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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i

요 약
SUMMARY

1. 연구목적 및 방법  

▮ 연구목적

￮ 국제사회의 자연기반 해법과 정부의 녹색복원 정책에 따라 전라북도의 자연환경 훼손 

현황을 진단하고, 도 여건에 적합한 녹색복원 과제 발굴과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정책 

방향과 주요 추진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연구방법

￮ 국제사회와 국내 정책 동향과 법 개정사항(자연환경보전법), 녹색복원 관련 주요 연구

동향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전라북도의 생태계와 보호지역, 생태축 현황을 파악하고, 지난 40여 년간(1980년

대~2022년) 추진된 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추진현황, 토지피복지도를 활용

한 토지피복 유형의 시계열 변화를 분석, 훼손지 공간 분포와 의미 도출

￮ 전라북도의 특성을 반영한 녹색복원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과 중장기 추진과제 제시



ii ∙ 요 약

2. 결론 및 정책제언

▮ 전라북도 자연환경 훼손 현황

￮ 1980년대 이후 약 40여 년간 전라북도 지역의 자연환경 훼손사업을 분석한 결과 산

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도로건설, 관광단지 개발, 골프장 조성 등으로 환경 훼손이 발

생하였고, 그 결과 산림축 119개소, 하천축 95개소가 단절된 것으로 파악됨

￮ 동 기간 토지피복 유형의 시계열 변화를 분석한 결과 산림지역, 농업지역, 초지, 습지

는 감소하고, 시가화·건조지역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특히 농업지역에서 타 지역으

로 변화가 전라북도 전체 면적의 10.12%로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남

▮ 전라북도 녹색복원의 추진전략과 과제

￮ 비전은 “녹색복원으로 회복하는 전라북도 생태공간”이며, 목표로 “전라북도 고유의 생

태와 문화가 조화된 녹색 생태공간 구현”을, 추진전략으로 ① 자연의 연결성, 구조·기

능 복원, ② 새로운 복원 공간 창출, ③ 생태문화 융합으로 지역 회생·발전, ④ 녹색

복원 추진기반 확보를 제시함

￮ 추진과제로 ① 산림-하천-연안-도서-해양 광역생태축 연결·복원, ② 대규모 복합 생태

계 복원사업 발굴 및 추진, ③ 도시 및 농산어촌 Green Infrastructure 구축, ④ 유

휴공간과 오염부지 복원 및 하천·연안의 자연성 회복, ⑤ 녹색복원, 생태문화, IT 기

술을 접목한 생태계서비스 창출, ⑥ 생태복원과 연계한 생태관광지역 조성, ⑦ 생태지

도 구축 등 중장기 녹색복원 추진기반 확보, ⑧ 시민참여, 정부·지역·전문가 연계 협

력체계 구축을 제시함

▮ 정책제언

￮ 정책제언으로 다음 4가지를 제안함: ① 대규모 녹색복원 사업 발굴 및 추진, ② 고유

한 생태적 특성과 역사·문화가 연계된 생태문화 복합 녹색복원 사업 추진, ③ 디지털 

트윈 기반 전라북도 자연환경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 ④ 녹색복원 관련 사업 추진 지

원을 위한 전라북도 자연환경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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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전북지역의 자연생태계 훼손지역이 

증가하고 있고, 생물다양성과 자연혜택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

전라북도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과 생물권보전지역에 지정된 고창갯벌과 드넓은 지평선이 보이는 호

남평야, 동부권의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등 다채로운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발전을 위한 토지이용 변화와 새만금 매립, 하천 직강화, 광물자원 채취를 위한 석산개발 

및 시가지 확대로 생물서식공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인간에게 제공되는 자연혜택(생태계서비

스)의 감소를 불러옴

￮ 정부의 자연환경 훼손지에 대한 「국토환경 녹색복원 종합계획」 추진에 맞춰 전라북도 

지역의 녹색복원 기본방향 수립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과제 제시가 필요함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과 한국판 그린뉴딜 사업 추진을 위해 녹색복원의 개념을 반영한 「국

토환경 녹색복원 종합계획 수립 연구」를 수행하고,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2023년부터 자연환경

복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전라북도의 자연환경의 훼손 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전라북도의 자연환경 특성과 여건에 부합한 

녹색복원 목표 설정 및 체계적 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비전과 목표, 전략과제 제시가 필요한 실정임

나.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과 국제사회의 자연기반 해법 등 정책동향에 발맞춰 

전라북도 지역의 자연환경 훼손 현황을 진단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녹색복원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방향과 단계별 추진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4 ∙ 전라북도 자연환경 훼손지역 녹색복원 추진방안 연구

2. 연구 범위 및 주요 연구 내용

가. 연구 범위

￮ 시간적 범위 : 2022년~2030년(훼손지 분석은 1980년대~2010년대)

￮ 공간적 범위 : 전라북도(육상 및 도서, 일부 연안 해역 포함)

￮ 내용적 범위 : 국내외 자연환경 복원 정책동향, 전라북도 자연환경 훼손 사업 및 훼손지 

분석, 전라북도 녹색복원 정책목표 및 주요 추진과제 제시

나. 주요 연구 내용

1) 녹색복원 정책 추진동향 및 복원 추진사례 조사

▮ 국제사회

￮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BD)의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자연 기

반 해법(Nature based Solution; NbS) 등 국제사회 녹색복원 정책동향 분석

▮ 국가정책

￮ 신정부 국정과제(녹색복원), 국토환경 녹색복원 추진전략, 2050 탄소중립 목표, 한국

판 그린뉴딜 등 정부의 녹색복원 관련 주요 정책 분석

2) 전라북도 자연환경 현황 및 훼손지 조사

▮ 전라북도 생태계 및 생태축 현황 파악

￮ 생태계 및 보호지역 현황, 산림 및 하천 생태축 현황 분석

▮ 전라북도 개발사업 조사를 통한 훼손 현황 파악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사업 DB를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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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라북도 지역의 개발사업 추진 현황 분석

전체 개발사업 및 토석채취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 분석

▮ 환경공간정보를 활용한 자연환경 훼손지 분석

￮ 토지피복지도, 구글맵 등 환경 관련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산림, 하천, 농촌, 도시, 연

안지역에 분포하는 자연환경 훼손지 분석

1980년대에서 2010년대의 대분류 토지피복지도 활용, 토지피복 유형별 변화 분석

3) 녹색복원 추진사례 분석 및 미래 녹색복원 수요 조사

▮ 국내외 녹색복원 추진사례 조사·분석

￮ 대표적 훼손지 복원 사업 추진사례에 대한 현장답사 및 시사점 도출

▮ 미래 녹색복원 대상지 수요 조사

￮ 연구진이 제안하는 전라북도 녹색복원 대상 후보지 조사

￮ 시·군 생태계 복원 관련 사업계획 수요 조사

도시생태축 구축사업,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 생태계 복원사업

4) 전라북도 자연환경 훼손지역 녹색복원 추진 기본방향 도출

￮ 국제사회와 국내 탄소중립 목표 및 녹색복원 계획에 부합되고 전라북도 특성과 여건

에 맞는 중장기 녹색복원 추진 기본방향 도출

￮ 단계별 녹색복원 정책 추진과제 및 로드맵 도출

￮ 전라북도의 녹색복원 사업의 예산 지원 및 효과적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제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관계부처 등 협력기관, 중장기 추진과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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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및 연구 추진체계

가. 연구 방법 

1) 정보조사 및 분석방법

￮ 문헌 연구 분석

녹색복원 개념과 기술, 자연기반해법 등 주요 녹색복원 추진사례 등을 국내외 관련 논문과 정책연구과

제, 국가R&D과제 보고서 분석을 통해 파악함

CBD(생물다양성협약), IUCN 등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자연기반해법, 생태복원 등 관련분야 정책 가이

드라인 및 선행연구 분석

￮ 자연환경 훼손지 녹색복원 추진사례 조사

폐석산, 폐산업시설 등 주요 자연환경 훼손지 복원사업에 대한 현장답사 및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수렴

￮ 자연환경 복원사업 수요 조사

전라북도 및 주요 시․군에서 추진 중인 자연생태계 보전․복원 사업 수요 조사(필요시 전라북도 및 시군 

담당자 협의 포함)

￮ 자연환경 훼손지 환경공간정보 분석

환경공간정보를 활용한 전북지역의 자연환경 현황 및 훼손지 공간자료 DB구축(원고자문)

2) 전문가 자문방법 

￮ 자연환경 및 생태복원 관련 연구기관과 학계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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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추진체계

연구 개요

국제사회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
정부 국토환경 녹색복원 추진전략에 대응하는 
전북 맞춤형 훼손지 녹색복원 정책과제 필요

⇩
정책동향 및 전라북도 자연환경 훼손지 조사

문헌조사
사례조사
공간분석

전문가 자문
(원고포함)

국내외 녹색복원 정책동향 조사 자연환경 훼손지 및 복원 후보지 조사

• 국제사회 녹색복원 정책 
추진동향

• 국가, 전라북도, 시군의 
녹색복원 정책 및 연구동향 분석

• 국내외 녹색복원 추진사례 
조사

• 보호지역, 생태축, 서식지 
현황분석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분석
• 토지피복 시계열 변화 분석
• 연구진 제안 복원 후보지 조사
• 시·군 녹색복원 수요조사

⇩
전라북도 녹색복원 추진방안 도출

전문가 자문
관계자 협의

• 종합분석(SWOT), 추진방향 도출
• 비전·목표, 중장기 녹색복원 추진과제
• 정책 추진체계

4. 연구 기대효과

￮ 국가 녹색복원 및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는 전라북도 녹색복원 추진 정책방향 제시

￮ 시·군 제시 생태복원사업 수요 반영 및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추진논리 도출로 정책 

추진 가능성 증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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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및 전라북도 녹색복원 정책 추진 동향

3. 자연환경 훼손지 복원 선행연구 및 사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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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 녹색복원 정책동향, 선행연구 및 사례조사

1. 국제사회 녹색복원 정책 추진 동향

가. 생물다양성협약(CBD)

▮ 생태복원 추진목표 달성 미흡

￮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은 2010년 제정된 

2011~2020 생물다양성전략계획에서 발표된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15번이었던 ‘훼

손된 생태계의 15% 이상의 복원’을 제시한 바 있음

￮ 그러나 CBD는 2020년 발간된 「제5차 지구생물다양성 전망(Global Biodiversity 

Outlook 5; GBO 5)」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보호지역 확대 등 여러 정책 목표들이 달

성되었지만 훼손된 생태계 복원을 포함한 많은 목표들이 달성되지 못했음을 보고함1)

출처 : Secretariat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2020)

[그림 2-1]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목표 15번(훼손 생태계 복원) 이행현황 평가

1) Secretariat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2020). Global Biodiversity Outlook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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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2)

￮ CBD는 2021년, 기존의 2011~2020 생물다양성전략계획의 후속 글로벌 생물다양성 

목표인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의 첫 번째 초안(First draft)

을 제시함

￮ 이번 초안에서는 2050년 장기 비전으로 “2050년까지 생물다양성이 평가되고, 보전되

며, 복원되고, 현명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생태계서비스를 유지하고, 건강한 지구를 유

지하며,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함”을 제시함

또한 경제, 사회, 재정 분야에 생물다양성 관련 정책의 시급한 추진을 위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

되어 변화 이론(Theory of Change)을 제시함

상기 이론은 2050년까지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Living harmony with nature)을 비전으로 생태계-종

-유전적다양성, 사람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며, 이익은 공평하게 공유되고, 실행을 위한 수단이 있어야 

함을 강조함

출처 : Secretariat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2021)

[그림 2-2] 생물다양성 비전 달성을 위한 체계 변화 이론

2) Secretariat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2021). First Draft of the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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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 실행 목표(2030 action targets)중 생태계 보전 및 복원과 관련된 목표는 첫 

번째, 생물다양성 위협 감소 부문에 3가지가 제시되고 있음

 Target 1. 전 세계의 모든 육지와 바다 지역이 기존의 온전한 야생 지역을 유지하면서 토지와 해양 

이용의 변화를 다루는,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통합된 공간 계획이 적용되는지 확인

 Target 2. 적어도 20%의 훼손된 하천, 해양 및 육상 생태계가 복원되고, 이들 상호간의 연결성이 보

장되어야 하며 우선 순위 생태계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확인

 Target 3. 세계적으로 육지와 바다의 최소 30%, 특별히 생물다양성과 인간에 기여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이 효과적이고 공평하게, 생태적으로 대표되며 잘 연결된 보호지역 또는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으로, 그리고 더 넓은 육상과 바다 경관에 통합되도록 관리되어야 함

￮ 상기 목표들을 종합해 보면, 기존의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15에서 제시된 ‘훼손된 

생태계의 15% 이상 복원’보다 높은 20%의 훼손된 생태계가 복원되어야 함을 명시함

￮ 또한 단순한 생태계의 복원을 다뤘던 기존 목표와 달리 육상과 바다라는 공간적 대상, 

그리고 복원을 통해 연결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생태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생태계

를 고려하여 복원되어야 함을 피력하고 있음

￮ 나아가 목표 1과 3은 간접적으로 생태복원 이후의 복원지역이 생물다양성의 가치가 

포함된 공간계획을 통해 관리되고, 생태적으로 그리고 인간에 주는 자연 혜택이 중요

한 지역들은 보호지역이나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의 보전 수단으로 관리되어야 함

을 강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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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 자연 기반 해법(Nature-based Solutions)

￮ 국제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은 자

연 또는 인간이나 자연적 요인에 의해 변형된 생태계(modified ecosystems)를 보호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지역사회의 문제를 효과적․적응적으로 해결하여 인간 복지

와 생물다양성 혜택을 제공할 것을 요청함3)4)

출처 : IUCN(2020)

[그림 2-3] 자연 기반 해법의 정의

3) IUCN, (2016). Resolution 69 on Defining Nature-based Solutions (WCC-2016-Res-069). IUCN 
Resolutions, Recommendations and Other Decisions 6–10 September 2016. World 
Conservation Congress Honolulu, Hawaii, USA.

   (https://portals.iucn.org/library/sites/library/files/resrecfiles/WCC_2016_RES_069_EN.pdf)

4) IUCN, (2020). Guidance for using the IUCN Global Standard for Nature-based Solutions. A 
user-friendly framework for the verification, design and scaling up of Nature-based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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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럽연합: 2030 그린딜 – 생물다양성 전략5)6)

▮ 유럽 그린딜의 핵심 요소로 설정된 ‘2030년 유럽연합 생물다양성 전략’

￮ EU는 기후변화의 대응을 위한 대안으로서 유럽 그린 딜을 통해 생태계의 다양성, 탄

소 흡수원 강화 등을 강조하며 환경복원 대상을 구체화 시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음

￮ EU차원에서의 복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 학계, 시민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

하기 위한 ‘상담전략(Consultation Strategy)’을 수립하고 발표할 예정임

￮ 전 지구, 기후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 2030년까지 유럽의 생물 다양성을 회복을 

유럽연합 전체 목표로 설정하고 자발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전략 수립의 배경

￮ 2010년 수립된 EU 생물다양성 전략은 2020년까지 최소 15%의 퇴화된 생태계를 복

원하겠다는 자발적 목표를 세웠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함

￮ 손상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유럽연합 차원의 복원 

계획이 필요함

▮ 워크샵을 통한 의견 수렴

￮ 이를 위해 학계, 회사, 일반인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국가 간 합의가 이

루어 질 수 있도록 대규모 워크샵을 추진할 예정임

￮ 이 내용이 의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역 법 상정을 계획하고 있음

5) European Commission, (2022). EU restoration targets: Consultation Strategy. 2022년 5월 29일 
검색

6) European Commission, (2021). The European Green Deal,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qid=1576150542719&uri=COM%3A2019%3A640
%3AFIN/, 검색일: 2022.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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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유럽연합법 홈페이지(2021); 환경부(2021)

[그림 2-4] 유럽연합 그린 딜의 주요 요소

▮ EU 자연 복원계획: 2030 핵심강령7)

￮ 유럽연합은 「2030 생물다양성전략(EU Biodiversity Strategy for 2030)」을 통해 

2030년까지의 EU 자연 복원계획 핵심강령을 제시하고 있음

￮ 주요 내용으로 농경지의 10% 이상을 생물다양성이 높은 경관으로 도달하게 하고, 생

태적 원리를 고려하여 EU 전역에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으며, 25,000㎞ 이상의 강 

물길을 복원하고, 2만명 이상 도시에 대해서는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 또한 유럽연합의 2만명 이상의 모든 도시가 가입할 수 있는 「Green City Accord」를 

통해 대기, 수질, 자연과 생물다양성, 순환경제 및 폐기물, 소음 부문의 환경관리를 위

7) 환경부, (2021). 국토환경 녹색복원 종합계획 수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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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8)

자연 및 생물다양성 분야에서는 녹지 비율, 복원된 공공부지 비율, 도시 수관(Canopy) 면적 비율, 도심 

녹색 인프라에서 경작 식물의 경향 등이 포함되며, 이들 지표들에 대해 기준수치(baseline) 대비 목표 

수치를 정하고 3년마다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 할 것을 요청받음

<Green City Accord 홍보물> <Green City Accord 참여 도시 현황>

출처 : European Commission(2021); 환경부(2021)

[그림 2-5] 유럽연합의 Green City Accord 프로젝트

8) European Commission, (2021). Green City Accord,
https://ec.europa.eu/environment/green-city-accord_en, 검색일: 2022.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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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및 전라북도 녹색복원 정책 추진 동향

가. 국가 정책 동향

1)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관계부처 합동)9)

▮ 도시․국토 저탄소화

￮ 2021년 12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

에 달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3대 정책방향과 10대 과제,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포함하는 「2050 탄소중립」을 발표함

￮ 3대 정책방향 중 하나인 ‘경제구조의 저탄소화’에서 4번째 과제로 ‘도시․국토 저탄소

화’를 제시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개발제한구역 등의 그린 인프라의 보전과 재생 추

진, 맞춤형 탄소중립도시 조성, 훼손된 생태계의 녹색복원, 산림․갯벌의 생태자원을 활

용한 탄소 흡수기능 강화를 제시함

산림․갯벌분야 탄소 흡수기능 강화의 세부과제로는 탄소흡수력이 높은 수종으로 교체, 산림․갯벌․습지 복

원, 목재이용 활성화가 포함됨

▮ 흡수원(산림부문) 추진전략(산림청)10)

￮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전략 수립 시 탄소흡수원(산림)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산림청

은 흡수능력 증진과 흡수원 보전을 위한 전략을 마련함

￮ ‘자연기반 해법, 숲과 나무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의 비전을 설정하고 4대 정책 방향 

및 11대 핵심과제를 설정하였음

￮ 방향1) 신규 산림탄소 흡수원 확충을 위해 도시숲 조성확대, 유휴농지, 도시 유휴공간 

흡수원 확충, 원격관리 시스템 구축, 남북 및 해외 산림협력 사업을 추진함

9) 관계부처 합동, (2020).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10) 산림청, (2021).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림부문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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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2) 산림 탄소흡수능력 강화를 위해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도, 임업기계, 경제림 

재편 관련 산림순환 경영 활성화, 기후위기 대응 수종 선정 및 개발을 추진함

￮ 방향3) 기후위기 대응 미래수종 적용 확대를 위해 목제 제품의 단계적 이용, 산림바이

오매스 생산·공급 체계를 구축함

￮ 방향4) 산림탄소흡수원 보전·복원을 위해 산림보호지역 지정을 확대하고 산림훼손지 

정밀 조사, 산림복원 계획 수립을 추진함

                출처 : 산림청(2021)

[그림 2-6] 산림부문 2050 탄소중립 비전, 목표 및 핵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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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환경 녹색복원 종합계획(환경부)11)

▮ 수립 배경

￮ 정부는 훼손된 자연환경에 대한 생태계 복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부처별로 

생태복원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환경부는 기존의 생태복원 사업이 가진 한계점을 극복하고, 생태계 복원사업을 체계

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1년에 비법정으로 10년 계획기간의 「국토환경 녹색

복원 종합계획」을 수립함

▮ 비전과 목표, 4대 추진전략

￮ 국토환경 녹색복원 추진전략은 국토 ‧ 도시의 녹색복원을 통한 건강하고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 국토환경 확보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국토 및 도시 공간의 그린 인프라 구축

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그림 2-2 참조)

￮ 이를 위해 국토의 생태적 연결성 강화, 녹색공간의 다양성 확대, 국토의 건강성 증진 

기반 확보 녹색복원 추진 및 확산을 4대 전략으로 설정함

￮ 국토생태축 단절․훼손지역 복원과 생태적 연결성을 고려한 거점 생태계 확보, 

Blue-Green 통합․연계를 통한 다기능 복원과 생태계서비스 제공, 훼손지 진단평가 및 

도시 녹색복원, 녹색복원 추진 플랫폼과 도시생태현황지도 연계 등 12개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함

￮ 이행 기반으로 녹색복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부처간 협력 및 추진체계를 확

보하는 사항도 담고 있음

￮ 주요 목표로 국가보호지역을 CBD의 Post-2020 목표 이행 차원에서 2030년까지 육

상과 해상의 30%까지 확대하고, 생태축 단절․훼손지 2,499개소 중 2030년까지 30%

를 복원(5대 권역별 50개소)하며, Blue-Green 통합 녹색복원 거점을 2030년까지 15

11) 환경부, (2021). 국토환경 녹색복원 종합계획 수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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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함

￮ 이를 위해 하천, 산지, 농토 등 요소별로 구분되어 있는 개별법을 통합하고 사업 지원

의 가능성이 강조된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있음

출처 : 환경부(2021)

[그림 2-7] 국토환경 녹색복원 추진전략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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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0대 정부 국정과제

▮ 국정비전과 국정운영 원칙

￮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요구를 받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

라’를 국정 비전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6개 분야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비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①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②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③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④ 경제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⑤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⑥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⑦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⑧ 하늘 ‧ 땅 ‧ 바다를 잇는 성장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⑨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⑩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⑪ 문화공영으로 행복한 국민, 품격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⑫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⑬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⑭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⑮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⑯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⑰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⑱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⑲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⑳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프(2022)

[그림 2-8] 제20대 정부 110대 국정과제 비전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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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복원 관련 국정 목표와 과제

￮ 자연환경 훼손 및 복원과 관련한 정책은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와 관련하여 ‘⑯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와 관련됨

￮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생태공간 확충 및 야생생물 관리를 강화로 지속가능한 생태

계 조성을 과제로 제시함(국정과제 87)

생물다양성 우수지역의 보전 활동 지원을 위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를 

실행시키기 위한 광역 ‧ 도시 단위 사업이 뒤따를 것으로 예측됨

유휴지, 훼손지 등 생태복원으로 생활 속 생태녹지를 확충할 예정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을 시행(2024~)하고, 곰 사육을 종식(~2025)할 예정

￮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이 국

가 핵심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녹색산업 기술 육성 등이 지

역 환경사업의 주요한 기조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됨(국정과제 86)

‘지역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지역별 대표모델로 ‘탄소중립 그린도시 확산’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모두에게 안전하고 스마트한 새로운 

물 서비스 제공, 자연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이 주요한 환경부의 목표로 설정되어 있음(국정과제 87)

홍수·가뭄 등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물 관리를 위해 인공지능(AI) 홍수 예보, 댐·하천 디지털트윈 

구현(‘26년) 등 스마트기술 기반의 물 재해 예보·대응체계 구현에 집중할 계획

국가·지방하천 예방투자 확대로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 시키고 물 서비스 고품질화 및 지역 간 

격차를 해소시킬 예정

치수·생태·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명품하천을 조성하고, 물 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로 새로

운 부가가치 창출

노후화된 물 관리시설(상·하수도, 다목적댐) 정비및 현대화로 국민안전과 경제 활성화 동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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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 정책 동향

1) 전라북도 : 2030 전라북도 환경보전계획12)

▮ 계획의 성격

￮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전라북도의 환경 여건 및 특성에 적합한 환경보전계획을 수

립하는데 목적이 있는 이 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되어지며 국가 환경종합계획을 토

대로 삼고 있음

￮ 통합물관리, 미세먼지, 탄소중립, 생태서비스 등 새롭게 등장하는 환경이슈에 대하여 

전라북도 차원에서 갖추어야 대응체계와 세부과제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 계획의 비전 및 목표

￮ 전라북도는 2030 전라북도 환경보전계획에서 ‘지속가능한 생태문명사회 청정한 전라

북도’를 비전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자연을 보전 ‧ 복원하고 생태자원의 가치가 

높은 전라북도‘를 3대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음

￮ 이를 위한 전략으로 ‘생태환경 증진’, ‘생활환경 개선’, ‘회복탄력성 확보’, ‘지속가능한 

환경ㆍ경제ㆍ사회 통합’을 주요한 전략으로 설정하고 ‘생태환경 증진’을 위해 자연 총

량관리, 육상과 해양의 통합 관리에 관한 지표를 설정함

▮ 생태환경증진전략

￮ 이 전략은 생태환경정보, 생물다양성정보, 지리정보체계, 그린인프라 측면에서 제도화 

및 모니터링체계가 부족했다는 여건분석에서 시작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첫째, 생태환경과 정책의 초연결, 둘째, 생물다양성정보 관리체계

의 초지능화, 셋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연자원보전의 초융합을 추진전략으로 설정

12) 전라북도, (2021). 전라북도 환경보전계획(2021~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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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및 광역생태축 구축사업, 생물다양성정보 관리체계ㆍ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사업, 생태관광지 발굴ㆍ보호지역 현행화 추진 사업을 주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있음

추진전략 과제

생태환경과 정책의 초연결 ⇒
-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사업
- 광역생태축 구축 사업

생물 다양성정보 관리체계의 초 지능화 ⇒
- 생물다양성정보 관리체계 구축 사업
-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 사업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연자원보전의 초융합 ⇒
- 생태관광지 발굴 사업
- 보호지역 현행화 추진 사업

출처 : 전라북도(2021)

[표 2-1] 2030 전라북도 환경보전계획 생태환경증진전략을 위한 세부 과제

▮ 광역 생태축 구축사업

￮ 도로건설, 산림훼손, 직강화 하천 등을 비롯하여 행정력의 경계구분 등으로 인한 관리

압력 차이 등은 생태축의 주요 단절 요인으로 복원 또는 연계를 통해 건강성 회복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세부과제가 녹색복원과 맥을 같이하고 있음

￮ 과제내용으로 다음 4가지 사업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음

광역생태축 분석을 위한 산줄기, 물줄기, 서식지 연계성 분석

훼손지 복원을 위한 복원지역 도출

복원유형 및 복원 우선순위 도출

복원후 사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방안 도출

￮ 예산은 2026년까지 3단계로 구분하여 국비와 도비, 시군비를 매칭하여 실행하도록 계

획되어 있음

1단계(2022~2023) 생태축 분석을 위한 개념 정립, 정보수집 및 연계성 분석

2단계(2024~2025) 생태축 분석결과에 따른 복원지역, 복원유형, 복원 우선순위 도출

3단계(2026) 생태축 복원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 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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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계

합계 4 4 4 4 4

국비 2 2 2 2 2

도비 1 1 1 1 1

시군비 1 1 1 1 1

기타

출처 : 전라북도(2021)

[표 2-2] 광역생태축 구축 사업을 위한 예산계획

￮ 생태계 연결성의 확보를 통해 생물의 서식지를 확보하고 지역의 사회, 경제, 환경문제

로 나타날 수 있는 야생동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함

￮ 생태계 단절지역 복원 후 모니터링을 통해 야생동물 서식밀도, 로드킬, 농작물 훼손 

등에 관한 사항 조사를 통해 복원효과 검증 및 보완방안의 마련을 유도하고 있음

2) 전라북도 정책 : 민선 8기 도정 운영 방향13)

▮ 도정운영의 비전 및 목표

￮ 대기업 유치를 통한 성장엔진 활력과 일자리 창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 환경에 

대한 결실,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땅, 육아 교육의 땅, 기회의 땅 전북이 새

로운 도정 비전으로 설정됨

￮ 도정목표는 경제 ‧ 산업, 농생명, 문화 ‧ 체육 ‧ 관광, 새만금 ‧ 균형, 도민 ‧ 교육을 의미

하며 새롭게 도약하는 전라북도를 만들어 내기 위해 혁신 도정을 별도의 목표로 설정함

 

13) 제36대 전라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2022). 전라북도 민선 8기 도정 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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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제36대 전라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2022)

[그림 2-9] 전라북도 민선 8기 도정 운영 비전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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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제도 변화

▮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 환경부는 그동안 각 부처별로 다원화되어 추진했던 생태복원 관련 사업추진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토공간에 대한 녹색복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연환경보전

법」을 개정함(2021.1.5.)

“한반도 생태축 복원”, “도시생태축 복원”, “생태계 훼손지 복원(부담금 반환사업)” 등 그동안 사업별로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기존의 생태복원 관련 사업들의 한계를 극복

한국판 뉴딜 중 그린뉴딜에서 제시한 국토, 도시, 해양의 체계적인 녹색복원 사업추진 도모

￮ 이번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에서는 기존 생태복원 관련 사업(한반도 생태축 구축, 도시

생태축 복원 등) 이외에 “자연환경복원사업”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2023년 이후부터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후보지 목록을 구축하여 동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 3~6항에 자연환경복원사업 관련 조항을 추가(22년 6월 10일 시행)

￮ 또한 환경부는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국토공간에 대한 녹색복원 사업을 본격화

기 위해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함

생물다양성 보전․관리 사업, 야생생물서식지 복원사업, 생태통로 설치사업 등 개별적으로 추진되었던 사

업을 자연환경복원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통합 관리

기존 자연생태계 조사자료 등을 분석하여 전국 훼손지 실태를 파악하고, 복원의 시급성, 이해관계자 수

용성 등 추진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 후보지 우선순위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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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조항 내용

제2조(자연환경복원사
업 정의)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
  ․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자연생태/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 보전/관리 사업
  ․ 도시지역 생태계 연속성 유지, 생태계 기능 향상 사업
  ․ 단절된 생태계 연결, 야생동물 이동을 위한 생태통로 등 설치 사업
  ․ 습지보전법 제3조 제3항 훼손된 습지 복원(내륙습지)
  ․ 그 밖에 훼손된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복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45조의3(자연환경복
원사업의 시행 등)

다음 각 호 조사결과 토대로 훼손된 지역 생태가치, 복원 필요성 등 기준에 따
라 우선순위 평가하여 자연환경복원 필요한 대상지역 후보목록 작성

  ․ 자연환경조사(제30조), 정밀/보완조사 및 관찰(제31조)
  ․ 기후변화 관련 생태계 조사(제36조 제2항)
  ․ 습지보전법 제4조 습지조사, 그밖에 대통령령 조사
후보목록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할 수 있으며, 타 

사업 중복성 여부 등 관계 행정기관 장과 미리 협의
환경부장관은 후보목록 포함 지역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조치 권고, 이행 예산

을 지원할 수 있음

제45조의4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

의 수립 등)

환경부장관 및 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사업 필요성, 복원 목표, 사업 대상지역 위치, 현황분석,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용공법, 전문가 활용계획, 점검/평가, 유지관리
환경부장관이 사업계획 승인(관보 고시)
결과 보고 시점 및 결과 통보에 대한 사항

제45조의5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실적 보고/평가)

사업 시행자가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
환경부장관은 추진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용 차등 지원 가능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조사/분석 등을 관계 전문기관 의뢰 가능

제45조의6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관리)

환경부장관 및 사업 시행자는 복원사업 완료 후 복원 목표 달성 정도를 점검, 
결과 반영한 유지/관리

환경부장관은 시행자에게 유지관리 권고

[표 2-3]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2021.1.5.) 내용

    출처 : 자연환경보전법(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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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환경 훼손지 복원 선행연구 및 사례조사

가. 훼손지 복원 관련 선행연구

1) 훼손 유형별 생태복원사업 모델 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 사후관리 기술개발14)

▮ 국토환경 훼손지 도출

￮ 토지피복지도, 위성영상 등 다양한 환경공간정보와 생태학적 기준을 활용하고, 현장조

사를 거쳐 국토환경의 훼손지에 대한 복원 대상지역 303곳의 위치와 면적을 파악함

￮ 1단계로 생태적 기준에 따라 1~4순위의 생태적 복원 대상지역을 제시함

1순위: 국제협약 지정지역(람사르 습지,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2순위: 법적 보호지역(백두대간보호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과 별도관리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

호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자연공원, 자연유보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3순위: 국가 주요 생태축(백두대간, 비무장지대, 하천축, 연안·생태축)

4순위: Hotspot과 Source(도시생태현황지도 1등급)

5순위: 잠재적 훼손, 2차 피해지역, 자연재해 발생지역

￮ 2단계로 훼손 유형별 생태적 복원 대상지역을 선정함

1순위: 원지형 변형

2순위: 토양오염

3순위: 식생 훼손

4순위: 표층부 유실

5순위: 토양 이화학성 및 식생 쇠퇴

￮ 3단계로 복원 대상지역을 선정함

14)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21). 훼손 유형별 생태복원사업 모델 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 사후관리 기술
개발.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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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1).

