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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rban parks are important bird habitat in cities. Various studies have evaluated the habitat function

of urban parks focused on field surveys. In this study, we performed applicability of NDVI obtained

from Landsat 8 OLI image as a factor for spatial planning considered bird diversity. This study was

classified with green boundary into three groups using NDVI’s value. Environmental variables were

calculated by the green area ratio of the surrounding area from 100m to 500m at each groups. The

20 environmental variables such as park area, park shape index, canopy of tree, etc. were derived, th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as a dependent variable for the bird diversity of urban parks. As

a result, the park area and the green area ratio of Group 3, classified high NDVI, within the 100m

buffer were adopted as the variables in the regression model. In other words, it was confirmed that

as the park becomes larger, the distribution of key green areas within a radius of 100m of the parks

becomes higher, the diversity of bird species has increased. It was appropriate to use satellite image,

NDVI to analyze species diversity in urba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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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16년 12월을 기준으로 도시는 국토 전체 면

적의 16.6%를 차지하고 있지만 용도지역 기준으

로 91.82%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7.8.29.).

시민의 일상적인 생활권이 도시에 한정되고 있

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시환경을 어떻게 보전하

고 관리해야 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도시정책이

라 할 수 있다.

도시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짐에 따라 생

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 관점에서 도시생태계 중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도시환경을 대상으로 진

행된 다양한 국내외 연구들은 도시생태계의 가

치를 재평가하는 근거가 되고 있으며 시민이 가

까이 다가갈 수 있는 자연을 어떻게 보전하고

현명하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안하고 있

다. 야생생물 서식환경으로서 도시생태계를 연

구한 논문은 주로 조류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Juutinen and Mönkkönen, 2004), 도시공원

(Hong and Kwak, 2011; Song, 2015), 도시하천

및 생태공원(Kim and Koo, 2003; Kim et al.,

2004), 주변 산림(Lee et al., 2004) 등을 대상으

로 진행되었다. 야생조류는 이동성이 강하고 비

행 특성으로 환경변화에 즉각 반응할 수 있으므

로 환경 지표종으로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

문이다(Song, 2014).

조류 서식지 분석 연구는 종조사를 바탕으로

종다양성 및 종풍부도를 파악한 연구에서 출발

하여 이를 환경변수와 연계하여 통계적인 의미

를 도출하거나 GIS를 활용하여 공간 모델링을

통해 서식지를 분석하는 연구 등이 주를 이루었

다. 조류 서식지를 분석하고 서식지를 예측한 공

간분석 과정에서 가장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공

간자료는 토지피복지도이다. 토지피복지도는 인

공위성영상을 활용하여 지표면의 상태를 표현한

지도이다. 지표면에 대한 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환경공간자료로서 토지피복지도는 대상지 생태

계기초조사 및 분석에 활용되고 있다. 토지피복

지도는 유럽연합 환경청(Europe Environment

Agency, EEA)에서 추진한 CORIN(Coordination

of information on the Environment) 프로젝트가

소개되고 미국 지질조사국(United States Geolo-

gical Survey, USGS)에서 Landsat 위성영상을 제

공하기 시작한 이후 국제적으로 폭넓게 활용되

고 있다(Lee et al., 2017). 국내에서는 환경부에

서 2000년에 1980년대 및 1990년대 남․북한 전

체에 대한 대분류 토지피복지도를 제작하고 이

후 2000년대 이후 중분류, 2010년 이후 세분류

토지피복지도를 제작․배포하고 있다. 토지피복

지도는 국가적인 토지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효

과적인 공간자료이나 제작 특성상 하나의 분류

단위에 여러 환경 속성이 함께 나타날 경우 가장

대표적인 속성 하나만을 취할 수 있으므로 축척

및 분류 단위 수 등에 따라 자료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세분류 토지피복지

도의 경우 공간해상도 증가로 인한 분류정확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카테고리 변수

