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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aims to propose a locating method of green space for reducing Particulate Matter (PM)

in ambient air in conjunction with its source traces and vulnerable groups. In order to carry out the

aims and purposes, a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to derive indicators of vulnerable area to PM.

Based on the developed indicators, the vulnerable areas and green spaces creation strategies for each

cluster were developed for the case of Seongdong-gu, Seoul. As a result, six indicators for vulnerability

analysis were came out including the vulnerable groups (children's facilities, old people's facilities),

emission sources (air pollutant emission workplaces, roads), and environmental indicators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 NDVI). According to the six selected indicators, the target area was divided into

39 hexagons and analyzed to result the most vulnerable areas to particulate matter. As a result of com-

prehensive vulnerability analysis, the Seongsu-dong area was found to be the most vulnerable to par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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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ate matter, and 5 clusters were derived through k-means cluster analysis. Cluster 1 was analyzed as

areas that most vulnerable to particulate matter as a result of the comprehensive analysis, therefore

urgent need to create green spaces to reduce particulate matter. Cluster 2 was areas that mostly be-

longed to the Han River. Cluster 3 corresponds to the largest number of hexagons, and since many

vulnerable groups are distributed, it was analyzed as a cluster that required the creation of a green

spaces to reduce particulate matter, focusing on facilities for vulnerable groups. Three hexagons are

included in cluster 4, and the cluster has many roads and lacks vegetation in common. Cluster 5 has

a lot of green spaces and is generally distributed with fewer vulnerable groups and emission sources;

however, it has a high level of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 In a situation where various green

spaces creation projects for reducing particulate are being implemente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vulnerable groups and emission sources and to present green space creation strategies for each space

characteristic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such projects. Therefore, this study is regarded

as meaningful in suggesting a method for selecting a green area for reducing PM.

Key Words : Particulate Matter, Vulnerability, Urban Open Space, Green Infrastructure, Air Pollution

I. 서 론

도시화 및 산업화는 대기오염을 야기하였으

며 특히 미세먼지(PM₁₀) 농도는 2006년부터

증가하여 2013년 이후부터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MOE, 2016).

OECD에서는 한국의 대기오염은 심각한 수준으

로 대기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2060년

조기 사망률의 증가와 경제적 피해가 큰 나라라

고 예상하였다(https://www.oecd.org). 미세먼지

는 쉽게 호흡기에 들어가 심혈관 질환, 천식, 폐

질환을 발병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oi et

al., 2020). 미세먼지가 인체에 유해한 이유는 미

세먼지의 성분 때문으로, 미세먼지를 구성하는

탄소, 유기탄화수소, 질산염, 황산염, 유해금속

성분 등의 성분이 인체에 침투하여 질병을 야기

하며, 이러한 성분 대부분은 화석연료를 사용하

는 제조업이나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입자로 밝

혀졌다(Jung, 2018a).

미세먼지의 인체위해성이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연

구가 수행되고 있다(Song, 2013; Song, 2016;

Kim, 2017; Lee, 2019; Lee et al., 2019). 특히

어린이, 노인, 호흡기질환자 등 특정 계층은 이

러한 미세먼지의 건강 유해성에 더욱 취약하므

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Bae, 2014; Jung, 2018a; Lee,

2018; Hawng, 2019). 이에 따라 미세먼지 취약

계층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Lee(2018)의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노출민감대

상군의 호흡기영향 평가에 관한 연구를 통해 61

세 이상 노인과 10세 미만 어린이가 미세먼지에

가장 취약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서울시 기

준, 연평균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10㎛/㎥ 증가

할 시 고령자의 사망 위험률은 13.9%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Hwang et al., 2019), 15세 미

만 연령의 경우 초미세먼지농도와 천식 입원환

자의 상관관계 연구를 통해 영·유아 및 어린이

의 취약성 또한 입증되었다(Bae et al., 2104).

