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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 Sinseo Innovation City of Daegu has been eco-friendly 

developed by analyzing changes in NDVI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and LST (Land Surface 
Temperature) and conducting field surveys. Using Landsat satellite images, it compares NDVI and LST changes 
between the years of 2008 and 2018.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NDVI has decreased by 
0.07 and the zLST has increased by 0.85°C over the past 10 years. Second, districts with lower NDVI and higher 
zLST were concentrated with infrastructure with impermeable materials. Districts with higher NDVI and lower 
zLST were utilized urban design techniques such as permeable parking lot, green roof, and permeable pavement. 
Third, districts with higher NDVI and lower zLST were applied eco-friendly planning items properly by district 
unit plan guideline. It is meaningful to suggest planing directions and urban planning elements considering the 
environmental friendly development.

Keywords :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Land Surface Temperature, Eco-friendly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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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위성영상 자료를 활용한 정규식생지수 및 지표면온도 변화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해 대구 신서
혁신도시가 환경친화적 개발이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방법으로는 Landsat 위성영상을 활
용하여 개발이전(2008년)과 개발이후(2018년)의 정규식생지수와 지표면온도의 변화 값을 도출하였다. 이와 함께 
정규식생지수와 지표면온도의 변화가 두드러진 지역을 추출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해당지역의 도시계획적 
특징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신서혁신도시의 개발로 인해 평균적
으로 정규식생지수는 0.07 감소하였고, 지표면온도는 0.85℃ 증가하였다. 둘째, 정규식생지수가 감소하고 지표면온
도가 증가한 구역은 불투성의 재료를 활용한 기반시설이 집중적으로 건설된 곳이었다. 반대로 정규식생지수는 증
가하고 지표면온도가 감소한 구역은 생태블럭 주차장, 옥상녹화, 투수성이 높은 보도 포장 등의 설계적 기법을 활
용한 곳이었다. 셋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적용 수준을 검토한 결과, 정규식생지수가 증가하고 표준화된 지표
면온도가 감소한 구역에서 해당 지침에서 제시한 친환경계획 사항들이 비교적 잘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향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시에 친환경 도시계획에 대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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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60년대 이후 추진되어 온 우리나라의 도시개발사업은 국
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발정책을 수도권 중심으로 시행하였
고, 이는 급격한 국가 및 도시경제 성장과 도시화라는 큰 이점
을 불러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수도권 중심의 개발방식은 택
지, 행정기능, 인구 등이 수도권에 계속적으로 집중되는 불균
형 발전으로 이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행정기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기는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건설정책’을 추진하였다. 혁신도시 개발 예
정 지구는 기존개발지 또는 개발 중인 토지를 활용하거나 기
존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선정된다(Kim, 2006; Kim, 
2008; Choi et al., 2015). 또한 2000년대 이후 국가의 발전방
향에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이 확립되기 시작하면서, 혁신도
시 개발방향은 과거에 도외시 되었던 생태계의 변화, 녹지감
소 등과 같은 도시환경 문제를 고려하여 ‘누구나 살기 좋고 살
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친환경 도시개발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Kim, 2006). 
일례로 대구 신서혁신도시의 친환경계획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대구 신서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는 주
요 용지별로 친환경계획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Daegu, 2016). 주요 권장사항을 해당 용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공동주택용지에서는 녹지면적률(대지면
적 대비 30% 이상 확보), 우수저류·정화·재활용 시설 등의 우
수활용시설 설치, 환경마크 등을 획득한 환경 친화적 자재 사
용, 단지내 조경·도로포장·보도포장 등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
고 있다. 도시지원시설용지 및 기타시설용지에서는 공공건축
물에 한해 친환경건축물(그린 2등급 이상) 인증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서혁신도시 전체 면적의 상당부분을 차지
하는 혁신클러스터(이전공공기관, 일반클러스터, 의료R&D
클러스터,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용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용지에서 제안하고 있는 대지면적 대비 30% 이상의 녹지면적
률 확보와 우수활용시설 설치에 대한 사항과 함께 건축물녹
화와 투수포장 등의 열섬완화대책, 중수의 활용, 친환경건축
물 인증(그린 2등급 이상)을 권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과 같이, 혁신도시 건설정책은 ’자립형 
지방화를 통한 지방도시의 경쟁력성장’ 및 지역발전을 꾀하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을 시행하였고, 여기에 더하여 도시환경 
문제를 고려한 친환경 도시개발을 지향하고 있다(Kim et al., 
2011; Hyun et al., 2012). 혁신도시는 친환경 도시 건설을 위해 
환경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정주공간이 형성될 수 있도
록 토지이용, 교통, 공원녹지, 주거환경 등에 대한 보전·활용·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다(MOLIT, 2009). 그러나 혁신도시의 
개발목적인 행정기능의 수도권 집중완화 목적은 이루었지만, 
혁신도시가 친환경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졌는지, 더불어 개발
제한구역의 해제를 통해 개발된 혁신도시가 친환경 도시개발
이 시행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는 실행되지 않았다. 
한편, 이와 같이 도시개발은 도시의 형태를 변모시키고, 그
에 따라 인구, 기후, 식생 등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국내·외에서는 도시의 형태가 변화하면서 환경적인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원인 및 요인을 밝히기 위해 많은 연구
가 이루어져왔다. 그 중 다수의 연구들은 IKONOS, Landsat, 
Spot 등의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도시의 변화에 따른 지표면
온도, 토지피복도, 식생 등의 변화를 분석한 후, 이들 간의 상
관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Yuan and Bauer, 
2007; Quan and Lee, 2009; Jung et al., 2011; Li et al., 2011; 
Jee and Choi, 2014; Estoque et al., 2017; Tran et al., 2017; Yeo 
et al., 2017).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광역적인 범위를 대상
으로 도시환경 변화를 분석하여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
하는데서 마침표를 찍어 근린단위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대구시 신서혁신도시가 환경친화적 
개발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는데 있다. 구체
적인 연구목적으로는 1) 개발로 인한 도시형태의 변화를 알
아보고자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정규식생지수와 지표면온도
의 변화를 분석하고, 2) 위성영상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
나는 구역을 추출한 후, 현장조사를 통해 해당 구역의 환경
적 현황을 살펴보고, 3) 해당 구역들이 관련 지침에서 제시
한 친환경계획에 대한 사항들을 얼마나 반영하였는지를 검
토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고찰

