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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간정보를 활용한 도시녹지의 탄소흡수량 추정*

-안산시를 대상으로-

김성훈․박은진․김일권

국립생태원 생태연구본부 융합연구실

Estimation of Carbon Sequestration in Urban Green Spaces Using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A case study of Ansan City-

Kim, Sung-Hoon․Park, Eun-Jin and Kim Il-Kwon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ABSTRACT

This study estimated the carbon sequestration from urban green spaces in Ansan City using environ-

mental spatial information. We examined study results of carbon sequestration from existing urban

green spaces, using a land cover map (level 3). In particular, the carbon sequestration of trees by land

use and the IPCC Global default value were linked with the land cover map level 3. Domestic research

showed that carbon storage in urban green spaces in Ansan City was 17,927.2 tC, and the annual car-

bon sequestration was calculated as 2,680.5 tC/yr. On the other hand, applying the IPCC Global

Default value resulted in annual carbon sequestration of 5,287.8 tC/yr, which was 2,607.3 tC/yr more

that the domestic research value. This resulted from difference in detailed methodologies such as back-

ground data, sample size for on-site investigation, and measurement of tree species. The study pre-

sented a consistent assessment method to assess the sequestration of carbon from municipal urban

green spaces. Furthermore, we provided basic data that could be useful in urban green space policies.

Key Words : Ecosystem services, Urban green spaces, Land cover map, Carbon Sequestration



14 김성훈․박은진․김일권

I. 서 론

도시녹지는 공기 질 개선, 탄소흡수, 소음제

거, 쾌적성, 물 순환 등 광범위한 생태계서비스

를 시민들에게 제공한다(Brack C, L. 2002;

Nowak et al, 2014; Wolch et al, 2014; Elmqvist

et al, 2015). 특히 도시녹지는 대기오염물질을

정화하고 탄소를 흡수하며, 산소를 공급하는 도

시의 허파로 불리기도 한다(NIFoS, 2016).

도시계획 및 관리 차원에서 도시녹지의 보전

및 관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요한 대책

중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Park and Kang,

2009; Lo et al. 2017). 미국과 영국은 그린인프

라 개념을 도입하여 도시의 녹색 자원들을 도시

계획시설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간주하고 이

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Park et al. 2014).

이에 따라 한국은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해 신규

/재조림 대상지 발굴뿐 아니라 도시숲, 가로수,

명상숲 등을 조성하여 다양한 유형의 녹지를 창

출하는 정책적 목표를 수립하였다(KFS, 2014a).

지자체별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도시숲 확대,

가로수 식재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한 평가와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Park and Kang, 2009).

도시녹지는 UNFCCC(United Nations Frame-

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 따른 6

가지의 토지이용 부문 중 주거지 범주에 포함되

며,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있어 독립적으로 산정

및 보고되는 사항이다. KFRI(2012)는 주거지 범

주 내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을 위해 세부적인

도시녹지 유형을 구분하였다. 이후 국내 연구결

과와 IPCC 기본값을 각각 이용하여 한국의 도

시녹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시범적으로 작성

하였지만 지역단위 수준에서의 평가는 이뤄지

지 못하였다.

국내 도시녹지의 탄소흡수량 평가는 토지피

복 및 특정 녹지의 유형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왔다. 탄소흡수량 평가 초기 연구는 토지이용에

따른 수목의 탄소저장량과 연간 탄소흡수량을

분석하였고(Jo, 1999; Jo and Ahn, 2001; Jo et

al., 2003), 점차 도시공원의 탄소흡수량 평가에

집중되었다(Kim, 2011; Hwang, 2012; Han et al,

2014; Park, 2015; Kim, 2016; Kim et al, 2016).

Park and Kang(2009)은 도시공원, 가로수, 산림

등 탄소흡수원 별 탄소저장량과 탄소흡수량을

평가하였고, Jo and Park(2015)은 4대강 수변구

역의 조성녹지의 탄소저감 효과를 분석하였다.

