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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accordance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sunset provision to cancel the designations of urban park sites 

that remained unexecuted for a prolonged period until 2020, the park sites in the city center, which account for 90% of the 

long-term unexecuted urban facilities subjected to the provision, are currently on the verge of development. The total area of 

the 204 park sites that will disappear in Seoul as a result of this provision is 95 km2; moreover, 116 of these are 

privately-owned. It is expected that the possible changes in the use of these park sites could result in reckless development 

and reduction of green space, which would ultimately affect the ecosystem. This study applied the InVEST model to calculate 

the changes in the fixed carbon amount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sunset provision to estimate the 

economic value of these changes. The study focused on Jongno-gu in Seoul because it has the most unexecuted park sites 

subjected to the lifting of the designation. The research findings show that the fixed carbon amount provided by the 

unexecuted park sites in Jongno-gu was 374,448 mg, prior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sunset provision; however, the 

amount was estimated to decrease by 18% to 305,564 mg after its execution. When calculated in terms of average value of the 

real carbon price, this translated into a loss of approximately 700 million won. In addition, considering the social costs 

including both climate change and the impact on the ecosystem, an economic loss of approximately 98 billion won was 

projected. This study is meaningful because its predictions are based on the estimation of fixed carbon amount according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sunset provision in Jongno-gu and scientifically calculates the value of ecological services 

provided by the parks in the city. This study can serve not only as a basis during the decision-making process for policies 

related to ecosystem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but also as an evidentiary material for the compensation of 

privately-owned land that is designated as urban park sites and was unexecuted for a prolonged period.

KEYWORDS: Economic value assessment, Ecosystem service, InVEST model, Long-Term unexecuted urban park, Seoul metropolitan 

city

요  약: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장기 미집행 대상 도시계획 시설 중 약 90%가 공원으로 차지하고 

있어 도심 공원이 개발위기에 있다. 이로 인해 서울시에서 사라지는 공원면적은 95 km2이며, 204개 공원 중 116곳은 사유지이다. 

이는 대부분 용도변경 가능성으로 난개발과 녹지율 감소를 야기하여 생태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해제대상 

공원 수가 가장 많은 서울시 종로구를 대상으로, InVEST 모델을 적용하여 일몰제 시행 전 ‧ 후에 대해 탄소고정량 변화량, 이에 

따른 경제적 가치 추정을 하였다. 연구결과, 종로구의 미집행 공원이 제공하고 있던 탄소고정량은 374,448 megagram (Mg) 

였으며,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시, 약 18%가 감소한 305,564 megagram (Mg)로 도출되었다. 이를 실질탄소가격을 적용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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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도심 공원이 주고 있는 혜택은 도심지역의 녹지 보호 

및 유지로 ‘도시의 허파’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Kang 

2018), 시민의 여가 및 휴식 공간 제공뿐 아니라 생태적 

기능을 제공한다 (Lee 2007, Irvine et al. 2013). 특히 

도심의 공원은 생물다양성 증진과 도시생태계의 건전

성 향상을 역할을 하며 (Kim et al. 2015),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을 흡수하여 부유먼지의 25.6%와 초미

세먼지의 40.9%를 흡수한다 (Kim et al. 2017b, Kang 

2018). 이 외에도 도시의 수 재해 예방, 도시 열섬 완화

와 조절, 소음 저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Song and 

Yoon 2019a).

2020년부터 7월 시행 예정인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서울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공원이 약 96%를 차지하여 도심 속 공원이 개발 위기에 

있다 (Kang 2018, Song and Yoon 2019a). 도시공원 일

몰제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난개발의 

위험성이다. 해제 예정인 도시공원은 약 79%가 사유지

이며, 주거 상업지구 중심인 서울 도심에서는 용도변경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개발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Moon and Ban 2015, Wei and Oh 2018, Eom et 

al. 2019). 이 외에도 민간 개발에 의한 공원의 환경권 

침해 우려, 녹지공간 영향, 공원 단절로 인한 녹지 연결

성 감소, 녹지율 감소, 도심의 생물다양성 훼손 등과 같

은 각종 문제점이 예측되고 있다 (Kim et al. 2017b, 

Choi et al. 2018, Kim and Sung 2018). 그리고 제4차 

국토종합계획 및 2014년에 수립된 국토해양부에 따르

면, 국내 1인당 공원 면적률은 12.5 m2로 지정되어 있

다. 서울시는 1인당 공원 면적률은 7.69 m2로 전국 평균

인 8.8 m2보다 낮은 상황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이 

된다면, 1인당 4 m2로 감소할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Choi et al. 2018, Song 2018, Song and Yoon 2019b),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Choi et al. 2018, Park et al. 