2.1  위성영상을 활용한 도시변화 분석 관련 선행연

구 검토

그간 도시개발로 인한 도시공간의 변화를 인공위성영상을 
활용하여 규명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먼저, Landsat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도시의 변화에 따른 지표면온도, 정규
식생지수, 토지피복 등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
다. Kim et al.(2006)은 서울시 양재천 집수구역을 대상으로 
Landsat TM과 ETM+위성영상을 이용하여 1987년과 2003
년 사이의 토지피복 변화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 기존의 초지 및 나대지였던 구역에 주거지 및 
도로가 조성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Kang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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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2010)은 도심의 토지피복변화가 열 변화에 미치는 영향
을 규명하기 위해 Landsat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1985년에서 
2009년 동안 대전광역시의 토지피복변화를 분석하였다. 분
석 결과, 24년(1985~2009년)간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도
심지의 토지피복변화는 23.59% 증가한 것에 반해 산림지역
의 토지피복변화는 27.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
께 토지피복변화로 인해 도심지의 지표면온도는 산림지역보
다 2.4~5.7℃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Yoon et al.(2013)
은 분당신도시를 대상으로 Landsat TM 위성영상을 활용하
여 약 20년 동안(1985년, 1996년, 2006년)의 녹지변화를 살
펴보았다. 분석 결과, 신도시 내부의 공원녹지 변화량은 신도
시 개발로 인해 약 11,127천㎡ 감소하였고, 신도시 조성 이후
의 공원녹지 변화량은 전체면적의 약 6.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eo et al.(2014)은 중국 옌진 시의 도시화를 공간적
으로 분석하기 위해 Landsat TM과 ETM+를 활용하여 18년
(1991~2009년) 동안의 토지피복과 지표면온도의 변화를 나
타내었다. 분석 결과, 18년 사이에 대규모 도시개발로 인해 옌
진 시 전체면적 중 시가지 면적은  15.30% 증가하였고, 농경
지와 나지는 각각 13.22%, 6.68% 감소하였다. 또한 실제 기상
청 온도와 지표면온도의 변화를 비교해 본 결과, 1991년에 비
해 2009년의 실제 평균온도는 1.5℃ 상승하였고, 지표면온도
는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Orhan et al.,(2014)은 가뭄
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Landsat TM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1984년에서 2011년까지의 지표면온도와 정규식생지수를 도
출하였다. 그 결과, 나대지가 경작지로 변화하면서 지표면 온
도는 27년(1984~2011년) 동안 약 2℃ 상승하였다.
한편,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지표면온도, 정규식생지수 등
의 변화를 도출함에 그치지 않고 이들 간의 관계성을 규명
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었다. Park et al.(2006)은 청주시를 대
상으로 Landsat TM 위성영상과 DEM을 활용하여 1992년에
서 2004년 사이의 정규식생지수 및 지표면온도의 변화를 도
출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토지피복
면적은 12년 동안 도시개발로 인해 산림지역과 농경지가 뚜렷
하게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지표면온도는 약 4~5℃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정규식생지수와 지표면온도간
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도출된 것
으로 확인되었다. 

Erdenesumbee and Cho(2016)는 Landsat 위성영상을 이용
하여 몽골 Tuul-Basin 지역의 토지피복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10년 단위(1990년, 2001년, 2011년)로 분석을 실시한 뒤, 정규
식생지수와 지표온도 간의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
과, 1990년에서 2011년 동안 정규식생지수 및 토양조정 식생

