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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도시 녹색 숲의 기여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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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The urban green forest makes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reduction of climate change. Green forests have not
only carbon dioxide fixation but also temperature control features in the city. In particular, it also serves as a cleanup
or stock for air pollutants in urban areas.

This paper studies how quantitatively green forest contributes to climate change. In particular, in Daejeon, a large
city with a population of 1.5 million, the paper tied to measure the amount of carbon correction used for green forest
which serves as lung function of Daejeon city. The subject forest are Hanbak-Arboretum, Urban Forest of Goverment

Office in Daejeon, and Wolpyeong Park.
The results showed that although green forests, such as artificial ones, are small, they are still being fixed in such

a way that they contribute to tackling climate change in urban areas. Hanbat Arboretum holds 44.3 tons of carbon dioxide

per year. The city forest where government buildings are located fixes 22.8 tons of carbon dioxide. Wolpyeong Park, a
natural forest area, holds 1,998 tons of carbon dioxide.

On the other hand, green forests in Daejeon City do not have direct reduction effect on the response to climate change

in big cities. However, the green forests of the city are small, but the future value is very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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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도시의 녹색 숲은 기후변화 대응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도시의 녹색 숲은 이산화탄소 고정뿐 아니라, 도심의
온도상승을 어느 정도 억제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 특히 도심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정화 혹은 스톡(Stock)의
역할까지 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도시의 녹색 숲이 계량적으로 어느 정도 기후변화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특히 인구
150만 명이 거주하는 거대도시 대전시에서 허파기능을 하는 한밭수목원과 정부청사 도시 숲, 그리고 월평공원에 대하여
탄소 고정량을 추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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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도시에서 인위적이던 자연적이던 작은 공원과 녹지, 그리고

나무와 숲 등은 온실가스 저감에 비록 작은 양이지만 기여를

하고 있다. 인위적으로 조성한 도심의 녹색 숲은 이산화탄소

고정뿐아니라, 도심의온도상승을억제하는기능도하고있다.

더불어 도시에서 자동차 운행 등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의 정화 혹은 스톡(Stock)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한편, 도시의 녹색 숲이 가지는 효과는 기후변화 대응에 현

실적 가치가 보다 큰 다른 저감분야보다는 비록 미비하다. 그

러나 도시의 녹색 숲이 가지는 존재적 가치와 잠재적 역할1)은

매우크다고할수있다. 궁극적으로도시숲은비용대비물리

적인 효과는 작다. 그러나 대전시가 조성한 인위적인 녹색 숲

인 둔산 수목원과 정부청사 도시 숲, 그리고 자연상태로 남아

있는 월평공원의 미래 가치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연구에서는이러한도시의녹색숲이실제로어느정도

기후변화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인구 150만 명이 거

주하는 거대도시 대전시에서 허파기능을 하는 한밭수목원과

정부청사 도시 숲, 그리고 월평공원에 대하여 탄소 고정량을

추정하는것이다. 구체적으로는인위적으로조성된한밭수목원

과 정부청사 도시 숲, 그리고 자연상태의 숲인 월평공원을 대

상으로 도시 녹색 숲이 가지는 이산화탄소 고정량을 추정하였

다. 그리고 녹색 숲이 가지는 이산화탄소 고정량이 화석연료

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상쇄효과까지 살펴보았다.

Ⅱ. 연구설계

1. 도시 녹지 숲의 선정과 특성

대전시는 도시 외곽부의 산림과 도시 내부의 한밭수목원

등 인공적 녹색 숲을 포함하여 행적구역 면적 대비 56.6%의

30,536ha 산림면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2000년 후반부터 시작된 3천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수행하여, 정부청사일대에도시숲(149,000m2)을조성하고, 한

밭수목원(394,000m2), 유성 시민의 숲(57,400m2) 등에 수목 식

재를 하는 등 도시 녹색 숲 공간 확보를 하고 있다. 이러한 녹

색숲은기후변화대응을위한흡수원으로써크게기여를하고

있다.

이번연구에서는대전시녹색숲의대명사인한밭수목원, 정

부청사 도시 숲, 월평공원에 대한 이산화탄소 고정량을 산정

및 그 기여정도2)를 산정하고자 한다3).

