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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연구목적

4

 도시 수목은 대기환경 문제를 완화·개선하기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간주되지만 도시정책

반영에서는 잠재력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서울시는 먼지먹는 숲, 탄소상쇄숲, 한강숲 등 그린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왔지만

대기오염 저감 차원과 연계하여 분석하고 조성한 연구는 미진하였음

 식물종에 따른 미세먼지의 흡착/흡수를 조사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나 실제 상황에서

도시 수목의 잎에서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 관련 지식이 부족한 실정

- 서울시는 최근 대기정화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강변에 환경정화, 바람저감의 테마숲을 조성하고 대왕참나무, 

화백나무 밀식 식재를 하였으나 효과는 검토되지 못하였음

 그린인프라 확대 측면에서 어느 방식으로 어떠한 수종을 식재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가로수와

공원수를 대상으로 현장 적용을 통해 분석하여 그린인프라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대기오염물질의현장측정을통해대기오염저감을위한도시의그린인프라

확대방안(수목의배치, 수종등) 제안

1.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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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대기정책 관련 그린인프라 구축 사례 검토

국외 정책사례

그린인프라 조성 사례

런던시, 맨체스터시등

슈투트가르트바람길, 마포구그린벤치등

그린인프라 측면에서의 미세먼지 저감 효능 분석

도시생활권 주요 수종의 미세먼지 저감효과 분석

• 서울시주요가로수목현황분석
• 미세먼지흡착·흡수특성분석

도시생활권 주요 수종의 대기오염 제거 및 평가

• 도시생활권주요수목에의해제거된대기오염물질정량화(I-Tree 적용가능성검토)
• 미세먼지에의한수종별대기오염내성지수평가(APTI)

그린인프라 연결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

• 그린인프라확대배치제안을위한경관기능분석
• 현존녹지, 공원분포등을고려한그린인프라연결구상(사례지역)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그린인프라 확대 방안 제안

도시생활권 수종 개선 방안

그린인프라 확대 방안

연구내용및방법
그린인프라 동향 분석,

관련 선행연구 검토

서울시 가로수
대기오염물질

현장 측정

미세먼지 제거
우수수종 결과 활용

그린인프라
조성(안) 활용

서울시립대
수행

1.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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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인프라의미세먼지저감효과평가및확대방안
2.  그린인프라관련동향

그린인프라의개념및요소

 그린인프라(Green Infrastructure)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전략 중 하나로 90년대 북미에서 시작되어

현재에도 다양한 정의가 논의되며 발전

 “그린인프라는 자연 생태계의 가치와 기능을 보존하고 인간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상호 연결된 녹색공간의 네트워크”

(Mark A. B., Edward T. M., 2002)

 그린인프라는 에너지 효율, 교통, 물순환, 생태환경 등의 다양한 요소를 포괄하나, 이 연구에서는 생태환경 요소에

있어서 연결성에 중점을 둠

자료: 미국 환경청(https://www.epa.gov/green-infrastructure/what-green-infrastructure);
환경부, 2009,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한국형 그린인프라 구축방안 연구 보완

[ 그린인프라(Green Infrastructure) ]

에너지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생태환경(녹지)

녹색교통

도시물순환

• Smart Grid
•고연비기술등

•바이오가스
•풍력, 태양광등

•전기차
•자전거등

•침투∙투수성포장
•저류시설등

•도시공원, 녹지
•녹색지붕및캐노피등

• 도시공원, 근린공원, 가로수등
• 마을공지, 주택정원등
• 텃밭,, 습지 등

도시공원과녹지

• 녹색지붕
• 나무상자
• 가로수등

시설물및기법

• 삼림, 숲
• 야생동물서식지등

자연녹지

연결망 • 하천, Green street, Green way 등

︙

그린IT

•친환경데이터관리
•에너지효율성등

생태∙환경적측면의그린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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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린인프라관련동향

그린인프라의미세먼지저감관련선행연구검토

 그린인프라는 주로 우수관리, 물순환, 도시 열조절, 탄소저감 등의 수단으로서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미세먼지

대량 발생 등 대기오염 관련 이슈가 문제로 대두되면서 그린인프라의 미세먼지 저감효과에 대한 관심 증대

 2000년대부터 녹지와 같은 그린인프라의 대기정화효과에 대한 정량적 연구가 수행되기 시작하여 2010년대부터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개념으로 접근한 녹지계획, 숲 조성, 수목식재기법 등 그린인프라 조성에 대한 연구 진행

 도시숲, 수목, 녹지는 미세먼지 저감에서 효과를 나타내며, 이들은 수종, 배치, 규모 등에 따라 효과가 일부 차이가 있음

구분 연구내용 연구방법 연구결과

조현길 외
(2001)

도시 수목의 대기정화 역할 분석 표본지역 현장조사
대기정화측면을고려하여식재수종

느티나무, 은행나무제안

김태선
(2003)

완충녹지의 이산화질소 농도 분석 사례지역 현장조사
도로변보다아파트단지농도가낮음
활엽수를중심으로다층식재제안

황희재
(2012)

나뭇잎 형상에 따른 매연 제거 특성
분석

diffusion flame burner를 이용한
실험분석

매연제거는 소나무, 주목, 플라타너스, 
느티나무, 은행나무순으로높음

허희염 외
(2017)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식재기법 도출
및 도시 녹지계획 방향 제안

문헌고찰과 현장조사
도시녹지가미세먼지저감에효과적
지역별식재방식및 수종도출

국립산림과
학원(2017)

부유 및 미세먼지 농도 측정 분석 현장조사(홍릉숲과 도심)
도시숲이도심보다미세먼지 25.6%, 

초미세먼지 40.9% 저감

황광일 외
(2018)

도로변 완충녹지의 식재구조에 따른
초미세먼지 농도 저감효과 연구

송파구 완충녹지 대상 4지점에 대해
겨울, 봄 각 1일씩 실시간 자동측정

관목이초미세먼지저감효과가있음
교목의열수와관목의층위구조,녹피

율이중요한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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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뭇잎의 기공
20㎛

 자동차 배출가스(PM2.5 배출량의25%), 재비산먼지(PM10 배출량의20%) 등은 도로(바람길)를 따라 이동 및 분포*

 수목은 대기오염원의 완화 도구로서 도심 내 가로수를 이용하여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선행연구검토_국내수목의미세먼지저감효과

흡수Absorption 흡착Adsorption

차단Blocking 침강Deposition

자료: 국립산림과학원 발표자료(2018.5.16)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2018.1.19)발표자료와도로재비산먼지관리시스템(https://www.cleanroad.or.kr/)  내용참조

[도시수목의미세먼지저감방법]

[ 잎형태에따른미세먼지축적량]

[수종별미세먼지축적량]

자료: Wang et al. 2015

자료: Song et al. 2015

피침형 바늘형 선형타원형도란형

사철나무
formosana
향나무

백송 측백나무 만주곰솔

2.  그린인프라관련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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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린인프라관련동향

선행연구검토_국립산림과학원도시숲의미세먼지저감효과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2017년 4월 17일부터 5월 4일까지 국립산림과학원이 위치한 홍릉숲 3개 지점(숲 경계, 

내부, 중심)과 숲에서 2km 떨어진 도심에서 부유먼지 및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여 비교·분석함

- 미세먼지: 도심 평균 60.2㎍/㎥, 숲 경계 40.6㎍/㎥, 숲 내부 51.2㎍/㎥, 숲 중심 42.4㎍/㎥로 도심 대비

도시숲의 농도가 평균 25.6% 낮음

- 초미세먼지: 도심 평균 23.5㎍/㎥, 숲 경계 13.3㎍/㎥, 숲 내부 14.8㎍/㎥, 숲 중심은 13.4㎍/㎥로 도심 대비

도시숲의 농도가 평균 40.9%가 낮음

자료: 유소연외, 2017, 도시숲내미세먼지농도변화특성
국립산림과학원(http://www.forest.go.kr/)

[도시숲의미세먼지저감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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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린인프라관련동향

선행연구검토_미국도시수목에의한초미세먼지저감효과분석

 미국 10개 도시 수목의 초미세먼지 저감량 분석을 위해 엽면적지수와 I-Tree 이용

 나무에 의해 매년 제거되는 초미세먼지 총량은 시러큐스의 4.7톤 ~애틀랜타 64.5톤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며, 

1년간 1㎡ 당 미세먼지 저감량은 필라델피아의 0.17g ~ 애틀랜타 0.36g까지로 나타남

 도시 내 수목이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고 건강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데 효과적인 도구임을 강조함

자료: NoWak, D. J. et al., 2013, Model PM2.5 removal by trees in tem US Cities and associated effects, Environmental Pollution 178.

도시
Tree cover

(%)
초미세먼지

총 저감량(톤/y)
초미세먼지

㎡당저감량(g/y)
금전적가치

($/y)

Atlanta, GA 52.1 64.5 0.36 9,170,000

Baltimore, MD 28.5 14.0 0.24 7,780,000

Boston, MA 27.9 12.7 0.32 9,360,000

Chicago, IL 18.0 27.7 0.26 25,860,000

Los Angeles, CA 20.6 32.2 0.13 23,650,000

Minneapolis, MN 34.1 12.0 0.23 2,610,000

New York, NY 19.7 37.4 0.24 60,130,000

Philadelphia, PA 20.8 12.3 0.17 9,880,000

San Francisco, CA 16.0 5.5 0.29 4,720,000

Syracuse, NY 26.9 4.7 0.27 1,100,000

[ 미국주요도시의수목커버율과초미세먼지저감량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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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린인프라관련동향

선행연구검토_중국수목의미세먼지저감효과연구

21.50%

흡착

43.57%

침강

34.80%

차단

0.13%

흡수

유형
저감량

(kg/a·km2)
침엽수 349.94
활엽수 408.60
혼효림 576.24
관목숲 135.37
초본류 75.00
평균 309.03

[베이징도시숲유형별 초미세먼지저감량]

[도로(교통)의수목패치최적화구조]

자료:  Xinxiao Yu 발표자료(2018, 03)

 중국은 녹지와 수목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베이징을 대상으로 수목별 초미세먼지의 흡착, 차단 등

기능 수준을 검토함

 결과로 초미세먼지 저감 능력이 높은 유형은 혼효림이며, 이후 활엽수, 침엽수, 관목류, 초본류로 나타남

[수목에의한초미세먼지저감특성]
[공원의수목배치최적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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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그린인프라관련계획및사업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과 연계하여 중국의 글로벌 기업과 함께 민관협력의 ‘먼지 먹는 숲’ 조성사업 추진

-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은 녹색공간을 확충하는 시민녹화운동으로 지난 3년간 1,088그루 식재, 녹화사업 추진

- 2017년 ~ 2020년까지 매년 1개소씩 총 4곳의 먼지 먹는 숲 조성 예정: 중국은행 사업비 지원, 서울시 부지확보 등 행정지원

- 첫 번째 먼지 먹는 숲은 강동구 고덕동 동자근린공원에서 진행(중국단풍 식재, 공원 가꾸기 등)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 일환으로 한강공원 ‘탄소상쇄 숲’ 조성 사업 추진

- 탄소흡수원법이 제정된 이후 ’14년부터 현재까지 총 14개의 탄소 상쇄의 숲(132천㎡) 조성

[서울시탄소상쇄숲조성실적][서울, 꽃으로피다캠페인조성사례] [서울시먼지먹는숲조성예정지]

사업대상지
(동자근린공원)

사업대상지현황: 중국단풍식재

2014 1호탄소상쇄숲(암사생태공원) 4,900주
2호탄소상쇄숲(고덕천변) 1,500주

2015 3호탄소상쇄숲(일자산) 1,300주
4호탄소상쇄숲(인왕산) 1,450주
5호탄소상쇄숲(고덕천) 4,015주
6호한강장애인숲(한강광나루) 1.020주

2016 7호탄소상쇄숲(서초구룡산) 6,000주
8호탄소상쇄숲(북한산) 6,400주
9호탄소상쇄숲(광나루한강공원) 720주

2017 10호탄소상쇄숲(광나루한강공원) 5,000주
11호탄소상쇄숲(북한산) 5,800주

︙
2018 14호탄소상쇄숲(강서한강공원) 1,500주

15호탄소상쇄숲(강서한강공원) 1,300주
︙

서울숲주차장정원조성

인수봉숲길마을(주민참여)

천호동골목길(주민참여)

2.  그린인프라관련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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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인프라의미세먼지저감효과평가및확대방안

서울시미세먼지대응그린인프라관련계획및사업

 서울시에서는 녹색공간 확충을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및 계획 중에 있음

 (계획 사업)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 조성, 나무심기 등의 녹화사업 추진 예정

 (민선7기 시정계획*) 그린인프라를 이용한 미세먼지 저감 계획(안) 제시

*  민선7기환경분야시정4개년계획(미정)의내용으로‘이천만그루나무심기’ 계획

[이천만그루나무심기추진계획주요내용(안)]

* 민선7기시정4개년계획환경분야(2018.8.6) 과제내용정리[서울시미세먼지저감활동추진활동및계획]

수종및식재방식개선을통한대기환경개선

녹지조성공간확충

생활권, 자투리공간녹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수종 및 식재 방식 도입: 다층구조 등