[그림 2-10] 국토환경 훼손지 도출 과정

￮ 해당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지역의 훼손지로 총 18개 지역을 발굴하였으며, 이 중에서 

14곳의 훼손지(78%)가 연결성을 가진 광역생태축15) 내에 위치한 것으로 분석됨

￮ 또한 훼손지 유형별 평가체계 구축을 통해 유형별 복원 방안을 제시함

▮ 복원 대상지역 우선순위 설정

￮ 복원 대상지역 설정기준(생태기반환경 및 생태환경 반영)에 따라 복원 대상지역 243

개소를 도출함

생태기반환경: 원지형 변형, 표층부 유실, 토양 오염, 토양 이화학성 변화

생태환경: 식생 쇠퇴, 식생 훼손

￮ 복원 대상지역 243개소 중 광역생태축(제주도는 국제협약 지정지역과 멸종위기서식처 

반영)과 중복되는 91개소를 최종 복원 대상지역으로 설정함

전라북도는 총 10곳의 최종 복원 대상지역을 설정함

￮ 훼손 대상지별 복원 우선순위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복원 대상지역(총 91개소)별 우선

순위를 도출함

전라북도 10개소는 각각 16위, 24위, 25위, 26위, 27위, 28위, 29위, 30위, 35위, 87위로 도출됨

15) 환경부에서 2009년 구축한 광역생태축 관리지역과 겹치는 훼손지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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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지역 지번주소 면적(ha) 토지이용 훼손유형

16 전라북도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

산167-1
23.62 산림지역 원지형변형

24 전라북도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 

산275
0.64 산림지역 표층부유실

25 전라북도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북창리 

산49
0.53 산림지역 표층부유실

26 전라북도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

270-2
3.06 산림지역 토양오염

27 전라북도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산72-11
0.64 산림지역 원지형변형

28 전라북도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산54-3
3.11 산림지역 원지형변형

29 전라북도 전라북도 정읍시 내장동 7-1 0.69 산림지역 원지형변형

30 전라북도
전라북도 정읍시 부전동 

1065-14
4.25 산림지역 원지형변형

35 전라북도
전라북도 진안군 동향면 성산리

산125-1
1.01 산림지역 원지형변형

87 전라북도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옥정리 

47
0.83 농업지역 원지형변형

[표 2-4] 전라북도 지역의 훼손 대상지별 최종 복원 대상지역 우선순위 목록

출처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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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지역 자연환경 훼손 진단과 복원 방향16)

▮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 질 높은 자연환경에 대한 국민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연훼손지 복원이 필요함

￮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자연환경의 훼손을 어떻게 진단할 것인지에 대한 진단 틀을 

개발하고,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원칙 및 방향을 설정하고자 함

▮ 도시지역 자연환경의 훼손 진단

￮ 지구, 국가단위의 환경조사 대상 및 방법, 국토이용에 대한 모니터링, 주요 기관이 조

사하는 생태계 서비스를 종합하여 자연환경 훼손 체계를 구축함

생태네트워크(연결성) 평가항목의 경우 생태계의 원형 회복과 함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점녹지를 통

한 간접적인 연결성, 즉 도시민의 활용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연결성까지 포괄하는 개념임

￮ 유럽, 싱가포르의 도시 생물다양성 평가 지수를 활용하여 자연환경 훼손 진단을 위한 

대구분과 세부 진단 항목을 도출함

대분류 평가 세부항목

생태계 생태계 다양성, 생태계 분절정도, 생태네트워크(연결성)
생태계 서비스 공급서비스, 조절서비스, 문화서비스

경관 자연경관, 농업경관, 도시경관

야생동식물
생물상의 다양성, 야생동물의 풍부도, 토착식물종의 우점도, 핵심종의 풍부도, 

외래종의 유입정도
식생 식생의 다양성, 우점도, 연결성, 기능성

수생태계 구조적 건강성, 기능적 건강성, 수질오염 정도
토양ㆍ지형 토양유기물, 토양 생물다양성, 표토의 유실 정도, 지형의 원형보전 정도
도시농업 농업작물의 다양성, 경작규모, 도시양봉 활성화 정도

지속가능성 토지이용의 지속가능성, 시민들의 참여도, 환경 거버넌스
환경압력 인구 압력, 환경오염, 폐기물 생산

출처 : 명수정 외(2019)

[표 2-5] 도시지역 자연환경 훼손 진단을 위한 체크리스트 항목

16) 명수정 외(2019), 도시지역 자연환경 훼손 진단과 복원 방향. 한국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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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지역 자연환경 복원과 방향

￮ 시민 의식 조사17)를 통해 시민들이 생각하는 자연환경 훼손 여부의 파악에 필요한 조

사 항목으로는 공기의 질, 수질 오염 정도, 하천 자연성의 훼손 여부 순으로 응답함. 

조사 주체는 지방정부를 가장 높게 응답함

￮ 자연환경 복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자연환경의 유형에 대해서는 인공녹지, 자연녹지, 

작은 소하천, 호수나 연못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복원 지불의사에 대해서는 56.7%가 

긍정적으로 대답함

▮ 도시지역 자연환경 복원 원칙과 방향

￮ 도시 자연에 대해서는 야생의 자연보다 덜 긍정적으로 대답한 의식의 한계와 지속가

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유럽의 복원 원칙을 반영하여 다섯 가지 원칙 제시

￮ 첫째, 자연성의 회복을 통한 자연스러움의 추구

￮ 둘째, 도시 내 생물다양성의 증진. 이를 위해서 도시계획과 생태복원 사업을 결합하여 

추진할 필요가 높음 

￮ 셋째, 도시농업의 확대. 도시 농업의 활성화는 자연스럽게 도시 내 자연환경적 요소를 

도입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되고 있음. 특히 토양 보존과 도시 수문학, 미기후 

개선, 그리고 도시의 생물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음

￮ 넷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효율과 회복력의 증진. 기후변화는 전 세계인이 대응해야 

하는 범지구적 문제인 만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 반영되어야 함

￮ 다섯째, 지속가능한 발전의 도모. 자연자원과 에너지 소비량 및 폐기물 발생량이 높은 

도시일수록 지속가능성이 결합되어야 토지 황폐화를 막을 수 있음 

17)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에 근거하여 비례할당 추출한 1,000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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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산림 훼손지 현황분석과 복원관리방안18)

가) 배경 및 필요성

￮ 도시지역의 산림 내부 및 진입부가 훼손되어 산림의 양적 감소와 함께 생태ㆍ경관적

인 질적 하락이 발생하고 있음.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임목 훼손 시 사고지

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어 있으나 임의 해석이 가능하고 구체적이지 않음

￮ 본 연구는 서울시 산림 훼손의 유형과 특성을 조사하고 이를 고려한 산림 훼손지 관

리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산림훼손에 대한 의식조사

￮ 서울시 산림훼손의 주범으로 주거지역의 확대, 건축물 조성, 개발행위 등의 도시개발

사업이 산림훼손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으며, 시민의 과도한 이용, 관리 미흡, 산림 

내 경작이 뒤를 이음

￮ 산지의 공원화도 산림수종이 조경수종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자연 생태를 훼손시키는 

개발사업으로 간주되며 산림 포함 면적의 최소화만이 훼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임

￮ 관리가 필요한 산림 훼손 유형으로 인위적 훼손에 대해서는 (무단) 경작지, 산림을 포

함하는 개발사업지, 물건 적치 및 방치 순으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자연적 훼손에 대해서는 입목 훼손, 산불발생, 나대지 및 개활지, 병해충 및 수목고사, 

풍수해 등이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 산림 훼손 현황

￮ 서울시 산림 훼손지는 전체 면적의 1.73%에 해당하고 있으며 재해, 임목훼손, 나대지 

및 개활지, 물건적치 등 모두 산림 인접부에 발생하고 있음

￮ 훼손 유형으로는 경작으로 인한 훼손이 전체 면적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해, 수

18) 송인주 외(2021). 서울시 산림 훼손지 현황분석과 복원ㆍ관리방안.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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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고사, 임목훼손으로 인한 훼손지가 전체의 18.3%를 자치하고 있음

▮ ‘서울시 산림 훼손지 복원ㆍ관리 가이드라인’ 제시

￮ 서울시 산림훼손 복원의 기본원칙 및 방향을 첫째, 자연성을 고려한 산림 복원, 둘째, 

활용적 측면을 고려한 공원녹지 조성 두 가지로 구분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개발사업으로 인해 산림 훼손이 발생하여 사업대상지 내 대체지 조성이 어려운 경우

에는 사업지구 외부에도 대체 부지 조성이 필요함

￮ 복원 방법에 대해서는 대상지 특성 및 면적, 배치 및 형태, 식재, 색물종, 사용재로 등

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구분 내용

개념
· 산림 본래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입은 지역을 훼손 이전의 자연환경으로 복원하여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

대상지 
조건

· 훼손지 주변이 산림으로 둘러싸여 있는 경우(산림지 내부에 위치한 경우)
· 산림 인접부에 위치하더라도 자연림이 우점하고 산림 이용 인구가 적은 훼손지

대상지 
예시

· 경사도가 큰 산림 내부에 위치
· 산림 위요지역으로 접근성이 떨어

짐(등산로 미연결)
· 주변 자연림 우점
· 국유지 일부 중첩

고려
사항

· 산림 훼손지 중 산림 인접부에 위치한 국유지와 사유지를 우선적으로 복원 대상으
로 설정

출처 : 송인주 외(2021)

[표 2-6] ‘자연성을 고려한 산림복원’ 가이드에 대한 서울시 예시

▮ ‘서울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개정

￮ 서울특별시는 ‘복원’의 개념을 강조한 ‘서울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개정안을 제시하고, 

‘도시계획 조례’에서 임야로 지정되어 있는 임목 훼손지 대상 등 법적 해석이 애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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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의 수정안을 제안함

현행 개정(안)

제33조(자연생태계의 복원) 제33조(자연환경의 복원)

① 시장은 생태 ‧ 경관보전지역, 보호구역 및 철새
보호구역 등과 생물다양성이 높은 녹지‧하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연생태
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복원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
로서 생태 ‧ 경관보전지역, 보호구역 및 철새보호구
역 등과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적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자연환경 복원을 할 수 있다. 

1. 도로의 개설 등 개발에 의하여 생태계가 파
괴된 지역

2. 외래 동‧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3. 시민의 과도한 이용으로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4. 자연재해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1. 생태축이 단절‧훼손되어 연결‧복원이 필요한 지역
2. 외래 동‧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3. 과도한 이용으로 훼손된 지역
4.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로 훼손된 지역
5.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포장 등 도시의 인공적

인 조성으로 도시 내 생태면적(생태적 기능 도는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을 말한다)의 확보
가 필요한 지역

6. 그 밖에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연생태계 훼손지역에 대
한 조사결과, 우선적으로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그 훼손원인을 조사‧분석
하고, 지역별 복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지역에 대한 조
사결과, 우선적으로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
역에 대하여 그 훼손원인을 조사‧분석하고, 지역별 
복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자연환경을 복원할 때에는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및 생태계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축적된 과학적 지
식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지역주
민‧시민단체‧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 복원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자연환경복
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목적
 3.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내용 및 기간
 4.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효과
 5.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재원조달계획
 6.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관리계획 

출처 : 송인주 외(2021)

[표 2-7] 서울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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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 훼손지 현황ㆍ복원성과에 대한 정량적 지표 마련

￮ 훼손지 현황과 복원 성과를 정량적 지표로 만들어 향후 정책적 성과로 활용될 수 있

는 기반이 필요함

￮ 이는 산불 예방 강화 등을 위해 수립하는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 등 타 계획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4) 당진시 산림생태축 훼손지역에 대한 우선복원대상지 발굴19)

▮ 광역 산림생태축과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활용한 복원지역 선정

￮ 충남에서는 국가 산림축의 맥을 이을 수 있는 충남 광역 산림생태축을 충남 자체에서 

설정 하여 보전・관리하고 있음

￮ 2009년 당진을 시작으로 2014년 아산까지 충남의 15개 모든 시・군에서는 도시생 

태현황지도(비오톱지도)를 구축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2차 작성을 추진 중에 있음

￮ 충남 광역 산림생태축에 해당하는 산림은 충남 광역 차원에서 보전관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을 의미하며, 그 외 산림은 각 지역 차원에서 중요성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보전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09년 1차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지도)를 구축한 후 2017년 2차까지 완료한 상태

로서 비오톱Ⅰ등급 지역은 당진시 전체 면적의 12.2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09년도와 비교해볼 때, 2.5% 수준에 불과하던 Ⅰ등급이 12%까지 증가한 것은 

2009년에 설정되지 않았던 당진시 지역산림생태축이 이번에 반영되었기 때문임

￮ Ⅰ, Ⅱ등급의 총면적은 당진시 전체의 25% 수준으로 타 시ㆍ군(Ⅰ등급 : 15~25%, Ⅱ

등급 : 25~30%)에 비해 부족한 면이 있으며, 따라서 급격한 개발위험에 노출되어 있

는 Ⅲ등급 지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실정임

19) 사공정희 외(2019). 당진시 산림생태축 훼손지역에 대한 우선복원대상지 발굴. 충남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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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원 우선순위 선정

￮ 분야 6개 지표에 대한 최종합산평가 결과, 당진시의 최우선 복원순위 산림은 대체로 

지역산림생태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6개 지표는 산림생태축, 지역산림중요도, 로드킬 발생범위, 로드킬 야생동물종, 국가지정 복원순위, 충

남지정 복원 순위임

￮ 따라서 당진시는 지역산림생태축의 연결성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복원우

선순위에 따라 해당산림 주변의 단절(훼손)지역을 복원(연결)하는 것이 필요함

￮ 당진시 산림생태축의 우선복원 후보지를 선정해본 결과, 지역산림생태축 상의 단절구

간에 해당하는 정미면사무소 일대가 ‘최우선순위 산림-최우선순위 산림’으로서 가장 

복원의미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었음

￮ 두 번째로는, 당진영덕고속도로(30번)에 의해 단절된 아미산 서남쪽  일대의 ‘최우선

순위 산림-차순위 산림’을 선정할 수 있음

￮ 세 번째로는, 32번 국도에 의해 단절된 시가지 동쪽 산림을 들 수 있는데, 이곳은 ‘차

순위 산림-차순위 산림’간의 연결에 해당함

￮ 네 번째로는, 38번 국도에 의해 단절된 당진시의 북서쪽 산림을 선정하였으며, 이곳은 

‘차 우선 산림-차차우선 산림’을 연결하는 곳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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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사공정희 외(2019) 

[그림 2-11] 당진시 생태축 우선복원 후보지 분포도

▮ 훼손 산림생태축 복원방안 제시

￮ 제1지점 : ‘최우선순위 산림-최우선순위 산림’ 훼손지역 

최우선 복원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정미면사무소 일대는 산림주변이 농지로서 단절에 의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생태통로 설치가 시급하지는 않다고 판단

￮ 제2지점 : ‘최우선순위 산림-차순위 산림’ 훼손지역

당진영덕고속도로(30번)에 의해 단절된 아미산 남쪽 일대로 차량통행이 많고 단절된 산림의 경사가 심

하며, 고라니와 삵의 이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육교형 생태통로 설치가 시급하다고 판단됨

￮ 제3지점 : ‘차순위 산림-차순위 산림’ 훼손지역 

시가지 주변에 위치하는 제3지점은 그 자체가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점은 아니나 32번 국도에 의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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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되어 통행량이 많아 야생동물 이동통로가 필요하며, 지역민의 교통안전을 위해서도 시급하다고 판단됨

￮ 제4지점 : ‘차순위 산림-차차순위 산림’ 훼손지역 

제4지점은 38번 국도에 의해 단절된 소규모 산림이지만 삵과 고라니가 분포하는 중요 지점이므로 제2

지점과 같은 육교형 생태통로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5) 충남 광역산림생태축 존속을 위한 지역산림생태축 보전ㆍ관리 전략20)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충남 광역차원에서 생태축의 계획은 정확한 경계까지 표시될 정도로 세세하게 수립되

어 있으나 15개 시ㆍ군의 중요 산림이 반영되지 않아 지자체의 자료로 활용하기에 한

계를 보이고 있음

￮ 이를 위해 도 차원에서 제시되어 있는 대규모 N자형 광역산림생태축을 각 시ㆍ군에 

대한 국가적ㆍ지역적 차원의 다양한 계획에 과학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구체

성과 현실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충남의 주요산림 선별 및 경계 설정

￮ 충남의 주요 산림은 경관생태적 측면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된 비오톱 Ⅰ등급 산

림으로 한정된 1,000여개를 대상으로 지적에서 산과 임야로 지정되어 있는 모든 격자

를 추출함

￮ 산림의 외곽에 분포하는 격자의 경우, 비오톱 Ⅰ등급 산림이 해당 격자의 50% 미만인 

경우 산림의 범위에서 제외함. 그 결과 총 405개가 주요 산림으로 나타남

▮ 충남의 주요산림 가치 평가를 위한 지표 선정

￮ 개별 산림의 생태가치, 주변 산림과의 연계기능, 산림에 대한 도민정서 3가지를 기준

20) 사공정희 외(2016), 충남 광역산림생태축 존속을 위한 지역산림생태축 보전ㆍ관리 전략, 충남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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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삼고 비오톱등급, 멸종위기야생동물 출현정도, 광역ㆍ주변산림과의 연결성, 주요

수원 발원지, 시군 주요 명승지를 척도 평가함

▮ 충남 산림생태축 세부 설정

￮ 지역별로 설정된 세부 산림생태축을 각 시군 산림면적과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시군이 

현재 산림면적의 40~50% 정도는 우선적으로 보전ㆍ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의 전체 면적과 비교할 경우 계롱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에서 지역전체면적의  

20~30% 정도로 나타남

￮ 이를 종합해 보면, 충남산림 전체의 50%, 충남지역의 전체의 25%가 우선보전 및 관

리가 필요한 산림생태축으로 나타남

출처 : 사공정희 외(2016)

[그림 2-12] 지역산림생태축 설정을 위한 각 시‧군 산림보전 우선순위

▮ 정책제언

￮ 지금까지 핵심골격만을 가지고 있던 충남광역산림생태축의 한계에서 벗어나 생물종다

양성 증진을 위한 시군단위 세부 기준 설정의 방향이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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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광역ㆍ지역산림생태축 보전ㆍ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보호지역지정, 산

지 관련 토지이융규제 방안 마련, 지역산림생태축 대상 주민참여 지역기반 산림관리 

적용 및 확산이 필요함

6) 시사점 도출

￮ 자연환경 훼손지의 체계적 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의 법 개정이 2022년 1월 추진 

되는 등 자연환경 복원사업 추진여건이 마련되고 있음

￮ 그러나 자연환경 훼손지에 대한 평가 기준이 수립되지 않아 경관 훼손, 지역산림 중요

도, 로드킬 등 연구서 별로 상이한 평가 체계를 사용하고 있음

￮ 특별히, 녹색복원의 대상지 선정, 평가 기준, 우선순위 설정 등 복원사업 추진 방법과 

관련 기준이 이제 연구되기 시작하였으며, 아직까지 공론화되지 못한 실정임

환경부는 3년간(2018~2020) 전국의 훼손지와 복원 대상지를 선정하고, 생태계 유형별 복원 사업의 추

진을 위한 평가체계와 사후관리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환경공간정보 등 원격탐사 중심의 분석 방법 

특징상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사업 추진에는 한계 발생

￮ 충남이 2007년부터 광역생태축 보전관리 필요성을 인식하여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시․
군 단위의 생태축 관리로 공간적 영역을 세분화 시켰으나, 시․군 단위에서 추진하는 

자연환경 복원사업에 대한 시급성과 타당성을 가늠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또한 자연환경훼손에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도시개발사업이 거론되고 있고, 복원사

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훼손지 현장에 대한 확인 및 평가가 수반되어야 하나 일부 연

구사업을 제외하면 훼손지에 대한 현황 파악을 병행한 과제는 부족한 실정임

자연환경 복원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대부분 전문가 의견 수렴과 설문조사에 의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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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연환경 훼손지역 생태복원 사례

1) 폐 채석장 복원사례

가) 영국 에덴 프로젝트21)

▮ 개요

￮ 에덴 프로젝트가 추진된 영국 콘월의 보델바는 도자기 산업이 발전했던 곳이나 산업

혁명이후 도자기 산업이 쇠퇴하면서 지역경제가 침체하고 폐광이 방치됨

￮ 에덴 프로젝트는 훼손된 자연생태 재생의 필요성과 더불어 식물들을 위한 기후 조성,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한 드라마틱한 건축 경관, 식물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조성됨

구분 주요특징
방문자센터 · 갤러리, 조망데크, 입장홀, 커피숍, 판매점, 식물전시 판매 등
열대성 온실 · 열대우림의 식물 전시관으로 면적은 15,600㎡에 이름

지중해성 온실
· 지중해성 기후대인 지중해지역, 캘리포니아, 남아프리카 지역 식물 전시 

6,540㎡

링크
· 기념품 매장 : 가든 용품, 환경친화적 기념품, 재생용품 등 판매
· 레스토랑, 편의시설

야외 온실 · 온대지역의 식물, 차, 라벤더, 대마, 해바라기 등을 전시
코어 ·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한 강의실, 전시실, 식당 등으로 구성

지그재그산책로 · 관람객을 온실과 코어로 유도할 수 있는 지그재그 경사로
출처 : 박철희(2016)

[표 2-8] 에덴 프로젝트 주요시설 및 특징

▮ 건축ㆍ전시ㆍ프로그램의 특징

￮ 에덴 프로젝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열대성ㆍ지중해성 온실은 단순한 돔으로 되어 

있으나 세부적으로는 육각의 벌집 모양을 취하고 대중적이지 않은 ETFE foil22)을 사

용하여 시공단계에서부터 많은 주목을 받음

21) 박철희(2016).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영국의 에든 프로젝트. 충남연구원 해외리포트 참고

22) 마모 및 방사선 저항성이 우수한 반투명 소재로 기존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고강도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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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핵심이 되는 열대성 온실은 4개의 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물을 이용한 식재

료, 가옥을 통해 식물과 인간의 관계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임

￮ 지중해성 온실은 향기가 나는 식물군을 중심으로 체험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약이나 

의학을 테마로 한 약초나 민간요법을 전시하고 있음

￮ 자연속의 놀이, 생태학습이 가능한 어린이 문화교육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 

스케이트장, 공연장 등에는 계절별 음악공연, 여름밤 생태 탐험 프로젝트를 개최하여 

관람객을 유치하고 있음

▮ 사업의 효과 및 의의

￮ 2005년 개장 이후 10년 동안 1백만 파운드 이상의 부가가치 효과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3백만명 이상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남

￮ 폐광산의 녹색복원이라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 지역 서비스의 신설, 지역 고용창출에서

의 발전을 이끌어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전략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함

￮ 에덴 프로젝트의 성공은 첫째, 팀스미트(Tim Smit)라는 리더십을 가진 인적자원과 남

서부 지역개발지구의 적극 개입, 둘째, 방송과 출판 미디어를 통한 홍보마케팅의 극대

화, 셋째, 수준 높은 전시와 품질의 유지로 높은 재방문 비율에서 찾을 수 있음

에덴 프로젝트 조성 전 에덴 프로젝트 현 모습 에덴 프로젝트 투어 맵

출처 : 에덴프로젝트 홈페이지23)

[그림 2-13] 폐 채석장 활용 사례 : 에덴 프로젝트

23) 에덴프로젝트 홈페이지. (https://www.edenprojec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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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포천 : 포천아트밸리24) 

￮ 포천 아트밸리는 과거 국가 주요 기관 건물에 사용될 만큼 아름답기로 유명한 ‘포천

석’을 채취했던 곳으로 1960년대부터 30년간 화강암 채석이 활발하게 이루어짐

￮ 1990년대 이후 값싼 수입품에 의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어 폐 채석장이 되었으며 

30년 동안 방치됨. 2004년 포천시가 채석장을 매입하고(216,580㎡) 활용계획을 수립

하면서 본격적인 복원 활동이 시작되었음

￮ 훼손된 자연경관을 친환경적으로 복구하고 일부는 과거 경관을 그대로 보존함. 근대산

업 유산의 흔적을 최대한 남기는 한편, 문화예술 기능을 적극 도입하여 역사와 생태, 

문화예술, 교육이 한자리에 있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

￮ 야외ㆍ실내로 구분되는 관림시설과 편의시설로 구분됨

야외 관람시설 : 천주호, 조각공권, 하늘정원&돌음계단, 산책로, 조형물

실내 관람시설 : 아트밸리 천문과학관, 교육전시센터, 돌문화홍보 전시관

편의시설 : 식당, 전망카페, 매점, 모노레일, 야외공연장 

￮ 포천아트 밸리는 2017년 기준 연간 방문객 50만 명이 넘는 경기도 대표 명소로 자리

잡았으며 무장애 관광지로 휠체어 장애인의 방문율이 높음

폐 채석장 모습 복원된 채석장 천추호 포천아트밸리 조감도

자료 : 포천아트밸리 홈페이지

[그림 2-14] 폐 채석장 활용 사례 : 포천아트밸리 

24) 포천아트밸리 홈페이지. (https://artvalley.po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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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 기반시설 복원 사례

가) 쓰레기 매립장 복원 : 대구 수목원25)

￮ 1985년 조성되어 1990년까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되다 이후 8년간 방치된 매립장

을 지역민이 활용할 수 있는 생태 교육의 장으로 변경한 사례임

￮ 환경부가 ‘00년 초반 한시적으로 추진한 ‘자연생태복원 우수사업 선정’ 사업에 선정되

어 5개년 동안 사업비 총 10,986백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조성한 면적은 24만7천㎡에 

이르고 있음

￮ 시설물은 수석실, 선인장온실, 양묘온실, 관찰로, 화장실,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메인 시설인 야외전시장이 21개소 220,000㎡로 드넓게 펼쳐진 구조임

￮ 유치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자연교육지도자양성, 청소년 자연학교, 어린이자연체험교실

이 있으며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조경수목관리자 양성 과정을 추진하고 있음  

￮ 개원 11주년을 맞이한 2013년 기준 수목원에 자생하고 있는 나무는 450종 15만 그

루, 꽃을 비롯한 초본은 1,300여종까지 확대 되고 연간 방문객 170만 명이 찾는 지

역명소가 된 것으로 나타남

￮ 방치된 쓰레기 매립장이 친환경 시설로 정비되어 지역명소로 자리 잡은 대표적 사례

로서 하드웨어 정비와 소프트웨어 정비가 결합하여 추진된데 의의가 있음

수목원 조성 전 모습 현재 수목원 모습
출처 : 환경부. 연합뉴스(2013.06.)26)

[그림 2-15] 쓰레기 매립장 복원 사례 : 대구 수목원

25) 환경부 대구수목원 생태복원 우수사례(2003)

26) ‘상전벽해’ 대구수목원...도심 생태복원 모범.(2013.06).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30605121700053 



48 ∙ 전라북도 자연환경 훼손지역 녹색복원 추진방안 연구

나) 폐 정수장 복원 : 서울 선유도 근린공원27)

￮ 한강 중심부에 자리한 선유도는 조선 시대까지 선유봉이라는 작은 산이었으며 ‘신선이 

놀던 산’이라는 뜻으로 한강 절경 중 하나로 손꼽혔음

￮ 일제강점기 개발로 인해 폐허가 된 선유도는 1978년 시민이 마실 물을 공급하기 위

한 정수장으로 개발되었음

일제강점기, 대홍수가 발생하자 한강의 범람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선유도 봉우리를 잘라 그 암석과 흙

으로 둑을 쌓고 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선유봉의 수난이 시작되었음. 선유봉 주변 시멘트 옹벽

이 세워졌고, 한강제방도로 건설 작업을 위해 선유봉 앞 모래를 퍼 사용함

￮ 펌프실과 여과지, 침전지 등 정수장 구조물이 들어선 선유도는 2000년 수질악화 등의 

이유로 폐쇄된 뒤, 2002년 수질정화원, 선유도이야기관, 녹색기둥의 정원, 수생식물

원, 시간의 정원 등이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함

￮ 정수장 기능의 핵심공간인 지하수조 부분을 드러내, 공원의 활동을 담고 주제를 전달

하는 공간으로 재활용함. 섬의 미관을 해치는 몇몇 건물들은 철거하되 그 자리를 수목

으로 대치해 장소의 흔적을 살림. 정수장 구조물을 가장 온전하게 남겨 그 속에 자라

는 식물들로 인해 시간의 흔적을 체감하기 쉬운 장소로 평가받을 수 있게 함

￮ 선유도는 사진 촬영 명소로 소문이 높은데 전망대에 서면 정면에 북한산과 남산이 보

이고, 왼편에는 국회의사당과 행주산성 등이 조망되기 때문. 전망대뿐 아니라 정수장 

시절 취수탑을 개조한 카페테리아, 팔각지붕의 선유정도 좋은 명소임

￮ 옛 정수장의 일부 기능이 살아 있음. 한강에서 취수한 물에 약품을 넣어 응집시킨 오

염물질들이 가라앉혀 공원 전체로 공급하고 있으며 이 물은 물 놀이터와 수생식물을 

키우는데 활용하고 있음

￮ 공원 곳곳에 쉼터와 잔디밭이 있어 아이를 동반한 가족 나들이 코스로 인기가 높으며 

낮 시간도 좋지만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저녁 나들이 코스로도 인기가 높음

27) 3. 환경재생 생태공원 된 ‘페 정수장’.(2019.10).[경북일보].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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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정수장 구조물을 완전히 철거하지 않은 채 다듬는 방법을 선택해 건물의 벽과 기

둥은 시간을 거듭할수록 낡아가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콘크리트 사이에 원추리와 물푸

레나무 등 각종 식물들이 피어 생태 자생력을 확보함

취수장 모습 현재 선유도 근린공원 모습

출처 : 좌-선유도 근린공원 홈페이지28), 나머지 - 저자 촬영

[그림 2-16] 폐 정수장 복원 사례 : 서울 선유도

다) 남산 역사문화부지 복원 : 서울 남산예장공원29)

￮ 서울 남산예장공원 부지는 조선시대 군사들의 무예훈련장(예장)과 녹천정, 주자소 등이 

있던 곳으로 여러 시대를 아우르는 역사가 켜켜이 쌓여있는 곳임. 일제강점기에는 조

선 침략의 교두보인 통감부와 통감관저가 설치되고 일본인 거주지가 조성되면서 훼손

되었으며 1961년 이후에는 중앙정보부 건물이 들어서면서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고립된 장소가 됨

￮ 서울시는 남산의 자연경관을 가리고 있던 옛 ‘중앙정보부 6국’(서울시청 남산별관) 건

물과 TBS교통방송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13,036㎡ 녹지공원을 조성  

￮ 남산 예장자락이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공간이자 시민의 쉼터, 명동 등 인근 지역과 

연결되는 관광 허브로 복원돼 ‘남산예장공원’이라는 이름으로 2021년 정식 개장함

￮ 공원 하부(지하)에는 남산 일대를 달리는 친환경 ‘녹색순환버스’가 정차하는 환승센터

와 40면 규모의 관광버스 주차장을 조성함. 온 집안이 전 재산을 들여 독립운동에 나

섰던 우당 이회영과 6형제를 기념하는 공간인 ‘이회영기념관’도 개관함

28) 선유도 근린공원 홈페이지(http://parks.seoul.go.kr)

