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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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Government regulations and policies are important means of restraining the indiscreet
expansion of urban areas. According to the standards from those means, it is clear that the fluctuation of
forest green proportion encroached by the increase of urban space is obvious. In this study, we interpreted
the changes of urban areas as well as the green ones owing to the urban expansion by the decades from
1996, with focusing on the cities of Seoul and Daegu highly developed in South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patial expansion and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urban land cover using
not only satellite imageries (1996, 2006, 2016). but also the urban expansion intensity index (UEII) and
GUIDOS program.
Ultimately,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changes in the rate of forests due to urban expansions annually

analyzed based on areas of forest elevation, slope, and the area of single forest patch. In Seoul, the
expansion begun from urban space to suburban areas was comparatively rapid, which led the forest
fragmentation and the gradual decline of the single patch. However, when it comes to DEM (Digital
elevation model) and slope above a certain standard, by the development regulations, there was little
decrease in area by anthropogenic developments. The city of Daegu has increased at a slow speed since
1996 in urban and suburban areas, whereas green forests have greatly increased through green fo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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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도시는 지구 전체 온실가스의 80%를 배출, 약 75%의

에너지를 소비하며(IPCC, 2007)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Yun et al., 2016), 급속한 도시성장

과 함께 에너지 고갈과 환경오염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

다(Hong and Lee, 2011; Lee and Song, 2012). 도시지역의환

경문제는 도심을 황폐화시키고 슬럼현상 및 범죄현상을

증가시켜(Paik and Chung, 2011) 주민들의 삶 자체를 위협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Yang et al., 2010; Lee and Song, 2012).

우리나라의 도시 역시 급속한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물질적으로급속한팽창을거듭해왔다(Lee andLee, 2011).

도시가 확장되면서 수반되는 도시주변부의 개발은 도시

기반시설의공급비용, 통근비용의증가, 에너지사용증가

및 공해수준 증가, 환경훼손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되었다(Park and Kim, 2007). 따라서, 도시 확산

과정에서새롭게개발되는도시주변부의토지이용변화

의 특징을 파악하고 그 과정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

이필요하다(Park andKim, 2007; Lee and Lim, 2013).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수반되는 도시환경의 악

화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됨에 따라 리우환경회담

(1992) 이후 국제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

으며, 1987년 세계 환경 발전 위원회에서 ‘지속가능개발’

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지속가능성은 사회경제뿐

만 아니라 자연자원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가 동시에 지

속가능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Brundtland Commission,

1987). 즉, 지속가능한발전을이루기위해서는자연과인

공환경이조화를이루어야하며(Yang et al., 2010), 도시환

경부문 중 녹지는 생물다양성 보존(Park et al., 2007a), 미

기후조절(Lim et al., 2013; Park and Choi, 2016), 대기오염

완화, 경관형성, 우수유출저감효과(Park et al., 2007b; Song

and Kim, 2015), 인구과밀억제 등과 같은 다양한 역할을

하고있어(Landsberg, 1981; Byun andLee, 2002; Lee andLee,

2011; Lee, 2016) 도시 내 녹지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속적인 소득증가, 가치관의 변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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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rvation campaigns. In this way, as to the government policies and regulations, the quantitative and
morphological expansion of cities owing to development could be controlled and forest spaces could be
preserved as well. Therefore, regulations and policies by the government should be appropriately utilized
for sustainable cities.

Key Words : Land use, Land cover, urbanization, urban expansion, pattern of urban development, forest
fragmentation

요약 : 정부의 규제 및 정책은 무분별한 도시의 확장을 억제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이들의 기준에 따라 도

시 공간의 확장으로 인하여 잠식되는 산림녹지의 증감이 뚜렷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고밀도 개발이 진행된 서울과 대구를 중심으로 ’96년대부터 10년 단위로 도시의 확장에 따른 도

시와 산림녹지의 변화를 정책 및 규제를 중심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성영상을 이용해 토지피복

(’96년, ’06년대, ’16년대)을 분류 후, 도시의 공간 확장 및 형태적 특징을 분석하기 위하여 도시확장강도지수

(UEII)와 GUIDO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이에 따른 산림녹지의 변화는 산림의 고도, 경사, 단일 산림패

치의 면적을 기준으로 경년 변화를 분석하였다. 서울은 근교지역의 도시 공간 확장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

행되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산림 파편화가 발생하여 단일패치의 면적이 점차 감소하였다. 다만, 개발규제에

따라서 일정 기준 이상의 고도와 경사에서는 개발에 따른 면적감소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제 대상이 아닌 고도 및 경사의 산림은 등급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대구는 ’96년대 이후 도시 및 교외 지역

이 느린 속도로 증가하였지만, ’96년대부터 푸른숲가꾸기를 통해 산림녹지 면적이 크게 증가하는 양상이 나

타났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 및 규제에 따라서 개발에 따른 도시의 양적, 형태적 확장이 통제되고 산림녹지가

보존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하여 규제 및 정책을 적절히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의 질에 대한 관심고조 등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확산

되고 있어 1980년대부터 도시환경의 유지관리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Park, 2010).

산림녹지는 도시 내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녹

지로, 개발로 인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된다. 따라

서 개발로 인한 산림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려는

선행연구들이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는 크게 도시구조

의 분석 또는 개발로 인하여 녹지의 기능 및 연결성, 보

전가치의 변화 등과 같이 도시 확장 혹은 산림녹지의 파

편화 등과 같이 각각 주제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첫째,

도시의 구조분석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위성 영상과 지

표 및 분석 툴을 이용한 연구가 있다. 위성영상을 이용해

도시성장패턴과 토지이용 변화를 파악한 연구(Park and

Kim, 2007; Hong and Lee, 2011), 시간및도시변화에따른

도시공간구조의 변화(Cho and Yim, 2001; Horner, 2004;

Pili et al., 2017)와 도시형태의 변화(Troy and Holloway,

2004; Lim and Kim, 2016), 인구 및 사회적 변화를 고려

한 연구(Lee et al., 2015), 가 있다. 둘째, 개발로 인하여 산

림녹지가 영향을 받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하

는 모델을 제안하는 연구가 있었다. 이는 개발이 산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연구(Choi and Lee,

1996)와 가치를 평가하는 연구(Lee et al., 2009)로 구분

되며, 개발로 인한 산림파편화 영향 및 그 정도를 평가하

는 연구(Stenhouse, 2004; Li et al., 2009)와 개발로 인한 산

림생태계의 서비스 변화와 관련된 연구(Nowak et al.,

2016)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 두 주제를 모두 고려

하여 도시 확장으로 인한 산림녹지 변화를 도시계획과

환경정책 및 그로 인한 환경변화 측면에서 해석한 연구

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개발 패턴이 다른 서울

시, 대구시를 대상으로 시계열적인 도시의 확장에 따른

공간구조의 변화와 산림녹지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의 개발제한 정책과 함께 해석하여 추후 도시

내 녹지보전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추후 도시 내 산림녹지

보전을 위한 계획 수립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 대상지

서울시와 대구시는 유사한 시기에 정부 정책에 의하

여 국토의 균형발전 정책과 연계되어 도시개발이 시작

하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발 특성이 달라져 개

발 패턴과 산림녹지의 변화 차이가 뚜렷하므로 연구 대

상지로 선정하였다(Fig. 1). 각 도시들의 행정구역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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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udy area, Seoul and Daegu, Korea. The red solid lines in Figures B and C represent the administrative boundary (B1), and
the dark gray dotted line represents the study boundary (B2) boundary, including the suburbs, based on the commuting
distance.