국외의 경우 Nowak and Crane(2002)은 미국

10개 도시의 가로수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통

해 탄소흡수량을 산출하였고, 이를 미국 48개

주에 적용하였다. Nowak et al.(2013)은 샘플지

역 추가 및 수관면적 추출 기법 개선을 통해 미

국 전역의 도시녹지 탄소흡수량을 재평가하였

다. McPherson et al.(2013)은 현장조사 자료 및

QuickBird 영상을 활용하여 Los Angeles, Sacra-

mento 도시녹지의 탄소흡수량을 분석하였고,

Schreyer et al.(2014)은 Airborne LiDAR와

QuickBird 영상을 이용하여 베를린 도시녹지의

탄소흡수량을 분석하였다. Brennan et al.(2017)

은 위성영상을 바탕으로 도시와 농촌지역의 단

위 수관면적을 추출하였고, 이를 통해 탄소흡수

량 및 대기정화량을 산정하였다.

국내 도시녹지의 탄소흡수량 산정에 관한 연

구들은 현장측정 중심이었고, 이를 공간 및 지역

으로 확대하는 연구에는 미흡하였다. 또한 특정

녹지유형에 한정되어 있었다. Lee et al. (2014)는

도시녹지의 통합적 기능을 고려하여 지표를 설

정하고, 환경공간정보를 이용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통합적 녹지환경지도를 작성하였지만,

탄소흡수량에 대한 평가는 부족하였다. 도시녹

지의 탄소흡수량 추정 연구에 환경공간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공간정보에서

도시녹지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파악해야 한

다. 그 후 이를 바탕으로 탄소흡수와 같은 생태

계서비스를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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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tudy area

본 연구는 지역에서 도시녹지의 실제 공간분

포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탄소흡수량을 평가

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국내

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환경공간정보를 검토

하고, 기존에 수행되었던 도시녹지의 탄소흡수

량 결과들을 정리하여 환경공간정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결과를 통

해 지역단위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녹지

의 평가 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산림 위주의

탄소흡수량 평가에서 도시녹지를 포함한 생태

계서비스 평가에 활용하고자 한다.

II. 연구지역 및 방법

안산시는 도시의 모든 공간이 숲으로 가득한

‘2030 숲의 도시 안산’을 목표로 곳곳에 다양한

테마 숲(자연공존의 숲, 치유의 숲, 연안 보물섬

의 숲, 공동체의 숲, 걷고 싶은 시원한 숲)을 조

성하고 있다(Ansan-si, 2015).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411.7ha(2013년 말)로 집계된 생활권도시

림 면적이 615.5ha(2015년 말)로 136.6ha 증가

하였다. 생활권도시림면적률은 2.75%에서 4.08%,

1인당 생활권도시림 면적은 5.8 ㎡/인에서 8.8

㎡/인으로 각각 증가하였다(KFS, 2014b; KFS,

2016). 이처럼 안산시는 2014년부터 생활권도시

림 증가를 통해서 도시 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

상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런 정책의 활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도시 내 분포하는 녹지는 도시녹지, 도시숲,

도시림, 생활권도시림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

고 있다. 도시녹지 혹은 도시숲이 일반적으로 사

용되는 용어이지만, 통계자료나 기본계획 등은

도시림이란 용어를 사용한다(KFS, 2013; KFS,

2016). 도시림과 생활권도시림은 행정구역 중

동․읍 지역으로 한정되며, 산림과 휴양림 등,

도시자연공원구역, 묘지공원, 공공공지, 저수지

의 포함 유무로 구분된다(KFS, 2016). 반면 도

시숲은 좁게는 도시림, 넓게는 이 모두를 포함

하는 개념으로 설정되어 있다(KFS, 2013). 의미

상 차이와 별개로 도시라는 공간 내에 각각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정책적․학문적으로 다양

하게 활용되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는 어렵다(Jang et al. 2017). 본 연구에서는 도시

녹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KFRI(2012)의

도시녹지 유형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KFRI(2012)는 IPCC(2003)에서 정의하고 있

는 국가 토지이용 범주 중 주거지 범주 내 도시

녹지에 대한 하위범주를 설정하였다. 주거지 범

주는 산림, 농경지, 초지, 습지, 기타 토지에 포

함되지 않은 교통기반시설 및 인간 주거지 등을

포함하는 개발지를 의미한다(IPCC, 2003). KFRI

(2012)의 주거지 범주 내 도시녹지는 주거지, 가

로수 등 도로변 녹지, 하천변 녹지, 국․공유지

녹화지, 학교숲, 담장 녹화지, 기타 도시녹지, 도

시 공원, 완충․경관․연결 녹지, 유원지․공공

공지, 기타 주거지로 구성되어 있다.