이와 같이 미세먼지는 취약계층의 건강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증명되었으며, 따라

서 미세먼지 관련 대책 마련 시 취약계층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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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과 환경복지를 위한 우선적인 고려가 필요하

다. 이에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2020)에 미세먼지 노출에 특히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어린이·

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로 정의하고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야외활동 제한과 미세먼지 교육 등과 같은 보호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세먼지의 농도

가 높은 지역 중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을 경우 미세먼지 집중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이며,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함께 배출원을 관리의 필요성을 중점으로 수립되

어 왔다(Lee, 2003; Kim et al., 2012; Bae, 2014;

Kim, 2016; Kwon et al., 2017; Kim et al.. 2018;

Jung, 2018; Lee, 2018; Hawng, 2019; Jung,

2020). 미세먼지는 주로 석탄·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 공장 및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에서 발생하

며 (NIFSO, 2019), 특히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의 배출특성에 관한 서울연구원(2014)의 연구에

따르면 미세먼지의 총배출량은 비산먼지가

38.9%, 도로이동오염원이 28.8%, 비도로 이동오

염원이 19.9%로, 대부분의 미세먼지는 제조업 및

가공업과 도로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가도로, 산업단지, 공장 등 여러 미세먼

지 배출원의 영향권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처럼 미세먼지의 위험성이 여러 연구에 의

해 증명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

선을 위한 정책과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

나 기존 연구와 정책은 위기관리 매뉴얼, 피해

감축 계획 등의 정책과 농도 측정, 발생원 분산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미 발생된 미세먼지

를 저감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이에 발생

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도시 녹지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다(Jo

and Ahn., 2001; Hu, 2017; Choi et al., 2018;

Hwang et al., 2018; Hong et al., 2018; Choi et

al., 2019; Yoo et al., 2019). 가로수, 공원, 도시

숲과 같은 도시 녹지는 미세먼지의 확산을 차단

하거나 공기의 흐름을 유도하고 잎에 미세먼지

를 흡착시키는 등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미세

먼지 농도를 저감시키며, 바람길을 형성하여 도

심으로 깨끗한 공기를 유도하고 확산시키는 네

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다(NIFS, 2019). 또한

미세먼지 배출원과 도심지 사이에 조성된 녹지

는 배출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것에 효과적

방안임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 밝혀졌다(Hu,

2017; Choi et al., 2018; Hwang et al., 2018;

Hong et al., 2018; Choi et al., 2019; Yoo et al.,

2019). 이에 따라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녹지의

메커니즘에 관한 다양한 선행 연구가 이루어졌

으며, 이를 통해 녹지는 미세먼지를 포함한 다

양한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러한 효과는 녹지를 구성하는 수종, 수목의

밀도, 면적, 녹지 구조 등에 의해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Lee 2003; Kim et al., 2014; Hong et

al., 2018; Hawng et al., 2018; Choi et al., 2018;

Park, 2019; Yoo et al., 2019). 미세먼지 배출원

과 관련된 사례 연구로 국립산림과학원(2019)은

시화공단 주변 완충녹지의 미세먼지 저감효과

를 파악하였는데, 연구결과 산업단지에서 발생

한 미세먼지는 바람에 의해 완충녹지, 주거지를

거쳐 이동하며 농도가 저감된다는 것이 확인되

었다. 또한 Yang and Kim(2007)의 연구에 따르

면 녹지와 공장지대의 미세먼지의 농도는

250~1000배 차이를 나타내 사업장 주변 녹지의

효과를 입증되었으며, Hwang et al.(2018)은 미

세먼지 평균배출량이 높은 송파구의 양재·송파

대로 주변 완충녹지의 미세먼지농도를 측정하

였는데, 보도, 녹지, 주거지 순으로 농도의 수치

가 낮게 나왔고 이 또한 완충녹지가 미세먼지

농도저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녹지의 미세먼지 저감효과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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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몇몇 연구에서는 녹지의 피복정도, 면적, 지형

및 물리적 입지 특성 등 공간 특성과 관련하여

녹지의 미세먼지 저감에 미치는 영향 요소를 도

출하고자 했다. Choi et al.(2018)는 토지피복 비

율에 따른 미세먼지농도 비교 연구를 통해 산림

비율이 16.5%인 수목 중간값 그룹보다 산림비율

이 34.6%인 산림 우세 그룹이 농도 저감에 더 효

과적임을 밝혔다. 그러나 녹지는 단순히 토지피

복 비율만이 아닌 밀도, 풍향, 주변환경 등 다른

요인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Hong et

al., 2018; Kim et al., 2015). 수목의 밀도가 너무

높을 시 난기류를 유발해 미세먼지의 농도를 더

욱 증가시킬 수 있어 녹지가 미세먼지 여과기능

을 하기 위해서는 수목 밀도를 적정수준으로 유

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NIFOS, 2019). 미세먼지

는 대기에 의해 이동하기 때문에 풍속 및 풍향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NIFOS, 2019; Choi et al.,