로 작업되므로 토지피복 판별에 한계가 있다. 또

한 아직 전국에 대한 자료가 구축되지 못하여 광

범위한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야생생물 서식환경 분석 과정에서 위성

영상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Landsat을 비롯한 위

성영상은 분광 영역에 따라 여러 밴드를 보유하

여 필요에 따라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 NDVI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SAVI

(soil adjusted vegetation index) 등을 활용한 생태

계 연구에서 최근 초분광영상 및 고해상도 영상

까지 위성영상을 활용한 야생생물 서식지 연구

는 생태학 연구 분야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인공위성은 주기적으로 동일한 지역을 관통하기

때문에 시간의 변화에 따른 누적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NDVI지수를 활용하여 식생활력도를 측

정할 경우 식생 건강성을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식생이 분포하는 지역을 다양한 각도에

서 모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징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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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tudy area

성영상은 생태계 변화 모니터링 등에 폭넓게 활

용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산림의 생산성을 측정하거나 식생변화를 파악한

연구(Yeom et al., 2008), 야생동물 서식지 분석

(Lee et al., 2010) 또는 산림, 공원 등의 분류 과정

에서 하나의 환경변수로 NDVI를 활용한 연구

(Lee and Jang, 2017) 등이 진행된 바 있다. 국외

에서는 광역적인 공간 규모에서 NDVI와 조류 종

풍부도와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시공간

적으로 해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며(Oindo et

al., 2000), 도시공원과 교외 지역을 대상으로

NDVI에 따른 조류종 출현 여부를 분석하여 도시

생물다양성 연구에서 NDVI의 활용 가능성을 제

시하였다(Bino et al., 2008). 그러나 도시지역 생

태계를 대상으로 위성영상이 제한적으로 활용되

고 있으며, 토지피복을 대체할 수 있는 환경변수

로서 도시 녹지를 파악하기 위해 NDVI를 활용한

조류 서식지 분석 연구는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

았다.

본 연구는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위성영상에

서 분석된 NDVI를 활용하여 도시 녹지를 분석

하고 도시공원 주변 환경 특성을 고려한 조류

종다양성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기존 토지피

복지도를 통해 분석하기 어려운 위성영상 기반

의 환경변수를 도출하여 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도시지역 생태계 평가 방법론을 제안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II.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 대상지

본 연구는 충청남도 천안시 30개 도시공원 및

이와 인접한 5개 동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공

원 주변 환경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30개 도시

공원 외부 경계에서 1km 이내의 지역으로 설정

하였다(Figure 1). 대상지는 총 10㎢로 산림이

15%, 시가화건조지역이 50%를 차지하고 있다.

30개 도시공원 중 3개는 근린공원, 27개는 어린

이공원이다.

2. 환경변수

본 연구에서는 Landsat8 OLI(path 115, row

35)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NDVI를 계산하였다.

조류조사 시기와 토지피복 제작 시기를 고려하

여 2015년 5월 26일 영상을 취득하였다. 해당

영상은 운량이 약 7% 수준이며 대상지에 운량

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 단일 영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위성영상 전처리를 위해 USGS에

서 제공하는 메타데이터 파일의 Radiometric

Rescaling 계수를 이용하여 밴드4와 5의 DN(digi-

tal number)을 대기상부 분광 복사휘도(TOA spec-

tral radiance)로 변환하였다(Zanter, 2016). NDVI

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식생지수로서 가

시광선 중 적색 파장대와 근적외선 파장대의 차

이를 이용하여 이를 두 파장대의 합으로 일반화

할 수 있다. Landsat8 OLI 영상에서 적색 파장

대는 4번 밴드, 근적외선은 5번 밴드에 해당하

므로 NDVI는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위

성영상 전처리 및 NDVI 계산은 Arcgis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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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Analysis를 활용하였다.