지수(SAVI)는 녹지의 난개발과 무분별한 훼손으로 인해 감
소하였다. 토지피복변화 분석 결과, 20년간 Tuul-Basin 지역
의 전체면적 중 산림지역과 초원지역의 면적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건조지역, 휴경지지역 및 모래지역은 2배 이상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표면온도 분석결과, 녹지지역의 감소
로 인하여 평균온도는 전년도 대비 약 2.5℃ 상승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지표면온도와 토양조절 식생지수는 다른 상관성에 
비해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al and Ziaul(2017)은 인도의 Malda 지역을 대상으로 
Landsat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1991년에서 2014년 사이에 토
지피복의 변화가 지표면온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도심지역이 증가함에 따라서 지표면온도는 연간 
0.07~0.114℃ 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피복의 변화
와 지표면온도 및 실제 기상온도의 상관성 분석 결과, 세 가지 
모두 상관성이 높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2.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는 대구 신서혁신도시의 개발 이전과 이후의 정규
식생지수 및 지표면온도의 변화를 분석하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신서혁신도시 개발이 환경친화적이었는지를 살펴
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
다. 첫째, 기존 선행연구의 대다수는 정규식생지수, 지표면
온도 등의 지수 값을 도출하여 변화추이를 살펴보거나, 도
출된 값들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등 수치를 활용한 실
증분석을 하는데 그쳤다(Seo et al., 2014; Orhan et al., 2014; 
Erdenesumbee and Cho, 2016; Pal and Ziaul, 2017).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방법론 측면에서 위성영상 분석을 통한 정규
식생지수 및 지표면온도 값을 기반한 분석과 함께, 현장조사 
및 시행지침 검토 등의 질적 분석방법도 실시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실시하였다는 차별성이 있다. 둘째, 실
제 우리나라에서 혁신도시 등이 친환경적 도시개발이 이루어
졌는지를 검토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위성영
상분석을 통해 정규식생지수와 지표면온도의 변화 값을 도출
한 것에 그치지 않고, 변화 값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지역과 감
소한 지역을 추출한 후 해당 구역들에 대한 현장조사 및 지침
검토를 통해 친환경적 계획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지표면온도가 증가하고 정규식생지수가 낮아진 지역은 어떤 
계획적 특징이 있는지, 반대로 지표면온도가 감소하고 정규식
생지수가 증가한 지역은 어떤 계획적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
봄으로써, 향후 도시계획 및 정책적 차원에서 실증기반의 친
환경계획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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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3.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인 대구 신서혁신도시는 기존의 개발
제한구역이었던 곳이 해제가 된 구역에 개발된 곳으로, 대상
지의 외형적인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연구 대상지의 적지로 선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시간적 범
위는 대구 신서혁신도시가 개발되기 이전인 2008년과 개발이
후 시점인 2008년으로 설정하여 개발사업의 전과 후의 도시
환경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지로 선정한 대구 신서혁신도시는 대구광역시 동
구 신서동 외 8개동의 일원으로 대상지의 면적은 약 420ha이
다. 본 개발사업은 미래형 혁신도시, 정주환경과 자족기능을 
갖춘 복합도시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이라는 개발 목적을 
가지면서, 휴식 문화 등이 융합된 도시형 복합업무도시, 자연
환경 중심의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등 이라는 개발방향을 지
니고 있다(Daegu, 2016). 그 중 친환경 개발이라는 계획 항목
에서 Eco-City, 즉 생태도시 조성이란 목표를 기반으로 하여 ‘
생태적 건강증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구 신
서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는 도시환경의 쾌적
성을 유도하고자 환경친화적 관리지침을 규정하여 식재면적, 
우수활용시설, 환경친화적 자재 사용, 투수성 포장 등과 계획 
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Daegu, 2016).

3.2 활용자료

신서혁신도시가 개발되기 이전인 2008년에서 개발 이후인 
2018년 동안의 정규식생지수(NDVI: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와 지표면온도(LST: Land Surface 
Temperature)의 변화를 탐지하기 위해 미국지질조사국
(USGS: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에서 제공하는 위
성영상을 이용하였다. 개발이전 시점인 2008년은 4월 29일자
에 촬영된 Landsat-5 TM 위성영상을, 개발이후 시점인 2018
년은 4월 25일자에 촬영된 Landsat-8 OLI 위성영상을 활용하
였다. 위성영상 취득 시기는 분석결과의 시기적 특성에 대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같은 시기인 4월 말 영상을 취득하였다. 
더 나아가 해당 지역의 도시설계적 기법을 구체적으로 알아
보기 위한 자료는 Google Earth에서 제공하는 항공사진을 활
용하였다. 항공사진 취득 시점은 Landsat TM/OLI 위성영상
의 취득시기와 유사한 시기의 항공사진을 취득하였다. 하지만 
개발 이후 시점과 항공사진의 취득시기의 시간적 차이가 존
재하므로 현장조사를 통한 사진자료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3.3 분석방법

3.3.1 Landsat 위성영상에 의한 정규식생지수 산출

정규식생지수(NDVI)는 식생의 활력도를 나타내는 지수
로 그 값은 최소 –1에서 최대 1의 값을 가진다(Chen et al., 
2004; Zaidi et al., 2017). 이 값은 식생이 많이 분포하는 지역(
농경지, 산림 등)일수록 1에 가까운 양의 값으로 나타나고, 식
생이 많이 분포하지 않은 지역(암석, 마른토양, 아스팔트 등)
일수록 –1에 가까운 음의 값으로 나타난다(Quan and Lee, 
2009; Jeong and Lee,  2010; Yoon et al., 2013). 정규식생지수
를 도출하는 방법으로는 Landsat 위성영상의 근적외선 영역
(NIR)과 적색 영역(RED)을 사용하여 Eq. (1)에 의해 계산된
다. Landsat 위성영상에서 근적외선 영역에 속하는 Band는 각
각 Landsat-5 TM의 Band 4와 Landsat-8 OLI의 Band 5를 활
용하고, 적색영역에 속하는 Band는 Landsat-5 TM의 Band 3
와 Landsat-8 OLI의 Band 4를 이용한다(Erdenechimeg et al., 
2010; Li et al., 2011; Pirotti et al., 2014; Kim, 2015; Zaeemdar 
and Baycan 2017).