1) 한밭수목원
대전시한밭수목원은특․광역시를비롯한대도시에서인공

수목원으로써는전국최대의녹색숲을가지고있다. 수목원은

1단계 160,000m2(2004년 11월 완공), 2단계 64,000m2(2004년

11월 완공), 3단계 170,000m2(2008년 12월 완공)으로 총 면적

은 394,000m2이며, 이 중에서 식재 면적은 288,000m2이다.

2) 정부청사 도시 숲
정부청사 도시 숲은 대전시의 비교적 신도시라 할 수 있는

월평공원

정부청사

한밭수목원

그림 1. 연구대상지 위치

그 결과, 인위적으로 조성된 한밭수목원 및 도시 숲 등과 같은 녹색 숲은 대도시 온실가스 저감에 작지만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한밭수목원은 연간 44.3t의 이산화탄소를 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정부청사가 있는 도시숲은 22.8t, 자연림상태의 월평공원은 1,998t의 이산화탄소를 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전시 녹색 숲은 대도시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직접적인 삭감효과는 미비하다. 그러나 도시의 녹색 숲은 비록
작은 양이지만 미래 가치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녹색 숲, 기후변화, 이산화탄소, 수목원, 인공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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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산동 근처에 위치한다. 둔산 신도시 개발 후, 200년대 후반

정부청사부지내서쪽광장을시작으로동쪽광장까지약 91,000

m2에 이르는 녹색 숲을 조성하였다. 식재된 수목은 15∼20년

이상인메타세퀘이어등으로 1만 3천그루이상인공식재되어,

대전시 녹색 숲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3) 월평공원
월평공원은 대전시 월평동에 남북으로 길게 자리 잡고 있으

며, 전형적인 자연숲의 공간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월평공원

서쪽은갑천과접하고, 무엇보다도 자연생태계가매우잘보전

되어 생태적 가치성이 매우 높다. 월평공원은 인공숲이 아닌

자연숲으로 399.5ha이며, 등산로와 같은 시설지역과 사유지지

역(묘지) 등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녹색 숲의 면적은 273.3ha

에 이른다.

2. 녹색 숲의 산림자료

이번 연구대상지인 한밭수목원과 정부청사 도시 숲은 인위

적으로 조성된 인공 숲에 해당된다. 이에 비해 월평공원의 도

시숲은전형적인자연림상태이다. 이들 두 형태에서의이산화

탄소 고정량 산정은 배출계수의 적용이 서로 달리 해야 하며,

식재된 나무본수의 파악에서 시작된다. 한편, 한밭수목원과 정

부청사 도시숲의 기초자료는 수목원과 도시숲 조성 당시의 기

록을 이용하였으며, 월평공원은 현장조사 결과에 기인한 자료

를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1) 한밭수목원과 정부청사의 도시 숲
한밭수목원은조사대상수목에대한임목조사를실시하였다.

도시 숲의 경우는 조성 계획 시 수립되었던 식재 계획표를 기

준으로하였다. 수목원의경우는자연산림지역이아니고, 면적

또한 넓기 않기 때문에 직접 현장 조사가 가능하였다. 따라서

수목원에 확보된 식재 현황표를 기준으로 하되, 직접 현장에

가서 식재되어 있는 수종별로 확인하였으며, 현황표와 일치하

지 않는 경우 현장에서 다시 측정하였다.

수종은 모든 입목의 수종을 파악하여 기입하였다. 인공림의

특성상계획된식재라서수종파악에어려움이없었다. 흉고직

경은지상으로부터 1.2m 위의지점에서수간축과직교되게직

경테이프로 측정하여 cm단위로 기록하였다. 측정 시 지상에서

1.2m 이하에서분지된수간이많았는데, 이때는분지된수간마

다 흉고직경을 측정, 즉, 2본으로 간주하였다. 임령은 수목의

연령은 본 연구에서 측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수목원 및 도시 숲에 식재되는 수목의 선별 기준은 연령이 아

니라, 조성될 당시의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식재 현황

표 만으로는 개별 수목의연령을 확인할 수 없었고, 수목의 연

령이 얼마인지를 한 그루씩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

이다. 다만, 수목원의 관리자의 경험적 판단을 근거로 하여 참

나무류를 포한함 활엽수는 평균 연령을 15년으로 설정하였고,

소나무 등의 침엽수는 평균 연령을 25년으로 설정하였다.

