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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i

요  약
SUMMARY

1. 연구목적 및 방법  

1) 연구 배경 및 목적

￮ 도시 확장과 경제성장 중심의 토지이용으로 전라북도의 생태⋅환경자산이 감소하고 

생물서식지가 파편화되고 있어 생태계 보전 및 연결, 복원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본 연구는 정부와 도의 탄소중립과 생태⋅환경자산의 가치창출에 부응하여 전라북도

의 생태⋅환경자산을 발굴하고, 산림-하천-도서연안으로 연결되는 전라북도 광역생태

축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 국내외 생태축 구축 정책동향과 주요 추진사례를 분석하고, 생태축 보전관리와 실제 

생태축의 도면화와 관리지역 도출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전라북도 광

역생태축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전라북도의 보호지역과 생태적 중요지역, 생태축 보전⋅관리 기반, 산림과 하천축 단

절지점 관리실태를 분석하고, 국가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전라북도 광역생태축 보전등급

을 분석하여 향후 광역생태축 구축을 위한 과제를 도출한다.

￮ 전북지역의 생태⋅환경자산의 가치 창출과 광역생태축 연결⋅복원을 위한 비전, 목표, 

추진전략 및 중장기 추진과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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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및 정책제언  

▮ 광역생태축 보전⋅관리 정책동향

￮ 영국, 독일 등은 생태복원과 그린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을 목표로 생태계 정밀조사와 생

물종의 이동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산림-하천-습지-하천 범람원-연안해양으로 연

결되는 광역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전라북도 생태축 보전 여건과 광역생태축 보전등급 분석

￮ 전라북도는 신천습지, 도서연안, 동부산악권 등 생태적 중요지역이 많으나, 보호지역은 

분산되어 있으며, 산림축은 도로로, 하천축은 보로 단절된 곳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

다. 전북의 광역생태축 분석 결과 진안⋅무주⋅장수⋅완주 등 동부산림축은 보전등급

이 높았던 반면에 서부지역은 보전등급이 낮았으며, 보 해체 및 자연형 여울 설치 등

의 복원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전라북도 광역생태축 구축을 위한 추진전략과 과제

￮ 비전은 “광역생태축으로 연결⋅복원되는 전라북도 생태⋅환경자산”, 목표는 “전북의 

생태⋅환경자산을 발굴⋅연결⋅복원하는 J-생태벨트 구현”으로, 추진전략은 ① 생태⋅
환경자산 발굴 및 공간화, ② 광역생태축 구축 및 생태복원, ③ 생태축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혜택 창출, ④ 광역생태축 구축 추진기반 확립을 제안하였다.

￮ 추진과제는 ① 전라북도 생태·환경자산 조사 및 생태계서비스 평가지도 구축, ② 전라

북도 광역생태축 관리지역 도면화 및 자연환경 정보체계 구축, ③ 산림-하천-도서연안

-해양으로 연결되는 J-생태벨트 구축, ④ 도시, 농산어촌 생태거점을 연결·복원하는 

그린인프라스트럭처 구축, ⑤ 시·군 광역생태축 구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확

립, ⑥ J-생태벨트를 활용한 생태관광과 생태계서비스 창출, ⑦ 시민참여 기반의 생태

계 조사 및 생태축 연결·복원사업 추진, ⑧ 광역생태축 구축을 위한 재정 지원 및 제

도 개선안 마련을 제안하였다.

▮ 정책제언

￮ ① 광역생태축 구축을 위한 생태⋅환경자산의 조사 및 자료 활용체계 구축, ② 산림, 

하천, 습지 등 생태적 중요지역을 발굴하여 지역사회에 생태계서비스 혜택 제공, ③ 

광역생태축 관리지역 도면화와 도시계획 및 환경계획 수립 반영, ④ 민간이 생태조사

와 생태축 보전⋅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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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도시 확장과 인간 중심 토지이용으로 전라북도의 산림, 하천, 연안 등 자연지역의 면

적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주요 생물종 서식처가 훼손·단절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라북도 지역의 생물다양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도민이 누리는 자연 혜택인 생

태계서비스는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가 작성하여 공개하고 있는 토지피복지도의 시계열 변화자료를 보면 전라북도 

지역은 198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후반까지 약 20년간 시가지는 약 23만 ㎢, 나지는 

2.1만 ㎢가 늘어난 반면 농경지는 9.3만 ㎢, 산림은 5.4만 ㎢, 초지는 10.4만 ㎢, 습지

는 2.8만 ㎢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환경부, 2018).

멸종위기종의 보전과 자연생태계의 기능 유지 및 지속가능한 자연혜택의 제공을 위해

서는 산림-하천-연안의 생태적 중요지역을 연결하는 광역생태축의 구축과 관리방안의 마

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과 「한반도 생태축 구축방안

(2010)」을 통해 산림축, 하천축, 도서연안축으로 구성되는 광역생태축을 구축하고 보전·

관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충청남도도 도내 정밀 자연환경조사와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

을 통해 산-하천-연안으로 구성된 광역생태축을 구축(2007~)하고, 생태축 연결과 도시공

간계획 수립에 활용 중에 있다.

전라북도는 2021년 「전라북도 환경보전계획(2021~2030)」을 수립하면서 생태적 초연

결을 목표로 전라북도의 생태적 우수지역을 연결하는 광역생태축 구축과 보전을 추진과

제로 제안한 바 있다. 따라서 실제 광역생태축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세

부 추진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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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전라북도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계 기능 제고 및 자연혜택의 지속가능한 

제공을 위해 관내 생태적 중요 지역을 연결하여 산림-하천-연안축으로 구성되는 ‘전라북

도 광역생태축’의 추진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전라북도 광역생태축의 구축과 실현을 위해 도와 시⋅군에서 추진해야 할 중

장기 추진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가.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라북도 전역(육상 및 연안, 도서 포함)이며, 식생, 산림, 하

천, 습지, 도시 등 다양한 생태계 유형이 포함된다.

[그림 1-1] 연구의 공간적 범위
자료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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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 범위는 생태축 구축 현황에 대한 사항은 현재부터이며, 광역생태축의 구축과 

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과제를 도출하는 본 연구의 목적상 향후 10년 뒤인 2032년까지

로 한다.

내용적 범위는 생태축 보전·관리를 위한 국내외 정책동향과 주요 추진사례를 분석하는 

부문, 전라북도 지역의 광역생태축 보전·관리 여건에 관한 부문, 광역생태축 구축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과 과제를 제시하는 부문으로 구성된다.

나. 연구의 내용

1) 생태축 보전·관리 국내외 정책동향 및 연구경향 분석

국제사회와 유럽, 호주 등 주요국의 생태축 보전·관리 정책 및 추진사례 분석하여 

해외의 생태축 보전과 관련된 주요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환경부(광역생태축), 국토부(그린인프라) 등 관계부처와 전라북도 및 

타 지역의 광역생태축 보전·관리 정책동향 및 추진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전라

북도 지역에서 광역생태축을 구축할 때 주요 시사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별

히 공간스케일에 따른 국가-광역-기초 수준의 다양한 생태축 개념과 위계에 따른 구축 

범위와 내용을 관련 정부부처(환경부, 국토부, 산림청, 해수부 등)와 지역(충청남도, 경기

도, 전라북도 등)의 사례를 분석하여 광역생태축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고

자 하였다.

「전라북도 환경보전계획(2021~2030)」에서 제안한 광역생태축은 백두대간축과 연결된 

산림축과 하천축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다. 상기 계획에서 제시된 전라북도 광역생태축

의 개념과 세부적인 요소 및 주요 추진 방안(과제)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국내외 연구자들의 생태축 보전·관리 분야에 대한 문헌 조사를 실시하고, 연구경

향 분석하여 생태축 연구방향 및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전라북도 산림·하천·연안의 생태축 보전·관리 여건 분석

환경공간정보 분석을 활용하여 전라북도 내 보호지역(Protected Area), 주요 생물종 

서식지 등 생태적 중요지역(Ecologically Significant Areas)의 보전·관리 현황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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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환경공간정보는 크게 토지피복, 자연환경, 물환경, 기후대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피복지도, 멸종위기종 발견지점, 주요 생물종 서식지, 녹지 면적, 

유해야생동물 분포 현황, 생태자연도 등의 기존에 구축된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

라북도 지역의 광역생태축 구축을 위한 생태계 우수지역의 현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전라북도의 생태축 중 산림생태축의 주요 단절지역 현황을 환경공간정보를 

활용하여 파악하고,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관리실태를 조사하는 내

용을 포함한다. 이를 통하여 전라북도 관내에서 생태축이 어떻게 보전·관리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애로사항과 해결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광역생태축의 보전·관리를 위한 제도와 조사 및 정보체계, 민간 부문의 추진현황 

등 생태축 구축 기반에 대해 분석한다. 생태축 구축과 관련한 사항은 주로 자연환경보전

법과 전라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들을 먼저 분석한

다. 또한 광역생태축의 구축을 위해서는 생태적 현황에 대한 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구

축되는 자료들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

는 자연환경부문에 대한 조사와 주요 자료구축 현황에 대해 파악하였다. 이와 함께 전라

북도 광역생태축 구축 및 보전․관리에 있어서 민간 부문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

을 함께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소결론을 통해 전라북도 광역생태축의 구축과 보전·관리를 위한 주요 시사

점을 SWOT분석을 통해 도출하고, 본 과제의 목적인 전라북도 광역생태축의 구축을 위

한 방향과 전략 설정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3) 전라북도 광역생태축 구축·관리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 도출

앞에서 분석된 시사점과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라북도 광역생태축의 구축과 관리를 위

한 중장기 비전과 추진전략을 도출하고, 실제 광역생태축의 구축과 관리를 위한 추진과

제를 제시한다.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이 크게 6가지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생태계 우수지역을 포함한 전라북도 광역 생태지도 구축 등 생태축 보전․관리

를 위한 전라북도 자연생태정보 활용체계 구축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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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산림·하천·도서연안 축으로 구성되는 전라북도 광역생태축 구축 및 보전․관리 부문

셋째, 생물다양성 향상과 생물종 서식지 보전을 위한 광역생태축 단절지점 재연결 및 

자연기반해법을 통한 생태복원 부문

넷째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실현을 위한 전라북도 광역생태축의 지역 환경보전 정책수

립 및 도시계획 분야 활용 방안 부문

다섯째, 전라북도 광역생태축을 반영한 기초지자체 도시생태축 구축 가이드라인 제시 

부문

여섯째, 광역생태축 구축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 생태계서비스 제공 방안 부문

마지막으로 광역생태축 구축을 위해 단계별 추진체계와 관계기관의 역할을 제시한다.

3. 연구 방법 및 추진체계

가. 분석 방법

국내외 논문과 연구과제 등의 문헌 조사를 실시하여 생태축에 대한 개념, 정의 등에 

이론적 내용을 검토하고, 생태축 관련 법․제도와 자연환경정보 구축 실태 등 추진기반에 

대한 여건을 분석한다.

환경공간정보(토지피복지도, 멸종위기종 발견지점, 철새서식지, 녹지면적, 유해야생동

물, 생태자연도 등)를 활용하여 전북지역의 생태축 단절지역 현황을 분석하고, 국가가 구

축한 환경공간정보 자료를 토대로 전라북도 광역생태축 보전등급을 분석하였다.

유럽, 영국, 독일 등 광역생태축 구축 사례 등을 조사하고, 생태축 구축 방법론을 분석

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의 충청남도, 경기도 등 광역 단위 생태축 구축 및 추진사례 조

사․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여 전라북도 광역 생태축 구축 방향 설정에 반영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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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 체계

본 연구의 추진체계는 다음 그림과 같다.

연구 개요

• 과업 추진 배경 및 목적
• 연구방법 및 연구 추진체계

⇩
정책동향 및 전라북도 생태축 보전․관리 여건

문헌조사
사례조사
공간분석

전문가 자문
(원고포함)

국내외 생태축 정책동향 조사
전라북도 광역생태축 보전․관리 

여건 분석

• 국제사회 생태축 정책 추진동향 
및 사례분석

• 국가, 전라북도, 타 지역의 
광역생태축 정책 및 사업추진 
동향 분석

• 생태축 연구동향 및 사례 분석

• 생태계우수지역 보전․관리 현황
• 광역생태축 보전․관리 기반 분석
• 생태축 단절지역 현황 및 

관리실태
• 전라북도 광역생태축 분석
• 종합분석

⇩
전라북도 광역생태축 구축․관리 방향 및 과제

전문가 자문
관계자 협의

• 기본방향 및 비전·목표, 추진전략
• 중장기 광역생태축 구축․관리 추진과제
• 광역생태축 구축 추진체계

[그림 1-2] 연구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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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생태축 보전･관리 정책동향 및 추진사례

1. 생태축의 개념과 역할

가. 생태축 개념과 위계

1) 생태축의 개념

‘생태축(生態築)’은 ‘생태적으로 중요한 서식처 보전을 위한 축을 공간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선희, 1999; 환경부, 2007; 국토해양부, 2011; 박종순 외, 2014). 생

태축은 생태네트워크, 국토생태네트워크, 광역생태축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기도 하며, 

그 명칭과 개념은 [표 2-1]과 같이 각 국가에서 각 학자마다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8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생태축은 ‘전국 또는 지역 단위에서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

적 기능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 서식공간’을 말한다.

구분 명칭 개념

Cook & Lier, 19941) 생태네트워크
도서생물지리설, 경관생태학, 보전생물학 등의 학문적 배경을 
토대로 지역적인 맥락에서 사람이 자연을 이용하기 위한 공간
계획이나 물리적 계획을 모델링하는 도구

Nowicki, 19962) 생태네트워크
개별적인 서식처나 생물종을 목표로 하지 않고, 전체적인 맥락
이나 구조 측면에서 생물종과 서식처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에 대한 사고에서 출발한 개념

김선희, 19993)
국토생태

통합네트워크

국토를 구성하는 자연적 요소 가운데 자연생태계 및 생물다양
성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생태적 메카니즘이나 지리적 연계성
을 기본 단위로 연계한 국토생태망

환경부, 20024)
국토

생태네트워크
생태․경관적으로 우수한 지역을 서로 연결하여 동․식물의 이동
통로를 확보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녹색공간 조성

환경부, 20075) 광역생태축
하나의 서식처 혹은 생물종에 국한하지 않고 광역 차원에서 생
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축으로 연결한 공간

[표 2-1] 생태축의 명칭과 개념

1) 환경부, (2007). 광역생태축 구축을 위한 연구.

2) 전게서.

3) 김선희, (1999). 국토생태통합네트워크 구축과 관리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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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태축의 구성요소와 위계

▮ 생태축의 구성요소6)

일반적으로 생태축은 Edward & Hubert(1994)와 Graham Bennett(1998)이 제안한 

바와 같이 핵심지역(Core area), 완충지역(Buffer area), 생태적 코리더(Ecological 

corridor) 등으로 구성된다.

핵심지역은 생물다양성의 주변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높거나 희귀한 야생동식물이 서

식하는 장소로서 생물종들의 안정적인 서식을 위해 필요한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을 갖

고 있고, 각국의 법령에 의해 주로 보호지역(Protected Area; PA)으로 규제되고 있는 

지역이 많다. 완충지역은 생태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핵심지역의 주변에 공간

적인 범위를 형성한 곳을 의미한다. 생태적 코리더는 하나의 핵심지역에서 그 주변의 핵

심지역으로 생물종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고, 생태적인 기능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핵심지역들을 연결하는 선형적인 통로를 의미한다.

[그림 2-1] 생태축 구성요소

출처 : Bennett, G. and Mulongoy, K. J., (2006)

4) 환경부, (2002). 21세기 한반도 생태공동체 건설을 위한 생태네트워크 구축 추진 전략.

5) 환경부, (2007). 광역생태축 구축을 위한 연구.

6) 전게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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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축의 위계

전술한 바와 같이 생태축은 국내외에서 다양한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공간적인 

스케일에 따라 대륙 차원에서 지역, 국가, 기초지자체 차원까지 다양한 범위의 생태축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생태축의 위계는 전 지구적인(Global) 생물다양성 보전에서부터 

지역적인(Local) 멸종위기 생물종의 서식처 보전을 아우르며, 특히 사회적으로는(Social) 

생태축의 구축과 보전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생태계서비스(ecosystem service)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위계를 가진 생태축이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가생태

축」, 「광역생태축」, 「도시생태축」의 크게 3가지의 위계를 가진 생태축으로 구분되며, 각

각의 개념과 주요 구성요소들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내용

국가생태축
국토의 생태 골격을 이루는 핵심생태축인 백두대간, 비무장지대(DMZ), 도서 및 연

안, 5대 강이 포함됨
한반도와 동북아 생태축과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보전·복원

광역생태축
국가생태축과 연결되는 정맥·지맥, 지방하천 및 야생생물 서식처 등 주요 생태거점

이 포함됨

도시생태축
국가·광역 생태축과 연결되는 녹지, 하천, 습지(호소), 연안 등 도시지역 단위의 생

태계 중요지역이 포함됨

[표 2-2] 생태축의 위계별 명칭과 내용

   출처 : 환경부, (2020).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14 ∙ 전라북도 광역생태축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나. 생태축의 기능과 역할

1) 생태계 기능 유지 및 연결성 강화

Bennett and Wit(2001)7)에 의하면 생태축(생태네트워크) 종과 생물종의 서식처의 보

전을 촉진하는 수단으로서 생태계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8) 기존의 점적, 면적으

로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는 보호지역들은 주변 지역으로부터 받는 개발압력이나 사람들의 

활동에 따른 다앙한 환경적 압력요인들에 취약하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들을 선형적으로 연결한 생태축의 구축을 통해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 즉 일

부 지역에 개발압력 등 환경 영향이 발생했을 때 주변 지역으로 코리더 등의 선형적 통

로를 통해 이동하는 등 다양한 회피 수단이 있으므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주요 서식처들을 선형적으로 코리더를 통해 상호 연결함으로써 생태계의 연결성

을 강화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즉 생물종들의 이동과 생존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생물종들의 개체군으로 이뤄진 생태계의 건강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킨다.

2)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 향상

생태축은 생물종이 살아가는 서식처를 보전하면서 서로 끊어진 지역을 연결하여 복원

하는 방법이다. 이는 보전생물학과 도서생물지리설(Island biogeography) 등에 의하면 

생태축을 구축함에 따라 서식지의 규모가 커지고, 개체군이 생존할 수 있는 영역을 확보

하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생존에 위협을 주는 영향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능력, 즉 리질리언스가 증가하

게 된다. 결과적으로 안정적인 개체군을 유지할 수 있는 생물종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생

물다양성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7) Bennett, G., and Wit. P., (2001).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Ecological Networks. A 
Review of Proposals, Plans and Programmes. AID Environment. Amsterdam. 131pp.

8) 환경부, (2007). 광역생태축 구축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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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간환경계획 수립 기여

생태축은 함께 작성되는 도시생태현황지도 또는 비오톱지도 등 상세한 생태자원의 현황

을 표시한 지도와 함께 활용되어 대상 공간의 공간환경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충청남도는 2008년 충청남도 전역에 대한 자연환경조사와 비오톱 유형 분류, 비오톱 

평가를 통해 광역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구축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충남 전역의 광역생태

네트워크(광역생태축)를 구축한 바 있다. 구축된 충남지역의 광역생태축과 도시생태현황

지도는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에 따른 충청남도 도 종합계획(2021~2040)의 공간환

경계획 수립에 반영되고 있다.

[그림 2-2]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2021∼2040)의 공간환경계획 구상안

    출처 : 충청남도 도종합계획 계획수립협의회 자료(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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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생태축 보전․관리 정책추진 동향

가. 국외 생태축 구축 및 정책활용 사례

1) 범유럽생태네트워크(PEEN; Pan-European Ecological Network)9)

범유럽생태네트워크(PEEN; Pan-European Ecological Network)는 유럽평의회

(Council of Europe)의 후원으로 유럽의 중요한 핵심 생태계, 생물 서식처, 생물종, 그

리고 경관의 보전상태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다.

범유럽생태네트워크는 다음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먼저 핵심지역(Core area)은 

양질의 공간으로써 다양하거나 희귀한 생물종들이 서식하는 지역이다. 핵심지역은 국가

적･국제적 주요성을 가진 서식지로, 공업지역과 도시지역 등은 제외된다. 코리더

(Corridor)는 핵심지역 사이의 적절한 연결성을 확보하는 지역이다. 코리더는 핵심지역

간의 생물종 이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주로 복원에 기여하는 지역이며, 강이나 하천과 

같은 연속적인 서식지나 인공습지, 옥상 소 생태계 등이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완충지역

(Buffer area)은 잠재적인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핵심지역과 회랑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이다.10) 또한 완충지역은 생태네트워크의 지속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다.11)

범유럽생태네트워크 프로젝트에서는 생물다양성 보전의 일관성을 위해 세계자연보전연

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12)에 의해서 제안된 범

유럽생태네트워크(PEEN; Pan-European Ecological Network) 지표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중부 및 동부 유럽(2002년 완료), 남동부 유럽(2006년 완료), 서유럽(2006년 완료)

의 세 개의 영역에 대한 지도로 구성된다.

이 지표지도는 유럽의 핵심 자연 지역(Core nature area), 각 핵심 자연 지역 사이의 

9) 유럽환경청 홈페이지. (2022. 6. 검색). https://www.eea.europa.eu/data-and-maps/figures/indicative
-map-of-the-pan-european-ecological-network-for-central-and-eastern-europe

10) 환경부. (2009. 12.) 낙동강영남권 및 영산강호남권 광역생태축 구축을 위한 연구

11) 전성우, 천정윤, 성현찬, 송원경, 박지희. (2010). 광역생태축 구축을 위한 기준 및 관리지역 설정 연구. 
환경복원녹화, 13(5), 154-171.

12)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은 전세계 자원 및 자연보
호를 위한 국제기구로 국제연합(UN)의 지원을 받아 1948년 국제기구로 설립되었다. 전세계 자원 및 자연
관리, 멸종위기의 동식물 보호를 위한 국제외교,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및 환경보전 대상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 조사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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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완충지역(Buffrer zone), 기존 회랑(Corridor)과 주요 종

의 연결을 위해 새로운 회랑(Corridor)이 구축될 수 있고, 구축되어야 하는 곳을 제시하

고 있어 생태축 구축과 보전, 새로운 생태복원 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 지도로

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림 2-3] 범유럽생태네트워크의 자연 지역 및 주요종 지표지도(중부 및 동부 유럽)

출처 : 유럽환경청 홈페이지. (2012. 11. 29. 수정). 중부 및 동부 유럽의 범유럽생태네트워크
의 지표지도. https://www.eea.europa.eu/data-and-maps/figures/indicative-map-of-th
e-pan-european-ecological-network-for-central-and-eastern-europe

한편 이러한 생태네트워크 지도가 구축될 수 있는 것은 회원국들이 자료를 최신화하여 

제출할 수 있는 체계가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6년마다 각국

의 조류 개체수의 규모와 추세(조류 지침 제 12조), 유럽 영토 내 대상 서식지 및 생물

종의 보존 상태와 동향(서식지 지침 제 17조)에 대해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유럽환경청

(EEA)은 EU 회원국이 제출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는데 있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를 

지원한다. 이렇게 제출된 자료는 유럽의 자연생태계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며, EU 자연 법

률이 생물 다양성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떤 노력을 했는지 평가할 뿐만 아니라 EU 자연 

정책 및 중요한 자연생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EEA는 ‘유럽 생물 다양성 데이터 센터’, ‘유럽 생물 다양성 정보시스템(BISE; 

Biodiversity Information System for Europe)’  및 ‘유럽 자연 정보 시스템(EU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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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University Information Systems)’을 통해 각국에 분포하고 있는 보호지역, 

서식지 유형 및 생물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유럽환경청(EEA; European Environment Agency)은 유럽 환경 정보 및 관측 네트워크 및 32개 
회원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기 및 기후, 자연 및 생태계, 농업, 산업 및 경제 등의 데이터 수집, 정보 
제공 뿐만 아니라 환경 정책을 개발, 시행 및 평가등 환경과 관련된 광범위한 주제를 다룬다.

○ 유럽환경청(EEA)의 32개 회원국

  

오스트리아 그리스 노르웨이 핀란드
벨기에 헝가리 폴란드 프랑스
불가리아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독일
크로아티아 아일랜드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키프로스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몰타
체코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덴마크 리히텐슈타인 스페인 스위스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스웨덴 터키

○ 협력국 6개소
  -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코소보,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북부, 세르비아

[그림 2-4] EEA 회원국 및 협력국가 지도

출처 : 유럽환경청 홈페이지. (2022. 6. 22. 수정). EEA회원국 및 협력 국가. h
ttps://www.eea.europa.eu/data-and-maps/figures/eea-member-countri
es-cover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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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West of England Ecological Networks (Nature Recovery Network)13)

WENP(West of England Nature Partnership)는 공간 계획, 공중 보건 및 경제 개

발 전반에 걸친 의사 결정에 자연의 가치를 포함함으로써 영국 서부의 자연 환경을 복원

하기 위해 노력하는 부문 간 파트너십이다.

2012년에 설립된 WENP는 영국 서부(South Gloucestershire, Bristol, North 

Somerset, Bath&North East Somerset) 지역의 자연 파트너십(Local Nature 

Parnership; LNP)으로 지정되었으며, 지역의 정부, 환경 자선 단체, 물 관련 회사, 규제 

기관 및 기타 여러 조직을 한데 모아 운영되고 있다.