2018) 가로수등 이미녹지가 조성된 곳에녹지를

조성할 경우, 미세먼지가 정체해 농도를 더욱 높

일 위험이 따른다는 것이 밝혀졌다(Hong et al.,

2018). 이와 같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녹지의

입지 선정에는 도시 전체 차원의 세부적인 공간

정보를 요구한다(Jung, 2018a). 이에 따라 미세먼

지의 농도 측정기 입지선정, 대기오염물질 우선

순위 측정지역 선정, 녹지의 토지피복율 등의 연

구가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접목시켜 진행되어

지고 있다(Kim et al., 2012; Kim, 2016; Kwon

et al., 2017; Kim et al.. 2018). GIS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할 수 있으며, 다른 변수들을 쉽게 결

합하고 비교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Kim et al.,

2018).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대단위로, Kwon

et al.(2017)은 유해대기오염물질을 모니터링 하

기 위해 수도권을 격자 7km×7km 단위, 총 225개

로 나누어 분포지도를 작성하였고, Kim et

al.(2018)은 서울시를 격자 2km×2km 단위, 총

270개로 나누어 분포지도를 작성하였다. 두 선행

연구는 GIS를 이용해 대도시에서의 측정을 쉽고

경제적으로 진행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지만,

격자의 단위가 너무 커, 해상도가낮으며 여러 가

중치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상

세한공간 분석을 위해반경 500m의 헥사곤형태

로 분석한 연구도 있는데, Kim(2016)은 GIS를 활

용한 대기오염측정망 최적위치 선정에 관한 연구

에서 도시민들의 생활권 범위를 고려하기 위해

헥사곤 분석을 사용했으며 Jung(2018a)은 영등포

구에 신규 미세먼지 측정소의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 세밀한 시·공간적 분석연구의 필요성을 인

지하고 헥사곤 분석을 실시하였다. 해당연구들은

도로와 같은 도시요소를 대입해 공간데이터와 미

세먼지의 특성, 그 외 다양한 변수들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보다 체계적인 측정기 위치선정 방법

을 제시하여 연구 신뢰성을 높였으며, 대단위 분

석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환경·의학·공학 등

여러 분야에서 미세먼지의 인체위해성과 함께 미

세먼지 취약계층 고려 필요성, 녹지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이 증명되었지만, 구체적으로 미세

먼지 저감 녹지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연구는

미미한 현황이다. 그러나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녹지의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녹지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 녹지

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간의 특성에 따른 녹지

조성 전략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미

세먼지 취약계층과 발생원 등 관련 지표들을 고

려하여,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녹지가 우선적으

로 조성되어야 하는 장소 선정 방법 제안을 목표

로 하였다. 향후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방법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저감 녹지를 조성하거나 기존

녹지를 개선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녹지 계획 및

사업 시행 시 적용할 수 있는 전략 제시를 최종

목적으로 한다.

II. 재료 및 방법

1. 지표 선정

본 연구는 미세먼지 배출원과 취약계층 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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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Computed
Indicator

Data Source
Data

collection
period

vulnerable
groups

Facilities for
children

Daycare center spatial data in
Seoul

and school (kindergarden,
elementary, middle, high school)

spatial data in Seoul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Big
Data Campus

(https://bigdata.seoul.go.kr/main.do)
2017

Facilities for
old people

Senior welfare facility spatial data
in Seoul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Big
Data Campus

(https://bigdata.seoul.go.kr/main.do)
2018

emission source

Air pollutant
emission

workplaces

List of air pollutants emission
workplac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https://www.data.go.kr/data/15044

957/fileData.do)
2020

Roads 10m unit road spatial data in Seoul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Big

Data Campus
(https://bigdata.seoul.go.kr/main.do)

2016

environmental
indicators

NDVI 2019.04.07 Landsat 8 data
USGS EarthExplorer  (EE)  

(https://earthexplorer.usgs.gov/)
2019

PM
concentration

Monthly averaged air pollution
information in Seoul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ttps://data.seoul.go.kr)

2019.3-5

Table 1. Analysis Indicators and Data Sources

도를 이용하여 미세먼지 저감 녹지의 입지를 선

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고 찰을

통해 분석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취

약계층(어린이, 노인 이용시설), 발생원 (대기오

염물질 배출 사업장, 도로), 환경 지표(미세먼지

농도, NDVI) 의 3가지 카테고리에 대해 각 2가

지 지표를 선정하여 총 6가지 분석 지표를 선정

하였다 (Table 1).

