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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숲 생태계 서비스 유형
1.1. 도시숲 정의/생활권 도시숲
도시숲이란? 산림과 수목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6.9. 제정)｣

※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제외한 지역의 산림과 수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녹지 포괄
도심: 그레이 인프라(Grey Infrastructure)/도시외곽: 그린 인프라(Green Infrastructure)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2017 The lungs of the City, Urban Fo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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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숲 생태계 서비스 유형
1.1. 도시숲 정의/생활권 도시숲(녹색)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과 수목

산림

가로수 등

하천변 국․공유지

도로변 녹지

녹지

녹화지

학교숲

담장

옥상

벽면

녹화지

녹화

녹화

휴양림등
기타
자연 휴양림

산림욕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녹지 분류
도시공원
생활권공원

도시자연
공원구역

소 공원

주제공원

녹지

어린이 근린 역사 문화 수변 체육 묘지 기타 완충

경관

공원

녹지

공원 공원 공원 공원 공원 공원 공원 녹지

연결녹지

기타

공공
공지

유
저수지 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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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숲 생태계 서비스 유형
1.1. 생활권/비생활권 도시숲(도시숲법 하위법령 추진 중)
도시숲
도시

도시림

도시및 농촌

생활림

가로수

기타
담장녹화, 옥상녹화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도시자연공원구역,
묘지공원 공공공지 등

학교숲
마을숲
경관숲

도시주변 산림,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산림과수목

공원• 녹지

가로수 등 도로변 녹지, 하천변 녹지, 국공
유 녹화지, 학교숲, 담장 녹화지

비생활권
도시숲
생활권
도시숲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도시자연공원구역, 묘지공원,
공공공지, 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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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숲 생태계 서비스 유형
1.2. 도시숲 면적
도시녹화지표 『국민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10.07㎡(’17)> WHO 최저권고기준인 9㎡

→ WHO 적정 권고 기준(15.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중국과 일본 도시와 비슷함.
국내 8대 광역시

총도시림면적률(%)

(2017년 말 기준) (2014년 기준)

1인당생활권 도시림면적(㎡/인)

80

30

70

도시

24.2

60

18.6

20

15.3

40

12.5 11.5

30
20

19.7

17.9

50
11.3
8.2

중국

11.4

18.0

15.7

15.0
13.0

10.5

7.7

10

4.4

10
-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국내 특광역시 및 지자체별의 1인당 총 도시림면적과 생활권도시림면적 비교(산림청, 2018)

면적
(㎡)

도시

면적
(㎡)

서울시

4.38 북경

15.49

부산시

12.49 천진

2.70

대구시

11.52 상해

인천시

8.23 우한

OECD 주요 도시

일본7)
도시

면적
(㎡)

면적
(㎡)
90.24

오사카 10.9

뉴욕(미국)

39.60

0.95 히로시마 11.6

런던(영국)

36.06

시카고(미국)

422.1

나고야

4.62

도시
파리(프랑스)

4.90

동경

(2012년 기준)

7.5

광주시

11.27 광저우 4.69 후쿠오카 6.5 함부르크(독일) 917.9

대전시

10.46 선전

울산시

17.87 충칭

세종시

24.22

20.37 가고시마 12.2 토론토(캐나다) 1351.5
8.65 시즈오카 12.9

퀘백(캐나다)

1630.1

전국 평균 10.07
산림청. (2019), 전국 도시림 현황 통계
Wang and Liu. 2017. The spatiotemporal trend of city parks in mainland china between 1981
and 2014: implications for the promotion of leisure time physical activity and planning.
Int.J.Environ. Res. Public Health 14:1150; doi:10.3390/ijerph14101150
https://www.oecd-ilibrary.org/urban-rural-and-regional-development/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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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숲 생태계 서비스 유형
1.3. 한국에서 도시숲 생태계 서비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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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숲의 생태계서비스
2.1. 도시숲의 기온 저감 효과
[2002년 연구] 기온 : 나지 > 녹지 (평균 2.6~6.8℃ 낮음, 습도 9~23% 높음)