                                  (a)                                                                       (b)                                                                       (c)



및 주변 지역의 개발에 따른 변화를 비교하기 위하여,

연구범위를 각 행정구역상 “시” 경계(B1)와 서울에서

수도권까지 최대 통근거리인 약 25 km를 기준으로(B2)

두 개의 공간 단계로 비교 분석 하였다(Jun and Jeong,

2003; Jin et al., 2013). 서울시 B1의 면적은 605.63 km2, B2

의 면적은 6,439.93 km2이다. 대구시 B1의 면적은 841.54

km2, B2의 면적은 7,680.20 km2이다.

3. 연구의 재료

도시의 개발에 따른 도시 확장규모 및 형태적 특징

변화와 산림녹지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토지

피복 자료가 구축되어야 한다. 토지피복 자료 구축을 위

하여 30 m의 공간해상도인 Landsat 4-5TM, OLI/TIRS-8

영상을 사용하였다.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인구가 대도

시로 집중된 이후, 과감한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통해

200만호 주택건설 등이 이루어졌던 시점인 1990년대

(Choi, 2000; Kwon and Yu, 2005)를 기준으로, 1995년부

터 10년 단위로 영상을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영상

은 1996년대, 2006년대, 2016년대를 기준으로 운량이

10% 미만인 영상을 선택하였다. 최종 선택한 영상은 서

울의 경우, 1996.9.1., 2006.9.13., 2016.9.25.일 영상을 사용

하였으며, 대구는 1996.11.15., 2003.9.14., 2016.5.6.일 영

상을 사용하였다.

4. 연구의 방법

도시 공간 확장의 양적·형태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

하여 지식기반 통합분류기법을 이용해 토지피복분류

를 수행 후, 분류한 토지피복 중 시가화건조지역의 면

적을 기준으로 도시확장강도지수(UEII)와 도시의 공간

패턴을 분석하였고, 산림녹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림

패치의 면적, 고도와 경사 변화를 분석하여 도시의 공

간 확장에 따른 산림녹지의 변화를 비교분석 하였다.

1) 지식기반 통합분류기법을 이용한 토지피복분류

영상별 반사광 차이로 인한 토지피복 분류의 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식기반 통합분류기법

을 이용했다. 지식기반 통합분류기법은 정해진 단일 컴

퓨터 알고리듬에 의한 분류가 아니라, 전문가의 경험과

전문지식에 기초하여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방법이며,

다양한 종류의 영상정보와 GIS정보를 조건식으로 연

결함으로써 복잡한 통계분석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결과

를 추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Ku, 2004).

지식기반 통합분류기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양

한 지표를 연구자가 경험에 근거하여 종합해야 하므로,

반사값의 특성이 명확한 수계를 우선적으로 분류 후

ArcGIS 10.3.1을 이용하여 정규식생지수(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 정 규 수 분 지 수

(Normalized Difference Water Index, NDWI), 고도모델

(Digital Elevation Model, DEM)을 이용해 산림녹지, 도

시, 기타지역으로 분류 후 중첩하였다. 도시와 산림을

정확히 추출하여 그 변화를 보는 것이 목적이므로, 토

지피복은 아래 Table 1과 같이 4개의 카테고리(시가화

건조지역, 수계, 산림녹지, 이외의 지역)로 분류하였다.

수계는 Landsat TM 분광대 중 근적외선밴드(NIR)의

영역을 강하게 흡수하는 성질이 강하므로(Lee and Choi,

2014) DigitalNumber(DNvalue) 으로명확히분류가되어,

위성영상의DN임계값을 확인 후 수계로 분류하였다.

산림녹지와 도시, 기타지역을 구분하기 위하여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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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tails of the land cover types

Land Cover Type Description

Built-up Area All infrastructure-residential, Commercial, mixed use and industrial areas, villages, settlements, road network,
pavements, and man-made structures.

Water Body River, permanent open water, lakes, ponds, canals, permanent/seasonal wetlands, low-lying areas, marshy land,
and swamps.

Vegetation Trees, natural vegetation, mixed forest, gardens, parks and playgrounds, grassland, vegetated lands.
etc. others.

(modification Ahmed et al., 2013)



의 밴드 별DN값을 TOA(Top of Atmosphere)값으로 변

환 후에(Kim et al., 2015), 수식 (1)과 같이 Landsat TM의

Band 3,4와 Landsat LOI/TIRS는 band 4,5를 이용하여 식

생 분포지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수인 정규식생지

수(NDVI)1)(Rouse et al., 1973)를 도출하였다.

              NDVI = NIR – Red / NIR + Red                (1)

도시지역과 나지를 기타지역과 구분하기 위하여 사

용한 NDWI는 물의 적외선 영역대의 반사도가 낮다는

특성을 이용하여 Landsat의 NIR밴드와 MIR 밴드를 이

용하여 수식 (2)와 같이 나지와 도시지역을 구분하는데

사용하였다(Cheng et al., 2008; Ahmed et al., 2013).

             NDWI = NIR – MIR / NIR + MIR              (2)

육지와 고도가 낮은 습지를 구분하기 위하여 고도모

델(DEM)을 사용하였다. DEM값을 기준으로 해발고도

가 1 이상인 지역은 육지, 0은 바다로 구분하였다. 고도

모델을 사용하는 이유는, 해안의 습지와 시가화건조지

역의 반사값이 유사하여 오분류 되는 것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생성한 토지피복도와 동

일한 공간범위를 기준으로 700여개의 점을 무작위로

추출 후, 각 지점별로 토지피복 분류 결과와 실제 지점

의 토지피복을 원 영상을 이용해 분류한 토지피복도 비

교하여, 오차행렬(error matrix)을 작성하였다. 이 표에

근거하여 분류항목별 전체 정확도,2) 생산자 정확도,3) 사

용자 정확도4)를 계산하여 분류정확도 및 일치도를 분

석하였다.