취약계층 지표는 선행연구를 통해 미세먼지

에 특히 취약하다고 입증된 어린이와 노인이 주

로 이용하는 이용시설을 지표로 선정하였다. 대

상지 내의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분포를 파악하

였으며, 해당 지표의 평가를 위하여 어린이 이

용시설 지표는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https://

bigdata.seoul.go.kr/main.do)에서 제공하는 서울

시 어린이집 공간 데이터, 서울시 학교(유치원,

초중고교) 공간 데이터 중 유치원과 초등학교

데이터를 종합하였다. 노인 이용시설 지표는 서

울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 공간데

이터를 활용하였다. 발생원 중 대기오염물질 발

생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데이터(https://www.data.go.

kr/data/15044957/fileData.do) 중 폐업, 위치 정보

누락 등의 데이터를 제외한 후 활용하였다. 도

로 지표의 경우 성동구 전체의 교통량 지표로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교

통량이 반영되는 도로의 폭을 기준으로 하였으

며, 본 연구에서는 도로의 폭이 넓을수록 교통

량이 많아 미세먼지 발생량이 크다는 가정 하에

25m 이상의 대로와 광로로 범위를 제한하여 분

석하였다. 도로 데이터는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

스에서 제공하는 서울시 10m 단위 도로구간 공

간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1m 간격의 점으로 변

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환경 지표에 해당하는 정규 식생 지수(NDVI)

는 성동구 내의 식생 분포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Wu et al. (2017)의 연구에 따르면

NDVI 값과 미세먼지 농도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미세먼지, 열섬효과 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저감하는 녹지의 효과 규명을 주제로 하

는 다양한 연구에서 NDVI를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Kim et al., 2015; Le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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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Location of the Research Site and Numbers of Hexagon

Jang, 2017; Jeon et al., 2018; Ko and Cho.,

2020).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토지 피복상 녹

지의 면적이 아닌 헥사곤 별 NDVI 평균값을 지

표로 선정하였다. NDVI는 계절에 따른 식생 피

복의 변화로 인하여 월별로 NDVI 값의 차이가

존재한다(Jin et al.,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으며 NDVI에서 식생

피복에 의한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봄철(3~5

월)을 시간적 배경으로 설정하였다(Choi et al.,

2018). 이에 따라 NDVI 지표는 2019년 4월 7일

의 Landsat 8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성동구 내

식생 분포를 분석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녹

지의 조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을 도출하였

다. 미세먼지 농도 지표의 자료는 서울 열린데

이터 광장(https://data.seoul.go.kr)에서 제공하는

서울시 월별 평균 대기오염도 정보 중 도시 대

기 측정소와 도로변 대기 측정소의 2019년 3월

에서 5월까지의 미세먼지 농도를 평균 내어 활

용하였다. 미세먼지 농도 지도와 관련하여 Jung

(2018b)의 연구에서는 서울시 내에 위치한 미세

먼지 측정소의 데이터를 통해 미세먼지 보간 분

포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대상지와 인

접한 구의 측정소 미세먼지 농도 값을 공간 데

이터로 전환하였으며, IDW 보간법을 실시하여

측정되지 않은 장소의 부족한 데이터를 보완하

여 분석하였다.

2. 취약지역 분석

사례 연구 대상지로는 서울시 내 행정구역 중

공업, 상업, 녹지 등 토지이용 및 토지피복의 분

포가 다양한 성동구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

다. 이후 분석 범위를 축소하여 분석 결과의 현

장 적용성을 높이고자 일반적인 블록 단위인 반

경 500m 헥사곤으로(Chun and Kim., 2010; Bae

and Kim., 2013) 성동구를 구획하였으며, 총 39

개의 헥사곤으로 구획되었다 (Figure 1).

헥사곤 별로 6개 지표 값에 대한 등급을 도출

하였으며, 분석한 결과 값을 바탕으로 종합 공

간 분석 통해 미세먼지 저감이 우선적으로 적용

되어야 하는 공간을 도출하였다. 미세먼지 취약

성 분석은 QGIS version 3.14.를 이용하였으며

격자 별로 분석 지표의 값을 도출하여 natural

break로 5개 등급으로 구분, 지도로 표현하였다.