KFRI(2012)가 설정한 범주에서 일부 유형을

선정하고 최신의 항공사진과 비교하여 그 특징

을 환경공간정보가 잘 반영하는지를 분석하였

다. 환경공간정보는 현재 대국민서비스 중이며,

환경·생태적 요소가 반영되거나 연관성이 있는

자료들을 우선적으로 도출하였다. 환경부의 토

지피복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생태자연도가

해당되었고, 국토교통부의 용도지역지구도 중

공간시설 자료가 연관성이 있었다. 그중 환경부

의 국토환경성평가지도와 생태자연도는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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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tial Data Type Year Source

Aerial Photo Aerial Photo(Raster, 50cm) 2016 https://www.map.ngii.go.kr

Land Cover Map

Level 1 (Raster, 30m) 2009

https://www.egis.me.go.krLevel 2 (Vector) 2013

Level 3 (Vector) 2014

Zoning Data Space facility (Vector) 2017 https://www.nsdi.go.kr

RapidEye NDVI (Raster, 5m) 2015 https://www.geofocus.kr

Table 1. Description of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항목과 기준에 따라 등급으로 분류되는 환경공

간정보이다. 등급으로 평가되는 지도의 특성상

탄소흡수량과 같이 정량적 연구결과에는 적용

이 어려워 검토 항목에서 제외하였다. 대국민서

비스 되는 환경공간정보와는 별도로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활용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였다.

Kim et al.(2011)은 5월과 8월에 촬영된

KOMPSAT-2호 위성영상을 NDVI(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변환을 통해 진주

시 6개 행정동 내 식생면적을 추출하였다. Kim

(2012)은 9월에 촬영된 RapidEye 위성영상을

NDVI 및 NDRE(Normalized Difference Red-

Edge Index)를 이용해 학교주변 녹지를 추출하

였다. 이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RapidEye 9

월 영상을 NDVI로 변환하여 연구에 사용하였

다. 환경공간정보의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

다(Table 1).

다음으로 국내외에서 수행된 도시녹지의 탄소

저장량 및 연간흡수량 연구결과들을 단위면적당

탄소저장량과 연간흡수량으로 정리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공간정보에 적용할 수 있

는 값을 도출하고 이를 적용하여 연구지역 도시

녹지의 탄소저장량과 연간흡수량을 추정하였다.

III. 분석결과

1. 도시녹지탄소흡수량평가를위한환경공간정보

분석

최신의 항공사진과 환경공간정보를 비교한

도시녹지 유형별 반영수준은 Figure 2와 같다.

대분류토지피복도의 경우 30m의 해상도를 지니

기 때문에 주거단지, 학교숲 등의 소규모 녹지

에 대한 정보는 없었다. 큰 규모의 도시공원은

초지로 분류되었지만, 정확성이 다소 낮았다. 완

충녹지는 타 항목에 비해 비교적 잘 나타났다.

중분류토지피복도는 도로와 주거단지의 구분은

명확하였으나, 아파트 단지 내 녹지에 대한 정

보는 없었다. 학교숲은 나지로 표현되었다. 도시

공원은 피복의 차이에 따른 정보를 담고는 있지

만 산책로 같은 세부적인 정보는 없었다. 완충

녹지는 경계를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었다. 세분

류토지피복도는 주거단지 및 학교숲의 소규모

녹지 정보가 잘 나타났다. 도시공원은 피복의

유형에 따라 세부적인 정보까지 구축되어 있었

으며, 완충녹지는 중분류토지피복도와 동일하게

그 경계를 명확하게 반영하였다. 용도지역지구

도의 공간시설은 공원, 녹지, 광장, 공공공지 등

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주거단지 및

학교숲의 녹지 정보는 없었고, 도시공원 내 녹

지의 세부적인 표현보다는 큰 폴리곤 형태로 나

타났다. 또한 일부 주거지역이 공원으로 표시되

는 등의 한계도 있었다. NDVI는 주거단지와 학

교숲, 완충녹지 등 녹지의 추출은 가능하지만,

도시공원은 녹지와 수체의 NDVI 값이 유사하

게 나타나 명확한 구분은 어려웠다. NDVI 기법

외 위성영상의 밴드 조합을 통해 녹지와 수체의

구분은 가능하다. 하지만 추가적인 자료를 병행

하지 않을 경우, 피복의 형태가 유사한 산림과

도시녹지를 각각 추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Kim et al.(2011)의 연구에서도 NDVI를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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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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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Urban green spaces by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도시 내 식생면적을 추출하였지만 행정동 지역