2) 월평공원
월평공원 조사는 대전시 서구청에서 2007∼2008년 숲 가꾸

기 사업 실시를 위하여 월평공원을 대상으로 작성한 설계서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현장 조사는 월평공원 전체를 7개의 임반으로 나눈

다음표준지조사방법으로하였다. 표준지는 20m×20m 크기의

블록으로 구획하였으며, 공원 면적의 1% 이상이 선정하였다.

본 연구대상지에는 리기다소나무가 전 면적에 걸쳐 넓게 분포

하며, 아카시아나무 및 소나무, 참나무류가 비슷하게 분포하였

다. 월평공원내수목의연령은 15∼45년이나, 2007∼2008년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 15년 이상의 수목에 대한 간벌이 본수 대

비 38.69%, 재적 대비 22.80%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령은 25년

으로 통일하였다.

3. 이산화탄소 고정량 산정

본연구에서는먼저조사된수고및흉고직경을기준으로흉

고형수를 이용한 재적을 각 수목별로 산정하였다4). 탄소 고정

량은 일반적으로 재적을 바이오매스(건중량)로 바꾸기 위하여

목재기본밀도, 바이오매스확장계수, 탄소전환계수 등을 곱하여

산출한다. 본 연구에서는재적×목재기본밀도(침엽수: 0.475/활

엽수: 0.649)×바이오매스확장계수×탄소전환계수(0.5)로 계산

하였다. 흉고형수는별도재적표가없을때나임내에서간편하

게 재적을 측정할 수 있는 일종의 계수로서 수종별, 흉고직경

별각기다르나, 보통 0.4∼0.6 사이에있으므로, 간편하게이용

할때 0.5를 사용한다. 바이오매스확장계수는지상부바이오매

스 확장계수와 지상부-뿌리함량비를 곱한 수치로서 침엽수는

1.65, 활엽수는 1.71로 계산하였다. 이렇게 하면 개체목 1본에

대한탄소저장량이계산되며, 이를 본수로곱하여조림한전체

임목의 탄소저장량을 계산하였다. CO2 고정량은 탄소 고정량

에 CO2 분자량(44)/탄소원자량(12)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다

만, 본 연구에서수목을침엽수와활엽수로만구분하였는데, 이

는 각 수종별로 목재 기본 밀도 및 바이오매스 확장계수가 아

직 구축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IPCC(Intergovernmental Pa-

nel on Climate Change)에서는 수종별, 임령별로 구분하여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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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적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Ⅲ. 결과 및 고찰

1. 이산화탄소 고정량

1) 한밭수목원과 도시 숲
한밭수목원 이산화탄소 고정량은 774t-CO2, 도시 숲의 경우

는 421t-CO2를 흡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치는수목원과도시숲에식재된수목의연령을고려하

지 않은 고정량이다. 따라서 연간 수목원과 도시 숲의 이산화

탄소고정량을계산하기위해서는연령별로나누어야한다. 그

러나수목별및성장조건별로연간성장량에차이가있기때문

에 대략적인 연간 이산화탄소 고정량만을 추정할 수 있다.

앞서 연구설계 산림자료수집에서와 같이, 수목원의 활엽수

연령을 평균 15년, 침엽수 연령을 평균 25년으로 가정하고, 개

별 수목이 어린 나무에서부터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흡수해온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구하여 임상별 설정 연령을 나누어 연간

고정량을 산정하였다.

그 결과, 한밭수목원에 식재된 활엽수는 33.4t-CO2, 침엽수

는 10.9t-CO2로 나타나, 연간 44.3t-CO2를 고정한 것으로 나타

났다. 도시 숲은활엽수가 14.8t-CO2, 침엽수는 7.94t-CO2로나

타나, 연간 22.8t-CO2를 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산화

탄소 고정량은 전체 임목축적이 아니라, 1년간 자란 임목축적

을 대상으로 하며, 벌채량과 조림량 등을 가감해서 산정하게

된다. 수목원이라는 장소의 특수성 때문에 벌채량은 무시하였

고, 고사한 나무는 조사할 때 제외하였다.