   
  

(1)

연구대상지인 30개 도시공원에 대한 식생조

사는 Song(2017)의 연구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해당 조사자료 중 교목 캐노피, 아교목

캐노피, 관목 캐노피, 공원 면적, 공원 형태지수

를 공원 내부변수로 활용하였다. 외부변수는

NDVI를 통해 도출된 녹지지역을 평균과 표준

편차를 활용하여 3개 안으로 구분하고 30개 공

원 경계부터의 거리를 이용하여 100m부터

500m까지 100m 간격으로 버퍼를 계산하고 해

당 경계 내부에 포함된 녹지지역 비율을 계산한

값을 사용하였다. 녹지지역 분류와 버퍼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총 15개의 외부변수가 도출되었

다.

조류조사는 위성영상 촬영 시기를 고려하여

번식기인 2015년 4월 21일부터 2015년 5월 15

일까지 진행된 자료이다(Song, 2017). 조사는 공

원별로 3회씩 반복 실시하였으며(Rhim, 2008),

종다양성 계산을 위해 3회 조사 결과를 합산하

여 평가하였다. 조사 방법은 공원 내․외부에서

공원 산책로를 따라 걸어가면서 조사하는 선조

사법(line transect census method)을 이용하였다

(Lee et al., 2000; Rhim et al., 2007; Song,

2015).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Shannon-Wiener

지수(H')를 이용하여 종다양성을 계산하였다

(Shannon, 1948).

′  
 



× ln  (2)

여기서, s는 종수, Pi는 i번째 종의 개체수를

총 개체수로 나눈 값으로서 해당 종의 개체수

비율을 의미한다.

3. 조류 서식지 분석 모형

공원별로 계산된 조류 종다양성 자료와 조사

된 환경변수(교목 캐노피, 아교목 캐노피, 관목

캐노피, 공원 면적, 공원 형태지수, 녹지 판단기

준에 따른 버퍼지역 내부 녹지 비율 변수)를 활

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수 선정을 위

해 피어슨(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종다양성과 상관성이 없는 환경변수는 회귀분

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수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상관성이 높은 변수를 선별하여 모형에서 제거

하였다. 최적 회귀모형을 선정하기 위해 후진선

택법을 이용하였다. 통계분석은 R 3.4.0(R Core

Team, 2017)을 이용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NDVI 및 녹지 분석

대상지 NDVI는 최소값 0.117, 최대값 0.554,

평균 0.267로 확인되었다. NDVI가 가장 높은

곳은 산림 중앙부이며, 건물이 밀집한 도시지역

의 NDVI 값이 0.2 이하로 낮게 분포하고 있었

다(Figure 2). 대상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봉

서산, 노태산, 태조산 등 산림지역은 NDVI가 높

게 분포하고 있으며 성정동 및 두정동 시가화지

역은 낮은 NDVI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장조사 결과 대상지에서 토지피복분류 기

준으로 녹지에 해당되지 않으나 수목이 존재하

는 지역이 다수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유형별로

조사 지점을 파악하기 위해 공동주택, 학교 숲

등을 포함하는 부지 내 녹지(class1), 텃밭 및 초

지(class2), 가로수 녹지(class3) 등 3개 유형으로

대상지를 구분하고 총 70개 조사 지점을 선정하

였다(Figure 2). 텃밭 및 초지의 평균 NDVI가

0.259로 가장 높았으며, 부지 내 녹지가 0.257,

가로수 녹지가 0.212로 가장 낮은 NDVI를 보여

주었다. 분산분석 결과 해당 차이는 p<0.0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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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NDVI and verification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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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NDVI according to urban green classes

(class1: green spaces within the site,

class2: agricultural area and grassland,

class3: roadside greenery)

A. Group1 B. Group2 C. Group3

Figure 4. Green area classification using NDVI mean(m) and standard deviation(sd) (Group1: NDVI ≥ m-1sd,

Group2: NDVI ≥ m, Group3: NDVI ≥ m+1sd)

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Figure 3). 던

컨 사후검증(Dunkun’s LSP)을 통해 부지 내 녹

지와 텃밭 및 초지는 유사한 값을 보이나 가로

수 녹지가 다른 두 유형에 비해 작은 값을 보임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가로수 녹지의 경우

단독식재로 인해 주변 도로, 인도, 건물 등의 영

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NDVI 평균 0.247과 표준편차 0.044를 이용하

여 녹지 기준을 NDVI 0.203 이상인 지역으로

추출한 경우를 Group1, 0.247 이상인 지역을

Group2, 0.291 이상인 지역을 Group3로 설정하

여 대상지의 녹지도면을 분석하였다(Figure 4).