 서울형 보타닉 파크 조성: ‘18.10 서울식물원 시민 개방
 도로 상부 공원화: 국회대로(‘23), 동부간선도로(’26)

 생활권 녹화: 동네숲 등
 도로 유휴지 녹화

 입체(수직)녹화
 이동식 정원 조성

제1호민관협력도시숲조성(18.10)

7606개국공립어린이집담장주변녹지등도시숲확대예정(산림청, 2018)
아파트856개동벽면녹화추진예정(SH, 2018)
도시바람길숲10개소, 미세먼지차단숲60ha 조성계획수립(산림청, 2018)

도시숲만들기행사및자원봉사(18.04)

노원구월계동

노을공원

서울시전체

동자공원

나무심기행사(17.12)
중국단풍나무40주식재

2.  그린인프라관련동향

이촌한강공원미세먼지저감부루벨숲조성(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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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린인프라관련동향

서울시미세먼지대응그린인프라관련계획및사업: 서울시이천만그루나무심기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민선7기 이천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추진중

 민선 6기에 이어 지속되는 사업으로 2018년에 12백만 그루 나무심기를 수행하였으며, 민선7기에 8백만 그루

이상 나무심기 추진으로 총 2천만 그루 달성 목표

[ 서울시나무심기추진실적(2014~2017) ]
* 서울시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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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린인프라관련동향

서울시미세먼지대응그린인프라관련계획및사업: 서울시이천만그루나무심기

 주요사업: 나무 식재 및 녹화 방식 개선, 대형 녹지공간 지속 확충, 생활권 자투리 공간 녹화 지속 추진, ‘정원도시, 

서울’ 확산유도를 위한 공공 건물 및 구조물 녹화, 공공시설물 내 미세먼지 저감 및 공기질 개선을 위한 정원 조성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열섬효과 완화 등 도심 환경 변화의 전략적 대응 방안으로서의 도시숲 조성

나무식재및녹화방식개선

대형녹지공간지속확충

생활권자투리공간녹화

공공건물및구조물녹화

공공시설물내미세먼지저감공원조성

미세먼지저감효과큰수종발굴및식재
미세먼지저감을위한다층구조녹지및벽면녹화, 교목2열식재확대

서울보타닉파크조성(서울식물원), 도로상부공원화등

학교, 동네숲등생활권녹화, 도로주변자투리공간‘작은정원’ 등

공공건물건립시‘숲건물’, 외벽녹화‘수직정원‘조성등

지하철역사, 환승통로등유휴공간실내정원조성

중국난징타워숲건물 부산미술관수직정원

벽면녹화(성동구)교목2열식재(영등포국제금융로)

서울식물원(조감도) 동부간선도로상부공원화(조감도)

[미세먼지대응을위한서울시주요사업추진계획]



대기 관련 그린인프라 구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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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인프라의미세먼지저감효과평가및확대방안
3. 대기관련그린인프라구축사례

해외정책사례_ 영국런던플랜을통한그린인프라조성

 도시기본계획에 그린인프라를 도입하는 ‘런던플랜(London plan)’을 수립하여 지방정부로 하여금 정책에 반영하도록

제안하고, 소규모~대규모까지 실행하게 함으로써 그린인프라 조성의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냄

- 포켓파크계획(Pocket Park Initiative)에 의해 런던 26개 지방정부 100개소 조성, 250,000㎡ 녹지 공급

- 2012~2015년 런던 중심부에 레인가든(rain garden), 벽면녹화(green wall), 옥상녹화(green roof) 등 117개소 조성

 그린인프라와 연계한 런던의 계획 및 정책들은 그린인프라 네트워크가 주는 물리적인 환경 이익 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 상승, 대기질 개선, 생물다양성 증진,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의 성과를 보임

[런던시지원에의한소규모그린인프라조성사례]

Derbyshire Street Pocket Park

Morry Levy Pocket Park

Vauxhall 레인가든

Victoria red carnation hotel 그린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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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기관련그린인프라구축사례

해외정책사례_ 영국런던, 국립공원도시환경전략

 런던은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계 최초 국가적 공원의 도시(National Park City)가

되는 환경전략(London Environmental Strategy) 발표(2017.8)

 환경전략을 토대로 2050년까지 도시면적의 50%를 자연친화공간으로 조성하고 미세먼지 82% 저감 목표 수립

 국립공원에 적용되는 핵심 원칙을 런던시에 적용하여 개발규제, 그린벨트 보호 강화, 옥상정원, 빗물정원, 자연친화

시설 조성, 개발지역 내 야생동물 서식지 형성 등 런던만의 그린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함

 자연친화 도시 기금(Greener City Fund): 공원 조성을 위해 약 134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자연친화공간과 나무심기

등의 사업시 보조금 지급

[ 런던환경전략에의한미세먼지(PM10) 저감목표(~2050)]
[자연친화도시기금을활용한 나무심기사업지역]

자료: 런던시홈페이지(https://www.london.gov.uk/)
GLA, 2018, London Environmental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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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책사례_ 영국맨체스터, 그린앤블루전략

 영국 맨체스터에서는 도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5년을 목표로 맨체스터 중심 도시 및 주변지역을 모두 아우르는

그린 및 블루 인프라* 전략과 액션플랜을 수립하여 실제 도시계획 수립에 활용

자료: Manchester city, 2015, ManchsterGreen and Blue Infrastructure Strategy

*  그린&블루인프라:  오픈스페이스(공원, 수림지, 자유롭게사용되는야외공간, 자연보호구역, 호수, 가까운교외지역, 공공장소등), 연결고리(하천, 수로, 운하, 산책로, 자전거길, 녹지연결로등),
도시녹지네트워크(일반인소유의정원들, 동네공원, 가로수, 변두리와옥상정원등)

 기능중심계획으로 홍수위험, 도시열섬, 생태 네트워크, 하천관리 등의 목적으로 필요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

 대규모 사업보다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그린인프라 조성에 초점을 두어 목표와 예상되는 이익을 제시

[ 맨체스터시티의그린앤블루인프라전략과지역별기대효과]

목적 액션플랜

현존
그린인프라 관리

• 강과 운하의 보호 및 보전 활동에 투자
• 맨체스터 잠재력 극대화: 공원 발전 투자
• 주택 공급, 대학, 병원 등 그린인프라 강화
• 학교의 환경교육과 생물다양성 그린인프라 강화
• 효과적인 나무심기 및 산림 관리
• 지역사회 녹화 및 식량 재배
• 개인소유 정원 보호 및 강화
• 건강 및 복지를 위해 적정지역 그린인프라 제공

새로운 개발

• 도시개발의 일환으로 그린인프라 포함
• 주요 고용의 일환으로 그린인프라 포함
• 현존 건물에 새로운 그린인프라 조성
• 학교 신축공사시 그린인프라 포함

연결성 및
접근성

• 운하 강화로 수송기능 및 접근성 강화
• 도보, 자전거, 야생동물 등의 이용을 위한 녹색 수송 경로 강화
• 인접기관과 협력하여 접근성 개선
•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송 수단 활용

시민인식
제고

• 그린인프라 변화 모니터링 및 지도 제작
• 주요계획과 정책에 그린인프라 포함
• 그린인프라 연구개발 수행
• 모범사례 제공 및 프로젝트 승인 요청
• 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그린인프라 인식 제고

[ 맨체스터시티의그린앤블루인프라전략의주요내용]

3. 대기관련그린인프라구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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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책사례_미국뉴욕, 그린인프라구축을통한대기오염저감

[NY Green Infrastructure Program Map online]

 미국의 그린인프라는 우수 관리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이외 기후변화 대응, 공기질 개선, 도시미관 향상의

기능까지 고려하여 그린인프라 계획 수립

 현 뉴욕시 공해 수준의 30%를 저감하고 2030년까지 1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가능한 모든 공간 녹화 계획 수립

 기후변화 요소에 대한 그린인프라 전략과 과제 제시

 GIS를 이용하여 그린인프라 프로그램 맵 제공(위치, 종류, 그린인프라 건설 진행경과, 인프라 유형 등) 

자료: 뉴욕시홈페이지(http://www.nyc.gov/)
NYC, 2017, NYC Green infrastructure annual report

3. 대기관련그린인프라구축사례

[뉴욕의그린인프라]

[뉴욕의소규모그린인프라조성사례]

도로변레인가든, 퀸즈

그린인프라기반커뮤니티가든, 맨하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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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기관련그린인프라구축사례

그린인프라조성사례_독일슈투트가르트도시숲

 슈투트가르트는 주위가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어 바람이 약하고 온도 역전이 일어나 대기환경이 악화되는 현상에 직면

 대기의 흐름을 고려하여 바람길이 되는 곳에 수목을 식재하고 도시의 삼면을 U자 모양으로 감싸는 그린 유(Green U)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를 감싸는 U자 모양의 8km 길이의 숲과 수목이 필터링 역할을 수행하여 대기환경 개선

 생태다리, 녹도, 계단 등 다양한 길을 통하여 떨어져 있는 공원들을 시가지와 연결하였으며, 도시 중앙부에 150m 폭의

녹지를 조성하여 도시 전체 공기 순환을 유도하였으며, 이외에도 자투리공간을 활용한 옥상, 도로 등을 녹화

 미세먼지 고농도일수(PM10 50㎍/㎥ 이상) 감소(’14년 10회 → ’17년 3회)

자료: Stuttgart, 2009, For Our Environment; 국립산림과학원; R.S. Deickhoff, The role of urban planning for a green compacts city-the Stuttgart case.

[독일슈투트가르트Green U forest ]

독일슈투트가르트Green U Forest와확장계획 8km길이의6개공원으로구성

Stuttgart 그린레일

Green Street

[ 슈투트가르트내녹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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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기관련그린인프라구축사례

그린인프라조성사례_마포구미세먼지저감벤치및공기청정숲조성

 (미세먼지 저감 벤치) 독일 친환경기업에서 개발한 City tree와 같은 사물인터넷 기술 기반 미세먼지 저감벤치 설치

- 벤치 외벽에 공기정화식물 324본과 깃털이끼를 식재해 그린월(Green wall)을 만들고 벤치 안쪽 공기정화기 장착

- 레이저 센서로 주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PM2.5 36㎍/㎥ 이상일 때, PM10 81㎍/㎥ 이상) 자동으로 공기정화 기능 작동

- 41,472㎥의 공기를 직접 정화하고, 공기정화 식물과 함께 나무 105그루의 작은 숲과 같은 정화 효과가 나타남

- 운영 전력은100W 태양광 패널로 일부 조달하고, 벤치 아래 빗물을 저장하여 따로 급수가 필요 없는 방식

 (나무 100만 그루 공기청정숲 조성) 2018~2022년 마포구 내 수목 100만 그루 심기 사업 전개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계획 수립

[마포구청광장에설치된미세먼지저감벤치]

자료: 그린시티솔루션(https://greencitysolutions.de/); 마포구청(http://www.mapo.go.kr)

[독일의CiityTree 설치사례]

파리공원내시티트리 [경의선선형의숲2단계구간조성전후비교]

[공기청정숲조성비전선포식및선포문]

자료: 마포구청내부자료



그린인프라의 미세먼지 저감 효능 분석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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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인프라의미세먼지저감효과평가및확대방안

연구추진체계

그린인프라의미세먼지저감효능분석

도시생활권주요수종의
미세먼지저감효과분석

도시생활권주요수종의
대기오염제거및평가

그린인프라연결을통한
미세먼지저감방안

서울시주요수종분석

미세먼지저감효능분석
대상지및대상수종선정

미세먼지흡착량분석
수종의먼지흡수특성분석

제거된미세먼지정량화

수종별대기
오염물질
내성평가

(APTI)

I-Tree
적용가능성

검토

그린인프라요소도출

그린인프라조성구상(안) 제안

그린인프라
현황분석

사례지역경관기능분석

그린인프라
연결성분석

현장조사, 표본실측

미세먼지저감우수수종도출

현장조사

4. 그린인프라의미세먼지저감효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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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숲(공원수, 도로변가로수)

양재시민의숲
(공원수, 도로변가로수)

 서울시 평균 미세먼지 농도와 위치를 고려하여 성동구(강북권), 서초구(강남권)로 범위 설정

 서울숲(성동구), 양재시민의 숲(서초구)을 선정하였으며, 통행이 많은 도로변 가로수와 공원녹지 내 수목으로 구분하여

미세먼지 저감 능력을 비교∙분석하고자 함

 서울시 가로수 통계(2017)를 바탕으로 소나무, 은행나무, 양버즘나무, 느티나무, 왕벚나무 5종 선정

[서울시가로수종종류및 식재현황(2017)]

가로수종 식재수량

은행나무 111,791

양버즘나무 66,183

느티나무 35,410

왕벚나무 32,134

이팝나무 15,974

회화나무 7,876

메타세콰이어 5,342

소나무 4,525

무궁화 2,295

칠엽수 1,538

감나무 1,007

튜울립나무 944

은단풍나무 654

느릅나무 515

목련 377

살구나무 235

가죽나무 81

수양버들 31

포플러 12

기타 20,048

[최근5년간미세먼지농도(2013~2017)]

침엽수
활엽수
활엽수
활엽수

침엽수

분석
대상

구분 PM10 농도(μg/m3) PM2.5 농도(μg/m3)

서울시 평균 45.4 24.6

성동구 47.4 24.4

서초구 47.8 24.1

자료: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서울시공원녹지분포]

258,991.5㎡

237,552.0㎡

자료: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서울의 산과 공원 홈페이지

분석대상지및대상수종선정

도시생활권주요수종의미세먼지저감효과
4. 그린인프라의미세먼지저감효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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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인프라의미세먼지저감효과평가및확대방안

분석대상수종특징및수형

도시생활권주요수종의미세먼지저감효과
4. 그린인프라의미세먼지저감효능분석

구분 은행나무
(GinkgobilobaL.)