LNP는 2011년 정부 백서인 ‘The Natural Choice: Securing the Value of 

Nature’을 핵심으로 지역(주) 법에 규정된 기관이며 협력 의무에 따라 전략 계획에 대해 

협의한다. 자연의 가치를 반영한 의사 결정으로 영국 서부의 자연 환경 복원에 노력하며 

이들의 파트너십 활동을 통해 자연성 회복 네트워크에 대해 영국 서부 지역의 비전을 설

정하고 울창한 나무와 숲을 이룰 전략을 수립한다.

[그림 2-5] 영국 서부의 자연성 회복 파트너십(WENP)

출처 : West of England Nature Partnership 홈페이지. 
(2022. 6. 검색). https://wenp.org.uk/#whoweare

13) West of England Nature Partnership 홈페이지. (2022. 6. 검색). https://wenp.org.uk/nature-reco
very-network/west-of-england-ecological-networks-nature-recovery-network-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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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은 WENP가 자연성 회복을 위해 설정한 정량적 목표로 영국 정부의 2025년 

환경계획에 명시된 목표와 일치하도록 했으며, 일부는 정부가 설정한 목표보다 더 높은 목

표를 제시하였다.

2030년과 2050년 목표로 야생동물 개체수 증가, 반자연적 활엽수림의 면적 확대, 삼림 

외 보호지역 네트워크 외부에 야생 동물의 서식지 조성 및 면적 확대, 자연성회복네트워크 

간 연결 격차 해소, 전 유역 및 지정 구역의 생태학적 상태 양호 정도를 제시함으로서 자

연성 복원을 위한 생태네트워크의 긴급성과 명확성을 부여하고 있다.

2030 목표 2050 목표

2020년 수준에서 야생 동물의 개체수 30% 증가
2020년 수준에서 야생 동물의 개체수 두 배 증
가14)

반자연적 활엽수림 면적 2500ha 증가(8,000→
10,500ha)

2050년까지 반자연적 활엽수림 면적 두 배 증가
(6%→12%)15)

삼림 외에도 보호지역 네트워크 외부에 2,000ha의 
야생 동물의 서식지 조성

삼림 외에도 보호지역 네트워크 외부에 6,000ha의 
야생 동물의 서식지 조성

위 방법대로 새로운 서식지 생성을 통해 자연성회
복네트워크(NRN; Nature Recovery Network) 
연결 격차 해소(최소 40% 해소)

위 방법대로의 새로운 서식지 생성을 통해 2050년
까지 모든 자연성회복네트워크(NRN; Nature Rec
overy Network) 연결 격차 해소

전 유역 생태학적 상태 중간 이상(50% 이상 생태
학적 양호 상태)

전 유역 생태학적 상태 양호

지정 구역의 70%가 양호 상태 전 지정 구역 양호한 상태

[표 2-3] 자연성 회복을 위한 설정 목표

영국 정부의 2025년 환경계획(2018. 1. 발표)에는 ‘야생 동물을 보호하고 복원하기 위

한 자연성 회복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지역에서 소멸된 종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16) 이에 따라 WENP는 영국 서부의 더 넓은 지역에 

걸쳐 일관되고 강화된 네트워크 활동을 위해 남서부 전역에서 개발된 공유 원칙(South 

West Local Nature Partnerships)에 따라 영국 서부를 위한 지역 자연성 회복 네트워

크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활동으로 생태적 우선순위에 의하여 자연성 회복을 

위한 생태 지도를 작성하였다([그림 2-6] 참조).

14) As measured by an agreed West of England Wildlife Index

15) 80㎢ 또는 8,000ha의 새로운 반자연적 활엽수림을 조성하는 것과 같음

16) West of England Nature Partnership 홈페이지. (2022. 6. 검색).  자연성회복 네트워크. https://wen
p.org.uk/nature-recovery-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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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영국 서부의 생태 네트워크(자연성 회복 네트워크)

출처 : West of England Nature Partnership 홈페이지. (2022. 6. 검색). 자연성회복 네트워크. 
https://wenp.org.uk/nature-recovery-network/
자연성 회복 네트워크 온라인 지도 : https://awt.maps.arcgis.com/apps/webappviewer/index.ht
ml?id=5cc11efcac3e448aa7e9ef2067b571a1

자연성 회복을 위한 생태 네트워크 지도는 산림, 초지, 습지 부문의 네트워크 지도, 그

리고 이들 세 가지 생태계 네트워크를 통합한 복합 생태 네트워크(Combined 

Ecological Network) 지도로 구성된다.

(산림 네트워크) 산림 네트워크(Woodland Network)는 삼림 지대의 영역을 연결하여 

생물종의 이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코어 우드랜드(Core 

woodland network)’는 지도에서 짙은 녹색으로 표시되며 이 코어 영역은 넓은 잎의 

수목들이 이루는 숲으로 2ha가 넘는 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산림(우드랜드)은 다양

한 종의 중요한 서식지이자 탄소를 저장하고 레크리에이션의 기회를 제공한다.

(초지 네트워크) 초지 네트워크(Grassland Network)는 야생화가 풍부한 초원의 최고 

또는 ‘핵심’ 지역(Core area)과 이 지역의 주변 토지를 말한다. 지도에서 갈색 영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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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원의 ‘핵심’ 영역으로 0.5ha보다 넓은 지역으로 가장 많은 생물종과 꽃이 풍부하다. 

주황색 영역은 핵심 지역의 주변인 완충지역(Buffer zone)으로 생물종이 영역 간 이동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토지를 말한다. 초원은 많은 식량 작물에 중요한 수분 매개체 종

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습지 네트워크) 습지 네트워크(Wetland Network)는 영국 서부의 수계 습지 네트워

크로 습지는 영구적 또는 계절적으로 물로 포화된 토지이다. 지도에서 습지와 수계는 진

한 파란색으로 표시하여 광범위한 인공 수로와 라인강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 severn 

강어귀는 옅은 파란색으로 습지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완충지역(Buffer zone)이다. 습지

는 물을 정화하고 범람을 통제하고 탄소를 저장하며 해안선의 침식을 방지하여 안정성을 

돕는 중요한 곳으로 생태계 서비스 범위에서 다양한 수생 식물과 동물의 중요한 서식지

이기도 하다.

(복합 생태 네트워크) 복합 생태 네트워크(Combined Ecological Networks)는 초원, 습

지 및 삼림 네트워크 지역 전체의 생태 네크워크를 한데 표시한 복합 네트워크로 영국 서부 

지역의 40%가 네트워크에 포함된다. 지도에서 초원, 습지, 삼림의 핵심 영역(Core area)과 

핵심 영역을 지원하는 완충지역(Buffer zone) 토지를 보여주며 여러 기능을 제공하는 토지 

영역은 Multiple Network로 표시하였다. 생물종은 종종 생존을 위해 다양한 서식지를 필

요로 하는데 서식지가 모자이크로 된 경관은 생물 다양성이 더 높은 경향이 있다.

▲ 산림 네트워크(Woodland Network) ▲ 초원 네트워크(Grassland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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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영국 서부지역의 생태계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생태계서비스 지도(수질, 

수량 및 다중 생태계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수질 지도) 수질(Water Quality) 지도는 자연환경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며 

짙은 색의 지역은 활엽수림이나 습지 지역으로 수질 내 불순물 제거될 확률이 높아 양호

한 수질을 나타낸다. 반면 밝은 색의 지역은 도시지역 또는 토지 이용이 수질 악화 활동

이 일어나는 농업 지역, 화학물질 및 기타 불순물이 수질에 유입되는 곳일 확률이 높다. 

생명에 필수적인 깨끗한 물은 생태계 관리를 통해 수질 개선이 가능하며 처리 비용은 절

감하며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수량 지도) 수량(Water Quantity) 지도는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함으로써 물의 이

동을 느리게 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짙은 색의 지역은 빗물의 토양 투수성이 높은 곳으

로 물의 이동을 느리게 한다. 홍수는 영국에서 심각한 기후 위험이며 기후 변화로 인해 

그 빈도도 증가하며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자연 환경에 대한 투자는 홍수에 대

한 복원력을 높이며 야생 동물에게도 도움이 된다.

▲ 습지 네트워크(Wetland Network) ▲ 복합 생태 네트워크(Combined Ecological Network)

[그림 2-7] 에코시스템 맵(산림, 초원, 습지, 복합 생태)

출처 : West of England Nature Partnership 홈페이지. (2022. 6. 검색). 자연성 회복 네트워크. https://wenp. 
org.uk/nature-recovery-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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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생태계 서비스) 매핑된 서비스를 결합하여 다중 생태계 서비스(Multiple Ecosystem 

Services) 지도를 생성한다. 색이 짙은 지역일수록 여러 서비스가 제공되는 위치이며 이 

지역은 전반적으로 생태계 회복력이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러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하는 생태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

▲ 수질(Water Quality) ▲ 수량(Water Quantity)

▲ 다중 생태계 서비스(Multiple Ecosystem Services)

[그림 2-8] 에코시스템 맵(수질, 수량, 다중생태계 서비스)
출처 : West of England Nature Partnership 홈페이지. (2022. 6. 검색). 자연성 회복 네트워크. https://wenp.
org.uk/nature-recovery-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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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 Ecologicla Network 및 Green Infrastructure Concept (BKGI)

가) 생태 네트워크(Ecological Network)17)

독일 연방자연보전청(BfN; Bundesamt für Naturschutz)은 국내 및 국제 자연 보전

을 담당하는 독일 정부의 부서별 연구 기관 중 하나로써 모든 자연보전 및 경관 관리 문

제와 국제 협력 활동, 관련 과학 연구 수행

하여 독일 환경부(BMUB)에 전문적이고 과

학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독일은 생태 네트워크(Ecological Network) 

개념을 국가가 자연생태계를 보호해야 하는 

측면에서 달성해야 하는 개념적 목표로 바

라보고 있다. 생태 네트워크는 도로와 주거

지 건설로 인해 경관 활용에 가해지는 압력

이 증가하고, 농업과 임업이 확대되면서 동

식물의 서식지가 손실됨에 따라 전체적인 

영역이 감소하고, 작아지는 크기에 따라 주

변 영역의 교란에 점점 섬 형태의 고립된 

패치로 파편화되는 주연부 효과(edge 

effect)를 겪고 있다. 이는 많은 동식물들이 

서식하기에 서식지 크기가 너무 작을 뿐만 

아니라 고립된 패치 간에 생물종이나 물질의 잠재적인 교환을 어렵게 해 개체군의 유전

적 빈곤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생존을 위태롭게 한다.

BfN은 토착 동식물이 생존 가능하고 여러 생물종이 퍼져나가고, 이동할 수 있는 서식

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서식지 네트워크 접근법을 적용한 생태 네트워크 시스템(생태

축)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자연 및 반자연 서식지의 유지 외에도 생태학적 상호 연결성

을 복원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개체군 간의 유전적 교환을 보장하고, 동물들의 

17) 독일 연방 자연보호국 홈페이지 BfN; German Federal Agency for Nature Conservation. (2021.2.1
7.변경). http://web01.bfn.cu.ennit.de/activities/protecting-habitats-and-landscapes/ecological-n
etworks/?L=1

[그림 2-9] 주연부 효과와 고립된 패치간의 

잠재적인 교환 모식도

출처 : 독일 연방 자연보호국(BfN)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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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과 자연적인 분산 및 재서식지화를 목표로 한다.

▮ 생태 네트워크 시스템의 개념

서식지 네트워크 접근법18)은 2002년부터 독일 연방 자연보전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국토면적의 최소 10%를 차지하는 서식지 네트워크(생태축) 시스템의 개발을 규정하고 있

다. 서식지 네트워크는 경관 특성과 개발 잠재력을 고려하여 공간 수준에 맞게 설계한다. 

(국제적)국가적{(inter)national} 인 광범위한 공간은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생물종과 

이동종을 고려한 서식지로, 지역적(regional)인 공간은 경관 단위 및 물리적 단위 내에서 

전도성을 제공하고, 로컬적(local)인 공간은 서식지 다양성과 개별적인 네트워킹 서식지

로 설계한다.

구분 개념 설계

(inter)national
· 광범위한 생태통로(broad-scale corridors), 
· 매우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생물종과 이동종을 고려(giving consideration 

to species with very large spatial requirements and migratory species)

regonal
· 지역적인 생태통로(regional corridors),
· 경관 단위 및 물리적 단위 내에서 전도성을 제공(providing conductivity 

within landscape units and physiographic units)

local
· 서식지 다양성(habitat complexes),
· 개별적인 네트워킹 서식지(networking individual habitats)

[표 2-4] 서식지 네트워크 시스템의 개념 설계

▮ 생태 네트워크 부지 적합성 평가 지표

서식지 네트워크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서 부지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주요 평가 

기준으로는 공간적 위치(spatial location), 크기(size), 대표성(representativeness) 및 

서식지 집합성(habitat assemblage) 그리고 부지의 현재 상태와 개발 잠재력(development 

potential), 생태 기능(ecological function)이 포함된다.

18) 독일의 서식지 네트워크 접근법 : 2002년부터 독일 연방 자연보전법(the German Federal Nature 
Conservation)에 명시, 최신법률 개정안(2009) 20조항, 21조항에 의해 독일 영토의 최소 10%를 차지하
는 서식지 네트워크 시스템의 개발을 규정, 규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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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 네트워크 구성 요소

구성 요소로는 핵심 지역(core areas), 완충 및 개발 지역(buffer and development 

areas), 연결 요소(connectivity elements), 주변 경관 매트릭스(surrounding landscape 

matrix)가 있다. 핵심 지역은 고유종의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서식지로, 자연 또는 반자연 

지역으로 구성되며 완충 및 개발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다. 완충 및 개발 지역은 그 자체

로 보전 가치 가능성이 있거나 반자연 서식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연결 요소는 핵

심 지역의 동식물 개체군 간의 유전적 교환뿐만 아니라 이주, 분산 및 재서식지화 과정

을 촉진하는 영역이다. 주변 경관 매트릭스는 생물 서식에 있어 적대감이 적은 환경이고 

생태계 물질 순환에 전도성이 큰 지역이어야 한다. 이는 생태축 구성요소로서의 토지 이

용 형태의 최저 요건을 설정함으로써 달성 가능하며, 이러한 요건은 대규모의 생태축 확

장에 의해 충족될 수 있다.

구분 내용

핵심 지역
(core areas)

· 고유종(native species)의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서식지
· 자연 또는 반자연 지역
· 완충 및 개발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음

완충 및 개발 지역
(buffer and development areas)

· 자체 보전 가치(conservation value) 가능성이 있거나 반자연 
서식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

연결 요소
(connectivity elements)

· 핵심 지역의 동식물 개체군 간의 유전적 교환, 이주, 분산 및 재
서식지화 과정을 촉진하는 영역

주변 경관 매트릭스
(surrounding landscape matrix)

· 생물 서식에 적대감이 적은 환경, 생태계 물질 순환에 전도성이 
큰 지역

[표 2-5] 생태축 구성요소

독일의 지역간 생태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적 계획은 연방 자연보호국의 여러 프로젝트

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마른땅, 습지 및 삼림 서식지 단지를 위한 생태 기능 공간 네

트워크를 식별하는데 사용되었다. 기초자료로는 Länder가 제공한 서식지 지도와 지역 간 

생태 네트워크를 위한 대상 종의 알려진 위치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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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네트워크를 위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지역 열린 경관 서식지를 위한 국가 생태 네트워크

산림 서식지를 위한 국가 생태 네트워크 산림 서식지와 관련된 대형 포유류를 위한 생태 네트워크

[그림 2-10] 국가 생태 네트워크 지도

출처 : 독일 연방 자연보호국 홈페이지. (2013. 9. 30.변경). 국가 생태 네트워크-지도. http://web01.bfn.cu.en
nit.de/activities/protecting-habitats-and-landscapes/ecological-networks/nationaler-biotopverbund/nati
onal-ecological-network-maps/?L=1#c149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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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방 그린인프라스트럭처 컨셉(Federal Green Infrastructure Concept; BKGI)19)

최근 독일 연방자연보전청은 「유럽연합 생물다양성전략(EU’s Biodiversity Strategy)」

에 포함된 그린인프라스트럭쳐를 지원하고, 생태계와 생태계서비스의 보호 및 보전을 증

진하기 위해 「Green Infrastructure Concept」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녹색 인프라

(Green Infrastructure)’라는 용어는 생태계의 보전 및 개선과 ‘녹색 인프라’로서의 서비

스가 ‘기술 인프라’의 유지 및 개선만큼 국가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 기초하

고 있음을 의미한다. 유럽연합 생물다양성전략에서는 녹색 인프라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

고 있다.

<유럽연합(2013)의 녹색 인프라 정의>

 서로 다른 환경적 특징을 가진 자연과 반자연 지역의 전략적으로 계획된 네트워크로서 광범위한 범위

의 생태계서비스를 인류에게 제공하기 위해 설계됨

 녹색 공간(수중 생태계에서는 파란색 공간)과 육지(해안 포함) 및 해양 지역의 다른 물리적 특징을 통

합함

 육상 공간에서 녹색 인프라는 농촌과 도시 환경에 나타남

독일의 그린인프라스트럭처에서 포괄하고 있는 주요 구성요소 및 도면구축 사례는 아

래 표 및 그림과 같다.

 전국적인 생물다양성 중요지역(국립공원, Natura 2000 지역, 자연 보전 지역, 국가 자연 기념물, 습

지·건조지·자연에 가까운 산림 서식지 네트워크(핵심 지역), 람사르 사이트, HELCOM 및 OSPAR 해

양 보호 지역, 생물권보전지역(핵심 및 완충 지역)

 생태 네트워크(습지, 건조 지대, 자연에 가까운 산림 서식지, 대형 포유류)를 위한 국가적으로 중요한 

축(axes)/코리더(corridors), 그린벨트

 기후 보호와 탄소 저장을 위한 토양으로서의 중요성에 따른 이탄지대(peatlands)

 배타적 경제 수역(EEZ)의 Natura 2000 지역

 활성화된 또는 비활성화된 범람원(floodplains)

19) Federal Agency for Nature Conservation (BfN), (2017). Federal Green Infrastructure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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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독일의 국가 수준 그린인프라스트럭쳐

출처 : 독일 연방자연보전청 (BfN), (2017).20)

20)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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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생태축 보전·관리 정책동향

1) 환경부

가) 국가환경종합계획

▮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21)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 분야의 범정부 최상위 계획으로 분야별 환경계획, 타 중앙행

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에 대한 기본원칙 및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16년 

수립된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중에서 광역생태축 보전과 관련된 내용으로 먼저 핵심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는 ‘생태가치를 높이는 자연자원 관리’를 들 수 있다. 이는 국가 차

원의 환경관리를 위한 핵심 개념으로 3대 국토생태축 중심의 관리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3대 생태축과 수생태축의 연결성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주요 과제 추진 방향

핵심 생태축 (백두대간, 
DMZ, 도서연안, 

수생태) 관리 대책 추진

백두대간

· 보호지역 확대, 산줄기 연결성 지수에 기반한 훼손 지역의 
복원, 도서연안축과의 연결성 강화, 자연경관심의 강화

지리산(백두대간축)-섬진강 하구역(도서연축) 연결하는 사업
부터 추진

남․북 
접경지역

· 주기적 생태계조사, DMZ 세계 생태평화공원 지정 및 접경
보전지역, 이동성 조류 보호 등 국제기구 협력사업 추진

도서연안
· 관계부처 합동 생태조사, 하구역․해안사구 등 복원 추진, 자

연해안관리 목표제 강화, 환경자원 총량관리체계 고도화 등

하천

· 훼손된 수생태계 복원, 보에 대한 환경성 개선, 수변구역 등 
수변생태벨트 구축, 환경생태유량 산정 등 추진

심각한 훼손하천구간의 지자체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의무화, 
여러 지자체 포함된 대하천은 환경부가 직접 생태복원 추진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추진 기반 

· 국토도시계획 등 관련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시 생태축 적용
생태축의 위계별(국가 핵심생태축, 광역생태축, 도시․정주공간 생태축) 관

리 방향을 수립․적용하여 한반도 그린인프라 구축 필요

· 생태축 기초 정보 목록화, 시․군별 도시생태 현황 지도 구축, 환경공강정
보 고도화, 생태축 연계성 평가방법 개발 등 과련 정보 체계 수립

[표 2-6]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연결성 강화 과제 추진방안 

21) 환경부. (2016).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재편집. (http://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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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한반도 핵심 생태축

출처 : 환경부, (2016),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22)

환경부는 2015년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16~’35)을 수립하여 추진해왔으나, 사회․경
제 전반의 녹색전환을 견인하고,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훈령 수립에 따라 「제5차 국토

종합계획(2020~2040)」과 연계하기 위하여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을 수

립하였다.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에서는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국가’ 비전 아래 3

개의 목표와 7개 핵심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계획에서는 국토생태축은 생태녹지축, 해양․
연안수계축을 잇는 한반도 생태골격을 구상하였고 백두대간과 정맥, 주요 강, DNZ의 단

22) 환경부. (2020).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재편집. (https://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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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된 곳을 다시 이어 초연결 국토생태망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림 2-13] 국토생태축 기본구상

출처 : 환경부, (2020).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핵심과제 1 생태계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국토 생태용량 확대의 주요 정

책과제 중 광역생태축과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요 과제 추진 방향

한반도 
국토생태축 
연결성 확보

백두대간, DMZ, 도서·연안 및 5대 강 등 국가의 핵심생태축 구축

· (백두대간) 백두대간과 주요 정맥의 훼손지 복원과 보호지역 확대, 도서·연안 및 해
양 생태축과의 연결성 강화, 생태통로 확보및 관리체계 강화 등 추진

· (DMZ) 주기적 생태계 조사를 토대로 남·북 접경지역은 보전을 원칙으로 하여 세계
유산 및 (접경)생물권보전지역 등으로 지정하고, 이동성 조류 보호 등의 국제기구 
협력 사업을 위한 생태 평화벨트로 추진

· (도서·연안) 도서 및 갯벌, 연안습지, 해안사구 및 하구역 등 보전 및 생태복원(역간
척 등) 확대와 자연해안관리 목표제 강화, 도서·연안 등 생태축 구축 로드맵 마련과 
제도적 기반 강화 추진

[표 2-7] 국토환경 연결성 확보와 자연회복에 의한 국토 생태용량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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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과제 추진 방향

· (5대 강) 훼손된 수생태계 복원 등을 통한 하천 연속성 확보, 수변서식지 복원, 기
수역 물환경 관리·복원 등 추진

위계별(국가-광역-도시) 생태축을 구축하고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여 생태 우수지역은 보전, 
훼손·단절 지역은 복원·연결하여 연결성 강화

· (국가생태축) 국토의 생태 골격을 이루는 핵심생태축(백두대간, DMZ, 도서·연안, 5
대 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생태축과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설정 및 보전·복원

· (광역생태축) 국가생태축과 연결되는 정맥·지맥, 지방하천 및 야생생물 서식처 등 
주요 생태거점

· (도시생태축) 국가·광역 생태축과 연결되는 녹지, 하천, 습지(호소), 연안 등 도시지
역 단위의 생태계 중요지역

생태축을 포함한 도시의 자연, 녹색공간을 그린인프라(Green Infrastructure)*로 제도화하
고 토지이용, 토지매수, 지역권, 트러스트 등 지원정책수단 강구

· 지능화를 위한 정보수집 및 스마트 기술 활용 등을 토대로 그린인프라 기능 최적화
  * 그린인프라는 보호지역, 오픈스페이스, 산림, 야생서식처, 공원, 습지, 하천 및 물길, 

투수시설, 옥상정원, 도시농업공간, 녹지축과 녹도(greenway), 가로수 등 자연, 반자연, 
인공의 녹지공간을 통합적으로 보는 개념으로 도시의 공간구조를 결정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주요한 기반이자 시스템으로 다기능성 추구

도시자연의 확충과 접근성 강화

· 파편화된 도시자연을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연결성을 고려하여 거점녹지, 도시 숲, 
수변녹지, 생명농업녹지, 옥상녹지(인공지반녹지) 등 도시 속 자연 확충

· 소규모 생활권 마을습지, 주거 등 소멸 위험지역, 농지, 임야 복원 및 관리 등 생활
권 사각지대 관리 확대, 생활권 생태계 우수지역 발굴 및 인벤토리 구축 등 추진

· 도시재생사업 등 관련 사업추진 시 과거 도시화로 인해 단절되어 있던 지역의 연결
성 확보를 위해 파편화된 지역의 자연복원면적 확보제 도입

· 연령(노약자, 어린이 등), 취약계층(장애인, 저소득층 등) 등 수요자 특성에 따라 도
시자연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접근성 지표를 개발하고 단계적으로 개선

자연환경 
보전·복원 
활성화로 
생태용량 
순증(Net 

Gain) 실현

우수 생태계 육성과 국제적 보호지역 확대

· 잠재적 우수 생태계의 보전·관리를 통해 국토우수생태계지역(보호지역 및 생태자연
도 1등급)을 국토의 1/3수준까지 확대

· 국제적 수준의 보호지역 확대 전략 강화 및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보호지역 지
정 및 우수관리 보호지역에 대한 국제 인증(IUCN 녹색목록 등) 등 확대

· 국가 보호지역 전반에 걸친 관리 효과성 평가(MEE) 확대 및 사후관리 전략 구축

생태환경 훼손지역 평가 및 회복력 증진

· 생태환경 훼손지역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훼손지역 목록 구축과 복원 계획 수립
· DPSIR 기반의 자연환경 복원·관리 강화 및 전 주기 관리시스템 구축
·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유지를 위한 생태 회복력 증진 및 사후관리 강화

스마트 축소(Smart Decline)를 준비하는 도시·지역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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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과제 추진 방향

· 인구감소 등에 따른 축소·쇠퇴도시는 기후안전, 녹지 및 그린인프라 확충, 환경 질 
관리 등을 고려한 ‘스마트 축소 중심의 환경보전계획’ 수립

·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대비, 도시공간은 도시 내 부지를 우선 활용하고 기반시설 수
요 감소, 폐부지, 유휴·방치공간 등은 재자연화하여 생태환경기능을 회복하도록 정
책 지원 강화

· 과소화·공동화 등에 따른 농·산·어촌의 폐주거공간 및 폐부지, 폐시설, 유휴 농경지 
등을 작은 생태계로 복원하여 지역 자원으로 활용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범위 확대,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을 통해 중요 논습지 관리·지원 강화

· 국가 차원에서의 논습지 최소면적 설정 검토와 더불어 ‘논습지 보전·관리를 위한 선
정기준’을 마련하여 지자체에서 논습지 선정 시 활용

선정기준(예) : 토사유출을 감소시키는 산지 내 논습지, 상시 범람지 혹은 철새도래
지의 논습지, 수원 확보를 위한 논습지, 유기농법을 쓰는 대규모 논습지, 산림축 완
충구역 논습지 등

환경영향평가 등 기존 제도와 연계한 국가-지역단위(시·군·구) 총량제 설계·도입

· 자연자원 통합 관리방식 선진화를 통한 운영의 효율성 증진과 갈등관리를 위한 로
드맵 마련

· 자연자원 총량제 운영을 위한 시장 메커니즘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

주요 과제 추진 방향

국토생태벨
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연혜택 

증진

지역 생태계서비스 증진 체계 구축

· 지역에 특화된 생태계서비스 증진 및 활용 강화를 위한 생태계-사회-경제 통합 모형 개발
· 지역 고유 유전자원·전통지식 및 생태계서비스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생태

계서비스 증진 사업 발굴·지원 및 우수사례 전파
· 생태관광인증제도(숙박 시설, 생태관광 프로그램, 전문 여행사 등) 도입을 통한 생태

계서비스 기반확대 및 생태관광지역 국제화를 통한 글로벌 위상 확보

자연혜택의 공정하고 공평한 이용 체계 구축

· 생태계서비스 수혜자 부담 원칙을 확립하도록 관련 법 개정
· 생태가치, 여건, 기회비용 등을 반영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운영 내실화* 및 확대 적용
· * 생태계서비스 평가와 지불제의 유기적 연계,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단가 및 산정 방식 개편·현실화

· 친환경 농업, 임업, 수산업 추진·육성 방안 등 지속가능한 방식의 생태계서비스 이
용가이드라인 제작·보급

· 생태계서비스의 증진 및 공평한 이용을 통한 보편적 생태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 마련

국토생태벨트지역 등의 생태경제지역 형성 촉진과 지원 확대

· 백두대간 등 생태우수지역 중심으로 생태관광 및 휴양, 치유인프라, 생태산업 등을 

[표 2-8] 모두가 누리는 자연혜택으로 생태복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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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영산강 호남권역에 속하며 공간환경 전략의 목표는 ‘도시와 농촌간 환경격

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이며, 3개 주요 과제와 추진방향이 제시되어 있다.