2) 도시의 공간 확장과 형태 변화

(1) 도시확장강도지수

본 연구에서 도시의 양적인 확장패턴을 파악하기 위

하여 시가화지역 확장 강도를 의미하는 도시확장강도지

수(Urban Expansion Intensity Index, UEII)를 평가하였다.

UEII는 도시화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방

법(Kang, 2016)으로 연구대상지 전체 지역 중, 도시화의

연평균 비율로 정의할 수 있다. 단위시간 내 도시공간의

양적인변화를평가하는방법이며(Liu et al., 2002; Ma et al.,

2008; Hwang et al., 2011; Lu et al., 2014), 주로 도시 내 시가

지 확장속도를 비교하는데 활용된다(Kang, 2016). 이 지

수의 값을 기준으로 확장강도(Expansion intensity, EI)를

구할 수 있다(Zhang et al., 2016).

                UEII =  × 100                  (3)

위의식 (3)에서UEII는도시확장강도지수를의미하며,

ULAiT2과 ULAiT1는 time t2와 t1일 때의 시가화지역의

면적을 의미한다. TLAi는 행정구역경계(i)내의 전체면

적이며, Δt는 관찰기간을 의미한다(Kang, 2016). UEII

값을 기준으로 0보다 크고, 0.28보다 작거나 같으면EI를

매우느린확장(slow expansion), 0.28보다크고 0.59보다작

거나 같으면 느린 속도의 확장(slow-speed expansion),

0.59보다 크고 1.05보다 작거나 같으면 보통속도의 확장

(medium speed expansion), 1.05보다 크고 1.92보다 작으

면 빠른 속도의 확장(fast speed expansion), 1.92 이상인

경우 매우 빠른 속도의 확장(high speed expansion)으로

정의할 수 있다(Ren et al., 2013; Acheampong et al., 2017).

음의 확장강도지수는 시가화건조지역 면적의 증가가

거의 없음을 의미하며(Hwang et al., 2011), 이는 도시 면

적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시가화건조지

역 중 일부가 녹화 등으로 인하여 투수지역 및 기타지

역으로 피복이 변하였기 때문이다.

(2) 형태학적 공간패턴분석

형태학적 측면에서 도시의 물리적 현상의 이해는

MSPA(Morphological spatial pattern analysis)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MSPA 방법은 물리적인 형태를 수학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에서 파생된 개념으로서 연결성, 크기, 모

양을 고려하여 군집이나 파편화 등의 특정한 기하학적

형태로분류하여이미지를분석하는방법이다(Vogt et al.,

2007). MSPA분석은 European commission Joint Research

Centre에서 개발된GUIDOS(Graphical User Interface for

the description of image Objects and their shapes)를 이용

하여 실시할 수 있다(Kang, 2016). GUIDOS프로그램은

디지털 조경 이미지의 정량 분석을 위하여 패턴, 연결성

및파편화평가하는도구이며지수로평가된결과는GIS

에서 도면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GUIDOS

프로그램을 통한 MSPA연구는 도시형태의 변화뿐만

아니라(Kang, 2016) 경관패턴 변화 및 연결성(Saura, et al.,

2011; Estreguil et al., 2014), 산림의 파편화(Vedovato et al.,

2016) 등과 같은 연구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ULAit2 – ULAit1
TLAi × Δ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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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OS프로그램에서는 타겟 토지이용을 형태적 측

면에서 Core, Islet, Bridge, Loop, Branch, Edge, Perforation

등 7가지로 분류 한다(Soile and Vogt, 2009). 본 연구에서

는 도시의 형태적 변화를 해석하기 용이한 Core(군집

형)와 Islet(섬형) 지표5)만 이용하였다(Kang, 2016). 본 연

구에서는European commission홈페이지에서GUIDOS

2.5 version을 다운받아서 분석에 이용하였다.6)

3) 산림녹지 변화 분석

국가에서 산림 경사와 고도를 기준으로 개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도시 및 환경계획 정책에 따

른 산림녹지의 변화를 해석하고자 분류한 토지피복 카

테고리 중 산림녹지만을 이용하여 단일 패치 기준으로

면적, 고도, 경사를 Table 2와 같은 기준으로 등급화 하

여 각 등급별 면적의 증감을 연도별로 비교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산림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산림 면적은 대표적인 산림 서식지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로 생물종다양성을 설명할 수 있는 지표이다(Lee et

al., 2005). 일반적으로패치내에서식하는종의수가증가

하는데(MacArthur and Wilson, 1963; Ricklefs and Lovette,

1999; Triantis et al., 2003), 면적이 증가할수록 주요종의

이동·번식이 이루어지는 등 생태적으로 중요한 핵심지

역의 면적도 증가한다. 생물이 서식에 필요한 최소 면

적의 기준은 종의 신체 크기 및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

문에, 선행연구를 통해 기준 면적을 목록화 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산림을 총 8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Table 2). 1등급은 파편화되어 산림 단일패치의 면적이

적어 생물이 서식하기 어려우며, 8등급은 산림패치가

생물이 서식하기 충분히 큰 면적을 의미한다.

경사도는 법적 개발 제한요소 중 하나로,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산리관리법 시행령[별표4](시행 2017.1.7.)

에서 산지전용면적에 따라 적용되는 허가기준 중 제2호

다목 1)에서 제시한 기준을 근거로 비율과 각도를 기준

으로 등급화 하였다(Lee et al., 2001; Lee and Jeong, 2003).

정부의 부처 별로 산림 경사를 기준으로 개발을 제한 기

준이 비율과 각도로 다르기 때문에 각도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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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alysis standard for forest change in urban areas

Categories Criteria Grade Context

Area

over 1,000 ha 8 The core area is defined as an area of over 1000 ha (Anne Arundel Country, 2002)
250-1,000 ha 7 Regulate over 250 hectares as minimum area of core area (Anne Arundel Country, 2002)
100-250 ha 6 Criteria set by the state of Maryland as forest area
40-100 ha 5 Minimal area of Maryland Ecological Network

10-40 ha 4 Area for small herbivores to maintain more than 10 individuals (Schonewald-cox, 1983,
Ministry of Environment, 2004; Lee et al., 2005)

4-10 ha 3 Small mammalian habitat (Park et al., 2007a)
2-4 ha 2 Minimum area required to keep plant species (Lee et al., 2005)
0-2 ha 1

Slope1
over 25° 2 Development restriction range designated by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0-25° 1 Development allowable range designated by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Slope2

over 45% 5′
Development restriction range designated by Ministry of Environment

25-45% 4′
10-25% 3′

Development allowable range designated by Ministry of Environment5-10% 2′
0-5% 1′

DEM

80-100% 5

Based on the fifth quintile of the elevation by the living zone (Cho et al., 2002)
60-80% 4
40-60% 3
20-40% 2
0-20% 1



Slope 1, 비율을 기준으로 slope 2를 구분하여 분석에 사

용하였다. 각도를 기준으로 총 2개의 등급(25° 이하 완

경사지, 25°이상 급경사지)으로 구분하였으며(Slope 1),

비율은 총 5개의 등급(0-5, 5-10, 10-25, 25-45, 45% 이상)

으로 구분하였다(Slope 2). Slope 1, Slope 2 지표는 모두

1등급은 낮은 경사이며 등급이 증가할수록 급한 경사

를 의미한다.