29) 남산 예장자락에 ‘서울광장 2배’ 공원개장...(2021.06).[내손안에 서울].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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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을 기념해 100년 전 우리 독립군의 봉오동‧청산리 대첩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체코군단의 무

기가 처음으로 공개되는 특별전이 열림 

￮ 엘리베이터를 통해 상부 녹지공원으로 진입하면 소나무 숲 사이로 나무 데크를 깔아 

조성한 산책로인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오솔길’로 이어지며 오솔길 끝은 산속 구름다

리를 지나 ‘기억의 터’와 바로 연결됨

기억의 터는 경술국치의 현장인 통감부 청사 터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리는 쉼터를 조성한 공

간으로 1만 9,754명의 모금으로 조성한 공간에는 슬픈 역사를 기억하고 화해하고 치유하는 의미를 담

은 여러 조형물과 이곳이 통감관저 터임을 알리는 비석이 자리하고 있음

￮ ‘기억 6’ 건물은 거대한 붉은색 우체통 모양으로 솟아 푸른 녹지와 대비되며 시선을 

집중시키는 건물로 군사정권 시절 불법 연행과 고문 등 각종 인권 유린을 자행하던 

중앙정보부 6국이 있던 자리에 지어져 과거 인권 침해의 역사를 기억하는 공간으로 

조성됨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한쪽 벽에 당시 중앙정보부 직원의 이야기를 가상으로 재현한 영상이 나오고, 다

른 쪽 벽에는 피해자들의 절규를 형상화한 글귀가 흐름. 입구 반대편 난간 너머 아래쪽으로 보이는 좁

은 사무실에는 인권 유린의 현장이던 취조실을 당시 모습 그대로 재현함

￮ 어두운 역사의 현장을 푸르른 쉼터로 바꿔 놓은 것만큼이나 서울의 중심인 명동과 남

산의 자연을 도보로 연결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남산예장공원은 공간 재

생의 관점에서 의미가 큰 공간임

남산 예장자락 정비 전 남산예장공원 ‘기억 6’ 건물 남산예장공원 수변시설

출처 : 좌 - 내손안에 서울(2022)30). 나머지 - 저자촬영

[그림 2-17] 남산 역사문화부지 복원 사례 : 남산예장공원

30) 남산 예장자락에 ‘서울광장 2배’ 공원개장...(2021.06).[내손안에 서울].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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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 산업시설 복원 사례

가) 폐 제철소 복원 : 장항 송림 산림욕장31)

￮ 장항제련소는 일제강점기인 1936년 우리의 광물자원 수탈을 위해 설립됐음. 이 시설

은 장항에 인구를 불러와 도시를 발전시키는 주요한 원동력이었으며 장항제련소에서 

만들어진 금 생산물은 국제 통화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알려짐

￮ 장항제련소는 광복 이후 1948년부터 1971년까지 국가에서 운영했으며, 1971년 민영

화되면서 1989년 6월까지 운영되다가 용광로를 폐쇄와 함께 운영이 종료됨

￮ 1936년부터 1989년까지 제련소 굴뚝을 통해 중금속 물질이 비산돼 주변지역의 토양

오염과 농작물 피해를 유발하는 등 환경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정부합동으

로 ‘구 장항제련소 주변지역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2009)’의 계기가 됨

￮ 환경부와 환경공단은 중금속으로 오염된 부지를 매입해 지역주민을 이주시키고, 오염

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산업화로 인한 환경피해의 상처를 지우기 위한 사업을 시작함

￮ 매입구역 사업대상지인 제련소 반경 1.5㎞이내 지역은 비소 등 중금속의 오염정도가 

심해 거주민에게 환경피해가 우려됐던 곳으로, 정부는 거주민 이주를 장려하고 건강상 

위해를 차단하기 위한 토지매입을 적극 지원함

￮ 매입구역 정화는 오염토양을 세척해 오염물질을 분리하는 ‘토양세척법’을 적용하였으

며 정화는 직접적인 토양세척과 식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해성평가’를 동시에  

수행한 특징이 있음

위해성평가 결과에 기반한 토양정화는 오염토양 상부를 청토로 복토해 중금속 오염물질의 비산을 방지

하거나, 중금속 제거 효율이 높은 식물 재배 등 대안공법을 도입함으로써 오염토양의 위해성을 낮추는 

방법이 사용됨

￮ 더욱이 대안공법으로 정화사업을 진행하면서 송림 숲의 소나무 13만여 그루도 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남게 됨

31) 장항 송림숲, 토양정화 모델로 복원.(2017.10.05.). 뉴스통신.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60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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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토양정화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오염토양 굴착이 필요하고, 토양 상부의 소나무 등에 대한 벌목이 

불가피하지만 대안공법 적용으로 벌목할 필요가 없어져 수령 50년이 넘은 13만여 그루의 소나무를 보

존하면서 토양 정화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토양정화가 완료이후에는 이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조망점과 일제강점기의 역사

적 스토리를 결합시킨 스카이워크가 설치됨. 스카이워크 바로 뒤 국립 생물자원관이 

입지하면서 교육, 자연생태의 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된 공간으로 변화함

￮ 2018년 스카이워크 방문객이 100만을 넘고 2021년 한국관광공사와 전국관광기관협

의회가 선정한 ‘2021년 친환경 추천 여행지’에 선정되는 등 이미지 변신에 성공한 것

으로 평가됨32)

￮ 2021년에는 ‘장항 오염정화토지 활용방안 기본구상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대한민국 

최초 브라운필드 활용 생태습지 조성’, ‘일제강점기 문화유산 활용’, ‘지역상생을 유도

하는 생태습지조성’을 목표로 총 15건 6,423억 규모의 사업 구상을 완료하였으며 환

경부와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폐 장항제철소 모습 보존된 소나무 산림과 스카이워크 

출처 : 서천군청(2022)33)

[그림 2-18] 폐 제철소 복원 사례 : 장항 송림 산림욕장

32) 서천군, 장항스카이워크와 송림산림욕장 친환경 여행지 선정.(2021.12.09.).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1209101258138

33) 서천군청 홈페이지(https://www.seo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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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폐철도 복원 : 부산 ‘그린레일웨이’34)

￮ 부산 그린레일웨이는 1935년 개설된 동해남부선이 2013년 폐선 됨에 따라 산책로로 

전환하고 해변열차를 운영하는 지역명소화 사업을 통칭하고 있음

2013년 동해 남부선복선전철화 사업의 하나로 올림픽교차로-동부관광단지입구 구간을 장산을 통과하는 

직선구간으로 옮기면서 폐선이 발생되었음

￮ 2015년 그린레일웨이가 착공하여 2021년 길이 9.8㎞에 이르는 걷기 코스가 완공되었

으며 중간 미포~송정 4.8㎞ 구간에는 민자사업개발 관광시설인 ‘블루라인파크’가 운영

을 시작함

￮ 미포~청사포 외 구간은 거주민이 산책할 수 있는 공간으로 8차로 광로 변, 아파트 단

지 속 등을 통과하고 아직 포장이 되지 않은 자갈길이 남아있어 독특한 경관을 체험

할 수 있게 함

￮ 미포~청사포 구간은 해운대를 찾은 관광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간으로 해변열차

를 타고 송정해수욕장의 수려한 해상자원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으며 ‘달맞이

재’ 열차터널, 청사포다릿돌전망대, 몽돌해변 등을 만날 수 있음

청사포다릿돌전망대는 높이 20m에 바다쪽으로 72.5m 들어선 전망시설로 바닥을 보호하기 위해 신발

위에 덧신을 신고 입장할 수 있음. 유리바닥 아래로 보이는 바다와 대마도까지 조망가능 넓은 시야가 

이색적인 체험을 가능하게 함 

￮ 그린웨이는 폐선부지에 산책로, 조깅길, 전망대, 녹지 등 관광인프라 공급이 주된 사

업으로 2018년까지 사업비 총 316억원이 소요되었음. 도심에 방치된 폐선 부지를 주

민친화공간으로 변화시킨 성공적 사례로 평가되고 해운대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해수욕 

외 해변열차 체험이라는 새로운 관광요소를 공급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그러나 인프라 외 대부분의 사업은 민간기업 유치를 통해 해결하고 있으며 특징적인 

소프트웨어 사업을 찾기 어려움. 또 산책로는 아직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주민들의 의

견이 많으며 특히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송정역 활용이 높지 않고 옛 해운대역 역사 

34) 부산광역시 관광홈페이지.(https://www.visitbus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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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활용방안이 수립되지 못한 미완의 상태임

해운대역 부지를 상업화할 경우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산책로를 중단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공원

화를 요구하는 주민의견이 높아 차후 활용방안을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할 계획임 

부산 그린레일웨이 위치도 그린웨이 시작점 : 올림픽교차로

도심을 가로지르는 폐철도 미포 – 송정역 구간의 해변열차 및 조망시설

출처 : 부산광역시 관광홈페이지(2021)

[그림 2-19] 폐 철도 복원 : 부산 그린레일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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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습지 생태계 복원사례

가) 홍콩 마이포 습지35)

￮ 홍콩 북서편 약 1,500ha 규모의 갯벌 습지인 마이포 습지는 그 지역의 어류, 새우의 

양식장, 논이 위치한 중국에서 6번째로 발달된 습지임. 광동성에서 가장 큰 면적인 갈

대군락과 24개에 이르는 새우양식장이 특징적임

￮ 1980년 홍콩의 중국 반환이 결정되면서 중국과 경계에 있던 마이포 습지 주변의 개

발 압력이 상승함. 또 민물고기 가격이 상승하여 게이와이 새우 양식장이 민물고기 양

식장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철새 서식환경이 급속도로 나빠지게 됨

￮ 1984년부터 WWF홍콩이 마이포 습지 관리를 맡고 게이와이 구매를 가장 첫 과제로 

시작함. WWF홍콩이 모금한 돈으로 매년 1~2개를 사들였으며 다행히 어민들이 연로

해 어업과 큰 마찰을 일으키지 않음

그때 게이와이 1개에 약 80만 홍콩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돈은 당시 홍콩에서도 집을 두

어 채 살 수 있는 큰 금액으로 마이포 습지에 대한 정부의 적극성을 확인할 수 있음

￮ 그 뒤 정부는 일대를 습지보호구역과 습지완충지역으로 지정해 건축행위를 금지시켰으

며 같은 해 보전과 교육을 위한 대규모 홍콩 습지공원을 조성함

습지지공원은 방문객의 즐거움과 생태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습지 인터랙티브 월드와 홍콩의 습지 생태

계의 다양성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나뉘어 있으며 규모는 60ha에 이름. 습지 인터랙티브 월드 내부에는 

테마 전시 갤러리, 극장, 실내 놀이 공간, 체험시설이 있음

￮ 1995년 마이포 습지 약 14.9㎢ 일대가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5개 구역으

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음

핵심지구 : 자연성이 높은 지역으로 교란요인이 거의 없는 지구

생물다양성 관리지구 : 집중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교육 및 훈련이 이루어

지는 지구

35) <6> 홍콩 마이포 습지를 가다’,(2019.02.07.). [국제신문].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90208.2200801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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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접근지역 : 일반 방문자가 습지 및 람사르지구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구역

현명한 이용지역 :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양식장 등 시설이 입지

사유지 구역 : 개인 소유지로 특별한 관리 방안이나 토지이용에 재한을 받는 곳  

￮ 마이포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습지가 된 데는 전통 새우 양식장인 ‘게이와이(Gei 

Wai)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짐. 게이와이는 봄철 양식장에 물을 채워 새우를 키

우고 여름이 되면 물을 빼내면서 새우를 수확하는데 수면이 낮아진 양식장의 남은 새

우가 철새의 주요한 먹이가 되고 있음

￮ 최근 연구를 통해 1979년 1만2830마리에 불과하던 1월 물새 수는 2015년 5만5871

마리로 늘어났으며. 매년 400종이 넘는 조류를 비롯해 20종의 포유류, 28종의 양서파

충류가 발견되어 양호한 자연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생태계 보존을 위해 방문객 입장객을 하루 200명 이내로 정하고 보존의 공간과 학습

의 공간을 철저히 분리하는 관리 방안은 지속가능한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음   

홍콩습지공원 마이포 습지 전경 마이포 습지 탐방로

출처 :여행오키 / 중앙일보 / 담양곡성타임즈36)

[그림 2-20] 습지 생태계 복원 사례 : 홍콩 마이포 습지

36) 여행오키(http://www.touroki.co.kr/gnu/)
죽기전에 꼭 가봐야 할 ‘홍콩마이포 습지’.(2017.05.16.).[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article/21578375#home 
인간습지 공존의 미학.(2012.08.27.).[담양곡성타임즈].http://www.d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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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창녕 우포 습지

￮ 우포는 낙동강물이 역류하여 평상시에도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늘 물에 차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곳으로 일제강점기 「보호사적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 지면서 

천연기념물 제15호 지정됨

￮ 1930년대 농업을 위해 우포늪 동쪽에 대대제방이 축조되면서 크기가 원래의 1/3 가

량 줄어들게 되었으며 광복 이후 도시의 산업화와 농경지가 본격화 되면서 낙동강과 

토평천에 제방이 만들어 지고 우포늪은 물론 주변의 작은 늪지가 농경지로 변화함

￮ 농경지화가 지속되자 우포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환경단체와 환경부, 지역

주민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많은 공청회와 좌담을 통해 1997년 생태계보

전지역으로 지정됨. 1998년에는 국제협약인 람사르협약에 등록하고, 1999년 2월 8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음

￮ 정부는 습지보호지역 내에서 농사를 짓던 사유지 20만평을 매입하고 환경감시원을 두

어 차량의 진출입과 불법어로를 감시하고 있음. 또 우포늪이 속해있는 창녕군은 물론, 

지역주민과 민간환경단체들도 가세하여 생태계 보전에 노력하고 있음

￮ 우포 늪에는 간이휴게실, 대대제방, 숲길 탐방로, 왕버들 군락. 전망대, 징검다리, 우

포 출렁다리, 생태관 등 시설이 있으며 30분 코스에서부터 3시간 30분까지 다양한 코

스 체험이 가능함

우포 습지 전경 우포늪 생태관 우포 출렁다리 

출처 : 창녕군 홈페이지 / 프레시안37) 

[그림 2-21] 습지 생태계 복원 사례 : 창녕 우포 습지

37) 창녕의 숨은 명소 산밖벌과 출렁다리 ‘각광’.(2020.09.28.).[프레시안].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9281502462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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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점

￮ 폐 채석장을 활용한 영국과 포천의 사례는 자연환경 훼손지면서 유휴지였던 지역을 

복원사업을 통해 다시 재생시킴으로서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특별히 영국 에덴 프로젝트는 비교적 대규모 사업(약 2,540억 소요)을 통해 일종의 

바이오스피어(Biosphere)를 조성함으로써 방문객들에게 생물다양성과 환경생태를 교

육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생태복원의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임

영국 에덴은 로컬푸드와 결합된 굿즈판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생태학습의 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음

￮ 폐 기반시설인 쓰레기 매립장을 복원한 대구 수목원은 국내 초기시점에 진행된 환경

오염 복원 사례로 다양한 식물자원을 공급했다는 물리적 개선 너머 교육, 연구 기능을 

도입한데 의의가 있으며 특히 지역주민을 자연교육지도자로 육성시키고 있음

￮ 폐 취수장을 복원한 선유도는 최소한의 철거를 하고 기존 취수기능 일부를 그대로 남겨 

식물재배에 활용하고 있는 친환경 방법과 인위적 시설을 최소화한 자생력 확보, 사진

명소 조성을 통한 인지도 상승이 시사점을 주고 있음

￮ 폐 산업시설인 제철소를 복원한 장항은 국가가 주도한 대표적 브라운 필드 사례이며 

오염토양 복원을 넘어 갯벌,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등 배후 자원이 그 가치를 

드높여 주고 있음. 아직 미완의 상태로 차후 복원의 가치가 더욱 확장될 전망임 

￮ 폐 철도를 대상으로 한 부산 그린웨이는 생태가치 증진보다는 산책로의 조성으로 방

치되어 있던 시설이 지역민 시설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또 해변열차와 

바다 안쪽, 높은 위치에 입지한 조망시설이 단조롭던 해안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었

으나 소프트웨어 사업이 병행되지 못함

￮ 홍콩 마이포 습지는 도시화로부터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생태계를 국가와 기관이 

나서서 보존한 사례로 철새의 주요 먹이인 새우의 서식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새우 양

식장을 국가가 직접 매입한 적극성이 눈에 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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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탐방할 수 있는 지역과 출입할 수 없는 지역을 철저히 분리하고 있으며 환경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려고 하루 방문객을 200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또 습지 및 생태계에 대한 교육, 체험 등은 모

두 60ha 이르는 홍콩습지공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창녕 우포습지는 오래전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아왔으나 농업활동 및 산업화로 인해 

습지의 규모가 축소되는 위기에 처함. 환경보존의 필요성은 환경단체에서부터 시작하

였으며 주민과의 마찰을 국가가 개입하여 중재한 국내 대표 사례 중 하나임. 지역민이 

결합하여 환경감시원가 이루어지고 청소년 학습의 장으로 가치가 높음

우포늪 외 대대제방, 숲 길, 전망대, 우포 출렁다리, 징검다리 등 체험시설이 입자하고 있으며 우포늪 

생태관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생태교육‧학습‧체험 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되고 있음 

구분

폐 채석장 폐 기반시설 폐 산업시설 습지 생태계

영국
에덴

포천
아트밸리

대구
수목원

서울
선유도

남산 
예장공원

장항
송림욕장

부산 
그린웨이

홍콩
마이포

창원
우포 늪

복원대상
페 

채석장
폐 쓰레기 

매립장
폐 

취수장

남산 
역사문화

부지

폐 
제철소

폐 
철도

갯벌 
습지

강 
습지

복원 단위 면 면 면 면 면 면+선 선 면 면

자연성의 
복원 

◎ ◎ ◎ ◎ ◎ ◎ × ◎ ◎

지역경제 
파급력 

◎ ◎ ◎ × △ △ ◎ △ ×

인식전환 
및 교육

◎ ◎ ◎ ◎ ◎ ◎ ◎ ◎ ◎

출처 : 저자 작성

[표 2-9] 환경훼손 복원사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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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장 자연환경 훼손지 분석 및 녹색복원 후보지 조사

1. 자연환경 현황

가.  생태계 현황

1) 전라북도 생태계 유형

￮ 전라북도의 생태계 유형은 지형과 지세, 토지피복과 생태경관 측면에서 봤을 때 3가지 

지역으로 구분되며, 이는 각각 서부의 연안·해양생태 지역, 중부의 금강-만경강-동진

강 하류 농경생태 지역, 동부의 산악생태 지역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서부 연안․해양생태 지역은 군산-김제-부안에 이르는 새만금 지역의 개발지역과 부안-

고창의 변산반도 및 선운산 일대에 걸친 자연해안선과 갯벌, 해빈 및 연안과 연결되는 

산림으로 구성되어 산악-하천-연안-해양-섬의 연속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어 보전가치

가 높은 곳으로 볼 수 있음

￮ 금강-만경강-동진강 하류로 이어지는 중부 농경생태 지역은 한반도의 오랜 농경 역사

에 걸쳐 인간의 간섭에 따른 특징적인 경관인 저수지(제), 농수로, 둠벙, 논습지 등 농

업 중심의 경관이 잘 발달되어 있음

￮ 동부 산악생태 지역은 백두대간과 호남정맥 및 금남정맥, 그리고 이를 연결하는 금남

호남정맥을 중심으로 금강과 섬진강 상류 유역을 따라 형성된 산악지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무주․진안․장수의 고원성, 산악경관 중심의 북부권과 임실․순창․남원의 농경지와 

혼재된 산촌경관을 볼 수 있는 남부권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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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라북도(2021)

[그림 3-1] 전라북도 토지피복지도(세분류) 현황

2) 전라북도 생태계 우수지역

▮ 보호지역

￮ 전라북도의 보호지역은 2019년 현재 총 22개 유형이 있으며, 총 면적은 2,347.85㎢

로 우리나라 전체 보호지역 면적(39,565.19㎢)의 5.93%를 차지하고 있음38)

￮ 보호지역 유형별로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전라북도 전체 면적의 29.34%로 가장 넓은 

면적을 점유하고 있으며, 국립공원이 21.50%,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이 10.45%, 백

두대간보호지역이 7.73%로 뒤를 잇고 있음

38) 중복되는 면적을 모두 계산한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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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습지보호지역은 6개소(환경부 지정 4개

소, 해양수산부 지정 2개소)로 면적은 총 74.624 ㎢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모든 보호지역을 합친 면적을 시․군별로 분석한 결과 무주군이 21.70%로 가장 넓었으

며, 남원시 15.10%, 부안군 14.17%, 진안군 9.97%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됨

출처 : 전라북도(2021)

[그림 3-2] 전라북도 법정보호지역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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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자연도 현황

￮ 전라북도에서 생태자연도 1등급이 차지하는 면적은 약 261㎢(3.22%)로 전국의 약 8%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2등급 면적은 약 3,260㎢, 3등급 면적은 약 75㎢, 별도관리지

역 면적은 약 788㎢로 2등급 지역이 가장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의 공간적 분포를 보면 덕유산과 장안산,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동부 백두대간 권역, 진안군 금남호남정맥의 성수산(1,059.2m)․선각산(1141.5m) 일

원, 금남정맥의 운장산(1126m)과 선야봉(758.7m) 일원, 호남정맥의 모악산 남측 국

사봉(535.3m) 일원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음

구분 계 1등급 2등급 3등급 별도관리지역

면적(㎢) 4,384.08 260.87 3,259.90 75.13 788.18
비율(%) 54.15 3.22 40.26 0.93 9.73

[표 3-1] 생태자연도 등급별 면적 현황

출처: 전라북도, 2021, 전라북도 환경보전계획(2021~2030)

출처 : 전라북도(2021)

[그림 3-3] 전라북도 생태자연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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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현황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급별 면적은 1등급이 3,124.13㎢, 2등급은 1,830.92㎢, 3등급

은 1,755.35㎢, 4등급은 994.42㎢, 5등급은 391.83㎢로 등급이 낮을수록 면적도 작

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부터 전라북도는 전반적인 자연환경과 생태적 가치

가 높은 곳이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음

구분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면적(㎢) 8,096.66 3,124.13 1,830.92 1,755.35 994.42 391.83
비율(%) 100.00 38.59 22.61 21.68 12.28 4.84

출처: 전라북도, 2021, 전라북도 환경보전계획(2021~2030)

[표 3-2]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급별 면적 현황

출처 : 전라북도(2021)

[그림 3-4] 전라북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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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태축 현황

1) 산림축 현황

￮ 전라북도의 산림축은 백두대간과 금남호남정맥, 금남정맥, 호남정맥, 덕유지맥, 천황지

맥, 성수지맥, 무이지맥, 경수지맥, 변산지맥, 두승지맥, 모악지맥으로 구성됨

￮ 백두대간과 금남호남정맥, 금남정맥, 호남정맥의 대간, 정맥에 의해 서부 평야권과 동

부 산악권이 크게 구분되며, 동부산악권은 금남호남정맥에 의해 북측의 금강 유역을 

중심으로한 북부산악생태계, 남측의 섬진강 유역을 중심으로한 남부산악생태계로 구분

할 수 있음

[그림 3-5] 전라북도 산림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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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천축 현황

￮ 전라북도의 하천축은 크게 금강, 만경강, 동진강, 섬진강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유역권으로는 크게 금강서해, 금강, 만경동진, 섬진강, 낙동강, 영산강서해로 구분할 

수 있음

￮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은 호남정맥과 금남정맥을 경계로 서쪽의 평야지 형성되어 있으

며 주요 하천축은 만경강과 지류 및 동진강과 지류로 구성됨

만경강의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1급은 만경강 본류, 전주천, 삼천, 소양천으로 구성됨

동진강의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1급은 동진강 본류, 원평천, 고부천, 정읍천으로 구성됨

￮ 섬진강 유역은 백두대간과 금남호남정맥 및 호남정맥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주요 하천

축은 섬진강과 지류로 구성됨

섬진강의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1급은 섬진강 본류, 요천, 오수천으로 구성됨

￮ 금강 유역은 백두대간과 금남호남정맥 및 금남정맥 북측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요 

하천축은 금강과 지류로 구성됨

금강의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1급은 금강 본류, 강경천, 어량천, 마산천 등으로 구성됨

￮ 남원시에 위치한 지리산권 일부 지역이 백두대간 동측으로 낙동강유역에 포함됨

￮ 만경강은 완주군 밤샘에서 발원하여 새만금 지역으로 흐르고, 동진강은 정읍시 묵방산

에서 발원, 새만금 지역으로 유입됨

￮ 금강은 동부 산악지역에 위치한 장수군 뜬봉샘에서 발원하여 충청남북도 방향으로 흐

르며, 섬진강 역시 동부 산악지역인 진안군 데미샘에서 발원하여 전라남도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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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전라북도 하천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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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환경 훼손사업 추진현황

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으로 본 자연환경 훼손사업 현황

1) 분석 방법

￮ 자연환경에 대한 훼손사업은 연안개발사업, 하천정비사업, 신도시 개발사업, 택지개발

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도로 및 철도개발, 토석채취(석산개발) 사업 등 다양한 유형

이 있음

￮ 대부분의 개발 사업은 추진에 따라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을 미리 평가하고,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방법 마련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됨

￮ 이때 사업 대상지의 입지와 사업 특성, 사업으로 인한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알려줄 의무에 따라 협의 대상 모든 사업 정보를 ‘환경영향

평가정보제공시스템(EIASS, https://www.eiass.go.kr/)39)을 통해 공개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상기 시스템에 접속하여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

행되는 사업의 정보를 수집하여 자연환경 훼손사업의 현황 분석에 활용함

출처 : 환경영향평가정보제공시스템(EIASS)

기간 : 환경영향평가 : 1980년 ~ 2022년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2012년 ~ 2022년

￮ 분석 방법은 첫째, 전체 환경영향평가40)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사업에 

대해 전체 추진 현황과 사업 규모, 지역별 개수 등을 분석했으며, 둘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사업 중에서 토석채취와 관련된 세부 사업에 대

해 분석을 실시함

39) 환경부, (2022).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https://www.eiass.go.kr/. 2022년 5월 29일 접속.

40)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사업유형은 총 17개로 구분됨: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에너
지 개발, 항만건설, 도로의 건설, 수자원의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 관광단
지의 개발, 산지의 개발, 특정지역의 개발, 체육시설의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 국방 군사시설, 토
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 철도설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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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추진현황

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시군별 현황

￮ 1980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전라북도에서 추진된 환경영향평가사업은 총 375건이며 

군산시 72건(18.9%), 익산시 51건(13.6%), 전주시 37건(10.1%)순을 보임

￮ 군산시 환경영향평가사업은 항만건설 20건(5.1%), 도시개발사업 11건(2.9%), 도로의 

건설 9건(2.4%)으로 나뉘며 항만건설 사업은 군산시에서 유일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익산시의 51건(13.6%) 사업은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16건(4.3%), 도시의 개발 

10건(2.7%), 도로의 건설 7건(1.9%) 순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사업유형별 현황

￮ 사업유형은 도로건설 76건(20.3%)이 가장 많았으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74

건(19.7%), 도시의 개발 42건(11.2%), 관광단지의 개발 38건(10.1%) 순을 보임

인구 규모가 큰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에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과 도로의 건설 유형의 비

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산업인프라 조성에 의한 환경훼손이 활발했음을 알 수 있음

￮ 도로의 건설 76건(20.3%)은 군산시 9건(2.4%), 고창군 8건(2.1%), 익산시 7건(1.9%) 

순으로 14개시군 전체에서 나타났으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74건(19.7%)은 익

산시 16건(4.3%), 완주군 11건(2.9%), 김제시 10건(2.7%)순으로 나타나 익산시의 산

업단지 조성과 도로건설이 특히 활발했음을 알 수 있음

￮ 도시의 개발은 인구가 집중된 도시지역인 전주시 17건(4.5%), 군산시 11건(2.9%), 익

산시 10건(2.7), 김제시 1건(0.3%), 남원시 1건(0.3%)순으로 나타났으며, 군 지역인 

부안군에서는 1건(0.3%)으로 적게 나타남

￮ 관광단지 개발은 총 38건(10.1%)으로 익산시, 정읍시 각 6건(1.6%), 고창군 5건

(1.3%) 순으로 높았고, 전주시, 무주군, 장수군을 제외한 전 지역에 1건 이상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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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 보편적으로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지역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폐기물 ‧ 분뇨처리 시설 공급에 대한 사업은 군산시 7

건(1.9%), 익산시 3건(0.8%), 정읍시 3건(0.8%)으로 나타났으며 수자원 개발이 유일하

게 완주군에 1개(0.5%) 추진된 것으로 나타남

단위 : 건, (%)

구분 합계
남
원
시

익
산
시

고
창
군

완
주
군

정
읍
시

군
산
시

부
안
군

순
창
군

임
실
군

김
제
시

무
주
군

장
수
군

진
안
군

전
주
시

합계 375
(100.0)

23
(6.1)

51
(13.6)

24
(6.4)

34
(9.1)

31
(8.3)

72
(18.9)

24
(6.4)

10
(2.7)

12
(3.2)

28
(7.5)

9
(2.4)

8
(2.1)

12
(3.2)

37
(10.1)

도시개발 42
(11.2)

1
(0.3)

10
(2.7) - - - 11

(2.9)
2

(0.5) - - 1
(0.3) - - - 17

(4.5)

산업입지 74
(19.7)

7
(1.9)

16
(4.3)

4
(1.1)

11
(2.9)

5
(1.3)

6
(1.6)

4
(1.1)

1
(0.3)

2
(0.5)

10
(2.7)

1
(0.3)

1
(0.3)

1
(0.3)

5
(1.3)

에너지개발 20
(5.3)

1
(0.3)

3
(0.8)

2
(0.5)

2
(0.5)

1
(0.3)

4
(1.1)

1
(0.3) - 1

(0.3)
1

()0.3
1

(0.3) - 1
(0.3)

2
(0.5)

항만건설 20
(5.3) - - - - - 20

(5.1) - - - - - - - -

도로건설 76
(20.3)

5
(1.3)

7
(1.9)

8
(2.1)

5
(1.3)

5
(1.3)

9
(2.4)

6
(1.6)

6
(1.6)

5
(1.3)

5
(1.3)

4
(1.1)

3
(0.8)

2
(0.5)

6
(1.6)

수자원개발 2
(0.5) - - - 2

(0.5) - - - - - - - - - -

하천이용 15
(4.0)

1
(0.3) - - 1

(0.3)
5

(1.3)
1

(0.3)
2

(0.5) - - 4
(1.1)

1
(0.3) - - -

개간 및 매립 2
(0.5) - - - - - 1

(0.3)
1

(0.3) - - - - - - -

관광단지 38
(10.1)

2
(0.5)

6
(1.6)

5
(1.3)

2
(0.5)

6
(1.6)

4
(1.1)

3
(0.8)

1
(0.3)

1
(0.3)

2
(0.5) - - 6

(1.6) -

산지개발 7
(1.9) - - 1

(0.3)
1

(0.3) - 4
(1.1) - - - - - 1

(0.3) - -

특정지역개발 1
(0.3) - - - - - - - 1

(0.3) - - - - - -

체육시설설치 31
(8.3)

3
(0.8) - 1

(0.3)
4

(1.1)
2

(0.5)
4

(1.1)
1

(0.3) - 2
(0.5)

3
(0.8)

2
(0.5)

3
(0.8)

1
(0.3)

5
(1.3)

폐기처리시설 18
(4.8) - 3

(0.8) - 1
(0.3)

3
(0.8)

7
(1.9) - - - 2

(0.5) - - 1
(0.3)

1
(0.3)

국방군사 1
(0.3) - - - - - - - - - - - - - 1

(0.3)

토석모래채취 27
(7.2)

3
(0.8)

6
(1.6)

3
(0.8)

5
(1.3)