[2016년 연구] 홍릉숲 외부 > 홍릉숲 내부(활엽수림) > 홍릉숲 내부(침엽수림)
: 평균 2℃ 낮음, 침엽수림은 최대 3℃ (단위면적당 넓은 엽면적→활발한 증산활동)
[2020년 연구] 얼굴표면온도가녹색식물로덮인버스정류장에서최대2.8℃까지 낮아짐
도시숲의 기온 저감 효과의 측정 현황 및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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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숲의 생태계 서비스
2.1. 도시숲의 기온 저감 효과
기온 3~7℃ 저감, 9~23% 상대 습도 증가(’02) → 침엽수 최대 3℃ / 얼굴표면온도 감소(’20)
✓ 하늘시계지수(Sky View Factor, SVF),

✓ 생리등가온도(Physiological Equivalent Temperature, PET),
✓ 인간쾌적성지수(human thermal comfort indices, UTCI),
✓ 인간열스트레스저감(human heat stress mitigation, HHSM)를 고려한 Envi-Met 모형
✓ 지역기후도(Local Climate Zone)에서 토지피복 중 관목지대, 중밀도숲, 고밀도숲
✓ 도시숲의 임상별, 수종별, 구조별 특성 반영
✓ 도시의 직사열, 반사열, 대류열을 고려한 심층 연구

*독일 스투트가르트의 바람길(2017.9.21.박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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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숲의 생태계 서비스
2.1. 기온 저감
여름철 나무와 풀로 쌓인 버스정류장 → 2.8℃ 얼굴표면온도 저감
유형

땡볕 노출 직후

10분 후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옥상·벽면 녹화
&가로수)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옥상·벽면 녹화)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외)

국립산림과학원. (2020). “그린숲 버스정류장에서 한여름 폭염 날려요”. 보도자료
(2020.7.21.,www.nif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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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숲의 생태계서비스
2.2. 도시숲의 대기질 개선 기능
도시숲은 연간 168 kg(1ha 당)의 대기오염물질[NO2,SO2,O3,미세먼지 등] 흡수(국립산림과학원,2016)
도시숲은 도심에 비해 미세먼지(PM10)∙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낮음
ex) 시흥산업단지 차단숲이 PM10과 PM2.5를 각각 14.4 %, 25.3% 저감함 (Yooetal.,2020)
도시숲의 미세먼지 저감은 공간 및 시간 규모에 따라 다르며, 숲의 크기∙관리상태
산지 연결성 ∙ 기상인자의 영향을 받음

중국 각 도시에서 수목에 의한 미세먼지 저감 연구는 공간 위계에 따라 차이가 있음 (Han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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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숲의 생태계서비스
Importance of Urban Green on the Reduction Effect of Particulate Matters
at Buffer Green of Sihwa Industrial Complex
Sustainability

“시화 차단숲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

저감률: PM10 14.4%, PM2.5 25.3%,<April to October, 2019>
•
•

•

Wind speed

•

Wind direction

•

Vehicle traffic volume

West wind blowing
Atmospheric mixing height

Monthly PM
reduction

Hourly PM reduction

Adsorption

Absorption

Deposition

Deposition

Industrial Complex (IC)

Buffer Green (BG)

Residential Area (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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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숲의 생태계서비스
2.2. 도시숲의 대기질 개선 기능
“국내 대기오염물질 총배출량과 비교했을 때 숲의 저감율은 매우 낮다.”(경향신문,2020)
(숲 면적 Ⅹ 흡수량 <총 배출량), 대기오염물질 2차 생성, 이동, 유출 과정 불 이해
--> “대기혼합고 1,000미터에서 0.66% 저감, 20미터에서 33.11% 저감 ”(,미농무성,국제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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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숲의 생태계서비스
2.3. 이산화탄소 저감원으로서 도시숲
시흥산업단지 차단숲(2006~2012년 조성, 23.6ha)의 온실가스 흡수효과
: 총 이산화탄소 저장량 4,197.45 tCO2(177.86 tCO2/ha × 23.6ha)→1억 3천 8백만원
: 연간 이산화탄소 순 흡수량 192.31 tCO2/yr (4인 가족 기준 40가구의 배출량)
임목 바이오매스 탄소 저장량 산출식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0; 2006 IPCC GL Equation)

