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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rban green spaces supply ecosystem services (ESs), which are consumed by city residents and

generate demand, to improve air quality. It is important to determine supply and demand for ESs and

reduce the gap for efficient management. This study proposed a method to use the concept of supply

and demand for ES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for urban planning or management. PM10

concentrations were converted to weight for demand assessment on PM10 reduction, and PM10

absorption capacity of all green spaces including the forests, and that of urban green spaces exclu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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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sts, was calculated for each supply assessment. The differences in the calculated supply and demand

were analyzed to derive the mismatched regions in Suwon. As a result, regions with big forested areas

showed sufficient supply, indicating that the degree of mismatch among administrative neighborhoods

(dong) varied greatly depending on whether they had a forest. An analysis of only urban green spaces

showed that all neighborhoods lacked supply. Forests with high PM10 absorption capacity had a great

effect, but urban green spaces can be considered a key element in reducing PM10 in daily life.

Considering the mismatch of supply and demand, spatial distribution, and population distribution, it

is possible to prioritize the supply of urban green spaces to reduce PM10 and, furthermore, support

decision making for priority zones subject to forest conservation and designation and cancellation of

green spaces, which gives significance to this study.

Keyword: Ecosystem services mismatch, PM10, Spatial Dicision Making, Green Infrasturucture, Park

System Planning

I. 서 론

미세먼지는 심혈관계와 호흡기계 질환 발병

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Bae,

2011), 국제암 연구소(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에서는 1군 발

암물질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유럽인구의 조기 사망

인구는 43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Ten Brink,

2016), 특히 교통량이나 건설활동이 많은 대도

시에서 피해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 Kim, 2011). 도시 내 녹지는 미세먼지나 대기

질 문제를 개선하여 시민들의 생태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uches, 1964;

Nowak, 1998; Tiwari et al., 2019).

최근에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이슈로 녹

지조성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어(Song & Yoon, 2019; Kim et al.,

2018), 도시 대기 질 개선을 위한 생태계서비스

연구 및 적용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Ten

Brink, 2016). 대기 질 개선에 대한 연구는 녹지

가 흡수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정량적 평가가 주

로 진행되었고(Jo et al., 2003; Powe & Willis,

2004; Nowak et al., 2014), 도로로 부터의 거리,

수고, 잎의 모양, 잎의 성장정도 등 녹지의 특성

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정도가 평가 되었다

(Nguyen et al., 2015; Yin et al., 2011). 그러나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정의

하고, 이를 평가하여 공간적 차이를 분석한 사례

는 미흡하다.

도시관리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시민이 생태

계의 혜택을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

획하는 것이지만, 인구가 많고 집약적으로 발달

한 도시에서는 생태계 혜택이 수요과 공급이 일

치하지 않아 불균형이 발생하기도 한다(MA,

2005; de Groot, 2010; Lee et al., 2018).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태계서비스 수요와

공급을 평가하여 서비스가 결핍되거나 남는 서

비스가 버려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

다(Burkhard, 2012). 생태계서비스 수요량와 공

급량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그 차이를 감소시킨

다면 사회적 형평성과 도시 녹지의 건강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Baró et al.,

2016; Chen et al., 2019).

본 연구는 도시를 대상으로 녹지의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평가하고, 그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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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and-cover classification (b) Location of PM Monitoring network

Figure 1. Study Site.

도출하여 도시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생태계서비스 평가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수원시는 경기도에서 인구밀도가 세 번째로 높

은 도시이며, 용도지역 기준 도시지역비율은

100%이다(KOSIS, 2019). 설치된 미세먼지 측정

망 수는 8개소로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으며 측정소 위치는 구별로 1개소 이상 위치

한다(Fig 1). 또한 수원형 미세먼지 관리 대책 수

립을 위해 미세먼지 배출원을 전수조사하고, 토

지·인구·산업 등 다양한 특성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하고 있어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였다

(Suwon, 2020).

1.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수요평가

특정 기간과 공간 내에서 자연생태계는 생태

적 혜택을 공급하고 인간사회는 이를 소비한다

(Burkhard, 2012). 이때 제공하는 혜택을 생태계

서비스 공급, 도시 지속을 위해 소비되는 형태를

생태계서비스 수요로 정의할 수 있다

(Villamagna et al. 2013).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수요는 미세먼지 무게

로 정의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에 대한 수요를 인구밀도, 법이나 제도적으로 제

한하고 있는 목표농도, 미세먼지 무게 등으로 정

의하였고(Baró et al., 2016; Chen et al., 2019;

Larondelle & Lauf, 2016) 본 연구에서도 수요-

공급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미세먼지 무게를

수요로 사용하였다. 미세먼지 농도를 무게로 환

산하기 위해 Larondelle & Lauf(2016)가 제시한

모델을 참고하였고(Formula 1), 식에 사용된 높

이(H)는 대류권 하부 200m로 설정하였다.