                                        (1)

3.3.2 Landsat 위성영상에 의한 지표면온도 산출

지표면온도(LST)는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지면의 온도를 
산출해낸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Landsat 위성영상에서 제공
하는 다양한 관측 파장 중 열적외선 영역을 활용하여 지표
면온도를 도출하였다(NASA, 2016; NASA, 2018; Zaeemdar 
and Baycan, 2017). Landsat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지표면온
도를 산출하기 위해 각각의 밴드별로 제공되는 DN (Digital 
Number)을 이용한다. 그 후  NASA Model에서 제시한 선
형 회귀식을 활용하여 절대 방사량으로 환원해야 하므로 
Landsat-5 TM은 Eq. (2)을, Landsat-8 OLI는 Eq. (3)을 활용
한다. 변환된 절대방사휘도 값을 절대온도로 환산하기 위하
여 Eq. (4)을 이용하는데 이때, 각 위성영상에 따라 사용되는 
보정상수의 값(K1, K2)은 다르다. Landsat-5 TM의 보정계수 
값은 607.76과 1260.56이고, Landsat-8 OLI의 보정계수의 값
은 774.89과 1321.08이다. 이를 이용하여 절대온도를 계산한 
뒤, 섭씨온도로 변환하기 위해 273.15를 감하였다(Park, 2001; 
Kim, 2004; Jung et al., 2011; Liu and Zhang, 2011; Yun et al., 
2013; Jee et al., 2016; Chae et al., 2017; Kim and Kim, 2018; 
Kim et al., 2018). 본 연구에서는 유사한 시기의 위성영상을 
활용하였지만, 그 당시의 환경적 여건이 일치하지는 않기 때
문에 이를 설명하기 위해 표준화값(z-score)을 취한다.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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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지표면온도를 취한 위성영상간의 지표면온도 변화 차이
를 구하기 위해 Eq. (5)를 이용한다(Rogan et al., 2013; Kim 
and Kim, 2018).

= Spectral radiance at the sensor’s aperture  ( ) 

 = The quantized calibrated pixel value in DN

 = The spectral radiance that is scaled to QCALMIN( ) 

 = The spectral radiance that is scaled to QCALMAX( )       (2) 

 = The minimum quantized calibrated pixel value in DN 

 = The maximum quantized calibrated pixel value in DN 

 = Spectral radiance at the sensor’s aperture( ) 
 = Radiance multiplicative scaling factor for the band           (3) 

 = Radiance additive scaling factor for the band
 = L1 pixel value in DN

T = Effective at-satellite temperature in Kelvin                          (4)
 = Calibration constant 1 
 = Calibration constant 2

 = Spectral radiance      

      (5)

 = Standardized LST change
 = Standardized 2008 LST mean
 = Standardized 2018 LST mean

 = Standardized 2008 LST standard deviation
 = Standardized 2018 LST standard deviation

3.3.3 친환경적 개발 적용검토를 위한 현장조사 분석

본 연구는 Landsat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정규식생지수 및 
지표면온도와 같은 도시환경의 변화만을 탐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규식생지수와 지표면온도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
나는 구역을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바라보아 과연 신서혁신
도시가 친환경적 개발로 이루어 졌는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자 한다. 분석대상으로는 정규식생지수가 감소하면서 지표면
온도가 증가하는 5곳과 정규식생지수가 증가하면서 지표면
온도가 감소하는 5곳을 포함하였다. 해당 구역 내에서 친환
경계획의 특징을 검토하기 위해 Google Earth에서 제공하는 
항공사진을 이용하였다. 항공사진은 각 위성영상의 취득일자
인 2008년/2018년과 일치하는 항공사진이 존재하지 않기 때

문에 가장 유사한 일자의 항공사진을 이용하였다. 개발이전
(2008년) 시점의 항공사진은 2009년 1월 13일 자의 항공사진
을, 개발이후(2018년) 시점의 항공사진은 2017년 11월 25일 자
의 항공사진을 활용하였다. 하지만 Landsat 위성영상 취득시
기와 항공사진 취득시기의 시간적 차이와 항공사진 해상도의 
한계로 인해 구체적인 친환경계획에 대한 특징을 검토하기에
는 어렵다. 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대상지의 현황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현장조사는 2018년 7월 10일에서 2018년 
7월 15일까지 실시하였다. 한편, 위성영상과 항공사진을 통해 
살펴본 설계기법들이 과연 기존 계획 시행 지침에 맞게 잘 설
치가 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대구 신서혁신도시 지구단위
계획 시행지침」의 친환경계획에 관한 사항을 체크리스트화하
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4. 연구 결과

4.1  위성영상 활용을 통한 신서혁신도시 개발 이전

과 이후의 도시환경 분석

4.1.1 개발 이전과 이후의 항공사진 비교

본 연구는 위성영상 분석을 통하여 대구 신서혁신도시의 
정규식생지수와 지표면온도가 개발이전과 개발이후의 얼마
만큼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렇다면 그 변화에 따른 도시설계
적 특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Fig. 1은 Google Earth에서 추출한 대구 신서혁신도시의 개발
이전(2009년 1월 13일)과 개발이후(2017년 11월 25일) 시점의 
항공사진으로, 신서혁신도시가 개발사업으로 인해 어떠한 변
화가 일어났는지 거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위성영상의 취득일자와 정확히 일치하는 항공사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위성영상의 취득일자와 가장 유사한 
시점의 항공사진을 이용하였다. 개발이전 시점의 신서혁신도
시는 대다수가 논, 밭, 나대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에 반해 개
발이후 시점의 신서혁신도시는 논, 밭, 나대지였던 구역에 건
물이 들어서 있거나,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산림지역
을 깎아내어 도시를 새롭게 개발하였다.