시흥산업단지 차단숲의 이산화탄소 저감량 산정을 위해 적용한 국가고유계수 및 탄소 전환계수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2016)
국가고유계수
ha당 재적 및 계수 (㎥/ha)

목재기본

밀도(kg/㎥)

IPCC 기본값/환산식

바이오매스 확장계수

뿌리-지상부 비율

탄소 전환계수

CO2 환산

(탄소->이산화탄소)

101.1(A)

0.48(B)

1.52(D)

0.29(F)

0.51(H)

44/12(J)

중간 계산값

48.51 (C=A×B)

73.73 (E=C×D)

21.38 (G=E×F)

48.51 (I=(E+G)/H)

177.86 (K=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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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숲의 생태계서비스
2.3. 도시숲에서 이산화탄소 실측량 측정 시스템
도시의 탄소순환 이해를 위해서는, 지역 및 국가수준에서 그린인프라의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인벤토리 구축이 필수적임
이산화탄소 농도 : 서울 도심(용산) > 외곽(관악산) (Park et al., 2020)
→ 도시숲은 도시 전반 탄소 순환을 변화시킬 수 있음
→ 2050년까지 탄소 제로 도시 수립을 위해 그린인프라를 활용해야 함

서울 도심(용산)과 외곽(관악산)의 여름철과 겨울철의 이산화탄소 농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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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숲의 생태계서비스
2.4. 도시숲의 홍수저감 기능
도시숲의 홍수조절 작용 → 도시의 상대습도를 높여 건조화를 막음
ex) 흉고 직경 60cm 서양 팽나무 한 그루: 1년에 11,454.7L 물 보유 및 홍수조절(CaseyTreesandDaveyExpert,2021)

도시숲의 생태계 서비스 공급 및 조절 관련 향후 연구 : 약수터 위치 자료 활용
미국농무성의i-Tree hydro model에의한도시숲의홍수조절효과계산과정

Coville R., Endreny T., Nowak D.J. (2020) Modeling the Impact of Urban Trees on Hydrology. In: Levia
D.F., Carlyle-Moses D.E., Iida S., Michalzik B., Nanko K., Tischer A. (eds) Forest-Water Interactions.
Ecological Studies (Analysis and Synthesis), vol 240. Springer, Cham. https://doi.org/10.1007/978-3-03026086-6_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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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숲의 생태계서비스
2.5. 우울증 대응처로서 도시숲
코로나 이후, 코로나 블루(코로나 확산으로 일상에 생긴 우울감)에 대응할
안식처로서 도시숲의 역할이 중요해짐
우울증상 위험도(Song et al., 2019)
: 도시숲이 적은 지역 > 도시숲이 많은 지역 (평균 18.7%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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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숲의 생태계서비스
2.6. 도시숲의 소음 저감 기능
관목 울타리(회양목, 주목, 서양측백나무 등; 7m[폭]X1.2m[높이]) : 약 16.0% 소음 저감
숲 내부 포함 : 약 32.2% 소음 저감
위치

소음원

울타리

숲

Z

P

dB

28.71±3.01

24.12±2.47

19.47±0.33

48.7

<0.0001

소음원으로부터 위치에 따른 소음 저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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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숲의 생태계서비스
2.7. 생물서식지로서 도시숲
박새 : 인공재료에 의한 발가락 엉킴 피해(Kim et al., 2020)
: 소음에 적응하여 도시에서 변조가 있는 음절(3음절)로 변함(Lee and Park, 2018)
: 근교보다 도시에서 높음 음조을 나타냄(Slabbekoorn H. and Peet M, 2003)

→ 도시화로 인한 소음, 광도, 기온 등 변화로 도심 생물은 번식/생활상에 영향 받음

도심 생물의 서식 현황(서울시 백사실 계곡 도롱뇽[좌], 홍릉숲 박새[우])