[그림 2-14] 영산강 호남권 목표 및 기본방향, 주요 과제

출처 : 환경부, (2020).

생태계환경 증진 전략의 주요 과제는 자연공원 및 우수 생태계의 보전 및 생태복원 추

주요 과제 추진 방향

토대로 자연과 공생하면서 활력을 제고하는 ‘생태경제지역’ 및 ‘생태계서비스 활성화 
촉진구역*’ 지정 및 지원

· * 공급서비스(식량생산, 물공급 등), 조절서비스(공기정화, 수질조절 등), 문화서비스(교육, 문화, 관광 등),

지지 서비스(생물다양성, 서식처 제공, 토양형성 등)를 포함한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발굴하여 각 지역
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생태계서비스 활성화 구역 지정. 국가생태축, 광역생태축 등과 연계하여 
생태계 서비스 제공 지역 확대

· 지자체는 자발적 창의성을 토대로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인접 지역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생태계서비스 활성화 촉진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

· 자연경관 및 생태계·생물다양성 증진활동에 대한 협약 체결 및 지원 확대·다양화, 
생태휴양관광 등 지자체 협력사업 지원

· 생태자원-농어업-휴양치유를 연계한 농·어촌 휴양치유마을 확대
· 농·산·어촌마을의 전통 생활문화와 자연환경 복원을 결합하여 체류형의 휴양치유마

을로 복원·전환하고 자연친화적 생활 기반을 강화
· 생태자원을 음악·미술·영상·시 등 예술과 접목하여 생태기반의 문화서비스 증진에 

기여하는 생태예술체험공간 도입 및 생태디자인 상품 개발
· 생태관광-6차 산업*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귀촌·귀농 촉진과 탐방 방문 증대, 

생산물 판매 촉진 등 시너지 효과 창출
· * 6차 산업은 농·림·어업 생산·가공·서비스의 단순한 집합(1차+2차+3차=6차)이 아닌 이들 산업의 유기적

인 융합(1차×2차×3차=6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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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그린인프라 확충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 생태계서비스를 통한 연안․도서 생태계 환경 

조성으로 세부 추진 방안은 표와 같다.

주요 과제 추진 방향

과제 1
자연공원 및 우수 
생태계의 보전 및 

생태복원 추진

· 변산반도, 무등산 및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핵심 보전지역의 적극적 보전

· 우수한 산림 및 자연생태, 연안․도서지역의 보전적 관리를 통해 생태계서
비스 확충 및 자연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

· 기 훼손지역을 중심으로 국토생태축에서 도시지역으로의 연결(생태복원)을 
통한 정주 환경 개선 노력 

과제1
그린인프라 확충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

· 도시지역 내 공원 및 녹지(시설녹지, 완충녹지)를 포함하는 그린인프라 확충
· 국토생태축과의 연계 및 지역 생태계서비스 확충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소규모 녹색공간 확보

과제3
생태계서비스를 통한 

연안․도서 생태환경 개선

· 다수의 유․무인도서 및 연안지역 생태계서비스(생태관광 및 자연생태보전 
등) 활용을 통한 지역 생태환경 개선 및 지역 활성화 도모

· 다도해의 아룸다운 바다와 넓은 서해안 갯벌, 새만금 및 연안습지(순천만) 
등을 중심으로 생태계서 스 활성화 도모

[표 2-9] 생태환경 증진 전략의 주요 과제 및 추진 방안

나)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 제2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06~2015)23)

제2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정책기조는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생명공동체의 구

현｣이며,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건강하고 균형된 국토자연생태계 구축｣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정책목표의 구현을 위해 ｢6대 실천목표｣와 ｢20대 중점 추진과

제｣를 선정하였다.

실천목표 1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구축․관리의 중점추진 과제는 첫째, 한반도 생태네트

워크 구축 둘째, 한반도 3대 핵심 생태축 보전 셋째, 광역 생태네트워크 구축․관리 넷째, 

도시/지구단위 생태네트워크 구축․관리이다.

23) 환경부. (2006). 제2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http://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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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추진 방향

정책 목표 

· 생태계의 네트워크화 및 연결을 통하여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생명공동

체의 구현

훼손되고 고립된 자연과 생태계를 유기적으로 연결

각종 개발사업으로 단절되고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을 중심으로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생태통로 설치 등을 추진하여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

· 생태계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전국적 생태네트워크 구축

백두대간, 비무장지대, 도서연안의 3대 핵심생태축을 주축으로 도시 지역과 

인근의 자연 생태계를 연계

과제 및 추진 방안

· 3대 핵심생태축 구축 및 관리

한반도 3대 핵심생태축으로 백두대간, 비무장지대, 도서연안을 설정하고, 

생태축별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보전대책을 추진

· 광역 및 도시 단위 생태네트워크 구축 추진

핵심생태축과의 연결 및 지역별 환경특성을 고려하여 대권역 단위의 5대 

광역생태축을 설정하여 보전과 이용의 조화 도모

도시단위의 생태공간 확충을 위하여 비오톱지도를 작성하여 환경 및 도시

계획에 활용하고, 광역축과의 연계를 도모

[표 2-10] 중점추진과제 1 :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구축 주요 내용

구분 추진 방향

백두대간 보전 관리 개발행위 제한, 훼손지 복구 대책 추진, 주민지원사업 확대․강화

비무장지대 일원의 
생태계 보전

· 비무장지대 내부 생태계조사 및 생태자원 관리

· 토지현황 파악 및 지적복구 추진

· ‘남북공동 UNESCO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장기과제로 추진

· 자연유보지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추진

· 비무장지대 외부 일원(민통선, 접경지역) 생태계보전대책

도서연안 보전

· 하구 생태계 보전․관리

· 갯벌(연안습지)의 보전․관리

· 해안사구의 보전․관리

· 석호의 보전․관리

· 도서지역의 보전․관리

· 해안 및 해양 국립공원의 체계적 관리

[표 2-11] 중점추진과제 2 : 한반도 3대 핵심생태축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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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추진 방향

광역 생태네트워크 설정 
및 보전방안 강구

· 5개 환경관리 권역별로 광역생태네트워크를 구축
한강․수도권, 금강․충청권, 영산강․호남권, 낙동강․영남권, 태백․강원권으로 구

분하여 구축 추진
· 광역생태 네트워크의 구체화
· 광역 생태네트워크 지역에 대한 보전방안 모색
광역 생태네트워크 해당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동식

물보호지역 등 개별 법령상의 보호지역으로 연속 지정하는 방안 검토
· 단절․훼손된 광역 생태네트워크 지역에 대한 복원 추진

영산강호남권
(지역별 환경특성 및 

추진전략)

· 지리산을 포함한 서부 백두대간, 월출산국립공원, 무등산도립공원과 영산강 
및 섬진강 하구역 등 도서연안을 잇는 생태축 연계성을 제고

·  연안, 하천, 녹지축을 연결하는 동서-남북 통합생태네트워크 구축
· 김제-부안-고창-함평-나주에 이르는 서남해안 환경농업벨트 구축을 추진하

여 농촌의 생태자원을 보전
· 서․남해 도서연안에 대한 지속가능한 개발방안 마련
· 전주시, 함평군, 담양군, 광주광역시 등에 대한 생태도시 조성사업을 지원하

여 국제수준의 환경도시로 육성

[표 2-12] 중점추진과제 3 : 광역 생태네트워크 구축․관리

제2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서 생태축 부문의 성과24)는 첫째, 「한반도 생태축 구축 

방안(’10)」, 「한반도 생태축 연결･복원계획(’13.7)」을 수립하고, 백두대간, DMZ, 도서연

안 생태조사를 통해 보호지역을 발굴하는 등 보전기반 마련하였다. 둘째, 단절･훼손된 생

태계 연결･복원을 위한 생태통로를 조성하고, 개발행위 제한과 토지매수, 도시생태현황지

도 작성 등 추진하였다.

반면에 생태축 부문의 한계25)로 공간계획 적용을 위한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고, 권역

별 생태적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관리방안이 미흡하고, DMZ는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지속적인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고, 도시･마을 등 생활공간 생태축 보전대책 한계가 

있었다.

▮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16~2025)26)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은 ｢풍요로운 자연, 자연과 공존하는 삶｣을 비전으로 6개

24) 환경부.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재구성 (http://www.me.go.kr)

25) 환경부.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재구성 (http://www.me.go.kr)

26) 환경부.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http://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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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생태축과 관련된 내용으로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구현과 보호지

역 확대 및 관리 강화, 도시 및 마을생태계 보전·복원, 생활공간 생태계 보전 기반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생태축 구축 기반이 되는 내용으로 자연보전과 개발의 조화, 

자연환경조사 및 기술개발과 관련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추진과제 1.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구현에서는 국가핵심/광역/도시･생활공간 생태축 관

리체계 정립, 국가핵심/광역/도시･생활공간 생태축별 보전･복원 추진의 세부과제를 설정

하였다.

구분 내용

국가핵심/광역/도시･생활
공간 생태축 관리방향 

확립

· (국가핵심) 4대 핵심 생태축(DMZ, 백두대간, 도서연안, 5대강 수생태축)을 
한반도와 동북아 생태축과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보전･복원

· (광역) 5대 광역권역별로 4대 핵심 생태축과 연결되는 생태축(정맥), 생태
거점 등을 중점 보전･복원

· (도시･생활공간) 지자체별로 도시 및 마을내 생태축을 보전하고, 현명한 이
용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모색하도록 유도

생태축 보전･복원을 위한 

법･제도 및 기초정보 

· 생태축 보전･복원을 위한 국가핵심･광역･도시 생활권 생태축의 기능, 역

할, 관리주체, 복원방안 등에 대한 규정을 관련 법에 반영

[표 2-13] 세부과제 1 : 국가핵심/광역/도시･생활공간 생태축 관리체계 정립 중점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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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정비

  * 자연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생태축 보전 관계 법령 개정

· 생태축 기초정보 목록 작성,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의무화, 환경공간 정보 

고도화(1/25,000→1/5,000)* 등 생태축 복원 정보기반 마련

  * 1/5,000 수준 환경공간정보에는 세분류 토지피복지도, 생태･자연도, 국가환경지도, 

대축척 임상도, 산림입지토양도 등을 포함

국가핵심･광역 생태축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전･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국토･도시계획 등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생태축을 고려할 수 있도록 생

태축 보전･복원 가이드라인 마련

· 개발사업 추진시 생태축을 고려할 수 있도록 생태축 환경영향 검토기준을 

마련･적용

도시･생활공간 생태축은 

지자체에서 

「도시･생활공간

생태축 보전･복원계획」을 

수립･추진토록 권고

· 생태축 조사･보전･복원계획 수립･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제공

· 지자체 도시･환경계획 수립시 도시･생활공간 생태축을 고려할 수 있도록, 

도시･생활공간 생태축 보전･복원 지침 마련 추진

구분 내용

국가핵심 생태축 

보전･복원 추진

· (DMZ) DMZ･민통선 일대의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추구하는 지역 (연천군/
화천군/고성군 등)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 추진

DMZ･민통선 일대의 생태우수지역을 습지보호지역･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 추진

· (백두대간) 생태계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토지매수, 보호 지역 지
정 확대 등 단절된 생태축 복원사업 추진

· (도서･연안) 해수부와 합동으로 도서･연안 하구역, 간석지, 해안사구 등의 
생태조사를 실시하고, 「도서연안 생태축 보전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시행

· (5대강) 5대강 생태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훼손된 수변생태계 복원, 친수
구역 지정시 생태축 반영 추진

광역 생태축 보전･복원 

추진

· 권역별로 육상생태축, 수생태축, 생태거점을 지정하고 생태축 조사* 및 보
전･복원 사업** 추진

   * 권역별 광역 생태축 조사를 전국자연환경조사 항목에 포함･실시
  ** 권역별 생물다양성을 모니터링 하고, 수생태 복원사업, 중요 생태거점의 보호･복

원, 생태통로 구축 등을 추진

· 생태축 관리범위 및 보전･복원사업 추진 관련, 국가･지자체간 쟁점 협의･조
정을 위한 「생태축 보전･복원 협의체」 운영

[표 2-14] 세부과제 2 : 국가핵심/광역/도시･생활공간 생태축별 보전․복원 추진 중점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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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생태축 구축 방안(2010)27)

2010년 환경부는 생태계 우수지역을 보전하고 훼손 및 단절지역의 복원 대책을 중점 

추진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반도 생태축 구축방안」을 발표하였고, 주요 내용은 5대 

광역생태권 구축, 3대 핵심 생태축 보완, 생태네트워크 구축․관리로 구성되었다. 

사업명 구분 세부내용

 5대 광역생태권 
구축

한강수도권, 낙동강영남권, 
금강충청권, 영산강호남권, 
태백강원권

· 관리대상지역: 산림축, 수생태축, 야생동물축

3대 핵심 생태축 
보완

백두대간 및 DMZ 일원 · 개발행위 입지제한 및 훼손지역 복원사업 등

도서연안 · 갯벌 및 해안사구 복원 등

생태네트워크 
구축․관리

면(面) : 보호지역 등

· 주요 생태축 내 훼손․단절지역 토지매수․복원, 개발행
위 제한 및 백두대간, 철새도래지 등 보호지역 확대

· ‘생태하천 만들기 10년 계획, 청계천+20 프로젝트’ 
등에 따른 광역생태권 내 수생태계 복원사업 추진

띠(線) : 종․횡의 연결고리
· 생태통로 설치 등 복원사업 추진
· 생태탐방로 조성

점(點) : 소규모 생태거점

· 생태공원․생태연못, 도시 숲, 녹색지붕 등 도시 비
오톱(Biotope) 확대

· DMZ 일원에 황새 등 멸종위기종 증식․복원센터 건
립, 반달가슴곰(‘04) 및 산양(‘07) 복원사업지 주변 
생태계 특별관리

· 갯벌 복원 및 해안방조림 조성 등 해안사구 복원 추진(‘11)

[표 2-15] 한반도 생태축 구축 방안의 주요 내용

27) 환경부 보도자료.(2010.11.10). 한반도 "산~강~바다"를 잇는 생태네트워크 구축․관리 

구분 내용

도시･생활공간 생태축 

보전･복원 추진

· 도시내 생태숲, 하천 및 생물서식처 등 생태거점을 보전･복원하여 도시생태
축으로 조성

· 마을숲, 생울타리, 둠벙, 도랑, 저수지, 소하천, 마을공원 등 마을의 전통생
태자원을 생태축으로 연결하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 지자체, 지역주민, 지역전문가가 참여하는 “생태두레*”를 구축하여 지역 특
화 생태축 복원사업을 발굴･추진

   * 독일 NRW주는 biological stations을 통해 지역의 시민단체와 지역민이 Natura 
2000 지역 관리에 참여하고 있으며, 주정부가 예산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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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도권
낙동강영남권 금강충남권

영상호남권 태백강원권

[그림 2-15] 한반도 생태축 구축 방안에서 제시된 5대 권역 광역생태축

출처 : 환경부(2010)

▮ 한반도 생태축 연결·복원계획(2013)28)

2013년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3개 부처 합동으로 「한반도 핵심 생태축 연결․복
원계획」 수립하였다. 이 계획의 주요 내용은 각종 개발사업, 도로 건설 등으로 인해 단절

되거나 훼손된 백두대간을 비롯한 주요 생태축에 ‘17년까지 생태통로 50개를 설치하고, 

보호지역 내 훼손된 지역을 복원하는 것이다.

경부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 철도 등으로 생태계가 복합 단절된 추풍령 구간, 88고

속도로와 지방도로 인해 단절된 지리산~덕유산 구간에 대한 생태통로 연결을 중점 추진

하고자 하였다.

28) 환경부 보도자료.(2013.8.6). 환경부․국토부․산림청 합동 한반도 핵심 생태축 연결․복원계획’ 수립․추진



44 ∙ 전라북도 광역생태축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다)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

▮ 제3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2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조의 근거하여 수립된 계획으로 “국가환경종합계

획” 및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과 연계된 중기 계획으로 상위계획의 야생생물 보호 정책

에 대한 실천계획이다.

제3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에서는 광역생태축과 관련된 추진성과로 한반도 생태네

트워크 보전․복원 확대를 위한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 등 거시적인 기반 구축을 들고 있

다. 즉 ‘한반도 생태축 보전·복원 추진계획(2018)’을 마련하여 훼손지 81개소 복원사업

을 관계부처(환경부․국토부․산림청) 합동으로 추진하는 등 복원 협력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훼손지 복원사업 11개소를 완공하였고, 29개소의 복원사업을 진행(’20.11 

현재) 중에 있으며, 생태통로 설치 외 폐도 복원․활용 등으로 복원 방식의 다각화를 추진

하였다.

또한 광주 황룡강 장록습지 보호지역 신규지정(2.7㎢), 창녕 우포늪, 습지개선지역 확

대 지정(42,480㎡) 등 생태계우수지역 신규 보호지역 지정을 ․확대하고, 도시개발 등으로 

인한 서식지 파편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침을 개정(`19.2.)하였으

며,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을 추진(‘20~, 밀양‧곡성)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 제4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2021~2025)

제4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은 ‘야생생물과 국민이 공존하는 건강한 한반도’ 비전을 

설정하고 3개 추진전략 16개의 세부추진 과제 선정하였다.

추진과제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보전․복원 확대」의 목표는 한반도 국가 핵심 생태축 단

절구간 지속 복원 추진, 도시 생태축 연결성 개선으로 5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생태축(백두대간, DMZ 일원, 도서․연안 및 5대강 수생태축)에 관한 세부과제 3개, 

생태축연결성 확보를 위한 생태통로 설치 확대, 광역 및 도시․생활권 생태축 구축이 세부 

내용이다.

도시 생태축 보전․복원 과제는 도시․생활권 생태축 구축과 도시내 생물다양성 조사․평가

29) 환경부, (2020). 제4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 재구성 (http://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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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되며 세부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내용

도시․생활권 생태축 구축
· 하천"E정맥"E지맥 및 백두대간과 도시 생태거점(서식지)을 네트워크화 하여 

생태적 연결성 및 건강성 회복 도모
·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활용한 훼손 서식지 파악 및 복원 방안 마련

도시내 생물다양성 
조사․평가

· 도시생태현황지도 적극 활용,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
· 도시지역내 소규모 습지, 숲, 인공둥지 등 생물서식지를 조성하는 등 다양

한 유형의 생태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

[표 2-16] 세부과제 5 : 도시 생태공간 조성 등 생태축 보전‧복원 확대 내용

라) 환경부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30)

전 세계가 2050 탄소중립 체제를 본격 출범함에 따라 이에 대해 부응하기 위하여 국

가에서 2020년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4대 과제 도시‧국토 저탄소화 부

문에 도시별 맞춤형 그린 인프라 보전․확충 지원 사업을 제안하였다.

이에 맞추어 환경부는 2021년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계획에 3대 정책방향과 12대 과

제를 발표하였으며, 5대 흡수원 관리과제에 광역생태축과 관련된 사업을 제시하였다. 

출처 : 2021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계획

[그림 2-16]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계획 체계도

30) 환경부, (2021). 2021년 환경부 탄소중림 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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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5 : 흡수원 관리

탄소흡수원인 생태공간을 확대하고 자연해법을 통한 탄소 중립 이행 수단을 마련하고

자 1차적으로 보호지역, 도심, 수변 등의 탄소흡수원을 확대하여 ’50년 탄소 중립을 위

한 ‘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적응전략’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2050 탄소중립을 위

해 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적응 전략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였다.

세부과제 내용

보호지역 탄소흡수원 
확대

· ‘30년까지 국제사회 권고수준(’30년까지 육상 30%, 해양 30%, EU 그린딜 
제시(‘19.12))으로 보호지역을 확대

· 개발가능성이 상존하는 사유지 매입 및 보호지역 (국립공원, 습지, 생태·경
관지역) 內훼손지 생태복원 추진

도시․수변 등의 
탄소흡수원 확대

· 도시지역 훼손부지를 생태공간으로 복원(‘21년 8개소), 소생태계 조성(옥상 
녹화 등) 사업 추진

· 기 조성된 수변녹지에 대한 탄소흡수원 산정 및 조성·관리 효율화 추진

[표 2-17] 흡수원 관리 세부과제

구분 세부 내용(안)

자연․생태 기반 온실가스 
감축

· 산림 활용 흡수원 확대(산림청)
· 도시, 하천,습지 등 국토환경의 탄소흡수원 확대
· 갯벌 등 해양생태자원을 할용한 탄소 흡수(해수부)

생태계 보호지역 확대․관리
· 육상보호지역 확대
· 연안보호지역 확대 (해수부)

全 국토 생태복원

· 하천 생태계 복원
· 해양·갯벌 생태계 복원 (해수부)
· 육상 생태계 복원
· 생물종 복원

도시지역
생태계 서비스 증진

· 물 순환 개선
· 도시 소생태계 등 조성

자연·생태 기반
기후변화 적응

· 기후위기 대응 물환경 조성
· 기후위기 대응 생태계 관리
· 연안 재해 예방 관리 (해수부)
· 농수산 재해 대응 (농식품부, 해수부)

(기타) 기반구축

· R&D
· 모니터링 및 DB 구축
· 국가·지자체 계획 반영
· NbS 활용 산업 발굴
· 국제협력 강화

[표 2-18] 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적응전략 항목구분 및 세부 내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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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교통부

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31)

국토종합계획은 헌법 제120조 제2항, 국토기본법 제 6조에 근거한 최상위 국가공간계

획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로 비전을 설정하고, 

3개의 목포와 6개의 전략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2-17]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기조: 버전, 목표, 전략

출처 : 대한민국정부, (2019).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 전략 1. 개성있는 지역발전과 연대․촉진

주요 정책에는 연대와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기반 조성, 지역 특성을 살린 상생형 국가

균형발전, 농산어촌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위기지역에 대응, 중앙-지방간 새로운 협업

체계 운영 확대가 있다.

정책과제 1 연대와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기반 조성 중 지역 간 연대․협력을 통한 경쟁

31) 대한민국정부, (2019).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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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구축 방안에서 물관리·생태축 연계 사업 발굴을 통한 환경 보전을 제시하였다.