고도 역시 개발 제한요인 중 하나로, 김포·양양 등 지

자체 별로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에서 자연경관

관리계획 및 심의 시에 고려사항 중 산림에서 능선을 다

루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능선의 개념을 도입하

여 고도를 비율에 따라 5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1등

급은 낮은 고도, 5등급은 높은 고도를 의미한다.

5. 연구의 결과

1) 토지 피복분류 및 정확도 평가

Landsat위성영상을 이용하여 ’96년대, ’06년대, ’16년

대에 해당하는 서울을 포함한 근교, 대구와 근교를 포

함한 경계를 기준으로 지식기반 통합분류기법을 이용

하여 토지피복을 4개의 카테고리(시가화건조지역, 수

계, 산림녹지, 기타지역)로 분류 후에, 정확도를 평가한

결과, 전체 정확도 평균은 서울이 약 83.2%, 대구가 약

89.8%로 비교적 높은 정확도로 분류되었다(Table 3).

서울시를 경계로 토지피복변화를 분석한 결과 시가

화건조지역의 면적변화는 큰 변동이 없지만 산림녹지

의 면적은 감소하였으며, 서울을 포함한 근교지역을 경

계로 토지피복변화를 분석한 결과 시가화건조지역은

증가하고 산림은 감소하였다. 서울시의 시가화건조지

역은 ’96년대에 약 35,931 ha (약 59.3%), ’06년대에는

34,700 ha (약 57.3%), ’16년대에는 35,613 ha (약 58.8%)로

분류되어 거의 면적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반면, 산림녹지는 ’96년대에 22,042 ha (약 36.4%), ’06

년대에는 13,682 ha (22.6%), ’16년대에는 14,033 ha (23.2%)

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를 포함한 교외지

역을 경계로 면적 증감을 비교하였을 때에는 시가화건

조지역이 ’96년대에는 119,005 ha (17.7%)에서 ’16년대

에는 197,564 ha (30.7%)로 약 39.8%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녹지는 급격히 감

소하였는데 ’96년에는 499,127 ha (약 74.4%)의 산림 면

적에서 약 67.6%가 감소하여 297,877 ha (46.3%)로 나타

났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2002년~2016년 지목 통계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tatistics

System, 2017.10.10. Search)를 시가화건조지역, 수역, 산

림녹지, 기타토지로 분류하여 면적을 산출하였을 때

(Table 4), 서울시와 경기도의 2002년, 2006년, 2016년 면

적을 비교해본 결과 시가화건조지역 면적의 증가와 산

림녹지 면적의 감소 추세는 유사하나 기타지역 면적 변

화 경향에는 차이가 있다(Table 4). 토지지목을 4개의 토

지피복 카테고리로 구분7) 후, 각 토지피복 별 면적 및 비

율을 비교하였다. 영상을 분류한 값과 통계자료간의 기

타면적의 차이는 ’96년도 위성영상 자료를 토지피복으

로 분류 시, 빛의 분광특성 차이로 인한 일부 오류가 발

생했기 때문이며, 지목의 분류와 토지피복상의 분류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대구시를 경계로 토지피복변화를 분석한 결과 시가

화건조지역은 1~2% 증가하지만 산림녹지의 면적은 약

8%씩 증가하였으며, 대구를 포함한 근교지역을 경계로

토지피복변화를 분석한 결과도 동일하게 시가화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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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ccuracy assessments of the land cover types

Year
User’s Accuracy (%) Producer’s Accuracy (%) Overall

Accuracy
(%)

Kappa
CoefficientBuilt-up

Area Water Forest Other
areas

Built-up
Area Water Forest Other

areas

’96
Seoul 95.7 100.0 81.3 50.0 87.1 96.2 99.7 2.8 84.4 67.0
Daegu 81.2 93.3 94.7 83.6 86.7 100.0 92.0 86.1 90.4 79.2

’06
Seoul 96.9 95.5 84.8 67.2 81.2 91.3 93.4 63.1 83.5 73.6
Daegu 68.4 85.7 94.3 83.9 86.7 100.0 93.5 82.5 90.4 79.2

’16
Seoul 93.3 95.5 82.0 56.5 91.6 84.0 86.2 52.5 81.6 71.6
Daegu 86.3 83.3 99.3 60.7 59.4 100.0 89.1 98.6 88.6 87.9



지역과 산림녹지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대구는

도시의 면적이 ’96년에는 145.74 ha (16.6%), ’06년에는

166.04 ha (18.8%), ’16년에는 171.71 ha (19.5%)로 약간의

증가하였으며, 산림녹지는 ’96년부터 약 15%씩 증가하

는 경향이 나타났다. 대구를 포함한 교외지역을 경계로

면적 증감을 비교하였을 때에는 시가화건조지역이 약

301.65 ha (3.9%)에서 ’16년에는 465.35 ha (6.1%)로 약

35.2%의 면적 증가가 나타났다(Fig. 2).

대구 지역의 도시 지역과 산림 지역의 면적 증가의

결과는 기타지역의 감소로 나타났다. 대구는 ’96년대에

는 31,387ha (35.6%)에서, ’16년대에는 12,865ha (14.6%)

로 감소하였으며, 대구시를 포함한 기타 지역의 면적은

’96년 대 에 는 263,530ha (34.4%)에 서 ’16년 대 에 는

111,938ha (14.6%)로 감소하였다. 이는 기타 지역의 대

부분을 차지하는 농경지 지역의 면적이 대구 지역에서

감소한다는 지목 통계와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2) 도시의 공간 확장과 형태 변화

(1) 도시확장강도지수의 변화

서울시는 ’96년대 이후 도시확장강도값을 기준으로,

도시의 공간 확장은 거의 없거나 느린 확장으로 나타났

지만, 서울시를 포함한 인근 지역을 경계로 도시확장강

도값의 증가속도는 비교적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96년

대부터 ’06년대의 서울시의 도시확장강도는 UEII값이

-0.203, EI는 매우 느린 확장으로 나타났으며, ’06년대부

터 ’16년대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에도 UEII는 0.151, EI

는 매우 느린 확장으로 나타났다. 반면, ’96년대부터 ’06

년대를 기준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경계로 분석

한 결과 UEII값은 0.051, EI는 매우 느린 확장으로 나타

났지만, ’06년대와 ’16년대 기간 동안 UEII 값은 1.169,

EI는 빠른 속도로 확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와 대구를 포함한 교외지역을 경계로 도시확장