(a)  Google map in January 
13, 2009

(b)  Google map in November 
25, 2017

Fig. 1. Comparison of Google maps of Sinseo 
Innovation City between 2009 and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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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2  개발 이전과 이후의 정규식생지수 및 표준화된 

지표면온도 분석

본 연구는 토지이용이 변화에 따른 정규식생지수와 지표
면온도의 영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지표면온도를 분석할 때 두 시기의 구름의 
양, 조도의 양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상이하므로, 두 지수
간의 비교분석을 용이하기 위해 지표면온도의 원 값이 아닌 
표준화된 값(zLST) 값을 사용하였다. Fig. 2는 혁신도시 개발 
시행 전인 2008년과 개발 이후인 2018년도의 정규식생지수와 
표준화된 지표면온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정규식생지수
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대상지 외곽부분은 산림지로 인해 
정규식생지수가 높게 나왔고, 이를 제외한 구역인 농지, 나대
지인 구역은 산림지역인 구역에 비해 정규식생지수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개발사업이 완료단계에 이른 2018년
의 신서혁신도시는 2008년에 대비하여 연구대상지 대부분의 
정규식생지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준화된 
지표면온도 분석 결과에서 2008년의 신서혁신도시는 혁신도
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단계이전 시기에 해당
하므로 전반적인 지표면온도는 비슷한 양상으로 보인다. 하지
만 개발 완료 단계에 이른 2018년도의 혁신도시는 대부분의 
대지 표면온도가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지면이 개발공사로 인하여 도로, 아파트, 상가 등이 들어서게 

되면서 기존의 산림지, 농지, 나대지였던 구역이 아스팔트, 콘
크리트로 변경되어 대상지 대부분의 정규식생지수가 감소한 
것이라 예상된다. 더불어 정규식생지수와 정반대로 지표면온
도 또한 2008년에 대비하여 대상지 전반적으로 극명하게 높
아졌는데, 이는 도로, 공동주택단지, 공공기관, 교육시설 등의 
개발로 인해 주변공간에 비해 지표면온도가 높게 나타난 것
이라 유추할 수 있다. 
다음으로 Table 1은 대구 신서혁신도시의 정규식생지수, 지
표면온도 원 값, 표준화된 지표면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신서혁신도시의 정규식생지수를 살펴보면, 2008년의 정규식
생지수의 평균값은 0.23이고, 2018년은 0.16으로 지난 10년간 
식생지수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지표면온도의 
분석결과는 2008년에는 23.95℃이었던 평균값이 23.13℃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도출된 지표면온도는 취득한 
위성영상의 일자가 일치하지 않아 명확한 분석결과라고 신뢰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출된 지표면온도의 값들을 보정하는 과
정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대구시 전체를 대상으로 표준화 값을 
취하였다.3) 그 결과, 신서혁신도시는 개발이전인 2008년의 표
준화된 지표면온도가 대구시 평균보다 0.83 높았지만, 개발이
후인 2018년에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대구시 평균보다 1.06 더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3) 본 논문에서는 이를 ‘표준화된 지표면온도’라 명시함

2008 2018

NDVI

zLST

Fig. 2. NDVI and zLST of Sinseo Innovation City in 2008 and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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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NDVI, LST and zLST

Min Max Mean SD

NDVI
2008 0.02 0.48 0.23 0.08
2018 0 0.47 0.16 0.08

LST
(℃)

2008 19.66 26.59 23.95 1.25
2018 17.48 29.01 23.12 1.69

zLST
2008 -0.69 1.66 0.83 0.39
2018 -0.36 2.59 1.06 0.44

4.2    신서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정규식생지수 및 표

준화된 지표면온도의 변화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신서혁신도시의 개발 이전과 이후의 지표
면온도 및 정규식생지수를 분석하여 정규식생지수 및 지표면
온도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지점을 추출하여 도시설
계적 특징을 도출하는 것이다. 2008년에서 2018년 사이의 표
준화된 지표면온도와 정규식생지수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Fig. 3, Table 2와 같다. Fig. 3에서 정규식생지수의 변화를 살
펴보면, 대상지의 대부분이 정규식생지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다. 표준화된 지표면온도 변화 또한 대상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대상지의 서쪽과 중앙부 남쪽 부근의 온도
가 증가하였다. 반면에 대상지의 중앙부 북쪽과 남동쪽 부근
은 오히려 식생지수가 증가하거나 온도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규명은 다음 장에서 분석을 실시하였
다. 정규식생지수와 표준화된 지표면온도의 차이 값을 나타
낸 Table 2를 살펴보면 지난 10년 동안 평균적으로 식생지수
는 0.07 감소하였고, 표준화된 지표면온도는 0.85℃ 증가한 것
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신서혁신도시가 개발사업으로 인해 
내부에 도로, 건물이 조성되면서 전반적으로 정규식생지수와 
지표면온도가 나빠진 결과라 할 수 있다.