▮ 전략 4. 품격있고 환경 친화적 공간 창출

주요 정책과제에서 첫 번째로 ‘깨끗하고 환경 친화적 국토 조성’을 제시하고 주요정책 

1 깨끗하고 환경 친환적 국토 조성에서 국토생태축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구분 내용

산․강․바다 
국토환경관리 
네트워크 강화

· 국토생태축의 구체적인 공간 범위 설정
· 복원․관리체계 등을 법제화
· 국토생태축은 생태녹지축, 해양․연안수계축으로 구성, 핵심보전지역, 관리지역으로 설정
생태녹지축 : 백두대간 보호지역 및 DMZ(군사보호지역+민간통제지역), 능선축, 

산줄기 연결망, 광역생태축 등을 고려
국토생태축과 핵심보전지역은 보전, 단절․훼손지역은 생태복원
· 국토생태축과 도심지 녹지공간과의 네트워크 강화
국토생태축인 산줄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도시지역의 녹지․비오톱 확충
계획적으로 연계 강화, 생태자원 연계사업 활성화, 재자연화 등

녹색 인프라 확충 
및 환경서비스 
접근성 제고

· 녹색인프라 등 우수한 환경서비스 제공
산림, 연안 등 우수한 자연자원을 도심지의 공원, 녹지 등 녹색인프라와 연결
도심지 내에 공원, 녹지 등과 건물의 옥상정원, 공개공지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그린웨이(녹도),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가로수 등을 확충하고 접근성 개선
·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녹색인프라의 입지․관리 최적화

오염․방치 공간의 
복원과 재생

· 산업 쇠퇴에 따라 발생한 폐산업공간(브라운필드), 폐시설의 기능 회복을 위한 생
태자연화,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 등 친환경 공간으로 전환 유도

지자체 등의 공유자산화, 국민건강과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설치 등 공공기능 확보
를 검토

국토-환경분야 
정책 협력의 

지속적인 이행

·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 강화
국토환경 거버넌스 구축 및 협업체계 강화
국토종합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해양공간계획, 연안관리계획, 산지관리계획, 농촌

촌공간계획 등 부처 공간계획 간 정합성 강화
·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계획과 환경

계획의 통합관리 추진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의 수립 절차, 내용에 

대하여 상호 협력 강화
국토-환경 통합관리를 위해 국토-환경 모니터링 정보를 공유하는 상호보완적 모

니터링 체계를 구축

[표 2-19] 주요 정책과제 1 : 깨끗하고 환경 친화적 국토 조성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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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개발사업 추진과 환경정책 추진이 별도로 이원화되어 환경이 

훼손되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사전에 막고, 개발계획과 환경계획이 서로 연계되어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분 내용

전략1.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한 
국토공간 구조 개편

국토 및 도시 적정 개발과 체계적 관리
- 집약적 도시공간구조로 개편
재생과 복원을 통한 쇠퇴지역 활력 제고
오염․방치 공간의 친환경적인 활용 강화

전략2. 국토환경의 연결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국토관리

국토생태축과 도시 자연공간의 연계 강화
생태공간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과 환경계획 강화
국토자원의 친환경적 활용성 제고

전략3.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안전한 
저탄소 국토 조성

저탄소 국토공간 조성을 위한 기반 확충
안전하고 회복력 높은 국토대응체계 강화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위험 관리체계 구축

전략4.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국토-환경 공간 구현

스마트 그린인프라 확충
친환경 신산업 공간 조성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확산 기반 구축
친환경 지능형 교통 인프라 확충

전략5. 남북 협력과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위상 제고

지속가능발전을 고려한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단계적 이행
환경분야 동북아 협력 확대
환경분야 국제협력의 선도국가 위상 확립

[표 2-20] 국토-환경계획 5대 통합관리 추진 전략

계획지침을 통해서 국토생태축 복원, 생태자원의 연결, 국토_환경계획의 통합 관리 등

을 강조하였으며,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제정하여 이를 반

영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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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생태축을 복원하고, 파편화된 생태자원을 연결․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계획 수립 시 관련 환경계획, 해양공간계획, 연안관리계획, 산지관리계획, 농촌공간
계획 등 부처 공간계획 간 정합성을 검토한다.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오염된 토양, 폐산업 시설 등 폐공간의 재자연화 또는 기능 회복을 통해 친
환경 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시 녹색(그린)인프라 확충계획을 포함하고 생활밀착형 시설 확충
을 검토한다.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에 따라 주민의 환경권
과 생물다양성 등을 고려한 부문․지역계획을 수립하고 통합관리 방안을 실천한다

[표 2-21]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 지침 중 계획지침 Ⅲ-4-1

주요 정책과제 3 국토자원의 미래가치 창출과 활용도 제고에서는 ‘산림생태계 복원과 

생태․문화 공간화’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구분 내용

산지의 파편화 방지․복원과 지속가능한 
이용․관리 강화

백두대간과 주요 산림을 보호하고 훼손지를 복원하며, 이용
과 보전의 원칙마련을 통한 안전하고 생태적․자연친화적 산
지자원 이용의 체계화

과학적인 생태계 정밀조사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곳은 보호
지역을 확대, 이용이 가능한 곳은 자연생태계가 교란되지 
않는 수준으로 이용 유도

이용 가능한 준보전산지 및 보전산지를 국민의 건강을 수호
하는 건강지대이자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누릴 수 있는 
문화지대로 조성

도시 내 녹색생태계 구축 확산

도시재생사업․산업단지 재생사업 등과 연계하여 도시 숲을 
조성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도시 숲, 공원, 녹지 등 다양한 
녹색생태계 조성

녹색인프라 간 연계를 통해 도시 내 녹지축을 구축하고, 녹
색인프라와 생활SOC의 연계를 통해 주민들의 이용률 제고
와 도시 내 정원문화 확산

[표 2-22] 산림생태계 복원과 생태․문화 공간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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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32)

국토부와 환경부에서 공동으로 제정한 훈령으로, 「국토기본법」 제5조제4항 및 「환경정

책기본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그 적용범

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이 적용 대상은 국토계획에서는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도시․군관리계획, 환

경보전계획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국가환경종합계획, 시․도 환경보전계획, 시․군환경보전

계획이다.

32) 국토부(국토정책과). (2018).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https://www.law. 
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18409. 2022.09.19.

구분 내용

제2조 (기본이념)

∙ 적용대상 계획의 통합관리 기본이념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중·장기적 국토여건,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비전과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에서 추진 전략, 목표를 공
유하고 제시

대상계획 수립을 위한 전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진행상황과 자료를 공유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은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를 통한 지

속가능한 국토환경 유지를 위하여 상호 노력해야 함

제3조
(정의)

∙  "통합관리"란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
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의 수립 절차, 내용 등에 대하여 상호 연계·보
완하고 협력하는 정책과정을 의미

∙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
∙ "지자체계획"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

제6조
(국가계획의 
시기적 일치)

∙ 환경부장관은 「국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되는 경우(수정
계획을 포함)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계획기간
이 국토종합계획과 일치되도록 하여야 함

제7조
(국가계획수립협

의회)

∙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수정계획을 포함
한다)을 각각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계획수립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해당 계획의 수립지침 작성 단계부터 계획 수립 확정시까지 운영

∙ 국토교통부의 차관과 환경부의 차관을 협의회의 공동의장, 위원은 공동의장과 국토
교통부 및 환경부의 국가계획 담당 국장을 포함한 20인 이내,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동수로 구성(협의회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시민
단체, 학계, 관계 전문가 등이 각 1인 이상 포함)

∙ 실무협의체 : 실무협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국가계획 담당 부서장(과
장급)을 포함하여 실무진으로 구성, 과장급 이하로 10인 이내, 국토교통부와 환경
부 동수

[표 2-23]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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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이 계획수립시 반영되도
록 노력

∙ 협의회 의장은 계획간 통합관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기본법」 제
26조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에 심의를 통한 조정을 요청

재8조
(국가계획의 

통합관리 사항)

∙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시 양 계획
간 통합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

자연생태계의 관리·보전 및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
체계적인 국토공간 관리 및 생태적 연계
에너지 절약형 공간구조 개편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확대
깨끗한 물 확보와 물 부족에 대비한 대응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감축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
폐기물 배출량 감축 및 자원순환율 제고
그 밖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토 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9조
(지자체계획의 
시기적 일치)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관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
획 수립시 계획기간이 일치 다만, 일치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 수정계획 수립을 
통해 계획기간을 일치

도: 도종합계획과 도환경보전계획
특별시·광역시: 특별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과 특별시·광역시 환

경보전계획
시·군: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과 시·군 환경보전계획

제11조
(지자체 차원의 
통합관리사항)

∙ 지자체 환경보전계획에서는 물, 대기, 자연생태, 토양 등 분야별 환경현황 및 관리
계획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구축하여 관계 국토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
토계획에서는 환경의 질을 악화시키거나 관리계획을 방해하지 않도록 생활권 구조 
설정, 개발량 조정, 토지이용계획 변경, 환경부하 분배방안 강구 등의 계획시 이를 
적극 활용

∙ 지자체 환경보전계획과 국토계획 수립시 통합관리를 위해 대상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 내용은 제8조의 사항을 준용

제12조
(기초자료의 공유)

∙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및 통합관리에 필요한 다
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상호 필요한 자료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6
호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와 「환경정책기본법」제23조에 따른 국토환경성평
가지도의 시스템을 통해 서로 연계·공유

국토계획 수립에 필요한 국토지리정보(수치지도, 토지특성도 등), 토지이용규제(용
도지역·지구·구역, 택지개발지구도, 국가교통정보 등) 관련 국토공간정보

환경보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공간정보(토지피복도, 환경용도·지역지구, 생태자연
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도시생태현황지도 등)와 물환경(하천망지도, 수질유량측정
망, 수생태지도 등), 대기오염(AirKorea 등 기상 및 대기오염측정망 등) 등 환경
관련 모니터링 정보

그 밖에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협의된 국토공간정보 및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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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림청

가) 제6차 산림기본계획33)

산림기본계획의 산림기본법 11조에 근거하여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요와 공급에 관

한 장기 전망을 기초로 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

로 20년마다 수립하며, 지역산림계획 및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이 되며, 기본원

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산림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 등 관련 국가계

획과의 강화를 위해서 17년 산림기본법 개정하여 10년 주기에서 20년으로 계획기간을 

연장하였다.

[그림 2-18] 제6차 산림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전략과제

출처 : 산림청(2018)

33) 산림청, (2018). 제6차 산림기본계획(2018_2037)



54 ∙ 전라북도 광역생태축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전략 5 산림생태계 건강성 유지․증진 부문에 산림생물다양성의 지속적 관리기반 구축,  

산림생태계서비스 가치 증진, 백두대간 등 주요 보호지역의 공정한 관리, 한반도 주요산

림 훼손지 복원, 산림사법경찰 체계 확립의 5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전략 5의 개선 방향은 산림생태계의 통합적관리, 산림생태계서비스 가치 증진, 국가산

림보호구역 양적․질적 확대 등이다.

▮ 산림생물다양성의 지속적 관리기반 구축

목표는 산림생물다양성의 지속적 유지 및 증진이며, 추진계획은 현황조사, 모니터링 체

계, 정보 빅데이터 구축 등 관리기반구축에 관한 것이다.

구분 내용

생태계 단위의 현지내 중점관리 
대상 지역 지정 ·관리

· 생태적 연결성을 고려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을 확대 지정
· 주요보호 대상종 자생지 생육환경 개선을 통한 자생력 증진

기후대별 수목원 조성 등 안정적 
현지외 보전체계 구축

· 기후대 · 생태권역별 대표지역 수목원 및 천연수목원 조성
· IUCN 기준 ‘위급’, ‘위기’ 종의 90% 이상은 수목원 등 분산보존

[표 2-24] 산림생물다양성의 지속적 관리기반 구축 분야 주요 추진 계획

▮ 백두대간 등 주요 보호지역의 공정한 관리

목표는 백두대간 보호지역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확대하여 핵심 보호지역의 관리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

추진계획으로는 산림보호지역 실태조사를 통한 체계 개선 및 확대, 산림보호지역 산림

생태계의 보전ㆍ관리, 산림보호지역의 합리적인 관리 메커니즘 구축, 북한지역의 백두대

간 관리방안 마련 및 동북아 생태네트워크 구축 등이 있다.

구분 내용

산림보호지역 실태조사를 통한 
체계 개선 및 확대

· 산림보호지역 유형별 실태분석 및 체계 정비
소규모, 불합리한 보호지역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폐지 또는 통폐합
산림보호지역의 명칭을 지정목적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변경
·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산림생태계 보전기능

이 큰 보호지역은 사유지 매수 등 국제적 요구에 따라 확대

[표 2-25] 백두대간 등 주요 보호지역의 공정한 관리 분야 주요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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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주요산림 훼손지 복원

훼손산림의 생태복원으로 산림생태계 연속성·건강성 회복 및 증진을 목표로 산림복원 

개념 및 프로세스의 정립·확산, 주요산림 훼손지의 복원, 사후관리 강화 및 산림복원 기

반구축, 산림복원을 통해 산줄기 연결망 제고 및 도서지역 경관회복을 추진방향으로 설

정하였다.

구분 내용

산림복원 개념 및 프로세스의 
정립·확산

· 산림복원에 관한 법률·제도적 기반 마련
· 다양한 훼손유형에 따른 복원 프로세스 및 매뉴얼 구축

주요산림 훼손지의 복원 및 
사후관리 강화

· 복원대상을 백두대간에서 정맥, 생활권, 도서·해안 등으로 확대
· 백두대간 · DMZ 등 한반도 주요산림 및 산줄기 훼손지 복원강화
· 산림생태계와 인과관계를 고려한 통합적 복원방식 실행

산림복원을 통해 산줄기의 연결망 
제고 및 도서지역 경관회복

· 연결성을 저해하는 훼손지 중점 복원
DMZ 정맥·지역에 대한 산림훼손지 현황조사 실시(5년주기)
훼손규모,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연속성 및 상징성

이 높은 지역우선 복원실시
· 도서산림 생태계 보전·관리전략 마련

[표 2-26] 한반도 주요산림 훼손지 복원 분야 주요 추진 계획

 

구분 내용

산림보호지역 산림생태계의 
보전ㆍ관리

· 백두대간 마루금과 둘레길(지리산, 속리산, 설악산, 덕유산)의 연결을 
통해 이용압력을 분산시키고, 휴식년제 또는 탐방예약제 등 실시

· 백두대간 생태자원지도 제작 및 자생식생 위주 생태계 관리

산림보호지역의 합리적인 관리 
메커니즘 구축

· 백두대간 내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산림생
태계 보전 및 개발행위 조정 메커니즘 구축

· 중첩 지정된 보호지역 내 산림협력체계 구축

북한지역의 백두대간 관리방안 
마련 및 동북아 생태네트워크 

구축

· 남북 백두대간 정보 공유 및 공동조사 추진(남북관계 개선 전제)
· 동북아시아 보호구역 생태네트워크 구축



56 ∙ 전라북도 광역생태축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나) 제2차 산지관리 기본계획(2018~2027)34)

산지관리기본계획은 산지관리법 제3조 2에 의하여 산지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정하

는 10년 단위의 장기 계획으로 제1차 계획에서는 국토의 64%인 산지 관리를 위한 공간

구조를 제시하고 지역맞춤형 산지관리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제2차 산지간리기본계획의 비전은 ‘산지의 보전과 이용의 조화로 건강하고 안전한 삶

터, 쉼터, 일터 조성’으로 설정하고 3대 목표, 4대 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림 2-19] 제2차 산지관리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전략

출처 : 산림청(2018)

한반도 산줄기 연결망 중심의 보전산지 관리체계 구축의 제1전략으로 삼아 생태축 연

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추진과제에서도 첫 번째 과제로 보전산지를 한반도 산줄기연

결망과 연계 관리를 제시하고 있다.

34) 산림청, (2018). 제2차 산지간리기본계획(2018~2027)

구분 내용

국가/광역/지역 산줄기로 한반도 
산줄기연결망체계 구축

· 한반도 산림생태축에 해당하는 백두대간과 정맥의 보전산지를 국가 산
줄기로 설정하고, 한반도 산림생태축을 연결하기 위한 관리 체계 수립

국가 산줄기인 백두대간과 정맥은 한반도 산림 생태의 골격을 이
루는 핵심 생태축

가장 높은 수준의 보전 산지로 관리하고 능선과 주변 산지를 포함
하는 공간적 범위와 역할 설정

[표 2-27] 보전산지를 한반도 산줄기연결망과 연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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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국가/광역/지역 산줄기연결망 체계 

· 백두대간 및 정맥과 연결되는 그 하위 산줄기(예시, 기맥과 지맥)
를 광역 산줄기로 설정, 광역 산림생태축을 연결하기 위한 보전 
방향 수립

국가 산줄기와의 연결성 강화를 중심으로 관리하고 산림의 생태적
ㆍ공익적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광역 산줄기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

· 국가/광역 산줄기와 연결된 도시/마을주변 능선을 중심으로 지역 
산줄기를 설정, 도시와 마을의 지속적인 녹색서비스 공급을 위한 
산지 관리 방향 수립

지역 산줄기 내 능선과 그 주변 보전산지를 포함하는 공간적 범위
를 설정, 도시/마을 내 파편화 된 자연ㆍ보전 녹지를 연결하는 통
로 조성

도시ㆍ마을 주민들에게 여가공간 제공 및 미세먼지와 폭염 저감 
등 산림 생태계서비스 기능을 조사, 이를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한 
관리 방향 제시

산줄기연결망체계를 이용한 산지 
보전축의 체계적인 관리

· 합리적인 산림생태축 보전을 위한 산줄기연결망의 문화ㆍ생태 및 
단절구간, 능선에 접하는 준보전산지 등 현황조사 추진

국가/광역/지역 산줄기 산림생태에 대한 산지조사 계획 수립하고, 
산줄기 유형별 산지조사 가이드라인 및 지침 마련

국가 산줄기열결망의 훼손 및 단절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기적
인 실태조사를 제도화하고 DB 구축

· 국가/광역/지역 산줄기연결망의 연결지역 내 문화ㆍ생태 우수지역
의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확대

국가 산줄기 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주변 우수한 산림생태지역 
중심으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확대 지정

국가 산줄기의 주요 연결지점에 있는 산지 또는 단절되고 훼손된 
산지에 대해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을 지정하고, 광역/지역 
산줄기 생태축의 연결지역은 보전산지 등으로 지정 추진

· 산줄기연결망 중에서 단절되고 훼손된 산림생태축을 복원
국가/광역 산줄기 능선 주변의 생태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 중

에서 준보전 산지로 구분되어 있는 산지를 조사하고, 보전산지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특히 능선에 접하는 준보전산지 사유림에 대해 국유림 산지로의 
매수 등 관리 방안 마련

산줄기 생태축 내 평지나 경작지로 이용목적이 종료된 농지 및 나
대지는 매수를 통해 산지로 편입하고 산림 조성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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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산줄기는 크게 국가산줄기, 광역산줄기, 지역산줄기로 구분하여 공간적 범위를 

정의하고 관리 방향 및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구분 개념 및 필요성 관리 방향 및 역할 공간적 범위

국가
산줄기

백두대간과 정맥 산줄기를 포
함하는 한반도 산림 생태의 
골격을 이루는 핵심산지보전축

국가 산줄기는 가장 높은 수
준의 보전산지로 관리하고, 주
기적인 실태조사와 개발제한 
및 단절된 산줄기 복원 추진

백두대간가 정맥을 포함하는 
보전산지

광역
산줄기

국가 산줄기와 연계하고, 그 
하위 산줄기를 포함하는 광역
시․도를 연결하는 산지보전축

국가 산줄기와의 연결성 강화
를 중심으로 관리하고 산림의 
생태적․공익적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보전지역과 완충지역
으로 구분하여 관리

기맥과 지맥을 등을 포함하는 
산줄기와 그 주변 보전산지

지역
산줄기

국가․광역 산줄기의 하위 산줄
기로써 도시․마을 내 능선과 
주요 산지를 연결하는 산지보
전축

도시와 마을의 지소적인 녹색
서비스 공급을 위한 산지관리
계획 수립

도시 및 마을 내 산줄기와 그 
주변 보전산지를 포함

[표 2-28] 한반도 산줄기 연결망 체계 개요

다) 제2차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35)

백두대간은 오랜 기간 생활의 터전으로서 한반도 고유의 인문·사회 문화적 가치를 지

니고 있으며, 우리나라 주요 강의 발원지가 모두 있는 생태계 보전의 핵심공간으로 백두

대간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고자 정부는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03.12.31)」을 제정, 백두대간보호를 위한 법적장치를 마련하였으며 「백두대간보호기본

계획」수립·시행하고 있음

정책상으로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은 「산림기본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 및 「자연

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등의 백두대간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보다 우선하는 계획으로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자 하는 각종 계획 및 정책의 기본 지침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35) 산림청, (2016). 제2차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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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은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삶의 터전’이라는 

비전 아래 5개 추진전략, 13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20] 제2차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출처 : 산림청(2016)

추진전략 1 백두대간 자원의 생태적 관리의 주요 추진과제는 통합적 자원조사, 보호․관
리 강화, 생태계 및 훼손지의 복원․복구이며, 세부 내용은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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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념 및 필요성

백두대간 자원의 
통합적 조사

· 백두대간 자원실태조사 항목 확대
기존 생물종 중심의 자원실태조사를 다양한 인자를 포함하는 생태계 및 지

역자원 종합 조사로 개편 
· 통합 자원실태 조사의 지역과 조사방법
보호지역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하되,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계곡부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
조사분야와 대상지역이 넓은 점을 감안하여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되,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지역은 탄력적 적용

조사권역
설악산권역

(항로봉~양양)
태백산권역
(강릉~태백)

속리산권역
(봉화~문경)

덕유산권역
(괴산~무주)

지리산권역
(장수~하동)

조사거리 117km 157km 172km 154km 101km

· 자원 목록화 및 DB 구축 활용
· 장기 모니터링 및 기능 구명 연구 추진

백두대간 생태계의 
보호․관리 강화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원칙에 입각한 자연환경보전림으로 관리
백두대간은 6대 산림기능 중 ‘자연환경보전림’으로 관리
· 백두대간 가치와 특성을 고려한 조림, 숲가꾸기 실시
· 환경친화적 임목수확시스템 적용과 임도 관리
· 백두대간 특성을 고려한 산불, 산사태 대응 체계 구축
· 백두대간 지역내 소나무재선충병 선제적 예찰 강화
· 백두대간 지역내 불법행위 근절 강화
· 산림생물종 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
원시림, 고산지대, 희귀·유용식물 자생지, 산림습원, 계곡천 등 보전가치가

크거나 생물다양성이 높은 곳은 전문가 참여를 거쳐 관리방안 마련
·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의 중점 관리
자원조사 등을 통해 확보된 정보를 토대로 GIS 분석을 통해 산림 생물다양

성이 높은 핫스팟(hot spot) 지역을 선정·관리
· 과학지식에 기반한 기후변화 적응체계 구축
·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관리/야생 동·식물 보호 및 관리

생태계 및 훼손지의 

복원ㆍ복구

· 산림생태복원의 개념 정립 내재화

개선안
산림복원의 개념 : 훼손이전의 구조와 기능을 지닌 원래의 생태계로 회복할 수 있

게 그 간격을 좁히는 과정
복원 방법 :
 - 대상지 유형에 따라 지형․토양․식생 복원을 단계적으로 실시
 - 지형복원 후 주변으로부터의 이입을 통한 자연천이 도모
 - 교목 중심의 식재는 지양하고, 주변의 표토와 어린나물 활용

· 산림복원의 원칙 적용과 목표의 설정

[표 2-29] 전략 1 추진과제별 세부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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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념 및 필요성

구분 주요 내용

지속가능성
·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에 따라 미래세대를 이한 백두대간 산림

생태계 건강성 및 산림공익기능 증지을 목표로 복원

친환경성
·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연 회복력을 고려하여 생태적 방안 활용
· 자생식물종을 선정하고 조경수 등 교목위주의 식재 지양
· 복원에 사용하는 재료는 주변 환경과 유사한 재료 사용

지역연계성
· 지역특성과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복원수준 결정
· 백두대간 보호 주체로서 지역주민이 지접 참여하도록 독려

역사성
(상징성)

· 우리나라 전통 지리체게인 백두대간의 역사성․상징성 회복
· 통일 이후 동북아 생태축 네트워크의 주축으로서 역할 고려

국민수용성
· 훼손의 폐해 또는 산림복원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

여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국민인식 제고

복원
목표
구분

역사적
산림복원

· 복원의 목표가 훼손 이전 어느 시점의 생태계의경우
· 현지 자생종을 위주로 복원의 목표로 제시

복합적
산림복원

· 지역특성과 여건, 지역주민의 의견을 고려하여 복원 수준 결정
· 자생종 뿐만 아니라 임산물 등 소득증대와 관련된 수종도 제시

새로운
산림복원

· 역사적, 복합적 산림복원이 불가능한 대규모 훼손지인 경우
(페광산, 페채석장 등)

· 지역별, 훼손유형별 활용방안을 고려하여 새로운 목표 제시

목표설정 시 
참고 자료

· 복원대상지 산림환경에 대한 정확한 자료 조사 및 해석
· 대조군(복원대상지 주변 훼손되지 않은 산림)
· gnPths 이전지도, 역사기록, 항공사진, 표본 등 문헌자료
· 지역주민으로부터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야기 등

· 산림복원의 우선순위의 결정

피해예상정도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평가항목별 우선순위
1. 재해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2. 현 상태로 방치시 훼손 

확대가 예상되는 지역
3. 훼손지 노출이 심각하여 

산림경관이 파괴된 지역

1. 백두대간 핵심구역
2. 백두대간 완충구역
3. 보호지역 또는 인접지역 

내 산림유전자원보호구
역 등 기타 법정보호
지역

4. 멸종위기군 등 희귀식
물 서식지역

5. 동․식물 이동이 불가능
한 마루금 단절지역

6. 폐건물이나 각종 폐기
물 등 지형․토양을 지
속적으로 오염시키는 
지역 등

1. 복원의 취지
 - 산림생태계 건강성
 - 역사성(상징성)
 - 지역연계성 등
2. 복원의 실행
 - 복원 가능성
 - 시공 난이도
 - 비용 (경제성)
 - 소요기간
3. 복원의 기대효과
 - 산림생태계건강성 증진
 - 지역경제 활성화
 - 국민체감도 증가

<복원대상지 결정 우선순위의 주요인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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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념 및 필요성
· 훼손지 및 복원대상지 실태조사

· 백두대간 훼손지의 유형별 복원기술 개발

· 연구결과를 적용한 산림복원 실연지 조성 및 연구․교육장 활용

· 산림복원 추진계획 구축

 - 산림복원 기본계획 수립 및 산림복원 사업 시행

 - 산림복원사업 협의체 구성․운영

· 유형별 복원(훼손 최소화) 방향 정립

유형 복원 방향

도로․임도

·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도로는 터널로 하여 생태계 단절방지, 기 단
절구역은 생태축 복원을  통해 연속성 및 상징성 확보

· 임도는 절․성토 사면의 복원 등 구조개량을 실시하여 재해방지 및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

채광․채석지
· 복구예치비를 현실화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생태적 복원 유도
· 암반 때문에 복원에 한계가 있을 경우 주변 지형 및 경관요소를 

활용하고 친환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필요

경작지
· 사유토지일 경우 매입하여 복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백두대간 

보호지역 추가지정을 통해 제도 내 관리 실시
·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주요 수계지역 경작지 산림복원 확대

폐군사시설 
등

· 육군본부와 협조하여 군 작전상 검토를 거쳐 사용하지 않는 시설
은 철거, 산림으로 복원하여 추가 훼손 방지

· 철거된 자재는 가급적 헬기 또는 기존 임도 등으로 운반하여 복원
에 따른 추가 훼손 방지

· 필요 시설의 경우 주변 안전점검을 통해 산림 재해 에방을 확실히 
하고 유지․보수 시 친환경적인 소재 이용

등산로

· 과도한 출입으로 인한 훼손지는 목계단, 우회로 등 추가 훼손 방
지 시설 설치

· 등산로 주변 산림생태계의 회복을 위해 휴식년제 및 휴식기간제, 
예약개방제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

<훼손 유형에 따른 복원 방향>

· 마루금 단절지역 또는 훼손된 역사터를 복원하여 상징성 회복

· 복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훼손지의 현명한 활용방안 마련

· 복원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환류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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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충청남도

충청남도는 2006년도부터 시작하여 2012년까지 3차에 걸쳐 연구를 진행하였고, 1, 2차 

연구를 통하여 광역생태네트워크의 기본 틀을 제시하고 3차 연구는 1, 2차 연구를 토대

로 생태네트워크의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과 구충청남도 광역생태네트워크의 효율

적인 관리와 함께 관리구역을 중심으로 한 사업개발과 이를 위한 관리규정 및 지침(안)을 

제시하였다.