이를 면적 단위로 환산했을 때 수목원의 경우 식재 면적이

28.8ha이므로 1ha당 1.54t-CO2이었다. 도시 숲의 경우는 조사

시점에 식재가 이루어지던 동쪽과 서쪽 광장의 면적이 9.10ha

이므로 1ha당 2.50t-CO2의 고정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산림과학원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우리나라 산림의 1ha

당 이산화탄소 고정량이 평균값5)이 6.82t-CO2임을 감안하면,

본 연구대상지의 고정량은 수목원이 평균값의 22.6%, 도시 숲

역시 36.7% 정도 수준이다. 이는 수목원이 인공적으로 식재된

지역으로자연산림지역에비해수목울폐도6)가낮고, 이용객의

휴식과 관람, 도시경관 개선 등을 고려하여 한정된 면적에 교

목과 관목, 지피 등다양한 수목을 식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으

로 판단되며, 이는 도시 숲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2) 월평공원

월평공원의 산림면적은 총 49,948t의 이산화탄소를 고정한

구분 수종 본수
식재

면적(ha)

전체

탄소

고정량

이산화탄소 

고정량

수목원
활엽수 9,422

28.8
9.11 33.4 

침엽수 4,397 2.97 10.9 

도시 숲
활엽수 2,476

9.10
4.05 14.8 

침엽수 1,186 2.17 7.94 

표 1. 수목원과 도시 숲의 탄소 고정량 산정
    (단위 : 그루, ha, ton/년)

것으로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월평1동은 88ha 면적에한국소

나무 11,264본, 리기다 39,160본, 아까시 10,912본, 참나무류

21,208본, 밤나무 1,848본, 벚나무 1,408본, 활엽기타 1,760본이

각각 식재되어 표 2와 같이 침엽수에서 10,637톤/년, 활엽수에

서 5,349톤/년의이산화탄소가고정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더불어 도마1동에서 정림2동에 이르기까지 식재된 수종은 월

평1동과 크게 차이가 없었으며, 각각의 식재 면적과 이산화탄

소 고정량은 표 2와 같다.

한편, 앞부분에서서술한바와같이, 연간이산화탄소고정량

을 계산하기 위하여 월평공원이 자연림이라는 사실을 감안하

여평균연령을 25년으로설정하였다. 그결과, 연간 1,998t-CO2
고정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기초로 하여 단

위 면적당 이산화탄소 고정량으로 환산하였는데, 월평공원의

전체 면적 중 식재면적은 273ha이며, 면적 1ha당 7.31t-CO2를

흡수한것을알수있다. 수목원과도시숲과는달리, 월평공원

은 우리나라 산림의 1ha당 평균 이산화탄소 고정량인 평균

식재

면적(ha)

탄소 저장량 이산화탄소 고정량

침엽수 활엽수 침엽수 활엽수

월평1동 88.0 2,901 1,459 10,637 5,349 

도마1동 22.0 493 509 1,807 1,865 

도마2동 16.0 537 113 1,969 416 

도안동 62.5 1,988 1,172 7,289 4,297 

월평2동 6.80 402 69.3 1,473 253.9 

정림1동 37.0 1,538 434 5,639 1,591 

정림2동 41.0 1,911 96.7 7,007 354.5 

합계 273
9,770 3,853 35,822 14,126

13,622 49,948

표 2. 월평공원의 탄소 고정량 산정
(단위 : 그루, ha, ton/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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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t- CO2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월평공원이 도

심지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숲 가

꾸기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자연 산림과 유사한 상태를 보전하

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 화석 연료 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상쇄

효과

우리나라의주요온실가스배출원은에너지및산업부문이고,

대전시의 주요 온실가스배출은 가정․상업부문에서 이루어진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산정한 이산화탄소 고정량이 얼마만큼

의 에너지 사용량에 상응하는지를 경유와 무연탄, 그리고 LNG

의연소분과비교하였다. 또한, 본연구결과, 산정된이산화탄소

고정량이수송부문의이산화탄소배출량을어느정도상쇄할수

있는지를 계산하였다. 아울러, 가정에 공급되는 전력 소비에 의

해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양과 비교하기위하여 에너지경제연

구원의 원단위인 전력 1MWh당 0.424t-CO2를 이용하였다.