Group1의 경우 주변 산림을 포함하여 농경지

및 기존의 녹지를 대부분 포함하여 광범위한 지

역을 녹지로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Group2는 산림을 포함하여 농경지, 초지 등

을 녹지로 판단하고 있었다. Group3은 산림과

주요 교목이 식재된 지역 또는 일정 면적 이상

의 식생 분포 지역을 녹지로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분석 결과를 근거로 30개 공원 경계로부터

100m 거리에서 500m까지 내부 녹지 비율을 계



78 송 원 경

A. Group1 B. Group2 C. Group3

Figure 5. Change NDVI ratio with buffer distance in the 6 urban parks (see Figure 4)

Coefficients Estimate Sdt. Error t value p-value R2 Adjusted

R
2 p-value

(Intercept) -1.113 0.614 -1.812 0.081

0.648 0.622 <0.001LPA 0.256 0.080 3.220 0.003**

B100_c3 0.240 0.667 1.858 0.074

Signif. codes: ‘***’ 0.001, ‘**’ 0.01, ‘*’ 0.05, ‘.’ 0.1, F-statistic: 24.84 on 3 and 27 DF(degree of freedom),

LPA(Log patch area), B100_c3(NDVI ratio of Group3 in buffer 100m)

Table 1. Estimates of the best model parameters for species diversity of birds

산하였다. NDVI를 기준으로 녹지의 기준을 가

장 낮은 수준에서 분석했을 때 조류 종다양성이

높은 공원(청사공원, 두정공원, 두정8공원)과 낮

은 공원(성정4공원, 성정8공원, 성정14공원)은

전 버퍼 범위에서 뚜렷한 차이를 드러내지 못하

고 있었으나(Figure 5A), 녹지의 기준을 중간 수

준으로 설정한 결과(Figure 5B)와 가장 높은 수

준으로 설정한 결과(Figure 5C)에서는 버퍼

100m 단계에서 조류 종다양성이 높은 공원이

그렇지 않은 공원보다 녹지 비율이 높게 나타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원 경계에서 100m 이내

에 녹지가 높은 비율로 분포할 경우 공원의 조

류 종다양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조류 종다양성 분석 모형

조류 종다양성과 환경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아교목 캐노피(p<0.1), 관목 캐노피(p<0.05),

공원 면적(p<0.01), 공원 형태지수(p<0.01), 100m

버퍼 이내의 Group2기준 NDVI 비율(B100_c2,

p<0.01), 100m 버퍼 이내의 Group3기준 NDVI

비율(B100_c3, p<0.01) 변수가 회귀분석을 위한

환경변수로 선정되었다. 상관관계 분석을 토대로

아교목 캐노피, 관목 캐노피가 높고 공원 면적이

넓으며 공원이 원형에 가까울 때 도시공원 조류

종다양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후진선택을 통한 최적 회귀모형을 선정 결과

설명변수는 공원면적(LPA), B100_c3 변수가 선

택되었다(Table 1). 즉, 공원 면적이 넓을수록,

공원 반경 100m 이내에 NDVI가 큰 녹지가 높

은 비율로 분포할수록 도시공원의 조류 종다양

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었다. 공원 면적은 소

규모 도시공원에서 조류 종다양성에 영향을 미

치는 가장 중요한 환경변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

다(Jasmani et al., 2017). 로그함수가 적용된 공

원 면적은 약 4배가 증가할수록 종다양성을 1만

큼 높일 수 있으며, 공원 반경 100m 이내에 핵

심이 되는 녹지가 24% 추가되면 이와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해석할 수 있다. 이

모형은 수정된 R
2
(Adjusted R

2
)룰 기준으로 약

62.2%의 설명력을 갖고 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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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hree dimensional scatter plot of bird

diversity

분석 결과를 그래프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3

차원 표현 방법이 필요하다. 회귀분석 결과를

적용하기 위해 x축은 공원면적, y축은 B100_c3,

z축은 조류 종다양성으로 설정하였다(Figure 6).