양버즘나무
(PlatanusoccidentalisL.)

느티나무
(Zelkovaserrata(Thunb.) Makino)

왕벚나무
(PrunusyedoensisMatsum.)

소나무
(PinusdensifloraSiebold& Zucc.)

형태 낙엽침엽교목 낙엽활엽교목 낙엽활엽교목 낙엽활엽교목 상록교목

도심
생육

공해에 강하고
이식력이 좋음

공해에 강하고
공기정화능력이 큼

바람저항력이 강하고
생장속도가 빠름

내조성은 강하나
내병충해성이 약한편

공해와 음지에 약하여
부적합

특징
상업가로, 역사경관
가로 적합 수종

업무가로, 주거지 인접
가로, 자동차중심가로,
대단위 조경단지
적합 수종

업무가로, 역사경관
가로 적합 수종

꽃의 양이 많고 화려
하여 조경수로 사용
(자동차 중심가로
적합 수종)

주변경관과 어울리고
생육 여건이 양호한
장소에 제한적 적용

수형

자료: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http://www.nature.go.kr/)
서울시조경과, 2014, 가로수의조성및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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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현장조사및분석대상수목선정:서울숲

 대상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미세먼지 저감능력을 측정할 수목을 선정하고, 기초 현황 조사를 수행함

- 미세먼지 저감효능 측정 대상 수목은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변과 공원 내부로 구분하여 선정

- 측정 대상 수목의 수고, 흉고직경, 전정 등 기초 현황 조사 월별 1회씩 총 3회 수행(1차 6월 28일, 2차 7월 25일, 3차 8월 31일)

도시생활권주요수종의미세먼지저감효과

공원수

도로변
가로수

[서울숲분석대상수목위치]

4. 그린인프라의미세먼지저감효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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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현장조사및분석대상수목선정:양재시민의숲

 대상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미세먼지 저감능력을 측정할 수목을 선정하고, 기초 현황 조사를 수행함

- 미세먼지 저감효능 측정 대상 수목은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변과 공원 내부로 구분하여 선정

- 측정 대상 수목의 수고, 흉고직경, 전정 등 기초 현황 조사 월별 1회씩 총 3회 수행(1차 6월 25일, 2차 7월 24일, 3차 9월 4일)

도시생활권주요수종의미세먼지저감효과

공원수

도로변
가로수

[양재시민의숲분석대상수목위치]

4. 그린인프라의미세먼지저감효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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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인프라의미세먼지저감효과평가및확대방안도시생활권주요수종의미세먼지저감효과
4. 그린인프라의미세먼지저감효능분석

[미세먼지 흡착∙흡수량 분석] [제거된 대기오염물질 정량화(i-Tree)] [대기오염내성지수(APTI) 평가]

 (잎 샘플링) 각 수종의 잎 표본에서

무작위로 일정량의 잎을 샘플링

 (초순수 세정, Water cleaning)

잎을 270ml의 초순수에 담그고, 약 1분

동안 교반

 (초음파 세정, Ultrasonic cleaning)

초순수 세정 후, 초음파 세정기로 세척

(세정 시간: 활엽 3분 및 침엽 10분)

 (건조) 용리액이 담긴 비커(100ml)를

여과지로 덮어, 건조기에서 5일 건조

 (무게측정) 용리액이 담긴 비커(W2)와

원래 비커(W1)의 무게 차 측정

Mass of PM = W2-W1

 적용대상지 수목의 I-Tree tools 검토

 도시의 산림구조, 생태계 서비스 및 가치

를 평가하는 모델(미국 농무부 외 파트

너 기관에 의해 개발)

 현장 데이터와 지역의 시간별 대기오염,

기상 데이터를 사용하여 전 세계 도시의

산림구조와 산림효과를 정량화

 쉽게 수집 할 수 있는 외부 데이터 소스

(예: 날씨 및 오염 데이터)와 함께 현지

에서 수집한 현장 데이터를 사용

 대기오염내성지수 지표(Air Pollution 

Tolerance Index, APTI)이용하여 미

세먼지 저감에 우수한 수종 분석

 총 엽록소 함량, 아스코르빈산, pH 및

상대수분함량 분석을 토대로 대기오염

지수값(APTI) 도출

자료: Liu et al. 2018; Gupta et al. 2016
[미세먼지측정방법]

①잎샘플링②초순수세정

③초음파세정

④건조 ⑤무게측정 [i-Tree를이용한대기오염물질정량화]

대상지DB 구축및입력 대기오염물질정량화

[대기오염내성지수평가방법]
자료: 미국 I-tree 홈페이지(http://www.itreetools.org/)

APTI = [A(T+P)+R]÷10
A: Ascorbic acid 함량
T: 총 엽록소 함량
P: 잎 추출물 pH
R: 상대적 잎 수분 함량

수종별 ATPI 지수 산정

소나무

은행나무

양버즘나무

느티나무

︙

도시생활권
주요수종

* 위탁연구 수행(서울시립대학교)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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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의미세먼지흡착량분석

도시생활권주요수종의미세먼지저감효과
4. 그린인프라의미세먼지저감효능분석

 (가지 전정 및 미세먼지 흡착량 산정) 6월~9월 간 3회에 걸친 현장조사 시, 대상 수목의 가지를 전정한 후 실험실

세정을 통해 미세먼지 흡착량(mg/cm²) 산정

 (수목 당 미세먼지 흡착량 계산) 수목 개체별 총 엽면적은 엽면적지수(LAI, leaf area index)와 흉고직경(DBH, diameter at 

breast height)을 이용하여 산출

 단위면적 당 미세먼지 흡착이 높으면서, 전체 엽면적이 높은 수종이 미세먼지 흡착량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음

※ 미세먼지 흡착량 산정시, 단순히 잎의 흡착량 만을 가지고 해석할 경우 전체 면적 혹은 수목당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볼 수 없으므로
엽면적지수와 흉고직경을 이용하여 전체 엽면적 계산 후, 수목 개체 당 미세먼지 흡착량을 산정함

자료: Song, Y., etal., 2015, Particulate matter deposited on leaf of five evergreen species in Beijing, China: source identification and size distribution. Atmospheric Environment, 105, 53-60

[ 엽면적지수를이용한미세먼지흡착량산정연구]

단위 당 미세먼지 흡착량이 높더라도
엽면적지수가 낮아 수목 당 미세먼지
흡착량이 상대적으로 낮음

단위 당 미세먼지 흡착량이 낮더라도 엽면적
지수가 높아 수목당 미세먼지 흡착량이 상대
적으로 높음

노간주
나무속

사철
나무

백송 측백 만주
곰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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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의미세먼지흡착량분석: 수목별엽면적산출

도시생활권주요수종의미세먼지저감효과
4. 그린인프라의미세먼지저감효능분석

 (엽면적)선행연구 검토로 엽면적 추정식에 흉고직경(DBH)을 이용하여 분석대상 수목의 엽면적 산출
 (엽면적 지수) 엽면적지수 측정기 LAI-2000 Plant Canopy Analyzer를 이용하여 단위지표면적당 엽면적합의

비율 계산
 서울숲 양버즘나무, 양재 시민의 숲 양버즘나무, 왕벚나무의 엽면적이 상대적으로 높음

수종 높이(m) 흉고직경(cm) 엽면적(m2 tree-1) 엽면적지수 모양 엽면적 추정식

소나무 11.0 ± 4.7 25.3 ± 4.6 80.6 ± 39.6 1.36 우산형 y = 0.2988 × (DBH2) - 7.5336 × (DBH) + 74.075

느티나무 8.9 ± 2.6 21.9 ± 5.5 57.7 ± 15.2 2.20 배형 y = EXP(4.033) × EXP((0.045 × DBH) -1) × EXP(0.12706/2)

양버즘나무 14.6 ± 4.1 30.1 ± 10.9 144.5 ± 33.0 1.20 확산형 y = EXP(5.198) × EXP((0.021 × DBH) -1) × EXP(0.23508/2)

왕벚나무 8.3 ± 2.5 23.5 ± 8.5 31.0 ± 30.0 1.18 구형 y = 3.036 × (EXP(0.09 × DBH) − 1)

은행나무 12.0 ± 3.3 21.0 ± 9.0 47.6 ± 25.9 1.78 원추형 y = EXP(3.410) × EXP((0.053 × DBH) -1) × EXP(0.30207/2)

수종 높이(m) 흉고직경(cm) 엽면적(m2 tree-1) 엽면적지수 모양 엽면적 추정식

소나무 7.9 ± 4.1 19.9 ± 7.1 56.8 ± 42.4 1.36 우산형 y = 0.2988 × (DBH2) - 7.5336 × (DBH) + 74.075

느티나무 14.0 ± 5.3 27.6 ± 6.7 75.9 ± 25.6 2.20 배형 y = EXP(4.033) × EXP((0.045 × DBH) -1) × EXP(0.12706/2)

양버즘나무 16.4 ± 7.2 35.5 ± 8.9 160.6 ± 32.0 1.20 확산형 y = EXP(5.198) × EXP((0.021 × DBH) -1) × EXP(0.23508/2)

왕벚나무 11.4 ± 6.2 34.4 ± 14.7 136.4 ± 158.9 1.18 구형 y = 3.036 × (EXP(0.09 × DBH) − 1)

은행나무 9.5 ± 3.4 18.7 ± 2.8 35.2 ± 5.4 1.78 원추형 y = EXP(3.410) × EXP((0.053 × DBH) -1) × EXP(0.30207/2)

* 엽면적: 잎의 크기(잎장과 잎폭의 크기에 따라 구성되는 잎의 면적, = 잎면적) y = 엽면적, DBH = 흉고직경

서

울

숲

양
재
시
민
의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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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인프라의미세먼지저감효과평가및확대방안도시생활권주요수종의미세먼지저감효과

미세먼지흡착량분석결과: 잎의단위면적당미세먼지흡착량

4. 그린인프라의미세먼지저감효능분석

 서울숲의 경우 느티나무와 양버즘나무, 양재 시민의 숲은 소나무, 느티나무의 흡착량이 상대적으로 높음

 엽면적이 큰 느티나무의 미세먼지 흡착량이 상대적으로 높음

 6~8월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5개 수종 중 느티나무와 양버즘나무의 흡착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수목 한 개체가 흡착하는 미세먼지량은 줄기, 가지, 나뭇잎의 미세한 구조 및 엽면적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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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시민의 숲

*

*

ns ns

**

잎의 단위면적당 미세먼지 흡착량(단위 : mg·cm-2)

• 수종 내 비교 t-test 수행: 통계적 유의수준 p<0.05(*), p<0.00(**), p<0.001(***), ns(not significant)

[ 수종별단위면적당미세먼지흡착량및엽면적지수를적용한수종별미세먼지흡착량]

잎의 단위면적당 미세먼지
흡착량은 느티나무가 가장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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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흡착량분석결과: 수목당미세먼지흡착량

4. 그린인프라의미세먼지저감효능분석

 수목 개체당 미세먼지 흡착은 서울숲과 양재 시민의 숲 모두 양버즘나무, 느티나무의 미세먼지 흡착량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수종별로 계산한 결과, 양버즘나무>느티나무>왕벚나무>소나무>은행나무 순으로 미세먼지 흡착량이 높음

 다만 양버즘나무의 경우, 봄철 알러지 유발로 가로수종으로서 교체 추세로 느티나무가 가로수종으로서 보다 친화적

• 수종 내 비교 t-test 수행: 통계적 유의수준 p<0.05(*), p<0.00(**), p<0.001(***), ns(not significant)

[ 수목개체당미세먼지흡착량분석결과]

* 수목 한 개체가 흡착하는 미세먼지량은 줄기, 가지, 나뭇잎의 미세한 구조 및 엽면적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식물 미세먼지 보유 능력: canopy 유형, 잎과 가지 밀도, 털과 홈 등 잎의 형태를 비롯한 여러 요인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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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 개체당 미세먼지 흡착량(단위 : g·tree-1)

양버즘나무의 경우 잎의
단위면적당 미세먼지 흡착량
대비 엽면적이 높아 개체당
미세먼지 흡착량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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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흡착량에의한수목의미세먼지저감효과

4. 그린인프라의미세먼지저감효능분석

 양버즘나무가 수목 개체당 미세먼지 흡착량이 높게 나왔으나 이는 분석 대상 수목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으로 보이며
실제 흡착능력은 잎의 단위면적당 미세먼지 흡착량이 높은 느티나무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음