에 한정되었고, 산림과 도시녹지를 각각 구분하

지 않았다. 산림수종 분류, 녹지면적 추출 등의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활용적인 측면은 우수하

지만, 이러한 분석방법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일

관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종합적인 면을 고려한 결과 세분류

토지피복도의 기타 초지 항목이 KFRI(201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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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Study area Land use
Storage

(tC/ha)

Uptake

(tC/ha/yr)

Jo(1999)

Chuncheon

Residential
Detached 3.0 0.5

Multifamily 3.1 0.3

Commercial & industrial 5.4 0.4

Institutional 5.6 0.5

Recreational & natural 21.6 1.8

Kangleung

Residential
Detached 0.4 0.2

Multifamily 0.8 0.3

Commercial & industrial 1.3 0.3

Institutional 3.1 0.7

Recreational & natural 3.9 1.6

Jo & Ahn(2001) Yongin

Residential
Detached 6.1 0.8

Multifamily 2.9 0.4

Commercial & industrial 1.9 0.3

Institutional 5.1 0.7

Park 7.0 1.3

Jo et al(2003)
Seoul

(Jung-gu)

Residential
Detached 2.3 0.2

Multifamily 4.1 0.4

Commercial 4.0 0.3

Transportation 6.5 0.4

Institutional 4.9 0.8

Park 20.2 3.4

Park & Kang(2009)

Seongnam Bundang Central Park 43.2 1.4

Gwacheon Central Park 46.5 1.6

Suwon Hyowon Park 9.9 0.5

Anyang Citizen Park 18.5 0.7

Hwang(2012) Seoul Seoul Forest Park 17.8 0.4

Han et al(2014) Cheonan Dujeong Park 67.8 3.2

Jo & Park(2015) Four major rivers Greenspaces established 8.2 1.7

Kim(2016) Seoul

Gulseamjageun Park - 14.0

Hanumul Park - 11.9

Gulseam Park - 12.1

Segokdong Park - 11.5

Neungmal Park - 11.9

Guleung Park - 5.7

Kim et al(2016) Seoul
Nohae Park - 1.5

Sanggye Park - 1.3

Brack(2002) Australia(Canberra) Urban forest - 3.6

Nowak & Crane(2002) 10 US cities Urban trees - 2.9

Table 2. Carbon storage and annual uptake by urban green sp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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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분류한 주거지 내 도시녹지의 다양한 유형들

을 표현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도시녹지 관련 탄소흡수량 분석

국내외 탄소흡수량 연구결과를 요약하였다

(Table 2). 일부 연구들의 결과가 탄소흡수량이

아닌 CO2 흡수량으로 산정되어 있어 CO2 변환

계수(44/12)를 이용하여 재산정하였다(Jo and

Ahn, 2001; Jo et al, 2003; Hwang, 2012; Han et

al, 2014; Kim, 2016; Kim et al, 2016). 국내 연

구들은 현장측정을 바탕으로 생체량방정식을

이용하여 탄소저장량 및 연간 탄소흡수량을 산

정하였다. 2000년대 초반에 수행된 연구들은 토

지이용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원지나 공원 등

이 탄소저장량과 연간 탄소흡수량이 높았고, 주

거지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연구

들은 대부분 도시공원의 수목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Kim(2016)은 교목뿐만 아니라 관목의 세

부적인 식재수량까지 반영하여 연간 탄소흡수

량이 다른 연구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Table 2의 탄소저장량과 연간흡수량은 연구

자들의 결과를 인용하거나, 산정된 값을 tC/ha

단위로 환산한 결과이다. ha당 탄소흡수량 산정

은 전체면적과 혹은 수관면적 기반 평가 연구들

로 구분될 수 있다. Jo(1999), Jo and Ahn(2001),

Jo et al.(2003)은 도시 총면적에 대한 토지이용

유형별 구성비와 면적을 분석하고, 이를 토지이

용별 녹지의 비율로 환산하여 결과를 도출하였

다. Park and Kang(2009)은 도시공원의 전체면

적과 수관면적에 대한 탄소저장량을 함께 제시

하였고, 그 외 도시공원의 탄소흡수량을 분석한

연구들도 녹지 또는 수관면적별로 결과를 도출

하였다(Hwang, 2012; Han et al, 2014; Kim,

2016; Kim et al, 2016).