4
(1.1) - 4

(1.1)
1

(0.3)
1

(0.3) - - - - -

공항건설 1
(0.3) - - - - - 1

(0.3) - - - - - - - -

철도건설 - - - - - - - - - - - - - - -
출처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표 3-3] 전라북도 환경영향평가 발생 수 및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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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전라북도 환경영향평가(전체사업) 시군별 현황

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시군별 현황

￮ 2012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총 3,083건으로 나타났으며 남

원시 412건(13.4%), 고창군 384건(12.5%), 김제시 359건(11.6%) 순을 보임

￮ 남원시는 환경영향평가에서 23건(6.1%)을 나타내 비중이 많지 않았지만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에서는 412건(13.4%)로 1순위로 나타나 대규모 사업보다는 작은 규모의 환

경훼손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음

￮ 이와 반대로 53건(1.7%) 가장 작은 비중을 나타낸 전주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사업

은 적지만 환경영향평가 사업에서는 37건(10.1%)로 3순위를 기록해 비교적 큰 규모의 

자연환경 훼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제3장 자연환경 훼손지 분석 및 녹색복원 후보지 조사 ∙ 75

구분 건수 비율
합계  3,083 100.0 

남원시 412 13.4 
고창군 384 12.5 
김제시 359 11.6 
익산시 343 11.1 
정읍시 343 11.1 
부안군 228 7.4 
임실군 197 6.4 
장수군 168 5.4 
진안군 144 4.7 
완주군 143 4.6 
군산시 117 3.8 
순창군 111 3.6 
무주군 70 2.3 
전주시 53 1.7 
미공개 11 0.4 

출처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표 3-4] 전라북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전체사업) 시군별 발생 현황

[그림 3-8] 전라북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전체사업) 시군별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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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면적별 현황

￮ 10,000~50,000㎡사이에 2,232건(72.4%)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다음으로 5,000~10,000㎡사이 457건(14.8%)로 나타나 80% 이상이 50,000㎡미

만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10,000~50,000㎡ 사이의 사업이 가장 많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남원시 313건(10.2%), 고창군 

285건(9.2%), 익산시 264건(8.6%)로 나타났음

￮ 100,000㎡이상의 대규모 사업은 97건, 전체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주시 14건

(0.5%), 남원시와 임실군 각 10건(0.3%)순을 보이고 있음

￮ 고창군,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 순창군, 무주군은 모든 규모의 사업이 발생함

단위 : 건, %

구분 합계 5,000㎡
미만

5,000㎡ – 
10,000㎡

10,000㎡ – 
50,000㎡

50,000㎡ – 
100,000㎡

100,000㎡
이상 제외*

합계 3,083 100.0) 11(0.4) 457 (14.8) 2,232 72.4) 152 (4.9) 97 (3.1) 134 (4.3)
남원시 412 (13.4) - 45 (1.5) 313 (10.2) 29 (0.9) 10 (0.3) 15 (0.5)
고창군 384 (12.5) 4 (0.1) 60 (1.9) 285 (9.2) 17 (0.6) 8 (0.3) 10 (0.3)
김제시 359 (11.6) - 71 (2.3) 263 (8.5) 8 (0.3) 5 (0.2) 12 (0.4)
익산시 343 (11.1) 2 (0.1) 45 (1.5) 264 (8.6) 8 (0.3) 8 (0.3) 16 (0.5)
정읍시 343 (11.1) 2 (0.1) 56 (1.8) 255 (8.3) 14 (0.5) 8 (0.3) 8 (0.3)
부안군 228 (7.4) - 50 (1.6) 156 (5.1) 7 (0.2) 9 (0.3) 6 (0.2)
임실군 197 (6.4) - 33 (1.1) 135 (4.4) 12 (0.4) 10 (0.3) 7 (0.2)
장수군 168 (5.4) - 14 (0.5) 133 (4.3) 11 (0.4) 4 (0.1) 6 (0.2)
진안군 144 (4.7) - 22 (0.7) 104 (3.4) 5 (0.2) 2 (0.1) 11 (0.4)
완주군 143 (4.6) 1 (0.0) 20 (0.6) 94 (3.0) 9 (0.3) 8 (0.3) 11 (0.4)
군산시 117 (3.8) - 19 (0.6) 83 (2.7) 4 (0.1) 4 (0.1) 7 (0.2)
순창군 111 (3.6) 1 (0.0) 13 (0.4) 75 (2.4) 12 (0.4) 4 (0.1) 6 (0.2)
무주군 70 (2.3) 1 (0.0) 4 (0.1) 42 (1.4) 9 (0.3) 2 (0.1) 12 (0.4)
전주시 53 (1.7) - 2 (0.1) 23 (0.7) 7 (0.2) 14 (0.5) 7 (0.2)
미공개 11 (0.4) - 3 (0.1) 7 (0.2) - 1 (0.0) -
* 단위가 면적이 아닌 m, ton의 사업
출처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표 3-5] 전라북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전체사업) 시군별 사업규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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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전라북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전체사업) 시군별 사업규모 현황

3) 토석 채취분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추진현황

￮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남원, 익산 등을 중심으로 한 토석채취사업과 축사 지역이 많이 

분포하고 있음

선행 연구에서도 토석채취41)와 축사에 따른 환경오염 및 훼손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실정임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에서는 홈페이지 상에서 사업지역과 사업유형을 

동시에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아 개별 토석채취사업의 협의대장을 직접 조회하

여 해당 사업의 추진 정보를 파악함

￮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토석채취 사업은 산림 중 일부 지역을 훼손하는 방법으로 

이뤄지며, 이는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토석채취를 허가

한 경우 실시됨

41) 임승현 외, (2019). 토석채취사업장 효율적 복구 및 사후 활용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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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법 별표3에 따라 산지에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받아야 하는 규모는 10

만㎡ 이상임

구분 기준

하천
·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2만㎡ 이상
·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수거리 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5만㎡ 이상

산지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서 토석 ‧ 광물 채취 경우 : 10만㎡ 이상

해안
· 해안의 범위 : 해안선으로부터 육지쪽으로 1km이내 및 바다쪽으로 10km이내 지역
· 강원도 및 경상북도 : 2만㎡이상, 그밖의 지역 3만㎡ 이상

골재
· 「골재재취법」에 따라 골재채취예정지의 면적이 25만㎡이상이거나 채취량이 50만㎥이상
· 해안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로서 「광업법」에 따른 단위구역당 채취면적이 25

만㎡ 이거나 채취량이 50만㎥ 이상

출처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22)

[표 3-6] 환경영향평가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분야 심의 면적 기준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토석채취분야 사업은 법적으로 세부 유형이 나뉘어 있지 않지만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서는 6가지 사업유형으로 구분하여 표기 하고 있음

6가지 사업 유형은 개간, 골재채취, 토사채취, 석산개발, 광산개발, 기타이며 기타는 사금채취, 야적장 

부지 조성사업이 있음 

가) 환경영향평가사업(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채취 분야)

▮ 사업종료일 기준 발생추이

￮ 1980년부터 2022년 현재(2022년 6월 30일)까지 전라북도 내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

은 토석‧모래‧자갈‧광물 채취사업은 총 27건으로 나타남

￮ 토석채취사업은 사업 승인 시 20년간 채취권을 획득하게 되므로 2010년 기준 협의가 

완료된 9건(33.3%) 은 종료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사업은 현재 진행중임

￮ 특히 2020년 이후 기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사업은 사업 초기 시점으로 

2040년에 사업이 종료되며 그 수는 5건(18.5%)을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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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료 년도 건수 비율

합계 27 100.0

2010년 이전 9 33.3

2010년 - 2014년 9 33.3

2015년 - 2019년 4 14.8

2020년 이후 5 18.5

출처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표 3-7] 전라북도 환경영향평가 중 토석채취사업의 연도별 발생 추이(협의완료일 기준)

▮ 시군별 현황

￮ 시군별로는 익산시와 완주군 6건(각 22.2%), 부안군 4건(14.8%)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주시, 김제시와 무주, 진안, 장수 등 동부 산악지역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토석채취사업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구분 건수 비율

합계 27 100.0

남원시 3 11.1

익산시 6 22.2

고창군 3 11.1

완주군 6 22.2

정읍시 3 11.1

군산시 - -

부안군 4 14.8

순창군 1 3.7

임실군 1 3.7

김제시 - -

무주군 - -

장수군 - -

진안군 - -

전주시 - -

출처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표 3-8] 전라북도 환경영향평가(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채취 사업) 시군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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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전라북도 환경영향평가(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채취 사업) 시군별 현황

▮ 사업 면적별 현황

￮ 전라북도 내 위치한 토석채취사업 중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었던 사업은 20만㎡이상 

30만㎡ 규모가 13건(48.1%)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부안군 4건(48.8%), 

익산시 3건(11.1%), 완주군과 정읍시가 각 2건(7.4%), 남원시와 고창군이 각 1건

(3.7%)로 나타남

￮ 10만㎡이상 20만㎡미만 사업은 8건(29.6%)으로 남원시와 고창군이 각 2건(7.4%), 익

산시와 완주군, 정읍시, 임실군이 각 1건(3.7%)로 나타남

￮ 30만㎡ 이상 대규모 토석채취사업은 5건(18.5%)으로 익산시와 완주군에 각 2건

(7.4%), 순창군에 1건(3.7%)이 위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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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건, % 

구분 합계
10만㎡ 이상
20만㎡ 미만

20만㎡ 이상
30만㎡ 미만

30만㎡ 이상 비공개

합계 27 (100.0) 8 (29.6) 13 (48.1) 5 (18.5) 1 (3.7)

남원시 3 (11.1) 2 (7.4) 1 (3.7) - -

익산시 6 (22.2) 1 (3.7) 3 (11.1) 2 (7.4) -

고창군 3 (11.1) 2 (7.4) 1 (3.7) - -

완주군 6 (22.2) 1 (3.7) 2 (7.4) 2 (7.4) 1 (3.7)

정읍시 3 (11.1) 1 (3.7) 2 (7.4) - -

군산시 - - - - -

부안군 4 (14.8) - 4 (14.8) - -

순창군 1 (3.7) - - 1 (3.7) -

임실군 1 (3.7) 1 (3.7) - - -

김제시 - - - - -

무주군 - - - - -

장수군 - - - - -

진안군 - - - - -

전주시 - - - - -

`출처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표 3-9] 전라북도 환경영향평가(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채취 사업) 면적 현황

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골재ㆍ매립ㆍ광산 사업)

▮ 사업종료일 기준 발생 추이

￮ 2022년 현재(2022년 5월 29일)까지 전라북도 내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골

재‧매립‧광산 사업(이하 토석채취사업)은 총 212건으로 나타남

￮ 사업 종료일 기준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발생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2012년에서부

터 2020년 사이 평균 20건의 수치를 나타내다 2020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섬

￮ 2000년대 초반에 사업을 승인받아 현재에도 진행 중인 사업 건수는 27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의 12.7%를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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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영향평가정보제공시스템  

[그림 3-11] 사업 종료시점 기준 소규모환경영향평가(골재ㆍ매립ㆍ광산 사업) 발생추이 

▮ 시군별 현황

￮ 2012년부터 현재까지 승인받은 총 212건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업은 시군별로 보

면 남원시 63건(29.7%), 고창군 40건(18.9%), 장수군 정읍시 각 18건(8.5%)의 순서

로 나타남

￮ 남원시와 고창군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업의 합은 103건(47.6%)로 절반에 가까워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건수가 남원시와 고창군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남원시는 토석채취 분야의 환경영향평가 사업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업 모두 가장 

많은 사업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인 반면, 전주시는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모두 전무했던 것으로 분석됨

￮ 산악지형이 발달한 동부권의 무주ㆍ진안ㆍ장수 지역에서 발생한 토석채취 분야의 소규

모환경영향평가 사업은 총 38건(17.9%)을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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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건수 비율
합계 212 100.0 

남원시 63 29.7 
고창군 40 18.9 
장수군 18 8.5 
정읍시 18 8.5 
순창군 13 6.1 
진안군 11 5.2 
부안군 10 4.7 
무주군 9 4.2 
임실군 8 3.8 
완주군 7 3.3 
익산시 7 3.3 
김제시 5 2.4 
군산시 3 1.4 
전주시 - -

출처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표 3-10] 전라북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골재ㆍ매립ㆍ광산 사업) 시군별 발생 현황

[그림 3-12] 전라북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골재·매립·광산 사업) 시군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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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유형별 현황

￮ 토석채취분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업을 골재재취, 개간, 석산개발, 광산개발, 토사채취, 

기타 유형으로 세분화 하였을 때 개간 71건(33.5%), 골재채취 70건(33.0%) 순을 보임

￮ 개간 사업은 남원시 20건(9.4%), 장수군 12건(5.7%) 순이며, 골재채취는 고창군 29건

(13.7%), 남원시 21건(9.9%) 순, 토사채취는 남원시 9건(4.2%), 정읍시 6건(2.8%), 부

안군 5건(2.4%) 순임

￮ 광산개발 사업은 남원시와 완주군, 군산시 3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남원시의 광산개

발이 4건(1.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남원시는 골재채취 21건(9.9%), 개간 20건(9.4%), 토사채취 9건(4.2%), 석산개발 7건

(3.3%), 광산개발 4건(1.9%), 기타사업 2건(0.9%) 모두가 발생하고 있는 반면 무주군

은 개간사업 9건(4.2%)만 발생함

남원시의 위치한 기타사업은 장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장석채취와 야적장 조성 사업으로 나타남

단위 : 건, (%)

구분 합계 개간 골재채취 토사채취 석산개발 광산개발 기타
합계 212 (100.0) 71 (33.5) 70 (33.0) 33 (15.6) 25 (11.8) 7 (3.3) 6 (2.8)

남원시 63 (29.7) 20 (9.4) 21 (9.9) 9 (4.2) 7 (3.3) 4 (1.9) 2 (0.9)
고창군 40 (18.9) 3 (1.4) 29 (13.7) 4 (1.9) 3 (1.4) - 1 (0.5)
장수군 18 (8.5) 12 (5.7) 3 (1.4) 3 (1.4) - - -
정읍시 18 (8.5) - 6 (2.8) 6 (2.8) 5 (2.4) - 1 (0.5)
순창군 13 (6.1) 5 (2.4) 4 (1.9) - 4 (1.9) - -
진안군 11 (5.2) 9 (4.2) - 2 (0.9) - - -
부안군 10 (5.2) 3 (1.4) 2 (0.9) 5 (2.4) - - -
무주군 9 (4.2) 9 (4.2) - - - - -
임실군 8 (3.8) 5 (2.4) 1 (0.5) 1 (0.5) - - 1 (0.5)
완주군 7 (3.3) 3 (1.4) - 2 (0.9) 1 (0.5) 1 (0.5) -
익산시 7 (3.3) 1 (0.5) 2 (0.9) - 4 (1.9) - -
김제시 5 (2.4) 1 (0.5) 2 (0.9) 1 (0.5) - - 1 (0.5)
군산시 3 (1.4) - - - 1 (0.5) 2 (0.9) -
전주시 - - - - - - -

출처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표 3-11] 전라북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골재ㆍ매립ㆍ광산 사업) 세부유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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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전라북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골재ㆍ매립ㆍ광산 사업) 세부유형 현황

▮ 시군별 사업 규모 현황

￮ 소규모 환경영형평가 사업의 규모는 1만㎡ 이상 4만㎡ 미만의 규모가 145건(68.4%)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4개 시군 중 남원시에 44건(20.8%) 가장 많이 위치하고 

있음

￮ 7만㎡ 이상 10만㎡ 미만 비교적 큰 규모의 사업은 25건(11.8%) 비율을 나타냈으며 

남원시 6건(2.8%), 정읍시와 순창군에 각 4건(1.9%)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만㎡ 미만의 소규모 사업은 총 18건(8.5%) 비중을 나타내었으며 고창군 6건(2.8%) 

순창군 3건(1.4%) 순을 보임

￮ 4만㎡이상 7만㎡이상의 사업은 23건(10.8%) 나타내었으며 남원시 11건(5.2%), 고창군

과 정읍시 각 3건(1.4%) 순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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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건, (%)

구분 합계 1만㎡ 미만 1만㎡ 이상
4만㎡ 미만

4만㎡ 이상
7만㎡ 미만

7만㎡ 이상
10만㎡ 미만 10만㎡ 이상

합계 212 (100.0) 18 (8.5) 145 (68.4) 23 (10.8) 25 (11.8) 1 (0.5)
남원시 63 (29.7) 2 (0.9) 44 (20.8) 11 (5.2) 6 (2.8) -
고창군 40 (18.9) 6 (2.8) 29 (13.7) 3 (1.4) 2 (0.9) -
장수군 18 (8.5) 1 (0.5) 15 (7.1) 1 (0.5) 1 (0.5) -
정읍시 18 (8.5) 2 (0.9) 9 (4.2) 3 (1.4) 4 (1.9) -
순창군 13 (6.1) 3 (1.4) 6 (2.8) - 4 (1.9) -
진안군 11 (5.2) 2 (0.9) 9 (4.2) - - -
부안군 10 (4.7) 1 (0.5) 8 (3.8) 1 (0.5) - -
무주군 9 (4.2) - 9 (4.2) - - -
임실군 8 (3.8) - 8 (3.3) - - 1(0.5)
완주군 7 (3.3) - 3 (1.4) 2 (0.9) 2 (0.9) -
익산시 7 (3.3) - 2 (0.9) 2 (0.9) 3 (1.4)
김제시 5 (2.4) 1 (0.5) 4 (1.9) - - -
군산시 3 (1.4) - - - 3 (1.4) -
전주시 - - - - - -

출처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표 3-12] 전라북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골재ㆍ매립ㆍ광산 사업) 사업규모 현황 _ 시군별

[그림 3-14] 전라북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골재ㆍ매립ㆍ광산 사업) 사업규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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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사업 유형별 사업 규모 현황

￮ 세부사업 유형과 사업 규모를 살펴보았을 때 1만㎡ 이상 4만㎡ 미만의 골재채취 사업

이 60건(28.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만㎡ 이상 4만㎡미만의 사업 

유형은 골재재취 60건(28.3%), 개간 57건(26.9%), 광산개발 22건(10.4%) 순을 나타

냄

￮ 1만㎡ 미만의 소규모 사업은 골재재취 7건(3.3%), 광산개발 6건(2.8%), 개간 5건

(2.4%)순을 보인 반면 7만㎡이상 10만㎡미만의 대규모 사업은 토사채취 19건(9.0%)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

￮ 4만㎡ 이상 7만㎡ 미만의 사업은 23건(10.8%)을 차지하고 있으며 개간 7건(3.3%), 토

사채취 5건(2.4%), 골재채취‧석산개발‧광산개발 각 3건(1.4%) 순을 보임

￮ 개간 ‧ 골재채취 ‧ 광산개발은 1만㎡이상 4만㎡미만 규모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토사

채취는 7만㎡이상 10만㎡미만 비교적 큰 규모에 집중하고 있음 

단위 : 건, (%)

구분 합계 1만㎡ 미만
1만㎡ 이상
4만㎡ 미만

4만㎡ 이상
7만㎡ 미만

7만㎡ 이상
10만㎡ 미만

10만㎡ 이상

합계 212 (100.0) 18 (8.5) 146 (68.9) 23 (10.8) 25 (11.8) -

개간 70 (33.0) 5 (2.4) 57 (26.9) 7 (3.3) 1 (0.5) -

골재채취 71 (33.5) 7 (3.3) 60 (28.3) 3 (1.4) 1 (0.5) -

토사채취 25 (11.8) - 1 (0.5) 5 (2.4) 19 (9.0) -

석산개발 7 (3.3) - 2 (0.9) 3 (1.4) 2 (0.9) -

광산개발 33 (15.6) 6 (2.8) 22 (10.4) 3 (1.4) 2 (0.9) -

기타 6 (2.8) - 4 (1.9) 2 (0.9) - -

출처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표 3-13] 전라북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골재ㆍ매립ㆍ광산 사업) 사업규모 현황 _세부 사업 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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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별 사업비 현황

￮ 사업비는 100백만원 미만 85건(40.1%), 100백만원이상 500백만원 이하 67건

(31.6%), 1,000백만원 이상 10,000백만원 이하 30건(14.2%) 순을 나타냄

￮ 100백만원 미만 공사가 집중하고 있는 지역은 남원시로 21건(9.9%)으로 나타났으며 

10,000백만원 이상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는 지역은 남원시 1건(0.5%)이 유일함

￮ 100백만원 이상 500백만원 미만의 공사가 집중하고 있는 지역은 남원시 21건(9.9%), 

고창군 14건(6.6%), 장수군 8건(3.85) 순을 나타냄

￮ 500백만원 이상 1,000백만원 미만 공사 집중 지역은 남원시 11건(5.2%), 고창군 9건(4.2%) 

순이며 1,000백만원 이상 10,000미만 공사는 남원시 7건(3.3%), 순창군 5건(2.4%)로 나타남

￮ 종합적으로 남원시는 소규모 공사에서부터 대규모 공사까지 모든 규모의 공사가 다양

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남원시 다음으로 고창군과 순창군에 사업이 집중함

단위 : 백만원, 건, (%)

구분 합계 100미만
100이상  
500미만

500이상  
1,000미만

1,000이상  
10,000미만

10,000
이상

미공개

합계 212 (100.0) 85 (40.1) 67 (31.6) 24 (11.3) 30 (14.2) 1 (0.5) 5 (2.4)
남원시 63 (29.7) 21 (9.9) 21 (9.9) 11 (5.2) 7 (3.3) 1 (0.5) 2 (0.9)
고창군 40 (18.9) 15 (7.1) 14 (6.6) 9 (4.2) 2 (0.9) - -
장수군 18 (8.5) 9 (4.2) 8 (3.8) 1 (0.5) - - -
정읍시 18 (8.5) 9 (4.2) 5 (2.4) - 4 (1.9) - -
순창군 13 (6.1) 5 (2.4) 3 (1.4) - 5 (2.4) - -
진안군 11 (5.2) 8 (3.8) 2 (0.9) 1 (0.5) - - -
부안군 10 (4.7) 5 (2.4) 3 (1.4) - 1 (0.5) - 1 (0.5)
무주군 9 (4.2) 3 (1.4) 6 (2.8) - - - -
임실군 8 (3.8) 4 (1.9) 1 (0.5) 1 (0.5) 1 (0.5) - 1 (0.5)
완주군 7 (3.3) 2 (0.9) 1 (0.5) - 4 (1.9) - -
익산시 7 (3.3) 1 (0.5) 2 (0.9) - 4 (1.9) - -
김제시 5 (2.4) 3 (1.4) 1 (0.5) - - - 1 (0.5)
군산시 3 (1.4) - - 1 (0.5) 2 (0.9) - -
전주시 - - - - - -

출처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표 3-14] 전라북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골재ㆍ매립ㆍ광산 사업) 사업비 현황_시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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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전라북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골재ㆍ매립ㆍ광산 사업) 사업비 현황

▮ 세부 사업 유형별 사업비 현황

￮ 전체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은 100백만원 미만의 사업 중 골

재채취 사업으로 50건(23.6%)이었으며, 다음으로 골재채취 100백만원 이상 500백만

원 미만의 개간 사업이 28건(13.2%)으로 나타남

￮ 500백만원 이상 1,000백만원 미만 사업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 

유형은 개간사업으로 15건(7.1%)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토사채취와 광산개발이 각 4

건(1.9%) 순을 보임

￮ 1,000백만원 이상 10,000백만원 미만 대규모 사업은 토사채취 15건(7.1%)로 나타났

으며 다음으로 개간 7건(3.3%)순을 보임

￮ 10,000백만원 이상 대규모 사업은 골재채취사업으로 남원시 1건(0.5%) 비중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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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건, (%)

구분 합계 100미만
100이상  
500미만

500이상  
1,000미만

1,000이상  
10,000미만

10,000
이상

미공개

합계 212(100.0) 85 (40.1) 67 (31.6) 24 (11.3) 30 (14.2) 1 (0.5) 5 (2.4)

개간 70 (33.0) 18 (8.5) 28 (13.2) 15 (7.1) 7 (3.3) - 2 (0.9)

골재채취 71 (33.5) 50 (23.6) 17 (8.0) 1 (0.5) 1 (0.5) 1 (0.5) 1 (0.5)

토사채취 25 (11.8) 1 (0.5) 3 (1.4) 4 (1.9) 15 (7.1) - 2 (0.9)

석산개발 7 (3.3) - 4 (1.9) - 3 (1.4) - -

광산개발 33 (15.6) 14 (6.6) 12 (5.7) 4 (1.9) 3 (1.4) - -

기타 6 (2.8) 2 (0.9) 3 (1.4) - 1 (0.5) - -

출처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표 3-15] 전라북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골재ㆍ매립ㆍ광산 사업) 사업비 현황 _ 세부 사업 유형별

4) 시사점 도출

▮ 전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환경영향평가사업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군산시>익산시>전주시 순을 보여 대도

시에 집중하고 있었으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사업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남원

시>고창군>김제시>익산시‧정읍시로 나타났음. 두 사업을 종합하여 볼 때 익산의 환경

영향평가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음

￮ 환경영향평가사업의 세부 사업 유형은 도로건설>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도시개

발 순으로 나타나 지역 산업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자연환경 훼손이 가장 크게 발생

하였음을 알 수 있음

￮ 도로건설은 군산시>고창군>익산시 순으로 14개 시군 전역에 나타났으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은 익산시>완주군>김제시 순을 보여 익산시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

성을 위한 도로 건설이 특히 활발했음을 짐작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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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은 전주시>군산시>익산시>김제시 순을 보였으며 부안군 2개 사업이 예외적으

로 나타남. 이는 최근 30년간 전주시, 새만금권에 집중하여 발달한 전라북도 도시 공

간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음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사업에 비해 규모가 비교적 작고, 사업 기간

이 짧아 20년간 발생한 건수가 3,083건에 이르고 있으며 남원시>고창군>김제시에 

10,000~50,000㎡ 사이 규모의 사업이 집중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EIASS에서 제공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 데이터에 사업 유형을 구분하지 않아 

지역별 사업 유형을 엮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으나 전라북도만의 지역 특성을 알 수 

있는 특정 주제에 대한 별도 조사로 이를 보완 할 수 있음

▮ 토석채취 분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사업규모가 10만㎡ 이상인 환경영향평가 대상 토석채취사업(토석ㆍ모래ㆍ자갈 채취)이 

활발한 지역은 익산시‧완주군>부안군>남원시‧고창군‧정읍시 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

상 토석채취사업(골재ㆍ매립ㆍ광산)이 활발한 지역은 남원시>고창군>장수군>정읍시 순

으로 나타남

두 지역을 종합하였을 때 남원시, 고창군, 정읍시의 환경훼손 사업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음

￮ 남원시는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토석채취사업 모두가 활발하게 발생

하는 지역으로 대규모의 장기간에 걸친 사업이 많으며, 사업의 유형 측면에서도 골재

채취, 개간, 석산개발, 광산개발, 토사채취 등 모든 유형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남원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업은 골재채취 21건으로 이는 전체의 

9.9%를 차지하고 있음. 예외적으로 장식에 사용되는 장석채취도 이루어지고 있음

남원시에서 진행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는 1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 익산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업은 7건(3.3%)에 불과한 반면에 사업의 규모 측면에서 

대규모인 환경영향평가 사업이 6건(22.2%)으로 14개 시․군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하여 대규모의 장기간에 걸친 토석채취사업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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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 진안, 장수 등 동부권 산악 지역은 토석채취사업 유형 중에서 개간 사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서식처 훼손과 관련한 자연환경 훼손이 내제되어 있음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개간 사업은 1만㎡이상 7만㎡미만, 골재채취와 광산

개발 사업은 4만㎡미만의 사업이 많았던 반면 토사채취 사업은 7만㎡이상 10만㎡ 미

만 규모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되어 소규모영향평가 대상 토석채취사업 중에서도 토사

채취 사업 유형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사업비 1억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은 개간과 골재채취 사업 유형이 많았으며, 10억 원 

이상 90억 원 미만의 비교적 대규모의 사업은 토사채취 사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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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경영향평가사업의 공간적 분포와 자연환경훼손 영향

1) 환경영향평가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의 공간적 분포

￮ 전라북도의 환경영향평가사업은 금남정맥과 호남정맥을 기준으로 전주 ‧ 익산 ‧ 군산 ‧ 
김제 ‧ 정읍 등 대규모 도시가 위치한 서부권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남

￮ 면형 환경영향평가 사업은 전주시 서부신시가지 ‧ 만성택지개발지구 ‧ 혁신도시, 군산

의 국가산업단지, 새만금 개발 사업이 눈에 띄며 선형 사업은 동서방향의 새만금~군

산~익산~전주간 도로, 남북방향의 익산~김제~정읍~고창간 도로가 발달함  

￮ 동부권에는 남원시에 도로개설사업이 집중해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88고속도로가 

남원시 전체를 사선방향으로 관통하고 있음. 그 외 면형사업으로 임실군의 국방시설,

점형사업으로 장수군 ‧ 남원시의 골프시설 개발이 분포하고 있음 

[그림 3-16] 전라북도 환경영향평가 사업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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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영향평가사업의 산림축과 하천축 훼손 현황

▮ 분석의 전제

￮ 환경영향평가사업과 산림 ‧ 하천 축을 교차분석하여 전라북도 내 산림‧하천 축 단절 특

징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모든 데이터는 국가공간정보 포털상의 자료를 활용함

￮ 분석 대상 : 1980년 이후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선 ‧ 면형사업 346건

점 단위 사업이 주를 이루어 사업 규모와 사업기간 측면에서 끼치는 영향력이 작은 소규모 환경영향평

가 사업보다는 대규모 ‧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환경영향평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함

￮ 영향 받는 대상 및 영향권 설정 

산림축  : 백두대간 및 정맥은 반경 1km, 지맥은 반경 500m 영향권으로 설정함

하천축  : 국가 ‧ 지방 1급 하천으로부터 반경 500m 영향권으로 설정함

￮ 분석의 방법 : QGIS 교차분석 사용

￮ 분석의 한계 : 터널과 교량에 의한 단절 지점이 포함되어 있음

구분 내용

분석 목적
전라북도 생태축 단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사업과 산림 ‧ 하천 
축의 교차

분석 대상
1980년 이후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선 ‧ 면형사업 346건
- 소규모, 단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사업은 제외

생태
축

산림축
- 백두대간 : 「백두대간보호법」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국가지정 산맥
- 정맥 : ‘국가환경보호계획’에서 보존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정맥
- 기맥 ‧ 지맥 : 정맥에서 파생되어 나온 지역 자연자산   

하천축 - 국가하천과 지방 1급 하천

산림‧하천 축
 영향권의 설정

- 백두대간 및 정맥 : 반경 1km, 기맥 ‧ 지맥 : 반경 500m
- 국가 및 지방하천 : 반경 500m 

분석의 방법 - QGIS 교차분석

분석의 한계 - 터널과 교량에 의한 단절구간이 포함되어 있음

[표 3-16] 환경영향평가사업에 의한 자연환경 훼손 공간 분포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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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 축 훼손 현황

￮ 전라북도에는 백두대간과 4개의 정맥, 10개의 지맥이 지나 총 15개의 산림축이 형성

되어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사업에 의한 산림 축 단절 구간은 119개 지점으로 나타남

4개의 정맥은 금강정맥, 호남정맥, 금남정맥, 금남호남정맥이며 10개의 지맥은 성수지맥, 무이지맥, 천

황지맥, 두승지맥, 백하지맥, 연비지맥, 덕유지맥, 경수지맥, 변산지맥, 모악지맥 임

￮ 백두대간을 단절시키는 면형 사업 8개 구간은 장수군의 경주마 육성 시설을 제외하고

는 골프장이 대부분이며 백두대간을 분절시키는 3개 선형 사업은 88올림픽고속도로,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고제-무풍 국도로 나타남 

￮ 금강정맥을 단절시키는 환경영향평가사업은 25개에 이르고 있으며 완주~익산~군산으

로 이어지는 구간에서의 단절이 특히 두드러짐. 이 단절은 익산시의 일반산업단지, 익

산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웅포관광지, 군산시의 은파 관광지 조성에 기인한 것으로 나

타남

￮ 호남정맥을 단절시키는 환경영향평가 사업은 총 15개로 나타났으며 면 단위사업 보다

는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덕천-마령간도로 등 도로 사업 등 도로 건설로 인한 분절

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됨

￮ 금남정맥과 금남호남정맥을 분절시키는 면 단위사업은 1개의 공원 시설을 제외하고는  

골프장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안~성수간 도로, 부귀~진안 도로 2개의 도로가 금남호

남정맥을 분절시키고 있음

단위 : 지점

구분 계 백두대간 금강정맥 호남정맥 금남정맥 금남호남정맥 기맥 ‧ 지맥

합계 119 8 25 15 3 6 62

면 68 5 14 6 3 4 36

선 51 3 11 9 - 2 26

[표 3-17] 전라북도 환경영향평가사업에 따른 산림 축 단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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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에 위치한 천황지맥에는 석산과 토석채취 사업, 전주시에 위치한 모악지맥에는 

소각로와 쓰레기매립시설로 인한 산림 훼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7] 전라북도 환경영향평가사업에 따른 산림 축 단절 현황

▮ 하천 축 훼손 현황

￮ 전라북도 내 위치한 국가하천은 13개, 지방 1급 하천은 9개로 총 22개의 하천 축이 

형성되어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하천 축 단절 구간은 총 95개 지점으로 나타남

국가하천 13개는 금강, 강경천, 만경강, 전주천, 소양천, 동진강, 원평천, 고부천, 정읍천, 섬진강, 요천

이며 9개 지방하천은 어량천, 마산천, 강경천, 전주천, 삼천, 동진강, 무주남대천, 오수천, 길산천 임. 