1) 경유 연소
경유의 경우, IPCC 추계방법론에 의거하여 계산하면 1L

의 경유를 연소할 때 2.59kg-CO2가 배출되므로, 경유 1L당

0.002593t-CO2를 배출하게 된다. 한밭수목원의 경우, 연간

44.3t-CO2를 흡수한다. 이것은 약 17,090L의 경유가 연소되면

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양이다. 경제적 가

치로 환산하기 위하여 경유 1L당 가격을 약 1,300원으로 가정

할 때, 연간 약 2,222만원 상당의 경유가 연소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같다.

2) 무연탄 연소
무연탄의 경우, IPCC 추계방법론에 의거하여 계산하면 1kg

의 무연탄을연소시키면 0.001855t-CO2가 발생된다. 본 연구에

서산정한도시숲의이산화탄소고정량은연간 22.8t-CO2이다.

이것을 무연탄의 이산화탄소 발생 잠재량과 비교하면 약

12,283kg의 무연탄이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

할 수 있는 분량이다.

연구대상지의 탄소 총 저장량(t-C/년) 연구대상지의 ha 당 탄소 총 저장량(t-C/ha/년)

연구대상지의 연간 CO2 총 고정량(t-CO2/년) 연구대상지의 연간 ha 당 CO2 총 고정량(t-CO2/ha/년)

그림 2. 각 연구대상지의 탄소고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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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NG 연소
도시가스로 사용하는 LNG의 경우, IPCC 추계방법론에 의

거하여 계산하면 1Nm3를 연소하면 0.002231t-CO2가 발생된다.

월평공원의 경우, 연간 1,998t-CO2를 흡수하는데, 이는 895,739

Nm3의 LNG가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양이다. 대전시 1가구당 가정용 도시가스 소비량이 780

Nm3임을 감안하면7) 이것은 약 1,148 가구에서 1년 동안 소비

하는 도시가스 사용량과 같다.

4) 수송(승용일반) 부문과 전기 사용
한편, 에너지총조사보고서의승용차연간에너지소비량을

살펴보면8), 승용 일반 휘발유자동차(경유 자동차: 산타페 등)

는 연평균 1,871L/대, LPG 자동차의경우 2,661L/대를소비한

다. 이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한밭수목원은 연간 휘발유 자동

차약 11대의운행으로배출되는이산화탄소를상쇄할수있다.

정부청사 도시 숲은 연간 경유 자동차 약 5.7대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에 상응한다. 또한 LPG 자동차 208대가 운행

하며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흡수할 수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이산화탄소 고정량이 가장 많았던 월평공원의 경우, 4,712

MWh의 전기 생산으로 배출되는이산화탄소의양에 해당하였

다. 이를 전력량으로 환산하면 2006년을 기준으로 대전시에서

약 453가구에 1년 동안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9)

Ⅳ. 결론

본연구는도시의녹색숲이가지는이산화탄소고정량을추

정하였다. 그리고 녹색 숲이가지는이산화탄소고정량이화석

연료 연소에 의한 탄소배출량 상쇄효과까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밭수목원은 연간 44.3t의 이산화탄소를 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청사가 있는 도시숲은 22.8t, 자연림상

태의 월평공원은 1,998t의 이산화탄소를 고정하는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산정한 이산화탄소 고정량이 얼마 만큼의 에너지

사용량에 상응하는지를 경유와 무연탄, 그리고 LNG의 연소분

과 비교하였다.

경유에 의한 연구 대상지의 CO2 고정량(L/년)

무연탄에 의한 연구 대상지의 CO2 고정량(kg/년)

LPG에 의한 연구 대상지의 CO2 고정량(N㎥/년)

그림 3. 연소에 의한 CO2 배출량과 연구대상지의 고정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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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녹색 숲이 가지는 효과는 대전시란 대 도시에서 기후

변화 대응에 미치는 효과는 비록 미비하지만, 도시의 녹색 숲

이가지는잠재적가치는매우크다고할수있다. 비록온실가

스저감효과가매우큰화석연료및전기에너지에의한직접적

기여 정도와는 비교가 안된다.