Nowak 등(2006)은 시간당 오염물질 농도의 양

을 산출하기 위해 대류권 하부 기준 높이를 주

야간의 차이에 따라 150~250m로 설정하였고

Larondelle & Lauf(2016)도 이를 인용하였다.

미세먼지 무게(Weight of PM10)=

PM10 × day × H × Ad (1)

PM10 = PM10concentration

day = period in month

H = Hight (200m)

Ad = Each area in district

미세먼지는 토지피복에 영향을 받으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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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Land-cover

code

deposition velocity

(m/s)

On-leaf Off-leaf

Conifer

forest
321 0.0080 0.0080

Deciduous

forest
311 0.0050 0.0014

Mixed forest 331 0.0065 0.0047

Grass 411/421/422 0.0010 0.0010

Urban Green 423 0.0065 0.0047

source: https://egis.me.go.kr/

Table 1. Deposition velocities by Land cover surfaces

(revised based on Powe & Willis (2004)).

히 도로 영향력이 크다(Choi et al., 2019; Jung

& Lee, 2018; Choi et al., 2019; Ho et al., 2015).

2016년도 기준,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 중 도로

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약 35%이며(NAPES,

2020) 일부 연구는 도로를 미세먼지의 주요 배

출원으로 설정하였다(Yin et al., 2011; Chen et

al., 2016). 이를 토대로 도로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측정망에서 관측된 농도를 보정하였

다. 수원시 구별로 위치한 측정망의 평균값을

구에 포함된 동의 기본 농도 값으로 사용하였다.

동별 세분류토지피복도 중 도로 면적에 35%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농도를 월별로 산출하고 이

를 합산해 미세먼지 총 무게로 환산하였다.

2.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공급평가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공급은 녹지가 흡착한

미세먼지 양으로 정의하였다. 녹지는 미세먼지

입자를 잎과 가지 등 표면에 달라붙게 하여 미

세먼지 농도를 저감시킨다(Nowak, 1998). 기존

연구에서도 녹지가 흡착하는 양을 공급으로 정

의하였다(Baró et al., 2016; Chen et al., 2019).

본 연구에서 활용한 미세먼지 흡착량 산정방법

은 Powe & Willis (2004)가 제시한 모델을 적용

하였다(Formula 2; Park et al., 2017).

미세먼지 흡착량(Amount of PM deposition) =

FLUX × SURFACE × PERIOD (2)

FLUX = deposition velocity (m/s)×pollutant

concentration (μg/㎥)

SURFACE = area of land considered (㎡)×surface

leaf-area index (㎡/㎡ of ground area)

PERIOD = period of dry days in analysis

(day)×86,400(second in day)

FLUX는 흡착속도와 농도의 곱으로 구한다.

흡착속도는 수목의 잎, 줄기 등의 표면에 따라

다르며, 수종에 영향을 받는다(Petroff et al.,

2008). 침엽수와 활엽수, 초지에 대한 흡착속도

는 Powe & Willis (2004) 연구에서 제시한 값을

적용하였다. 혼효림 흡착속도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 침엽수와 활엽수의 중간 값을 사용하였다

(Table 1). 세분류토지피복도 중 기타초지는 도

로 및 아파트 주변의 완충 녹지, 초지 및 가로수,

인터체인지 내부, 도시공원 내 수목 등 다양한

녹지의 유형을 포함하기 때문에(MOE, 2013) 도

시녹지로 구분하였다. 흡착속도는 혼효림과 동

일한 값으로 계산하였다. 잎의 유무에 따른 흡착

속도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 잎이 있는 시기

(On-leaf)는 5~10월, 잎이 없는 시기(Off-leaf)는

1~4월과 11~12월로 설정하였다. 농도는 앞서 산

출한 월별 값을 대입하였다.

SURFACE는 녹지면적과 엽면적의 곱으로 구

한다. 녹지면적은 세분류토지피복도 중 산림지역

과 초지 면적을 이용하였고, 군사적 목적의 비행

훈련을 위한 장소는 토지피복도 상 녹지로 분류

되지만 실제 토지피복과 다르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엽면적 지수(LAI, Leaf Area Index)

의 월별 값 산출을 위해 Sentinel-2A와 2B 위성영

상 중 대기보정 및 지형보정이 완료된 Level2

Product를 사용하였다. 엽면적 지수 산출은 전용

프로그램인 SNAP(Sentinel Application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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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Monthly non-rainy days(2019).

