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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17) 춘천시 도시림의 탄소흡수와 계획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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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도시림은 수목의 생장과정에서 대기탄소를 흡수하고 토양의 탄소축적에 기여하므로, 기후변화의 영향을 지연 혹은 완화

하는 탄소흡수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국내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은 선진국의 1/3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며(KFS, 2014), 도시림의 유형별 적합한 조성 및 관리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그 역할이 제한되는 상황이다. 따라
서, 본 연구의 목적은 춘천시를 대상으로 도시림 유형별 수직적 및 수평적 녹지구조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도시
림의 탄소 저장 및 흡수를 계량화하여 탄소흡수를 증진하기 위한 도시림 계획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2. 내용 및 방법
축척 1/1,000의 항공사진 상에서 10 cm 간격의 방사형 원을 작도하여, 체계적 표본추출방법에 의해 총 150개의 도시림 

조사지점을 선정하였다. 도시림 유형은 전국 도시림 현황 통계(KFS, 2014)를 참고하여, 가로, 공원, 공공용지, 주거지 등으
로 대분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산림지와 수변림은 제외하였다. 선정한 표본지점을 현장 답사하여 지점별 수종, 규격, 
밀도, 층위 등을 포함하는 수평적 및 수직적 구조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림 유형별 면적, 밀도 및 피도, 직경구
조, 유사도, 상대우점치, 잠재식재공간, 수직구조 등을 분석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도시수목의 수종별 산정식(Jo and 
Cho, 1998; Jo and Ahn, 2001, 2012; Jo et al., 2013, 2014)을 적용하여 도시림 유형별 단위면적당 탄소 저장 및 흡수를 계
량화하였다. 그리고 도시림 유형별 면적비(Ahn, 2010)에 준거하여, 춘천시 도시림 전체의 탄소 저장 및 흡수량을 산출하고 
탄소 저감능을 증진할 방안을 모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도시림 유형별 식재밀도 및 피도는 공원에서 각각 17.5주/100 m2 및 49.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주거지 7.2주/100 

m2 및 17.7%, 공공용지 6.1주/100 m2 및 9.2%, 가로 2.1주/100 m2 및 8.4% 등의 순이었다. 도시림 전체 교목의 직경구조는 
흉고직경 30 cm 미만이 약 90%로서 소형수목이 우점하였다. 상대우점치가 상위인 교목종은 가로에서는 은행나무, 왕벚나
무 등이었으며, 공원, 공공용지 및 주거지의 경우 소나무, 잣나무, 느티나무 등이었다. 도시림의 탄소저장 및 흡수량은 수목 
밀도와 피도의 고저와 유관하여, 공원, 주거지 등에서 높은 반면 가로에서 가장 낮았다. 춘천시 도시림의 단위면적당 탄소 
저장 및 흡수량은 각각 평균 12.7 t/ha 및 1.5 t/ha/년이었다. 도시림 전체의 탄소 흡수량은 8,460 t/년으로서, 춘천시 연간 가
정용 전력소비에 따른 탄소 배출량의 약 19%를 상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춘천시 도시림은 단층 단식, 
소형수목 우점, 잔디 위주의 지피식재 등으로 인해 탄소 흡수원 역할이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림을 통한 탄소 흡수
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다층 군식, 불필요한 잔디공간 축소, 유휴공간 적극적 추식 등을 포함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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