▮ 2007년 1차 연도 주요 내용36)

￮ 1차 연도 연구에서는 관리구역 범위 설정 및 현황조사가 주요 내용으로 관리범위는 

생태네트워크의 요소인 산림, 연안, 하천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36) 충청남도, (2007). 충청남도 광역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연구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시점 2007년 2008년 2009~2012

내용
관리 범위 설정
현황조사
관리구역 평가 및 조정

1차년도 연구 점검
관리구역의 정밀조사
경관생태학적 관리방안

생태네트워크 단절의 최소화
단절구간 및 우선순위 선정
연결방안 제시
관리 규정 및 지침(안)

요소 원칙 기준 관리 구역

산림

· 충청남도의 두 정맥 금난․
금북정맥이 핵심구역 역할
을 담당

· 정맥과 연결된 주요 지맥 
및 정맥과 정맥을 연결할 
수 있는 산맥 추가

· 대상 정맥 및 지백을 중심
으로 3차 계류유역 포함하
는 지역을 우선 선정

· 고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곳
에서 관리범위를 3차 지역
으로 지정할 경우

해당 정맥 및 지맥의 능선
으로부터 수평으로 500m
를 벗어나면 최근거리에서 
수렴하는 상부유역만 정함

[표 2-30] 관리구역의 기준 및 범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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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2차 년도 주요 내용37)

￮ 2차 연도 연구에서는 1차 연도 연구의 검토를 통해 관리구역을 재조정하고, 관리구역

의 정밀 조사를 통하여 연속지적도 기반 관리 구역을 지정하였다. 광역생태네트워크 

정밀한 구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산지관리법

에 의한 산지구분도를 활용하였다. 

37) 충청남도, (2009). 충청남도 광역생태네트워크 구축울 위한 자연환경조사 연구 

요소 원칙 기준 관리 구역

유역의 경계와 하천선이 명
확하지 않을 경우 계류선의 
인접동리 경계선 활용

연안

· 연안역의 생태적 건전성 
최대한 확보

· 자연환경과 자연경관을 지
속적으로 보호하여 연안축 
형성

· 연안관리법에 근거한 연안 
관리 범위 중 연안육역 위
주로 범위 설정

하천

· 자연성을 최대한 확보
· 산림생태네트워크와 연안

생태네트워크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연결망 
확보

· 충남도내 존재하는 국가하
천, 지방1급 하천은 모두 
포함

· 지방 2급 하천은 국가 및 
지방1급 하천과의 생태적 
연계성과 주변 산림의 생태
계와의 연계성 고려

예비조사 대상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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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자료 및 방법 관리구역 기준 재조정 관리 구역

산림

· 지적도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 산지구분도 활용하여 

검토

· 산림의 가장자리까지 고려한 산
림관리범위 재지정

칠갑산․보호령 권역 추가하여 
포함하거나 걸치는 산림패치를 
모두 포함

· 산지구분도 상 보전산지 포함
· 표고도,(200 이상)
· 경사도(15이상)
· 임상도( 2,4,5,6등급)
· 생태자연도(1,2 등급)
· 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 등

연안
· 해안 지형 
· 연안갯벌 저서생물 
· 해안림 평가

· 해안 지형
자연적 지표, 인위적 지표
평가 : 절대보존지역, 보존지

역, 준보존지역, 이용가능지역
· 연안갯벌 저서생물
저서환경, 생물 조사
· 해안림 평가
보전산지에 따른 분류
준보전산지 중심의 관리
생태자연도, 임상도
비사방지, 해안지형, 연안갯벌
법정보호지역

하천

· 1차 년도 관리구역으
로 선정된 5개 하천

· 하천환경조사
· 하천자연도 

· 물리적 평가 : 수로의 발달, 종
단면, 횡단면, 하상구조, 저수로
변 구조, 하천주변

[표 2-31] 2차 년도 관리구역의 기준 및 범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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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충청남도 통합생태네트워크

▮ 2009년 3차 연도 주요 내용38)

제3차 연도 연구에서는 광역생태네트워크가 실질적인 생태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단절구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결방안을 제시하였다.

38) 충청남도, (2012). 충청남도 광역생태네트워크 구축울 위한 자연환경조사(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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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조사 내용 조사결과 관리 방안

산림

· 야생동물의 유전적 
단절정도 평가

· 야생동물의 로드킬 
조사

·

· 관리구역에 대한 법제도 마련
· 핵심구간 내 사유림 매입
· 네트워크의 연결성 확보(단절지

점 복원)
· 광역생태네트워크 질적 향상을 

위한 주요 관리사업 실시
· 생태네트워크 관리를 이한 재원 

마련

연안

· 조간대 저서 환경
요인

· 조간대 저서무척추동
물 출현현황

· 조간대 정점별 상중
하부 저서무척추동물 
출현 현황

· 갯벌 퇴적환경의 질적 저하
· 저서동물 군집의 건강성 저하

· 아산만~서천 갯벌에 대한 지속적
인 모니터링

· 보호구역 설정 및 제도적 장치 
마련

· 훼손지역에 대한 복원계획 수립

하천

· 하천생태네트워크 상
에서 하천자연도 4, 
5등급 우선 고려

· 하천 특성별 복원방
안을 도출할 수 있
는 대표 하천 선정

· 단절지점 진단: 수질
조사

· 구조적 현황 조사 
및 진단

· 곡교천 복원 방안 · 청지천복원 방안

· 무한천복원 방안 · 용천천복원 방안

[표 2-32] 단절구역 평가 및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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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라북도

가) 전라북도 환경보전계획(2021~2030)39)

전라북도 환경보전계획의 비전은 ‘지속가능한 생태문명사회 청정한 전라북도’로 생태환

경 증진전략으로 자연총량관리로 그린인프라 관리체계 확립을 설정하였다.

전라북도 광역단위 생태축은 산림축과 하천축 중심으로, 산림축은 국가생태축인 백두

대간, 금남호남정맥축, 만경동진축, 하천축은 국가생태축인 금강축, 섬진강축, 만경동진강

축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2-22] 전라북도 생태축 설정(안)

출처 : 전라북도. (2021). 전라북도환경보전계획

이에 세부과제로 광역생태축 국축 사업을 제시하여 주요 사업내용은 광역생태축 분석

을 위한 산줄기, 물줄기, 서식지 연계성 분석, 훼손지 복원을 위한 복원지역 도출, 복원 

유형 및 복원 우선순위 도출, 복원 후 사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방안 도출이다.

39) 전라북도. (2021). 전라북도환경보전계획. http://www.jthin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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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축 보전 관련 주요 추진과제

광역생태축을 보전·관리하기 위한 세부 사업으로 광역생태축 구축 사업, 생물다양성정

보 관리체계 구축사업,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사업 등을 제시하였다.

구분 배경 및 필요성 과제 내용

광역생태축 
구축 사업

· 생태축(ecological network)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산줄기, 물줄기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는 야생동물의 서식지의 
연결성(connectivity) 까지를 포함

· 이런 서식지의 연결성 저하는 주로 파편
화(fragmentation) 또는 단절이나 훼손
이라는 용어로 표현되고 있으며 서식지의 
양적, 질적 감소

· 도로건설, 산림훼손, 직강화 하천 등을 
비롯하여 행정력의 경계구분 등으로 인한 
관리압력 차이 등은 생태축의 주요 단절 
요인으로 복원 또는 연계를 통해 건강성 
회복 필요

· 광역생태축 분석을 위한 산줄기, 물줄
기, 서식지 연계성 분석

· 훼손지 복원을 위한 복원지역 도출
· 복원유형 및 복원 우선순위 도출
· 복원후 사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방안 

도출

생물다양성
정보 

관리체계 
구축사업 

· 지역의 환경정보(생물다양성정보)는 환경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초정보로 자연자원
총량제, 도시생태현황지도, 광역생태축, 
생태관광, 보전지역설정 등 환경분야를 
비롯하여 도시계획, 개발계획, 환경영향평
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필수정보

· 전국단위 조사로 지역단위의 세밀한 행정
계획에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
어 광역단위 또는 지역단위의 생물다양성
정보 구축을 위한 조사 필요

· 식생, 야생동물, 지형지질, 비오톱 등 
다양한 개별사업에서 구축되는 생물다
양성 정보의 수집

· 생물다양성정보의 체계 일원화
· 광역단위 생물다양성정보 조사체계 구축
· 생물다양성정보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 

기능 구현

도시생태현
황지도 

구축사업

· `도시생태현황지도는 2017년 자연환경보
전법 개정으로 제작 및 활용을 의무화 

·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시행을 위
한 도시생태현황지도 활용을 법으로 명시

· 2020년 5월 기준 국립생태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라북도 6개 시중 전주시와 군
산시가 추진 중이며 나머지는 예산이 미
확보된 상황임

· 생물다양성정보를 기반으로 구축되어야 
하고 5년 주기 갱신이 필요한 정보로 지
속적인 갱신을 위해서는 지자체단위의 체
계적인 구축방안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구
축방안 마련 필요

·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을 위한 작성지
침 마련

·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을 위한 자연환
경 조사방안 생물다양성정보 관리체계
와 연계하여 추진)

· 지속적인 도시생태현황지도 갱신을 위
한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생물다양성정
보 관리체계와 연계하여 추진)

· 생물다양성 정보 및 도시생태현황지도 
정보관리를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생물다양성정보 관리체계와 연계
하여 추진)

[표 2-33] 생태계 보전 관련 주요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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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차 전라북도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2016~2025)40)

▮ 제1차 전라북도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성과 및 평가

1차 실천계획에서는 전라북도의 비오톱지도(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사업이 제안

되었으며, 전라북도 지역 중 군산시, 장수군, 고창군, 부안군은 비오톱지도가 제작되

었고, 완주군은 제작중이다. 비오톱지도는 생태축 관리, 생태네트워크 조성 및 생물

다양성보호를 위한 서식지 보전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 중요한 정

보를 제공하는 지도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일부 지역에서만 비오톱지도가 작성되어 

전북전체의 자연환경관리를 위한 기본 자료로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생태축 구축을 위해 백두대간 마루금 잇기 및 훼손지 복원사업이 제안되어 전라북도 

지역의 백두대간 중 장수 육십령구간과 남원 정령치 고개구간에서 생태복원 사업이 수행

되었으며, 생태계 우수관리 지역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2007년 고창·부안 줄포만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고 2010년에 람사르습지로 등록되었다.

생태축 구축을 위한 백두대간 훼손지 복원사업이 장수와 남원에서 실시되었으나 백두

대간을 지나는 도로 중 훼손지 복원이 필요한 지점이 많이 남아있는 실정이다.

▮ 제2차 전라북도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제2차 전라북도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의 비전은 “풍요로운 생태계와 청정 전북, 자연

과 더불어 삶”으로 5개 실천목표를 설정하였다.

핵심 생태축 보전․보호 실천계획 첫 번째는 백두대간 복원으로, 현재 환경부의 ‘한반도 

핵심 생태축 연결·복원 추진계획’에서 전라북도의 연결·복원 사업 지점은 총 3곳으로 장

수군 사치재, 무주군 무풍면, 남원시 주천면 고기리(정령치) 등이다.

환경부의 광역생태축 구축 연구(2009)41)에 따르면 산림지역의 훼손 및 단절이 심각한 

상황이며 전북지역의 주요 산림의 훼손·단절 지역은 총 62개 지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중 도로로 단절된 백두대간 구역은 무주군 무풍면 금평리(2곳),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40) 전라북도. (2016). 전라북도 자연환경 보전 실천계획.

41) 환경부, (2009). 낙동강영남권 및 영산강호남권 광역생태축 구축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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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남원시 아영면 성리, 남원시 아영면 아곡리, 남원시 운봉읍 장교

리, 남원시 운봉읍 주촌리, 남원시 주천면 고기리 등이다. 이외에도 다수의 도로와 시설

물로 인한 단절지 점들이 존재한다.

이에 백두대간 마루금 잇기 및 훼손지 복구 사업을 제안하였고, 세부 사업으로, 전라

북도 내 백두대간 마루금 현황조사 용역 실시, 전라북도 내 백두대간 마루금 훼손지 복

구 대상지 선정, 훼손지 복원 및 연결 실시설계, 용지매입, 공사착공 사업이 있다.

두 번째는 정맥복원으로 전라북도는 금강정맥, 호남정맥이 있으며, 호남정맥은 주

화산에서 전남 광양시 옥룡면 백운산까지 이어지는 정맥으로 도상 길이는 399km이

다. 금남정맥은 주화산에서 북쪽으로 분기하여 충남 부여 부소산에 이르는 정맥으로 

도상길이는 127km이다.

환경부의 광역생태축 구축연구(2009)42)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정맥이 훼손·단절된 

지점은 24개소이다. 이에 정맥 생태축 잇기 및 훼손지 복구 사업을 제안하였고, 세부 사

업으로 정맥 자연환경 현황조사 용역 실시, 정맥 훼손지 복구지역 대상 선정, 훼손지 복

원 및 연결 실시설계, 용지매입, 공사 착공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장소

순창군(11개소)
구림면 월정리, 금괴면 남계리(2개소), 금과면 목동리, 금괴면 방축리, 금과면 
장장리(3개소), 복흥면 답동리,  복흥면 대방리, 복흥면 서마리, 

임실군(4개소) 관촌면 슬치리(2개소), 신덕면 삼길리, 운암면 마암리,

정읍시((3개소) 내장상동, 산내면 능교리, 산외면 목욕리, 

장수군(3개소) 장수읍 동촌리, 장수읍 수분리, 장수읍 식천리, 

진안군(3개소) 부귀면 신정리, 진안읍 가림리, 진안읍 정곡리 

[표 2-34] 전라북도 정맥 훼손지역

42) 전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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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라북도 제2차 산지관리지역계획(2018~2027)43)

산지관지리지역계획은 「산지관리법」제3조의2제6항, 제3조의4제2항을 법적 근거로 수

립하며, 전라북도 산지관리에 대한 지침 역할을 하는 전략계획으로 산지관리의 최상위 

계획이다.

전라북도 제2차 산지관리지역계획은 ‘도민과 함께 누리는 산지, 녹색산천 전북’ 비전 

으로 보전, 이용, 지역 차원에서의 3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고 위하여 4개 전략

을 수립하였다. 

[그림 2-23] 전라북도 제2차 산지관리지역계획 비전 및 목표

출처 : 전라북도. (2019). 전라북도 제2차 산지관리지역계획

광역생태축과 관련성이 가장 높은 전략은 ‘산줄기 연결망 중심의 산지보전축 관리 강

화’에 대한 부문으로 세부적인 과제는 다음과 같다. 

추진과제 세부과제

산지보전축 중심의 보전산지 확대
국가산줄기 중심의 산지보전축 설정 및 관리
전라북도 산줄기연결망의 산지 현황 조사

산줄기연결망의 보전 및 복원
백두대간, 금강정맥, 호남정맥 등 산줄기 단절·훼손지역 실태조사
산줄기연결망 연결성 강화

지역 맞춤형 산지구분체계 고도화
산지구분체계 개선에 대비한 전북형 산지구분 관리체계 구축
기타임업용, 기타공익용 산지의 기능 강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 및 정비

[표 2-35] 전략1 산줄기 연결망 중심의 산지보전축 관리 강화 추진과제 

43) 전라북도. (2019). 전라북도 제2차 산지관리지역계획



제2장 생태축 보전･관리 정책 동향 및 추진사례 ∙ 73

▮ 추진과제 1 : 산지보전축 중심의 보전산지 확대

세부과제 추진사업

국가산줄기 중심의 산지보전축 설정 및 관리
· 산지보전축 연결성 확보를 위한 사유지 매입 및 보전

산지 확대
· 산지보전축을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 관리

         

호남정맥 인접 준보전산지

전라북도 산줄기연결망의 산지 현황 조사
· 산줄기 주변 생태, 경관 등의 현황조사를 수행하여 우

수 지역에 대한 보전 및 관리 대상 선정
· 산줄기연결망 산지현황 통합DB 구축 및 공간정보화

[표 2-36] 추진과제 1 : 산지보전축 중심의 보전산지 확대  

세부과제 추진사업

백두대간, 금강정맥, 호남정맥 등 산줄기 단
절·훼손지역 실태조사

· 국가산줄기(백두대간, 금강정맥, 호남정맥)와 도로망 중
첩을 통한 단절지도출

· 단절지 현장조사 및 영상분석을 통한 실태조사

   

산줄기연결망 연결성 강화
· 실태조사 결과 단절된 산줄기의 보전·복원 추진
· 주기적 모니터링으로 기복구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표 2-37] 추진과제 1 : 산줄기연결망의 보전 및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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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추진사업

산지구분체계 개선에 대비한 전북형 산지구분 
관리체계 구축

· 지적 변동 및 법정 용도지역(지구) 변동에 따른 산지구
분 경계 현행화

· 산줄기와 주변 필지와의 맥락을 고려하여 산줄기연결
망을 이용한 거시적 산지관리

기타임업용, 기타공익용 산지의 기능 강화

· 전라북도 내 기타임업용지, 기타공익용산지 현황조사
· 산지관리법 및 타법에 따른 용도지역(지구) 지정해제 

시 기타임업용/공익용산지의 지역 특성에 따른 관리방
향 설정을 통해 산지구분체계개편 대비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 및 정비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확대지정 및 관리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정비

[표 2-38] 추진과제 3 : 지역 맞춤형 산지구분체계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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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44)

▮ 비전과 목표

전라북도 종합계획의 비전은 ‘미래신산업 중심의 생태문명 수도, 전라북도’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8대 추진전략과 이에 따른 세부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림 2-24] 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의 비전 및 추진전략

출처 : 전라북도 (2022). 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

▮ 추진전략 2 기후변화 대응과 안전․행복 전북 구현

지속가능한 전북 환경기반 조성을 제시하고 세부 추진과제는 전라북도 광역생태축과 

시군별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으로 우수 생태자원 관리기반 마련 및 국토-환경계획 통합

관리 대응을 위한 환경공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것이다.

44) 전라북도. (2022). 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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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태축 보전·관리 연구동향

가. 생태축의 구축목표 관련 연구

▮ 개요

생태축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생물다양성의 추가적인 손실을 최소화하고, 서식지를 

보전하며, 생태계의 연속성과 연결성을 향상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안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생태축의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생태축의 구축 목표와 기능, 역할과 관련된 연구들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태

계서비스의 증진을 위한 연구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금까지 연구된 생태축 관련 연구는 아래 표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즉, 1) 생태적 

중요지역을 보전하는 분야, 2) 경관생태학적 관점에서의 서식처의 다양성(habitat 

complexity)을 제고하는 분야, 3) 생태적 연결성을 향상시키는 분야, 4) 지형적 관점에

서 생태축을 보전하는 분야, 5) 생태계서비스 혜택 증진 분야이다.

구축목표 주요 연구 내용 연구자(기관)

생태적 중요지역 보전
· 멸종위기종, 깃대종 등 지역 생태계를 대

표하는 핵심종(고유종, 깃대종 등)의 서
식지를 포함한 생태적 중요지역을 보전

· Myers et al. (2000)
· Brooks et al. (2006)
· CBD (2022)
· 김지연 외 (2014)
· 권혁수 외 (2020)

서식지 다양성 제고
· 산림, 습지, 초지, 수역 등 다양한 생태

계로 구성되어 서식지의 다양성을 확보

· Olsen et al. (2001)
· US EPA (2022)
· Australian Government 

(1993)

생태적 연결성 향상
· 생물종(객체)들의 이동을 통해 서식지를 

연결하고,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을 구현

· Rudnick et al. (2012)
· Weeks (2017)
· Hilty et al. (2020)

지형 생태축 보전
· 산줄기, 분수령 등 지형적 연결성을 나타

내는 축을 보전
· 이영준, 박종윤 (2022)45)

생태계서비스 혜택 
증진

· 생태축의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에 생태계
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증진

· Maes et al. (2018)
· 홍현정(2020)

[표 2-39] 생태축의 구축목표별 주요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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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태적 중요지역 보전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ecologically significant areas)에 관한 연구는 과거부터 지

금까지 보전생물학(conservation biology)의 핵심 연구 주제가 되어왔다. 인류사회가 보

전해야 할 중요한 생물들이 어디에 살아가고 있는지 탐색·조사하여 서식지를 찾아내고, 

이러한 서식지들을 지도화하며, 보호·보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 민간에서 해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

이 국제사회와 국내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생태적 중요지역과 관련된 연구 동향을 정

리하였다.

▮ 생물다양성 핫스팟 관련 연구

생태적 중요지역과 관련해서는 먼저 생물다양성 핫스팟(biodiversity hotspots)과 관

련된 연구를 들 수 있다. Myers et al. (2000)46)은 전 세계 육상생태계를 대상으로 생

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이 어디인지 밝혀내고, 예산이나 인력 등 각종 제약 사항이 존재

할 때 최소한 보전해야 할 지역, 또는 보전 우선순위(conservation priority)에 대해 제

시한 연구로 의미가 있다. 해당 연구는 생물종47)에 집중하여 예외적으로 고유종

(endemic species)이 집중된 지역에서 예외적으로 서식지가 손실된 경우를 생물다양성 

핫스팟으로 정의하였다(Myers et al., 2000). 그리고 이러한 정의에 따라 세계 육지 면

적의 약 1.4%에 해당하는 25개 지역에 전 세계 관속식물의 44%, 4개 분류군 척추동물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의 35%가 서식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Brooks et al., (2006)48)은 전 세계 생물다양성 핫스팟과 관련하여 학계에 제시된 9

개의 연구들을 분석하고, 이들 연구를 이론적인 대체불가능성(irreplaceability)과 취약성

(vulnerability)의 관점에서 평가하였다49). 그 결과 대부분 연구들이 생물다양성 핫스팟

45) 이영준, 박종윤, (2022). 주요 산줄기의 지형생태축으로서의 가치, KEI 포커스 제10권 제13호

46) Myers, N. et al., (2000). Biodiversity hotspots for conservation priorities. Nature 403, 853–858. 
https://doi.org/10.1038/35002501

47) 다른 유형의 생물다양성 핫스팟 분석 연구로 개체군 관련 연구, 종풍부도 관련 연구, 희귀도 관련 연구, 분류
군적으로 특별한 생물종(taxonomically unusual species)에 대한 연구 등이 있음(Mayers et al., 2000).