 도시생활권내 주요 수종 가운데 양버즘나무, 느티나무는 잎에 털(trichome)이 많고, 홈(groove)이 잘 발달되어 있
어 다른 활엽수종에 비해 미세먼지 흡착 능력이 우세*함

 침엽수인 소나무는 강우 발생 후 미세먼지를 다시 흡착하는데 활엽수종보다 더 높은 잠재성을 가지며, 상록침엽수로서
특히 겨울철과 이른봄 기간 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효과적임
* 활엽수종의 홈(groove)과 털(trichome)은 잎의 PM2.5 축적의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Chen et al. 2017)

그러나 양버즘나무의 경우, 봄철 알러지 유발 수종으로 가로수종으로서 교체추세에 있음

[ 수목개체당미세먼지흡착량(단위: g·tree-1) ]

느티나무의 미세먼지 흡착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음

상록침엽수인 소나무의 경우 겨울철, 이른 봄
미세먼지 저감 효과적

도시 수목이 미세먼지를 흡착함으로서
미세먼지 저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도시 그린인프라 조성 공간이 제한적이므로
미세먼지 저감을 최대화할 수 있는 식재 기법과
함께 미세먼지 흡착 능력이 우수한 수종의

복합적 활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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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지미세먼지농도비교

4. 그린인프라의미세먼지저감효능분석

 6월과 7월의 미세먼지 흡착량 조사와 동일한 날짜의 서울숲과 성동구의 공원 내부, 도로변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결과, 서울숲과 양재 시민의 숲 모두 공원 내 미세먼지 농도가 도로변 미세먼지보다 낮은 농도를 보임

[ 미세먼지측정결과(6, 7월) ] [ 미세먼지측정결과(6, 7월) ]

※  공원보다 도로의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숲 PM10은 45%, PM2.5는 32%, 양재 시민의 숲 PM10은 29%, PM2.5는 42% 높음
※ 국립산림과학원(2017) 등 관련 선행 연구사례를 보더라도 식물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바이오필터로서의 기능이 있음
※ 미세먼지 측정량 차이는 배출원으로부터의 거리 영향도 있음을 감안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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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적유의수준p<0.05(*), p<0.00(**), p<0.001(***), ns(not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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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생활권주요수목의대기오염내성지수(APTI) 평가

4. 그린인프라의미세먼지저감효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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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숲

 소나무, 양버즘나무, 왕벚나무의 대기오염내성지수가 상대적으로 약간 높게 나타남

 서울숲과 양재 시민의 숲 간의 수목별 대기오염내성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 외국의 경우 대기오염내성지수가 17이상일 경우 내성이 있고, 10 미만일 경우 민감한 종으로 해석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서는 APTI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내 수종에 대한 명확한 지수 해석에 어려움이 있음

• 수종간비교Tukey HSD 수행: 집단간의차이가유의하게나타났을경우, 집단을분리시켜주는사후검정으로서울숲과양재시민의숲각각평균비교

8.81 

7.84 

9.00 
8.62 

8.23 

소나무 느티나무 양버즘 벚나무 은행나무

조사대상지별 대기오염내성지수 평가 결과 대기오염내성지수 평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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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인프라의미세먼지저감효과평가및확대방안도시생활권주요수종의대기오염제거및평가

대기오염물질정량화(i-Tree) 검토

4. 그린인프라의미세먼지저감효능분석

자료: 미국 I-tree 홈페이지(http://www.itreetools.org/)

 국내 도시숲 관리를 위해 미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i-Tree Tool의 국내 수목 적용 가능성을 검토

 미국의 경우 수종별, 지역별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어 그린인프라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정량화가 가능하

나 국내에서는 수종별, 지역별 DB구축과 효과에 대한 기초연구가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i-Tree Tool: 미국 농무부에서 개발한 도시의 산림 구조와 기능을 정량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발된 컴퓨터 모델
• 무작위 지점으로부터의표준화된 현장 데이터와 지역의 시간별 대기오염 및 기상 데이터를 사용하여 전 세계 도시의 산림구조와 산림
효과를 정량화하기 위해 사용

대기오염에 대한 수목의 효과
가치 분석 및 예측

[ i-Tree Eco의작동원리]

수종, 흉고직경, 기상
자료 등을 입력

도시숲효과 모델을 실현한
것으로 도시숲의 오염물질
저감 효과 정량화 모델링
가능

[ I –Tree Eco에서제공하는주요결과]

도시 숲 구조

오염 저감

공중보건 영향

탄소

에너지 효과

유출량

수목 예측

생태계서비스
가치

해충 영향

종 조성, 종수, 밀도, 건강성 등

초미세먼지 개선 비율 등

나무에 의한 의료적 이익 등

도시숲에의한총탄소저감량등

이산화탄소 배출 영향 등

수목에 의한 유출 저감량 등

시간에 따른 수목의 생장 등

산림 가치 등 산정

해충/질병 위험정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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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그린인프라_공원

그린네트워크연결을통한미세먼지저감방안

구분 공원면적(k㎡) 1인당공원면적(㎡)

서초구 15.87 35.2

강북구 14.34 43.4

노원구 14.17 24.8

은평구 14.00 28.2

종로구 11.57 71.4

관악구 10.98 20.9

도봉구 10.08 28.8

성북구 8.39 18.2

강남구 6.60 11.5

중랑구 5.21 12.5

서대문구 5.14 15.8

동작구 4.59 11.1

마포구 4.44 11.4

송파구 4.42 6.7

강서구 4.33 7.2

강동구 3.38 7.5

광진구 3.36 9.0

구로구 3.16 7.0

중구 3.13 23.3

영등포구 3.10 7.6

성동구 3.09 10.1

양천구 2.91 6.0

금천구 2.21 8.7

용산구 1.79 7.3

동대문구 1.28 3.4

[  서울시구별공원면적(2017)  ]

[ 서울시공원분포]

 서울시 구별 공원면적을 분석한 결과, 서초구에서 가장 높고

동대문구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1인당 공원 면적은 종로구에서 가장 높고 동대문구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아동공원)

소공원

수변공원

문화공원

역사공원

체육공원

묘지공원

도시계획 시설

기타공원시설

4. 그린인프라의미세먼지저감효능분석

* 자료: 도시계획통합정보서비스(UPIS), 서울시 공원 현황(2015)



[ 서울시녹지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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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그린인프라_녹지
 서울시 구별 녹지면적*을 분석한 결과, 면적은 서초구가 가장

높고 중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시가화지역 대비 녹지지역 비율은 강북구에서 가장 높고 동대문

구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1m 단위토지피복도활용: 항공사진을이용하여지표면의상태를반영한지도로서1m 단위의세분류토지피복도의경우아파트단지내소규모초지, 건물주변조경녹지등을
확인할수있는장점이있으며, 공원내건물등녹지가아닌면적을제외하고실제현존녹지를파악할수있음(산림지역, 초지, 습지)

그린네트워크연결을통한미세먼지저감방안

구분 녹지면적(k㎡)
시가화지역대비
녹지지역비율(%)

강북구 13.83 157.3
노원구 19.15 138.2
서초구 23.71 137.9
종로구 12.46 129.3
도봉구 10.39 119.1
관악구 14.40 115.6
은평구 13.33 104.3
성북구 10.17 75.6
서대문구 6.36 62.3
용산구 6.65 61.5
강서구 11.57 59.0
강남구 12.42 58.0
강동구 6.79 53.8
중랑구 5.77 52.8
동작구 4.96 48.2
구로구 5.69 47.2
금천구 3.71 44.1
송파구 8.30 43.3
마포구 5.15 38.7
광진구 3.85 36.7
양천구 4.24 35.4
성동구 2.92 28.1
중구 1.99 26.4

영등포구 3.89 25.9
동대문구 2.41 21.8

[ 서울시구별녹지면적]

4. 그린인프라의미세먼지저감효능분석

* 자료:환경부 토지피복도 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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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인프라의미세먼지저감효과평가및확대방안

서울시미세먼지(PM10)분포

그린네트워크연결을통한미세먼지저감방안

 서울시 25개 도시대기 , 14개 도로변 대기 측정소, 서울시 주변 경기도 19개 도시대기, 2개 도로변 대기 측정소의

최근 5년 연평균 미세먼지를 도출하고, IDW(Inverse Distance Weighted)를 이용하여 서울시 미세먼지 공간 분포 파악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는 강남 대비 강북이 약 0.5~6.4㎍/㎥의 차이로 상대적으로 농도가 낮으며, 뚜렷하지는 않지만

대규모 녹지지역은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농도가 낮게 나타남

연평균 미세먼지(2013~2017)

42.6 - 47

47.1 - 51.5

51.6 - 55.9

56 - 60.3

60.4 - 64.8

측정소명 미세먼지농도
영등포구 49.0
관악구 47.7
강서구 47.5
구로구 47.5
서초구 47.4
성동구 46.9
강남구 46.8
강동구 46.6
중랑구 46.6
광진구 46.3
양천구 46.2
동대문구 45.8
마포구 45.5
서대문구 45.3
종로구 45.2
은평구 44.9
성북구 44.7
중구 44.2
금천구 44.1
송파구 44.0
도봉구 43.8
노원구 43.6
강북구 43.0
동작구 42.8
용산구 42.6

[서울시미세먼지농도공간분포분석결과(2013~2017)]
[도시대기측정소별 연평균미세먼지농도(2013~2017)]

4. 그린인프라의미세먼지저감효능분석

도시대기측정소
도로변대기측정소

* 자료: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연평균 초미세먼지(2014~2017)_IDW

21.62506676 - 24.32292633

24.32292634 - 27.0207859

27.02078591 - 29.71864548

29.71864549 - 32.41650505

32.41650506 - 35.11436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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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초미세먼지(PM2.5)분포

그린네트워크연결을통한미세먼지저감방안

 서울시 25개 도시대기, 14개 도로변 대기 측정소의 최근 5년, 서울시 주변 경기도 16개 도시대기 측정소, 1개 도로

변 대기측정소의 최근 4년* 연평균 초미세먼지를 도출하고, IDW를 이용하여 초미세먼지 공간 분포 파악

 서울시 초미세먼지 농도는 미세먼지 농도보다 지역별 차이가 크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강남 대비 강북이

약 0.2~3.8㎍/㎥의 차이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연평균 초미세먼지(2014~2017)_IDW

21.6 - 24.3

24.4 - 27

27.1 - 29.7

29.8 - 32.4

32.5 - 35.1

[서울시초미세먼지농도공간분포분석결과(2013~2017)]

측정소명 초미세먼지농도

금천구 26.7

관악구 26.5

마포구 26.3

양천구 25.8

강남구 25.7

동작구 25.7

종로구 25.2

영등포구 25.2

용산구 25.0

중랑구 25.0

구로구 24.8

광진구 24.6

성동구 24.3

동대문구 24.2

서초구 24.1

강동구 24.1

강북구 23.9

강서구 23.9

도봉구 23.6

은평구 23.6

중구 23.5

송파구 23.5

노원구 23.3

성북구 23.0

서대문구 22.9

[도시대기측정소별 연평균초미세먼지농도(2013~2017)]

4. 그린인프라의미세먼지저감효능분석

도시대기측정소
도로변대기측정소

* 자료: 에어코리아(경기도 분석대상 측정소의 2013년 측정값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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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그린인프라네트워크와미세먼지

그린네트워크연결을통한미세먼지저감방안
4. 그린인프라의미세먼지저감효능분석

 서울시 주변 북한산, 우면산, 관악산 등이 환상녹지축을 이루고 있으며, 서울시 내부 녹지는 주로 도시공원으

로 조성되어 있고 대형 녹지는 남산이 존재함

 미세먼지와 서울시내 공원녹지 분포를 살펴보면 북한산, 남산, 관악산 등 산림지역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도

분포를 보임

[ 서울시주요대단위녹지분포] [서울시녹지와미세먼지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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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인프라확대배치제안을위한경관기능분석: 사례지역선정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면서 시가화지역 대비 녹지 면적이 낮게 나타난 영등포구와

동대문구를 대상으로 그린인프라 네트워크 분석 및 현장조사 수행

그린네트워크연결을통한미세먼지저감방안
4. 그린인프라의미세먼지저감효능분석

사례지역 대상 네트워크 분석

현장조사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그린인프라 요소를

활용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사례 지

역의 그린인프라 조성(안) 제시

동대문구

영등포구

[서울시녹지와초미세먼지분포도]



청량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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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지(동대문구)현황
 동대문구는 홍릉, 배봉산, 답십리 공원 등 총 96개의 도시공원이 있으며, 주요 도로를 따라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음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공원들이 일부 조성되어 있으나 좌우에 위치한 배봉산, 홍릉공원 등을 제외하고 그린

인프라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큰 규모의 공원녹지가 없음

그린네트워크연결을통한미세먼지저감방안
4. 그린인프라의미세먼지저감효능분석

[ 동대문구공원녹지및가로수현황] [동대문구토지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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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지(동대문구)그린네트워크