(a) Annual PM10 removal demand (b) Monthly PM10 removal demand

Figure 3. Result of demand assessment.

을 이용하였으며, 2019년 7~8월에 촬영된 영상은

구름이 덮인 지역의 비율이 높아 엽면적 지수 산

출이 어려워 6월 값으로 대체하였다.

PERIOD는 월별 비강우일에 일을 초 단위로

환산한 86,400초를 곱하여 산출하였다. 강우는

표면에 달라붙은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때문에

(Nowak, 1998) 강우기간 내 흡착속도는 0으로

가정하였다(Powe & Willis, 2004).

3. 미세먼지저감에대한수요와공급의차이평가

미세먼지 저감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차이는

수요대비 공급량 초과 및 부족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였다(Formula 3). 수요대비 공급량 비율

이 0%를 넘지 못하는 경우 공급이 부족한 지역

으로 구분하였다. 산림이 포함된 모든 녹지와 도

시녹지 각각에 대한 연간 및 월별 평가를 실시

하고, 지역의 인구수와 비교하였다.

수요-공급 차이 비율(Percentage of mismatch) =

{(Supply-Demand)/Demand} ×100 (3)

III.결 과

1.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수요평가 결과

미세먼지의 연간 수요 평가결과 권선구가

13.7ton으로 가장 높은 수요를 보였고, 장안구

11.6ton, 영통구 8.2ton, 팔달구 4.7ton 순이었다.

동별로는 장안구에 위치한 연무동이 38.5ton으로

가장 높은 수요를 보였고, 권선구에 위치한 평동

이 37.8ton으로 두 번째로 높은 수요를 보였다.

팔달구 중심부에 있는 매교동이 2.6ton으로 수요

가 가장 낮았고, 그 주변에 있는 매산동, 고등동,

지동 등이 2.8~3.5ton정도의 수요를 가졌다(Fig

3). 이러한 결과는 동별 면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면적의 영향을 일부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세먼지를 환산하는 과정에서 도로 면적에 가중

을 두어, 실제 값과 최대한 가깝도록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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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ll green (b) Urban green

(c) Monthly Supply and LAI

Figure 4. Result of supply assessment.

월별 미세먼지 분석 결과 3월에 높게 나타났

고, 계절적으로는 봄과 겨울에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미세먼지 농도는 일반적으로 봄과 겨울

에 높게 나타나는데(MOE, 2020), 이와 유사한

추세를 보였다.

2.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공급평가 결과

공급평가는 토지피복상 산림지역과 초지로

구분된 모든 녹지와 도시녹지로 구분하여 분

석하였다. 분석결과 수원시 모든 녹지의 연간

공급량은 장안구 16.8ton, 영통구 5.7ton, 권선구

5.5ton, 팔달구 1.9ton이었다. 장안구에 위치한

연무동과 파장동의 녹지는 각각 71.7ton, 61.6ton

을 흡착하였고 영통구에 위치한 광교 1동이

37.7ton을 흡착 하였다. 해당지역들은 산림의 면

적이 넓은 동이었다(Fig 4). 수원시 중심부에 있

는 팔달구 내에 잔존산림이 있는 화서2동과 행

궁동의 미세먼지 흡착량이 각각 4.4ton, 3.3ton으

로 두 동에 인접해 있는 화서 1동에 비해 1.6~

2.6ton 높았다. 미세먼지 흡착량은 산림 면적이

넓거나 잔존산림이 있는 곳에서 높았다.

도시녹지를 통한 미세먼지 흡착량은 모든 녹

지와는 다른 경향을 보였다. 공급량이 가장 많은

구는 권선구로 1.7ton이었고, 영통구 1.5ton, 장

안구 1.1ton, 팔달구 0.7ton이었다. 동별로는 영

통구에 위치한 광교1동과 권선구에 위치한 평동

의 흡착량이 각각 5.2ton, 5.0ton으로 높게 나타

났고 전체 녹지에서 가장 공급량이 높았던 연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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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ll green (b) Urban green

Figure 5. Annual mismatch district and population.