강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분석 단위에 따른 차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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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rea change in Cadastral Statistics

Seoul Seoul and Gyeonggi
2002 2006 2016 2002 2006 2016

Built-up Area 33,112.6
(54.7%)

33,533.6
(55.4%)

34,367.1
(56.8%)

126,758.8
(11.8%)

142,896.8
(13.3%)

180,761.7
(16.8%)

Water 5,791.3
(9.6%)

5,766.9
(9.5%)

5,720.0
(9.5%)

73,913.1
(6.9%)

73,646.4
(6.9%)

74,582.1
(6.9%)

Forest 16,527.4
(27.3%)

16,380.9
(27.1%)

16,364.6
(27.0%)

587,452.4
(54.7%)

580,055.5
(54.0%)

564,023.9
(52.3%)

Other Areas 5,120.7
(8.5%)

4,851.2
(8.0%)

4,067.9
(6.7%)

285,167.3
(26.6%)

277,102.6
(25.8%)

259,497.8
(24.1%)

Fig. 2.  Changes in the area of cities and forests in Seoul and suburb including Seoul, Daegu and suburb including Daegu.



다는 시기에 따른 도시확장 속도에 차이가 있었다. 대

구시를 경계로 ’96년대부터 ’06년대까지 UEII 값은

0.329, EI는 느린 속도의 도시 확장으로 나타났지만, ’06

년대부터 ’16년대까지 UEII값은 0.049, EI는 매우 느린

확산으로 분석되었다. 대구의 근교를 포함한 경계를 대

상으로UEII를 분석한 결과도 거의 유사하게 ’96년대부

터 06년대까지 UEII값은 0.221, EI는 매우 느린 확산으

로 나타났으며, ’06년대부터 ’16년대를 기준으로 UEII

값은 0.045, EI는 매우 느린 확산으로 나타났다(Table 5).

(2) 형태학적 공간패턴분석의 변화

MSPA를 이용하여 10년 단위로 서울 및 서울을 포함

한 근교지역, 대구와 대구를 포함한 근교지역을 분석한

결과 서울은 시가화건조지역의 면적을 기준으로

Core(군집형)가 감소하고 Islet(섬형)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났다. 반면, 서울을 포함한 근교지역은 ’06년에는

일시적으로 Core가 감소하지만 ’16년에는 크게 증가하

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Islet의 비율은 변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대구는 Core지역이 미미하게

감소했다 다시 약 1% 정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Islet의 면적 및 비율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

3) 도시 확장에 따른 산림녹지의 변화 분석

도시 확장에 따른 산림녹지의 변화를 면적, 경사, 고

도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서울시는 산림녹지 면적이

’96년대보다 ’16년대에 약 57.1% 감소하였지만, 고도 및

경사, 면적을 기준으로 등급화 하였을 때에 등급 별 면

적 증감이 있었다(Fig. 3, 4, 5). 산림녹지의 면적을 기준

으로 8등급은 ’96년대보다 ’16년대에 약 87.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7등급의 산림녹지 면적은 약

102.5% 증가, 1등급의 산림녹지는 260.8% 증가하였다.

이는 규모가 큰 단일 산림패치가 도로 등 개발로 인하

여 면적이 분할되었음을 의미한다. 25° 이상의 급경사

지(Slope1의 2등급)는 개발 제한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도시 확장에 따른 산림녹지의 등급 변화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완만한 경사를 의미하는 Slope1의 1등급과, 이

와 거의 유사한 경사도를 나타내는 Slope2의 45% 이하

등급을 의미하는 1′~4′의 면적을 비교하였을 때에, 4’등

급은 약 99.6% 감소하지만 3′등급은 약 161.2%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도는 ’96년보다 ’16년에 1등급의

면적은 약 18.8% 증가하였으며, 2등급은 72.2%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림 고도의 상위 20~40%에

위치한 산림의 면적이 감소하고 0~20%의 산림이 증가

한 것을 의미하며, 이는 급경사지역 및 고도가 지나치게

높은 곳은 개발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2등급인 고도가

20~40%인 지역의 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며, 고

도가 가장 낮은 1등급 지역의 증가는 재개발 및 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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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Urban expansion Intensity index(UEII)

Seoul Daegu
Seoul Seoul and suburb Daegu Daegu and suburb

UEII EI UEII EI UEII EI UEII EI

1996-2006 -0.203 slow
expansion 0.051 slow

expansion 0.329 slow-speed
expansion 0.221 slow

expansion

2006-2016 0.151 slow
expansion 1.169 fast-speed

expansion 0.049 slow
expansion 0.045 slow

expansion

Table 6.  Results of MSPA by city (area and ratio of core and islet)

Core Islet
’96 ’06 ’16 ’96 ’06 ’16

Area
(ha)

ratio
(%)

Area
(ha)

ratio
(%)

Area
(ha)

ratio
(%)

Area
(ha)

ratio
(%)

Area
(ha)

ratio
(%)

Area
(ha)

ratio
(%)

Seoul 77.80 24.20 88.60 22.50 149.70 19.50 117.50 0.40 133.90 0.40 178.00 0.50
Seoul and suburb 725.00 9.60 831.90 9.10 1789.20 12.60 2903.94 1.70 2766.10 1.60 3070.60 1.80

Daegu 55.00 9.11 44.60 8.41 53.65 10.46 9.28 1.54 14.15 2.67 5.94 1.16
Daegu and suburb 54.93 4.52 44.54 4.18 53.53 5.19 9.34 0.77 14.23 1.33 6.02 0.58



지역 조성 시에 녹지를 조성하면서 고도가 낮은 지역의

산림녹지 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구는 푸른숲가꾸기 프로젝트를 수행한 결과, ’96년

부터 ’16년까지 산림녹지 면적이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

여 8등급의 산림은 약 59.0% 증가하였으며, 이외의 등

급은 약 10.1% 증가부터 약 44.9% 감소까지 변동이 다

양하게 나타났다. 산림의 면적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

기 때문에 “시”를 기준으로 구분하였을 때, 경사가 급한

2등급 산림녹지의 면적은 ’96년대에 비하여 ’16년에 약

32.9% 증가하였으며, 경사가 낮은 1등급은 약 38.5%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의 경사를 비율로 구분하였

을 때에, 환경부 기준의 법적 개발 가능지역인 경사가

매우 완만한 1′등급의 면적은 ’96년대 대비 ’16년에 약

134.1% 증가하였으며, 2′등급은 약 52.0% 증가, 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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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s in the ratio of forest area classes over time of Seoul and suburb including Seoul, Daegu and suburb
including Daegu.