그린네트워크연결을통한미세먼지저감방안
4. 그린인프라의미세먼지저감효능분석

 그린인프라 연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량리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장안동의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 등임

 인근에 공원이 없고 도로폭이 좁아 가로수가 조성될 수 있는 환경이 어려운 주택밀집지역이 주로 분포
* 공원, 가로수를기준으로GIS buffe를이용(공원경계300m, 가로수10m)하여네트워크지역을산정하고, 1m 단위토지피복도의현존녹지분포를바탕으로
네트워크연결성이낮으면서현존녹지가상대적으로부족한공간을말함

그린인프라
연결성이낮은지역

청량리역

이문동~회기동
- 경희대학교주변 주택밀집지역(일반주거지역)
-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장안동
- 중랑천따라 주택 밀집지역, 일반상업지역혼재
- 공원녹지부족

청량리동
- 청량리역주변 주택밀집지역, 일반상업지역혼재
- 공원녹지부족

용두동
- 주택밀집지역(일반주거지역)
- 공원녹지부족

[ 동대문구그린인프라연결성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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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인프라의미세먼지저감효과평가및확대방안

조사대상지(동대문구)현장조사

그린네트워크연결을통한미세먼지저감방안
4. 그린인프라의미세먼지저감효능분석

 그린인프라 연결성이 낮은 지역 중에서도 주택밀집지역, 일반상업지역이 혼재하면서 넓은 면적이 공원부족형으로

나타난 장안동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실시

 장안동 남부의 경우 도로 양측에 소규모 어린이공원 1곳씩만 조성되어 있어 공원녹지 부족

[ 동대문구 장안동그린인프라연결성이낮은지역]

1

2

3

4

5

6

안골어린이공원

미나리어린이공원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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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인프라의미세먼지저감효과평가및확대방안

조사대상지(영등포구)현황
 여의도 한강공원, 선유도 공원 등의 총 128개 도시공원이 있으며, 주요 도로를 따라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음

 영등포구 안양천을 따라 대규모 준공업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여의도는 일반상업지역이 있어 부분의 지역이

상업 및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그린인프라 연결성이 낮은 지역은 양평동 준공업지역, 영등포역 주변 준공업지역, 일반상업지역, 대림동 남부 도림천

부근 넓은 범위 주택밀집지역 등으로 나타남

그린네트워크연결을통한미세먼지저감방안
4. 그린인프라의미세먼지저감효능분석

[ 영등포구공원녹지및가로수현황] [영등포구토지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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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인프라의미세먼지저감효과평가및확대방안

조사대상지(영등포구)그린네트워크

그린네트워크연결을통한미세먼지저감방안
4. 그린인프라의미세먼지저감효능분석

 그린인프라 연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양평동 준공업지역, 영등포역 주변 준공업지역, 일반상업지역,
대림동 주택밀집지역 등임

 인근에 공원이 없고 도로폭이 좁아 가로수가 조성될 수 있는 환경이 어려운 주택밀집지역 분포
 공장 등이 있는 준공업지역은 주거지와 공업지역이 혼합적으로 나타나며 대지는 넓으나 가로수, 공원녹지 부족

양평동 4, 5가 선유도역 주변
- 공장, 주택가혼재지역
- 공원녹지부족

[ 영등포구그린인프라연결성분석결과]

신길동(여의샛강 남측)
- 신길역철도를중심으로주택밀집지역
- 철길주변가로수를조성하였으나철길로단절

문래동~영등포동
- 영등포역북측으로준공업지역, 일반상업지역
- 공원녹지부족

대림동
- 대림역~구로디지털단지역까지넓은 범위의
주거지역에공원, 가로수부재

- 대림주거환경개선지구
그린인프라
연결성이낮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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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인프라의미세먼지저감효과평가및확대방안

조사대상지(영등포구)현장조사_양평동4, 5가

그린네트워크연결을통한미세먼지저감방안
4. 그린인프라의미세먼지저감효능분석

 그린인프라 연결성이 낮은 지역 중 공업지인 선유도역 부근 양평동4가, 5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실시

 대규모 공장, 업무시설이 있으며 소규모 주거지가 혼재하고 공원녹지가 부족한 편으로 나타남

 업무시설 주변으로 야외주차장이 조성되어 있고 차량통행이 많아 도로를 따라 미세먼지의 주거지 유입이 상대적으

로 높을 것으로 예상됨

4

5

6

1
2

35

46

1
2

35

46

1

2

3

[ 영등포구양평동그린인프라연결성이낮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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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인프라의미세먼지저감효과평가및확대방안

조사대상지(영등포구)현장조사_양평동4, 5가

그린네트워크연결을통한미세먼지저감방안
4. 그린인프라의미세먼지저감효능분석

 그린인프라 연결성이 낮은 지역 중 대림동 남부 도림천 주변 주택밀집지역 현장조사 실시

 주택밀집지역으로 도로폭이 좁고 유휴공간이 없어 공원녹지 부족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으로 향후 충분한 공간의 공원녹지 조성이 필요

[ 영등포구대림동그린인프라연결성낮은지역]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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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인프라의미세먼지저감효과평가및확대방안

미세먼지저감관련그린인프라요소검토
 앞서 검토한 그린인프라 개념과 범위를 바탕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는 가로수, 공원녹지 배치

및 식재 방법 재정리

그린네트워크연결을통한미세먼지저감방안
4. 그린인프라의미세먼지저감효능분석

[가로수의계단식배치]
미세먼지도로밖확산저감에활용

[가로수의복합배치(분산배치)]
외부로의미세먼지배출시활용

가
로
수
조
성

녹
지
조
성

• 도로변의경우높이4m까지바람과온도의영향이상대적으로

낮고미세먼지농도가높으므로도로전방중간크기관목식재로

도로변의미세먼지를1차적으로흡착

• 후방키큰교목2열식재

• 다층구조식재

• 미세먼지확산저감, 유도에따라계단식(밀식) or 복합배치*적용

• 도로옆공원녹지조성시안쪽으로갈수록밀식식재로수목이

미세먼지필터기능을할수있도록배치함

• 다층구조식재(교목-관목-초본)

• 안쪽일수록수관용적이큰나무를선정하여녹량확보

• 건물녹화(벽면, 옥상등)을이용하여녹지연결성확보 * 자료: 허희염 외, 2017,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식재기법 및
도시 녹지계획 방향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그린인프라 확대 방안

05



54

그린인프라의미세먼지저감효과평가및확대방안

미세먼지저감도시생활권수종개선방안

 느티나무가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이며, 크기와 잎이 클수록 더 효과적임

 양버즘나무의 경우 털과 홈이 있어 미세먼지 흡착 능력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봄철 알러지 유발 가로수종으로

교체 추세에 있어 느티나무가 가로수종으로서 보다 친화적임

 소나무는 강우 발생 후 미세먼지를 다시 흡착하는데 활엽수종보다 더 높은 잠재성을 가지며, 상록침엽수로서 특히

겨울철과 이른봄 기간 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효과적임

5. 미세먼지대응을위한그린인프라확대방안

자료: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http://www.nature.go.kr/)

소나무
Pinus densiflora Siebold & Zucc.

느티나무
Zelkova serrata (Thunb.) Mak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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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인프라의미세먼지저감효과평가및확대방안

그린인프라확대방안_그린네트워크를고려한공원조성

5. 미세먼지대응을위한그린인프라확대방안

 그린인프라 네트워크 단절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공원녹지 조성 필요

 조성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교목(느티나무)을 활용하여 다층구조 식재, 공원 내부 밀식 식재

 도심지 특성에 따라 건물녹화(옥상, 벽면 등)를 통해 가로수, 주변 공원과의 연결성 확보

[ 그린네트워크단절지역: 공원녹지배치필요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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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인프라의미세먼지저감효과평가및확대방안

그린인프라확대방안_그린네트워크를고려한 그린인프라조성방안

5. 미세먼지대응을위한그린인프라확대방안

 주거, 상업, 공업지역, 대로로 구분하여 그린인프라 조성(안) 작성

주거지 벽면녹화로
도로변 미세먼지 흡착
(주거지 입체녹화)

느티나무 열식으로
미세먼지 및 소음 차단

[주거지역 그린인프라 조성(안)]

←철도, 도로 주거지→

영등포구대림동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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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인프라의미세먼지저감효과평가및확대방안

그린인프라확대방안_그린네트워크를고려한 그린인프라조성방안

5. 미세먼지대응을위한그린인프라확대방안

[공업+주거지역 그린인프라 조성(안)]

←공장 주거지→

주거지로부터 키 큰 느티나무+
키 작은 소나무+관목+초본
계단식 다층 밀식 식재

수형이 큰 느티나무 열식으로
미세먼지 및 소음 차단

초본+관목 중앙분리대 설치
도로변 미세먼지 흡착

(오염원과 수직으로 식재하여 방호림 역할)

영등포구양평동공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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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인프라의미세먼지저감효과평가및확대방안

그린인프라확대방안_그린네트워크를고려한 그린인프라조성방안

5. 미세먼지대응을위한그린인프라확대방안

[상업지역 그린인프라 조성(안)]

느티나무 교호식재
미세먼지 흡착

관목, 초본 다층식재
도로변 미세먼지 흡착

상업지 벽면녹화로
미세먼지 흡착

동대문구장안동상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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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인프라의미세먼지저감효과평가및확대방안

그린인프라확대방안_그린네트워크를고려한 그린인프라조성방안

5. 미세먼지대응을위한그린인프라확대방안

[대로변, 가로 그린인프라 조성(안)]

느티나무 교호식재
미세먼지 흡착

관목, 초본 다층식재
도로변 미세먼지 흡착

영등포구양평동대로변,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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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인프라의미세먼지저감효과평가및확대방안

그린인프라확대를위한시민참여방안

5. 미세먼지대응을위한그린인프라확대방안

 효율적인 그린인프라 확대를 위해 시민과 기업의 그린인프라 확대 사업 참여를 유도

서울시 부지 제공, 기업 기금 마련, 시민과 시민단체 실천 활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서울시 주도에서 어려운 소규모, 개인 그린인프라 공간 확대 효과, 기업 및 시민의식 고취

TE

XT
ADD TEXT TE

XT
ADD TEXT

그린인프라 확대 협력

서울시

기업 시민
시민단체

 미세먼지 저감 그린인프라
확대 방안 마련 및 제공

 부지 제공

 그린인프라 확대 기금 마련
 공장부지, 기업부지

미세먼지 저감 그린인프라 확대
 브랜드이미지 제고

 내집 앞 나무심기
 수목 시민입양 제도
 시민단체 협력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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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3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서울시, 2015)

• 서울시는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공원 녹지 조성을 추진할 계획.
2



제목도시숲의 기능 : 열섬현상 및 미세먼지 저감

3

KBS 뉴스 (2012. 06. 27)

• 도시 녹지는 증발산을 강화하여 열섬효과를 크게 저감시킬 수 있음.

• 또한 숲은 대기 중에 부유하는 미세먼지를 잎에 흡착하여 PM10 농도를 낮추는 기능을 함.

•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경남 등의 지자체에서도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도시림을 조성할 예정.

Dry deposition 

PM10 P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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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열환경/바람장 변화 가능성

• 그러나, 최근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하여

서울시 그린벨트를 해제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서울을 둘러싼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경우,

지면 특성이 바뀌어 열섬효과/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서울시 그린벨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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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열환경/바람장 변화 가능성

현재

그린벨트
해제

• 그린벨트 개발에 따라 도시숲이 줄어들면, 지면의 지표 특성 (거칠기, 온도, 증발산 등)이

변화하며, 이는 인접지역의 바람 흐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도시숲의 1. 여름철 열섬 저감 효과를 지역기후모형 실험을 통하여 간단히 확인해보고,

2. 미세먼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봄철 바람장의 변화 또한 살펴보았음.

온도 상승

바람흐름 변화



제목지역 기후 모형 WRF 개괄

• WRF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 model)는 미국 국립대기연구소에서 개발된 지역기후모형.

• 구름 미세물리, 에너지 복사, 적운 대류 등 다양한 물리현상을 수치적으로 모의할 수 있음.

• 식생 활동 변화 및 지면 피복 변화에 따른 증발산량, 지면 복사 흡수량, 풍속 및 풍향 변화 등을 모의 가능.

6



제목

도시림 조성 효과 이해를 위한 WRF 지면피복자료 변경

Urban Mixed forest

WRF 실험 예제 – 도시림의 열섬현상 저감효과 분석

9 km

3 km

1 km

ERA-Interim 
reanalysis

(~0.25도 공간해상도)

• 도시림의 열섬현상 저감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2016년 8월 20일을 선정하여 WRF 모형을 구동, 

도시림 조성에 따른 온도 변화를 간단히 살펴보았음.

• 모의 기간 및 도시림 위치는 임의로 선정하였음.