4.3  현장조사 및 지침검토를 통한 신서혁신도시 개

발의 친환경계획 적용 검토

 4.3.1  정규식생지수 감소 및 표준화된 지표면온도 증

가 구역 대상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인 정규식생지수와 지표면온도의 변화
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지역의 도시계획적 특징을 검토하기 위
해 본 절에서는 각 지수의 변화 값을 기반으로 개발이전과 개
발이후의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을 비교분석하였다.  

Fig. 4는 정규식생지수가 –0.2 이하로 감소하면서 지표면 
온도는 4.0℃ 이상 증가한 곳을 총 다섯 구역으로 추출한 것
이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Fig. 5에서는 개발 이전과 이후의 
항공사진과 현장조사사진을 비교하였다. A구역은 혁신클러
스터 용지에 해당되는 구역으로, 개발이전에는 농지로 형성되
어 있었던 지역이 개발이 됨에 따라 관련 기업체들이 입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현장조사를 통하여 해당 대상지를 관
찰해 보았을 때, 일반적인 콘크리트 건물(A-ⓐ, A-ⓒ)및 2차선 
도로(A-ⓑ)가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B구역은 기존에 완충녹지로 계획된 구역으로서, 개발이전
에는 기반시설이 들어서지 않은 나대지로 형성되어 있었지만, 
개발이후에는 큰 규모의 도로가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구역의 현장조사 사진을 살펴보았을 때, 2020년에 개통 
예정인 6차선 규모의 대구외곽순환도로(C-ⓐ, C-ⓑ)와 신설
도로(율암로,C-ⓒ)가 들어서 있었다. 

NDVI zLST

Fig. 3. NDVI and zLST difference between 2008 and 2018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NDVI and zLST

Min Max Mean SD

 NDVI -0.35 0.21 -0.07 0.09
 zLST(℃) -2.80 6.97 0.85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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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구역은 단독주택 계획지로서 개발이전에는 밭으로 구성
되어 있었지만, 개발이후에는 다수의 건물들과 도로가 새롭
게 조성되었다. 이는 1층에 상가가 포함된 다가구주택 형태
의 건물단지(D-ⓐ)가 형성되어 있어 건물단지 내부에는 2차
선 도로(D-ⓒ)가 구획되어 있었고, 건물단지 사이에는 9차선 
규모의 혁신대로가 신설되었다. 

Fig. 4. Districts with lower NDVI and higher zLST

D구역은 상업용지 계획지로서 개발이전에는 나대지였던 
토지가 개발이후에는 새로운 건물군들이 들어선 것으로 나
타났고, 이는 대규모의 상가(E-ⓐ)와 복합 상가건물(E-ⓑ, 
E-ⓒ)이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E구역은 첨단의료시설이 입지할 구역으로 개발이전에는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산지를 깎아 개발지로 개간하
면서 개발이후에는 나대지로 구성된 것을 볼 수 있다. 현 시
점에서 또한 산지를 개간한 곳은 여전히 미개발지로 형성되
어 있고, 앞의 부지에는 공사 중인 건물(B-ⓐ)과 대구암센터
(B-ⓑ),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B-ⓒ)이 들어선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대상지 내에서 식생의 활력도가 감소하고 지표
면온도가 높아진 구역들은 두 가지 특징으로 분류할 수 있었
다. 첫 번째로 A, B, C, D 구역과 같이 개발이전에는 논, 밭, 나
대지로 구성되어 있었던 토지에 새로운 건물 군들이 들어서

District
Google map Site photos

Before 
development

After 
development ⓐ ⓑ ⓒ

A

B

C

D

E

Fig. 5.  Google maps and site photos in the areas with lower NDVI and higher zL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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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4차선 이상의 대규모 도로가 신설된 것이다. 새롭게 들
어선 건물과 도로는 대부분 콘크리트와 아스팔트와 같은 불
투수 표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기존의 논, 밭, 나대지
에 비해 열전도율이 높아 정규식생지수와 지표면온도의 변화
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E구역과 같
이 기존의 산림지역이었던 곳을 개발하여 건물이 들어선 것이
다. 개발지는 산림지에 비해 녹지공간이 극명하게 적어 식생의 
활력도가 떨어지며, 식생의 감소로 인해 지표면온도 또한 증
가한 것으로 보인다.

 4.3.2  정규식생지수 증가 및 표준화된 지표면온도 감

소 구역 대상

기존의 도시개발은 산과 녹지를 깎아 새로운 기반시설을 
조성함으로서 해당지역의 식생 감소, 온도증가 등과 같은 결
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 자연환경을 저해시키지 않

고 자연 그대로의 환경과 잘 어울리는 개발방식을 지향하고 
있고, 이를 반영한 친환경계획이 여러 개발방식에 활용되고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도시개발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식생이 증가하고 온도가 감소한 구역을 추출하여 어떠한 친환
경계획의 특징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Fig. 6은 정규식생지수는 –0.05이상 증가하면서 지표면온

Fig. 6. Districts with higher NDVI and lower zLST

District
Google map Site photos

Before 
development

After 
developmen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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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

Fig. 7.  Google maps and site photos in the areas with higher NDVI and lower zLS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urveying, Geodesy, Photogrammetry and Cartography, Vol. 37, No. 3, 143-156, 2019