동과 파장동은 1.5ton, 2.3ton으로 중위에서 중상

위 정도의 수준이었다. 산림 면적이 넓은 동은

도시공원을 추가적으로 조성할 필요성이 상대적

으로 낮아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분

석하였다.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엽면적 지수의 월별

분석결과 1~4월에 1을 초과하지 않지만 5월에

는 두 배 이상 증가하고 11월이 되면 다시 1보

다 낮아진다. 도시녹지의 엽면적 지수도 산림

과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지만 수목 밀도가 낮

고 면적이 작기 때문에 산림보다 엽면적 지수

가 다소 낮게 산출되었다. 월별 미세먼지 흡착

량을 비교한 결과 엽면적 지수 값이 급격히 높

아지는 시기인 5월의 공급량이 가장 높았다. 하

지만 엽면적 지수 값이 가장 높은 6~8월에는 강

우일이 많아 5월에 비해 미세먼지 흡착량이 높

지 않았다.

3. 미세먼지저감에대한수요와공급차이평가결과

미세먼지 저감 수요-공급 평가결과를 바탕으

로 연간 수요와 공급이 차이가 있는 지역을 도

출하였다(Fig 5). 모든 녹지의 공급량으로 차이

를 분석한 결과 산림이 많은 지역에서 공급이

우세하였다. 수원시 4개 구 중에서는 장안구만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였고 동별로는 장안구

에 위치한 연무동과 파장동, 영통구에 위치한 광

교 1동, 권선구에 위치한 금곡동과 호매실동의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였다. 그 외 지역에서

는 모두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적었고, 팔달구가

가장 낮았다. 동별로는 권선구 남쪽에 위치한 서

둔동, 평동, 세류2동, 곡선동, 권선1동, 권선2동,

세류3동 등은 전반적으로 공급량이 부족하였다.

이 중 평동, 권선2동, 서둔동은 인구수도 많아

수요량 충족이 중요하였다. 도시녹지의 공급량

으로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동에서 수요량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인구수가 많아 공급이 우선

적으로 필요한 동은 평동, 서둔동, 호매실동, 권

선 2동 등이었다.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연간 차이 평가 결과

권선구에 위치한 서둔동, 평동, 권선2동, 팔달구

에 위치한 인계동, 영통구에 위치한 매탄3동은

모든 녹지 및 도시녹지의 공급량이 수요에 비해

낮고, 인구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

아 녹지계획 수립 시 우선적인 고려되어야 할

지역이라고 분석하였다.

수요와 공급이 차이나는 지역을 월별로 분석

하였다(Fig 6). 모든 녹지의 공급량으로 차이를

평가한 결과, 미세먼지 발생이 높은 1~4월,

11~12월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공급이 부족하였

고, 지역별 평균 공급량은 약 58.3(SD±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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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ve 0% 0 ~ -20% -20 ~ -40% -40 ~ -60% -60 ~ -80% below –80%
(a) Result of all green

above 0% 0 ~ -20% -20 ~ -40% -40 ~ -60% -60 ~ -80% below –80%
(b) Result of urban green

Figure 6. Mismatch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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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미세먼지 발생이 상

대적으로 낮은 5~10월은 장안구 북쪽에 위치한

연무동과 파장동 및 권선구 서쪽에 위치한 금곡

동과 호매실동의 공급이 우세하였으나 그 외 지

역은 부족하였다. 평균 공급량은 5월이 31.2%로

가장 높았고 12월이 –87%로 가장 부족하였다.

5월은 4월보다 수요량이 높았지만, 5월의 미세

먼지 흡착량이 높아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초과

하였다. 하지만 월별 차이를 평가한 결과의 표준

편차가 커 공급이 충분한 동인 파장동, 연무동

등과 공급이 낮은 동인 세류 2동, 곡선동 등과의

격차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녹지 공급량

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모든 녹지와 마찬가지

로 1~4월, 11~12월에는 거의 모든 동에서 공급

량이 90% 가까이 부족하였다. 하지만 가장 공급

이 높은 5월도 수요랑 대비 65%가 부족하였다.

녹지의 공간적 특성에 따른 미세먼지 수요-공

급 차이를 평가한 결과, 모든 녹지는 산림 비율

이 높은 지역에서 공급이 우세하였으나 도시녹

지는 전반적으로 공급이 부족하였다. 큰 면적의

산림이 미세먼지 저감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지

만(Cavanagh et al., 2009; Yin et al., 2011), 대부

분 도시 외곽지역에 분포하여 도시민이 직접적

으로 혜택을 느끼기에 한계가 있다. 반면, 도시

녹지는 산림에 비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크진

않지만 도시민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미세먼

지 저감이라는 실질적 혜택을 부여한다는 측면

에서 그 중요성은 부각될 것이다(Abhijith and

Kumar, 2019 ; Abhijith et al., 2017 ; Baldauf,

2017; Bikkina et al., 2019; Twiri et al., 2019).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월별 특

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가 시행되는 1~4월, 11~12월 기간 동안 공급이

대체로 부족하였다. 5~10월은 그 외의 월에 비

해 공급량이 다소 높았고 특히 5월이 가장 높았

다. 겨울이나 봄철에 지역 전체의 수요-공급 차

이가 높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같은 추가적

인 정책적 수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Javed

& Zaineb, 2021; MOE, 2020).