(공간설정 예시) 7

기준실험 임의녹지조성



제목

8

기준실험 임의녹지조성 녹지실험minus기준실험

Temp.↓

WRF 실험 예제 – 도시림의 열섬현상 저감효과 분석

Evapotrans.↑

기준실험 임의녹지조성 녹지실험minus기준실험

• 도시림은 증발산을 통하여 기온을 낮추며,

열섬현상 저감효과는 도시림 및 도시림 풍하측에서 뚜렷하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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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F를 이용한 그린벨트 개발에 따른 기상 효과 모의

Land : Noah + Urban canopy model

Microphysics :  WSM6

Radiation : RRTMG

MODIS land classification

d01
d02

• 2016년 3월을 대상으로

그린벨트 유지실험 / 해제실험을 수행,

서울의 열환경 및 바람 특성을 이해해보고자 함.

d01 : 한반도 및 인접지역
(9 km 해상도 & 3시간 간격)

배경장 : ERA-Interim
(0.25도 해상도 & 6시간 간격)

d02 : 한반도 중부
(3 km 해상도 & 3시간 간격)

d03 : 경기도
(1 km 해상도 & 3시간 간격)

d04_ctrl : 수도권 그린벨트 유지
(333 m 해상도 & 3시간 간격)

WRF 지역규모 모형을 이용한
4단계 공간상세화 및 지면 수정 실험

d03

그린벨트 유지실험 (CTRL) 그린벨트 해제실험 (EXP)

d04_ctrl d04_exp

d04_exp :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333 m 해상도 & 3시간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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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유지실험 - 서울 바람장의 기본적인 특성 이해

2016년
3월

시간별
바람장
패턴

• 주간 (15시-21시)의 경우, 서풍의 영향이 지배적이며 균일한 공간 분포를 보임.

• 야간 (24시-09시)의 경우, 북한산/관악산에서 주변 지역으로 발산하는 바람장이 나타남.

• 북한산/관악산 지역의 산림은 미세먼지가 심한 야간에
도심지로 깨끗한 공기를 불어 보내는 역할을 함.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온도 변화 모의 결과

2016년 3월 지상 기온의 시간별 공간분포

그린벨트
유지실험

그린벨트
해제실험
minus
그린벨트
유지실험

•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경우,

지면 유형 변화에 따라

해당 지역의 온도가 상승.

• 봄철의 경우, 지표 온도 상승이

야간에 뚜렷하게 나타났음.

• 관측자료 및 다른 지면 모형을

이용한 검증 필요.

• 2m 기온은 도심에서 가장 높고

주변 산림(관악산/북한산)에서

낮은 공간 분포를 보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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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바람장 변화 모의 결과

2016년 3월 지상 바람장의 시간별 공간분포

그린벨트
유지실험

그린벨트
해제실험
minus
그린벨트
유지실험

• 2016년 3월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에 따라

서울 풍속이 전체적으로 약화됨.

• 풍속 약화는

18시 및 21시에 뚜렷하게 나타남.

• 풍속악화는 저녁 시간 대기질을

악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간에 걸친 모의가 필요.



13

그린벨트 해제가 도심 미세먼지에 미칠 수 있는 영향

• 현재 관악산/북한산 인근의 도시림은 야간에 도시로 공기를 공급,

도심의 오염된 공기를 씻어내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산림이 사라지는 경우,

유입되는 밤바람이 약화되어 도심 공기가 정체, 야간 대기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

• 북한산으로부터 유입되는 공기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HYSPLIT 모형을 이용, 

북한산 주변 대기질 관측 지점에서 바람장미 분석을 수행하였음.

현재

그린벨트
해제



0 hr-6hr-12hr-18hr-24hr

14

HYSPLIT 모형 개괄

• HYSPLIT은 NOAA Air Resource Laboratory에서 개발된 모형으로,

과거 시간의 바람장을 바탕으로 역계산을 수행, 특정 지역으로 유입된 공기가

어떤 궤적을 통해서 유입되었는지를 역추적할 수 있음.

X

O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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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SPLIT을 이용한 공기괴 이동 방향 역추적

• 2016년 3월 한 달의 기간 동안 HYSPLIT을 이용하여 홍릉 수목원에 유입되는 공기의 궤적을 역추적.

• 3월 달의 고농도 사례(미세먼지 ‘매우 나쁨‘ 사례)의 경우, 빨간 실선으로 나타냄.

(고농도 사례 정의: PM10 ≥100 ㎍/㎥)

• 주로 중국 등지에서 서풍을 통해 유입되는 공기가 미세먼지 고농도를 주로 나타냄.

Back Trajectory of Wind from Hongneung (Mar. 2016)

고농도사례

일반사례



0 ~ 20 
20 ~ 40
40 ~ 60
60 ~ 80
80 ~ 10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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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유입 방향과 미세먼지의 농도의 관련성 분석

Wind Rose Diagram with Hourly PM10 Concentration
(Hongneung, Mar. 2016)

• 공기의 궤적과 지상에서 관측된 미세먼지 농도와의 상관관계를 바람장미그림을 사용하여 분석

• 2016년 3월 한 달 간 미세먼지 ‘나쁨’ 및 ‘매우 나쁨’ 사례(그림의 주황색, 빨간색 영역)는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 흘러 들어오는 빈도가 많았음.

• 도심(남쪽 방향) 에서 공기가 유입되는 경우, 미세먼지 농도가 대부분 60 ㎍/㎥ 이상으로 나타남.

• PM10 20 ㎍/㎥ 이하의 청정한 공기(그림의 짙은 파란색 영역)는

북한산 방향에서만 유입되는 것으로 보임.

북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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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 도시림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

현재

• 현재 관악산/북한산 인근의 도시림은 야간에 도시로 깨끗한 공기를 공급,

도심의 대기질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그린벨트가 개발되는 경우, 도시림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줄어들어,

도심의 미세먼지 고농도 사례가 더욱 더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됨.

• 해당 결과는 도시림의 지속적인 보존 및 관리가 국민 건강 편익과 직결됨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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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 효과: 탄소순환 측면에서의 도시림

dat
e

서울시이산화탄소농도변화

X
C

O
2
 (
p

p
m

)

Seoul Global

2015 398.19 ppm 398.16 ppm

2016 403.70 ppm 401.46 ppm

2017 405.37 ppm 403.80 ppm

• 서울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늦여름 및 초가을에 가장 낮은 값을 보이며

이는 숲의 광합성 작용 및 탄소 흡수로 인한 현상임.

• 도시림은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또한 저감하는 기능을 하며,

도시 내 탄소순환에서 숲의 역할에 대한 이해 또한 필요함.

[현재 진행 중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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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 효과: 도시림의 복합적인 파급효과

Seoul

도시화- 온도증가

에너지 사용량 증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

미세먼지 증가

그린벨트 개발
도시림 축소

• 그린벨트 개발 / 도시림 축소는 도시화 및 열섬효과 강화, 냉방 강화에 따른

에너지 사용 증가, 발전량 증가에 따른 이산화탄소 및 미세먼지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 도시와 도시림, 그리고 인간 활동이 맺고 있는 복합적인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함.

[현재 진행 중 연구]



감사합니다

* 본 연구는 국립산림과학원의 2018년 위탁연구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포함하고 있음을 밝혀둡니다.*



When Fine Dust met Forests… 

숲은 어떻게 미세먼지를

먹어치우나?

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숲연구센터

손정아



미세먼지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직경 10㎛ 이하의 입자 모양의 물질

(직경 2.5㎛ 이하의 입자상 물질은 초미세먼지라고 함)



미세먼지의 유래?

자연적 인위적

지표면 흙먼지

소금

식물 (BVOCs, 꽃가루)

산불

석탄·석유 등의 화석연료의 연소 시

발생하는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

건설현장 날림먼지

공장내 분말형태 원자재

부자재 취급공정에서의 가루성분

소각장 연기



미세먼지는 나쁘다? 
 나무와 풀들도 살아가는 과정에서 미세먼지와 오존을 발생

 미세먼지는 구름과 비를 만드는 씨앗

오존은 일산화탄소와 메탄을 제거

 인간활동에 의한 오염으로 그 양이 과다해질 때 독이 되는 것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미세먼지

오존(NOx) 수산화라디칼(OH)
메탄(CH4)

일산화탄소(CO)
+

물(H2O)

이산화탄소(CO2)

화재일산화탄소(CO) 중독

축적

제거

구름•비



미세먼지가

숲과 나무를 만나면 무슨 일이?

숲과 식물은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효과를 가짐



흡수 잎의 기공을 통해 나무와 식물의 내부로 미세먼지를 흡수

미세먼지가

숲과 나무를 만나면 무슨 일이?

숲과 식물은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효과를 가짐



흡착 잎, 줄기, 가지 등의 미세한 구조에 의해 미세먼지를 부착

미세먼지가

숲과 나무를 만나면 무슨 일이?

숲과 식물은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효과를 가짐



차단
숲의 수관층(canopy)에 미세먼지가 다다르면,  
이동면적 감소와 속도가 줄어들게 되어 차단

미세먼지가

숲과 나무를 만나면 무슨 일이?

숲과 식물은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효과를 가짐



침강
숲의 수관층과 줄기, 가지에 내려앉거나 이동하던 미세먼지가
숲 내부의 미기상 조건에 의하여 지표면으로 수직으로 하강

미세먼지가

숲과 나무를 만나면 무슨 일이?

숲과 식물은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효과를 가짐



‘식물의 생리적 기능과 잎의 모양 및 숲의 구조적 구성’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원으로부터 생활권으로의 확산을

차단(차단숲)」

 「흡착· 흡수를 통해 농도를 저감(저감숲)」

 「양질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바람길숲)」하는 숲

숲아 미세먼지를 잡아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숲이란?



차단숲

숲아 미세먼지를 잡아라!

※ 식재밀도 : 1800본 이상/ha

 생활권으로의 미세먼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숲 내부의 공기 흐름이

최소화 되도록

 미세먼지 발생지역 주변

등에 조성·관리된 숲



숲아 미세먼지를 잡아라!

 숲이 가지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숲의 내부 공기흐름을 적절히 유도하고

 줄기, 가지, 잎 등의 접촉면이 최대화 될 수 있도록 조성·관리된 숲

※ 식재밀도 : 800~1000본/ha

저
감
숲



바람길숲

숲아 미세먼지를 잡아라!

 숲에서 생성된 양질의

공기를 주민생활공간으로

공급하는 통로로서, 

 도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 내·외곽 산림(숲)의

신선하고 깨끗한 공기를

도심으로 유도·확산할 수

있도록 연결된 숲

※ 식재밀도 : 500본 이하/ha



어떤 나무로 숲을 만들까? 

 대기오염물질의 흡수, 흡착능이 높은 수종

 대기오염(이산화질소, 오존, 이산화황 등)이나 도시환경문제

(토양산성화, 가뭄, 병해충, 빛공해 등)에 대한 내성이 높은 수종

 식물의 미세먼지 흡수·흡착량이 환경조건이나 생리변화에 따른 영향이

비교적 낮은 수종

 이식 및 유지 관리가 쉬운 수종

 꽃가루, 악취, BVOC 등 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낮은 수종

 수목 수급이 가능하고 적절한 가격으로 조달이 용이한 수종

 지역 특성에 맞는 자생종(지역의 잠재 자연식생의 구성 종 등)



어떤 나무로 숲을 만들까? 

 잎의 구조(표면구조 등) 및 형태적 특성이 복잡

 거친 표면, 섬모, 레진, 점착성, 비늘모양, 왁스층

 복엽, 칩엽

 단위면적당 기공의 크기와 밀도가 높음

 긴 시간 동안 잎을 가지며, 수고가 높고, 생장속도가 빠름

 수관 밀도가 높고, 가지나 잎이 밀생함(단위면적당 부피가 큼)

미세먼지 저감 능력이 좋은 수종의 특성



어떤 나무로 숲을 만들까? 

미세먼지 저감수종 평가 및 선정방법

산림청 권장 주요수종,

2018년 조달청 고시 조경수종,

주요 지표면 피복 수종

미세먼지 저감능과 관련된

주요 변수 설정 및 평가

형태, 크기, 생장률 등조사 대상 수종 구분

조사 대상 수종

(국내 식재중인 322수종)

범주별 가중치 합산

우수, 양호, 권장 3단계
수목의 생물리적 특성을 기준으로

미세먼지 저감 수종 선정



구분 선정 변수 우수 양호 권장

상

록

교목

잎의 표면 특성

거칠고, 털 있고, 
레진성, 점착형, 

비늘모양, 
왁스층 발달

섬모, 부드러운
잔털, 솜털, 

왁스층 발달, 
곱슬한 표면

부드러운 표면
아교목

관목
잎의 복잡성

이중, 삼중의 복
엽, 침엽

복옆, 결각, 깊
게 갈라짐

단순 홑잎

낙

엽

교목

잎의 크기 평균 5cm 미만 평균 5-20cm 평균 21cm 이상아교목

관목 수관 구조 강한 밀도 중간 밀도
열린 수관, 
약한 밀도

어떤 나무로 숲을 만들까? 

