 입지해 있기 때

문에 접근성이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분석되었

다. 반면, 주거지역으로부터의 거리가 멀고, 녹

지까지 접근하기 위한 도로 등과 같은 이동경

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중앙 및 서쪽의 산림

지역에서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용인구는 개별공원단위로 산정하였기 때문

에 녹지 간 동일하게 평가되었다. 돈지봉공원의 

이용인구는 0.279㎡/인으로 분석되었으며(그림 

5(b)), 이는 대구광역시 전체 공원녹지의 평균 

이용인구인 1.617㎡/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

로 평가되었다(Lee, 2016). 그러나 돈지봉공원

의 이용권 내(3㎞)에는 신서혁신도시 및 율하

택지개발지구가 포함되어 있고, 현재 개발 중이

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인 인구의 유입으로 이

용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용

만족도는 대구광역시 공원녹지의 평균인 3.16

점으로 동일하게 평가되었다(그림 5(c)). 그러

나 이용만족도는 녹지의 이용성을 평가하는 중

요한 요소이므로 향후 돈지봉공원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이용만족도 분

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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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ature-ecological function (b) Environment-control function

(c) Usage function (d) Integrated function

FIGURE 6. Results of assessment by functions and of integrated assessment 

2. 돈지봉공원의 기능별 종합 평가 및 계획 

방향 설정

1) 종합적 녹지 평가

돈지봉공원에 대한 세부평가 지표의 기능평가

를 토대로 우선적으로 세 가지 기능에 대한 기

능 평가 및 종합적 녹지 평가를 진행하였다. 자

연생태적 기능을 평가한 결과, 공원 중앙지역을 

따라 61점 이상의 높은 점수가 나타났으며, 그 

가장자리지역이 58점 이상으로 평가되어 자연

생태적 기능이 높은 지역으로 분석되었다(그림 

6(a)). 이는 중앙의 넓은 지역이 자연식생지역

으로 생태면적률 및 식생활력도가 높고, 녹지의 

내·외부의 연결성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반면, 

공원과 외부지역의 경계지역 및 포장지역에서는 

자연생태적 기능 점수가 50점 미만을 낮게 평

가되었다. 이는 녹지경계지역의 경우 내부녹지

와의 연결성이 낮고, 식생활력도가 낮게 평가되

었기 때문이며, 포장지역의 경우 연결성 및 생

태면적률이 낮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환경조절적 기능을 평가한 결과, 공원 중앙의 

자연식생지역이 78점 이상의 높은 점수로 나타

나 환경조절적 기능이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되

었다(그림 6(b)). 반면, 공원의 경계지역을 따

라 입지하고 있는 경작지의 경우 60~68점 정

도의 점수로 나타나 자연식생지역에 비해 기능

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역 및 포

장지역의 경우 50점 이하로나타나 돈지봉공원 

내에서 환경조절적 기능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평가되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가 도출된 것은 

돈지봉공원 내 기온저감기능, 대기정화효과, 투

수성 등이 식생이 분포하고 있는 자연식생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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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Master plan based on functional characteristics

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고, 비녹지 지역

에서 낮게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돈지봉

공원의 환경조절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는 공원 내 포장지역에 대한 식생복원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며, 경작지에 대한 단계

적인 수목의 조성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용적 기능을 평가한 결과, 이용인구 및 이

용만족도가 녹지 내 동일하게 평가되었기 때문

에 녹지접근성 분석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

다.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 중앙의 일부

지역 및 서쪽지역에서 이용성 점수가 낮게 나

타났으며, 남동쪽의 녹지는 68점 이상의 높은 

점수로 평가되었다(그림 6(c)). 특이한 것은 주

거지역으로부터 거리가 먼 녹지의 중앙지역임

에도 불구하고 이용성 점수가 높게 평가된 것

인데, 이는 녹지 내 등산로와 같은 소로를 따라 

도시민의 접근성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기능별 평가결과를 이용

하여 돈지봉 공원의 통합적 녹지평가를 실시한 

결과, 자연생태 및 환경조절적 기능이 높게 나

타난 공원 중앙지역은 평가점수가 65점 이상으

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공원 가장자리의 시설

지역 및 경작지의 경우 이용적 기능의 평가점

수는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자연생태 및 환경

조절적 기능의 점수가 낮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55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그림 6(d)). 

2) 기능적 특성을 고려한 계획방향 설정

세 가지 기능적 특성을 고려하여 돈지봉 공

원의 계획방향을 그림 7과 같이 제안하였다. 녹

지계획방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획공간은 

보전공간, 복원공간, 완충공간, 환경감시초소 및 

전망대, 탐방로, 시설공간, 수변녹지공간 등으로 

구분하였다. 보전공간은 자연생태 및 환경조절

적 기능이 높게 나타난 산림지역으로서 우수한 

녹지의 기능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

하였다. 복원공간은 보전녹지를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대부분 경작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생

지역의 복원을 통해 녹지의 여러 가지 기능을 

향상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완충공간은 보

전공간 및 복원공간과 시설지역 또는 외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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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결하는 지역으로 외부의 생태 및 환경적 

압력으로부터 기능성이 우수한 녹지를 보호하

기 위해 계획하였다. 

탐방로는 복원공간 및 완충공간에 계획되어 있

는 일반적 탐방로와 보전공간에 계획되어 있는 

제한적 탐방로로 구분하였다. 전체적인 탐방로의 

동선은 시설지역과 연계되도록 네트워크 형태로 

계획하였다. 제한적 탐방로는 생태계 보호기간, 

훼손이 심한 지역에 대한 생태적 휴식기, 산불위

험기간, 환경적 복구기간 등 주요 시기별로 이용

의 제한기간을 두어 녹지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

한 후 도시민의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하였다. 또한, 제한적 탐방로가 시작되는 지점 및 

돈지봉공원의 정상부에 6개 환경감시초소 및 관

망대를 두어 이용제한 기간에 대한 감시 및 이용

의 편의성을 제공하도록 제안하였다.