등급 평가 시 헥사곤 내에 취약계층 이용시설

분포가 많을수록, 도로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

업장의 분포가 많을수록, NDVI 값의 평균이 낮

을수록,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수록 미세먼지에

취약한 지역으로 판단하였다. 등급은 1에서 5등

급으로 나뉘며 1등급일수록 미세먼지에 취약한

것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지표별 등급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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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가 가장 낮은 헥사곤이 미세먼지에 가장 취

약한 지역으로 도출되었다. 이후 미세먼지 저감

녹지 설치에 있어서 빠른 의사 결정 및 조성을

위하여 취약 지역의 유형화를 진행하였으며, 유

형 구분을 위해 R-studio (Version 1.1.456)를 이

용하여 K-means 군집 분석을 수행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미세먼지 취약지역 지표 분석

미세먼지 취약 계층 분포도를 이용하여 취약

지역을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린이 이

용시설 분석 결과, 하왕십리동, 금호동 일부, 행

당동 일부, 옥수동 일부가 1등급으로 성동구 내

어린이 이용시설이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Appendix 2-a). 노인복지시설 분포

분석 결과, 하왕십리동과 도선동, 행당동 일부에

서 노인 복지시설이 1등급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Appendix 2-b), 헥사곤 8번에 해당하는

행당동 일부 구역은 어린이와 노인 이용 시설

모두 높은 분포를 보여, 미세먼지 취약 계층에

대한 우선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홍익동, 마장동, 용답동 일부 지역이 2등급

으로 어린이 이용시설의 분포가 높게 나타났으

며, 마장동, 금호동, 옥수동 일부 지역에서도 2

등급으로 노인 복지시설의 분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발생원 지표에 따라 도출된 취약 지

역은 다음과 같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표의 분석 결과 성수동 지역이 1, 2등급으로

높게 도출되었는데, 이는 성수동에 위치한 공장

지대로 인하여 대부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

설 설치사업장이 밀집되어 미세먼지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된다 (Appendix 2-c). 이어 송정동과

용답동 지역에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이 일부 분포하여 2등급으로 도출되었다. 도로

지표의 분석 결과 상왕십리동과 하왕십리동에

서 도로에 의한 미세먼지 취약 정도가 1등급으

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Appendix 2-d).

이는 청계천로와 왕십리로, 난계로 등 상왕십리

동과 하왕십리동을 통과하는 큰 도로의 영향임

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홍익동, 마장동, 옥수

동, 성수동 일부 지역에서도 2등급으로 큰 도로

의 분포가 높게 나타났다.

환경 지표에 의한 미세먼지 취약 지역 도출

결과는 다음과 같다. NDVI의 값은 –1에서 1

사이에 위치하여 잔디, 초화류의 경우 값이 0.2

정도 이며 나무가 많을수록 값이 커진다. 또한

물이 위치한 지역의 경우 점수가 낮게 도출되는

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도 한강

에 인접한 지역의 점수가 1등급으로 도출된 것

으로 보인다 (Appendix 2-e). 한강에 인접한 지

역 외에도 송정동과 성수동2가 일부 지역에서 1

등급으로 식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성수동 2가, 용답동 일부, 도선동 및 행당동 일

부 지역에서 NDVI 지표가 2등급으로 높게 나타

났다. IDW 보간법을 통하여 도출된 미세먼지

농도 지도에 따라 성수동이 1등급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Appendix

2-f). 이어 성수동과 인접한 송정동, 용답동, 사

근동, 응봉동, 옥수동 일부에서도 2등급으로 미

세먼지 농도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

2. 미세먼지 취약지역 종합분석

6개의 지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성동구 내

에 미세먼지에 가장 취약한 지역을 도출하기 위

하여 종합 분석을 실시하였다. 6개의 지표를 종

합한 점수를 바탕으로 natural break를 실시한

결과 총 12등급으로 분류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헥사곤 27번, 성수동 지역에서 미세먼지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도출되었다(Figure 2). 대체로 성

수동2가에서 미세먼지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이 밀집하여 분

포하고 기존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며, 식생이

부족한 지역적 특징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외에도 행당동 일부 지역(헥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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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nalysis result of Seongdong-gu