2019, Song and Yoon 2019b).

현재 서울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실효 대비에 따른 대

응방안 구축 중이며, 국 ‧ 공유지를 미집행 대상에서 제

외하는 방안으로 정부에서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국립

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대책으로 대응방안이 제시

되고 있다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8). 총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면적 현황으로 보면, 공원이 약 

96%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 학교, 

녹지 순으로 공원에 대한 미집행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다. 그리고 서울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총 130개소

이다. 종로구의 미집행 공원 대상지가 17개소로 서울시

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었으며, 미집행 대상 중 문화재

인 창덕궁공원, 탑골공원, 보신각공원은 국유지로 재정

집행 시설이다. 그리고 근린공원 중 개발사업에 의해 

결정된 공원은 개발사업의 지연에 따라 공원집행이 완

료되지 못하고 있다. 본 사안으로 미집행된 공원 7개소

는 수송근린공원, 청진근린공원, 서린소공원, 새문안

어린이공원, 신문로어린이공원, 덕수소공원, 광화문어

린이공원이 있다. 위 공원은 개발사업에 확보되는 공원

은 사업지구마다 완료 시기가 상이하기 때문에 모든 지

구의 사업이 완료되어야 공원 조성이 완료되는 문제점

을 갖고 있다 (Kim et al. 2017b, Kim and Sung 2018,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8). 

국내에서는 도시공원 일몰제 실효에 따라 도시공원

의 현황조사, 평가 구축, 관련 법제 제정 등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Wei and Oh (2018) 논문에서는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에 대한 현황과 실효 시 해제에 따른 문

제점과 대응방안 내용으로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개

발행위허가를 억제하는 대응방안이 제시되었다. Kang 

(2018) 논문에서는 도시공원 일몰제의 개념, 현황, 법

적 개선방안이 시사되었으며,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때, 평균값 적용 시 약 7억 원의 손실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기후변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포함한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적용하였을 때, 약 98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연구는 종로구의 일몰제 시행에 따른 탄소고정량 평가를 

통한 예측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도심의 공원이 주는 생태계서비스를 과학적인 값으로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생태계 

보전과 개발 사이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기 미집행 대상 사유지 공원에 대한 보상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경제적 가치 환산, 생태계서비스 평가, InVEST모델, 도시공원 일몰제,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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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방안, 정보체계 구축방안, 보상재원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었다. Kim and Sung (2018) 논문에서는 AHP분

석을 사용하여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한 문제점의 중요 

요인을 산정하여, 재산권 측면에서 사유재산권 침해, 

보상기준 적용, 도시공원 법령의 미흡이 제시되었다. 

이외에도 연구 대부분은 실효에 따른 법적 개선방안에 

관련한 연구였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대응방안

에 관한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Stocker et 

al. (2013)에 따르면 기후조절 측면으로 토지이용변화

에 따른 탄소저장량의 시계열적 변화 자료를 요구함에 

따라 탄소 추정 기법이 필요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탄소고정과 토지이용모델을 활용한 연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Lee 2007). 따라서 본 연구

는 국내 도시공원의 조사 및 모니터링뿐 아니라, 도시

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변화하는 토지이용도를 통한 

생태계의 영향에 대한 자료가 필요함에 따라 생태계를 

정량화 할 수 있는 방법인 InVEST모델을 적용하였다. 

생태계서비스 중 조절서비스인 탄소고정량 변화 평가

와 경제적 가치 환산을 통하여 도시공원 일몰제 실효에 

따른 값을 비교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지 및 연구방법

2.1 연구대상지

공간적 연구 범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

행에 따른 서울시 공원 미집행 공원 중 면적이 넓고

(Table 1), 17개소로 가장 많은 종로구로 선정하였다 

(Fig. 1). 그리고 시간적 연구 범위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전인 2000년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사유지

가 되어 개발되었을 경우를 예측하고자 2020년으로 선

정하였다.