돈지봉공원의 이용객을 위한 시설공간은 총 

5개 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이 중 주요 시설공

간은 접근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남쪽

의 주거지역 및 동쪽의 신서혁신도시 개발지역

과 인접한 공간으로 설정하였다. 시설공간에는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휴게시설, 편익

시설, 운동시설, 안내시설 등 주요 공간을 계획

할 수 있고, 녹지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무소 

및 주차장 등이 입지할 수 있다. 이러한 시설공

간의 규모는 이용인구 및 일일 평균 이용객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밀도로 계획해야 할 것이

다. 또한, 시설공간은 최소한의 면적을 가지도

록 계획하고, 충분한 시설녹지 및 경관녹지를 

확보하여 자연생태적 및 환경조절적 기능이 저

하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녹지의 기능성을 고려한 통합적 

녹지계획방향은 녹지의 세 가지 기능을 고려하

여 녹지계획을 제안하였기 때문에 녹지가 조성

된 이후 녹지의 기능성이 저감되지 않고, 유지 

및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러

한 방식의 계획방향 설정은 계획가 및 설계가의 

임의적인 사고와 직관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결

정되는 방식이 아니라 과학적 분석방법을 통해 

공간구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신뢰성 있는 녹지계

획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 동구의 미조성공

원인 돈지봉공원을 대상으로 기능적 특성을 고

려한 종합적 녹지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돈지봉공원의 계획방향을 설정하였다. 연구의 결

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돈지봉공원의 자연생태적 기능은 녹지면적, 

녹지연결성, 동물이동성, 생태면적률, 식생활력

도 등의 5개 지표에 의해 평가되었다. 녹지면적

은 40.15ha로 도시공원의 설치기준 상 도시지

역권 근린공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

지연결성은 돈지봉공원의 북쪽지역으로 갈수록 

환성산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연결성

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남쪽으로 갈수록 연

결 녹지량이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동물이동

성의 경우에도 녹지연결성과 유사하게 북동쪽에 

입지한 녹지의 거리비용이 낮게 나타났으며, 서

쪽에 입지한 녹지의 경우 거리비용이 높게 평가

되었다. 돈지봉공원의 생태면적률은 전체적으로 

94.96%로 높게 나타났고, 평균 식생활력도 역

시 0.360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이는 돈지봉공

원이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미조성공원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조절적 기능은 기온저감, 녹피율, 대기정

화, 탄소흡수, 투수성 등의 5개 지표에 의해 평

가되었다. 기온저감기능은 남서쪽의 자연식생지

역과 북쪽의 저수지를 따라 1.5% 이상 온도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피율은 93.89%

로 높게 나타났고, 이 중 자연식생에 의해 덮인 

녹지공간의 비율은 39.68%로 분석되었다. 대기

정화기능과 탄소저감기능은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자연식생지역을 따라 흡수능이 높게 분석되었고, 

포장지역 및 수역을 따라 낮은 값을 가지는 것으

로 평가되었다. 투수성의 경우 토양의 유출특성에 

따라 공원 내 수역 및 농경지를 중심으로 85 이

상의 높은 CN값을 가지는 지역이 나타났다.

이용적 기능은 녹지접근성, 이용인구, 이용만

족도의 지표를 통해 평가하였다. 녹지접근성은 

인근 주거지역으로부터 남동쪽의 녹지들의 접근

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공원 내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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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서쪽의 산림지역은 주거지역으로부터의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돈지봉공원

의 이용인구는 0.279㎡/인으로 평가되었고, 이

용만족도는 3.16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돈지

봉공원의 경우 현재 신서혁신도시 및 율하택지

개발지구가 개발되고 있어 장기적 측면에서 지

속적인 인구의 유입으로 이용인구가 급증할 것

으로 판단된다.

돈지봉공원에 대한 자연생태적, 환경조절적, 

이용적 기능을 고려한 종합적 녹지 평가 결과, 

공원의 중앙지역은 자연생태 및 환경조절적 기

능이 높게 나타나 종합점수가 높게 평가되었고 

반면, 공원 가장자리의 시설지역 및 경작지은 

낮게 평가되었다. 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계획

방향을 설정한 결과, 계획공간은 보전공간, 복

원공간, 완충공간, 환경감시초소 및 전망대, 탐

방로, 시설공간, 수변녹지공간으로 구분하였고, 

계획공간별로 돈지봉공원의 세 가지 기능을 저

하시키지 않으면서 도시민의 이용성을 증대시

킬 수 있는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상과 같이 돈지봉공원을 대상으로 녹지의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을 토대로 

녹지평가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보다 객관

적인 계획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계획방향

의 설정방법은 향후 공원 및 녹지를 객관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고자 할 경우 효율적인 기초자

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접근방법은 도시공원의 형태나 내부 특성에 따

라 달라질 수 있고, 공원 및 녹지계획에 대한 

다양한 요소를 모두 고려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공원까지의 접근성을 분석함

에 있어 육교, 건널목 등과 같은 세부적인 접근

시설은 고려하지 못하였으며, 돈지봉공원에 대

한 이용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따라

서 향후 녹지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

상지에 대한 충분한 조사 및 분석, 이용자 요구

도 민 만족도 조사 등을 토대로 뚜렷한 계획목

표를 수립하는 것이 요구되고, 주변 환경의 여

건을 고려하여 실현가능성 있는 계획방식의 도

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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