그러나 도시 숲이 비용 대비 온실저감 효과는 작지만, 대전

시 인공적인 녹색 숲인 둔산 수목원과 정부청사도시숲, 그리

고 자연 상태로 남아있는 월평공원이 가치는 미래가치성은 매

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는 도시에 식재된 수목의 탄소 고정량

산정에 관한 연구로써, 식재된 수종과 년수, 그리고 흉고직경

등의기초자료를중심으로산출된탄소고정량연구이다. 이러

한 연구는 고정된 배출계수에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구하는 방

법이다. 결국 도시에 식재된수목의탄소고정량은어떠한기초

자료를 사용하는 것인가에 따라 이산화탄소 고정량 값이 좌우

된다고할 수도있다. 따라서 보다 정밀도가 높은 기초자료 축

적이 질 높은 연구결과로 이어지며, 연구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을 것이다.

-------------------------------------
주 1. 한화진 등(2005,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시스템 구축, KEI)은 기후

변화가 산림분야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면서 도시에서의 산림자
원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도시에 식재된 나무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으로 인지하고 있다.

주 2. IPCC(2003), Good practice guidance for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에서 정의하는 육상생테계 분야의 생바이오매스와 사체유
기물 및 토양에서의 전체 바이오매스는 자료축적이 용이하지 않아, 이
번 연구에서는 수목의 성장량, 즉 지상부 바이오메스와 줄기 바이오매
스를 고려하는 방법을 응용하였다. 이는 배민기(2009) 등은「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내 녹지공간의 역할」에서 도시의 녹지공간에 대한 이
산화탄소 흡수량 산정에 대한 방법론을 시도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산화탄소 고정량 산정에 응용하였다.

주 3. 대상지 선정기준은 대전시에서 인공적으로 식재한 수목원과 정부청사
도시숲의 이산화탄소 고정량과 자연림상태에서 성장한 수목의 이산화
탄소 고정량 차이의 비교에 적절한 장소로 선정하였다. 특히 월평공원
의 경우 도시의 중앙에 자리잡고 있으나, 인공적 식재가 아닌 자연상
태의 수목으로, 서울시의 남산공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주 4. 배민기 등(2009)은「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도시내 녹지공간의 역할」에
서 도시에 식재된 인공림과 자연림에 대한 이산화탄소 고정량을 산정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산화탄소 고정량 산정에 응용하였다.

주 5. 김종호 등(2007, 산림의 공익기능 계량화 연구, 국립산림과학원)은 연

수송부문 휘발유 사용에 의한 연구대상지의 CO2 고정량 (차량대수) 수송부문 경유사용에 의한 연구대상지의 CO2 고정량(차량대수)

수송부문 LPG사용에 의한 연구대상지의 CO2 고정량 (차량대수) 수송부문 전기사용에 의한 연구대상지의 CO2 고정량 (가구)

그림 4. 수송부문 및 전기사용에 의한 CO2 배출량과 연구대상지의 고정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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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1ha당 이산화탄소 총 고정량을 6.82t-CO2로 제시하고 있다.
주 6. 수목울폐도는 수관점유면적으로, 수목이 점유하는 수평면적으로 밀도

를 나타낸다.
주 7. 지역에너지통계연보에 따르면, 대전시 가정용 도시가스 소비량은

308,743,000m3이고, 대전시의 가정용 도시가스 수요가수는 395,747가구
이므로, 이를 나누어 780m3/가구의 원단위를 도출하였다.

주 8. 에너지 총조사 보고서의 ‘자가용 차량의 운행 특성’ 항목을 보면, 휘발
유, 경유, 그리고 LPG 차량의 승용일반형이 배기량에 따라 1,500cc 미
만, 1,500∼1,999cc, 2,000cc 이상으로 나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들 배
기량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의 평균을 구하여 사용하였다.

주 9. 지역에너지통계연보에 따르면, 가정․상업부문에서 소비된 전력량은
4,394GWh이었고, 전력수용가는 422천 가구이므로, 이를 나누어 10.4
MWh/가구의 원단위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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