강경천과 전주천, 동진강이 국가 하천구간과 지방하천 구간이 나뉘어 있음 

￮ 국가하천 금강은 무주남대천~용담호로 이어지는 상류와 익산시와 충남을 나누는 경계

인 하류로 구분되며 국가 하천 중 단절 구간(14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면형 

사업(4건) 보다는 도로 ‧ 철도 등 선형 사업(10건)으로 인한 단절 구간이 더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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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지방하천 무주남대천은 무주~양양간 도로,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가 하천을 

분절시키고 있으며 용담댐 건설과 용담댐 건설에 따른 이설도로가 하천 영향권에 위치하고 있음

금강 하류인 익산시 주변에 발생한 단절은 웅포관광지, 금강 생태 관광지 조성사업과 금강 살리기 하천

정비 사업 등 면형 사업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남

￮ 국가하천 만경강 변에는 토석채취사업과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추진되었

으며 완주군 만경강 하류에 전 구간에 걸쳐 완주 신탁지구 개발 사업이 추진됨

만경강 하류에 위치하고 있는 지방하천 삼천은 지방 하천 중 가장 많은 단절 구간(9건)이 발생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화산 ‧ 하가 ‧ 서부신시가지 등 택지개발사업에 기인한 영향으로 나타남. 또 전라선과 진

주~광양간 고속도로와 전주 서부우회도로 등 대량의 교통 노선이 하천을 관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하천 전주천 및 지방하천 전주천의 전구간은 하천변을 따라 서곡 ‧ 서신 ‧ 신시가

지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하천 외 전라선,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노

선이 하천을 가로 지르고 있음

￮ 국가하천 동진강에서 발견된 2개 단절 지점은 서해안고속도로와 부안-태인간 고속도

로 사업으로 인한 분절인 것으로 나타남 

지방하천 동진강 구간에 발생한 단절은 모두 선형 사업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읍-태인간 도로, 

정읍~완주간 도로, 호남고속도로, 영광-청양송전선로건설 사업이 하천 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남

￮ 국가하천 원평천과 고부천은 모두 선형 사업에 의한 단절이 발생하고 있으며 서해안

고속도로와 신태인-김제 도로, 호남고속철도 사업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남

￮ 국가하천 정읍천의 단절은 모두 선형 사업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읍-신태인 도

로, 청주-고창간 국도와, 호남고속철도가 하천을 가로지르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하천 섬진강 ‧ 요천은 면 단위사업으로 인한 단절이 두드러지며 섬진강변에는 석

산개발사업, 댐건설사업, 요천에는 남원 관광단지, 지방공업단지 사업, 택지개발사업,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하천 축을 단절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그 외 지방하천 무주남대천과 오수천, 길산천에서 발생하고 있는 하천의 단절은 하천

정비사업과 국도 건설에 의한 단절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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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지점

구분 계
국가하천

금강 강경천 만경강 전주천 소양천 동진강 원평천 고부천 정읍천 섬진강 요천
계 67 14 1 13 5 3 2 5 3 5 9 8
면 21 4 1 4 1 - - - - - 5 5
선 46 10 - 9 4 3 2 4 3 5 4 3

구분 계
지방하천

어량천 마산천 강경천 전주천 삼천 동진강 무주남대천 오수천 길산천
계 28 - - - 7 9 4 4 3 1
면 15 - - - 4 8 - 1 1 1
선 13 - - - 3 1 4 3 2 -

[표 3-18] 전라북도 환경영향평가사업에 따른 하천 축 단절 현황

[그림 3-18] 전라북도 환경영향평가사업에 따른 하천 축 단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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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도출

￮ 전라북도의 환경영향평가사업은 금남정맥과 호남정맥을 기준으로 인구가 집중한 서측

에 집중한 양상을 보이며 익산시의 산업단지, 전주시의 택지개발 등 면형 사업과 새만

금~익산~전주, 익산~김제~부안~고창의 선형 사업 발달함

평야지가 형성되어 있는 서측 김제~정읍~고창군 지역은 국가하천 동진강과 두승지맥이 도로에 의해 단

절된 구간이 두드러지며 산악이 발달한 동측에는 백두대간과 금남정맥, 호남정맥을 따라 골프시설이 점

적으로 파고 듦

￮ 백두대간과 견두지맥이 발달한 남원시는 점형 골프시설에 의한 산림 축 단절과 고속

도로, 도로에 의한 섬진강, 요천의 하천 축 단절 모두가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하천 금강 하류와 금강정맥이 위치한 익산시는 산업단지, 관광지 조성으로 인한 

산림 축 분절과 금강 살리기 하천 정비사업에 의한 하천 축 훼손 모두가 집중한 것으

로 나타남

[그림 3-19] 전라북도 환경영향평가사업에 따른 산림 ‧ 하천 축 단절 현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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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공간정보를 활용한 자연환경 훼손지 분석

가. 개요

1) 분석 필요성과 목적

▮ 배경과 필요성

￮ 앞 절에서는 전라북도 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 특히 토석채취 사업을 통해 자연환경

이 훼손된 지역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개발사업 중심의 접근방법으로는 자연환경의 훼손지역을 모두 담아내는 

데에 한계가 있음

￮ 자연환경의 훼손은 인간에 의한 개발 등 인위적인 요인 이외에도 자연적인 요인, 인위

적인 요인과 자연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

인위적 요인: 도시개발사업, 농지개간 등, 자연적 요인: 기후변화, 식생천이 등

￮ 이러한 자연환경의 훼손은 지표면의 변화, 즉 토지이용이나 토지피복의 공간적․시간적

인 변화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음

￮ 전라북도 지역의 전체 공간을 대상으로 자연환경의 훼손 현황을 토지이용 혹은 토지

피복을 통해 공간적으로 파악하고, 시간적 흐름에 따라 토지이용 또는 토지피복이 어

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분석 목적

￮ 본 연구에서는 그간 정부와 지역에서 구축 및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공간정보, 즉 

토지피복지도와 항공사진 및 인공위성영상 정보를 연계 활용하여 토지이용 혹은 토지

피복의 시공간적인 변화를 파악하고자 함

￮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자연환경 훼손지의 공간적인 분포를 파악하고, 시간 흐름에 따

른 자연환경 훼손지의 공간적인 분포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파악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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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념 정의

￮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에 대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함

▮ 환경공간정보

￮ ‘환경공간정보’는 ‘환경’, ‘공간’, ‘정보’의 용어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용어

‘환경’이란 단어는 일반적으로 주체와 관계하고 있는 객체의 관계 상태를 의미하는 용어이며, 환경을 구체

적으로 표현하거나 정의하기에 한계가 있음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경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음

공간은 2차원 또는 3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지표면과 대기 등을 통합하는 개념으로 정리하고자 함

￮ 정보는 대상의 상태를 기록한 것으로 구분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환경’, ‘공간’, ‘정보’를 합하여 ‘환경공간정보’라는 용어를 본 연구의 

개념에 적합하도록 정의하고 활용하고자 함

￮ 뒤에 자연환경 훼손지의 공간분포를 분석하기 위해 환경공간정보를 활용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환경공간정보는 환경부의 환경공간정보서비스42)에서 제공하

고 있는 정보로 한정하여 활용하고자 하며 토지피복지도를 중점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추후 환경보전지역 및 기타 환경주제도와 연계하여 훼손지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활용할 

경우 환경공간정보의 범주를 확장하여 활용

▮ 자연환경

￮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2항.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

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함

식생, 야생동물, 지형지질, 경관, 서식지, 습지, 등 공간적 분포특성과 생물적인 요소들 그리고 비생물적

42) 환경부에서는 토지피복지도, 환경주제도, 토지이용규제지역지구도, 생태자연도, 신재생에너지지도 등을 종
합하여 ‘환경공간정보서비스’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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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상태까지 그 범주가 한정할 수 없고 다만 현 시점에서 인식가능한 또는 정보로 표현 가능한 범위까

지가 자연환경의 범주로 볼 수 있을 것임

￮ 본 연구에서는 환경공간정보를 활용하여 훼손지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을 포함하고 있

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환경공간정보의 ‘토지피복지도 분류항목’을 자연환경의 대상으

로 하고자 함

▮ 훼손지

￮ 일반적으로 ‘훼손지’라 함은 ‘훼손’과 ‘지(地)’의 합성어로 볼 수 있으며, 어떤 대상의 

특정한 상태보다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 ‘훼손’이라는 용어를 활용

￮ 본 연구에서는 토지피복지도를 활용하여 자연환경이 훼손된 지역을 분석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훼손지의 개념은 토지피복지도의 자연환경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을 훼손지로 볼 수 있을 것임

대분류 토지피복지도의 7가지 유형을 기준으로 ‘시가화건조지역’, ‘농업지역’, ‘산림지역’, ‘초지’, ‘습

지’, ‘나지’, ‘수역’으로 구분하고 있고, 인간의 공간이용 형태나 강도, 자연적인 상태의 유지정도 등을 

고려해 보면 자연환경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유형은 ‘산림지역’, ‘초지’, ‘습지’, ‘수역’정도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자연환경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고 이용강도가 높은 유형은 ‘시가화건조지역’, ‘농업지

역’, ‘나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임

비오톱 등급을 평가하는 방법이나 헤메로비 등급 등을 활용하여 세부적으로 구분하거나 분류할 수 있을 

것이나 추후에 추진될 연구목적에 최적화하여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자연환경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으로 구분함

￮ 이에 본 연구에서 ‘훼손지’라 함은 토지피복지도 유형 ‘산림지역’, ‘초지’, ‘습지’, ‘수역’

에서 ‘시가화건조지역’, ‘농업지역’, ‘나지’로 변경된 지역으로 정리하여 활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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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환경 훼손지 분석을 위한 토지피복지도 활용43)

▮ 개념

￮ 토지피복지도는 환경 분야의 주제도(Thematic Map)로, 지구 표면에 분포하는 지형지

물의 형태를 일정한 과학적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동질의 특성을 지닌 구역을 Color 

Indexing 한 후 지도의 형태로 표현한 공간정보임

￮ 유럽환경청(Europe Environment Agency, EEA)은 1985년 CORINE(Coordination 

of Information on the Environment) 프로젝트에서 토지피복지도의 개념과 토지피

복의 분류 기준을 정립함

EU(舊 EC)에서 회원국들의 토지현황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해 추진한 전 

유럽의 토지피복지도 구축사업

￮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분류기준을 확정하여 1998년 환경부에서 최초로 

남한지역에 대한 대분류 토지피복지도를 구축함

출처 : 환경공간정보서비스

[그림 3-20] 위성사진(좌)과 토지피복지도(우) 비교

43) 환경부, “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s://egis.me.go.kr/intro/land.do, 2022.05.2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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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피복지도 활용

￮ 지표면의 현상을 가장 잘 반영하기 때문에 지표면의 투수율(透水率)에 의한 비점오염

원 부하량 산정, 비오톱 지도작성에 의한 도시계획, 댐 수문 방류 시 하류지역 수몰피

해 시뮬레이션, 기후대기 예측 모델링, 환경영향평가 등에 폭넓게 활용됨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환경정책수립의 과학적 근거로서 위상을 가지고 있고, 관련분

야의 다양한 연구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환경부 구축 토지피복지도 종류

￮ 환경부에서 제작하는 토지피복지도는 대분류 토지피복지도, 중분류 토지피복지도, 세

분류 토지피복지도의 3가지로 구분됨

￮ 지표의 토지피복 유형을 분류하는 토지피복 분류방법에 따라 대분류 토지피복지도는  

7개 항목으로, 중분류 토지피복지도는 22개 항목으로, 세분류 토지피복지도는 41개 

항목으로 분류

￮ 토지피복의 분류는 분류항목별 분류코드를 통해 식별할 수 있으며, 대분류는 100단위 

코드로, 중분류는 10단위, 세분류는 1단위로 분류되는 3자리 숫자로 표현됨

￮ 대분류 토지피복지도는 중분류나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와 다르게 30m 공간해상도 격자

(grid) 단위의 래스터 파일로 구축되며, 중분류와 세분류는 면 단위의 shp파일로 구축됨

￮ 대분류는 ‘시가화건조지역’, ‘농업지역’, ‘산림지역’, ‘초지’, ‘습지’, ‘나지’, ‘수역’의 7

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 등 전 세계의 토지피복지도 분류 방법과 크

게 다르지 않은 특성을 하고 있음44)

44) 유럽의 Copernicus에서 제공하고 있는 토지피복지도는 ‘Forests(산림)’, ‘Shrubland(관목지)’, ‘Herbaceous 
vegetation(초지)’, ‘Herbaceous wetland(습지)’, ‘Moss & Lichen(이끼류)’, ‘Bare / sparse vegetation 
(나지)’, ‘Cropland(농경지)’, ‘Built-up(시가지)’, ‘Snow & Ice(눈과 얼음)’, ‘Permanent water bodies
(수역)’의 10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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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석 방법

▮ 개요

￮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7단계를 거쳐 자연환경 훼손지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크게 구분하면 첫째, 2010년대 토지피복 현황에 대한 양적 분석을 실시하고,

￮ 둘째, 1980년대부터 2010년대의 약 30년간 토지피복의 변화를 변화 매트릭스를 통해 

분석하며,

￮ 셋째, 특정 사례지역(예: 토지피복 변화가 두드러진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위성사진 

등 현장 참조정보와 함께 분석함

[ 단계 ] [ 주요내용 ]
1단계

연구 목적에 적합한 자료의 수집 가능성 검토
수집가능 범위 자료 검토

2단계
연구 목적에 적합한 자료의 수집

자료수집

3단계
좌표, 속성, 분석범위, 표현방법 등 정리

분석을 위한 자료 정리

4단계
각 자료별 분류에 따른 양적 분석

양적 분석

5단계
시계열 변화에 따른 변화상 분석

변화 매트릭스 분석

6단계
각 행정구역별 토지피복 변화량 분석

행정범위에 따른 변화량 분석

7단계
대규모 변화지역의 변화 특성 분석

변화지역 심층분석

[그림 3-21] 자연환경 훼손지 공간분포 분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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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자료 선정

￮ 환경부 토지피복지도, 유럽연합 Copernicus, 미국 Google Earth 등 수집 가능한 자

료 중에서 1) 공간정보 구축 용이성, 2) 자료 수집 용이성, 3) 분석 용이성, 4) 정리 

용이성 등의 4가지 선정 기준을 고려하여 분석을 위한 최적 자료를 선정함

▮ 2단계: 자료 수집

￮ 분석 대상 자료 수집 및 저장

▮ 3단계: 분석을 위한 자료 정리

￮ 분석범위(Extent)는 다음 그림과 같이 전라북도 육역(도서 포함)과 새만금 지역을 포

함하며, 35°10′0″N ~ 36°10′0″N, 126°10′0″E ~ 128°0′0″E의 범위임45)

￮ 환경부 대분류 토지피복지도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속성을 정리하고, 통계청 행정구역

도를 중심으로 행정구역도 속성정리

[그림 3-22] 자연환경 훼손지역 공간분포 분석 범위

45)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인접지역 대상에서 제외



제3장 자연환경 훼손지 분석 및 녹색복원 후보지 조사 ∙ 107

▮ 4단계: 양적 분석

￮ 1980년대와 2010년대의 7개 토지피복 유형별 면적 현황 분석

￮ 14개 기초지자체별 토지피복 유형별 면적 현황 분석

▮ 5단계: 변화 매트릭스 분석

￮ 1980년대에서 2010년대의 약 30년간의 토지피복 유형 변화를 분석

￮ Confusion Matrix 방식을 활용하여 토지피복 유형 변화 분석

▮ 6단계: 행정구역 범위에 따른 변화량 분석

￮ 각 행정 범위(도 전체 및 14개 시․군)에 따른 토지피복 및 변화량 분석

▮ 7단계: 주요 사례지역 심층 분석

￮ 토지피복 변화가 두드러진 주요 사례지역을 중심으로 중점적인 변화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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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석 결과

1) 1단계: 자료 선정

￮ 여건 검토는 공간정보 구축 용이성, 데이터 수집 용이성, 데이터 활용 용이성, 데이터 

정리 용이성을 기준으로 검토

공간정보 구축 용이성 : 최초 수집되는 데이터의 형태에서부터 시작하여 분석을 위한 데이터의 정리 전

까지 공간정보 구축에 따른 인력과 기술력의 투입 정도

데이터 수집 용이성 : 데이터의 선정과 수집을 위한 노력의 정도, 데이터의 보안을 요구하는 정보, 또는 

데이터의 제공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이나 유통체계를 갖고 있지 않아 불분명한 경로를 통해 자료를 수

집해야 하는 경우 등은 부족이나 부적합으로 검토

데이터 분석 용이성 : 데이터 분석을 위한 툴의 활용 용이성, 분류체계가 달라 통일하기 어렵거나 데이터의 

형태 차이, 시기차이, 분류방법의 차이 등은 변화상을 분류하기에 부족하거나 부적합한 요인으로 작용 가능

데이터 활용 용이성 : 공간정보의 구축, 수집, 분석 등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 활용이 적합한지 검토

￮ 검토기준은 적합, 부족, 부적합으로 검토하며 공간정보 및 환경분야에서의 활용을 기

반으로 추후 재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검토

￮ 토지피복 변화상 분석을 위한 데이터의 검토 결과 환경부 토지피복지도가 가장 적합

할 것으로 검토됨

￮ 추후 중분류 토지피복지도 또는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의 갱신이 누적될 경우 해당 자

료로 검토 가능

검토대상
공간정보 구축 

용이성
데이터 수집 

용이성
데이터 분석 

용이성
데이터 활용 

용이성

환경부 토지피복지도 적합 적합 적합 적합

Copernicus Landcover Map 적합 적합 부족 부족

Google Earth engine 부족 부족 부족 부족

[표 3-19] 토지피복지도 자료 선정 검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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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단계: 자료 수집

▮ 수집 정보

￮ 수집된 환경부 토지피복지도는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의 대분류 

토지피복지도임

￮ 30m의 격자형태로 구축되어 있고 7개의 토지피복 분류체계로 동일하게 분류되어 있음

▮ 토지피복 분류

￮ 수집된 토지피복지도는 시가화 건조지역, 농업지역, 산림지역, 초지, 습지, 나지, 수역

으로 분류되어 있고 순서대로 100번대의 분류코드로 분류됨

분류항목명 분류코드 색상

시가화·건조지역 100

농업지역 200

산림지역 300

초지 400

습지(수변식생) 500

나지 600

수역 700

[표 3-20] 대분류 토지피복지도 분류코드 및 색상

▮ 분석 범위

￮ 수집된 정보는 전라북도의 육역과 함께 해역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 새만금 지역은 변화가 심한 지역으로 아직 행정구역의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

으로 해당 정보는 있지만 분석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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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단계: 분석을 위한 자료 정리

￮ EPSG 5186 좌표 활용하여 전라북도 육역 전체 정리

4) 4단계: 양적 분석

▮ 2010년대 전라북도 토지피복 현황

￮ 분석 결과 2010년대 전라북도의 토지피복 유형별(대분류) 면적은 산림지역, 농업지역, 

시가화․건조지역, 초지, 수역, 나지, 습지 순으로 나타남(그림 3-4 참조)

￮ 완주군, 진안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장수군, 남원시는 산림지역이 넓게 분포한 

반면에 서쪽에 위치한 익산시와 군산시, 김제시는 농업지역과 시가화․건조지역이, 부안

군, 정읍시, 고창군은 농업지역과 산림지역이 넓게 나타남

[그림 3-23] 전라북도 토지피복 공간분포 현황(201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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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피복 유형별로 봤을 때  시가화․건조지역은 군산시가 가장 많았고, 익산시, 전주

시, 김제시, 정읍시, 고창군, 완주군, 부안군, 남원시 순으로 나타남

￮ 농업지역은 김제시, 고창군, 익산시, 정읍시, 부안군, 군산시, 남원시 순으로 높게 나타났

으며, 농업지역이 적은 지역은 전주시, 무주군, 진안군, 임실군, 장수군, 순창군 순이었음

￮ 산림지역은 진안군이 가장 넓게 나타났으며, 완주군, 남원시, 무주군, 임실군, 장수군, 

순창군, 정읍시, 고창군 순으로 분석됨

￮ 초지는 정읍시, 군산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익산시, 임실군, 부안군, 순창군 순으로 분석됨

￮ 습지는 김제시가 가장 넓었으며, 부안군, 군산시, 익산시, 고창군, 완주군, 정읍시 순으로 분석됨

￮ 나지는 군산시가 가장 넓고, 정읍시, 익산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완주군 순을 보임

￮ 수역은 진안군, 군산시, 부안군, 임실군, 김제시, 정읍시, 익산시, 완주군 순을 보임

지역
시가화·
건조지역

농업지역 산림지역 초지 습지 나지 수역

고창군
31.51

(0.39%)
319.09

(3.94%)
212.96

(2.63%)
22.50

(0.28%)
6.33

(0.08%)
10.80

(0.13%)
9.20

(0.11%)

군산시
74.94

(0.93%)
181.94

(2.25%)
72.31

(0.89%)
25.04

(0.31%)
10.49

(0.13%)
20.50

(0.25%)
25.04

(0.31%)

김제시
53.34

(0.66%)
348.81

(4.31%)
77.51

(0.96%)
20.55

(0.25%)
16.51

(0.20%)
13.68

(0.17%)
14.16

(0.17%)

남원시
18.26

(0.23%)
146.15

(1.81%)
549.64

(6.79%)
17.87

(0.22%)
2.44

(0.03%)
9.62

(0.12%)
6.33

(0.08%)

무주군
7.90

(0.10%)
62.02

(0.77%)
544.78

(6.73%)
8.27

(0.10%)
0.97

(0.01%)
2.12

(0.03%)
4.04

(0.05%)

부안군
25.35

(0.31%)
237.82

(2.94%)
180.23

(2.23%)
14.32

(0.18%)
12.13

(0.15%)
10.19

(0.13%)
18.11

(0.22%)

순창군
9.02

(0.11%)
84.08

(1.04%)
387.58

(4.79%)
10.35

(0.13%)
1.11

(0.01%)
3.29

(0.04%)
4.38

(0.05%)

완주군
28.68

(0.35%)
123.68

(1.53%)
638.66

(7.89%)
8.25

(0.10%)
4.31

(0.05%)
8.48

(0.10%)
10.08

(0.12%)

[표 3-21] 전라북도 시군별 토지피복 현황(2010년대,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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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대에서 2010년대까지 전라북도 토지피복 변화

￮ 전라북도의 토지피복은 산림이 55%이상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가장 높

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농업지역이 30%대로 산림 다음으로 높은 비율

을 점유하고 있음

￮ 산림과 농업지역을 합친 면적이 1980년대 89.69%에서 2010년대 87.35%로 소폭 감

소하긴 했지만 계속 높은 비율로 점유하고 있음

￮ 시가화·건조지역은 1.52%에서 5.52%로 4.04% 증가했고, 산림과 농림지역은 2.34% 

감소하여 환경적으로 상대적 가치가 높은 산림과 농업지역은 감소하고 환경가치가 상

대적으로 낮은 대표적 유형인 시가화 건조지역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시가화·건조지역은 1980년대에 전라북도 면적(8,096㎢) 대비 1.52%였고 1990년대에 4.09%,로 대폭 

상승하였으며 2010년에는 5.52%까지 증가함

농업지역은 1980년대 32.25%에서 지속 하락하여 2010낸대에 29.07%까지 감소함

산림지역은 1980년대 57.44%에서 1990년대 56.12%감소하였으나 2000년대에 58.22%로 다시 증

가하였고 2010년대 58.08%로 소폭 감소함

지역
시가화·
건조지역

농업지역 산림지역 초지 습지 나지 수역

익산시
71.40

(0.88%)
299.66

(3.70%)
84.47

(1.04%)
16.67

(0.21%)
7.30

(0.09%)
16.57

(0.20%)
11.33

(0.14%)

임실군
8.83

(0.11%)
76.20

(0.94%)
473.94

(5.85%)
15.15

(0.19%)
0.57

(0.01%)
4.01

(0.05%)
17.88

(0.22%)

장수군
6.08

(0.08%)
80.62

(1.00%)
430.35

(5.32%)
8.32

(0.10%)
0.24

(0.00%)
2.95

(0.04%)
3.61

(0.04%)

전주시덕진구
33.17

(0.41%)
43.21

(0.53%)
23.97

(0.30%)
2.98

(0.04%)
2.91

(0.04%)
4.14

(0.05%)
2.85

(0.04%)

전주시완산구
24.73

(0.31%)
16.42

(0.20%)
46.03

(0.57%)
1.90

(0.02%)
0.87

(0.01%)
1.74

(0.02%)
0.53

(0.01%)

정읍시
47.97

(0.59%)
275.10

(3.40%)
310.80

(3.84%)
29.54

(0.36%)
3.47

(0.04%)
18.69

(0.23%)
12.09

(0.15%)

진안군
6.10

(0.08%)
75.02

(0.93%)
668.81

(8.26%)
6.57

(0.08%)
1.26

(0.02%)
2.75

(0.03%)
28.52

(0.35%)

총합계
447.28

(5.52%)
2,369.83
(29.27%)

4,702.04
(58.08%)

208.26
(2.57%)

70.90
(0.88%)

129.54
(1.60%)

168.14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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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지는 1980년대 4.24%에서 1990년대 4.38%로 증가하였으나 2000년대 2.76%로 

대폭 감소하였고 2010년대 2.57%까지 감소함

￮ 습지는 1980년대 1.05%에서 2000년대 0.69%까지 감소하다가 2010년대 0.88%로 

소폭 상승함

￮ 나지는 1980년대 1.52%에서 2010년대 1.60%로 변화가 미미했으며, 수역은 1980년

대 1.99%에서 2000년대 2.25%까지 증가하다가 2010년대에 2.08%로 감소함

단위 : 천㎢, (%)

년대
시가화

·건조지역
농업지역 산림지역 초지 습지 나지 수역

1980
122,979 2,610,936 4,650,054 343,296 84,623 123,327 160,777

(1.5) (32.2) (57.4) (4.2) (1.0) (1.5) (2.0)

1990
331,475 2,492,931 4,543,271 354,958 65,256 130,655 177,445

(4.1) (30.8) (56.1) (4.4) (0.8) (1.6) (2.2)

2000
355,300 2,420,554 4,713,097 223,218 55,857 146,169 181,797

(4.4) (29.9) (58.2) (2.8) (0.7) (1.8) (2.2)

2010
447,282 2,369,827 4,702,037 208,264 70,902 129,539 168,139

(5.5) (29.3) (58.1) (2.6) (0.9) (1.6) (2.1)

[표 3-22] 1980년대에서 2010년대까지 전라북도 토지피복 유형별 면적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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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2.8
0.7 1.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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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 건조 농업 산림 초지 습지 나지 수역

1980 1990 2000 2010

[그림 3-24] 1980년대에서 2010년대까지 전라북도 토지피복 변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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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전라북도 토지피복 현황 1990년대 전라북도 토지피복 현황

2000년대 전라북도 토지피복 현황 2010년대 전라북도 토지피복 현황

[그림 3-25] 1980년대 ~ 2010년대 전라북도 토지피복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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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단계: 변화 매트릭스 분석

▮ 토지피복 유형별 변화 양상

￮ 1980년대에서 2010년대까지 전라북도 지역에서 토지피복 변화가 가장 많이 발생한 

유형은 농업에서 타 유형으로의 변화로 총 변화면적은 819.7㎢, 전체 면적 대비 

10.12%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됨

￮ 농업에서 산림지역으로의 변화가 4.5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업에서 시

가화·건조지역은 2.89%, 농업에서 초지는 1.29%, 농업에서 나지는 0.82% 순으로 분

석되었음

￮ 산림에서 타 유형으로의 토지피복 변화는 총 482.06㎢로 전체 면적 대비 5.95%를 차

지했으며, 산림에서 농업으로의 변화가 3.85%로 높게 나타났으며, 산림에서 초지가 

0.70%, 산림에서 시가화·건조지역이 0.68%로 나타남

￮ 한편 인간 이용 중심의 토지이용 변화라 할 수 있는 기존 유형에서 시가화ㆍ건조지역

으로의 변화는 총 373.86㎢로 전체 면적 대비 4.61%로 나타남

기존 유형에서 시가화 건조지역으로 변화된 유형 중 1순위가 농업에서 변화된 지역으로 면적은 233.88

㎢로 전체 면적 대비 2.89%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기존의 시가화·건조지역이 유지된 지역의 면적 

73.43㎢의 3.19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

2순위가 산림에서 변화된 지역으로 0.68%, 3순위가 나지에서 변화된 지역으로 0.43%로 나타났으며, 

4순위는 초지에서 변화된 지역으로 0.33%, 5순위는 수역에서 변화된 지역으로 0.14%, 6순위는 습지

에서 변화된 지역으로 0.14%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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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1980년대에서 2010년대 토지피복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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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

      후
전

시가화·
건조지역

농업지역 산림지역 초지
습지

(수변식생)
나지 수역 총계

시·건지역
73.43
(0.91)

27.64
(0.34)

8.34
(0.10)

4.52
(0.06)

1.88
(0.02)

3.79
(0.05)

3.38
(0.04)

122.98
(1.52)

농업지역
233.88
(2.89)

1,791.23
(22.12)

364.48
(4.50)

104.77
(1.29)

18.95
(0.23)

66.09
(0.82)

31.53
(0.39)

2,610.94
(32.25)

산림지역
55.28
(0.68)

311.59
(3.85)

4,167.99
(51.48)

56.76
(0.70)

5.44
(0.07)

28.05
(0.35)

24.94
(0.31)

4,650.05
(57.44)

초지
26.63
(0.33)

142.00
(1.75)

133.48
(1.65)

26.72
(0.33)

1.93
(0.02)

7.74
(0.10)

4.79
(0.06)

343.30
(4.24)

습지
11.48
(0.14)

30.10
(0.37)

1.63
(0.02)

4.57
(0.06)

22.99
(0.28)

6.45
(0.08)

7.40
(0.09)

84.62
(1.05)

나지
34.91
(0.43)

45.46
(0.56)

16.43
(0.20)

5.62
(0.07)

2.97
(0.04)

9.39
(0.12)

8.55
(0.11)

123.33
(1.52)

수역
11.68
(0.14)

21.80
(0.27)

9.69
(0.12)

5.30
(0.07)

16.74
(0.21)

8.03
(0.10)

87.55
(1.08)

160.78
(1.99)

총계
447.28
(5.52)

2,369.83
(29.27)

4,702.04
(58.08)

208.26
(2.57)

70.90
(0.88)