Figure 3. Result of Clustering analysis

14번)과 인근에서 성수동2가 다음으로 미세먼

지 취약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취약계층 이용시설, 도로가 많이 분포하며 기존

식생이 부족한 것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성동구 취약지역 종합분석 결과에 따라

취약지역의 유형 구분을 위해 통계 프로그램

R-studio를 이용하여 K-means 군집 분석을 수행

하였다. K-means 군집분석의 경우 군집을 나누

는 기준이 되는 초기값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

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값을 설정하여 실행하

는 것이 결과에 대한 설명력이 높다(Kwon et

al.,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집 분석 이

전에 R-studio에서 군집 수에 따른 집단 내 제곱

합 (within-groups sum of squares) 그래프를 사

용하여 적절한 초기값을 도출하였으며 군집의

개수를 5개로 설정하였다. 이후 군집 분석을 실

시하여 39개의 헥사곤을 5개의 군집으로 분류

하였으며, 도출된 5개의 군집별 분포는 Figure 3

와 같다.

군집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취약지역 지표

등급의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해 구한 평

균값은 Table 2와 같다. 군집별 특성을 살펴보면,

군집 1은 ‘종합적 취약 지역(Multiple Vulnerable

Area)’으로, 군집 1에 해당하는 헥사곤은 대기오

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표, NDVI 지표, 미세먼지

농도 지표의 등급이 대부분 3등급 이내로 분석

되었다. 지표별 도출된 등급의 평균값을 살펴보

면 어린이 이용시설이 3.125, 노인 이용시설이

3.250,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2.250, 도로

가 3.125, NDVI가 2.000, 미세먼지 농도가 1.750

으로 모두 3점대 혹은 이내로 도출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군집 2는 ‘한강 인접 및 고농도 미세

먼지 지역(Low Vegetation-High PM level Area)’

으로, 대부분 헥사곤이 한강에 해당하여 NDVI

지표 등급이 평균 1,429로 식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세먼지 농도의 등급 또한 평균

1.857로 높게 나타났으나, 취약계층 지표와 발생

원 지표는 모두 평균 4.857로 대체로 5등급으로

도출되었다. 군집 3은 ‘취약계층 밀집 지역(High

Density of Vulnerable group Area)’으로, 발생원

지표, 환경 지표는 각각 평균 4.769, 3.462로 대체

로 낮은 등급에 분포하여 있으나, 취약계층 이용

시설 지표의 평균이 어린이 이용시설이 1.923,

노인 이용시설이 2.769로 취약 계층이 많이 분포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군집 4는 ‘도로 밀집

및 식생 부족 지역(High Density of Road-Low

Vegetation Area)’으로, 도로 지표 등급 평균이

1.667로 도로가 많이 분포하여 있고, NDVI 지

표 등급 평균이 1.333으로 식생이 부족한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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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
Name

Children's
facilities

Old people's
facilities

Air pollutant
emission

workplaces
Roads NDVI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

MV 3.125 3.250 2.250 3.125 2.000 1.750

LVHP 4.857 4.857 4.857 3.429 1.429 1.857

HV 1.923 2.769 4.769 3.462 4.154 3.462

HRLV 4.000 3.667 4.667 1.667 1.333 3.667

HP 4.125 4.750 3.750 3.875 4.125 1.375

ⅰ)MV: Multiple Vulnerable Area ⅱ)LVHP: Low Vegetation-High PM Level Area ⅲ)HV: High Density of

Vulnerable group Area ⅳ)HRLV: High Density of Road-Low Vegetation Area ⅴ)HP: High PM Level Area

Table 2. Mean value of vulnerability levels by cluster

을 가지고 있다. 군집 5는 ‘고농도 미세먼지 지

역(High PM level Area)’으로, NDVI 등급과 취

약 계층이 4, 5등급으로 높고, 발생원 지표 또한

대체로 3,4 등급으로 높은 편이나, 미세먼지 농

도가 높은 특징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별 세부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종합적 취

약 지역(MV)’인 군집 1은 종합 분석 결과 점수

가 낮아 미세먼지에 취약한 곳으로 도출된 지역

이 많이 해당하며, 성동구 내에 도선동, 행당동

일부, 성수동 2가, 용답동, 송정동 외곽이 군집

1에 해당한다. 군집 1에 해당하는 헥사곤은 해당

지역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많이 분포

하여 있고, 식생이 적으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Figure 4는 군집 1 가운데