Brack(2002)은 DISMUT(Decision Information

System for Managing Urban Tree) 시스템을 이

용하여 캔버라 지역 도시녹지의 기능들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였고, 연간 탄소흡수량은

3.6tC/ha/yr로 나타났다. Nowak and Crane

(2002)은 미국 10개 도시의 가로수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탄소흡수량을 산출하였고, 이

를 미국 48개 주에 적용하였다. IPCC(2003)는

Nowak and Crane(2002)의 연구결과를 단위 수

관면적당 입목의 연간 탄소흡수량(tC/ha crown

cover area/yr)으로 변환하여 기본값(Tire 1a)으

로 설정하고 있다. 기본값은 1.8~3.4tC/ha crw/yr

의 평균값인 2.9tC/ha crw/yr이다.

세분류토지피복도의 기타 초지 항목은 실제

녹지면적을 대상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에 국내

외 수관면적당 탄소저장량 및 연간 흡수량의 결

과들을 적용하기가 용이하다. 또한 세분류토지

피복도의 속성정보에는 용도지역에 대한 정보

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국내 연구 중 토

지이용별 결과가 도출된 Jo(1999), Jo and Ahn

(2001), Jo et al.(2003)의 연구결과들에서 동일

한 항목을 평균하였고, 이를 용도지역에 일치시

켰다.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은 단독, 다세대를

포함하고, 상․공업지역은 상업․공업․공공용

지․교통지역을 포함한다. 녹지지역은 유원지,

자연지, 공원 범주를 포함한다. 최종적으로 토지

이용별 연구결과와 IPCC에서 제공하는 기본값

을 적용하여 두 방법에 대한 탄소저장량 및 연

간흡수량을 도출하였다(Table 3).

3. 안산시 도시녹지의 탄소흡수량 평가

세분류토지피복도의 기타초지내 용도지역 정

보에 Table 3을 적용하여 안산시 도시녹지의 탄소

저장량 및 연간흡수량을 평가하였다(Table 4).

방법1로 탄소흡수량을 산정한 결과 2,680.5tC/yr

을 흡수하였다. 세부적으로 주거지역(171.8tC/yr),

상․공업지역(93.0tC/yr), 녹지지역(2,415.7tC/yr)

으로 나타났다. 방법2로 도출한 탄소흡수량은

5,287.8tC/yr이었다. 세부적으로 주거지역(1,245.9

tC/yr), 상․공업지역(539.2tC/yr), 녹지지역(3,502.7

tC/yr)으로 산정되었다. 방법2와 방법1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주거지역(1,074.1tC/yr), 상․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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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evel LCM

(Urban green spaces)

Area

(ha)

Method 1 Method 2

storage(tC) uptake(tC/yr) storage(tC) uptake(tC/yr)

Residential 429.6 1,202.9 171.8 - 1,245.9

Business·Industrial 185.9 780.9 93.0 - 539.2

Green 1,207.8 15,943.4 2,415.7 - 3,502.7

No data 22.0 0.0 0.0 - 0.0

Total 1,845.3 17,927.2 2,680.5 - 5,287.8

Table 4. Carbon sequestration in urban green spaces according to analysis methods

3 Level

LCM

Method 1 Method 2

Jo

(1999)

Jo&Ahn

(2001)

Jo et al

(2003)

Average
Nowak&Crane

(2002, tC/ha/yr)
storage

(tC/ha)

uptake

(tC/ha/yr)

Z

o

n

e

Residential
Detached

Multifamily

Detached

Multifamily

Detached

Multifamily
2.8 0.4 2.9

Business·

Industrial

Commercial

industrial

Institutional

Commercial

industrial

Institutional

Commercial

Transportation

Institutional

4.2 0.5 2.9

Green
Recreational

natural
Park Park 13.2 2.0 2.9

Table 3. Research data linked with land cover map

지역(446.2tC/yr), 녹지지역(1,087.0tC/yr)에서 각

각의 차이가 났고, 총 탄소흡수량 차이는 2,607.3

tC/yr이었다. 방법1로 산정된 도시녹지의 탄소

저장량은 17,927.2tC이었으며, 방법2는 탄소저

장량에 대한 정보가 없어 산출하지 못하였다.