Fig. 1. Study area.

Table 1. The status of implementation of the sunset 
provision in Jongno-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8)

No Park name Area (m2)

1 Bukhansan Urban Nature Park 1,990,000

2 Inwangsan Urban Nature Park 412,000

3 Bugaksan Urban Nature Park 679,140

4 Samcheong Neighborhood Park 35,709

5 Waryong Neighborhood Park 223,330

6 Wonseo Neighborhood Park 8,781.5

7 Naksan Neighborhood Park 66,169

8 Sung-in Neighborhood Park 39,389

9 Susong Neighborhood Park 2,705

10 Chungjin Neighborhood Park 3,776

11 Imun children’s Park 140.78

12 Seorinso Park 1,769.72

13 Tapgol Neighborhood Park 12,182

14 Saemoonan children’s Park 3,620.88

15 Sinmullo children’s Park 200.94

16 Deoksuso Park 358.13

17 Gwanghwamun children’s Park 857.38

Total 3,4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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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방법

생태계서비스 변화를 도출하기 위해 InVEST (Inte-

grated Valuation of Ecosystem Service and Tradeoff) 

모델을 활용하였다. 본 모델은 National Capital Project

의 일환으로 Stanford University와 WWF (World 

Wildlife Funds)가 공동으로 개발한 모델이다. 이는 자

연자산과 경제적 상관관계를 파악하는데 적용되어 측

정한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통해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

하는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Costanza et al. 1998, 

Vigerstol and Aukema 2011, Sharp et al. 2014). 모델

의 장점으로 시 ‧ 공간적으로 유연한 구조로 지역 단위

부터 전 지구적 단위까지의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토

지이용도를 기반으로 한 모델로 입력자료 확보가 용이

하며, 개발정책 과정에서 자연과 환경적 가치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갖고 있다. 

InVEST 모델을 적용한 생태계서비스 평가 선행연

구들은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생태계서비스 분석을 하

거나 (Fu et al. 2017, Polasky et al. 2011, Yi et al. 2018), 

지역의 보호종을 위한 생태계서비스 측정 관련 연구들

이 (Kovacs et al. 2013, Bhagabati et al. 2014, Terrado 

et al. 2016) 적용되었다. 국내 생태계서비스 평가가 

필요함에 따라 (Lee et al. 2015,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2015, 2016, Kim et al. 2017a), 본 연구에서는 

생태계서비스 중 조절서비스 평가를 하였다.

2.2.1 InVEST Carbon model

Carbon 모델은 토지이용도와 이용별 탄소풀 계수를 

기반으로 추정된 탄소고정량과 경제성 평가가 가능한 

모델이다 탄소고정량은 생태계서비스 중 조절서비스

로 생태계의 물질순환에 의해 대기로부터 오염물질을 

흡수와 CO2를 흡수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주요 생태계

서비스 항목이다.

본 모델의 입력자료인 2000, 2020년의 토지이용도 

그리고 탄소풀 테이블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탄소풀 

테이블은 Aboveground mass, Belowground mass, 

Soil, Dead mass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 자료는 Natural 

Capital Project와 한국 선행논문 (Kim et al. 2015, Lee 

et al. 2015, Choi et al. 2018)에서 제시하고 있는 계수

를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Table 2). 위 입력자료와 계수

들을 통해 연구대상지의 탄소고정량을 추정하였으며, 

Table 2. Spatial dataset for InVEST Carbon model

Input data (required) Raw data Source and references

LULC map
Raster file (.tiff)

1:25,000 Land-use map
Arc GIS Map ver.10.5, 

Ministry of Environment (egis.me.go.kr)

Carbon pool table Table (.csv)
Natural Capital Project (2012), Choi et al. (2014), 

Kim et al. (2015), Lee et al. (2015)

Price of carbon
(USD)

Effective 
Carbon 
Rates 

(ECRs)

Average value $16.06

Costanza et al. (1998), Alberici et al. (2014), 
Kang and Lee (2014), Smith and Nils (2015), 

OECD (2016a, 2016b), KEITI (2018)

Lowest value $33.45

The maximum $50.00

Social Cost of Carbon (SCC) $204

Market discount in 
price of carbon

Number (5.6) Lee and Kim (2015), KEITI 2018, Moon et al. (2017)