Fig. 4.  Changes in the ratio of slope2 classes over time of Seoul and suburb including Seoul, Daegu and suburb
including Daegu.



은 약 32.5% 증가, 4′등급은 약 26.6% 증가하였다.

대구를 포함한 교외 지역 역시, 산림녹지 면적이 크

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등급이 증가하는 경향

으로 나타났으며, 다만 산림 단일패치의 경우 8등급이

약 40.8%가 하였으며, 1~7등급은 면적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사는 ’96년보다 ’16년에 2등급의 경

우 42.1%가 증가하였으며, 1등급은 약 27.1%가 증가하

였다. 경사 비율로 등급화한 결과에서도 ’96년과 ’16년

을 비교하였을 때에 1′등급이 약 58.4%, 5′등급이 약

40.4%로 증가 폭이 가장 컸으며, 이외에 2′~4′등급은 평

균 약 24.9%의 증가로 나타났다. 고도변화는 산림면적

의 증가에 따라 5등급은 ’96년 대비 ’16에 약 178.2% 증

가하였으며, 4등급은 약 66.7%의 증가가 나타났고, 2등

급은 약 21.0%로 증가 비율이 가장 낮았다.

서울시를 포함한 근교지역과 대구를 포함한 근교지

역을 비교하면, 서울에서 근교로 도시확장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산림녹지의 면적이 감소 및 파편

화 되어 산림의 면적이 작고 고도와 경사가 낮은 등급

의 면적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포

함한 근교지역은 면적을 기준으로 8등급인 산림패치가

’96년에 비하여 ’16년에 약 64.8%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반면 1등급은 약 942.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경사는 1등급 지역의 면적이 약 39.8% 감소하고

2등급 지역의 면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등급 지역의 면적이 ’96년도에 매우 낮은 것으로

분류되어 ’16년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이다. 경사를 비율로 등급화한 5′등급은 경사의 2등급과

거의 유사한 값을 의미하는데, 서울 및 서울 근교를 포

함한 지역에서 이 두 등급은 거의 면적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96년대 2등급이 워낙 면적이 적은 것

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이는 토지피복 분류 시 오분류

가능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고도의 경우, ’96

년에 비하여 ’16년에 1등급 지역은 약 133.2% 증가하였

으며, 4등급은 96.9% 감소하였다. 이외의 지역은 면적

증감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6. 고 찰

1) 도시 확장에 따른 도시의 규모 및 형태 변화

서울시를 경계로 ’96년대, ’06년대, ’16년대에 시가화

건조지역의 양적인 변화는 크게 없었지만 일부 시가화

건조지역의 불투수지역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06년대), 형태적 변화도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가 1975

년부터 1980년까지는 UEII가 9.13%, 1980년부터 1985

년까지는 4.11%, 1985년부터 1990년까지는 1.55%,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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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hanges in the ratio of DEM classes over time of Seoul and suburb including Seoul, Daegu and suburb including
Daegu.



년에서 1995년까지는 1.94%, 1995년에서 2000년까지는

0.09%로 도시확장 속도의 증가 폭이 1985년 점차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Hwang et al.(2011)의 선행연구

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서울시

가 1990년부터 2000년대까지 도심재개발의 정체기로

언급되고 있으며(Yoon, 2001), 인구규모도 96년도에

10,412천명에서 06년도에 10,181천명으로 약 2.2% 감소

하고, 06년도에서 다시 16년도에 9,930천명으로 약 2.5%

감소(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Local Government Area and Population Status,

2016.12.31.)하는 경향과 일치한다. ’80년대부터 ’90년

대까지 서울시는 인구의 증가, 주택부족의 누적, 외곽

주택지의 지가 상승 등으로 도심지 재개발이 이루어졌

지만, ’90년대부터 업무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도심지의

지가가 크게 상승하여 주택 개량위주의 재개발은 감소

하였으며(Lee, 1995), 이러한 경향은 ’08년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침체로 무산되거나 부분 중단되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 이후, 2012년 서울시의 ‘뉴타운·재개발 수

습방안’ 발표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여

(Chung, 2014) 다시 각 지자체는 도시의 재개발을 통한

도시의 정비 및 확장을 시작하였다. 미미하지만 기 개

발된 시가화건조지역 내의 불투수지역의 비율이 일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아파트 단지 등 주거

지역의 녹지공간은 시대에 따라 면적 및 구조가 정책과

법률 변화 및(Lee et al., 2012) 주거 만족도의 변화(Shim et

al., 2014)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

1983년 이전 아파트 단지는 정부 주도 및 대한주택공

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택지를 조성하여 건폐율

14-20%, 용적률은 대부분 100% 미만, 녹지율은 43-52%

의 자연지반에 건설하였다. 이 당시, 서울시의 토지투기

억제, 주택가격 상승억제 대책으로 용적률을 180% 미

만으로 규제하였다. 1990년 이전까지는 급격한 공업화

와 도시집중으로 경기가 호황시기여서 정부의 지원정

책을 통한 아파트 건설이 시작되었다. 건폐율 14-20%,

용적률 250-290%로 증가하였지만 녹지율을 20-35%로

감소하였다. 1991년에는지하주차장설치를의무화하면

서 건폐율이 20-33%, 용적률이 350-390%까지 증가하였

으며, 녹지율은 15-33%로 감소하여 평균 20%가 되었다.

2001년 이후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지원을 받으면서 미분양이 증가하고, 양적인

성장보다 질적인 성장을 중요시 하면서 건폐율은 25-

30%로 유지, 용적률은 200-250% 감소, 녹지율은 40%

가까이 증가시키게 되었다(Lee et al., 201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시행규칙(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서울

특별시규칙 제4158호, 2017.4.6. 일부개정) 제4장 제10조

의2(생태면적률 산정방법 등)에서는 개발행위의 허가와

관련하여 생태면적률를 계산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Ministry of Environment(2016)에서는 생물서식기반에

중요한 자연지반 녹지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

개발의 생태면적률 달성목표를 30~40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따라 시가화건조지역 내

불투수지역의 면적이 감소하고 군집형 도시 패턴이 분

산형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반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은 1989년부터 서울