 산림청 권장 주요 조림수종(76종)
 2018년 조달청 고시 조경수목(246종)
 주요 지표면 피복 수종(70종)

조사대상



구분 우수 양호 권장

상록

교목

가문비나무,  구상나무,  리기테다소나무,  

버지니아소나무,  분비나무,  비자나무,  삼나무,  

소나무,  스트로브잣나무,  잣나무, 전나무,  주목,  

곰솔,  향나무

가시나무류,  녹나무,  아왜나무,  후박나무 황칠나무

아교목 동백나무(홑, 겹) 까마귀쪽나무

관목 꽝꽝나무,  동백나무(홑, 겹),  사스레피나무,  회양목 까마귀쪽나무

낙엽

교목 낙엽송,  낙우송,  느티나무,  밤나무,  버즘나무

감나무,  거제수나무,  고로쇠나무,  굴참나무,  

노각나무,  느릅나무,  다릅나무,  두충,  들메나무,  

물푸레나무,  박달나무,  백합나무,  벚나무,  벽오동,  

복자기,  산벚나무,  상수리나무,  서어나무,  오동나무,  

오리나무 , 옻나무, 은행나무,  음나무,  이태리포플러,  

이팝나무,  졸참나무,  참죽나무,  층층나무,  칠엽수,  

피나무,  황벽나무,  황철나무

가죽나무(가중나무),  

산딸나무,  호두나무

아교목 당단풍나무,  쉬나무,  쪽동백,  채진목 때죽나무,  산수유

관목 두릅나무
단풍나무,  당단풍나무,  마가목,  매자나무,  쉬나무,  쪽동백,  

채진목

대추나무,  때죽나무,  

산수유,  화살나무

어떤 나무로 숲을 만들까? 

산림청 권장 주요 조림수종(76종)



구분 우수 양호 권장

상록

교목

곰솔(조형), 구상나무, 금송, 나한송, 독일가문비, 

백송, 삼나무, 서양측백, 섬잣나무, 소나무, 

스트로브잣나무, 실편백, 잣나무, 

전나무(젓나무), 주목, 측백나무, 

카이즈카향나무(가이즈까향나무), 편백, 

편백(황금), 향나무(둥근향), 화백

가시나무, 녹나무, 담팔수, 비파나무, 아왜나무, 애기동백나무, 태산목, 태산목, 후박나무
개잎갈나무(히말리야시다), 구실잣밤나무, 당종려, 대나무, 

먼나무, 오죽, 황칠나무

아교목 동백나무(홑, 겹), 소철, 피라칸사스, 홍가시나무, 황금회화나무 후피향나무

관목 눈향나무, 옥향, 황금측백
금목서, 꽃댕강, 꽝꽝나무, 동백나무(홑, 겹), 소철, 식나무, 줄사철, 피라칸사스, 협죽도, 호랑가시나무, 홍가시나무, 황금회화나무, 

회양목

광나무, 굴거리나무, 남천, 다정큼나무, 돈나무, 돌장미, 백량금, 

붉은인동, 사철나무, 실유카, 유카, 은목서, 인동, 조릿대, 

치자나무, 팔손이나무, 황금사철나무, 후피향나무

낙엽

교목
갈참나무, 낙우송, 느티나무, 메타세퀘이아, 

버즘나무(프라타너스)

감나무, 겹벚나무, 고로쇠나무, 공작단풍(수양단풍), 굴참나무, 귀룽나무, 꽃복숭아, 노각나무, 느릅나무, 다릅나무, 당단풍, 

대왕참나무, 대팻집나무, 돌감나무, 돌배(산돌배), 떡갈나무, 말채나무, 매실나무(매화나무), 모감주나무, 목련(백목련, 자목련), 

물푸레나무, 미국풍나무, 백합나무(목백합, 튜립나무), 벽오동, 복자기, 복나무, 비목나무, 산벚나무, 산사나무, 상수리나무, 

서어나무, 수양(능수)버들, 신갈나무, 야광나무, 양버들, 왕버들, 왕벚나무, 용버들, 은행나무, 이팝나무, 자엽자두, 자작나무, 

졸참나무, 중국단풍, 참느릅나무, 청단풍, 층층나무, 칠엽수, 팽나무, 푸조나무, 피나무, 홍단풍, 황벽나무, 회화나무

가죽나무(가중나무), 개오동, 계수나무, 꽃사과, 루브라참나무, 

모과나무, 배롱나무, 산딸나무, 안개나무, 일본목련

아교목 자귀나무
능수백도화, 뽕나무, 산겨릅나무, 살구나무, 서부해당화, 쉬나무, 시닥나무, 신나무, 아그배나무, 열녀목(열녀주), 

좀야광나무(개야광나무), 쪽동백, 참빗살나무, 채진목, 함박꽃나무
때죽나무, 산수유, 석류나무, 풍년화

관목

고광나무(3가지), 국수나무, 덜꿩나무, 

만첩산철쭉(겹철쭉), 말발도리, 병꽃나무, 

분꽃나무, 산철쭉, 자귀나무

갯버들, 고추나무, 골담초, 괴불나무, 나무수국, 낙상홍, 노린재나무, 노박덩굴, 누리장나무, 능수백도화, 다래덩굴, 단풍철쭉, 

담쟁이덩굴, 댕강나무, 딱총나무, 뜰보리수, 마가목, 만리화, 매자나무, 모란, 무궁화(가로수및정원용), 무화과, 미국담쟁이, 

바위말발도리, 바위수국, 백당나무, 병아리꽃, 보리수나무, 불두화, 뽕나무, 산가막살나무, 산겨릅나무, 산수국, 살구나무, 

삼색조팝나무, 생강나무, 서부해당화, 소사나무, 쉬나무, 쉬땅나무(개쉬땅나무), 시닥나무, 신나무, 아그배나무, 앵도나무, 양매자, 

열녀목(열녀주), 영산홍, 옥매화, 올괴불, 으름덩굴, 자산홍, 조팝나무, 좀야광나무(개야광나무), 좀작살나무, 쥐똥나무, 쪽동백, 

참빗살나무, 참조팝, 채진목, 초피나무, 칠자화, 칡, 팥배나무, 함박꽃나무, 해당화(3가지), 홍괴불나무, 황매화, 흰말채나무, 

흰철쭉(백철쭉)

가침박달나무, 개나리(3가지), 공조팝, 꼬리조팝나무, 

나래회나무, 능소화, 대추나무, 등나무, 때죽나무, 목향장미-

5가지(덩굴장미), 미선나무(3가지), 박태기나무, 

산당화(명자나무), 산수유, 석류나무, 수수꽃다리(라일락), 

아로니아, 애기배롱(미니배롱), 영춘화(3가지), 

장미(5년생)(4가지), 진달래, 청가시덩굴, 청미래덩굴, 풍년화, 

화살나무, 황근, 히어리

어떤 나무로 숲을 만들까? 

2018년 조달청 고시 조경수목(246종)



우수 양호 권장

눈주목,

눈향나무

감국, 구절초, 꽃댕강나무, 꽃잔디, 꽃향유, 노루오줌,

노박덩굴, 다래, 담쟁이덩굴, 마타리, 말채나무, 멀꿀, 민들레,

배초향, 뱀딸기, 벌노랑이, 수호초, 쑥부쟁이, 아이비, 아주가,

양지꽃, 오미자, 으름덩굴, 으아리, 작살나무, 잔디, 제비꽃,

조팝나무,줄사철,쥐똥나무,철쭉,회양목

개미취, 고비고사리, 금계국, 기린초, 김의털, 노란꽃창포,

능소화, 덩굴장미, 돌나물, 돌단풍, 두메부추, 둥굴레,

등나무, 땅채송화, 마삭줄, 맥문동, 모람, 물레나물,

벌개미취, 비비추, 빈카, 사철나무, 사초류, 속새, 송악,

수크령, 억새, 옥잠화, 원추리, 인동, 진달래, 타래붓꽃,

털머위,톱풀,패랭이꽃,화살나무

주요 지표면 피복 수종(70종)

어떤 나무로 숲을 만들까? 



상록 교목 낙엽 교목 낙엽 관목

어떤 나무로 숲을 만들까? 

사진출처 : 국립수목원

가문비나무

곰솔

우수수종

낙엽송

갈참나무

두릅나무

고광나무



상록 교목 낙엽 교목 낙엽 관목

어떤 나무로 숲을 만들까? 

사진출처 : 국립수목원

양호수종

노각나무녹나무

아왜나무

쪽동백



상록 교목 낙엽 교목 낙엽 관목

어떤 나무로 숲을 만들까? 

사진출처 : 국립수목원

권장수종

황칠나무

먼나무

가죽나무 때죽나무



미세먼지 저감
우수수종 선정 역할별 식재 밀도 산정

미세먼지 저감숲의 종류와
기본 개념 확립

미세먼지 저감 효율 극대화



나무는 생명입니다.

기다림이 있어야

숲으로 자라납니다.

고맙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 그린인프라: 도시 Gray Infra의 상대적 개념으로 사람 중심에서 Green Space(산림, 수변, 초지, 맨땅, 하천 등)의 연결네트워크  



물음 

도시숲은 미세먼지를 얼마나 어떻게 

저감하는지? 

어떤 나무를 

어떤 곳에 우선 심어야 하는지 



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숲 연구방향 

연 구 

정 책 

공 급 

 땔감 

조 절 

 상큼한 공기 

 깨끗한 물 

문 화 

 힐링, 교육, 소통 

지 탱 

 밝은 새 소리 

 다양한 생물 

1990 2000 2010 20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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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을 통한 미세먼지 등 사회문제 해결의 과학적 기반 구축 및 활용 기술 개발 

기반 연구 

(계속 과제) 

활용 기술 

(신규 과제) 

실증 연구 

(신규 과제) 



실행 

과제 

사회 문제 수요에 맞춘 

 도시숲 솔루션 과학적 기반 구축 및 활용 기술 

 0_미세먼지 대응 도시숲 연구(R&D) 





1.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식물의 메커니즘 및 기능 향상 연구 

출처 : The Nature Conservancy. 2016.  Planting Healthy Air:  A global analysis 
of the role of urban trees in addressing particulate matter pollution and 
extreme heat  

도시숲의 미세먼지 PM 저감효과  도시숲의  열섬 저감효과 



가. 수종별 미세먼지 저감능 메커니즘 구명 
1) 주요 수종의 미세먼지 저감능(reduction capacity) 및 메커커니즘 

   ↠ 수종별 미세먼지 흡착 특성 : 잎의 형태적·조직적 특성, 생육환경에 따른 흡착능 등 

   ↠ Phytotron을 이용한 수종별 미세먼지 흡착능 분석        ※ 도시 생활권 주요 수목(가로수, 공원수 등) 

식물의 표피세포(epicuticular cell)와 
최외층(outermost layer) 구조 

2) 미세먼지 저감능 연구를 위한 대형 Phytotron 구축 

  ↠ 기상환경 조절 대형 Phytotron(1동), 

  ↠ 미세먼지 폭로 인공광형 대형 Phytotron(2동),  

  ↠ 대기오염 폭로 대형 Phytotron(1대), 

  ↠ 미세먼지 폭로 및 BVOC 포집 소형 챔버 시스템, 제어실로 구성 

    ※ 홍릉시험림 온실의 대지면적 2,274㎡에 건물 규모 연면적 304.5㎡ 대상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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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세먼지 저감능 우수 수종 선발 
 1) 미세먼지에 대한 수목반응 연구 

   ↠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수목 반응 특성 

    : 잎의 형태적·조직적 변화, 생리적 변화 

    ※ Phytotron 활용, 

      주요 수종(5수종/년) 수목반응 특성 분석 

   ↠ 수목의 수관 구조 및 배치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률 

2) 미세먼지 고저감 수종 선발 

   ↠ 수종 고유 특성 및 미세먼지에 대한 수목반응 특성(2-1)의 통합 분석 

   ↠ 주요 수종의 BVOC 배출 특성 연구(위탁) → 환경변화에 따른 수종별 BVOC 배출량·배출계수 

   ↠ 주요 수종의 대기오염물질 흡수특성 연구(위탁) → NO2, SO2, O3 등의 수종별 반응·흡수능  

수목의 생물리적 
특성을 기준으로 

미세먼지 저감 수종 
특성 분석  

미세먼지 저감능과 관련된 주요 
변수 설정 및 평가 

조사 대상 수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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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관구조 강한 밀도 중간 밀도 열린 수관, 약한 밀도 

잎의 복잡성 
이중, 삼중의 우상복엽, 장상복엽 

혹은 침엽과 같은 잎 

우상복엽, 장상복엽; 

첨예하게 갈라지거나 결각 
단순 홑잎 

잎 크기(cm) 평균 5cm 이하 평균 5~20cm 평균 20cm 이상 

잎 표면 특성 
거칠고, 털 있고, 레진성, 점착형, 

비늘모양, 왁스층 발달, 다발형  

섬모, 부드러운 잔털, 솜털, 

왁스층 발달, 곱슬한 표면 
부드러운 표면 

(출처 : Singh et al., 2005; Nowak, 2008; Rai et al., 2010; 
Yang et al., 2015; Liang et al., 2017) 

 1.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식물의 메커니즘 및 기능 향상 연구 



다. 도시숲 BVOCs 등 발생 메커니즘 연구 
 1) 주요 수종의 BVOCs 배출 특성 

   ↠ 산벚나무, 메타세콰이어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BVOCs의 양이 증가 

   ↠ 은행나무 뚜렷한 경향성 확인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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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연구추진 배경 

은 대규모 배출원(발전, 산업, 수송) 등 거시적 차원에서의 

을 두고 있으며, 미세먼지의 직접적, 치명적 피해 위험에 노출된  

시민이 생활하는 함. 