48) Brooks, T. M., et al., (2006). Global Biodiversity Conservation Priorities. Science 313(5783): 
58~61.

49) 대체불가능성에서는 ① 고유종의 수, ② 분류학적 특별성, 특이현상, 희귀한 서식지, ③ 종 풍부도가 포함
되었고, 취약성에서는 ① 환경공간변수, ② 토지소유권, ③ 위협종, ④ 전문가 의견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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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체불가능성을 취약성보다 우선시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척추동물에 비해 무

척추동물에 대한 연구와 해양생태계에 대한 연구들이 부족했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생

물다양성 핫스팟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앞으로는 이러한 중요 지역들의 취약성에 대해서, 

그리고 무척추동물이나 해양생태계에서의 생태적 중요 지역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2-25] Myers 등(2000)이 제시한 전 세계 생물다양성 핫스팟 분포

출처 : Myers, et al., (2000).

▮ 해양 생태계 중요지역 연구

최근에는 CBD와 IUCN을 중심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생태적 또는 생물학적

으로 중요한 해양 지역(ecologically or biologically significant marine areas; 

EBSAs)” 개념을 도입하고, 관련 연구와 국제사회의 보전 활동들이 추진되고 있다. 

EBSAs는 2008년 생물다양성협약 COP9에서 채택된 아래와 같은 과학적 기준을 통해 

보전 필요성에 따라 해양과 심해 서식지에서의 생태적 중요지역을 식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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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특성 또는 희귀성

 종의 생활사에 있어서의 특별한 중요성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멸종 위기 위협에 처한 생물종 또는 서식지의 중요성

 취약성, 허약성(fragility), 민감성, 느린 회복

 생물학적 생산성

 생물학적 다양성

 자연성

[표 2-40] EBSAs 식별을 위한 과학적 기준

출처 : CBD, (2022). https://www.cbd.int/ebsa/about

[그림 2-26]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CBD의 EBSA 검색 포털

출처 : CBD, (2022). https://www.cbd.int/eb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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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생태적 중요지역 관련 연구

우리나라에서는 육상생태계의 포유류와 조류 발견지점을 활용하여 생물다양성이 우수

한 지역이 어디인지를 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국립환경과학원과 국립생태원은 

환경부가 주기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분류군별로 조사하여 구축하는 「전국자연환경조

사」 결과 중 생물종 발견지점을 활용하여 핵심종의 종풍부도, 희귀도 등을 분석하고, 이

를 바탕으로 생물다양성 우수지역을 분석한 바 있다. 김지연 외(2014)는 전국자연환경조

사의 멸종위기 포유류 4종과 일반종 11종의 발견지점 자료를 바탕으로 Maxent 

(Maximum Entropy Method)모델을 활용, 종분포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생물다

양성 우수지역을 제시한 바 있다([그림 2-27] 참조).50) 권혁수 외(2020)는 전국자연환경

조사의 조류 발견지점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조류의 종풍부도와 희귀도를 평가하여 

생물다양성 우수지역을 제시하였다([그림 2-28] 참조).51)

포유류 멸종위기종 종풍부도 포유류 멸종위기종 희귀도

[그림 2-27] Maxent모형 기반의 포유류 멸종위기종의 종풍부도와 희귀도 분석 예시

   출처 : 김지연 외(2014)

50) 김지연 외, (2014). 전국단위의 포유류 생물다양성우수지역 분석 연구, 환경영향평가 23(6): 453-465.

51) 권혁수 외, (2020). 제3차전국자연환경조사의 조류자료를 활용한 생물다양성 우수지역 분포 연구, 한국환
경복원기술학회지 23(3): 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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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전체종 종풍부도 조류 멸종위기종 종풍부도

[그림 2-28] 조류 종풍부도와 희귀도 분석 예시

   출처 : 권혁수 외(2020)

이러한 연구의 장점은 다양한 환경 변수와 실제 관측된 발견지점 자료들을 활용하여 

모델을 통해 다양한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특별히 환경변수에 입력되는 

자료들이 증가하면 예측 능력과 정확성이 높아지고, 기후변화 시나리오 등을 활용하여 

가까운 미래에 생물종들의 서식 가능 지역이 어떠할지 일정 수준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내포하고 있다. 즉 서식지 모델링에 관련

된 환경 변수들과 발견지점 자료들을 입력하여 예측한 정보로 실제 서식지와는 어느 정

도 차이가 날 수 있다. 또한 모델 결과이므로 정확히 어느 수준(또는 비율)까지 생물다양

성이 우수한 지역인지 특정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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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식지 다양성 제고

▮ 생태계 유형 구분 관련 연구

생물종들이 살아가는 서식지는 일반적으로 개별 생물종과 그들과 상호관계를 통해 형

성되는 생태계가 어떤 생물종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지형과 지질, 식생 등 제반 환경적인 

여건은 어떠한지에 따라 형성된다. 또한 개별 생물종들의 개체군의 유전적 다양성이 유

지되고, 생존과 번식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서식지가 필요하며, 이는 

다양한 생태계 유형이 존재하는지, 즉 서식지 또는 생태계 유형의 다양성 여부와 연결되

어 해석할 수 있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생태계 유형 구분으로 미국과 호

주 등을 중심으로 연구·활용되고 있는 생태지역(eco-region)과 독일에서 시작되어 우리

나라에서도 제작·활용되고 있는 비오톱지도(biotope map)와 관련된 연구들을 분석하고 

정리하였다.

▮ 생태지역(eco-region)

생태지역은 2001년 Olsen 등에 의해 제시된 개념으로 생물 서식지, 생물종, 토양, 지

형 등의 요소들을 종합하여 대표성(representative)을 가진 생태계 구분단위로 널리 활

용되고 있다.52)53) 이는 기존의 식생도가 생태계의 다양한 특성과 차이를 구별하는데 충

분하지 않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즉 생태지역은 기후, 암석, 지질, 지형, 식생 등 생태

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생물적, 비생물적 요소들을 반영하여 타 지역과 구분되는 동질한 

생물지리구역을 분류하는 개념이다.

미국 연방환경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Olsen 등의 연구 등을 바탕

으로 연방행정기관과 주정부 자원관리기관, 지역사무소 등 다양한 기관들이 협력하여 북

미 전역과 미국의 생태계를 레벨 Ⅰ~Ⅳ로 구분하는 생태지역을 분류·구축하고 있다.54)55) 

52) Olson et al., (2001). Terrestrial Ecoregions of the World: A New Map of Life on Earth: A new 
global map of terrestrial ecoregions provides an innovative tool for conserving biodiversity, 
BioScience, 51(11): 933–938
https://doi.org/10.1641/0006-3568(2001)051[0933:TEOTWA]2.0.CO;2

53) 이수재 외, (2015). 육상 생태 보호지역 확대 추진 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54) 환경부, (2015).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06~2015)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55) 미국 환경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2022. 7. 5. 수정), Eco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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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Ⅰ은 거시적 관점에서 생태계 변화의 움직임과 속도를 파악하는데 활용하며, 레벨 

Ⅱ는 미래 토지이용과 피복 유형의 변화를 분석하는데 활용한다. 레벨 Ⅲ은 국제적 확장

에 기반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활용되고, 레벨 Ⅳ는 지역의 생태계 관리 정책에 활

용되고 있다.

[그림 2-29] 미국 EPA의 생태지역

 출처 : 미국 환경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2022).

호주 정부는 보호지역을 평가하고 신규 보호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생태지역의 일종인 

생물지리지역(Interim Biogeographic Regionalisation for Australia; IBRA)을 활용

하고 있다56). 호주 생물지리지역은 1995년 R. Thackway와 I.D. Cresswell에 의해 환

경정보를 활용한 환경적 구역화에 기원하고 있으며, 호주 전역을 89개의 bioregions과 

419개의 subregions으로 구분하고 있다. IBRA는 생태계의 포괄성(comprehensive), 충

분성(adequacy), 대표성(representative)의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지정되어야 하는 보호

https://www.epa.gov/eco-research/ecoregions. (2022. 11. 15 접속)

56) 호주 기후변화에너지환경물부(Department of Climate Change, Energy, the Environment and Water), 
(2021. 10. 10. 수정). Australia's bioregions – maps. (2022. 11. 15 접속)
https://www.dcceew.gov.au/environment/land/nrs/science/ibra/australias-bioregions-m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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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신규 지정을 위한 곳을 찾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이러한 IBRA를 

활용한 적극적인 보호지역 확대정책으로 2008년 국토 면적의 12.8%였던 보호지역 면적

을 2020년 현재 19.5%(13,500개 이상)로 확대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림 2-30] 호주 정부의 생물지리지역(IBRA)

출처 : 호주 기후변화에너지환경물부(DCCEEW) (2021).

▮ 도시생태현황지도 또는 비오톱 지도(biotope map)

비오톱(biotope)은 주변의 다른 유형의 서식지와 구분되는 최소 공간 단위의 생물 서

식지의 유형을 의미하며, 비오톱 지도는 대상 지역에 대해 비오톱(서식지)을 구분하여 분

류하고, 개별 비오톱마다 다양한 부문의 환경정보를 종합하고 분석하여 생태적 가치를 

평가하여 제공하고 있는 지도를 의미한다. 비오톱을 분류하고 지도화한 사례는 독일에서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도시생태현황지도로 정의하고 

있다.

도시생태현황지도는 기본정보로 토지이용현황도, 토지피복도, 지형도, 토양도, 현존식

생도, 동·식물상 등 자연환경과 관련된 주제도를 포함하며, 이 중 현존식생도는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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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참여하여 생태환경에 대한 정밀한 현장조사를 통해 1:5,000 해상도의 대축척으

로 구축된다. 따라서 국가가 실시하는 국가산림자원조사(산림청), 전국자연환경조사(환경

부) 등의 1:25,000 해상도의 자료들을 기반으로 구축되는 생태·자연도나 국토환경성평가

지도에 비해 자료의 해상도가 뛰어나고, 지역의 생태적 환경을 잘 반영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도시생태현황지도는 지적도 선형을 기반으로 명확한 생물서식지(비오톱) 경계를 

제공하고 있고, 비오톱마다 생태적 가치를 평가한 등급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도시계획

이나 환경계획 수립 등에 활용하기 용이하다. 특별히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수립

할 때 광역 생태축의 구축, 거점녹지 선정 등 생태공간구조를 형성할 때 도시생태현황지

도가 잘 활용될 수 있다.

시흥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중 식생도 도면 시흥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중 비오톱유형도

[그림 2-31] 시흥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중 식생도와 비오톱유형도 구축 예시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2015) 도시생태현황지도의 공간계획 활용 가이드라인 개발(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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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활용분야 세부 활용자료

도
시
계
획

도시기본계획
생태공간구조(생태축, 녹지축 선정 등)
수립, 토지이용계획, 공원녹지계획 기초
자료 제공

토지이용현황도, 토지피복도, 현존식생도, 
동·식물상, 비오톱 유형, 비오톱 평가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용도지역지
구지정, 공원 및 녹지 지정 변경 근거

현존식생도, 동·식물상, 비오톱 평가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비오톱 유형, 비오톱 평가

환
경
계
획

환경보전계획
보호지역 지정, 자연자원총량제, 생태면
적률 목표산정, 환경모니터링

토지피복도, 현존식생도, 동·식물상, 비
오톱 유형, 비오톱 평가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자연침해조정
토지피복도, 현존식생도, 동·식물상, 비
오톱 유형, 비오톱 평가

[표 2-41] 도시생태현황지도 활용 분야 및 세부 활용자료

최근 독일에서는 오랜 시간 구축·수집되어온 비오톱 지도와 함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된 환경정보들을 웹 기반의 GIS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종합 자연환경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공간을 대상으로하는 각종 계획 수립과정에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독일 베를

린시는 「베를린 환경정보지도(Berlin Environmental Atlas)」를 구축하고, 9개 부문 약 

350여개의 주제도, 500개의 메타데이터를 Web-GIS로 제공, 도시계획 수립에 활용탄소

저장, 대기질, 수질, 재난저감, 옥상녹화를 포함하여 생태계서비스와 기후변화, 재난안전 

등 도시환경에 대한 정합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

연침해조정제 등 자연환경분야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민간 부문에서 각종 자연환경

을 이용하거나 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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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 베를린 환경정보지도 제공 정보

출처 : 독일 Geoportal Berlin 홈페이지,
      https://www.stadtentwicklung.berlin.de/umwelt/umweltatlas/edua_index.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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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태적 연결성 향상

전통적으로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지속가능한 유지·보전을 위해 생물들의 서식 공간

인 생태계가 상호 연결되어야 한다는 관점은 생태축의 구축 목표로서 보편적으로 받아들

여지고 있는 개념이다.

IUCN은 2020년에 생태네트워크와 코리더를 통해서 생태적 연결성을 보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인 IUCN Guidelines for conserving connectivity through ecological 

networks and corridors을 작성하여 공개하였다. 이를 통해 생태적 연결성을 유지하고 

증진하며 복원하기 위해 시도했던 다양한 모델링 기법들을 설명하고, 이러한 기법들이 

실제 생태적 코리더의 구축에 적용된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 생태적 연결성 모델링57)

세계적으로 지난 20여 년간 육상, 담수, 해상에 대한 연결성을 측정하고 모델링하며 

매핑하는 분야의 과학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연결성을 분류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

하나 핵심적인 구별 방법은 ‘기능적 연결성’과 ‘구조적 연결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 기능적 연결성(Functional connectivity)

기능적 연결성은 유전자(genes), 배우자(gametes), 번식체(propagules) 또는 개체

(individuals)가 육지와 바다를 통해 얼마나 잘 이동하는지 설명한다((Rudnick et al., 

2012; Weeks, 2017; Hilty et al., 2020). 지표(indicator)나 우산종(umbrella 

species)이 여러 종들로 구성된 공간(생태계)에서 연결 지역(connectivity areas)을 식별

하는데 활용된다(Weeks, 2017).

￮ 구조적 연결성(Structural connectivity)

구조적 연결성은 서식지 투과성(permeability)을 통해 측정된다. 이는 유기체가 환경

을 통해 이동하는 데 중요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식지 패치의 물리적 특성과 배치, 교란 

및 기타 육지, 담수, 바다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Hilty et al., 2019; 

Hilty et al., 2020).

57) Hilty et al., (2020). Guidelines for conserving connectivity through ecological networks and 
corridors: Best Practive Protected Area Guidelines Series No. 30. Gland, Switzerland: IU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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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 유형 설명 관련 연구

최소 비용 경로
(Least-cost)

· 개인 또는 프로세스가 목적지 위치를 알고 있고, ‘비
용’으로 표시되는 표면을 가로질러 이동한다는 것을 
가정한 상태에서 출발점 패치(시작점)에서 목적지 패
치까지의 최소 비용 이동 경로의 표면적을 추정하는 
방법

·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의 단일 최단 경로 또는 최
소 비용 거리의 전체 표면적을 사용할 수 있음

· 단일, 쌍, 요인, 무작위 위치에서 생성된 비용-거리 
표면 영역을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음

https://corridordes
ign.org
McRae et al., 201
4

회로 이론
(Circuit theory)

· 전기 회로에서 채택된 회로 이론은 출발지에서 저항 
표면을 건너 목적지(땅)에 이르는 무작위 이동체(보행
자)를 모델링하며 여러 경로 옵션을 허용함

https://corridordes
ign.org
McRae, 2006

그래프 이론
(Graph theory)

· 그래프 이론은 상호 연결된 객체의 네트워크를 공식
적으로 나타내는 이론임

· 최소 비용 경로 및 회로 이론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연결성 방법론의 기초를 제공함

· 생태통로의 우선순위 산정, 육상-해양 경관에 대한 
그래프에도 그래프 이론 기법을 적용 가능함(패치는 
노드이고 연결성은 에지로 해석)

Urban and Keitt, 20
01
Theobald, 2006
University of Lleid
a, 2007

저항 커널
(Resistant kernel)

· 육상 또는 해상의 모든 위치에서 최소 비용 이동을 
기반으로 커널(움직이는 창) 접근법을 활용하여 구현

· 출발지에서 분산된 객체의 상대적인 밀도를 계산

Compton et al., 20
07

보호구역 디자인
(Reserve design)

· 육상, 담수, 해양 보호구역 및 관리지역의 계획에 대
한 공간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다목
적 계획을 위한 접근법

Moilanen et al., 2008
White et al., 2013

객체 기반 모델링
(Individual-based 

modelling)

· 가정된 규칙에 따라 객체의 이동 경로를 시뮬레이션
· 추정된 상대 사용 빈도가 매핑됨

Horne et al., 2007
Ament et al., 2014
Allen et al., 2016

[표 2-42] 생태적 연결성 모델링 기법 예시

   출처 : Hilty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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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 캘리포니아에 서식하는 오소리(Badger)에 대한 연결성 분석 사례

출처 : Gallo et al., (2019)58)

58) Gallo et al., (2019). Climate-wise and Multiscale Habitat Connectivity for CA. Conservation 
Biology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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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형 생태축 보전

우리나라에서는 산줄기가 보유한 지형생태축으로서의 가치를 부각하는 연구가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산줄기 체계라고 할 수 있는 「산경표」에서 제

시되는 백두대간-정맥-기맥-지맥 체계에서 시작된 개념이다([그림 2-25] 참조). 최근에는 

2017년 이후 산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풍력 및 태양광 발전사업의 급증에 따른 산림훼손

지의 증가와 생태계 영향 증대에 대한 우려 문제가 부각되면서 산림지역의 훼손을 막는 

관점에서 산줄기의 지형 생태축 측면의 가치가 조명되고 있다.

이영준·박종윤(2022)은 산줄기의 지형생태축 기능으로 주요 산줄기(능선축)가 지나가는 

고지대 능선부의 식생우수성과 산림생태계 보전가치(대부분 생태자연도 2등급 이상), 생

태적 연결성(30km 이상의 길이)을 언급하고 있다. 특별히 백두대간이나 정맥 등 기존에 

보전 대상이었던 산림축 보전 범위에서 더 나아가 기맥이나 지맥의 생태적 중요성에 대

해서도 강조하고 있다. 즉 연결성이 최소 30km 이상으로 주요 산줄기 역할을 하고, 전

체 구간 중에서 생태자연도 2등급 이상 구간의 비율이 높으며, 유역경계의 구분 역할과 

지역에서의 생태적 연결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 지맥들은 정맥이나 기맥과 연결성 측

면에서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그림 2-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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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 신산경표에 따른 산줄기와 유역 구분

 

주 : 박성태(2010)의 신산경표에 따른 정맥 및 기맥 명칭
출처 : 이영준·박종윤(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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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 산줄기별 길이 분포

출처 : 이영준·박종윤(2022)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산줄기 개념이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제23조 관련)’에 따라 생태자연도, 주요 철새도래지 정

보 등 생물다양성과 서식지 관련 자료와 함께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차원에서 주요 산

줄기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중요한 요소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계 종류 분류 기준
평가등급지역 범위

(능선축 중심으로부터 
수평거리)

1급 능선축 백두대간
· 한반도에서 연결성이 가장 양호하고 길이가 

긴 것
백두대간 보호구역

(핵심 및 완충)

2급 능선축 주요 정맥
· 1급 능선축에서 직접 분기함
· 주요 하천의 분수계를 이룸
· 길이가 100km 이상인 주요 능선축

핵심구역 150m
완충구역 150~300m

3급 능선축
분기구간 

및 기맥 등

· 정맥에서 분기하고 연장성이 매우 양호한 것
· 위의 1,2급 능선축 이외에 주요 하천의 분수

계를 이루는 것

핵심구역 150m
완충구역 150~300m

4급 능선축 지맥 등
· 위의 능선축 이외의 능선축으로서 비교적 연

장성이 양호한 것
· 독립 능선축으로서 연장성이 매우 양호한 것

핵심구역 100m
완충구역 100~300m

5급 능선축
소규모 및 

독립 
능선축

· 4급 능선축에서 분기한 소규모 능선축
· 독립 능선축으로서 규모가 매우 작은 것

핵심구역 100m
완충구역 100~300m

[표 2-43] 능선축 위계 구분 및 분류 기준

출처 : 이영준·박종윤(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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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태계서비스 혜택 증진

생태축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생태계 보전·관리 정책이 지속가능하게 추진되기 위해서

는 지역사회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특별히 생태축도 기존의 보호구역과 같이 생태

계 보전을 위해서 일정 수준의 행위 제한이 더해지는 구역이 추가된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사회적 측면의 고려사항을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다.

생태계서비스(ecosystem service) 개념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복잡하고 쉽게 이해하

기 어려운 생태계 보전 활동의 효과를 인간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즉 생태축 보전·관리 정책 추진에 따른 생태계 가치 향상의 효과가 

지역사회에 다양한 경제적 혜택(benefit)과 서비스(service)를 제공해 줄 수 있음을 설명

해 준다. 이로써 생태축 보전·관리 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시키고, 지역사회에 

다양한 혜택들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지역사회 맞춤형 생태축 보전 정책을 설계하고 추

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림 2-36] 생태계가 주는 다양한 생태계서비스 사례

출처 : University of the Basque Country(UPV/E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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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과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광역, 국가, 지역(지자

체) 차원의 다양한 공간적 스케일에서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고, 이를 생태계 보전과 생

태계서비스 혜택 제공, 공간계획과 용도지역 설정, 환경영향 저감 등의 다양한 분야에 활

용하고 있다.59)

유럽연합은 MAES(Mapping and Assessment Ecosystem and their Service) 프로

젝트를 통해 생태계가 제공하는 25개 생태계서비스(공급 11, 조절 12, 문화 2)를 주요 

생태계 유형별로 평가하였다.60) 또한 라트비아 지역에 대한 Latvia Viva Grass 프로젝

트를 통해 생태계의 기능과 잠재력, 흐름 및 수요에 기반하여 생태계서비스를 항목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생태계서비스 제공지역과 수혜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생태계서비스 

평가 항목간의 트레이드 오프(trade-off) 분석 결과와 함께 개방형 공간정보 플랫폼을 

통해 정량화·시각화하여 공개한 바 있다.61)

[그림 2-37] 라트비아 LIFE Viva Grass의 생태계서비스 트레이드오프 평가 사례

출처 : LIFE Viva Grass 홈페이지

59) 홍현정, (2020). 생태계 건강성 평가 기법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60) Maes et al. (2018). Mapping and Assessment of Ecosystems and their Services, European Union.

61) LIFE Viva Grass 홈페이지. (2022). https://vivagrass.eu/ (2022. 11. 21.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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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태축 분석 및 지도구축 관련 연구

1) 영국 West of England Ecological Networks(2019)62)

영국 서부지역 자연 파트너십(WENP)은 자연성 회복을 위한 생태 네트워크 지도 구축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지역의 광역생태축(생태 네트워크)을 구축한 사례이다.

▮ 생태 네트워크 지도 구축 방법론

생태적 연결성을 모델링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연구한 후, Forest Research의 

지침에 따라 최소 비용 모델링에 기반한 생태 네트워크 구축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된다(<그림 2-41> 참조).

￮ 토지피복 자료 선정

2016년에 개발된 생태계 서비스 지도 모음(wenp.org.uk/maps)의 WENP 생태 결합 

네트워크(WENP Combined Ecological Networks) 지도를 토지피복 지도의 기초 자료

로 활용하였다. 여기에는 서식지 조사 자료가 포함된다.

￮ 경관 투과성 비용 산정

이는 해당 토지 유형을 횡단하는 서로 다른 종에 대한 상대적인 '비용'을 반영하기 위

해 서로 다른 유형의 토지 유형에 서로 다른 값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

는 100% 적용 범위의 토지 피복 지도가 필요하다.

￮ 서식지 기능적 연결성 모델링

다양한 생물종에 대한 '분산 거리'(dispersal distance)를 적용하면 생물종들이 핵심 

서식지에서 얼마나 멀리 이동할 수 있는지(위의 경관을 가로질러 이동하는 비용을 고려

하여), 그리고 양질의 서식지에 도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생물종이 다른 

그룹(different groups of species)에 따라 다른 거리를 적용했지만 최종 지도에서는 산

림과 초원, 습지를 분리하여 반영한 후, 최종적으로 중요한 하나의 거리를 적용하였다.

62) West of England Nature Partnership, (2022). Toward a Nature Recovery Network for the 
West of England.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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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의 서식지 패치 확인

해당 지역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핵심 축(동맥;arteries)을 대표하는 양질의 서식지 

패치를 확인하고 서식지 복원 및 개선을 위해 집중 투자하였다. 여기에는 주요 국제 및 

국가 지정(람사르;Ramsar, SPA, SAC 및 SSSI), 지역 야생동물 보호구역 및 지역에서 

선정한 우선 서식지(Priority Habitat)도 포함된다.

￮ 연결 격차 확인(key connectivity gaps)

단절된 환경에서 연결성을 개선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다. 이러한 핵심 축(동

맥;arteries)이 단절된 위치를 살펴봄으로써 주요 전략적 연결 격차(strategic 

connectivity gaps)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 영국 서부권과의 연결성 고려

생태 네트워크는 지역의 경계를 넘어 주변지역까지 확장된 체계를 제공하고 있다. 산

림, 초원, 습지 네트워크가 주변의 더 넓은 경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인 영국(Natural England)의 서식지 네트워크 모델링 데이터(habitat 

network modelling data)를 사용하여 지도를 구축하고 있다.