종합 점수가 14점으로 성동구 전체 지역 중에서

도 미세먼지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성수동 2

가 내 성수동 공장 지대의 항공 뷰 사진이다. 자

동차 정비소 및 공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

장이 밀집하여 있으며 녹지가 매우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지역은 미세먼지 농

도가 1등급으로 높으며 바로 아래 초등학교와

같은 취약 계층 이용 시설 위치하여 있어 미세먼

지 저감 녹지를 새로 조성하여 우선적인 미세먼

지 저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군집

1과 같은 ‘종합적 취약 지역’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미세먼지 저

감 녹지의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산림

청에서는 미세먼지 발생원으로부터 미세먼지 확

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발생원과 생활

권의 공간적 분리를 위한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

성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Xu and Kim (2017)

의 연구에서는 공업 지역에 설치하는 녹지의 식

재 구조를 제안하고 있는데, 잎으로 인한 흡착

효과가 뛰어난 교목 중심의 총면적이 넓은 녹지

를 조성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미세먼지의 흡

착량 분석 시 느티나무, 양버즘나무, 소나무 순

으로 흡착량이 뛰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Kim et al., 2018), 향후 군집 1과 같은 ‘종합적

취약 지역(MV)’에 녹지 조성 시 이와 같은 식재

구조 및 수종의 고려가 필요하다.

한강 인접 및 고농도 미세먼지 지역(LVHP)’

인 군집 2는 용답동 일부 지역(헥사곤 30번)을

제외하고는 헥사곤 대부분의 면적이 한강에 위

치하여 있으며, 30번 헥사곤을 포함한 모든 헥사

곤이 성동구 경계지역으로 나타났다 (Figure 5).

한강이 위치한 지역 특성상 NDVI의 점수가 낮

게 도출되었으며, 다른 지표의 경우 미세먼지 농

도의 등급이 높게 나타났다. 취약계층 지표와 발

생원 지표는 대체로 4, 5등급에 분포하고 있다.

‘취약계층 밀집 지역(HV)’인 군집 3은 가장

많은 헥사곤이 해당하며, 대부분의 헥사곤이 지

도 상에서 성동구의 북서쪽에 위치하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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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Representative area for LVHP: Most hexagons are

located near to Han-river. (https://map.kakao.com/)

Figure 6. Representative area for HV: Facilities for

children are densely located, and green space

is insufficient. (https://map.kakao.com/)

Figure 4. Representative area for MV: Lots of air pollutant

emission workplaces are located near to children’s

facilities. (https://map.kakao.com/)

미세먼지 발생원과 환경 지표는 대체로 적게 분

포하고 있으나, 지역 내 취약 계층이 많이 분포

하고 있어 취약 계층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의 미세먼지 저감 녹지의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Appendix 1-a, b). Figure 6는

군집3 가운데 종합 분석 결과 군집 3 중에서 가

장 미세먼지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헥사곤 13

번의 도선동 일부 지역이다. 헥사곤 13번은 어

린이 이용시설 지표가 2등급으로 높게 도출되었

으며, 항공뷰 사진에서도 6개의 어린이 이용시

설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인근에 도선 어린

이공원 외에 생활권 녹지가 없으며 건물이 밀집

되어 있고, 소규모 녹지 또한 부족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취약계층 밀집 지역’

내에는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띠녹지

등 소규모의 녹지 조성을 통하여 생활권 녹지의

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군집 4에는 3

개의 헥사곤이 해당하며 모두 지도 상에서 성동

구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헥사곤

내에 도로가 많이 위치하고 있으며 NDVI의 값

이 낮아 식생이 부족한 특징을 갖는, ‘도로 밀집

및 식생 부족 지역(HRLV)’으로 분석되었다.

Figure 7은 군집 4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도

종합 분석 결과 미세먼지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

난 헥사곤 39번 및 인근 용답동 지역의 항공 뷰

사진이다. 천호대로와 동부간선도로가 인접하여

있으며, 자동차 정비소가 다수 위치하여 있다.