152  

도는 0.6℃이하로 감소한 구역을 총 다섯 구역으로 나타낸 것
이다. Fig. 7은 Fig. 6에서 추출한 구역을 바탕으로 개발이전과 
이후의 항공사진과 현장조사사진을 비교한 결과이다. A구역
은 공동주택단지로 계획된 구역으로써 개발이전에는 소규모
의 가구들과 논, 밭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개발이후에는 고
층의 아파트와 공원이 조성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를 자세하
게 살펴보면 A-ⓐ구역의 아파트 단지는 친환경아파트 단지로 
사진과 같이 지상의 주차장에 생태블럭(잔디블럭)을 활용하
거나 단지 내부의 도로에 아스팔트보다 투수성이 높은 보도
블럭 재료를 사용하였다. 그 외에도 A-ⓑ, A-ⓒ의 사진과 같
이 큰 규모의 근린공원이 조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B구역은 첨단의료시설이 들어설 계획지로 개발이전에는 
나대지였던 토지가 개발이후에도 여전히 원형을 유지한 미개
발지임에 따라 현재도 건물이 들어서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B구역은 북쪽의 한국가스공사를 제외하고는 좌우
로는 산림이 위치해 있고(B-ⓐ,B-ⓒ), 전방에는 건물이 들어
서지 않은 나대지(B-ⓑ)이루어져 있다. 

C구역 또한 B구역과 같이 첨단의료시설이 입지할 곳으로 
개발이전에 나대지였던 토지는 개발이후에 도로가 신설되었
지만 주변 토지는 기반시설이 들어서지 않은 미개발지로 확인
되었다. C-ⓐ와 C-ⓑ구역은 풀숲과 나대지로 구성되어 있고, 
C-ⓒ구역은 가로수와 남쪽에 위치한 대구경북 첨단의료 복합
단지의 주차장이 조성되어있다.

D구역은 공공기관과 근린공원이 계획된 곳으로 개발이전
에는 다수의 취락지구와 도로가 형성되어 있었지만 개발이후
에는 건물들과 새로운 도로가 신설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혁신도시에 형성된 공공기관은 친환경 건물로 계획되어 기존
의 일반 건물들보다 녹지공간이 많이 형성되어 있다. D-ⓐ구
역은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이 위치한 곳으로 사진과 같이 건물
의 옥상에는 옥상녹화가 조성되어 있고 지상에는 많은 녹지
가 분포되어 있었다. 또한 D-ⓑ구역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위치한 곳으로 이곳의 주차장은 친환경 계획요소 중의 하나
인 생태블럭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고, 그 옆의 D-ⓒ구역은 큰 
규모의 근린공원이 이루어져 있었다. 
마지막으로 E구역은 공동주택이 계획된 곳으로 개발이전
에는 취락지구가 형성되어있지만, 개발이후에는 아파트 단지
가 조성된 것을 볼 수 있다. E구역의 아파트 단지는 A구역과 
동일하게 단지 내에 녹지공간이 많이 조성되어 있거나 도로의 
포장재를 투수성이 높은 재료로 사용하였다. 
분석대상지에서 정규식생지수가 유지 혹은 증가하면서 지
표면온도가 유지 혹은 감소되는 구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B와 C구역과 같이 기존의 나대지였던 토지가 

개발이후에도 여전히 미개발지로 유지되었다. 이는 해당 시기
의 식생차이로 인해 식생의 활력도가 증가하고 지표면온도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A와 E구역은 기존의 취락지
구에서 고층의 아파트단지로 개발되었지만 식생과 온도는 긍
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개발이전의 취락지구는 녹지
공간이 조성되어있지 않아 식생의 활력도가 낮고 지표면온도
가 높게 나타났지만, 개발이후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 생태블
럭 주차장, 투수성이 높은 포장재 사용 등과 같은 친환경적인 
도시설계 요소를 활용하여 녹지공간을 넓히고, 주변에 규모
가 큰 근린공원을 조성함으로 인해 식생의 활력도가 높아지
고 지표면 온도 또한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D구
역과 같이 인공적으로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개발이
전의 취락지에는 주거지, 도로, 논, 밭으로 구성되어 녹지공간
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개발이후에는 건물내부에 
옥상녹화, 생태블럭 주차장 등을 설치하고, 큰 규모의 근린공
원을 조성하여 인공적으로 녹지공간이 형성되다보니 개발이
전에 비해 식생의 활력도가 높아지고, 지표면온도가 감소하거
나 유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3.3  「대구 신서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 친환경계획 검토