￮ 습지의 다른 기능 고려

습지의 기능이 다양하기(다르기) 때문에 최소 비용 모델링을 적용하지 않고 습지의 수

문학적 흐름을 고려했다. 강과 호수, SSSI의 상류와 하류 및 기타 우선적인 습지 서식지

를 고려하여 가장 중요한 습지 네트워크를 확인하였다. 범람원 재연결 가능성에 대한 환

경청 데이터(Environment Agency data)를 사용하여 습지 네트워크 전체의 연결성을 

개선할 수 있는 주요 기회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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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모델링된 생태네트워크

핵심 축의확인

영국서부 너머의 네트워크

생태 네트워크 지도의 결합

핵심 축의확인

고대 삼림네트워크 + 지역 지식+ 국가 지정+ 지역 야생동물 보호지역 + 우선 서식지 강, 호수, 주요라인(SSSI의 상류/하류)

주요 연결격차 주요 연결격차

모델링된 네트워크가 최고의 서식지 패치연결에서 중요한 격차를 강조하는 곳 범람원 재연결 가능성 + 어류차단

삼림 네트워크
분산 거리적용

초원 습지

[그림 2-38] 복합 생태 네트워크(산림, 초원, 습지네트워크)의 방법론

출처 : West of England Nature Partnership(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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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네트워크 모델링 산림 네트워크 핵심 연결성 격차

초지 네트워크 모델링 초지 네트워크 핵심 연결성 격차

습지 네트워크 모델링

[그림 2-39] 산림, 초지, 습지 네트워크 모델링 및 핵심 연결성 격차 지도

출처 : West of England Nature Partnership(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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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 Green Infrastructure Concept (BKGI)63)

독일의 그린인프라스트럭쳐는 다음과 같이 ① 보호구역(Protected Areas)과 생태 네

트워크, ② 서식지와 생물종, ③ 보호지역(Protected Sites)과 생태계 네트워크, ④ 특별 

공간 및 기능(Specific spaces and functions)을 고려하여 구성되고 구현된다.

▮ 보호구역(Protected Areas)과 국가 자연유산(National Natural Heritage)

그린인프라스트럭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연방자연보전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보호

구역과 유럽연합 기준으로 지정된 Natura 2000 네트워크다. 국가 자연유산은 미래의 

자연보전 목적을 위해 현재의 보호지역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자연

유보’ 지역을 의미하며 전체 면적은 약 156,000ha에 달한다. 과거 군사용지, 이전의 

‘Green Belt’로 불리워진 구 서독과 동독의 경계부(inner-German border), 과거 동독

의 소유였던 지역을 포함한다.

독일의 보호구역 독일의 국가 자연유산(원 크기: 각 지역 크기)

[그림 2-40] 독일 보호구역과 국가 자연유산 지도

출처 : Federal Agency for Nature Conservation (BfN), (2017)

63) Federal Agency for Nature Conservation (Bf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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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지와 생물종

생물다양성은 유전적 다양성, 종다양성, 생태계·서식지의 다양성을 포괄하며, 서식지와 

생태계 유형에 따라 공간적인 체계가 형성된다. 서식지 자료는 식물상과 동물상 지도의 

공간적 해상도에 의존하며, 연방 차원의 생물다양성 보전 프로그램을 위한 생물다양성 

핫스팟을 지정하는데 사용된다.

서식지 및 생물종 자료는 ① 국가 생태 네트워크, 기능적 서식지 네트워크와 유럽 생태 네

트워크와 연결되는 축과 코리더, ② 서식지 네트워크 병목 현상 발견 및 보호 조치, ③ 교통

로 주변의 생태적 재연결, ④ 아직까지 구분되지 않은 생태적 기능 영역 식별로 구성된다.

￮ 국가 생태 네트워크 지역, 기능적 서식지, 중요 축 및 코리더, 국제적 연결 지역

서식지 네트워크는 유사하고 공간적으로 인접한 서식지로서 보호 가치가 있고, 잠재적

으로 서로 긴밀한 기능적 연결성을 가지고 있어 기능적·생태적 상호 관계를 나타내는 체

계를 의미한다. Länder에서 작성한 비오톱 지도에 표시된 사이트와 보충 자료를 기반으

로 작성하며, 국가 차원에서 귀중한 서식지에 대해 알려진 정보들을 반영한다. 이렇게 식

별된 서식지 네트워크는 개발 가능성과 관련된 자료와 함께 전국적인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축이나 코리더를 식별하는 기반으로 활용된다.

개념 내용

서식지 네트워크

산림 서식지
100m, 500m 거리의 기능적 서식지
이들 사이에 위치하는 산림 서식지

건조지 서식지 250m, 1,500m 거리의 기능적 서식지

습지 서식지
100m 거리의 기능적 서식지
500m 거리의 기능적 서식지

국가적 중요 축(axes) 또는 
코리더(corridors)

건조지 서식지 축

습지 서식지 축

산림 서식지 및 대형 포유류 축

그린벨트

전국적인 생태 네트워크를 위한 
지역 및 국제적인 연결 지역.

Cross-border 비오톱 축

Cross-border 생태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지역

[표 2-44] 독일의 국가 생태 네트워크에 포함된 서식지 네트워크 및 중요 축과 코리더, 국제적 연결 지역

출처 : Federal Agency for Nature Conservation (Bf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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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 독일의 국가 생태 네트워크, 서식지 네트워크, 축과 코리더

출처 : Federal Agency for Nature Conservation (Bf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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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지 네트워크 병목 현상 발견 및 보호 조치

독일에서는 매일 평균 66ha의 토지가 교통과 주거지 개발 사업에 활용되고 있다.64) 

개발지역은 기존의 주거지나 교통공간 주변에서 발생하며, 특별히 수직적인 요소인 건물 

등 건조 공간(built-up areas)은 날 수 없는 많은 생물종에게 넘을 수 없는 장벽이다. 

결과적으로 서식지와 경관 요소간의 연결성이 불충분해지며, 일종의 ‘병목현상’을 발생시

킨다((Hänel et al., 2016). 특별히 지역에서 서식지나 생물종의 네트워크에 있어 중요한 

지역에 새로운 구조물이 세워질 때 공간적·기능적인 연결성 중단이 발생하며, 개체군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식지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

하는 곳 주변의 열린 공간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별히 도시 및 거주지역의 그린

인프라스트럭처에서 병목 현상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림 2-42] 서식지 네트워크 병목 현상 발생 지역

출처 : Federal Agency for Nature Conservation (BfN), (2017)

64) Federal Statistical Offic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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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로 주변의 생태적 재연결

독일은 연방 파편화 프로그램(Federal Defragmentation Programme)에 따라 파편

화된 서식지를 재연결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생태적 재연결을 위한 국

가적 우선순위 선정을 통해 도로 관련 장벽을 극복하는 개념에서 도로망의 우선순위를 

정하였다. 또한 도로가 지나가는 지상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해 장벽 효과를 저감하기 

위한 야생동물 이동통로 건설이 제안되었다.

￮ 구분되지 않은 생태적 기능 영역 식별

아직까지 구분되지 않는 생태적 기능을 가진 영역은 파편화된 서식지와 소규모의 공간

적·기능적 관계에서 나타난다. 이는 서식지 네트워크의 대략적인 표현을 통해 반영하며, 

특정 서식지 또는 생물종의 요구 사항 유형 간의 연결성을 기반으로 표현할 수 있다.

￮ 기타 생물종 관련 요소

이외 서식지 및 생물종과 관련된 요소로 생물다양성 핫스팟, 개체군 취약성 분석, 독

일 곰을 위한 생물종, 이동성 생물종 등이 있다.

▮ 생태적으로 특별한 공간 및 기능

￮ 특별한 생태적 질을 보유한 경관

자연 경관(자연 지역)은 수많은 생태적·문화적 서비스를 인간에게 제공해 주는 공간이

며, 인류의 정체성 형성에 필수적이다. 특별히 레크리에이션이나 생물다양성 보전에 있어

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그러나 지역적인 고유성이 있는 문화 경관(역사적 건물, 사적, 

유적지, 기념물 등)에 비해 생태적으로 연속되는 과정의 결과라 할 수 있는 자연 경관은 

인간의 간섭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외관이 바뀌게 된다. 그러나 일부 경관은 특정한 문

화적 역사에 의해 자연에 가까운 특성을 보존하고, 인간의 간섭 등의 영향을 덜 받는 경

우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별한 경관은 고유성을 보유하벼, 중요한 보전가치를 갖게 된

다. 이러한 지역은 교통량이 적은 지역, 소음이 없는 지역, 넓은 지역에 걸쳐 유전적 동

질성이 확보되는 지역, 생물종이나 비오톱 보전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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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3] 교통량이 적은 지역(100 ㎢ 이상)

출처 : Federal Agency for Nature Conservation (BfN), (2017)

￮ 하천의 범람원

범람원은 침수와 건조가 번갈아 가며 형성되는 곳으로, 침수와 건조는 손상되지 않은 

범람원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소이다. 범람원의 생물군집은 생산성이 높고 

생물다양성이 매우 풍부한 지역이다. 독일의 연방 차원에서의 범람원 기록 및 평가는 독

일 범람원 현황 보고서(BMU and BfN, 2009)가 최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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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저장을 위한 이탄지대

기후변화 관점에서 토양의 탄소저장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독일에서는 육상 생태계에 

저장된 탄소는 총  7.1±4.6 Gt으로 이 중의 78%가 토양에 저장되어 있고, 나머지 22%

가 육상 바이오메스에 저장되어 있다고 추측된 바 있다. 그리고 이는 산지와 이탄지 생

태계 유형에 해당한다.

하천 범람원 분포 이탄지 분포

[그림 2-44] 하천 범람원과 이탄지 분포

출처 : Federal Agency for Nature Conservation (BfN), (2017)

이외에 생물다양성 핫스팟(biodiversity hotspots) 지역은 지도화가 가능하나 현재 독

일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자금 지원 대상으로서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그린인프라

스트럭처 지도 구축에서는 제외되었다. 또한 모든 생물종에 대한 분포 자료도 전국적인 

보호를 위해 우선순위를 지정하기 어려우므로 그린인프라스트럭처 지도에는 포함되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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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부 광역생태축 관련 연구65)

▮ 광역생태축 관리지역 도출 연구(2007~2009, 환경부)

환경부는 2007~2009년에 걸쳐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국토생태축 구축을 위한 광역생태축 구축 기준과 방법을 선정하고, 개발된 방법론에 따

라 산림축, 하천축, 야생동물축, 도서연안축으로 구성된 광역생태축 관리지역을 도출한 

바 있다. 광역생태축의 산림축, 하천축, 야생동물축 및 연안생태축의 평가항목과 평가방

법은 아래 표 및 그림과 같다.

65) 환경부, (2009). 낙동강영남권 및 영산강호남권 광역생태축 구축을 위한 연구

구분 항목 평가기준 산림축 하천축
야생동
물축

연안축 비고

환경·
생태
적 

기준

생태·자연도

1등급 ○
절대
평가

2등급
1등급과 인접한 

2등급 지역 ○
상대
평가

그 외 2등급 지역

임상도
5,6영급

○
상대
평가3,4영급

하천

국가하천, 지방1급 하천

○
절대
평가

국가하천: 수변좌우 500m
지방 1급 하천: 수변좌우 

250m

습지
습지(토지피복지도

상 습지, 갯벌)

내륙습지 ○
절대
평가

연안습지
, 갯벌

○

주요종
발견지점

포유류: 중대형 포유류, 희귀종 
및 멸종위기종 발견지점 반경 

500m
조류: 희귀종 및 멸종위기종 

발견지점 반경 500m

○
절대
평가

지형
적

기준

정맥 1차 계류유역 ○
절대
평가

유역 표준유역의 1차 계류유역 ○
상대
평가

[표 2-45] 환경부 광역생태축 관리지역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환경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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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전성우 외, (2010).66)

광역생태축 관리지역의 도출 방법은 ① 절대평가, ② 상대평가, ③ 기개발지 제척, ④ 

패치크기 분석, ⑤ 연결성 분석의 5단계에 걸쳐 이뤄졌다. 우선 산림축, 하천축, 야생동

물축의 평가항목에서 절대평가에 해당하는 지역을 중첩하여 최소지표법으로 평가한다. 

즉, 어떤 지역이 핵심지역에 해당되면 그 지역은 핵심지역으로 평가되고, 완충지역에 해

당되면 그 지역은 완충지역으로 평가되며, 만약 핵심지역과 완충지역이 중첩될 경우 그 

지역은 핵심지역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는 한 지역의 다양한 평가요소 중 하나의 요

66) 전성우, 천정윤, 성현찬, 송원경, 박지희 (2010). 광역생태축 구축을 위한 기준 및 관리지역 설정 연구, 한
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13(5): 154~171.

구분 항목 평가기준 산림축 하천축
야생동
물축

연안축 비고

법제
적 

기준

법정
보호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공원(국립·도립·군립),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천연기념물보호구역, 

DMZ일원(군사분계선 상하 
2km, 통제보호구역), 
보전산지(공익용산지)

○

절대
평가

습지보호구역(환경부), 
수변구역

○

야생생물보호구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

환경보전해역, 특별관리해역, 
습지보호구역(해수부), 

생태계보전지역(해수부), 
수산자원보호구역, 특정도서, 

자연공원(태안해안·다도해해상·
한려해상 국립공원)

○

기타

제척
시킬 
지역

기
개
발
지

중분류 토지피복지도 중 
시가화건조지역,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지역

적용 적용 적용 -

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주요 

산
적용 적용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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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가치가 높을 경우 그 가치가 최종적인 그 지역의 가치가 되는 평가방법이다.

다음으로 상대평가를 통해 생태·자연도와 임상도 등의 환경·생태적 주제도와 지형에 

기반한 표준유역도상 1차 계류유역을 1~6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여 핵심지역과 완충지역

을 도출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결과를 통해 도출된 결과들을 최

소지표법으로 중첩하고, 기개발지를 제척한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산림패치 크기가 

1000ha이상인 지역들을 선정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멸종위기야생생물의 행

동반경과 핵심패치간의 연결성(인접 패치와의 연결 가능성 여부)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기와 같은 과정을 통해 도출된 광역생태축 관리지역은 핵심지역 30,616㎢(31%), 완

충지역 21,870㎢(22%)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산림축과 하천축 및 야생동물축으로 이뤄

진다. 연안축은 관리지역 면적 산출 과정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그림 2-45] 환경부 광역생태축 관리지역의 구축 방법론(환경부, 2009)

출처 : 환경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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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연계성 평가 개선(2018~2019)

환경부는 70여개의 다양한 환경 분야 주제도를 중첩하여 제작되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의 연계성 평가항목에 광역생태축 관리지역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에 제작된 

광역생태축은 구축한 지 10년 이상이 지나 최근의 자연환경 변화 부분을 반영하는데 한

계가 있고, 10년 전에 작성된 평가기준을 활용하여 연계성 평가를 실시할 경우 핵심지역

과 완충지역의 면적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문제가 있었다.

상기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연계성(광역생태축) 

평가항목 중 산림축의 임상도 항목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수정하였다. 이와 같은 평가

항목의 수정을 통해 핵심지역은 28,919.01㎢(28.9%), 완충지역은 30,087.84㎢(30.0%)로 

변화하였으며, 이는 기존의 광역생태축 관리지역과 비교했을 때 핵심지역은 1,096.88㎢

가 감소하고 완충지역은 7,617.24㎢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가항목 기존(2009년) 개선(2019년)

산림축
환경·생태적 기준

임상도
5, 6영급 2점 6, 7, 8, 9영급 2점

3, 4영급 1점 4, 5영급 1점

[표 2-46] 산림축의 임상도 영급 평가 수정

출처 : 환경부(2021), 2021년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구축·운영사업

▮ 생태축 설정기준 및 공간범위 구체화를 위한 연구(2020)67)

환경부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 생태축의 실현 등을 위해 생태축의 위계와 공

간적 구역설정을 구체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 「생태축 설정기준 및 공간

범위 구체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과제에서는 우리나라와 해외에서 통용되고 있는 생태축의 개념과 공간구성 현황을 

검토하였다. 또한 국가생태축-광역생태축-지역생태축으로 이어지는 생태축의 개념과 위

계를 제시하고, 각 위계별 생태축에서 반영해야할 최소 기준을 설정하였다. 또한 국가·광

역·지역 생태축을 구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와 평가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광

67) 환경부(2020), 생태축 설정기준 및 공간범위 구체화를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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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생태축과 지역생태축의 구성요소와 설정(도면화) 방법, 역할과 관리에 대한 내용을 제

시하였다.

구분 국가생태축 광역생태축 지역생태축

개념
정의

국가의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
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위
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기능의 유지가 필
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 서식공간”으로 
백두대간, 비무장지대, 도서·연
안 지역, 한강·낙동강·영산강·
금강·섬진강의 본류 및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광역시·도 지역의 생물다양성
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기능
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연결
하는 생태적 서식공간으로, 국
가생태축과 연계하여 관할구역
에 설정하는 생태축

시·군·구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의 연
속성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
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기능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연결하
는 생태적 서식공간으로, 국가
생태축 및 광역생태축과 연계
하여 관할구역에 설정하는 생
태축

[표 2-47] 국가생태축-광역생태축-지역생태축의 개념 정의

출처 : 환경부(2020)

￮ 국가생태축

국가생태축의 최소기준은 DMZ, 백두대간, 5대강, 도서연안의 항목을 토대로 대안1, 

대안2, 대안3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각 대안의 초안 분석결과에서 대분류 토지피복지도

상의 시가화건조지역을 제척한 결과이다. 각 대안별 면적비율은 대안 1: 3.8%, 대안 2: 

7.16%, 대안 3: 6.16%로 제시되었다.

구분 기준안 대안 1 대안 2 대안 3

평가
항목

DMZ 비무장지대
비무장지대

민간인통제선
비무장지대

민간인통제선
비무장지대

민간인통제선

백두대간 백두대간보호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전이구역 추가

백두대간보호지역
인근 국립공원 

추가
백두대간보호지역

5대강 5대강 본류
5대강 본류
수변구역

(1km~500m)

5대강 본류
수변구역

(1km~500m)

5대강 본류
수변구역

(1km~500m)

도서연안
도서·연안 

생태축
해양생태축 통합 
공간정보 DB

해양생태축 통합 
공간정보 DB

해양생태축 통합 
공간정보 DB

국토면적 대비 
비율(%)

3.8% 12.3% 7.16% 6.16%

[표 2-48] 국가생태축 대안별 평가항목 및 국토면적 대비 비율

   출처 : 환경부(2020)을 토대로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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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태축 대안 1 국가생태축 대안 2 국가생태축 대안 3

[그림 2-46] 국가생태축 대안별 도면 비교

  출처 : 환경부(2020)

￮ 광역생태축

광역생태축의 최소기준은 환경부가 기존에 구축한 5대 권역별 광역생태축에 각 광역 

지자체별 추가 기준으로 상세화 및 보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환경부가 구축

한 광역생태축의 핵심지역, 완충지역과 함께 지역별 추가 기준으로 광역생태축을 추가 

설정하는 안이다. 이 경우 지역별로 핵심지역의 면적이 이미 해당 지역 면적의 30%를 

넘는 경우 국가가 구축한 광역생태축의 핵심지역만 반영하는 방법이다.

￮ 지역생태축

지역생태축의 최소기준은 ① 국가생태축과 광역생태축을 기본으로 포함하고, ② 시·군 

내 핵심지역, 완충지역, 코리더(연결성, 다양성, 응집성 등 기능적 가치기준에 따라 설정) 

등을 반영하되, 시·군에서 필요한 기준과 도시생태현황지도에 기초하여 작성하는 방법이

다.

지역생태축을 설정할 때 자연적인 지역 등의 물리적 연결 상태를 의미하는 “구조적 연

결성(structural connectivity)”과 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아도 대상 생물 또는 생태적 

기능이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기능적 연결성(functional connectivity)”을 고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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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해당 연구에서는 지역생태축을 설정할 때 기본적으로 구조적 연

결성을 목표로 하되, 도시지역과 같이 물리적 연결이 불가능할 경우 기능적 연결을 목표

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림 2-47] 지역생태축의 기능적 연결 모식도

출처 : 환경부(2020)

서산시는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환경부의 광역생태축(159㎢, 21.4%)을 토대로 지역

의 산림생태축(63㎢)을 아래 그림과 같이 추가하여 최종 222㎢(29.9%)의 광역생태축 도

면을 구축하여 제시한 바 있다.

[그림 2-48] 서산시의 지역생태축 구축 결과

출처 : 환경부(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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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충남 광역생태네트워크(2008)

▮ 광역생태네트워크(2006~2012)

충남은 도 단위의 광역지자체로서는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광역적 개념의 생태축의 

개념을 제시하고, 구축 방법론을 설정하여 광역생태축을 도면화한 곳이다. 우선 산림과 

하천 및 연안에 대한 훼손지와 주변 환경, 건강성을 파악하여 DB를 구축하였으며, 이러

한 자료들을 토대로 광역생태축의 구축을 위한 평가항목과 기준을 선정하였다.

충남의 광역생태네트워크 구축 결과는 산림생태네트워크, 하천생태네트워크, 해안림생

태네트워크, 내륙습지생태네트워크, 연안생태네트워크, 동물생태네트워크로 구성되었다. 

이 중에서 산림생태네트워크는 아래 표와 같이 백두대간보호구역 지정기준을 참고로 하

여 환경·생태적 기준, 지형적 기준, 법제적 기준, 기타(제척지역 및 소유구조) 기준을 반

영하여 구축되었다.

구분 항목 보전가치 평가기준 등급

환경·생
태적 
기준

생태자
연도

1등급 1

2등급 2

임상도
5, 6영급 1

3, 4영급 2

지형적 
기준

표고
300m 이상(국토계획법상 표고 300m 이상 개발제한) 1

200m 이상 300m 미만(산지관리법상 150m 이상 개발제한) 2

경사
20° 이상 1

15~20° 이상(국토계획법상 경사도 15° 이상 개발제한) 2

법제적 
기준

법정보
호지역

공익용산지(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자연휴양림, 사방지, 
백두대간보호지역, 산지전용제한지역,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공원,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 사찰림)

1

임업용산지(요존국유림, 채종림, 시험림, 임업진흥권역, 기타임업용산지) 2

기타

제척지
역

대분류 토지피복지도 중 시가화건조지역, 택지개발지역, 산업단지, 
황해경제자유구역,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개발구역

제외

소유구
조

사유지, 공유지, 국유지(사유지가 적을수록 적지)
(토지대장 및 국·공유지 관리대장)

확인

[표 2-49] 충남 광역생태네트워크 중 산림생태네트워크 관리구역 지정기준

출처 : 충청남도(2009), 충청남도 광역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연구(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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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충청남도는 지역에서 도시계획이나 환경계획 등 공간기반의 정책 의사결정 수립

에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지적도(연속지적도) 기반으로 산림생태축 관리지역을 선정하였으

며, 최종적으로 제시된 충남 광역생태네트워크 구축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2-49] 충남 산림-하천-해안-내륙습지-연안의 통합생태네트워크 구축 결과

출처 : 충청남도(2007); 충청남도(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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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산림생태축 보전·관리 전략(2016)68)

충남은 도 차원에서 기존에 제시되었던 광역산림생태축을 각 시·군 차원의 지역생태축 

구축에 적용하기 위해 충남 지역산림생태축을 구축하였다. 이는 산림축을 중심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기존의 정맥과 계류유역 중심의 산림생태축을 중심으로 충남 지역에서 주

요 산림지역으로서 가치가 높은 지역을 아래 표와 같은 기준을 따라 평가하여 추가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기준 평가지표 평가기준 점수

개별 
산림의

생태가치

비오톱 (원)등급
I 등급 5점

II 등급 1점

멸종위기야생동물 출현정도

2종 이상 5점

1종 3점

없음 1점

주변 
산림과

연계기능

(N자형)
광역산림생태축 연결성

N자형 축에 해당 5점

N자형 축으로부터 1km 이내 3점

N자형 축으로부터 1km 이외 1점

주변산림 연결성

3개 이상의 산림 연결 5점

1-2개의 산림 연결 3점

0개의 산림 연결 1점

산림에 
대한

도민정서

주요수원 발원지

금강으로 유입되는 1차 하천 발원지 3점

충남 주요수원으로 유입되는 1차 하천 발원지 2점

그 외 산림 1점

각 시·군 주요 명승지

산림 자체가 명소인 산림 3점

명소를 포함하는 산림 2점

그 외 산림 1점

[표 2-50] 충남 지역산림생태축 평가지표 및 점수부여 기준

  출처 : 충청남도(2016)

이러한 평가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산정된 충남의 지역산림생태축과 국가-광역-지역

산림생태축을 중첩하여 나타낸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다.

68) 충청남도(2016), 충남 광역산림생태축 존속을 위한 지역산림생태축 보전·관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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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역산림생태축 도면화 결과

국가-광역-지역산림생태축을 중첩한 결과

[그림 2-50] 충남 지역산림생태축(위) 및 국가-광역-지역산림생태축 중첩 결과(아래)

출처 : 충청남도(2016)(위); 환경부(2020)(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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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분석

국가 또는 광역지자체 수준에서 생태축을 지도화한 사례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시

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 다양한 유형의 생태적 우수지역(서식지) 반영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는 생태축을 구현을 위해 각국은 기

존에 지정된 보호지역을 핵심패치로 인식하고, 산림, 하천 등을 축(axes) 또는 코리더

(corridors)로 하여 일부 생물종(법정보호종) 서식지들을 기존의 핵심패치와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생태축을 구축하였다.