129.54
(1.60)

168.14
(2.08)

8,095.99
(100.00)

[표 3-23] 1980년대에서 2010년대 토지피복 변화 매트릭스

6) 6단계: 행정범위에 따른 변화량 분석

▮ 1980~2010년대 시군구별 토지피복 변화

￮ 농업지역, 산림지역, 초지, 습지 등의 친환경적 토지피복 유형의 변화

전라북도의 농업, 산림, 초지, 습지 등의 친환경적 토지피복은 1980년대에 비해 줄어드는 경향으로 볼 

수 있음

산림의 경우 총 0.6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외에 농업지역은 2.98%가 감소했고, 초지는 

1.67%, 습지는 0.17% 감소함

가장 많이 감소한 토지피복 유형은 농업지역이고, 남원시가 0.7%, 순창군이 0.53%, 완주군이 0.42%, 

진안군이 0.38% 감소하였으며 그 외에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추세를 나타냈으나 고창군, 무주군, 장

수군은 약 0.1%대의 증가가 있었음

초지는 고창군에서 0.34%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으며 완주군 0.28%, 정읍시가 0.21% 감소함.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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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약 0.1%대의 감소가 있었으나 군산시에서는 0.07%의 증가가 있었음

습지는 군산시에서 0.29%가 감소하였음

수역은 군산시는 0.37% 감소하였고, 진안군은 0.31% 증가하였음 세부적인 사항은 확인이 필요하지만 

대규모 사업(새만금 개발, 용담댐 건설)으로 인한 변화로 예측 가능

￮ 시가화·건조지역의 변화

전라북도의 시가화·건조지역은 4.01% 증가하였으며 익산시가 0.69%, 군산시가 0.68%, 김제시가 

0.52%, 정읍시가 0.48% 증가하여 가장 많이 증가한 지자체로 볼 수 있음

진안군 0.01%, 장수군 0.03%, 무주군 0.04%로 가장 적게 증가한 지자체로 볼 수 있으며 모든 시군

에서 시가화 건조지역이 감소한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됨

단위 : ㎢, (%)

시군구
시가화·
건조지역

농업지역 산림지역 초지
습지

(수변식생)
나지 수역 총계

고창군 24.20
(0.30)

10.73
(0.13)

-8.05
(-0.10)

-27.43
(-0.34)

-3.74
(-0.05)

1.58
(0.02)

2.71
(0.03)

-
(0.00)

군산시 54.68
(0.68)

-16.73
(-0.21)

-1.13
(-0.01)

5.34
(0.07)

-23.63
(-0.29)

11.16
(0.14)

-29.69
(-0.37)

-
(0.00)

김제시 41.92
(0.52)

-13.55
(-0.17)

-12.12
(-0.15)

-5.61
(-0.07)

-6.77
(-0.08)

4.61
(0.06)

-8.47
(-0.10)

-
(0.00)

남원시 11.65
(0.14)

-56.35
(-0.70)

46.22
(0.57)

-4.97
(-0.06)

2.28
(0.03)

-1.67
(-0.02)

2.84
(0.04)

-
(0.00)

무주군 3.14
(0.04)

8.76
(0.11)

-13.70
(-0.17)

0.10
(0.00)

0.97
(0.01)

-1.38
(-0.02)

2.12
(0.03)

-
(0.00)

부안군 16.20
(0.20)

-7.34
(-0.09)

0.30
(0.00)

-8.81
(-0.11)

-2.15
(-0.03)

2.21
(0.03)

-0.42
(-0.01)

-
(0.00)

순창군 6.61
(0.08)

-42.73
(-0.53)

45.62
(0.56)

-10.55
(-0.13)

0.73
(0.01)

-1.25
(-0.02)

1.58
(0.02)

-
(0.00)

완주군 23.54
(0.29)

-33.93
(-0.42)

27.32
(0.34)

-22.48
(-0.28)

4.21
(0.05)

-0.72
(-0.01)

2.05
(0.03)

-
(0.00)

익산시 55.93
(0.69)

-20.86
(-0.26)

-29.85
(-0.37)

-11.83
(-0.15)

5.38
(0.07)

-1.84
(-0.02)

3.08
(0.04)

-
(0.00)

[표 3-24] 1980~2010년대 시군별 토지피복 증감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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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단계: 주요 변화유형 심층분석

▮ 변화지역 분석 대상

￮ 1980년대에서 2010년대 사이에 가장 많이 변화한 유형을 중심으로 변화지역에 대한 

공간적 분석을 실시함

￮ 본 연구에서는 첫째, 가장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농업지역에서 타 유형으로의 변

화, 둘째, 산림지역에서 타 유형으로의 변화, 셋째, 다른 토지피복에서 시가화 건조지

역으로 변화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 농업지역에서 타 유형으로 바뀐 지역

￮ 농업지역에서 시가화·건조지역, 산림지역, 초지, 습지, 나지, 수역으로 바뀐 지역은 전

라북도 전체 면적 대비 약 10.12%로 819.7㎢에 달한 것으로 분석됨

단위 : ㎢, (%)

시군구
시가화·
건조지역

농업지역 산림지역 초지
습지

(수변식생)
나지 수역 총계

임실군 6.08
(0.08)

-27.99
(-0.35)

33.66
(0.42)

-12.37
(-0.15)

0.56
(0.01)

-0.98
(-0.01)

1.04
(0.01)

-
(0.00)

장수군 2.65
(0.03)

9.38
(0.12)

-14.15
(-0.17)

-1.07
(-0.01)

0.16
(0.00)

0.56
(0.01)

2.47
(0.03)

-
(0.00)

전주시
덕진구

21.72
(0.27)

-9.08
(-0.11)

-8.84
(-0.11)

-4.05
(-0.05)

2.85
(0.04)

-3.02
(-0.04)

0.42
(0.01)

-
(0.00)

전주시
완산구

16.80
(0.21)

-6.22
(-0.08)

-5.43
(-0.07)

-3.27
(-0.04)

0.86
(0.01)

-2.97
(-0.04)

0.23
(0.00)

-
(0.00)

정읍시 38.53
(0.48)

-4.14
(-0.05)

-25.92
(-0.32)

-17.34
(-0.21)

3.33
(0.04)

3.37
(0.04)

2.17
(0.03)

-
(0.00)

진안군 0.66
(0.01)

-31.04
(-0.38)

18.04
(0.22)

-10.69
(-0.13)

1.25
(0.02)

-3.43
(-0.04)

25.22
(0.31)

-
(0.00)

총합계 324.30
(4.01)

-241.11
(-2.98)

51.98
(0.64)

-135.03
(-1.67)

-13.72
(-0.17)

6.21
(0.08)

7.36
(0.09)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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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와 익산, 군산 등 서부지역의 주요 도시지역들은 기존 시가지 주변의 농업지역이 

시가화·건조지역으로 변화된 지역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됨

￮ 만경강의 제외지 지역은 1980년대에 농업지역이었으나 2010년대에는 습지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나 4대강 사업 이후 육화 및 재자연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용담댐 인근 지역은 1980년대 농업지역에서 2010년대 수역으로 변화한 것을 파악할 

수 있음

전주시, 익산시 일원 군산시 일원 용담댐 일원

주 : 붉은색은 기존 시가화 건조지역, 살색은 기존 농업지역에서 시가화·건조지역으로 변화, 된 지역

[그림 3-27] 농업지역에서 타 유형으로 변화된 지역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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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지역에서 타 유형으로 바뀐 지역

￮ 산림지역에서 시가화·건조지역, 농업지역, 초지, 습지, 나지, 수역으로 변화된 지역은 

전라북도 전체 면적 대비 약 5.95%로 482.1㎢에 달한 것으로 분석됨

￮ 전주와 익산, 군산에서 기존 시가지 인근의 일부 산지가 시가화·건조지역으로 변화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농업지역에서 시가화·건조지역으로 변화된 지역(그림 3-18 참조)

에 비해 양적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분석됨

￮ 용담댐 인근 지역은 기존 산지 주변의 일부 산림지역이 수몰과정에서 수역으로 변화

한 것을 파악할 수 있음

전주시, 익산시 일원 군산시 일원 용담댐 일원

주 : 붉은색은 기존 시가화 건조지역, 핑크색은 기존 산림지역에서 시가화·건조지역으로 변화, 된 지역

[그림 3-28] 산림지역에서 타 유형으로 변화된 지역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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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유형에서 시가화 건조지역으로 바뀐 지역

￮ 농업지역, 산림지역, 초지, 습지, 나지, 수역에서 시가화·건조지역으로 바뀐 지역은 전

라북도 전체 면적 대비 약 4.62%로 373.86㎢에 달한 것으로 분석됨

농업지역에서 시가화 건조지역으로의 변화가 2.89%로 기존 시가화 건조지역이 유지된 곳의 약 3.2배

￮ 전주시, 익산시는 기존 시가지 인근 지역의 농업지역과 산림지역이 시가화·건조지역으

로 확장된 경우가 많았음

￮ 군산시는 시가지 인근의 농업지역 및 산림지역과 함께 주변 군산항만 인근의 산업단

지가 개발되면서 시가화 건조지역으로의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됨

￮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은 상대적으로 적은 변화가 나타났고 주로 도로의 개설 등으로 

인한 변화와 일부 시가지 지역의 변화가 있었음

[그림 3-29] 타 유형에서 시가화 건조지역으로 변화된 지역의 공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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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일원 익산시 일원 전주시 일원

주 : 붉은색은 기존 시가화 건조지역, 핑크색은 시가화 건조지역으로 변화된 지역

[그림 3-30] 군산시, 익산시, 전주시의 타 유형에서 시가화 건조지역으로 변화된 지역 분포

라. 시사점 도출

▮ 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 토지피복지도 분석 결과 인간 중심의 개발사업 추진과 토지이용 변화로 환경생태적 

가치가 낮아진 지역의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 적응이나 탄소흡수 능력 저하 

등 환경적 기능 저감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됨

￮ 농업지역에서 타 지역으로의 변화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농경지대가 넓게 분포된 

전라북도 지역의 생태계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특별히 농업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의 변화가 많았으며, 이러한 지역은 주로 전주와 익

산, 군산 등 대규모 도시지역 인근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

￮ 산림지역은 농업지역과 나지 등으로 변화가 있었지만 농업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변화

된 지역에 비해 작음

￮ 타 유형에서 시가화·건조지역으로 변화된 지역은 환경·생태적 가치는 하락한 반면에 

경제적 가치는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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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지역과 주요 강의 제외지(하천구역) 내에서 육화 및 재자연화 과정에서 초지와 

습지 등 자연지역이 증가하고 있음

￮ 새만금과 주요 강 제외지는 미래에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 생물다양성 증진

을 위해 자연성을 향상하면서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생태계서비스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분석의 한계

￮ 대분류 토지피복지도의 특성상 세밀한 정밀도의 토지이용 변화는 파악하기 어려움

￮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토지이용 변화는 파악하였지만 미래 토지이용이 어떻게 변화할 

지는 파악하지 못함. 이러한 분석은 지역별로 사회경제적 변수를 고려하여 추가 분석

이 필요함

￮ 토지피복지도의 분광 특성상 오류에 따른 한계 존재(나지, 시가화·건조지역 분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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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라북도 녹색복원 후보지 조사

가. 전라북도 녹색복원 후보지 발굴

1) 개요

▮ 목적

￮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녹색복원 정책동향 분석과 자연환경 훼손지 분석결과를 토대로 

전라북도 지역에서 녹색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연구진 제안 과제로 제시하고자 함

▮ 녹색복원 후보지 도출 방법

￮ 본 연구진에서는 녹색복원 후보지 도출을 위한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1) 복원의 

시급성, 2) 생태축 연결성, 3) 기후위기 대응력, 4) 생태·문화 융합성을 적용함

각 항목별로 고려사항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면 ‘상’으로, 그렇지 않으면 ‘중’으로 평가함

항목 내용 고려사항

복원의 시급성
(시급성)

· 생태적 구조와 기능이 훼손되고 생물서식
공간의 질이 악화되거나 기후변화에 취약
하여 녹색복원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

· 유휴공간 및 오염부지
· 폐석산, 폐축사, 폐산업시설 등
· 기후변화 취약 지역

생태축 연결가능성
(연결성)

· 녹색복원 사업추진을 통해 백두대간, 정맥, 
기맥 등 산림생태축과 국가하천, 지방하천 
등 하천생태축, 도서, 연안 생태축으로 연
결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

· 백두대간, 정맥
· 만경강, 동진강, 섬진강, 금강 본류
· 도서, 연안, 갯벌, 자연해안선 지역

기후위기 대응력
(대응력)

· 녹색복원 사업추진을 통해 탄소흡수원 증
진, 자연재해 발생 저감 등 다양한 기후위
기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지역

· 도시 및 농산어촌 탄소흡수원 역할
· 산림훼손 지역
· 하천 및 댐 주변 지역
· 새만금 지역

생태·문화 융합성
(융합성)

· 전라북도 지역 고유종 서식지와 생태경관
자원,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하여 지역특성
을 반영한 고유의 생태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

· 생태관광, 해양관광 추진 지역
· 역사문화유산 지역
· 농산어촌 마을사업 추진 가능 지역

[표 3-25] 전라북도 녹색복원 후보지 발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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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색복원 후보지 도출 결과

▮ 녹색복원 대상 후보지 도출

￮ 후보지 발굴 기준을 적용하여 <표 3-26>과 같이 10곳의 녹색복원 후보지 대상지역을 

각 대상지역별로 추진 가능한 예상 사업과 매칭하여 제시함

￮ 단, 제시된 후보지 및 사업 목록은 연구진이 자체적으로 발굴한 안으로, 녹색복원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의제 설정과 논의의 시작을 위해 하나의 안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실제 전라북도 지역의 녹색복원 사업 추진을 위한 후보지 선정은 환경부 등 국가에서 

제시하는 녹색복원의 후보지 선정을 위한 객관적 평가 기준과 절차를 반영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입지여건 분석과 현장 확인, 지자체의 추진 의지와 지역 공동체의 참여 

가능성 등 여건 조사를 거친 이후에 선정해야 함

녹색복원 후보지 선정을 위한 후속 연구과제 추진이 필요함

후보지/사업 위치 평가항목 후보지 선정 고려사항

익산 
왕궁특수지역 

복원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구덕리 일원 

왕궁특별관리지역

시급성 상 · 유휴공간 및 오염부지
· 폐석산, 폐축사, 폐산업시설 등
· 도시 및 농산어촌 탄소흡수원 역할
· 농산어촌 마을사업 추진 가능 지역

연결성 중

대응력 상

융합성 상

임실 
옥정호-호남정
맥 생태축 연결

임실군 운암면 마암리, 
운종리 일원

시급성 중 · 백두대간, 정맥
· 만경강, 동진강, 섬진강, 금강 본류
· 도시 및 농산어촌 탄소흡수원 역할
· 하천 및 댐 주변 지역
· 농산어촌 마을사업 추진 가능 지역

연결성 상

대응력 상

융합성 상

익산 폐석산 
산림생태 복원

익산시 함열읍 흘산리, 
낭산면 용기리 일원

시급성 상
· 폐석산, 폐축사, 폐산업시설 등
· 도시 및 농산어촌 탄소흡수원 역할
· 산림훼손 지역

연결성 중

대응력 상

융합성 중

[표 3-26] 전라북도 녹색복원 후보지 및 예상사업 도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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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지/사업 위치 평가항목 후보지 선정 고려사항

고창, 부안 갯벌 
생태계 훼손지 

복원

고창, 부안 곰소만 갯벌 
주변 지역

시급성 상 · 기후변화 취약 지역
· 도서, 연안, 갯벌, 자연해안선 지역
· 도시 및 농산어촌 탄소흡수원 역할
· 생태관광, 해양관광 추진 지역
· 농산어촌 마을사업 추진 가능 지역

연결성 상

대응력 상

융합성 상

무주-장수-남원 
백두대간 

산림생태계 복원

무주, 장수, 남원 
백두대간 주변지역

(장수군 육십령, 무주군 
반디랜드,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일원)

시급성 상 · 기후변화 취약 지역
· 백두대간, 정맥
· 도시 및 농산어촌 탄소흡수원 역할
· 생태관광, 해양관광 추진 지역
· 역사문화유산 지역
· 농산어촌 마을사업 추진 가능 지역

연결성 상

대응력 상

융합성 상

진안-장수 
금남호남정맥 
신광재 복원

진안군 백운면 노촌리, 
장수군 천천면 비룡리 

일원

시급성 상 · 기후변화 취약 지역
· 백두대간, 정맥
· 도시 및 농산어촌 탄소흡수원 역할
· 산림훼손 지역
· 농산어촌 마을사업 추진 가능 지역

연결성 상

대응력 상

융합성 상

군산 금강정맥 
청암산 생태계 
훼손지 복원

군산시 옥산면, 회현면 
청암산 일원

시급성 중 · 백두대간, 정맥
· 도시 및 농산어촌 탄소흡수원 역할
· 생태관광, 해양관광 추진 지역
· 농산어촌 마을사업 추진 가능 지역

연결성 상

대응력 상

융합성 상

새만금 생태환경 
복원

새만금(군산-김제-부안) 
환경생태용지 및 

주변지역

시급성 상
· 유휴공간 및 오염부지
· 기후변화 취약 지역
· 만경강, 동진강, 섬진강, 금강 본류
· 도서, 연안, 갯벌, 자연해안선 지역
· 도시 및 농산어촌 탄소흡수원 역할
· 하천 및 댐 주변 지역
· 새만금 지역
· 생태관광, 해양관광 추진 지역

연결성 상

대응력 상

융합성 상

섬진강댐, 
용담댐 주변지역 

생태복원

진안, 무주 용담댐 일원
임실, 정읍 섬진강댐 

일원

시급성 중 · 백두대간, 정맥
· 만경강, 동진강, 섬진강, 금강 본류
· 도시 및 농산어촌 탄소흡수원 역할
· 하천 및 댐 주변 지역
· 농산어촌 마을사업 추진 가능 지역

연결성 상

대응력 상

융합성 상

만경강, 동진강 
수변생태축 복원

만경강 유역: 완주, 전주, 
익산, 김제, 군산

동진강 유역: 부안, 김제, 
정읍

시급성 상 · 유휴공간 및 오염부지
· 만경강, 동진강, 섬진강, 금강 본류
· 도시 및 농산어촌 탄소흡수원 역할
· 하천 및 댐 주변 지역
· 농산어촌 마을사업 추진 가능 지역

연결성 상

대응력 상

융합성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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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군 녹색복원 사업수요 조사

1) 개요

▮ 수요조사 목적

￮ 지역에서 녹색복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업의 시행주체가 되

는 지역의 수요가 반영될 필요가 있음

￮ 전라북도에서도 민선8기 도정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생태·환경 자산의 가치 

창출”에 맞춰 지역사회 회복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지역의 녹색복원 사업 발굴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정부의 녹색복원 정책과 전라북도의 생태․환경 자산 가치창출에 부응하기 위해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자연생태계 훼손지에 대한 녹색복원 사업

의 수요조사를 실시함

￮ 아울러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이 대상지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논리 개발을 지원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과 건의사

항을 파악하고자 함

환경부, 행안부, 국토부, 해수부, 문체부, 산림청 등 정부부처 예산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각 부처의 복

원사업 후보지 선정 기준에 부합한 대상지를 사전에 조사·발굴하고, 국비확보 등을 위한 논리 개발과 

추진전략 개발이 필요함

▮ 조사방법

￮ 전라북도 자연생태과 공문을 통해 각 시․군에 서면으로 사업조사 양식을 배부하고, 각 

시․군의 관계부서(환경과, 공원과, 산림과, 도시과 등)에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

￮ 조사양식에 포함되는 내용으로는 1) 배경 및 필요성, 2) 사업 추진 타당성, 3) 사업 

개요(사업비와 사업 위치도 포함), 4) 추진 여건(지역 개황과 환경적 이슈, 토지이용 

및 토지소유 현황), 주변지역의 생태계 보전관리 현황 등을 기입)으로 구성하여 향후 



제3장 자연환경 훼손지 분석 및 녹색복원 후보지 조사 ∙ 129

사업의 추진논리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조사기간은 2022년 7월 26일부터 9월 8일까지 실시함

2) 수요조사 결과

￮ 총 시․군에서 8개(10개 세부사업), 총 3,500억 원 규모의 사업이 제출됨

￮ 익산시에서 제출한 왕궁정착농원 도시생태축 구축사업, 돌산 녹색복원 사업을 제외하

면 대부분 기존의 생태복원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발굴됨

단위 : 억  원

시군명 사업명 유형 사업내용 추진예산

합계 8개 (10개 세부사업) 3,500

익산시

왕궁정착농원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축사매입부지 
오염/유휴지 복원, 생태학습장 

조성 등
2,500

학평제 생태습지 복원사업 습지 생태습지 복원 50

돌산 녹색복원 사업(2개소) 폐석산 지하 토석채취지 생태복원 600

정읍시
월영소하천~정읍천 
생태하천복원사업

하천부지 생태하천 복원 30

완주군 빙등제 도시생태축복원사업 담수호 지형 복원, 생태공간 여건 조성 등 50

임실군
운암 호남정맥 생태축 

연결복원 사업
훼손 농경지

훼손지 식생복원, 생태탐방로 
정비

100

고창군

영산기맥 양고살재 
생태축 복원사업

생태축 단절 부지 지형 녹지화 생태통로 50

영산기맥(선운사·운곡습지 
권역)생태축 복원사업

생태 단절(도로) 
부지

터널형 생태통로 3개소 100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국가생태탐방로 관리사업

생태탐방로
국가생태탐방로 노후화 시설물 

보수
20

[표 3-27] 전라북도 시․군 녹색복원 사업 수요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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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적 시사점 및 건의사항

▮ 정책적 시사점

￮ 기존 생태복원 사업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사업들과 생태복원 효과가 높지 않은 소규

모 사업들이 많이 제출됨

도로로 인한 산림생태축 단절지점의 생태통로 구축사업, 도시하천의 생태하천 조성사업, 생태관광지의 

생태탐방로 조성 및 노후시설물 보수 등 20억~100억 예산 규모 사업이 대부분임

￮ 산림과 하천, 산림과 연안 등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유형의 생태계 또는 생태축의 연

결이나 복원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생태계의 건강성과 회복력을 개선할 수 있

는 사업의 발굴이 필요함

￮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녹색공간 창출, 즉 자연환경 훼손지, 오염지(Brown field), 유

휴지, 노후시설(도시공원 등)을 활용한 복원사업 추진이 필요함

▮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 자연환경 훼손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복원이 시급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태계 관리

와 보전·복원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에도 국고보조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

록 건의함

기존의 생태복원 관련 사업비 지원은 보호지역 이나 특정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한하여 사업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임

￮ 사업 대상지역의 소유자와 관리자가 여러 곳으로 분산된 경우 사유지 매입과 협의과

정의 어려움 및 이해관계의 차이 발생 등으로 사업 추진에 한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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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장 전라북도 녹색복원 추진방안

1. 녹색복원 추진방향

가. SWOT 분석

▮ 강점

￮ 백두대간, 금남호남정맥, 금남정맥, 호남정맥 등 산림축과 만경강, 동진강, 금강, 섬진

강 등의 하천축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서부권에는 갯벌, 해빈, 도서, 해양 등 해양생

태 경관을 보유하여 다채로운 생태계가 공존하고 있음

￮ 김제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 부분에 위치한 삼한시대 벽골제의 축조에서 알 수 있듯이 

오랜 농경생활문화로 형성된 전라북도만의 고유한 농업경관을 보유하고 있음

￮ 이와는 반대로 호남정맥과 금남정맥을 경계로 동부지역은 고원성 산림생태계와 금강 

및 섬진강 유역권에 형성된 계곡 및 하천생태계,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펼쳐진 산악경

관과 산악생태계가 잘 발달되어 있음

￮ 덕유산국립공원, 지리산국립공원, 내장산국립공원 등 산악형 국립공원과 변산반도국립

공원의 해상․해안형 국립공원뿐만 아니라 수원함양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등 다양한 

자연공원, 황새와 노랑부리저어새가 찾는 새만금과 만경강 하구 철새도래지, 완주 신

천습지, 임실 학암마을 습지 등 다양한 야생생물 서식지를 보유하고 있음

▮ 약점

￮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 도로건설사업 추진에 따라 산림축과 하천축의 단절이 지

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생물종 서식지의 파편화와 인간 간섭 증가에 따른 생태계 

훼손이 심화되고 있음

￮ 인간 중심의 토지이용 확대로 자연환경의 환경적․생태적 가치가 하락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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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생태복원 사업들은 도시나 시가지 인근에서 소규모의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 

개발사업 이후 나무식재 등 단순 복구 수준의 사업, 도로로 단절된 산림축의 생태통로 

구축사업 등으로 생태복원 효과를 가져오는데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음

▮ 기회

￮ 최근 정부는 탄소중립 2050목표를 설정하여 다양한 국토공간의 생태복원사업의 정량

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환경부의 국토환경 녹색복원 종합계획, 산림청의 산림

생태복원 사업 등 정책과 예산 및 법제도적 측면에서 복원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기반이 강화되고 있음

￮ 환경과 생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인터넷 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

스, 시민과학(Citizen Science) 등 일반 시민이 자연환경의 보전과 생태계 복원에 작

게나마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음

▮ 위협

￮ 도시와 산업단지, 도로, 관광지 개발지구 등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의 개발압력이 지속

될 것으로 보임

￮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소규모 가족단위 또는 개인 단위의 여행, 자연 기반 관광

(Nature Based Tourism)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광 형태는 주로 섬, 계곡, 갯

벌, 산 등 자연 공간에서 등산이나 백패킹, 낚시, 캠핑 등의 활동을 향유하는 형태로

서 자연환경에 압력을 가하는 공간적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 에너지 문제, 식량 문제, 개발사업 추진과 탄소 저감 정책 추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 가속화 등 자연적 요인에 따른 생태계 훼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농촌인구 감소와 지방경쟁력 저하, 수도권 중심의 개발에 따른 지방소멸 가속화로 농

산어촌에서 사람들에 의해 유지되어 온 경관의 보전․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발생



제4장 전라북도 녹색복원 추진방안 ∙ 135

[그림 4-1] SWOT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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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래 녹색복원 추진방향

￮ SWOT 분석을 토대로 전라북도의 미래 중장기 녹색복원 추진방향을 다음 그림과 같

이 제시하고자 함

￮ 인간 중심 토지이용으로 훼손되고 파편화된 전라북도의 자연환경을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력성을 높이고, 원래의 생태계가 회복되도록 자연 가치 중심에 둔 토지활용 필요함

￮ 지역의 고유 생물종과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고려해야 하며, 생태계의 연결성과 대표

성을 고려하여 자연적 가치를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생태계서비스 혜택 제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복원사업을 추진함

￮ 부처간의 연계와 통합을 통해 생태, 역사, 문화, 마을, 지역이 함께 공존·발전할 수 있

는, 전라북도와 시·군이 주도하는 녹색복원 사업 추진이 필요함

￮ 1:5,000축척 이상의 정밀 자연생태정보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환경공간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생태복원사업을 발굴하고, 모니터링 및 평가에 활용

[그림 4-2] 미래 녹색복원 추진방향



제4장 전라북도 녹색복원 추진방안 ∙ 137

2. 녹색복원 비전, 목표, 추진전략

▮ 비전 및 목표

￮ 전라북도 녹색복원의 핵심 추진방향과 키워드를 토대로 비전을 ‘녹색복원으로 기후위

기를 극복하는 전라북도 생태공간’으로 설정함

녹색복원은 기존 생태계의 단순 회복이 아닌 더 건강하고 향상된 생태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도민에게 다

양한 자연으로부터의 혜택, 즉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장기적으로 급속도로 진행되는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혁신적 생태공간을 조성하여 온실가

스 저감에 기여하고 흡수원 확대를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함

￮ 목표는 ‘전북 고유의 생태자원과 문화를 접목한 녹색융합 생태공간 조성’으로 함

▮ 추진과제

￮ 녹색복원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추진전략을 아래 그림과 같이 제시하고, 8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함

[그림 4-3] 전라북도 녹색복원 비전, 목표,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138 ∙ 전라북도 자연환경 훼손지역 녹색복원 추진방안 연구

3. 중장기 녹색복원 추진과제

가. 산림-하천-연안-도서-해양 광역생태축 연결․복원

▮ 배경 및 필요성

￮ 개발사업 추진과 인간 간섭, 기후변화 등 인위적, 자연적 요인으로 심화되고 있는 산

림축과 하천축의 단절지점을 재연결하고, 자연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음

￮ 경관생태학적 측면에서 경관 매트릭스의 다양성을 향상시키고, 연속생태계

(Eco-continuum)의 연결성을 향상하기 위해 전라북도의 광역생태축을 국가생태축 

및 도시․농촌의 생태거점공간과 연결하고 복원함

▮ 세부 추진과제

￮ 백두대간, 정맥 등 산림생태축의 재연결 및 생태계 복원

도로, 철도 등 선형개발사업에 따른 산림생태축 단절지점의 연결과 야생생물 이동성 향상, 생태계 구조

와 기능 회복을 위한 경관형 생태통로 및 언더패스 구축, 사면절개지 복원

기후변화에 취약한 무주, 장수, 남원 백두대간 주변의 산림생태계 복원사업 추진(장수군 육십령, 무주군 

반디랜드,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주변지역부터 시작)

￮ 금강, 섬진강, 만경강, 동진강 하천생태축 복원

국가하천과 지방1급하천의 제외지를 중심으로 육화가 진행 중인 구간에 대해 자연성을 회복하고 하천의 

종적․횡적 연결성을 강화하며, 경관생태학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천생태축 복원사업 발굴․추진

￮ 서해 갯벌과 도서-연안 생태축 복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고창-부안 갯벌의 생태계 훼손지역에 대한 생태복원사업 추진

섬과 주변 해역의 해양생태계 훼손지역을 보전

▮ 협력기관

￮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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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규모 복합 생태계 복원사업 발굴 및 추진

▮ 배경 및 필요성

￮ 생태복원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생태

복원사업의 발굴 및 추진이 필요함

￮ 산림-하천, 연안-도서-해양 생태계를 연결·복원하여 생물서식지를 확대하고, 환경변화 

적응력을 높이며, 다양한 생태경관 창출로 지역사회 생태계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함

▮ 세부 추진과제

￮ 산림-하천, 산림-연안, 도서-해양 생태축 생태복원

백두대간과 금남호남정맥, 금남정맥, 호남정맥 등 4대 대간·정간과 만경강, 동진강, 금강, 섬진강의 4대 

하천의 생태축 연결 가능지역을 발굴

목표종의 서식환경을 고려한 생태거점 조성 등을 통해 2개 이상 생태축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자연환경 

훼손지에 대한 생태복원사업 추진

고군산군도와 변산반도 및 위도를 연결한 지역의 도서-연안-해양 연속생태계 훼손·단절지역을 복원하여 

동북아 철새이동경로상의 조류 서식공간 확보, 생태계 연결성 강화, 연안·해양 생태관광 거점 조성

￮ 옥정호-호남정맥, 금강-섬진강-금남호남정맥 Blue-Green 생태복원

27번 국도와 운암대교, 749번 지방도 등으로 훼손·단절된 옥정호와 호남정맥의 하천축과 산림축을 연

결하는 입체형 복합 생태통로(경관형 생태통로, 도로 지하화/지상부 생태복원) 구축

금강, 섬진강 발원지와 금남호남정맥이 만나는 장수군 장수읍(뜬봉샘)-금남호남정맥-진안군 백운면(데미

샘) 일대에 금강-섬진강-금남호남정맥 Blue-Green 생태복원 사업 추진

￮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생태복원

새만금호 내부에 육화가 진행 중인 공간, 특히 생태환경용지에 대한 생태복원 추진

▮ 협력기관

￮ 환경부,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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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정호-호남정맥 Blue-Green Network 조성