19/29

3. 한국에서 도시숲의 생태계서비스
“도시숲 생태계 서비스의 명목화, 가치화, 계량화 단계”
대기오염물질
흡수량

목재
수목 배달

▶ NO2 (52) + SO2 (24) + O3 (46) + PM10 (46)
= Total 168kg/ha/yr

▶ 소목공, 공예

온실가스 흡수량
산림
부산물
▶ 버섯 등

공급

용수

열섬 완화
기능

도시숲

▶ 식용, 이용
▶ 약수터 이용량 (m3)

자연관찰
지수

조절

지원

문화
도시숲 양

생물다양성
지수
▶ 일정 공간의 생물종수

▶C=σ𝒊,𝒋(𝑨𝒊,𝒋 ×𝑽𝒊,𝒋 ×𝑩𝑪𝑬𝑭𝒔𝒊,𝒋)×(𝟏+𝑹𝒊,𝒋)×𝑪𝑭𝒊,𝒋
▶C : 현존 바이오매스 탄소저장량 [tC]
A : 면적 [ha] , V : 임목축적 [m3/ha]
BCEFs : 바이오매스전환·확장계수
: 목재기본밀도(D)[t d.m./m3] ×
바이오매스확장계수(BEFs)
R : 뿌리-지상부 비율, I : 임상, j : 기후
CF : 탄소전환계수 [t C/t d.m.]

▶ 공원면적

도시숲 질
▶ 접근성 (보행속도는4km/h 기준,
최근15분내도시녹지나오픈스페이스에도달)

산림교육
▶ 해설사 (인/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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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에서 도시숲 생태계서비스 증진
“한국 도시숲 기능 단위별 생태계 서비스 증진과 4가지 용기(SCReW)”
Customized: 맞춤형
수목 배달

목재

대기오염물질
흡수량

▶ 소목공, 공예

Science-based: 관측기반

온실가스 흡수량

산림
부산물

기후
조절

▶ 버섯 등

경관
창출

용수
▶ 식용, 이용
▶ 약수터 이용량 (m3)

도시숲
기능 단위
(FuNIT]

생태계
조정

자연관찰
지수

역사
문화

Reconciliation: 조정

도시숲 양

▶ 공원면적

도시숲 질

생물다양성
지수
▶ 일정 공간의 생물종수

열섬 완화
기능

재해
방지

▶ 접근성

산림교육
▶ 해설사 (인/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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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숲 생태계 서비스 증진 방안
관행적 예산 집행위한 사업 단위

공원형
➢ 자연체험, 레크레이션, 환경교육 등 산림교

육·문화의 장소로 이용하는 산림, 예) 울산대
공원

경관형
➢ 심리적 안정감과 시각적 풍요로움을 주는

산림 예) 북악산 도시숲경관사업지

방풍·방음형

문제해결 위한 시민 참여형 예방 기능 단위

일자리: 숲 구조 바꾸기, 도시 목공
수목배달(tree delivery),
수목전문가(arborist),

가드너
도시숲 핵심 기능: 미기상 완화, 대기오염
물질 저감, 이산화탄소 저감, 도심 열섬 효

과 저감, 홍수 조절 효과, 시원한 그늘

➢ 바람, 소음, 대기오염물질 완화시켜 쾌적한

거주환경이 되도록 하는 산림, 예) 시화차단숲

생산형
➢

목재나 버섯 등 임산물 생산하는 산림 예) 수락산

도시숲 생태계 서비스 증진

→ 도시숲 사업의 집행 기능별 공간 단위
→ 도시숲 조성, 관리 모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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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숲 생태계 서비스 증진 방안
3.1. 도시외곽숲 주요 수목 생육특성을 고려한 관리
수목의 연령에 따라 기능(생태계 서비스)의 변화 유형의 3가지
수목의 건강성과 빗물 침투 능력 향상을 고려한 생육기반 관리
수형 구조에 적합한 탄소 저감 계수를 적용

■ 도시숲의나무와토양의다양한기능(Livesleyet al. 2016 수정)

다양한 기능을 고려

기능 변화 유형별 (예시)
유형 1 (수관 밀집도)
유형 2 (이산화탄소 저감)