Table 3. Assessment of economic value

Year value
Before implementation of the 

sunset provision
After implementation of the 

sunset provision
Change Rate

Carbon fixation
(megagram (Mg))

374,448.31 305,564.47 -68,883.84 -18.40%

Value estimation
($)

Effective 
Carbon 
Rates 

(ECRs)

Average value $16.06 -$634,147.88

Lowest value $33.45 -$1,320,812.38

The maximum $50.00 -$1,974,308.38

Social Cost of Carbon (SCC) $204 -$8,055,17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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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단위는 megagram (Mg) 이다 (Table 3). 모델의 

입력자료인 토지이용도는 egis.me.go.kr에서 제작된 

해상도 10 m인 1:25,000의 중분류 공간자료를 사용하

였으며, Arc GIS ver. 10.5를 통해 모델 형식을 구축하

였다.

또한, 본 모델은 추정된 탄소고정량 변화량으로 경

제성 평가를 구할 수 있는 모델로, 경제적 가치 환산에 

필요한 입력자료인 국내 탄소가격과 탄소할인율을 추

가하여 분석이 가능하다. 탄소가격은 변동성과 불확실

성이 크기 때문에 정확한 값을 도출하기 어려워 정의에 

따른 두 가지를 본 연구에 적용하였다. 첫 번째, 실질탄

소가격 (Effective Carbon Rates, ECRs)로, 현재 배출

권 거래로 사용되는 배출허용비용 (Emission permit 

price)이다. 최근 CO2가격 변동에 관한 발표들을 종합

한 배출권 거래제를 하고 있는 41개국 대상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평균 ECRs값은 14.4유로, 최저치는 30유

로, 최댓값은 43.7유로를 달러로 보고하였다 (Alberici 

et al. 2014, Smith and Nils 2015, OECD 2016a, KEITI 

2018). 본 연구에서 탄소의 최솟값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효과적 신호를 줄 수 있는 수준보다 낮게 책정되

어 최저치값을 사용하였다. 두 번째, 탄소의 사회적 비

용 (Social Cost of Carbon, SCC)이다. 이는 기후변화

에 따른 생태계와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고려

한 사회적 비용을 말하며, 204달러로 유추하였다 

(OECD 2016b).

따라서 본 연구에서 탄소가격은 본 보고서에서 제시

한 ECRs의 최저치값, 평균값, 최댓값을 적용하였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SCC

값 평균값을 적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도출하였다.

3. 결 과

3.1 탄소고정량 추정 결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전인 서울시 종

로구의 탄소고정량은 374,448.31 megagram (Mg) 으

로 도출되었으며 (Fig. 2), 실효 후의 탄소고정량은 

305,564.47 megagram (Mg) 으로 도출되었다. 종로구

의 북쪽에 위치하여 평창동에 있는 북한산국립공원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서쪽에 인왕산국립

공원, 동쪽에 북악산국립공원의 넓은 면적의 산림지형

으로 평창동, 부암동, 삼청동 일대의 탄소고정량은 높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창덕궁과 종묘는 북한산 산림과 이어져 있어 

도심의 녹지 연결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여 탄소고정

량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

몰제 시행 후의 탄소고정량은 시행 전보다 -18.40%가 

감소하여 68,883.84 megagram (Mg)으로 도출되었다. 

시행 전과 비교하였을 때, 큰 변화가 있는 곳은 미집행 

면적률이 높았던 북한산도시자연공원 구역과 인왕산

도시자연공원 지대이다. 그리고 숭인동의 유일한 녹지

지역이었던 숭인근린공원이 사라진다는 도시계획으

로 숭인동의 탄소고정량은 모두 낮음을 나타내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수송근린공원, 삼청근린공원, 

(a) (b)

Fig. 2. The Results of Carbon Fixation before (a) and after (b) according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sunset provision 
in Jongno-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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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린근린공원 또한 종로구의 도심지역에서 녹지지대 

연결을 감소시켜 노랑색 부분이 많이 사라진 것을 시각

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3.2 탄소고정량 변화량에 따른 경제적 가치 환산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2000과 2020년의 탄