▣ 배경 및 필요성

  ○ 섬진강 상류 옥정호는 호남정맥과 평행하며 만나는 곳이나 27번 국도(운암대교)와 749번 지

방도 등 도로와 사람들의 종주산행, 수변의 민간 관광개발로 생태축의 훼손·단절이 심화되고 

있어 생태복원이 시급한 실정

▣ 사업추진 목적

  ○ 훼손·단절된 옥정호와 호남정맥의 하천·산림축을 연결·복원하여 기후위기에 취약한 야생생물

의 서식공간을 확보하고, 산림-하천으로 이어진 친수공간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생태계서비

스 혜택을 증진

▣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북도 임실군 운암면 27번 국도 및 749번 지방도 운암대교 일원

  ○ 기    간 : 2023년~2027년

  ○ 사 업 비 : 600억원 (국비 600억)

  ○ 추진주체 : 환경부, 전라북도, 임실군

▣ 사업내용

  ○ 경관형 입체 생태통로 구축

  ○ 도로 상층부 터널형 생태복원

  ○ 옥정호-호남정맥 생태탐방로 조성

<옥정호-호남정맥 블루-그린 네트워크 생태복원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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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시 및 농산어촌 Green Infrastructure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도시는 인구의 90%가 집중된 과밀지역으로 생태적 가치가 낮고 환경변화에 취약하며, 

농산어촌은 1차산업에 의해 생태적 가치가 일정 수준 유지되어 왔으나 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늘어나는 탐방객들로 인해 자연공간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도시와 농산어촌에 다양한 생태적 거점공간을 창출하여 도시의 녹색 인프라를 개선하

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회복력을 높이고, 탄소중립에 기여하고자 함

▮ 세부 추진과제

￮ 노후도시계획시설 생태복원

체련시설 등 인간이용 중심의 시설과 불투수 면적비율이 높은 기존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등)과 시가지 

인근의 훼손된 자연녹지를 중심으로 지표면의 투수성을 향상시키고, 생태적 가치가 높은 생물서식공간을 

조성하며, 주변 지역의 생태축과 연결된 생태공간을 조성

￮ 마을숲, 쌈지숲, 그린웨이, 미세먼지차단숲 조성

농산촌의 마을지역에 형성된 마을숲과 도시 내 교통섬, 도로변 유휴지, 마을 공터 등에 쌈지숲을 조성

도시 내 도로변에 생태화단과 조경이 어우러진 선형의 그린웨이(Green Way)를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

게는 휴식공간을, 도시내 생물들의 서식공간과 쉼터를 확보하고, 공업지역 주변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 탄소중립 농어촌 생태경관마을 조성

경관농업, 농촌협약 등을 통해 농산어촌에 탄소흡수율이 높은 생태화단 및 꽃밭 조성과 가로수 식재

▮ 협력기관

￮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농업진흥청,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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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휴공간과 오염부지 복원 및 하천의 자연성 회복

▮ 배경 및 필요성

￮ 전라북도 지역은 익산과 남원지역에 위치한 폐석산, 익산의 장점마을과 왕궁면의 폐축

사 지역, 폐시설부지 등 다양한 오염부지(Brown field)와 유휴지가 방치되고 있어 시

급히 생태복원이 필요한 실정임

￮ 만경강과 동진강 등 하천구역 제외지의 자연화 진행을 촉진하는 생태복원이 필요함

￮ 대규모 강 상류지역의 저수지로서 주변 유역생태계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임실-정읍의 섬진강댐과 진안-무주군 용담댐 주변지역의 친환경 보전 및 개발사업 추

진이 필요함

▮ 세부 추진과제

￮ 익산 왕궁특수지역 생태·문화·주거 복합공간 조성 및 백제왕궁 생태복원 추진

환경부와 익산시에서 매입·복원중인 왕궁특수지에 대해 오염토지 정화사업과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추진

영국 에덴 프로젝트 팀과 협업하여 지역 생태환경을 복원·재생하는 K-뉴 에덴 프로젝트 추진, 왕궁리 

백제시대 궁전 유적과 전통조경을 테마로 한 익산 백제왕궁 지방정원 조성 추진

￮ 폐석산 생태복원 및 지방정원 조성

익산, 남원, 완주, 부안, 정읍, 고창 지역에 산재한 폐석산에 대해 용도지역 변경 등을 통한 친환경 복

원사업 및 지방정원 조성사업 추진

￮ 하천구역 및 댐 주변지역 자연성 회복

만경강 및 동진강 하천구역 수변생태벨트 사업 추진 및 섬진강댐, 용담댐 친환경 보전 및 활용사업 추진

농업용수 등 물 배분 문제를 고려하여 기능이 소멸된 농업용 보 해체 등 자연형 하천 복원 사업 추진

▮ 협력기관

￮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한국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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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녹색복원과 생태문화, IT기술을 접목한 생태계서비스 창출

▮ 배경 및 필요성

￮ 전라북도 고유의 생태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의 생태자산과 역사 및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특화된 생태복원사업 추진 및 지역사회 생태계서비스 

창출이 필요함

￮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다양한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생태 및 역사문화 자원이 

갖고 있는 콘텐츠를 접목하여 생태복원사업의 구상부터 추진과정의 효과성 제고 및 

복원사업 모니터링과 점진적 개선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세부 추진과제

￮ 지역의 자연생태와 역사문화를 연계한 1시군 1생태문화 복원사업 발굴, 추진

전북지역의 역사와 생태자산, 문화를 접목한 1시·군 1 생태문화 복원사업을 발굴하고, 도와 시·군이 협

력하여 추진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생태복원 서비스 창출

1:5,000 스케일의 광역 생태지도와 시·군에서 구축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활용하여 전라북도 생태복원 

사업 대상지역 발굴 및 사업 추진 우선순위 도출

디지털 트윈, 위성영상, LiDAR, 사물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법 등을 활

용한 생태-정보기술 융합 녹색복원 사업 추진

▮ 협력기관

￮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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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생태복원과 연계한 생태관광지역 조성

▮ 배경 및 필요성

￮ 전라북도는 2000년대 후반부터 독자적인 전북 천리길 조성사업과 1시·군 1생태관광

지 조성사업을 통해 생태관광지역을 발굴하고, 생태관광 사업을 추진 중임

￮ 그러나 사업간 연계성이 떨어지고, 탄소중립과 자연기반 해법, 녹색복원, 생태계서비스 

등 최근 등장하는 환경분야 아젠다에 부응하고, 지속가능하면서 지역사회의 자연혜택 

제공에 기여하는 새로운 사업가치를 창출하는 데엔 한계 발생

￮ 생태관광지역에서 탐방객들과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생태복원을 추진하면서 국가 탄

소중립 목표 달성과 전라북도의 녹색복원에 기여할 수 있는 접점 모색 필요

▮ 세부 추진과제

￮ 생태복원과 생태관광을 연계한 「전라북도 녹색복원 체험마을」 육성

생태관광지역 주변 마을 내 논습지, 유휴공간을 생물서식지로 생태복원하고, 생태관광객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야생생물 먹이주기 등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을 추진하는 전라북도 생태복원 체험마을 

사업 추진

￮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및 주변의 생태계 훼손지역에 대한 녹색복원사업 추진

￮ 장거리 전라북도 생태탐방로 조성

기존 12곳의 생태관광지에 시·군별, 마을별로 생태자산과 역사 및 문화자원을 연계한 장거리 전라북도 

생태탐방로를 조성하여 지역에서 추진중인 생태복원사업을 경험하고, 생태관광의 연속성과 지역간 연계·

통합 활성화에 기여

▮ 협력기관

￮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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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생태지도 구축 등 중장기 녹색복원 추진기반 확보

▮ 배경 및 필요성

￮ 생태복원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만의 자연자산과 보전가치가 높은 생태적 

우수지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도 차원의 정밀한 생태지도가 필요함

￮ 또한 전라북도 전역의 생태지도를 토대로 생태축의 보전․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도면으로 

제시하여 각종 공간환경계획(도시계획, 환경계획, 토지이용계획 등) 수립에 활용 필요

▮ 세부 추진과제

￮ 도시생태현황지도 및 디지털 트윈 기반 전라북도 자연환경 종합 분석·활용 플랫폼 구축

정부와 도 및 시․군에서 조사․구축된 생태계 조사자료를 활용, 전북 시·군의 육상 및 해양에 대한 생태

계 유형(비오톱)을 1:5,000 축척으로 지도화하고, 생태계의 보전·이용가치를 등급화한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

환경부, 산림청, 해수부, 국토부 등 중앙부처와 시․군에서 구축된 생태계 조사자료, 환경영향평가 대상사

업 협의과정에서 구축된 조사자료를 활용, 전라북도 자연환경 현황을 3차원으로 분석하고, 정책 의사결

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트윈 기반 전라북도 자연환경 종합 분석·활용 플랫폼」 구축

￮ 전라북도 광역생태축 지도구축 및 관리지역 설정․공개

생태계 조사자료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활용하여 Top-down방식의 과학적 분석기준과 Bottom-up방

식의 시․군 업무담당자 및 전문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광역생태축 관리지역 분석․평가기준 선정

광역생태축 분석․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핵심지역, 완충지역, 협력지역으로 구성되는 전라북도 광역생태축 

관리지역 설정 및 지도 구축(1:5,000 축척), 대민 공개

￮ 전라북도 환경공간정보의 도시계획 및 환경계획 의사결정 적용

광역생태지도, 광역생태축 관리지역 등 전라북도 환경공간정보의 도시계획과 환경계획 의사결정 활용을 

위한 「전라북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개정

▮ 협력기관

￮ 환경부, 산림청, 국토교통부, LX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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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시민참여, 정부․지역․전문가 연계 협력체계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녹색복원 사업이 효과적으로 정착되어 지속적으로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

들이 직접 참여한 복원사업 추진이 필요함

￮ 정부와 시민단체, 지역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참여·협력하여 녹색복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이 절실함

▮ 세부 추진과제

￮ 시민녹색복원구역 지정 및 재정 지원

천만그루 나무심기 등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이 직·간접적으로 생태복원에 기여하는 사업들을 평가하여 

시민녹색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복원에 필요한 재정,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

￮ 시민참여 기반 생태자산 발굴, 생태계서비스 평가 및 녹색복원 사업 추진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지역 고유의 생태자산을 발굴하고,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를 실시하여 

녹색복원 추진 대상사업을 발굴

￮ 시민과학 기반 녹색복원 사업 효과 모니터링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앱 등 시민과학(Citizen Science) 기반의 모니터링 기법을 활용하여 녹색복원 사

업의 복원효과를 시민들이 직접 모니터링하고, 사업의 개선방향 도출 등에 활용

▮ 협력기관

￮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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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녹색복원 정책 추진체계

▮ 정책 추진체계

￮ 녹색복원 과제의 필요성과 시급성, 지역사회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과제별로 추진 로드

맵을 다음 표와 같이 제시함

￮ 본 과제에서는 전라북도에 특화된 녹색복원 대상지역의 추가 발굴과 입지여건 분석, 

정부(환경부)의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후보지 대상 목록 작성 지원, 사업별 우선순위 도

출 등 도 및 시·군의 녹색복원 정책 지원을 위해 후속과제 추진이 필요함

￮ 녹색복원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전라북도 자연환경 조례에 광역 생태지도 구축

과 전라북도 자연환경조사 및 자연환경 종합정보체계 구축, 녹색복원 지원 관련규정 

추가를 요청함

추진전략 사업명 협력기관 추진기간

자연의 연결성,
구조·기능 복원

1. 산림-하천-연안-도서-해양 광역생태축 연결·복원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2023~2032

  1-1. 백두대간, 정맥 등 산림생태축의 재연결 및 생태
계 복원

  1-2. 금강, 섬진강, 만경강, 동진강 하천생태축 복원

  1-3. 서해 갯벌과 도서-연안 생태축 복원

2. 대규모 복합 생태계 복원사업 발굴 및 추진

환경부,
산림청

2023~2032

  2-1. 산림-하천, 산림-연안, 도서-해양 생태축 생태복원

  2-2. 옥정호-호남정맥, 금강-섬진강-금남호남정맥 Blue
       -Green 생태복원

  2-3.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생태복원

[표 4-1] 전라북도 녹색복원 추진과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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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사업명 협력기관 추진기간

새로운
복원 공간 창출

3. 도시 및 농산어촌 Green Infrastructure 구축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농업진흥청,

산림청

2023~2027
  3-1. 노후도시계획시설 생태복원

  3-2. 마을숲, 쌈지숲, 그린웨이, 미세먼지차단숲 조성

  3-3. 탄소중립 농어촌 생태경관마을 조성

4. 유휴공간과 오염부지 복원 및 하천·연안의 자연성 회복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한국수자원공사

2023~2032

  4-1. 익산 왕궁특수지역 생태·문화·주거 복합공간 조성 
및 백제왕궁 생태복원 추진

  4-2. 폐석산 생태복원 및 지방정원 조성

  4-3. 하천구역 및 댐 주변지역 자연성 회복

생태문화 
융합으로

지역 회생·발전

5. 녹색복원, 생태문화, IT기술을 접목한 생태계서비스 창출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2023~2027  5-1. 지역의 자연생태와 역사문화를 연계한 1시군 1생
태문화 복원사업 발굴, 추진

  5-2.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생태복원 서비스 창출

6. 생태복원과 연계한 생태관광지역 조성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2023~2027

  6-1. 생태복원과 생태관광을 연계한 「전라북도 녹색복
원 체험마을」 육성

  6-2.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및 주변의 생태계 훼손지역
에 대한 녹색복원사업 추진

  6-3. 장거리 전라북도 생태탐방로 조성

녹색복원
추진기반 확보

7. 생태지도 구축 등 중장기 녹색복원 추진기반 확보

환경부,
산림청,

국토교통부,
한국국토정보

공사

2023~2032

  7-1. 도시생태현황지도 및 디지털 트윈 기반 전라북도 
자연환경 종합 분석·활용 플랫폼 구축

  7-2. 전라북도 광역생태축 지도구축 및 관리지역 설정․
공개

  7-3. 전라북도 환경공간정보의 도시계획 및 환경계획 
의사결정 적용

8. 시민참여, 정부·지역·전문가 연계 협력체계 구축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2023~2032

  8-1. 시민녹색복원구역 지정 및 재정 지원

  8-2. 시민참여 기반 생태자산 발굴, 생태계서비 평가 
및 녹색복원 사업 추진

  8-3. 시민과학 기반 녹색복원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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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 본 연구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토환경 녹색복원 정책 추진에 부응하고, 범 부처에서 

추진중인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새정부 국정과제 대응, 민선 8기 도정과제에서 제시된 

생태 공간 가치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음

￮ 연구 결과 국제사회에서는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달성하기 위해 생태복원과 생태계

서비스 혜택 제공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국토공간의 자연환경 회복과 건강성 

및 회복탄력성을 도모하기 위해 녹색복원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전라북도의 자연환경은 서부 도서-연안-해양-갯벌, 중부 농업생태계, 동부 산악생태계

와 계곡 등 다양한 생태계와 생태축을 보유하고 있으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검토

와 토지피복지도 시계열 분석을 통해 분석한 자연환경 훼손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미래 녹색복원 사업 발굴을 위해 연구진이 제시하는 녹색복원 후보지 및 추진사업안

을 도출하고, 시·군 녹색복원 사업수요 조사를 통해 8개 사업(10개 세부사업)을 발굴, 

시군에서 요청하는 복원 수요와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도출하였음

￮ 이를 종합하여 전라북도 녹색복원 추진방향을 도출하고, 중장기 녹색복원 사업의 추진

을 위한 비전과 목표, 4대 추진전략과 8대 주요 추진과제를 발굴함

(비전) 녹색복원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전라북도 생태공간

(목표) 전북 고유의 생태자원과 문화를 접목한 녹색융합 생태공간 구현

(추진전략) ① 자연의 연결성, 구조·기능 복원, ② 새로운 복원 공간 창출, ③ 생태문화 융합으로 지역 

회생·발전, ④ 녹색복원 추진기반 확보

(추진과제) ① 산림-하천-연안-도서-해양 광역생태축 연결·복원, ② 대규모 복합 생태계 복원사업 발굴 

및 추진, ③ 도시 및 농산어촌 Green Infrastructure 구축, ④ 유휴공간과 오염부지 복원 및 하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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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 자연성 회복, ⑤ 녹색복원, 생태문화, IT 기술을 접목한 생태계서비스 창출, ⑥ 생태복원과 연계한 

생태관광지역 조성, ⑦ 생태지도 구축 등 중장기 녹색복원 추진기반 확보, ⑧ 시민참여, 정부·지역·전문

가 연계 협력체계 구축

2. 정책제언

￮ 연구 결과와 시사점 도출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의 방

향성을 담아서 정책제언으로 제시하고자 함

▮ 대규모 녹색복원 사업 발굴·추진

￮ 정부의 녹색복원 과제 도출 의도에 부합하고, 생태계의 연속성과 대표성, 기후위기 적

응력 강화 및 탄소중립 흡수원 조성, 생태계서비스 창출 및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제

고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녹색복원 사업의 발굴과 추진이 필요함

▮ 지역의 생태적 특성과 역사문화 자원이 연계된 복원사업 추진

￮ 전라북도의 생태계 유형과 특성, 지역의 고유종과 멸종위기종 서식 환경을 고려한 생

태복원 목표 설정과 사업 발굴, 추진이 필요함

￮ 일부 생태복원 사업에서는 유사 추진사례에서 제시된 아이템을 하드웨어적으로 단순 

도입하여 적용함으로써 타 지역과 유사한, 고유의 복원 상징성이 결여된 사업이 추진

되어 결국 사업의 성공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함

￮ 생태복원 사업이 지역사회에 정착되고, 복원사업을 통해 파급효과가 지속적으로 창출

되기 위해서는 지역이 가진 생태자산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이용과 훼손 역사, 생태계 

복원을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 등이 융합된 지역 고유의 복원사업을 추진해야 함

▮ 자연환경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 등 추진기반 확보 필요

￮ 실효성 있는 녹색복원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생태계 우수지역이 어디인

지, 목표종은 어떤 종으로 할 것인지, 생태계 훼손지역은 어디인지 파악할 수 있는 정

밀한 자연환경 관련 정보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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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에서 구축한 자연환경 관련 정보인 전국자연환경조사, 생태·자연도(1:25,000 축

척),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은 전라북도 지역의 고유한 생태적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

기 어려움

￮ 특히 전라북도 지역에서 작성된 생태정보는 일부 자연공원의 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

평가 등 일부 사업대상지역에서 실시된 생태계 조사자료가 대부분으로 실제 녹색복원 

사업 대상지의 자연환경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데에는 한계 발생

￮ 따라서, 전라북도 지역의 생태자산 현황과 비오톱 유형 및 생태계 가치 평가를 반영한 

정밀한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

하여 복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실정임

￮ 최근에는 디지털 트원기술의 등장으로 드론 및 라이다 기술, 3차원 공간정보 분석기

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 등을 연계 활용하여 실제 세계와 유사한 가상의 공간에

서 미래 환경변화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

￮ 녹색복원 사업의 대상지역 발굴과 복원 사업의 효과 예측,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사회 

생태계서비스 혜택 제공과 정보 공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트윈 기반 전라

북도 자연환경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전라북도 자연환경 조례 개정 등 녹색복원 관련 제도개선 필요

￮ 일선 시·군에서 녹색복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 한계상 중앙부처의 예산지

원이 필요하나 대부분의 국고보조 사업은 기존에 보호지역이나 특정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 사업지원이 이뤄짐

￮ 자연환경 훼손이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과 복원 시급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 신속하게 녹색복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복원사업 Fast Track” 추진

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전라북도의 특성을 반영한 녹색복원 사업을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에 녹색복원 관련 조항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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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A Study on Jeollabuk-do Green Restoration Promotion Methods 

for Degradation Areas of Natural Environment

Joungyoon Chun ․ Namjung Jang ․ Jina Bae

1. Study Objectives and Method

▮ Research objective

￮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current degradation status of natural 

environment in Jeollabuk-do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nature-based solution and the government's green restoration policy and to 

present the policy direction and major tasks for planning and executing effective 

green restoration projects suitable for the province.

▮ Research methods

￮ Policy implications are derived through the analysis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policy trends, the revision of laws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nd 

major research trends related to green restoration.

￮ This study analyzes Jeollabuk-do’s ecosystem, protected areas, and status of 

ecological corridors. It also studies the progress of development projects of the 

past 40 years (1980s–2022), which are subject to environmental-impact assessment, 

and the change in time series of land cover types through land cover maps to 

determine the distribution of degradation areas and its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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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presents the vision, goals, implementation strategies, and mid- and 

long-term tasks of the green restoration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Jeollabuk-do.

2. Conclusion and Policy Suggestion

▮ Current situation of degradation areas of natural environment in Jeollabuk-do

￮ The analysis of the environmentally damaging projects in Jeollabuk-do for the 

past 40 years, since the 1980s, revealed that the environmental deterioration 

occurred due to the construction of industrial-complexes and urban development 

projects, and road construction, tourism-complex development, and golf-course 

construction, which resulted in separating 119 forest corridors and 95 river 

corridors.

￮ According to the time-series analysis of the land-cover type during the same 

period, the forest area, agricultural area, grassland, and wetland decreased, and 

the urbanized and dry area increased. In particular, the shift from the agricultural 

area to other types of land was the largest, which was 10.12% of the entire area 

of the province.

▮ Strategy and tasks for the green restoration in Jeollabuk-do

￮ The vision is to "recover ecological space in Jeollabuk-do with green restoration" 

and the goal is to "implement green ecological space with Jeollabuk-do’s unique 

ecosystem and culture harmonized." The implementation strategies include ① 

restoring the connectivity,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② 

creating new restoration spaces, ③ regenerating and developing the region 

through the convergence of ecology and culture, and ④ securing the foundation 

for proceeding with green rest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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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asks include ① connecting and restoring the forest-river-coast-islands-mar-

itime ecological corridors, ② planning and executing large-scale complex ecosys-

tem restoration projects, ③ building green infrastructure for urban and rural 

areas, ④ restoring underused and contaminated sites and recovering the natural 

attributes of rivers and coasts, ⑤ creating ecosystem services through green re-

storation, ecological culture, and IT technology, ⑥ creating eco-tourism areas in 

accordance with ecological restoration, ⑦ securing the foundation of a 

mid-to-long-term green restoration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ecological maps, 

and ⑧ establishing a system of cooperation system involving the government, the 

region, and experts, together with citizen participation.

▮ Policy proposal

￮ Four policy suggestions are ① planning and executing large-scale green 

restoration projects, ② developing green restoration projects with an 

ecological-culture complex in accordance with the region’s ecological attributes, 

history, and culture, ③ building a digital twin-based information system for the 

natural environment in Jeollabuk-do, and ④ revising the regional environmental 

law to support green restoration projects.

Key Words  Green restoration, Degradation area, Natural environment, Degradation status,
 Ecological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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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PPENDIX

1. 전라북도 녹색복원 시·군 수요조사 양식

1  시군별 녹색복원 사업 수요조사서 서식

사업명

작성기관 담당자/직위

연락처 이메일

1. 배경 및 필요성

 ○ 

2. 사업 추진 타당성

 ○

3. 사업 개요

 ○ 사업위치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사 업 비 : 개소별 300억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23년 소요

금후계획
계 확보 미확보

계 0 - 0 0 0
국    비

도    비

시    비

 ○ 사업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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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의 추진 여건 – 해당사항 작성

 ○ 지역현황 및 환경적 이슈

 ○ 토지이용 및 토지소유 현황 : 

 ○ 생태계 현황

5. 사업추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 

6. 현장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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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군 현장 컨설팅 및 설명회 개최 결과

￮ 임실군과 익산시를 대상으로 녹색복원과 관련된 관계부서가 참석하는 시군 현장 컨설

팅을 겸한 설명회를 개최함

▮ 임실군 현장 컨설팅 회의 개최

￮ 일시 : 2022. 8. 3.

￮ 장소 : 전북연구원 영상회의실

￮ 참석자 : 7명

임실군 : 환경보호과 이윤도 수질생태팀장, 박영태 주무관, 옥정호힐링과 백완종 운영관리팀장, 이생옥 

경관관리팀장, 천세민 주무관

전북연구원 : 천정윤 지역개발연구부 연구위원, 김보국 지역개발연구부장

￮ 주요내용 : 전북연구원 제안 옥정호-호남정맥 Blue-Green 네트워크 생태복원 사업 

설명, 임실군의 국사봉 일원 생태복원 사업 제안 및 설명

▮ 익산시 현장 컨설팅 회의 개최

￮ 일시 : 2022. 8. 24.

￮ 장소 : 익산시청 환경보호과 회의실

￮ 참석자 : 10명

익산시청 : 정책개발담당관(이창현 담당관, 신수민 주무관), 미래미래농업과(송석민 계장), 산림과(김준호 

계장, 김승애 주무관), 환경정책과(엄은용 계장, 오현호 계장, 진성재 주무관), 건설과(신성철 계장) 참석

전북연구원 : 천정윤 지역개발연구부 연구위원

￮ 주요내용

국토환경 녹색복원 사업 개념 및 정부동향과 추진방향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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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에서 계획 중인 왕궁정착농원 및 학평제 등 녹색복원 사업 2개소 및 왕궁정착농원 생

태복원 사업 중에서 거론되고 있는 에덴프로젝트에 대한 사업 구상안 소개

▮ 녹색복원 및 생태축 복원사업 시․군 설명회 개최

￮ 전라북도 자연생태과 주재로 녹색복원 및 생태축 복원사업의 발굴 독려를 위해 시․군
설명회를 개최함

￮ 일시 : 2022. 8. 29.

￮ 장소 : 온나라 PC 영상회의

￮ 참석대상 : (도)자연생태과장 주재, (시․군)환경관련 담당부서 팀장

￮ 발제

환경부 국토환경 녹색복원 종합계획 수립과 향후 계획 (한국환경연구원 손승우 부연구위원), 전라북도 

녹색복원 사업 시·군 수요조사 방향(전북연구원 천정윤 연구위원)

￮ 주요내용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토환경 녹색복원 사업의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국가 

녹색복원 정책 추진에 부응하는 전라북도의 녹색복원 사업 발굴을 위한 시·군 사업수요 조사와 향후 추

진계획에 대해 설명

시․·군에서 환경영향평가사업과 주요 생태축 교차지점을 중심으로 신규 녹색복원 사업을 발굴하고, 생태

복원 효과가 크고 주변 지역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녹색복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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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라북도 녹색복원 시·군 사업발굴 결과

가. 익산시: 왕궁정착 농원

1  시군별 녹색복원 사업 수요조사서 서식

사업명 왕궁정착농원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작성기관 익산시 담당자/직위 진성재/주무관

연락처 063-859-4531 이메일 sjai1021@korea.kr

1. 배경 및 필요성

￮ 2011년부터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종합대책에 따라 추진한 현업축사 매입사업이 

2023년 종료(2022년 축사매입, 2023년 생태복원) 예정으로, 

￮ 그간 축산업으로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여 수질오염 및 악취의 근원지라는 오명에서 

친환경 생태복원의 성공적 모범사례에 걸맞은 체계적인 생태복원 필요

2. 사업 추진 타당성

￮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서식환경 변화, 생태계 교란 등이 발생하여 생

태공간 확충, 야생생물 관리 강화 등으로 생물다양성을 증진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유휴공간(오염정화부지, 도시공원 일몰지 등) 

녹색복원을 확대, 도심 생태공간 및 생활 속 생태녹지 복원을 추진중임

￮ 왕궁정착농원의 가축사육으로 인해 훼손·오염된 지역(Brown field)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2011년부터 ~ 2023년까지 환경부에서 현업축사를 매입하고 생태복원 중으로,  

￮ 환경부와 익산시가 축사를 매입하고 생태복원사업 시행으로 기존 산림과의 연결성을 

증진하고자 하였으나, 축사매입사업이 협의매매 방식으로 진행되어 국․공유지와 연접된 

사유지의 매입을 통한 매입토지의 활용도 제고에 한계가 있고, 

￮ 파편화된 토지매입으로 연결성이 떨어져 조성녹지가 패치화 되어 생태축이 단절화된 

경향을 보이고 있어, 매입토지의 연결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계획수립으로 생태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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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 구축이 필요함

3. 사업 개요

￮ 사업위치 :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구덕리 일원 왕궁특별관리지역 내

￮ 사업기간 : 2023년 ~ 2028년

￮ 사업내용 : 지형 및 식생복원, 생태학습장, 자연놀이시설 등

￮ 사 업 비 : 250,000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23년 소요

금후계획
계 확보 미확보

계 250,000 - 500 500 249,500
국    비
도    비
시    비

175,000

75,000

350

150

350

150

174,650

74,850

￮ 사업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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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의 추진 여건 

▮ 지역현황 및 환경적 이슈

￮ 사업지역은 익산시의 동남부의 구릉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북방향으로 호남고속도

로가 중심부를 관통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좌측으로 주 진출입로인 왕궁로가 지나고 

있음

￮ 왕궁면은 중위도에 위치하여 온대기후를 나타내고 있으며, 해양성․대륙성 기후의 영향

을 받아 연 기온차가 심한 편으로, 강우량은 전국 평균보다 높고 국지적인호우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이곳에 입지하고 있는 3개 한센인 정착농원(익산농장, 금오농장, 신촌농장)은 익산천, 

만경강, 새만금 등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새만금 상류 주 오염원으로서 그동안 새만

금 수질오염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여 오염원 관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이에 정부에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익산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2010. 7.)

을 발표하고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현업축사를 매입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사업지역은 축사매입 및 생태복원 시행에 따른 축사 등 시설물의 감소로 녹지의 비중

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그간 축사매입과 철거에 집중하여 매입토지의 연결

성 제한으로 실제적인 생태축 복원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그간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향후 반드시 패치화된 녹지의 연결성을 높이고 임야, 

습지 등의 원형을 복원하여야, 경관개선은 물론 생태축 연결을 통한 생물다양성을 증

진효과를 거둘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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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역 내 매입토지의 패치화 현황>

￮ 토지이용 및 토지소유 현황(국공유지, 사유지 등)

단위 : ㎡

소유구분 총면적

축사매입 현황
비축사지역
(매입제외)

비고
계

매입완료
('21년까지)

매입예정
('22년)

계 1,790,384 951,317 844,721 106,596 839,067

환 경 부
(현업축사)

599,432 599,432 492,836 106,596 추진중

익 산 시
(폐업축사)

351,885 351,885 351,885 - 완  료

사유지 등 839,067 839,067

▮ 생태계 현황

￮ 생태자연도에 기초한 대상지역의 식물군락은 생태자연도 2등급, 식생보전등급 Ⅲ등급

의 소나무군락(Pd)과 생태자연도 2등급, 식생보전등급 Ⅲ등급의 소나무-상수리나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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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PdQa)으로 이루어져 있음. 이 외 대부분의 지역은 생태자연도 3등급으로 나타났음

￮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사업 및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멸종위기야생생물 및 천

연기념물 등의 법정보호종인 삵(멸Ⅱ), 수달(멸Ⅰ,천), 황조롱이(천) 등 총 3종이 서식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5. 사업추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 토지 소유권이 축사매입 주체에 따라 환경부와 익산시로 분리되어 있어 토지교환 등 

토지활용도를 높일수 있도록 기관간 협의 필요 

￮ 사업 범위가 광범위 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그간 매입한 토지 중 환경

부 매입토지 비중이 높아 국가 사업화하여 추진하거나, 지역을 구분(환경부·익산시)하

여 사업 추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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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익산시: 학평제 생태습지 복원 사업

1  시군별 녹색복원 사업 수요조사서 서식

사업명 학평제 생태습지 복원사업
작성기관 익산시 담당자/직위 진성재/주무관
연락처 063-859-4531 이메일 sjai1021@korea.kr

1. 배경 및 필요성

￮ 가축분뇨로 퇴적으로 오염된 토양 및 중금속이 용출되어 하천으로 유입 익산천과 만

경강을 거쳐 새만금 유역의 수질을 악화

￮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복원된 주교제 생태습지 상류의 오염원을 제거하여 생태하천 

복원사업 효과 극대화

2. 사업 추진 타당성

￮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서식환경 변화, 생태계 교란 등이 발생하여 생

태공간 확충, 야생생물 관리 강화 등으로 생물다양성을 증진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유휴공간(오염정화부지, 도시공원 일몰지 등) 

녹색복원을 확대, 도심 생태공간 및 생활 속 생태녹지 복원을 추진중임

￮ 왕궁정착농원의 가축사육으로 인해 훼손·오염된 지역(Brown field)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2011년부터 ~ 2023년까지 현업축사를 매입하고 생태복원 중으로 정착농원 중

심부에 위치한 가축분뇨로 퇴적된 학평제를 복원하여 왕궁 환경개선 사업의 효과 극

대화

￮ 가축분뇨 오염물질의 지속적 용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서 만경강 수변공간 조성

과 새만금 내부개발을 촉진하고, 왕궁정착농원 수변녹지공간 조성으로 단절된 생태네

트워크를 복원하여 생물다양성 증진과 한센인의 정서안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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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개요

￮ 사업위치 :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1번지 일원(학평제)

￮ 사업기간 : 2023년 ~ 2025년

￮ 사업내용 : 인공습지 조성, 준설 및 오염토 제거, 수목․수질정화식물 식재

￮ 사 업 비 : 5,000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23년 소요

금후계획
계 확보 미확보

계 5,000 - 200 200 4,800
국    비
도    비
시    비

3,500

1,500

140

60

140

60

3,360

1,440

￮ 사업 위치도

학평제

A=4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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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의 추진 여건 

▮ 지역현황 및 환경적 이슈

￮ 사업지역은 익산시의 동남부의 구릉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북방향으로 호남고속도

로가 중심부를 관통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좌측으로 주 진출입로인 왕궁로가 지나고 

있음

￮  왕궁면은 중위도에 위치하여 온대기후를 나타내고 있으며, 해양성․대륙성 기후의영향

을 받아 연 기온차가 심한 편으로, 강우량은 전국 평균보다 높고 국지적인호우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이곳에 입지하고 있는 3개 한센인 정착농원(익산농장, 금오농장, 신촌농장)은 익산천, 

만경강, 새만금 등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새만금 상류 주 오염원으로서 그동안 새만

금 수질오염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여 오염원 관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이에 정부에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익산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2010. 7.)”