에인접한수도권을중심으로제1기신도시를건설하고,

2000년대부터 수도권 내에서의 성장관리와 수도권 다

핵화를 위해 12개 지구에 대하여 제2기 신도시를 공급

하면서 (Lee and Chung, 2011) 기반시설이 조성됨에 따

라 급격히 도시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06년대 이후에 빠

른 속도로 도시가 확장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도권

의 경우, ’90년대 후반 1기 신도시가 건설·완료되면서

’96년대에서 ‘00년대까지는 대단위의 아파트가 지어진

고양시, 시흥시, 용인시, 수원시, 남양주시로 서울시의

인구유입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용인시는 ’90년대 후반

이후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져서 ’01~’05년에는 서

울 및 인근지역에서 성남, 남양주시, 화성시, 광주시, 파

주시로의 인구 유입율이 매우 높아 서울 주변보다는 경

기 남·북부지역으로 주거지가 이동하였다(Lee and Lee,

2008). Kim and Sung(2016)의 연구에서도 경기도에서 7

년동안 협의된 면형 개발 사업 협의가 화성시, 평택시,

용인시 세 도시에 집중도가 높았다. 시기별로 보면, 

’04~’06년까지 파주시가, ’07~’10년에는 용인시가 집중

적으로 개발되었고, 전체 7년(’04~’10)년 동안 오산시,

평택시, 화성시는 도시면적 대비 개발사업의 비율이 꾸

준히 높았다. 이처럼 신도시 및 택지개발을 통해 인구

가 유입되고, 기반시설이 조성 되면서 서울시보다는 인

근 지역에서의 도시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Kim, 2007). 특히 이러한 상황은 ’06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

획(2006-2020)에서 수도권 인구 및 산업의 과도한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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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목표 수립하여(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06) 2차 수도권정비계획(1997-2011)을 조기

종료하고 규제 위주의 과거 계획과 달리 성장관리 측면

을 강화하였기 때문에 개발이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0).

대구는 60년대 산업화 이후로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80년대 이후에는 도시화에 따른 가용토지의 부족으로

도시 주변으로 주거 및 산업지역이 확대되는 급격한 도

시성장을 거쳤다(Jin, 2002). 하지만 1980년에 최고 인구

를 기록 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도심공동화 현상

으로 도시 내 거주인구는 감소하고 인구의 외곽으로 이

동과 동시에 상업공간의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

났다(Lee, 2003). 본 연구 결과에서도 대구와 대구시를

포함한 교외지역은 ’96년대부터 ’16년대까지 도시와 산

림이 모두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도시의 확장 속

도는 느린 편이였다.

1995년에 대구광역시가 되면서 중구에서 인구가 낮

은 군집패턴이 나타났으며(Park et al., 2011; Seo et al.,

2014) 인구는 ’96년에서 ’06년까지 약 0.69% 증가하였다. 

’00년~’10년은 도심부의 낮은 인구 군집이 증가하고 외

곽은 인구가 증가하는 시기가 나타났으며(Park et al.,

2011; Seo et al., 2014), ’06년보다 ’16년까지는 약 0.48%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인구의 증감과 도시면적의 증

감의 추이가 일치하지는 않지만 도시 증가율이 크지 않

음을 감안하면 대구시 내의 도시개발 및 인구는 거의 정

체되어있다. 이는 대구광역시가 7개 지역과(경산, 영천,

고령, 구미, 칠곡, 성주, 김천)과 직접 연결되면서 다른

광역시들에 비하여 다른 지역과의 교류가 적고, 대구와

인접한 지역들과의 이동이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Kim,

2008) 빠른 도시의 확장은 발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된다.

2) 도시 확장에 따른 산림녹지 변화 분석

서울시 및 서울시를 포함한 근교지역의 산림은 개발

에 따른 시가화건조지역의 면적은 큰 변화가 없지만 녹

지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산림녹

지의 고도, 경사, 면적 등급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결

과를 초래하였다. 서울시 내의 산림면적이 ’96년에 비하

여 ’06년에 약 5.3%, ’06년에서 ’16년경에 약 6.4%가 감소

하는 경향이 나타는 것과 일치했다(Statistical Yearbook

of Seoul, 2017). 경기도 산림의 면적도 ’01년에 비하여

’06년에는 약 1.9% 감소하였으며, ’15년에는 약 3.2%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yeonggi Province Statistical

Yearbook Land Status, 2017). 서울경계를 기준으로, 서식

핵심지역을 의미하는 면적 8등급지역이 급격히 감소했

는데, 이는 서울의 큰 산림패치가 도로 등으로 인하여

단절되면서 단일의 패치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급감한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이는 7등급의 면적 증가로 나타

났다. 구리-포천 고속도로(2017.6월 개통), 서울-문산고

속도로(2020년 개통 예정), 서울-세종고속도로(2025년

개통 예정) 등 다수의 고속도로를 개설되었거나 하고

있는 중이며, 이로 인 것은 교화지역 확산을 가속화 할

수 있다. 서울을 포함한 교외지역을 경계로 하였을 때

에도, 면적에 대한 8등급의 비율은 ’96년도에 비하여 ’16

년도에 약 64% 감소했지만 7등급은 약 406.1% 급증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 고밀도로 개발된 서울보다 수

도권정비계획2차에 따라 개발 계획이 인근 교외지역으

로 도시 확장이 발생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는 다

른 지역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주거비용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개발로 인하여 산림이 훼손

되는데, 산림 고도 및 경사, 면적을 기준으로 등급화 하

였을 때에 생물의 주요서식처인 면적 기준 8등급 등의

면적이 감소하였으며, 국가에서 개발 규제가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경사와 고도 범위에서 산림패치의 면적 변화

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도로와 같은 선형적 개발은 면

적 8등급 지역과 같이 서식 핵심지역으로서의 기능을

하던 산림을 단절시켜, 단절부분부터 다시 산림의 가장

자리 효과가 발생하는 2차 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에, 국

가에서는 생태계에 서식하는 생물을 고려한 적절한 규

제를 통하여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 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계획해야 한다.

대구는 서울과 다르게 시가화건조지역의 비율 증가

와 함께 산림녹지의 비율도 크게 증가 하였는데, 이는

대구에서 제1차 푸른대구가꾸기 사업(Daegu City Hall

Website, 2017.7)으로 1996년부터 2006년까지 11년간 1천

만그루를 식재를 하면서 도심공원, 가로수, 담장허물기

를 통한 녹지공간 창출, 자투리땅 및 벽면녹화, 숲가꾸

기 등 녹지를 꾸준히 증가시켜 온 결과라 할 수 있다. 제

2차 푸른대구가꾸기 사업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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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진행되었으며, 총 1208만 그루를 식재하였다. 본 연

구는 토지피복 분류 후, 이를 기준으로 산림녹지를 분석

에 이용했기 때문에 단순 산림면적이라 보기는 어렵고

산림 및 녹지를 포함한 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의 면적이 증가한 것은 대구가 2020 대구도시기본

계획(Daegu City Hall Website, 2010.6.10. Announcement)

에서 2도심(중부, 동대구) 4부도심 (칠곡, 안심, 달서,

성서) 1신도시(현풍)를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달성

공단, 테크노폴리스,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 등 현풍지

역을 중심으로 대구 시내의 개발보다는 부도심을 중심

으로 한 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Seo et al., 2014).