유형 3 (엽면적 지수)
수목의 생장
■ 도시수목의다양한생태계서비스기능의연령에따른변화인자의대표적3개유형(Moser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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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숲 생태계 서비스 증진 방안
3.2. 가로수의 개념 확장 및 생육기반 관리
수목의 생육 기반인 토양조건의 개선
한 줄보다는 두 줄, 단층보다는 복층으로 두껍고 길게 식재
도시 그린 인프라의 핵심으로서 ‘가로수’를 ‘나무’로 인식하고 관리
가로수(街路樹)

생명을 살리는 “기능”
나무 중심 용어 제안
띠녹지
줄나무

• 도로 중심 용어
• 단순한 도로의 부속물
• 미관상의 효과만을 의미

인식 개선

수림대(樹林帶)

2018년 기준 전국 가로수 현황(거리당 본수, 본/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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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숲 생태계 서비스 증진 방안
3.2. 가로수의 개념 확장 및 생육기반 관리
도시 가로수는 생물이동통로, 그늘 효과, 유출수 저감 등 시민에게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린 인프라 핵심요소

도심 가로수를 활용한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 제공(Livesley et al. 201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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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숲 생태계 서비스 증진 방안
3.3. 수목 생육공간으로서 시설녹지의 관리
시설녹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존·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여 도시경관을 향상하는 도시계획시설

서울시 시설녹지: 378ha(’18년 기준, 축구장 530배) 조성, 면적 매년 증가 추세

수목(회화나무) 조성 지역(좌측)과 호안 블록(우측)의 미세먼지 농도 측정(’20.3,6월)

미세먼지 저감

착엽기간이 높은 수종 선택과
토양, 지표면 등 생육 기반의 과학적 관리
→(3월) 큰 차이가 없음(잎 생장이 시작되는 시기)
→(6월)수목식재지는 나지보다 28.8%의 미세먼지 저감율

수목 조성지역과 나지(호안블럭)의 미세먼지 농도(6월)

→낮은 풍속(새벽, 대기 정체 시)에서 저감율(33.1%) 높음
→착엽기간이 긴 수종 식재지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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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숲 생태계 서비스 증진 방안
3.4. 시민참여 맞춤형 도시숲 관리

지역별 도시숲지원센터

시민과학에 기반한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숲의 생태계 서비스 기능 공유
Minority(취약계층, 다문화)를 위한 공간 기능의 활성화(참여 -> 주도)

국립산림과학원(시민과학 도심 생물연구, 2007~)

서울그린트러스트(참여에서 주도로,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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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숲컨서번시(프로그램 개발, 2003~)

도시숲의 생태계 서비스: 생활을 지탱하고 도시 재해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가치
✓ 핵심 서비스: 도시화에 따른 열섬, 대기오염, 소음, 빛 공해 문제를 대응하는 생태계 서비스
✓ 기온 저감 효과: 숲 내부 기온 측정(’20, ), 침엽수 최대 3℃ 저감 확인
☆ 직사열, 반사열, 대류열 등 도시 특성과 수목 종류, 임종, 구조 특성에 따른 심층 반응 연구
✓ 대기오염물질 저감 : 숲 크기, 관리 상태, 산지 연결성 등 산림 관리를 통한 저감 연구 추진
☆ 총 20개소 「산림 미세먼지 측정넷」기반 미세먼지 생성, 성장, 소멸의 과학적 이해
✓ 이산화탄소 저감 : 연 200톤 (4인 가족 기준 40가구 배출량 흡수) ☆ <시화차단숲 약 24ha 곰솔숲>
☆ 도시탄소 저감숲의 계절별, 시간별 기여도 심층 연구 및 정책대안<온실가스 농도 실측 시스템 필요>
✓ 홍수조절, 소음감소, 우울증 감소, 생물다양성 증진의 다기능을 포함

도시숲 생태계 서비스 증진 방안: 도시숲 사업의 기능관리 단위<도시숲 입법에 따른 신규 개발 필요>
✓ 도시 외곽숲 주요 수목의 생육 특성을 고려한 관리
✓ 가로수의 개념 확장 및 생육기반 관리
✓ 수목 생육공간으로서 시설녹지 관리
✓ 시민 맞춤형 도시숲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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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을 바꾸는 도시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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