 

• '22년까지  
연간 1조원 이상 투입으로 미세먼지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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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연구추진 배경 

• 이에 광합성 과정에서 잎의 기공을 통해 온실가스인 CO2를 비롯해 

하며 되고 있음. 

• 국내외적으로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핵심 대안의 하나로 

받고 있음. 

  ↠ (미국) 필라델피아는 약 290만 그루의 나무 식재로 연간 513톤의 대기오염물질 제거 

  ↠ (중국) 도시림연구센터를 설립, 미세먼지 저감 수종 등 다양한 R&D 수행 

  ↠ (독일) 바람길숲, 건물벽면 녹화 등을 통한 시민체감형 프로그램 개발·추진 

• (산림청) ‘미세먼지 저감 및 품격있는 도시를 위한 그린인프라 구축방안’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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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연구추진 배경 

• (산림청) 생활권 주변 미세먼지 체감농도 저감을 통한 

을 추진 예정 (’19) 

  ↠ (조성 분야) 미세먼지 발생원별 특성에 맞는 저감숲 조성 사업(바람길숲, 차단숲 등) 

  ↠ (관리 분야) 미세먼지 저감 조림 및 공익숲가꾸기 등 정책사업 추진 

• (R&D)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추진 필요 

" "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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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연구추진 배경 

• 도시숲이 가지는 다양한 역할을 고려하여 차단숲·저감숲·바람길숲에 대한 모델숲 

조성 및 관리 가이드라인(안) 작성·제시 필요 

 도시숲 조성·관리 분야에서의 모델숲 개념 제시 

  ↠ (미국) 미세먼지 대응 도시숲 L&R(Location&Role, 위치와 역할) 개념과 원칙 제시 

숲 조성 · 관리의 우선인자 선정 

 평면적 공간 배치 및 숲의 수직적 구조 고려 

숲의 단위공간과 수목관리 차원에서의 방향성 도출 

식재 가능 수종 및 적정 밀도 제시 등 

주요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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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연구목적 및 기대효과 

다양한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응하여 생활권 미세먼지 체감농도 저감으로 도시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도시숲 조성 모델 및 숲관리 기술 개발 

• 도시숲을 통한 미세먼지 등 국민생활(사회) 문제 해결의 과학적 기반 구축 및 

활용 기술 개발로 도시숲의 공익적 가치 향상에 기여 

• 미세먼지 대응 도시숲 유형별의 조성·관리 및 숲관리 가이드라인 제시로  

산림청 및 지자체 단위의 사업 수립·실행 시 다양한 해결방안 제시 

미세먼지 대응 도시숲 사업지 
선정 및 효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 

미세먼지 저감 영향요인 평가 및 
기능 향상 모델 개발 

미세먼지 저감 숲관리 
현장 적용기술 개발 

도시숲 유형별 미세먼지 저감 

기능 향상을 위한 모델 개발 

기반 연구 
최종 산물 





  연구 추진 체계 03 

- 도시숲 정의(공간) 

- 도시숲 공간DB 구축 

- 조사항목 및 체계 개발 

- 유형구분 및 가치평가 지표 개발 

- 사회적 가치평가 기법 개발 

- 한국형 도시숲 사회적 가치평가 

       모델 개발 

- 공동체 기반 운영모델 개발 

- 도시재생 연계 활용방안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활용방안 

- 도시숲 사회적 가치평가 모델 

      활용 전략 수립 

<사회적 가치평가> 

유형별 활용전략 

가치 증진 

<기반 정보> 

<활용 기술> 

세부과제와의 연계를 
통한 성과 창출 내용 

18 



  연구 수행 방법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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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기반정보 및 인벤토리체계 구축 
미국 Urban FIA 조사구(예시) 

 도시숲 공간적 정의 및 공간 정보 구축 연구 

 조사대상 : 도시숲 관련 국내외 지역 

 조사방법 : 문헌, 법률, 전문가 면담, DB 구축 

 분석내용  

  - 도시숲 구성 요성 및 관련 법제도 분석에 따른 공간적 정의 

  - 도시숲 공간 DB 구축을 위한 방법론 개발 

  - 도시숲 공간 DB 및 타부처 법령 분석을 통한 실효적 도시숲 경계 설정 

 도시숲 인벤토리 조사항목 및 체계 개발 

 조사대상 : 국내외 도시숲 평가모델 및 지표, 조사항목, 방법 등 

 조사방법 : 문헌 및 법률 분석, 전문가 면담 및 조사 

 분석내용 

  - 도시숲 평가 모델과 연계한 조사항목 검토 및 개발 

  - 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대상지 선정 및 조사 수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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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위한 한국형 모델 개발 

 도시숲 사회적 가치평가 모델 조사 및 적합성 연구 

 조사대상 : 국내외 가치평가 사례 및 모델(미국, 캐나다, 유럽 등) 

 조사방법 : 국내외 가치평가 사례 문헌 및 전문가 인터뷰 

 분석내용  

  - 도시숲 사회적 가치평가 국내외 사례 및 모델 분석(i-Tree 포함) 

  - 국외 도시숲 사회적 가치평가 모델에 사용된 지표 도출 

  - 도시숲 사회적 가치평가 모델 지표의 국내 적용 가능성 분석 

 도시숲의 사회적 가치 평가 지표 개발 

 조사대상 : 도시숲 가치평가 방법 및 가치평가 유형 

 조사방법 : 문헌조사, 설문조사, 통계 분석 

 조사내용 

  - 국외 도시숲 사회적 가치평가 방법론 분석 

  - 도시숲 사회적 가치평가 유형구분 및 인자 도출 

    생태, 문화, 보건, 휴양, 교육, 치유 등 

  연구 수행 방법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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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활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활용서 제고방안 개발 

 조사대상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정책 및 사업, 공원서비스 

 조사방법 : 공간분석, 문헌분석, 전문가 설문조사 등 

 분석내용  

  -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관련 법률, 제도, 사업 등 분석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공간 DB 구축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특성분석 및 양적 질적 관리 방안 

  - 도시재생 거버넌스 유형별 도시숲 활용 모니터링(위탁과제) 

 도시재생 거버넌스 유형에 따른 도시숲 조성 및 활용방안 개발 

 조사대상 : 도시재생 사례, 도시숲, 도시민, 행정기관 등 

 조사방법 : 문헌분석, 현장조사, 전문가 설문조사 등 

 분석내용  

  - 도시재생과 도시숲 조성활용정책의 연계전략 도출 

  - 도시재생 연계 도시숲 활성화를 위한 민  관 역할 및 협력 방안 

  연구 수행 방법 03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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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인벤토리 방법론 개발을 통한 도시숲 조성 및 관리 DB 구축 및 활용 

장기미집행 공원녹지의 관리방안과 도시재생 연계 도시숲 활성화 방안 제시 

도시민, 지역사회 협력기반 도시숲 활용방안 마련을 통한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도시숲의 국민 건강증진 기능 등 국민복지적 가치평가를 통한 도시숲 계획 

   및 활용전략 마련 

한국형 도시숲의 사회적 가치의 모형 개발을 통한 도시숲 활용 가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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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_연구추진 배경 

차년도 정부 R&D →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 

  ↠ 미세먼지 농도 ‘나쁨’시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야외수업을 자제하고 있으나,  도시숲을 비롯 산림에서 

     산림치유활동이 가능하기 위한 과학적, 실현가능한 정책이 필요 

  ↠ 최근 초미세먼지 경보 건수 변화: 90건(’16) → 129건(’17), 1.4배 증가 

 

도시숲의 미세먼지 측정망 구축•유지 관리 기술 

  ↠ 숲의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제대로 제때 알려지는 인터페이스 필요 

(경향신문 ’1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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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_연구추진 배경 

• 미세먼지를 저감 효과 등의 도시숲의 가치를 국민에게 제대로 적시에 알릴 수 있는 

과학적 증거 기반의 자료 제공 필요 

  ↠ 미세먼지 대응 행동 대안 마련에 활용 가능)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에 도시숲에서 산림치유활동이  

     제한되지 않는 실행 정책의 기초 자료   

미세먼지를 포함한 사회경제적으로 가치가 높은 항목에 대한 대국민 

소통을 위한 연구로서의 역할 수행 

<유아숲 체험원 선생님, 학부모에게 도시숲 산책 가능 시간을 예측하여 알려주는 연구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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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_연구추진 배경 

• 국외의 선진 기술과 견줄 수 있는“IoT 기반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가치의 한국형 

소통 기술”은 독보적 가치 

  ↠ 본 연구는 앱을 기반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공공의 영역이며, 미래를 위한 기술이며, 사회의 보편적 복지를 위한 기초적 연구 

  ↠ SNS 뿐만 아니라, 비전자성 공유 방안(게시판 등)을 추진하는 본 과제의 성격은 사회를 배려하는 

     연구의 공공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지자체의 SNS 연계망(재해, 기상 등)과 쉽게 연계 가능 

• 사회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가지는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체감농도)을  

줄여 국민행복에 기여 

  ↠ 개개인의 생활 및 복지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기본적 정책으로서, 이를 연구하는  

    과제는 국고지원의 효율성을 상당하게 높게 상승시킬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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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_연구목적 및 기대효과 

미세먼지 저감의 도시숲 가치를 표출하기 위한 표준화된 측정망을 

구축하고, 미세먼지 저감 등 도시숲의 혜택 제공하는 기술 개발 

• 도시숲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하여 국민 건강과 도시의 환경질 개선 

 국민건강 증진 및 도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조기 달성 

• 도시숲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국민에게 알려 도시숲 가치의 인식증진 도모 

미세먼지 대응 그린쉘터(쉼터) 앱 개발 및 운영(앱) 기술 

도시숲 그린인프라 네트워크 분석 기술 개발 

도시숲 미세먼지 측정표준지 기준 및 측정망 구축 





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생활공간별 그린인테리어 개발 

1) 실내 미세먼지 저감효과 우수 자생식물 선발 

2) 자생식물의 미세먼지 제거 메커니즘 구명 

3) 생활공간별 특성에 따른 식물 최적 도입량/배치 방법 개발 

4) 공기정화식물의 환경+IT 교육 활용방안 구명 

5) 식물을 활용한 지하공간의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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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실내•외 미세먼지 저감 위한 건축물•벽면 등 
    녹화기술 개발 및 현장 실증 

나. 식물활용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 및 실증 

1) 녹지 유형별 자생식물 생육 관리기술 개발 및 현장적용·모니터링 

2) 녹색 바람길 터널 모델 개발 및 현장 실증 연구, 

3) 애그리텍처 조성 식재·관리기술 개발 및 현장 실증 연구, 

4) 인공지반 및 자생식물 생육지원시스템 개발 연구 등 



국립산림과학원 미세먼지 R&D 사업의 
과기정통부의 미세먼지 패키지(파이) 모형에서 관련 분야 

1)민감계층 노출 영향 관리, 2)미세먼지 정보 소통, 3)기타 오염원, 
4)예보서비스, 5)동북아 공동연구 



도시숲의 미세먼지 농도는 항상 낮지 않고, 도시보다 높을 때도 있다.  낮은 풍속과 기온 상승     

Why ? ① 대기 정체에 의한 낮은 통풍, ② 수목에 의한 BVOCs 방출, ③ 수목의 흡착능 포화  

   ※High peak events : 24～27 March, 5~7 Nov. , 2018 

31/18 

0

0.1

0.2

0.3

0.4

0.5

0.6

0.7

0.8

도심 숲

평
균

풍
속

(m
/s

)

도시숲의 풍속 관리(숲 가꾸기)의 중요성 

WV 

PM2.5 

Urban U 
Forests 

Urban U Forests 

Mean WV in March, 2018 



도시숲에서 풍속과 미세먼지 저감율 

실바람(0.3 m/s ) 이상 일 때, 미세먼지 저감율 높아지며, 초미세먼지 저감율은 더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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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길숲 : 찬바람생성숲(Cool Air Producing)-통풍(Ventilation)–Green Shelter 

U Forests 

Subway 

Subway 
Subway 

전통적 지리 인식 체계(PUNGSU, 風水) 

- 산줄기와 수관층의 연결성  

- 도심 빌딩과 가로수 다층 구조에 의한 바람길 고려 및 형성 및 고려 

도시 미기상 분석  

- Annual mean WV, WD, and main wind fields 

- Peak events : 폭염, 한파, 대기 정체 

- 지역 구분: 핵심 관리, 완충 지역, 핵심 보전 

 Cool Air Producing Forests (CAPF) 

- 도시외곽림의 숲가꾸기에 의한 관리 

- 덩굴류로 덮힌 도시숲 가장자리의 갭과 숲틈 관리 

 통풍숲(Ventilation Forests, VF) 

- 대기정체 해결 위한 open space 확보로 수평적 대기 흐름 확보 

- 높이 2미터의 가시거리 확보 위한 가로수의 수직 관리( 2 meters clearance) 

CAPF 

VF 

GS 
2018.12.1, Mantova, Ita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