Figure 3은 연구방법별 결과를 주제도로 작성

한 결과이다. 연간 탄소흡수량을 100m×100m

격자에 입력하여 간격별 차이 및 연간 탄소흡수

량의 차이를 공간적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도시

녹지의 연간 탄소흡수량을 읍면동별․용도지역

별로 함께 제시함으로써 지역의 도시녹지 관련

정책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

공하였다.

IV. 토 론

국내 연구들의 단위면적당 평균 탄소흡수량

은 0.4∼2.0 tC/ha/yr이며, IPCC 기본값은 2.9

tC/ha crw/yr로 방법론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컸

다. Nowak and Crane(2002)과 Jo(1999), Jo and

Ahn(2001), Jo et al.(2003)는 토지이용별로 수목

을 측정하였고, 수종, 흉고직경, 수관폭 등 측정

항목도 유사하였다. 측정된 결과를 토대로 연간

흡수량을 도출을 도출하였는데, 그 방법은 차이

가 있었다. 국내연구는 적외선가스분석기에 의

한 CO2 교환율 실측을 통해 유도된 연간 흡수

량 방정식을 이용한 반면, Nowak and Crane

(2002)은 생장률에 따른 계산식을 적용하였다.

또한 녹지면적을 추출하는데 있어 국내연구는

지형도를 이용한 반면, Nowak and Crane(2002)

은 AVHRR 영상을 이용하여 미국 전역의 산림

밀도를 분석한 Zhu(1994)의 연구결과를 활용하

였다. 이처럼 배경자료, 현장 샘플의 수, 측정된

수종 등과 같은 세부적인 연구방법론의 차이로

단위면적당 탄소흡수량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

로 판단된다. 덧붙여 미국과 한국의 기후 및 주

변 환경 등의 차이도 주요한 원인으로 보인다.

세분류토지피복도는 총 41개 항목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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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nnual carbon sequestration (Method 1) (b) Results of the administrative district (Method 1)

(c) Annual carbon sequestration (Method 2) (d) Results of the administrative district (Method 2)

Figure 3. Annual carbon sequestration map of urban green spaces according to analysis methods

되어 있다. 이중 기타 초지 항목은 도로 및 아파

트 주변의 완충 녹지, 초지 및 가로수, 인터체인

지 안쪽, 도시공원 내 수목, 공사지역의 사면초

지 등 녹지로 표현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을 포

함한다(MOE, 2013b). 하지만, 녹지임에도 탄소

흡수원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유형도 일부 포함

된다. 도시공원의 경우 초지와 수목들이 하나로

표현되기 때문에 탄소흡수량이 과대 산출되기

도 한다. 또한 최근의 항공사진 등을 통해 토지

피복을 수정해야 하는 지점들도 있다. 그럼에도

KFRI(2012)에서 제시한 IPCC(2003)의 주거지

범주 내 도시녹지의 하위유형은 세분류토지피

복도를 통해 표현이 가능하다. 특히 녹지 면적

이 산출되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적용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도시녹지의 탄소흡수량

평가는 자료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방법들이 논

의될 필요가 있다. KFRI(2012)에서 주거지 녹지



22 김성훈․박은진․김일권

면적은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도로, 철도용지, 제방 등의 지적통계 분

류상의 면적을 합계하여 산출하였다. 지적통계

를 이용한 주거지 녹지면적 산출은 실제 녹지를

반영하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환경공간정보와

결합되어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분류토

지피복도의 용도지역 정보와 기타 초지항목을

고려하여 이를 보완하는 것이다. 통계자료에 기

반을 둔 도시녹지의 탄소흡수량 평가라면 가로

수 재적식을 개발하여 이를 국가 온실가스 인벤

토리 주거지 범주의 작성에 활용할 수 있다(Son

et al, 2016). 반면에 환경공간정보에 중심을 두

었다면 현장조사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예컨

대 세분류토지피복도의 특성에 맞게 용도지역

혹은 토지이용별로 도시녹지 현장측정 샘플지

점을 선정하고, 도출한 결과를 환경공간정보에

적용할 수 있다. 또는 IPCC 기본값을 일괄적으

로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처럼 국

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과 생태계서비스 평

가라는 측면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평가방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탄소흡수 능력 평가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1:5,000임상도 혹은 위성영상과 국가산림자원조