VI. 결론 및 고찰

본 연구는 미세먼지 문제를 수요와 공급 측면

으로 나누어 녹지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혜택이

충분한지를 살펴보았다. 미세먼지 저감 수요량

을 추정하기 위해 측정소에 도로 농도 가중을

통하여 동별 미세먼지 발생량을 평가하였다. 미

세먼지에 대한 생태계서비스 공급량을 평가하기

위해 모든 녹지와 도시 녹지로 나누어 미세먼지

흡착량을 평가하였다. 수요량과 공급량을 활용

하여 수원시의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수요-공급

차이가 나는 지역과 그 정도를 월별로 평가하였

다. 모든 녹지의 연간 공급량을 분석한 결과 수

원시 4개 구 중 장안구가 수요대비 초과 공급을

제공하였고 동별로는 수원시 북쪽에 위치한 연

무동, 파장동, 광교1동, 송죽동, 조원2동, 수원시

서쪽에 위치한 금곡동, 호매실동이 수요 대비 초

과 공급을 제공하였다. 그 외 지역에서는 공급량

이 부족하였다. 도시녹지만을 공급대상으로 분

석한 경우, 모든 구와 동에서 수요 대비 연간 공

급량이 부족하였다. 특히, 계절관리제가 시행되

는 12월에서 3월사이의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수요-공급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번 연구는 수요-공급 평가를 통해 수원시

미세먼지 저감 기능을 하는 녹지가 부족한 지역

을 공간 분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수요 및 과학적 근거 기반의 도시녹지 및 미세

먼지 저감 정책을 수립하거나 제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Lin, 2020;

Song et al., 2020).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수요와

공급을 공간적으로 파악하여 미세먼지 저감 수

요가 높은 지역과 그 비율을 분석 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행정동 단위의 공원녹지 조성, 가로수

식재 등과 같은 세밀한 공간 정책의사결정이 가

능할 것이다. 또한 월별평가는 시간적 특성에 따

라 변화하는 요소의 반영과 수요에 관한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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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해 지속적으로 공급이 요구되는 지역을 도

출할 수 있었다. 다만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겨

울이나 봄철에 지역 전체의 수요-공급 차이가

큰 것으로 보아 교통이나 발전시설 제한과 같은

추가적인 정책적 수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Javed & Zaineb, 2021; MOE, 2020; Suwon,

2020; Tian et al., 2019; MOE, 2016).

인체 위해성이 높은 미세먼지 문제는 지속적

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인구가 집중된 도시는

미세먼지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다(Kim &

Kim, 2011). 중앙 및 지방정부는 비산먼지 저감,

노후경유차 운행 중지 등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

하는 다양한 정책이 실행 중이며, 생태적(환경

적) 차원에서도 미세먼지 흡착을 위해 녹지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MOE, 2016; 2020; Suwon, 2020). 미세먼지 저

감에 대한 수요와 공급 평가를 통해 수요-공급

이 차이나는 지역을 도출, 우선적으로 정책투입

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한다면, 도시의 효율적 관

리와 함께 구성원이 녹지의 혜택을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

를 위해선 Burkhard(2012)가 언급한 것처럼 공

간분석을 통한 접근이 유효하다.

미세먼지 저감 수요를 산출하는 미세먼지 관

측데이터는 지역규모와 비례하는 측면이 있어,

모든 지역을 동일하게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다.

세분류 토지피복도의 기타초지 항목을 도시녹지

로 규정한 부분도 도시규모에 따라 반영정도의

편차가 크다. 또한 7~8월 위성영상 취득의 한계

로 미세먼지 흡착량 추정이 다소 미흡하였다.

그럼에도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수요-공급 차

이나는 지역의 공간적 분포와 정도를 정량적으

로 평가하여 산림 보존, 녹지 조성 및 해제 우선

지역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자료 획득의 정확성을 높이고

평가방법을 고도화한다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효과적인 활용이 이

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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