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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15) 저탄소 마을 조경계획 방안 - 양평군 오빈리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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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탄소배출에 따른 기후변화는 국제적으로 심각한 환경문제로서, 전 세계적으로 탄소를 저감하기 위한 다양

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
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으로 설정하였다. 최근 농촌마을은 난개발로 인해 탄소흡수원인 녹지의 역할이 감소
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양평군 오빈리를 대상으로, 탄소흡수 및 배출을 계량화하고 저탄소 
마을 조경계획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2. 내용 및 방법
1/5,000 수치지형도와 항공사진 상에서 체계적표본추출을 통해 5 cm의 격자를 작도하고, 총 1,447개의 격

자점을 선정하여 해당지점의 토지이용 유형을 분석하였다. 토지이용은 산림지와 개발지로 대분하되 개발지는 
주거지, 상업지, 농경지, 공원, 공공용지 등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개발지의 해당하는 격자점들 중 50%를 
임의로 표본추출하여, 녹지면적을 포함하여 수종, 규격, 밀도 등의 녹지구조를 현장 실사하였다.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계량모델(Jo and Cho, 1998; Jo and Ahn, 2001, 2012, 2013; Jo et al., 2013, 2014)을 적용하
여 녹지의 단위면적당 탄소저장 및 흡수량을 산정하였다. 탄소배출량은 연간 에너지소비량을 파악하고 에너
지 종류별 탄소배출계수(www.gir.go.kr)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녹지에 의한 탄소흡수와 개발에 따른 탄소배
출을 저감할 저탄소 조경계획 방안을 모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대상지의 토지이용 구성비는 산림지가 31%로 가장 많았고, 주거지 15%, 하천 14% 상업지 9%, 교통용지 9%, 

공원 1%, 공공용지 0.2% 등의 순이었다. 개발지의 수목피도는 평균 5.2%로서, 공원, 주거지 등에서 높았고 
상업지에서 가장 낮았다. 대상지 산림수목의 총 탄소저장 및 흡수량은 각각 7,337.2 t 및 657.6 t/yr이었고, 개
발지 수목의 경우 2,737.4 t 및 328.8 t/yr이었다. 대상마을의 에너지 소비에 기인한 탄소배출량은 연간 
2,831.0 t/yr이었다. 녹지는 연간 탄소배출량의 약 35%를 상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대개 
저밀의 단층단식, 잔디위주의 지피식재, 불투수면 우점 등으로 인해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역할이 제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대상지의 탄소저감 효과를 증진할 조경계획 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탄소흡수원인 
산림지는 절대보전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훼손을 제어해야 한다. 개발지의 경우, 녹지구조 개선 및 
에너지절약식재와 더불어 자연지형순응형 개발, 보행자 중심의 근린생활권 조성, 바람길 조성, 자전거 이용 활
성화, 투수성 포장재 도입, 우수 및 쓰레기 재순환, 신재생에너지 및 목재팰릿 활용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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