조류 종다양성은 공원 면적과 양의 상관관계에

있고, 조류 종다양성과 B100_c3 변수 역시 양의

상관관계에 있으므로 회귀 그래프는 우상향 및

뒷면으로 완만하게 기울어지는 평면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도시공원 자체의 면적이 넓고 형태가 원형에

가까울수록 조류 종다양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는 기존 경관생태학 분야에서 폭넓게 인정

받고 있는 개념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공원

을 도시에 만드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Shimazki et al., 2016; Song, 2017). 특히 도시

는 인간을 중심으로 계획된 토지이용으로 인해

야생생물에게 여러 교란요인이 존재한다는 측

면에서 서식지 관리가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

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공원을 둘러싼

주변 녹지대가 풍부하게 보전·관리된다면 주변

환경 변화와 교란을 흡수하고 생태계를 지속가

능하게 유지할 수 있는 회복력을 제공할 수 있

다. 회복력을 변화와 교란을 흡수하고 상태변수

간의 동일한 관계를 유지하는 시스템이라 정의

할 때(Holling, 1973), 도시에 잔존하는 산림 및

녹지는 도시생태계의 회복력을 강화시키는 중

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이제까지 도시지역에 대한 생태계 분석 및 서

식지 평가에 토지피복지도가 폭넓게 활용되어

왔다. 도시지역은 가로수, 단지녹지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녹지가 존재하여 토지피복분류

방식으로 도시녹지를 정량화하는데 한계가 있

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통해

도시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녹지의 경계

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아파트단지 및 도심

에 분포하는 다양한 유형의 녹지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토지피복지도와 NDVI를

통해 추출된 녹지를 비교함으로써 이 차이를 쉽

게 확인할 수 있다(Figure 7). 녹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대상지 생태계 특성 및 대상종 등에 따

라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으므로 NDVI를 통한

핵심 녹지를 선정하는 방법은 추후 조류뿐만 아

니라 다양한 야생생물 서식지 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도출된 핵심 녹지는 도심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어 도심 내 조류 유입

을 유도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Song, 2014).

Figure 7. Comparison of land cover map and NDVI

green area analysis method (The diagonal

line is the boundary extracted from the

land cover map, and the gray-filled area is

the boundary extracted from the ND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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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많은 연구자들이 도시생태계를 대상으로 조

류 서식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도서생물지리

학에서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았다. 바탕

(matrix)으로서 도시지역은 가로수, 아파트단지

등 다양한 수준의 녹지가 파편화되어 존재하는

공간이다. 이를 고려할 경우 이진적인 토지피복

분류 기준보다 연속적인 환경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NDVI의 활용이 제안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기존에 알려진 공원면적 변수 이외에 공원

반경 100m 이내에 존재하는 높은 NDVI 녹지가

조류 다양성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변수인 것으

로 확인되었다. 즉, 공원의 면적뿐만 아니라 인

접한 녹지자원 역시 조류가 서식하는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Landsat 8 OLI 위성영상은 30m 해상도로서 미

시적인 환경을 분석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한계

가 존재한다. 고해상도 영상을 활용할 경우 더욱

상세한 도시 녹지를 파악하고 그 중요성을 재평

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고해

상도 위성영상 및 UAV(Unmanned aerial ve-

hicle) 등을 활용한 자료 고도화뿐만 아니라

NDVI 판단 기준에 대한 민감성 분석 등을 통해

보다 정교한 조류 서식지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조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야생생

물 서식환경을 분석하는데 본 연구 방법론이 활

용된다면 도시생태계를 야생생물 서식지로 재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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