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단법인 한국환경과학회 2020년 정기총회 및 학술논문발표회 프로그램

- 180 -

OND9) 산지형 도시숲 내 지형구조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 변화 특성

- 충주시 만리산을 대상으로 -

정주현 ․ 김서연1) ․ 안영은1) ․ 이유진1) ․ 손윤석2) ․ 최병선2) ․ 김원태3) ․ 김정호1) ․ 윤용한1)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녹색기술융합학과, 1)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녹색환경시스템전공, 
2)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3)연암대학교 환경조경전공

1. 서론 

저감시설 설치공간의 부족, 방지시설의 낮은 적용성과 효율성 등의 문제점은 미세먼지를 사회적 이슈로 부각

시켰다. 매년 증가하는 초미세먼지의 농도는 직접적인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지속관리 측면에서 도시숲의 미세

먼지 저감효과에 관한 연구가 대두되었다. 선행연구로 도시 침엽수에 의한 연간 CO2 흡수 및 대기정화 연구 등

이 이루어졌으나, 독립수의 미세먼지 저감효과 및 검증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조현길과 안태현, 2001; 허희염과 

김진오, 2018), 도시숲의 직접적인 저감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산지형 도시숲 내 미세먼지 

농도 특성 및 도시숲 내 기상환경에 따른 미세먼지 변화를 연구하여 미세먼지 저감숲 개선에 대하여 제시하고

자 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도시숲 내 미세먼지 농도 및 도시숲 내 ․ 외부 농도 비교를 위해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동 만리산 

일대를 측정지점으로 선정하였다. 측정지점은 10×10 m 격자를 형성한 후 구역 내 식생조사를 실시하였다. 동일

한 수종, 식생구조를 선정해 지형구조에 따라 사면, 계곡, 능선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도시숲 내 ․ 외부 미세먼지 

농도 비교를 위해 인근 사거리를 대조구(Control)로 설정하여 총 4개의 지점에서 측정하였다. 측정항목으로는 

미세먼지를 입경 별 PM2.5, PM10으로 분류하였고, 기상요소는 기온, 상대습도, 풍향, 풍속을 고정 측정하였다. 
측정 기간은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진행하였으며, 측정시간은 07시부터 19시까지 10분 간격으로 10회 반복 

실시하였다. 또한, κ-Köhler 이론을 기반으로 한 상대습도 보정계수를 산출하여 적용하였다(Crilley et al, 2018).

3. 결과 및 고찰

연구 중 대상지의 기상은 기온 28.02℃, 상대습도 71.36%, 풍속 1.28 m/s로 측정되었다. 산지형 도시숲 지형

구조와 기상요소를 고려한 미세먼지 비교 분석 결과 PM2.5는 Cont. > 계곡 > 사면 > 능선 순으로, PM10은 Cont. 
> 사면 > 계곡 > 능선 순으로 두 입경 모두 능선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기상요소의 경우 주 풍향은 동풍계 

> 북풍계 > 남풍계 > 서풍계 순으로 측정되었고, 풍속은 능선 > 계곡 > 사면 순으로 나타났다. 오염장미 분석

결과 두 입경 모두 동풍계 구간에서 고동도 발생확률이 가장 높게 분포되었고, 풍속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는 

PM2.5, PM10 모두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0 m/s 구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점층 하향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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