이 절에서는 앞에서 검토한 총 10개 구역이 「대구 신서혁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 제시한 친환경계획을 얼
마나 반영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해당 시행지침에서는 용지
별로 친환경계획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주로 녹지면적 
수준, 우수 및 중수활용 시설, 열섬완화대책, 친환경건축물 
인증, 도로와 보도 포장 등에 대한 사항들을 포함하여 설계
하도록 하고 있다. Table3은 위성 및 항공사진 분석, 현장조
사, 자료조사 등을 통해 분석 가능한 사항들을 추출한 후, 해
당 시행지침의 친환경계획을 얼마나 적용하였는지를 보여주
고 있다.
우선, 정규식생지수가 감소하고 표준화된 지표면온도가 증
가한 5개 구역은 해당 지침에서 제시한 친환경계획의 적용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곳이었다. 특히, 건축물녹화, 주차장녹화, 
투수포장, 밀집식재 등의 열섬완화대책과 친환경건축물 인증
(그린2등급 이상 권장),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도입 등에 대한 
적용이 미흡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A 구역은 혁신클
러스터용지 내 의료 R&D 지구로 관련 업체들이 자리하고 있
는데, 건물군과 주변부에서 열섬완화 대책, 신재생에너지 도
입 등의 노력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B 구역과 C 구역은 각
각 주간선도로(개통예정)와 혁신클러스터용지 내 단독주택 
단지들이 분포한 곳으로, 여기에서도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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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계획에 대한 사항들이 적절히 도입되고 있지 않았다. 
상업용지인 D 구역은 지침에서 권장하는 녹지공간에 대한 확
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혁신클러스터용지인 E 구
역은 개발이 진행 중인 부지로 현재까지는 친환경계획에 대한 
적용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정규식생지수가 증가하고 표준화된 지표면
온도가 감소한 나머지 5개 구역에서는 지침에서 제시한 친환
경계획에 대한 사항들이 비교적 잘 적용되고 있었다. 이 구역
들 중 혁신클러스터용지 내 D 구역은 열섬완화대책, 친환경건
축물 인증,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의 사항이 잘 적용되었다. 공
동주택용지에 해당되는 A와 E 구역은 단지내 조경(보행자 전
용도로변 녹지, 단지 외곽도로 경계부 녹지 등), 도로포장 및 
보도포장(투수성 보도포장 등) 등의 사항이 비교적 잘 적용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B와 C구역은 혁신클러스터 용지로 
계획되어져 있는데, 현재는 원형을 유지한 미개발지로 남아 
있어 시행지침에 따른 친환경계획이 적용되지는 않았으나, 앞 
서 정규식생지수와 지표면온도의 분석에서는 환경적으로 비
교적 나쁘지 않은 구역이었다. 

5. 결 론

본 연구는 Landsat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대구 신서혁신도
시의 정규식생지수 및 지표면온도 변화를 분석하였고, 산출
된 지수의 변화를 바탕으로 해당시점의 항공사진과 현장조
사를 통해 개발이전(2008년)과 개발이후(2018년)의 현황들
을 비교하였다. 이와 함께 관련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바
탕으로 친환경계획에 대한 사항이 얼마만큼 적용되었는지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구 신서혁신도시의 개발이전과 이후의 정규식생지
수를 분석한 결과, 개발사업 이전단계인 2008년에 비해 개발
사업 이후단계인 2018년의 정규식생지수는 감소하였다. 표준
화된 지표면온도 분석결과에서는 2008년에 비해 2018년도의 
온도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10년 동안
(2008년~2018년) 정규식생지수와 표준화된 지표면온도의 변
화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정규식생지수는 0.07 감소하였고, 
지표면온도는 0.85℃ 상승하였다. 
둘째, 정규식생지수와 지표면온도의 변화가 두드러진 구역

Classification Items of eco-friendly planning
Districts with lower 

NDVI and higher zLST
Districts with lower NDVI 

and higher zLST

A B C D E A B C D E

Innovation 
cluster

Heat island mitigation measures(green 
building, green parking lots, permeable 

pavement)
× × × - - ○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 × - - - ○

Renewable energy × ○ - - - ○

Muti-family 
housing

Landscape in complex (green space along with 
pedestrian road, buildings, parking lots) ○ ○

Road pavement in complex (permeable 
pavement) ○ ○

Pedestrian road pavement in complex 
(Permeable pavement) ○ ○

Commercial
Recommendation of green space ×

Recommendation of green roof ×

Others
Renewable energy ○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

Note: ○: Guideline is accepted
          ×: Guideline is not accepted
           - : Not applicable

Table 3. Checklist of eco-friendly planning items by district unit plan guideline in 10 selected distr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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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출 한 뒤,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을 이용하여 해당 지점의 
도시계획 및 설계적 특징을 관찰하였다. 정규식생지수가 감
소하고 표준화된 지표면온도가 증가한 지점들의 특징은 개발
이전에 논, 밭, 나대지, 산림지로 구성되었던 토지에 대규모의 
도로, 건물 등의 기반시설이 새롭게 들어선 것이다. 새롭게 신
설된 도로 및 건물 등은 친환경 계획요소가 고려되지 않은 것
으로 확인되었고, 기반시설의 경우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불투수 표면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존의 논, 밭과는 달리 열전
도율이 높아 지표면온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다.
셋째, 정규식생지수가 증가하고 표준화된 지표면온도는 감
소한 구역의 특징은 생태블럭 주차장, 옥상녹화, 투수성이 높
은 포장재 사용 등과 같은 친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한 개발이 
적용되었다. 이는 「대구 신서혁신도시 지구단위 계획 시행 지
침」에서 권장한 친환경계획에 관한 사항을 적극 반영한 곳에
서 식생수준 및 지표면온도를 부정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다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앞서 검토한 10가지 구역을 대상으로 「대구 신
서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 권장하고 있는 친환
경계획에 관한 사항을 얼마나 적용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정규식생지수는 감소하고 표준화된 지표면온도가 증가한 5
개 구역들은 시행지침에서 제시한 권장사항들의 적용이 미흡
했고, 반면 정규식생지수가 증가하고 표준화된 지표면온도가 
감소한 5개의 구역들은 해당 지침에서 제시한 친환경계획 사
항들이 잘 적용되어져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도시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그린인프라를 함께 고려한 친환경 도시계획 및 개발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정규식생지수, 지표면온
도 등과 같은 환경지표적 요소들 외에도 인구밀도, 교통량, 용
적률 등과 같은 도시의 사회·물리적 요소들을 감안하여 분석
을 실시한다면 도시계획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
는 유의미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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