을 발표하고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현업축사를 매입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학평제는 가축분뇨 퇴적으로 인해 기능을 상실하여 폐쇄된 농업용 저수지로서 수질

(COD)기준 매우나쁨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 토사와 가축분뇨 퇴적물로 인한 저수 기능이 저하되어 갈대군락이 우점하고 주변부로 

환삼덩굴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고마리, 여뀌, 쑥 등이 일부 분포하고 있음

구  분
Ph

(mg/L)
BOD

(mg/L)
COD

(mg/L)
T-P

(mg/L)
T-N

(mg/L)
DO

(mg/L)
SS

(mg/L)
총대장구균

(MPN/100mL)
수질기준

1차
(‘12. 2. 7.)

7.85 2,640 950 575.6 94.8 0.6 520 3.1×10 6 COD 기준 매우나쁨 

2차
(‘12. 3. 21.)

7.79 2,260 846 614.8 85.2 0.5 483 6.8×10 6 COD 기준 매우나쁨 

3차
(‘12. 5. 11.)

7.97 1,080 380 384.45 60.02 0.4 2,060 2.8×10 4 COD 기준 매우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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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착농원의 분뇨로 퇴적된 3개 소류지(주교제, 용호제, 학평제)중에서 주교제만 2017

년 생태습지로 복원을 완료하고 나머지 2개 소류지는 그대로 방치되어 복원이 시급한 

실정임

▮ 토지이용 및 토지소유 현황(국공유지, 사유지 등)

위치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계 40,440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1 유 1,663 국(농수산부)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2 유 1,861 국(농수산부)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3 유 6,377 국(농수산부)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6-1 유 2,747 국(농수산부)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7 유 12,929 국(농수산부)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8 유 3,094 국(농수산부)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9 유 2,344 국(농수산부)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10-1 유 1,339 국(농수산부)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11-1 유 3,058 국(농수산부)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28-2 유 5,028 국(농수산부)

▮ 생태계 현황

￮ 생태자연도에 기초한 대상지역의 식물군락은 생태자연도 2등급, 식생보전등급 Ⅲ등급

의 소나무군락(Pd)과 생태자연도 2등급, 식생보전등급 Ⅲ등급의 소나무-상수리나무군

락(PdQa)으로 이루어져 있음. 이 외 대부분의 지역은 생태자연도 3등급으로 나타났음

￮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사업 및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멸종위기야생생물 및 천

연기념물 등의 법정보호종인 삵(멸Ⅱ), 수달(멸Ⅰ,천), 황조롱이(천) 등 총 3종이 서식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5. 사업추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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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익산시: 돌산 녹색복원 사업

1  시군별 녹색복원 사업 수요조사서 서식

사업명 돌산 녹색복원 사업
작성기관 익산시 담당자/직위 김준호 팀장
연락처 063-859-3973 이메일 egt76@korea.kr

1. 배경 및 필요성

￮ 건설 산업의 핵심 자원인 석재를 채취하던 채석장의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산림으로 

복구가 필요함

￮ 토석채취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여 장기간 변형된 경관 회복 및 지역 생태계의 건강

성 확보

￮ 폐시설(채석이 종료된 채석장)의 활용방안 모색에 대한 향후 대안이 될 수 있음

2. 사업 추진 타당성

￮ 채석으로 훼손된 자연환경에 대한 생태계 복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 생태·환경 자산의 가치 창출로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 채석종료 후 더디게 이루어지는 복구를 빠르게 복원하여 지역 생태계 회복에 기여

￮ 채석종료지 자연환경 복원을 통해 단절된 생태계 연결 및 도시지역 생태계 연속성 유지

3. 사업 개요

￮ 사업위치 : 2개소

1지역: 익산시 함열읍 흘산리 산37번지외 6필지

2지역: 익산시 낭산면 용기리 산28번지외 18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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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023. ~ 2026.

￮  사업내용 :

 1지역 : 7.6ha(되메우기, 사면보호공, 수목식재 등) 

 2지역 : 7.1ha(되메우기, 사면보호공, 수목식재 등) 

￮  사 업 비 : 총 600억 원 (개소별 300억 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23년 소요

금후계획
계 확보 미확보

계 600 - 300 300 300
국    비
도    비
시    비

600 300 300 300

￮ 사업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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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의 추진 여건 – 해당사항 작성

￮ 지역현황 및 환경적 이슈

지하 채석으로 인해 깊이 약 50m(1지역), 80m(2지역)의 분화구 모양을 하고 있음.

폐시설(채석이 종료된 채석장)이나 장기간 채석으로 인해 독특한 경관 형성

￮ 토지이용 및 토지소유 현황 : 사유지

￮ 생태계 현황

목표종(멸종위기종, 지역생태계 깃대종 등) 현황

국가생태축(백두대간, 정맥, 도서연안, 5대강), 지역생태축 현황

5. 사업추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 채석 종료지로서 기존 채석 수허가자의 복구의무 관련 문제

행정청에서 시행하는 복원공사시 산지관리법상 복구의무자의 복구의무와 상충 

￮ 사업대상지가 사유지이므로 복구 완료 후 타용도 사용(전용) 가능 제한 필요

복원대상지가 사유지이므로 복원사업 완료후 사인의 이익에 따른 목적사업 변경요청시 보조금 회수 등

의 문제 발생

￮ 토지소유자와 채석사업자가 상이하여 복원 방향에 대한 제한을 받을 수 있음

6. 현장사진

￮ 1지역(함열읍 흘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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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지역(낭산면 용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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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완주군: 빙등제 도시생태축복원사업

1  시군별 녹색복원 사업 수요조사서 서식

사업명 완주군 빙등제 도시생태축복원사업 

작성기관 완주군 담당자/직위 임동완/팀장

연락처 063-290-2661 이메일 pungshei@korea.kr

1. 배경 및 필요성

￮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확장 및 인구증가에 따라 도농복합지역 생태계 단절로 지역 

생태계 위협이 되고 있음.  

￮ 멸종위기종(가시연, 독미나리) 복원 등으로 지역생태계 보전을 목표로 하고 있      

으나, 혁신도시 조성 등 도시확장과 도로 등으로 인한 생태통로 단절, 오염원 유입으

로 인한 수생태계 위협 등 도시생태축 복원이 필요한 상황임.

2. 사업 추진 타당성

￮ 국정과제(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 생물다양성 보전)에서 정한 

생태공간 확충, 생태복원, 생활속 녹지 확충에 부합 ⇒ 도농복합지역 생태축 보전으로 

도시생태공간 확보 

￮ 전북도 혁신도시 인접 생태공간 확보 및 생태축 복원으로 도민들에 대한 생태탐방 및 

교육적 가치 제고

￮ 멸종위기종 식물(가시연, 독미나리) 및 도시생태 동식물 관찰, 탐방 가능, 지역 환경보

전 유지 효과

 3. 사업 개요

￮ 사업위치 : 전북 완주군 이서면 상개리 578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4년 ~ 2025년(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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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도시생태축복원

수변생태 보전 환경개선, 동서지역 도시생태축 연결을 위한 생태 통로

지형복원, 생태공간 여건 조성

생태탐방 및 체험, 학습공간 조성 등

￮ 사업비 : 50억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소요

금후계획
계 확보 미확보

계 50 - 20 30
국    비
도    비
시    비

35

15

14

6

21

9

￮ 사업 위치도

4. 사업의 추진 여건

▮ 지역현황 및 환경적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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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완주 혁신도시와 완주군 이서면 연결 지역, 동서 농경지 및 녹지의 중앙에 위치해 

생태연결부 입지여건

￮ 혁신도시 조성 및 국도와 도시계획돌 등으로 인한 대상지 담수습지와 인접 농경지 녹

지의 생태연결 차단으로 도시생태축 단절 및 복원이 필요한 상황

￮ 도로시설 비점오염 및 인근 농경지 오염원으로 인한 생태위협 요인 상존

▮ 토지이용 

￮ 총면적 60,407㎡ 현재 대부분 담수습지와 인접 부지(토지소유 현황 : 국공유지)

▮ 생태계 현황

￮ 빙등제(혁신도시와 이서면에 인접한 담수호) : 멸종위기종 식물(독미나리, 가시연) 및 

왕버들, 연꽃, 부들, 매자기 등  다양한 습지 생태자원 보유(총 134종)

￮ 도농지역 서식 동물상  

너구리, 족제비 등 8종 포유류  / 잉어, 붕어 등 7종 어류  

도룡뇽, 두꺼비, 청개구리 등 7종 양서파충류 / 논병아리, 해오라기, 중대백로 등 36종 조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18종 등 서식 확인 (※ 2017 생태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5. 사업추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 생태계보전협력금사업(2020~2021) 추진으로 멸종위기종 가시연 및 독미나리복원과 

일부 생태환경을 조성하였으나,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위해, 생태축 복원과 지역 생

태통로 조성, 지형복원, 서식 생태공간 조성이 필요 

￮ 확장되는 도시지역에 접한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으면서 생태적 다양성과 경관생태학적 

가치를 접할수 있는 여건 마련(주민 생태인식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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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임실군: 운암 호남정맥 생태축 연결복원 사업

1  임실군 녹색복원 사업 수요조사서 서식

사업명 운암 호남정맥 생태축 연결복원 사업

작성기관 임실군청 환경보호과 담당자/직위 박영태/팀원

연락처 063-640-2953 이메일 park93@korea.kr

1. 배경 및 필요성

￮ 옥정호와 주변 산지는 섬진강 상류지역인 하천축과 주변 산지로 이루어진 호남정맥 

산림축이 서로 평행하면서 연결되는 곳으로 다양한 생태경관으로 구성되고 생물서식지

로서의 가치가 높은 지역임

￮ 749번 지방도 등 도로와, 수변도로 인근 근린생활시설 개발로 생태축 훼손 단절이 심

화되고 있는 실정 

￮ 도로변 사면절개지에 대한 벽면녹화, 호남정맥과 옥정호 서식지 연결을 위한 입체녹

화, 도로변 임연부의 침입외래종 제거, 수변 생태숲 등 녹지공간 조성을 통해 생태축

이 연결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회복이 필요

2. 사업 추진 타당성

￮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을 통해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 제공 및 생물다양성 확보 등 

옥정호 우수한 자연환경을 체험, 교육을 통한 생태관광 활성화에 기여

3. 사업 개요

￮ 사업위치 : 전라북도 임실군 운암면 일원

￮ 사업기간 : 2024년 ~ 2026년(3년간)

￮ 사업내용 : 생태축 복원 2개소, 훼손지(농경지) 식생복원, 생태탐방로 정비 및 보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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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비 : 100 억원 [국비(70%) 70, 군비(30%) 30]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23년 소요

금후계획
계 확보 미확보

계 100 - 0 0 100
국    비
도    비
시    비

70

30

0 0 70

30

￮ 사업 위치도

생태축복원

생태축복원

훼손지복원

탐방로정비
탐방로정비

4. 사업의 추진 여건 – 해당사항 작성

￮ 토지이용 및 토지소유 현황(국공유지, 사유지 등)

 토지이용: 현재 지방도 749호선 사면절개지 및 농경지로 이용하고 있음

 토지소유: 국공유지(100%) 

￮ 생태계 현황

멸종위기야생생물 10종(Ⅰ급 수달, 흰꼬리수리 Ⅱ급 삵, 새매, 흰목물떼새 등), 천연기념물 3종(원양, 황

조룽이, 소쩍새)을 포함하여 1,012종의 생물종이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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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강인 섬진강(국가생태축) 및 호남정맥(지역생태축)이 위치하고 있음

5. 사업추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 환경부 자연보전분야 국가보조사업 관련 건의사항

￮ 현행: 기존 보호지역 이나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하여 사업지원

￮ 건의내용: 훼손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복원이 시급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태관리

와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에도 국고보조 사업이 실시 될 수 있도록 건의함

해당사업 :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 생태관광지역 기반시설 조성사업,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생태

경관보전지역 훼손지 복원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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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정읍시: 월영소하천 ~ 정읍천 생태하천복원 사업

1  정읍시 월영소하천~정읍천 생태하천복원 사업  

사업명 정읍 월영소하천~정읍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작성기관 정읍시(미래첨단산업과) 담당자/직위 국치호/주무관
연락처 063-539-5672 이메일 gukcho0@korea.kr

1. 배경 및 필요성

￮ 자연환경복원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으

로 정읍천 및 월영소하천에 법정 보호종이 발견됨

￮ 인근 월영습지 및 생태자연도 1등급 구역 간의 생태축 연결과 생태환경 조성이 필요

하므로 해당 사업구역에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이 필요함

2. 사업 추진 타당성

￮ 정읍천, 월영천에 법정보호종인 수달 및 새호리기가 발견됨에 따라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라 2022년도 생태자연도 1등급 구역으로 결정

￮ 법정 보호수종의 서식지 단절 예방을 위하여 정읍천과 월영천을 자연하천으로 복원하

여 야생동물들의 안정된 서식지 조성, 이동 통로, 미소서식처(다공질공간), 웅덩이 등 

생태공간 제공 

￮ 자연환경의 회복을 촉진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 환경 조성

 3. 사업 개요

￮ 사업위치 : 정읍시 부전동 산391-7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3년~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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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총연장 L=1,460m[월영소하천(L=360m) 정읍천(L=1,200m)] 생태하천복원 

1식, 여울 3개소, 물웅덩이 1개소

￮ 사 업 비 :  30억원(국비 70%, 시비 30%)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23년 소요

금후계획
계 확보 미확보

계 30 - 0 0 30
국    비
도    비
시    비

21

9

-
-
-

0 0
0
0

21

9

￮ 사업 위치도

내장저수

월영습지

정읍천
L=1,200

월영소하천
L=360m

내장산문화광

장

4. 사업의 추진 여건 

▮ 지역현황 및 환경적 이슈

￮ 정읍시 부전동 산391-7번지 일원

￮ 정읍기상대의 최근 10년간 자료 기상자료를 통한 연간 기상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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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기온 13.5°C, 연평균 강수량 1,294,.8㎜, 연평균 일조시간 2,186.7hr, 연평균풍속 1.5m/sec, 

상대습도71.08%, 연간주풍향 : 동남동풍(ESE, 12.5%, 2.9m/s)

￮ 환경오염 유발시설은 없음.

▮ 토지이용 및 토지소유 현황(국공유지, 사유지 등)

￮ 도시계획시설(하천구역), 소유자 : 국유지, 시유지

▮ 생태계 현황

￮ 법정보호종 : 수달(천연기념물 제328호), 새호리기(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 생태자연도 1등급(월영소하천, 정읍천)

￮ 습지보호지역(월영습지)는 계획지구에서 약1.2km이격

5. 사업추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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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자 료

○ 정읍 월영습지 습지보호지역 고시

관리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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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자연도 1등급 고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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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고창군: 고창 영산기맥 양고살재 생태축 복원사업

1  시군별 녹색복원 사업 수요조사서 서식

사업명 고창 영산기맥 양고살재 생태축 복원사업

작성기관 고창군 담당자/직위 김인철 / 주무관

연락처 063-560-2873 이메일 kwkw2029@korea.kr

1. 배경 및 필요성

￮ 도로로 단절된 영산기맥의 생태축을 연결하여 방장산, 양고살재, 솔재, 문수산 일대 

산림지역의 생물다양성과 생물학적 수용 능력 향상

￮ 주요 도로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도로가 개설되면서 야생동·식물의 서식처 훼손 및 이

동통로 단절로 인한 로드킬 발생 예방 역할 수행 

2. 사업 추진 타당성

￮ 훼손되고 단절된 한반도 생태축을 연결·복원을 통해 생물다양성 증진 및 국민의 생태

복지 향상 도모

￮ 전라북도 유일한 산맥인 영산기맥의 연결성 회복과 생태계 연결·복원으로 사람과 생

태계가 공존하는 휴식공간 마련

￮ 도로의 야생동물 유입으로 인한 로드킬과 교통사고가 감소하고 안정적인 동물 이동통

로 확보로 경작지 등 주변환경에 주는 피해 예방

3. 사업 개요

￮ 사업위치 : 고창읍 석정리 산39-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3년 ~ 2025년

￮ 사업내용 : 지형 녹지화 생태통로 A=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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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비 : 50억원(국비 70%, 군비 30%)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23년 소요

금후계획
계 확보 미확보

계 50 - 50 50 50

국    비
도    비
시    비

35

15

35

15

-

-

35

15

35

15

￮ 사업 위치도

4. 사업의 추진 여건

￮ 지역현황 및 환경적 이슈

 일반현황 : 고창 양고살재(영산기맥)

 토지이용현황 : 도로구역 및 보존관리지역

 자연생태현황 : 산림지형(소나무식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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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현황 : 국지도 15호선 

 훼손현황 : 도로로 인한 고창 양고살재(영산기맥) 단절 및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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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고창군: 고창 영산기맥(선운사·운곡습지 권역) 생태축 복원사업

1  시군별 녹색복원 사업 수요조사서 서식

사업명 고창 영산기맥(선운사·운곡습지 권역) 생태축 복원사업

작성기관 고창군 담당자/직위 김인철 / 주무관

연락처 063-560-2873 이메일 kwkw2029@korea.kr

1. 배경 및 필요성

￮ 개발로 단절된 선운사·운곡습지 권역(선운사 도립공원, 운곡 람사르 습지)과 영산기맥 

생태계 연결로 생물다양성과 생물학적 수용 능력 향상

￮ 고속국도 15호선, 일반국도 23호선, 군도 23호선이 개설되면서 야생 동·식물의 서식

처 훼손 및 이동통로 단절로 인한 로드킬 발생 예방 필요

2. 사업 추진 타당성

￮ 훼손되고 단절된 한반도 생태축을 연결·복원을 통해 생물다양성 증진 및 국민의 생태

복지 향상 도모

￮ 전라북도 유일한 산맥인 영산기맥의 연결성 회복과 생태계 연결·복원으로 사람과 생

태계가 공존하는 휴식공간 마련

￮ 도로의 야생동물 유입으로 인한 로드킬과 교통사고가 감소하고 안정적인 동물 이동통

로 확보로 경작지 등 주변환경에 주는 피해 예방

3. 사업 개요

￮ 사업위치 : 고창읍 석정리 산39-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3년 ~ 2026년

￮ 사업내용 : 터널형 생태통로 3개소 A=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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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비 : 100억원(국비 70%, 군비 30%) ※대략 사업비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23년 소요

금후계획
계 확보 미확보

계 100 - 100 100 100
국    비
도    비
시    비

70

30

70

30

-

-

70

30

70

30

￮ 사업 위치도

4. 사업의 추진 여건

￮ 지역현황 및 환경적 이슈

 일반현황 : 고속국도 15호선, 일반국도 23호선, 군도 23호선

 토지이용현황 : 도로구역 등

 자연생태현황 : 산림지형(소나무식재 등) 및 농경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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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현황 : 고속국도 15호선(한국도로공사), 일반국도 23호선(국토관리청), 군도 23호선(고창군)

 훼손현황 : 도로개설로 인한 생태계 핵심지역(선운사·운곡습지 ~ 영산기맥) 단절

￮ 훼손현황

5. 사업추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 국립생태원, 전북연구원 등 관련 전문기관과 자문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 확보 필요.

￮ 훼손지역의 각 도로관리의 주체가 한국도로공사, 국토관리청, 고창군으로 사업의 방향

성, 추진 가능성 등 다양한 사전협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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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구역별 현황 사진

고속국도 15호선

일반국도 23호선

군도 23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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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고창군: 고창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국가생태탐방로 관리사업

1  시군별 녹색복원 사업 수요조사서 서식

사업명 고창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국가생태탐방로 관리사업

작성기관 고창군 담당자/직위 김인철 / 주무관

연락처 063-560-2873 이메일 kwkw2029@korea.kr

1. 배경 및 필요성

￮ 고창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이자 우수한 자연경관 및 생태·지질자원이 접목된 국

가생태관광지역에 기조성된 국가생태탐방로 관리를 통하여 고창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고창군민에게 더욱더 안전하고 아름다운 생태계 녹색복원지 탐방 환경을 제공함과 동

시에 생태휴식공간 제공 

2. 사업 추진 타당성

￮ 훼손된 자연환경에 대한 생태계 복원사업의 일환인 ｢국토환경 녹색복원｣에 연계된 자

연 생태계 본연을 담은 국가생태탐방로를 관리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 국토생태네트워

크 구축에 부합함 

￮ 생태·환경 자산의 가치 창출의 목표인 전라북도의 도정목표에 부합함에 따른  기존에 조

성된 국가생태탐방로 관리를 통하여 기존 가치를 드높이고 국가생태탐방로 조성구간의 환

경적 가치 및 천혜의 자연생태자원 등을 계속 제공함에 따른 녹색 복원지 사업에 부합

￮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핵심지역인 동림저수지 국가생태탐방로, 람사르 갯벌 국가

생태탐방로 및 국가습지보호지역이자 국가지질공원인 운곡습지 국가생태탐방로, 생태

현황도(비오톱) 2등급(생물서식 기능 및 생태네트워크 기능이 높은지역)인 노동저수지 

국가생태탐방로 등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기 조성된 국가생태탐방로 관리를 통하여 

방문하는 탐방객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탐방로를 제공함과 동시에 다양하고 이색적인 

생태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더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

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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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개요

￮ 사업위치 : 고창군 내 국가생태탐방로(동림저수지, 노동저수지, 운곡습지 등)

￮ 사업기간 : 2024년 ~ 2028년

￮ 사업내용 : 국가생태탐방로 노후화 시설물 전면 보수 목재데크+난간(약10km), 목교 

(9개소) 전망대 (4개소) 등  및 오일스테인 작업, 안전 시설물 설치 등

￮ 사 업 비 : 20억원(국비 50%, 군비 50%)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23년 소요

금후계획
계 확보 미확보

계 20 - 0 0 0
국    비
도    비
군    비

14

6

0

0

0

0

14

6

￮ 사업 위치도 : 1공구 - 운곡저수지(고창군 아산면 운곡리 25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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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위치도 : 제1공구 - 동림저수지(고창군 성내면 신성리 615-1번지 일원)

￮ 사업 위치도 : 제3공구 - 노동저수지(고창군 고창읍 노동리 354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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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위치도 : 제4공구 - 람사르 갯벌(고창군 심원면 용기리 산4-1번지 일원)

4. 사업의 추진 여건 – 해당사항 작성

■■■ 핵심지역  91.28㎢ (13.6%)
- 고창·부안갯벌 람사르습지
- 선운산도립공원
- 운곡 람사르습지
- 고인돌 세계문화유산
- 동림저수지 야생동식물보호구역

■■■ 완충지대 265.54㎢ (39.5%)
- 하천 생태계
- 산악·산림지대
- 해안사구·염습지 등

■■■ 전이지역 314.70㎢ (46.9%)
- 농경지
- 읍·면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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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 현황

￮ 목표종(멸종위기종, 지역생태계 깃대종 등) 현황

수달, 황새, 삵, 담비, 팔색조, 새호리기, 가시연꽃, 물장군, 맹꽁이, 황조롱이 등 멸종위기종 및 깃대종

을 포함한 식물(376종), 육상곤충(390종), 저서무척추동물(24종), 양서·파충류(12종), 조류(51종), 포유

류(11종) 등 총 864종 생물 서식

순번 국명 학명 수량 자원종류
보관
상태

1 물고사리 Ceratopteristhalictroides (L.) Brongn. 100 생체(멸종위기종Ⅱ급)
2 진노랑상사화 Lycorischinensisvar.sinuolata 100 생체(멸종위기종Ⅱ급)
3 석 곡 Dendrobium moniliforme (L.) Sw. 100 생체(멸종위기종Ⅱ급)
4 가시연꽃 Euryale ferox 100 생체(멸종위기종Ⅱ급)
5 각시수련 Nymphaea tetragona 100 생체(멸종위기종Ⅱ급)

12 애기등
Millettiajaponica (Siebold 

&Zucc.) A.Gray 
100 생체(멸종위기종Ⅱ급)

6 낙지다리 Penthorum chinense Pursh 100 생체(희귀식물)
7 뻐꾹나리 Tricyrtisdilatata 100 생체(희귀식물)
8 범부채 BelamcandachinensisLEMAN. 100 생체(희귀식물)

9 꽃창포
Iris ensata var. spontanea 

(Makino) Nakai 
100 생체(희귀식물)

10 각시붓꽃 Iris rossii Baker var. rossii 100 생체(희귀식물)
11 쥐방울덩굴 Aristolochia contorta Bunge 100 생체(희귀식물)
13 금마타리 Patrinia saniculaefolia Hemsl. 100 생체(희귀식물)
14 쇠고비 Cyrtomium fortunei J. SMITH 100 생체(식물구계학적특정식물Ⅰ)
15 일월비비추 Hosta capitata NAKAI 100 생체(식물구계학적특정식물Ⅰ)

16 금난초
Cephalanthera falcata (Thunb. 

ex A. Murray) Blume 
100 생체(식물구계학적특정식물Ⅰ)

17 홀아비꽃대 Chloranthus japonicus 100 생체(식물구계학적특정식물Ⅰ)
18 귀이빨대칭이 Cristariaplicata (Leach) 10 표본(멸종위기종Ⅰ급)
19 매 Falco peregrinus 10 표본(멸종위기종Ⅰ)
20 수 달 Lutra lutra lutra (LINNAEUS)  10 표본(멸종위기종Ⅰ)

5. 사업추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 생태·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지역을 탐방로 중심으로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조성 후 많은 시간이 경과한 시설물의 노후화를 개선하여 탐방

객의 안전 및 쾌적한 환경 조성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을 건의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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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녹색복원 선진사례 현장답사 결과

가. 대규모 생태복원 사례 답사 : 서울 숲

▮ 개요

￮ 서울숲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일대에 있는 공원으로 당초 대한민국 최초의 정

수장(1908년)과 뚝섬유원지(1940년)이 있었고, 골프장, 경마장이 있던 곳이었으나 시

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생태숲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약 2,352억원을 들여 

2003년 12월에 착공, 2005년 6월에 개장함

￮ 서울숲은 1908년 조성된 대한민국 최초의 정수장과 주변의 경마장, 산업시설 등을 생

태복원하여 서울 도심 지역에 대규모 녹색공간인 도시숲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자연

속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03년 1월에 계획을 수립, 12월에 착공하여 2005

년 6월에 개장한 곳으로 청계천 복원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시지역 생태복원 

사례로 의미가 있는 곳임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1가 685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포구 월드컵 공

원,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이어 서울에서 세 번째로 큰 공원임

￮ 조성 당시 총 사업비는 약 2352억원이었으며, 조성 과정에서부터 시민들이 적극 참여

하여 조성된 곳으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재)서울그린트러스트에서 운영하였고, 

현재는 서울특별시에서 운영 중임

▮ 주요 시설

￮ 주요 시설로는 5개의 테마공원으로 문화예술공원(220,000㎡), 자연생태숲(165,000㎡), 

자연체험학습원(85,000㎡), 습지생태원(70,000㎡), 한강수변공원(66,000㎡)을 포함하여 

이외에도 야외무대(4,000㎡), 서울숲광장(6,900㎡), 환경놀이터(3,000㎡), 자전거도로, 

산책로, 이벤트마당, 곤충식물원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공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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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성수동 카페거리의 발전과 연계되어 지역사회에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방문

객의 증가 등에 힘입어 서울을 대표하는 대규모 도시공원 조성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 답사결과

￮ 답사 결과 한강 주변의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습지를 조성하고, 사슴 및 물새류 서식공

간인 습지 등이 위치한 보전구역에는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으며, 사람들의 

이용하는 공간은 다양한 주제를 가진 정원 형태로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었음

￮ 어린이놀이터의 경우 친환경 소재와 부지의 경사지형 등을 활용하여 특화된 디자인과 

설계가 반영된 조경계획이 적용되어 조성되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공간임을 느낄 

수 있었음

￮ 과거 정수장이 있었던 지역의 기둥과 구조물을 일부 남기고, 이 지역에 정원을 조성하

여 과거를 향수하면서 생태복원의 의미와 그 효과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함

종합안내도 식물에 둘러싸인 안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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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 복원지 정수장 구조물을 활용한 온실과 수생연못

담쟁이덩굴로 둘러싸인 편의점 자연으로 돌아가는 산책로

데크길 주변으로 조성된 물 맑은 수로 생태숲 내에 조성된 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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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규모 생태복원 사례 답사 : 청계천 복원

▮ 개요

￮ 청계천은 1990년대 복개 구조물과 노후한 청계고가도로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이

명박 당시 서울특별시장 후보 공약으로 선정, 2003년 7월에 청계고가도로 철거가 시

작되어 2005년 9월에 완공함

￮ 도심개발과정에서 형성된 판자촌과 청계고가도로 건설로 훼손되었던 청계천의 옛 물길

을 다시 살리고, 생태계를 복원하며,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됨

￮ 청계천로의 태평로 시점에서 동대문과 신답철교 및 삼일로 주변 약 5.84km에 이르는 

구간으로 3,867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함

▮ 청계천 복원의 내용

￮ 당시 서울특별시는 개발과 보전의 조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을 

적용하여 개발 위주의 도시와 차량 중심 도시에서 사람 중심의 도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 이미지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본 사업을 추진함

￮ 청계천 복원의 핵심사업은 청계천을 깨끗한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복원하고, 수중과 

수변에 생물서식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며, 저전거도로와 산책로 조성 등 사람들의 이용

공간을 조성하고, 조선시대 대표적 문화유적인 광통교 등 주변지역의 역사문화를 복원

하는 사업을 포함하는 복합 대규모 생태복원 사업으로 추진되었음

▮ 답사 결과

￮ 답사 결과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역적 특성과 인지도, 교통의 편리성에 힘입어 외

국인을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이 방문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지 역할을 하고 있었음

￮ 비록 횡적으로는 좁은 하천구간이지만 버드나무 및 수생식물이 조성되고 있고, 다양한 

어종과 물새류(백로 등)가 서식하는 것을 확인하여 생물서식지와 생태통로 및 수생태

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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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시대 왕의 행차 모습을 기록한 그림, 광통교 복원 등 역사문화유적의 복원을 추진

하여 방문객들에게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함

청계천 복원 시작지점의 폭포 조선시대 왕의 행차도 벽화

광통교 복원 수변 식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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