산림녹지의 면적이 증가하면서 도시가 개발될 수 있었

던 이유는 대구시에서 개발 대상지가 주로 평지인 포도

밭을포함한전, 답등의지역이였기때문으로판단된다.

이에 따라 생물의 핵심서식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면적

을 의미하는 8등급의 면적이 증가하였다는 의미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만, 급경사 지역은 등급 변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고도가 낮고, 경사가 급하지 않

은 지역에 식재를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추가

식재를 할 경우, 생물의 서식처의 개념을 고려하는 것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도시 확장에 따른 산림녹지 관리를 위한 정책적

함의

한정된 공간에 시가화건조지역의 면적이 증가하면

산림 및 기타지역의 면적이 감소하게 된다. Choi and

Kwan(2009)는KEI에서 검토한 도시개발사업과 택지개

발사업(각 23건, 29건)을 비교한 결과(’06-’08), 도시개발

사업은 모두 도시지역에서 실행되고 일부 인접한 농립

지역도 포함되는 등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났으며,

택지개발사업은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과 농림지역과

같은 자연지역 및 도시 인접지역까지 입지가 설정이 되

었다고 하였다. 두 사업 모두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

역을 포함하는데 도시개발 사업은 약 74%, 택지개발사

업은 약 84%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

처럼 개발 사업은 도시를 일부 포함하여 재개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인근의 산림녹지 및 기타 지역을 침해하

기 때문에 개발 사업으로 인한 영향평가는 반드시 필요

하다. 국내에서도 1977년 환경보전법에 법적 근거를 마

련한 이후 수차례 개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

고 있으나(Lee et al., 2013), 도시개발 정책에 따라 도시

및 산림녹지의 면적이 크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생물

의 서식환경을 고려한 개발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서울의 시가화건조지 면적은 ’96년 이후 ’16년까지 큰

변화는 없지만, 정부의 개발 정책 및 국민의 질적 생활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복잡한 도시보다는 서울 근교 수

도권지역의 개발이 급증하여 산림녹지의 면적이 크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기존의 선행연

구(Hawng et al., 2011; Lee et al., 2011; Seo et al., 2016)와 유

사한 경향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도시의 형태적, 양

적 변화뿐 아니라 생물의 서식처인 산림녹지를 고도와

경사를 기준으로 등급화 하여 산림의 어떤 부분의 변화

가 증가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산림녹지의 파편화된 유형을 보면 정부가 규제한 부

분의 등급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이외의 지역에서 개

발이 진행되어 면적의 감소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대구

의 경우는 대구시 정책에 의하여 푸른대구가꾸기 사업

을 진행하여 대규모 조림을 통해 도시의 면적은 개발로

인하여 미미하게 증가했지만 산림의 규모역시 크게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증가한 산림은 고도와 경

사를 기준으로 등급을 비교하였을 때에 급경사지의 증

가보다는 완만하고 고도가 낮은 곳을 위주로 증가한 것

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에 따라 도시 및 산

림녹지의 면적 및 유형이 크게 변할 수 있으므로, 개발

규제 기준 지정 및 도시 및 환경계획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때에, 중요한 생물의 서식환경을 보호할 수 있

는 기준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7.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토지피복을 분류 후에 정부 정책적 개

발 규제에 따른 도시의 양적·형태적 확장과 산림녹지의

변화 함께 해석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통근거리를 기준

으로 서울을 포함한 근교지역, 대구와 대구를 포함한 근

교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의 양적·형태적 변화와 산림녹

지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도시 공간의 확장 속도를 분

석하기 위하여 도시확장강도지수를 사용하였으며, 형

태적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GUIDOS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정량적 분석을 하였다. 또한, 이에 따른 산림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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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변화는 정부의 규제 항목인 고도, 면적, 경사를 등

급화 하여 면적 변화를 비교하였다.

서울시와 대구시는 개발은 정부 정책 및 규제에 따라

도시의 양적·형태적 변화와 이에 따른 산림녹지의 증감

이 크게 차이가 있었다. 서울시는 고밀도로 개발된 도

심지로 ’96년 이후 시가화건조지역의 면적은 크게 증가

하지 않았지만 산림녹지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서

울시와 근교지역을 포함한 경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에는 도심지가 교통의 발달 등으로 통근거리가 확대됨

에 따라 근교지역으로 시가화건조지역이 빠른 속도로

확장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산림이 파편화

가 나타나 개발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고도 및 경사

위주로 산림녹지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시는 푸른대구가꾸기 1, 2차 사업으로 인하여

산림녹지의 면적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

구시의 시가지는 미미하게 증가하였으며 산림녹지는

고도, 경사 등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면적이 크게 증

가하였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산림녹지 훼손

및 복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률적인 개

발 제한 기준을 설정하기 보다는, 주변 도시 및 산림 생

태계에 맞게 개발의 영향이 미치는 정도를 파악 후에 개

발제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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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발사업´(2017045A00- 1720-BB01)´의 지원에 의

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

1) 정규식생지수(Normalis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
적색광과 근적외선 영역이 식물의 잎이나 초지 등에 존재하는
녹색과의 반사율 차이가 크게 나타는 것을 적용하여 식생지의
분포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이다.

2) 전체 정확도 : 바르게 분류된 모든 화소를 오차행렬 내의 모든
화소수로 나눈 것이다(정승규, 2016).

3) 생산자 정확도 : 바르게 분류된 분류화소의 확률을 의미하며,
누락오차(omission error)라고도 한다.

4) 사용자 정확도 : 도면에 분류된 하나의 화소가 실제로 영상의

분류와 일치하는지에 대한 확률을 의미, 수행오차(commission
error)라고도 한다(정승규, 2016).

5) MSPA형태학적 분류 중 patch유형은 core, islet으로 구분되며,
core는 background에서 멀리 떨어진 foreground픽셀을 의미하
고, islet은 어떠한 군집픽셀도 포함하지 않는 foreground픽셀의
부분을 의미한다 (Kang, 2016).

6) Guidos programe : European commission homepage에서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http://forest.jrc.ec.europa.eu/download/
software/guidos.

7) 시가화건조지역으로 토지이용 지목상 대, 공장·학교·창고·
철도·수도·종교용지, 사적지, 주차장, 도로, 제방, 유원지로 포
함하였으며, 산림녹지로 임야, 공원, 체육용지, 묘지를 포함하
였다. 기타지역으로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광천지, 잡종
지로 구분하였으며, 염전,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은 하천으
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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