또한 도로와 인접하여 요양병원 및 오피스텔이

위치하여 있어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녹지의 조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에는 도로를 중심으로 한 추가적인

녹지 조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이 필요한 것으

로 판단된다. 군집 4와 같이 도로와 인접한 공간

에 녹지 조성의 필요성 및 녹지의 식재 구조를

제안한 Xu and Kim (2017)의 연구에서는 도로

의 규모에 따른 도로 녹지 식재 구조를 제안하

였는데, 도로의 폭이 증가할수록 더 넓은 폭의

완충 녹지를 필요로 하며, 도로의 방향과 풍향

을 고려한 복합적인 식재가 이루어져야 함을 제

시하고 있다. 또한 LH 연구에 의하면 도로변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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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Representative area for HRLV: Roads and

Emission sources are near to residences and

facilities for old people.

(https://map.kakao.com/)

Figure 8. Representative area for HP: Vegetations are

located near to Dongbu Expressway and

residences. (https://map.kakao.com/)

충녹지 설치 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적정

한 폭 이상의 식재가 필요하며, 20m 이상의 폭

이 미세먼지 저감의 효과가 높으며 최소 10m

이상의 폭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수직 구조의

다층 식재의 형태가 미세먼지 농도 저감 효과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로를 중심으로

한 녹지 조성 시 이와 같은 고려가 필요하다.

군집 5는 ‘고농도 미세먼지 지역(HP)’으로,

지도 상에서 성수동 1가, 행당동 일부, 사근동과

송정동 일부 지역에 위치하여 있다. 군집 5는 기

존 녹지가 많으며 취약 계층이 4, 5등급으로 적

게 분포하여 있고, 발생원 지표 또한 대체로 4,

5등급으로 적게 분포하여 있으나 미세먼지 농도

가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Figure 8은 군집 5

에 해당하는 지역 가운데 종합 분석 결과 미세

먼지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헥사곤 32번의 송

정동과 성수동 2가 일부 지역이다. 해당 지역은

군집 5 내의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중랑천

을 따라 띠녹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아파트 단

지 내 조경 지역 등 기존 녹지가 비교적 많이 분

포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지

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으로, 기존에

조성된 녹지의 조사를 통하여 기존 녹지가 미세

먼지 저감에 적합한지,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동부간선도로

와 주거지역 사이에 띠 녹지가 조성되어 있으나

미세먼지 저감에 알맞은 수종 도입 및 추가적인

개선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하기 위한 노

력이 필요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취약 지역을 도출하

고, 취약 지역의 유형별 미세먼지저감 녹지 조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미세먼지 취약지역 분석 지표를 선

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울시 성동구를 대상으

로 QGIS를 활용하여 미세먼지 취약지역을 도출

하고 군집별 녹지 조성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미세먼지 취약 지역 분석 지표는

총 6가지로, 취약계층(어린이이용시설, 노인이

용시설), 배출원(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도

로), 환경 지표(미세먼지 농도, NDVI) 가 선정

되었다. 선정된 6개의 지표를 바탕으로 성동구

내에 미세먼지에 가장 취약한 지역을 도출하기

위하여 대상지를 39개의 헥사곤으로 나눈 후 분

석을 실시하였다. 취약 지역 종합 분석결과 성

수동 지역이 미세먼지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후 군집 분석을 통해 5개의 군집을

도출하였다. 군집 분석 결과 취약 지역을 취약

계층,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도로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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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저감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석 결과 및 유형별 저감 방안을 실제 지

역에서 적용하기 위하여 군집 별 대표 사례 지

역을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미세먼지 저감 녹지 조성 사업이 다양하게 이

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취약계층과 배출원을 고려하고, 공간

의 특성별 녹지 조성 전략이 제시되어야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입지 선정 연구와 달

리 연구의 범위를 구 단위로 축소하여 현장의

적용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군집 분석을 통하여 미세먼지 저

감 녹지 조성 공간의 유형을 구분, 군집 별 대표

사례 지역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앞으로의

녹지 공간별 전락 수립에 있어서 본 연구의 녹

지 조성 공간 유형이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바

람과 같이 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

상 조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미세먼지와 밀접한 기상 조건 지표

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연구에 있어

서는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된 추가적인 공간 특

성 지표를 반영하여 보다 구체적인 공간 특성별

유형 구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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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Analysis results of Individual indicators

a. Facilities for children b. Facilities for old people

c. Air pollutant emission workplaces d. Roads

e. NDVI f. PM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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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acilities for children b. Facilities for old people

c. Air pollutant emission workplaces d. Roads

e. NDVI f. PM concentration

Appendix 2. The Vulnerability levels of Individual indicato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