소고정량 변화량과 이에 따른 가치 추정의 결과를 나타

내는 표이다 (Table 3).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로 

68,883.84 megagram (Mg)의 탄소고정량 감소에 따른 

손실액은 ECRs 평균값을 적용하였을 때 약 634,147달

러 손실로 도출되었고, 최저치값, 최댓값 적용하였을 

때, 각각 약 1,32,812달러, 약 1,974,308달러의 손실로 

도출되었다. 이를 현재 2020년 5월 기준 한화 1,226원 

환율 적용 시, 평균값은 약 7억, 최저치값과 최대값은 

각각 약 16억, 24억의 손실을 추정되었다. 그리고 기후

변화에 따른 생산성, 경제성장률과 생태계에 미치는 모

든 영향을 포함한 탄소의 사회적 비용 (SCC) 환산 결과

는 약 8,055,1780달러로 약 98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산출되었다.

생태계서비스의 다양한 가치 추정 방법인 메타회귀

분석 (Meta Analysis Function),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 PES)를 통한 가치

가 평가되고 있다 (Ahn 2013, Oh et al. 2019). 본 연구

에서는 그 외의 방법인 InVEST모델을 이용하여 탄소

고정량 변화량 결과로 탄소세와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통한 경제적 가치 환산법으로 추정하였다. 최근 자연자

원이 주는 혜택을 금전적인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이 대

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다양한 가치 환산방법

으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추정된 경제

적 가치를 통하여 현재 도시공원 일몰제 사유지에 대한 

환경 의견 대립이 있는 사유지 보상에 대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4.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InVEST 모델을 통해 종로구 대상으로 도

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탄소고정량의 변화를 평가하였

다. 탄소고정량과 변화량에 따른 경제적 가치 환산 값

의 변화되는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였다. 도시공원이 

해제됨에 따른 지자체의 생태계서비스의 감소와 경제

적 가치 손실 그리고 도시공원 해제 위기에 따른 녹지의 

생태계서비스의 손실을 통해 공원의 탄소고정량값을 

통해 유지관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각 지자

체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대한 대응들이 나오

고 있으나, 공원녹지 매뉴얼에 생물다양성에 대한 관리

방안이 없는 상태로 (Song and Yoon 2019b), 가로수 

식재 수종 관리방안, 외래수종 지양 방안 외에도 본 모

델을 통해서 탄소고정량 정량적 변화량을 통해서 관리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용도변경 관련 사업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연적 생태계 보전과 사회적 문제

해결방안, 그리고 도심지역 확보를 통한 경제적 상호관

계과정에서 개발정책 결정 지원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정책결정자 사이

에서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는 국가 정책을 수립 ‧ 

이행할 수 있도록 생태계의 정량화 방안 중 방안으로 사

료된다.

연구지역은 북악산, 인왕산이 포함되어있고, 도심지

역의 공원 유지로 녹지지대 연결을 통해 종로구는 산림

이 높은 서울시 구 중 하나이다. 특히 국립공원의 자락

인 북한산도시자연공원은 생태적으로 생물, 산림이 풍

부하여, 도심지역에 생물다양성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앞으로 실효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

된다면, 도심지역의 녹지면적률은 감소될 것이며,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실효 전까지 재정비를 통해 보

호한다고 하여도 공원은 1인당 6.75 m2로 예측되어, 선

진국의 1인당 공원 면적인 20 - 30 m2/인에 비해 적을 것

으로 예측된다. 서울시는 ‘서울 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

행계획 (2017 - 2021)’의 중점 사업으로 ‘생태계서비스 

증진 및 강화’ 제시에 따라 도심 공원이 주는 생태계서

비스를 과학적인 값으로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생태

계 보전과 개발사이에서 환경 갈등 해소 과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 가치 환산 결과를 통해 장기 미집행 대

상 사유지 공원에 대한 보상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그리고 추후 연구에서 종로구와 비교가 가

능하도록 연계하여 녹지 비율이 적은 서울의 다른 지역

과 비교하여 발전시키고, 본 연구보다 정확성을 향상시

키기 위해 소분류 토지이용도를 활용하여 평가방법을 

개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에서 

조절서비스뿐 아니라 다른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평가

를 중첩 분석이 필요하며, InVEST모델을 통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발전 될 수 있도록 다른 생태계서비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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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ARIES, MIMES 등)과 비교가 필요하다고 판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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