사 자료를 사용한 연구들이 다수였다(Park et al,

2012; Kim et al, 2014; Jung et al, 2014; Lee et al,

2015; Kim et al, 2015; Seo et al, 2017). Kim et

al.(2018)은 임상도(1:5,000)를 기준으로 세분류토

지피복도를 이용한 산림의 탄소저장량 및 연간

흡수량 평가에 대한 활용성을 검토하였고, 임상

도(1:5,000)의 결과와 상관성이 높음을 제시하였

다. 향후 Kim et al.(2018)의 연구와 본 연구를 연

계한다면 지자체 단위의 산림 및 도시녹지의 탄

소흡수량 평가가 가능하다. 이는 지자체 단위의

탄소흡수 능력 평가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생태 인식 증진과 더불어 정책

활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활용하여 도시녹

지의 탄소흡수 능력을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도시생태현황지도는 생물군집의 서식공간과 토

지이용을 반영하며, 조성녹지 등의 유형이 설정

되어 있다(MOE, 2013a). Cho and Jo(2002)는

서울의 도시녹지 대기정화효과 분석을 위해 도

시생태현황지도의 시가화지역 비오톱을 일부

수정하여 활용한 바 있다. Park et al.(2016)은

도시생물다양성 지수(City Biodiversity Index)

중 생태네트워크 산정을 위해 도시생태현황지

도와 중분류토지피복도를 비교·분석하였다. 하

지만 도시생태현황도는 전국적인 구축이 완료

되지 않았고(MOE, 2015), 지자체별로 비오톱유

형화 목록, 지도제작방법, 평가등급체계가 상이

하였다(NIER, 201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화된 작성방법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

었고, 2025년까지 전국의 시 단위 구축을 목표

로 설정하였다(MOE, 2015). 하지만 도시녹지의

탄소흡수 능력과 같은 생태계서비스의 전국단

위 평가를 위해서는 일관된 방법으로 제작된 자

료가 필요하다. 세분류토지피복도는 2010년에

작성된 지침을 기반으로 2018년까지 국가 전역

에서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분류토지피복도는 도시녹지의 탄소흡수 능력

평가 등의 생태계서비스 평가의 기반자료로서

활용성이 높다. 앞서 기술된 도시생태현황지도

등의 활용은 전국단위의 구축이 완료된 상황에

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환경공간정보에서 표현되는 도시

녹지의 특성을 분석하고, 안산시를 대상으로 도

시녹지의 탄소흡수량을 평가하였다. KFRI(2012)

의 도시녹지 세부유형 중 일부 유형(주거지, 학

교숲, 도시공원, 완충녹지)을 선별하여 기존 환

경공간정보와 대조한 결과, 세분류토지피복도가

도시녹지의 세부유형을 잘 표현하고 있기에, 이

를 이용하여 도시녹지의 탄소흡수량을 분석하

였다. 기존 연구의 토지이용별 수목의 탄소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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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평가결과의 평균값과 IPCC의 탄소저장량 평

가에 활용되는 값을 적용하여 도시녹지의 탄소

흡수량을 산정하여, 이를 비교 및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서 도시녹지의 탄소조절서비스를 평

가하기 위한 평가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

의 도시녹지 인벤토리 작성과정을 보완하는 방

법론을 제시하였다. 도시녹지의 탄소흡수량을

추정하는 것은 기존의 연구들과 동일한 목적을

지니지만, 이를 지역 전체로 확장하고 공간적으

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분명하다. 이

를 위해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녹지의

실제 분포를 반영하는 공간정보를 파악하고, 이

를 활용한 생태계서비스 평가방법론을 제시하

였다는 점은 큰 의의가 있다. 다만, 환경공간정

보를 이용한 연구결과를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 및 평가결과의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 현 상황에서 가장 활용성이 높은 세

분류토지피복도가 2010년 지침 제정 이후 각 지

자체별로 작성되어 2018년까지 완료될 예정이

기에, 동일한 시기의 평가결과로서 지역단위 비

교를 위해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

한 방법이 요구된다. 이러한 부분이 향후 개선

된다면, 도시녹지의 생태계서비스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환경정책수립 과정을 지원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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