최근에는 인공위성, 드론, 센서 등의 영상 및 정보화 기술의 발전과 분류군별로 다양

한 형태의 생태계 조사가 확대되고 있으며, GIS 공간분석 및 모델링 기법과 빅데이터 기

술의 발전으로 생물종의 서식지를 판별하고 분석하는 기법이 고도화되고 있다.

또한 생태계 조사에 참여하는 전문가의 증가와 관련 자료의 축적으로 인해 고해상도의 

자료에 기반한 생태계 유형 분류지도가 구축되고 있으며,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생태적 

우수지역을 분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별히 독일의 BfN과 충남은 지역의 생태 환경을 정밀한 수준에서 조사하고 이를 지

도로 구축한 정보인 도시생태현황지도나 비오톱 지도를 생태축 구축에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지역사회에서 축적된 지식과 정보의 활용

전라북도 지역과 같은 국가 규모 이하의 광역 지자체 수준에서 생태축을 보전하고 관

리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전문가가 참여한 생태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이러한 조사자료들

을 토대로 지역의 독특한 생태환경과 특징을 반영한 생태축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영국의 WENP는 생태적 중요지역을 판별하기 위해 지역에서 축적된 

지식을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이는 생태복원이나 생태적 증진을 위해 어디에 투자해야 

할 것인지, 어느 부분이 핵심 역할을 하는 생태축인지를 판별할 때 활용한다.

충남은 광역생태축을 구축하기 위해 도 전역에 대해 1:5,000 축척 기반의 자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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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조사를 지역의 생태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분류군별로 조사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도내에서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이 어디인지를 판별한 바 있다. 이 때 조사되

었던 자료들은 생태축의 핵심지역과 완충지역을 분류하여 광역생태축 관리지역을 선정하

고, 산림패치 분석자료 등을 활용해 지역 산림생태네트워크 자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

고 있다.

▮ 생태적 구조와 기능 측면의 생물종의 이동성 고려

생물종의 이동은 해당 지역의 경계를 넘는(cross boundary) 측면에서의 연결성과 생

태계의 구조와 기능 측면에서 생물종의 이동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 독일은 네덜란드, 

프랑스, 스위스, 폴란드 등 주변 국가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에 Cross boundary 

비오톱 축 및 생태네트워크 중요지역을 분류하고, 이를 활용하여 국가간, 지역간의 생물

종의 원활한 이동을 배려하고 있었다.

영국 WENP는 경관 패치들의 투과성 분석을 통해 생물종의 이동성을 고려하고, 서식

지(경관) 패치들 사이에서 연결성을 저해하는 정도가 큰 지역을 핵심 연결성 갭(key 

connectivity gaps) 지역으로 분류하여 향후 생태축 연결이 필요한 지역으로 제안하고 

있다.

또한 영국 WENP는 생물종에 따라 요구하는 서식지의 크기가 서로 다른 점에 착안하

여 조류, 포유류, 무척추동물, 관목 등 분류군별로 요구되는 생태축의 범위를 다르게 설

정하고 있다.

▮ 지역사회 혜택 제공을 위한 생태계서비스 반영

영국 WENP는 생태축의 구축 이외에도 해당 지역의 생태계가 제공하고 있는 수량과 

수질 및 이들을 합친 다중 생태계서비스 지도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서 다양한 생태계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호해야 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수량이나 수

질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이 어디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활용한다면 

지역사회에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특정 생태계서비스 혜택이 높은 지역을 

생태축 보전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생태축 구축
고려 요소

국외 국내
영국

West of England Ecological 
Networks(2019)

독일(BfN)
Green Infrastructure(2017)

환경부
광역생태축(2009; 2019; 2020)

충남
광역생태네트워크(2008; 2016)

생태적 중요지역

○ ○ ○ ○

 국가 지정 서식지
 지역 지정 서식지(지역 지식 활용)
 고대 산림 네트워크
 우선순위 서식지
 습지
 하천 범람원

 보호지역(국가보호구역, Natura 2000 
사이트, 국가 자연유산(Green-belt))

 특별한 자연 경관(100㎢ 이상의 
교통량 적은 패치)

 비오톱 지도 활용
 하천 범람원
 이탄지대

 보호지역(국가보호구역)
 생태·자연도 상위 등급, 임상도 

상위 등급
 하천
 습지
 주요 생물종 발견지점

 보호지역(국가보호구역)
 생태·자연도 상위 등급, 임상도 

상위 등급
 도시생태현황지도상 산림패치

서식지 다양성
(서식지/축 구성)

○ ○ ○ ○

산림, 초지, 습지, 하천(호수, 수로)
산림, 습지(갯벌 포함), 건조지 서식지 및 축

대형포유류 축
산림, 하천, 야생동물서식지, 연안해안

산림, 하천, 내륙습지, 야생동물, 
연안, 해안림

생태적 연결성

○ ○ ○ ○

 생물종의 이동성(경관 투과성 분석)
 서식지 패치간 연결성 갭이 큰 지역
 분류군별 생태축 개념(조류, 포유

류, 무척추동물, 관목)

 Cross-border 비오톱 축
 Cross-border 생태네트워크 중

요 지역
 서식지 네트워크 병목 현상 저감 

조치

 산림축 단절지점 복원  산림축 단절지점 복원
 생태축 서식 생물종 유전다양성 

고려


지형 생태축 × ×
○ ○

 백두대간, 정맥, 표준유역


 정맥, 유역
 표고, 경사

생태계 서비스
○

× × ×
수질, 수량, 다중 생태계서비스

[표 2-51] 국내외 생태축 구축 고려 요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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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태축 구축 사업 추진사례

가. 개요  

지금까지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주로 생태축의 구축과 복원 대상이 주로 산림생태축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산림 이외에도 야생동물의 서식과 이동, 개체군과 유전적 다양성

의 지속가능한 존속을 위해서는 농지, 하천, 도시, 연안, 습지, 해양 등 다양한 생태계 

유형에 대한 생태축 복원 사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도시지역, 농지, 습지, 하천, 연안, 해양 등 산림 

이외의 생태계에 대한 생태축 연결 및 복원 사업 추진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전라북

도는 지역은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농업지역이 넓게 펼쳐져 있고, 그 면적이 31%69)에 달

한다. 또한 군산, 익산, 김제 등 서부지역은 넓은 농업지역 내에 산림지역을 연결하여 생

태축을 구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에서 광역생태축 구축 사업으로 도시지역, 농지, 습지, 하

천, 연안, 해양 등 산림 이외의 지역에 대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요 생태축 구축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녹지 조성 사례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69) 2010년대 후반의 대분류 토지피복지도 분석 결과임



122 ∙ 전라북도 광역생태축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나. 도시생태축 구축 사례

1) 도시생태축70) 개념

도시생태축은 도시계획과 디자인 관점에서 보면 물리적이고 가시적이며 생태적인 연결

성을 건조 환경(built areas)과 그것을 둘러싼 자연 공간 및 녹지 사이에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Beatley, 2000)71). 비록 도시생태축의 효과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게 밝혀진 바

는 없지만(Ignatieva et al., 2011), 생물종 서식지와 자연생태공간이 부족한 도시지역에

서 도시생태축을 구축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데 큰 기여

를 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생태계 보전측면 뿐만 아니라 도시녹지의 시민 제공 차원, 즉 생태계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도시생태축을 바라볼 수 있다. 즉, 도시생태축 구축을 통해 

개선된 기후, 위생, 심미, 휴양기회 제공, 환경보호, 생물다양성 뿐만 아니라 도시민

들에게 사회적 및 정서적 욕구와 식량, 목재(도시농업 및 임업)를 제공해 줄 수 있

다.

따라서 도시녹지는 20세기 이후 도시계획이나 단지계획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부각되어 

왔다. 도시계획과 디자인에서는 “도시 공개 공간(urban open space)”, “도시 녹지 공간

(urban green space)”, “공공 공개 공간(public open space)”으로 불리워졌으며 이는 

운동장, 공원, 정원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조경 분야에서는 도시 공개 공간이 도시 기반체계 또는 도시 네트워크를 통합하는 요

소로 인식되어 왔다. 또한 공개 공간의 네트워크, 즉 도시생태축이 제공할 수 있는 생태

적, 문화적, 사회적 혜택 제공 가능성에 대해,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기여에 대한 

부분도 거론되고 있다(Thompson, 2002)72).

70) Ignatieva, M. et al. (2011). Planning and design of ecological networks in urban areas. Landscape 
Ecol Eng. 7:17–25.

71) Beatley, T. (2000). Green urbanism. Island, Washington, DC
72) Thompson, C. (2002). Urban open space in the 21st century. Landsc Urban Plan 60:5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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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생태축 복원사업(환경부)

국가 수준에서 구축되는 대표적인 생태계 보전 및 생태축 구축 사업은 생태축 단절지

점에 대한 연결·복원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주로 환경부의 한반도 생태축 구축

사업과 산림청의 마루금 단절지역 열결·복원사업을 들 수 있다. 이와 대별하여 지역

에서 구축되는 생태계 보전 및 생태축 구축 사업은 대표적으로 환경부의 도시생태축 

구축사업을 들 수 있다.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의 2항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훼손된 지역(생태축)의 지형, 식생, 서식처 등을 복원하여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특

정 생물종의 서식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서식지 조성이 주 목적인 사업이다. 자치단

체 자본보조(국고 70%, 지방비 30%)사업으로 추진되며, 공사비와 기타 부대비용을 

지원하고, 지자체의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 대상지를 선정하여 시행하는 사업

이다. 2020년에서 2023년까지 도시생태축 복원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총 

24개로 사업비는 총 1,377억 원으로 파악되었다.73)

73) 전라북도(2022), 내부자료

연도 지자체 사업명 사업유형 사업비(억 원)

2020
경남 밀양 용두산 훼손지 복원 훼손 산지 125

전남 곡성 동악산 생태축 복원
방치 

강변·경작부지
80

2021

전북 고창 고창읍 도시 생태축 복원 방치 경작부지 70

대전 대덕 계족산 생태축-서식지 복원
생태축 단절 

경작부지
60

대구 달서 수밭골천-달성습지 생태축 복원
방치 콘크리트 

저수로
50

경기 안산 시화 쓰레기매립지 복원 쓰레기매립장 40

경기 화성 건달산-기천저수지 생태축 복원
생태축 단절 

경작부지
70

충북 청주 우암산 생태축 복원
생태축 단절 

경작부지
70

2022 경기 평택 창내습지 생태축 복원 방치 습지부지 60

[표 2-52]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추진현황(20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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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라북도(2022), 내부자료

상기 표에서와 같이 최근 추진되는 도시생태축 구축사업을 보면 예산은 대부분 60억 

내외의 사업이 많으며, 주로 방치된 부지나 훼손지, 공터 등을 활용한 생태복원 사업이 

주를 이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2개 이상의 생태계 유형(서식지 등)을 연결하

는 생태축 연결사업은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도시생태축 복원사

업이 주로 시·군의 유휴지(주로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생태축의 구조적·기능적 연결성을 고려하여 추진되는 사업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기 때

문으로 분석된다.

연도 지자체 사업명 사업유형 사업비(억 원)

전북 남원 향교공원-광지천 생태축 복원 훼손 부지 60

전북 익산 함라면 장점마을 생태축 복원 폐공장 부지 65

전남 강진 강진만 생태축 복원
방치 제방 및 초지 

부지
60

전남 광양 성황, 중마 생태축 복원 방치 경작부지 80

경북 의성 쓰레기산 자연성 회복 쓰레기매립지 85

경북 구미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 훼손습지부지 60

서울 마포 경의선 철도부지 생태축 복원 철도부지 65

2023

제주 
서귀포

해안-도심-한라산 생태축 복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29.4

경기 안성 안성맞춤 생태축 복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60

경기 이천 소고리 도시 생태축 복원 매립지 70

전남 광양 광양읍 합강 도시 생태축 복원 훼손 습지부지 56

경남 함안 질날늪 도시 생태축 복원 습지부지 41.6

부산시 장산 생태축 복원 습지부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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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민참여 생태계 보전사업: 전주시 1000만그루 나무심기74)

광역생태축이 실제 지역사회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야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주시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천만그루 나무심

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전주시는 2018년 11월, 천만그루 정원도시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을 시작

으로 전문가, 관련 시민단체, 전주시 관계자 등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출범하였다. 

이후 내부워크숍과 선진지 벤치마킹, 생활 속 정원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천만그루정원도시는 90여명의 추진위원과 각 19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정책위원

회, 시민소통위원회, 자생단체위원회 등의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천만그루 나무심

기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천만그루정원도시에서는 정원도시의 지속을 위한 제안으로 다음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① 공동주택의 정원화: 전주시민의 8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을 정원화하는 사업

으로 시민 공모사업으로 지원

② 시민참여 정원확대: 2인 이상의 시민 참여로 정원화 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

③ 생활권공원에 포인트 정원조성: 전주시민이 5분 안에 접근할 수 있는 포인트 정원 조성

④ 정원친구들 활동지원: 정원관련 자원봉사를 원하는 초록정원사 및 일반시민봉사자

들의 활동을 지원

⑤ 그린 일자리 창출 및 확대: 신중년 일자리 및 시니어클럽의 노인일자리와 연계한 

정원관리 사업

⑥ 한옥마을 특화정원 조성: 한옥마을의 전통 경관과 조화되고, 한옥마을의 특화된 정

원 명소를 조성

74) 최현규, (2022). 천만그루정원도시, 전주: 도시가 정원이 되다!, 천만그루정원도시추진위원회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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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 정원만들기 및 유지관리 사업

출처 : 최현규, (2022)

[그림 2-52] 초록정원사(시민 대상) 교육

[그림 2-53] 정원특강 및 정원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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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린인프라 조성(국토도시 분야)

국토도시 분야에서는 도시 녹지와 오픈스페이스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그린인프라

(Green Infrastructure)를 코로나 19 이후 사회환경과 자연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수

단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거지 인근의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다양한 기능을 가진 보전

⋅녹지지역의 네트워크를 그린인프라로 정의하기도 한다.75)

윤은주 등(2021)은 코로나 19 이후 변화한 도시민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 

그린인프라의 개념정의로 “도시민에게 환경 친화적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쾌적한 도

시환경을 조성하는 도시녹지⋅하천 네트워크”로 정의하였다. 또한 도시 그린인프라 

계획모형의 개념을 정립하고, 실현을 위한 전략과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림 2-54] 도시생활권 수준 그린인프라 계획 개념도

75) 윤은주 외, (2021).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의 도시 그린인프라 계획모형 구축방안 연구



128 ∙ 전라북도 광역생태축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 독일 에선시(Essen)의 그린인프라76)

서부 독일에 위치한 에센시는 인구 약 60만의 과거 루르공업지역에 위치한 대도시로 

1970년대부터 도시 재구성을 위한 그린인프라 구축이 시작되었다. 엠셔강(Emscher), 루

르강(Rhein-Herne) 등 지역의 소하천이 연계되었고, 독일의 광역 생태네트워크와 도시 

내 녹지 및 수변공간, 공원들이 서로 연결되었다. 최근에는 2020년 전체 교통량의 11%

에서 2035년 25%까지 자전거로 대체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77) 이를 통해 도시 외곽의 

광역생태축과 도시 내 거점녹지를 자전거도로 및 도시 내부 교통망과 유기적으로 연계함

으로써 지역 내의 그린인프라를 형성하고자 하였다.78)

수계 녹지 수계와 녹지의 연결

[그림 2-55] 독일 에센시(Essen) 녹지-수계 그린인프라 계획

출처 : 김정곤(2017)79); 윤은주(2021) 재인용

76) 윤은주 외, (2021) 재인용

77) Our World Brought to you by United Nations University.
https://ourworld.unu.edu/en/essens-award-winning-blueprint-for-greening-the-postindustrialcity

78) Bauer, (2012). Perspektiven der Freiraumvernetzung in Köln. Bürgerworkshop.

79) 김정곤. (2017). Climate Resilient Urban Regeneration ‘Cool City Essen’. 한국도시설계학회 녹색도
시연구 위원회 2017년 8월 23일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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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전라북도 광역생태축 보전･관리 여건

1. 생태적 중요지역 보전·관리 현황

가. 개요

광역생태축 구축을 통해 보전과 복원이 필요한 대상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멸종위

기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처 위치 등 생물종 서식과 관련된 현황자료가 필요하다. 특별히 

지역에서 조사된 자세한 생태조사 자료에 기반하여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즉 생태적 중요지역(Ecologically Significant Area; ESA)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전라북도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생태계에 대한 조사 자료가 부족

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연생태계에 대해 조사되고 있는 자료들은 국가에서 수행하는 

조사들을 제외하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전라북도와 시군에서는 자연공원(도립공원과 군립공원)과 일부 보호지역에 대해서만 법

적으로 조사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경강 하류와 신천습지 등 일부 

지역에서 지역 전문가가 참여하여 일부 생태계 구성요소(조류, 식생 등)에 대해 조사가 

산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또한 조사된 결과를 GIS 기반의 디지털자료 등으로 구축되는 

경우가 부족하다. 따라서 현재 자료의 수준으로는 전라북도 내에서 생태적 중요지역의 

위치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대표적인 생태적 우수지역이면서 생태축 보전의 출발점이 

되는 보호지역의 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둘째, 주요 산, 습지, 갯벌(연안습지), 하천 등 

기존에 생물서식지로서 잘 알려져 있으면서 지역의 전문가나 국가(환경부, 산림청 등)에 

의해 전문적인 생태계 조사가 이루어진 지역에 한정하여 생태적 중요지역의 현황을 파악

해 보고자 하였다. 셋째, 도시자연공원과 도시숲 등 도시지역의 거점 녹지에 대해 파악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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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호지역

1) 보호지역 현황

▮ 부처별 보호지역 지정 현황

보호지역은 법률 등 효과적 수단을 통해 자연생태계, 문화적 가치 등을 장기적으로 보

전하고자 지정·관리되는 지리적으로 한정된 공간으로 정의되데(IUCN, 2008), 우리나라 

보호지역의 지정은 보호의 가치가 있는 동·식물이 존재하는 지역 또는 경관이 수려한 지

역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구역을 환경부, 지자체 및 기타 다양한 부처, 기관에서 지정

하고 있다. 국내·외에서의 생물다양성, 자연·문화자원 등의 보전을 위하여 다양한 보호지

역을 지정하고 있으나 지정 이후에도 다양한 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부터 훼손이 우려되

고 있는 실정이다.

부처 보호지역 유형 개소 면적(㎢) 부처 보호지역 유형 개소 면적(㎢)

환경부

자연공원(국립,지자체) 80 8,128

해양
수산부

습지보호지역(갯벌) 12 1,493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1 27 해양보호구역 16 360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자체)

394 997 환경보전해역 4 1,882

특정도서 257 14 수산자원보호구역 30 3,211

생태․경관 보전지역 9 238
국토

교통부

도시자연공원구역 13 281

생태․경관보전지역
(시·도)

24 38 자연환경보전지역 1 9,794

습지보호지역 27 130
문화재

청

천연기념물 373 1,190

습지보호지역(시·도) 7 8 천연보호구역 11 456

수변구역(4대강) 4 1,189 명승 113 219

상수원보호구역 294 1,152
산림청

백두대간보호지역 1 2,646

특별대책지역 2 1,972 산림보호구역 1,768 4,516

[표 3-1] 관할부처별 보호지역 유형, 개소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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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환경부에서는 2018년 「자연공원법」 개정 이후 2021년 9월 15일자로 부

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최초의 구립공원 1개소(16.3㎢)가 지정되었으며, 현재까지 국립공

원 22개소(육지: 3,972㎢, 해면: 2,753㎢), 도립공원 30개소(1,147㎢), 군립공원 25개소

(233㎢), 시립공원 2개소) 5.2㎢), 구립공원 1개소(16.3㎢)가 지정되어 있다. 또한 「자연

환경보전법」 제 12조에 근거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있으며, 2000

년대 이후 지정개소수와 지정면적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현재 전국 33개소, 약 285.79㎢

가 지정되어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3조에 근거한 야생동물 보

호구역 또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호를 위하여 14개 시․도 내 394개소이며, 전체 

면적은 약 909.43㎢가 지정되어 있다.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또한 

46개소, 1,558.11㎢가 자연상태의 원시성, 풍부한 생물다양성,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이 

서식·도래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관리되고 있다.

2) 전라북도의 보호지역 현황

▮ 보호지역 지정 현황

「전라북도 환경보전계획(2021~2030)」에 따르면 33종류의 법정 보호지역 중 22종류가 

전라북도에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법정 보호지역 전체면적 39,565.19㎢(중복

지정면적 포함)대비 5.9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80). 유형별로는 자연환경보전지역

(29.34%), 국립공원(21.50%),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10.45%), 백두대간 보호지역

(7.73%)순으로 분포하며, 지역별로는 무주군(21.70%), 부안군(14.17%), 남원시(15.10%), 

진안군(9.97%)에 보호지역이 많이 지정되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0) 전라북도, 2021, 전라북도 환경보전계획(2021~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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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별 보호지역 면적 비율(%)
보호지역 유형별 면적 비율(%)

[그림 3-1] 전라북도 보호지역의 시군별, 유형별 면적 비율

출처 : 전라북도, (2021).

[그림 3-2] 전라북도 법정보호지역 분포

출처 : 전라북도, (2021).



제3장 전라북도 광역생태축 보전･관리 여건 ∙ 135

▮ 보호지역의 공간적 분포 특성

백두대간보호지역은 동부 산악권의 무주군, 장수군, 남원시의 경상북도 경계에 주로 분

포하고 있다.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은 동부 산악권을 위주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덕유산국립공원, 지리산국립공원, 마이산도립공원, 강천산군립공원 등

을 들 수 있다.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지역은 정읍시, 임실군에 분포하고 있는 옥

정호 수산자원보호구역, 진안군 인근에 분포하고 있는 용담호와 주변 지역에 지정된 수

변구역을 들 수 있다. 종합하면 정읍시, 김제시, 군산시, 익산시 등의 서부 농업지역보다

는 산림과 호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는 동부지역에 법정 보호지역이 상대적으

로 많이 분포하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3) 보호지역의 파편화된 분포와 경계부의 형태

▮ 보호지역의 파편화된 분포

전라북도에 위치하고 있는 보호지역들은 상기 단락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백두대간보

호지역이나 수변구역 등 일부 선적 형태를 가진 보호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점적, 면적

인 보호지역이 많다. 따라서 [그림 2-23]과 같이 보호지역의 전체적은 공간적 분포를 거

시적으로 봤을 때 개별 보호지역들이 서로 떨어져서 산발적으로 파편화되어 분포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개별 보호지역 차원에서도 하나의 보호구역이 여러 구역으로 파편화되어 분포하는 경

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2-24]는 고창군 동림저수지 인근에 분포하고 있는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지역을 보여준다.81) 동림저수지의 생태적 기능을 고려할 경우 

저수지 주변에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현황은 법의 지정 목적

에는 적합할 수 있지만 지정된 형태는 생태적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기에

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수십 개의 필지로 파편화 되어 있고, 수원함양보

호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적의 달성을 위한 행위제한의 의무가 

81) 수원함양보호구역은 「산림보호법」제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되며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
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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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므로 보호지역으로서의 기능 저하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으로부터의 개발 압력의 침

투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a. 보호구역 파편화 사례 b. 파편화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사례

[그림 3-3] 보호지역(수원함양보호구역)의 파편화 사례

▮ 보호지역 경계부의 형태

보호지역은 해당 법령에서 제시하는 보호 대상 생물 및 서식지,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

한 목적으로 지정된다. 하지만 그 대상을 보호하기 위한 개별 법률의 목적 달성 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법제적인 사항을 자세하게 법률조항으로 제시하는 데

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실제 보호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보호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행정적 절

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집 가능한 정보와 기술력, 그리고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지정하게 되는 특성이 있다. 특별히 보호지역의 범위를 정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보호지역의 경계선이 결정되는 특성이 있는데, 보호지역의 범위를 정

한 이후 의견수렴과정에서 보호지역의 경계선 형태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

는데 한계가 있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림 2-25]는 고창군의 동림저수지로 저수지의 수체와 일부 농경지가 야생생물보호구

역(빗금)으로 지정되어 있는데((a), 분포하고 있는 형태적 특성을 살펴보면 제방에서 물이 

흐르는 하천은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그 길을 시점으로 하류는 지정되



제3장 전라북도 광역생태축 보전･관리 여건 ∙ 137

어 있지 않은 사례(b), 물이 흘러 들어가는 하천 한편은 지정되어 있지만 다른 한편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사례(c), 일부 농경지는 포함되어 있지만 동일한 필지의 인접한 다른 

농경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례(d)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호지역 경계부의 특성이 특정지역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사례로 볼 수 있

지만, 다양한 보호지역의 경계부를 살펴보면 유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보호구역의 경계 지정 시 토지이용 형태 및 자연환경적 특성 반영에 있어 

일관성이 다소 떨어지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다.

a.고창군 동림저수지

b.동일 하천이지만 길을 경계로 하
는 사례

c.동일 하천이지만 하천의 한쪽 측
면만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사례

d.동일한 토지이용이지만 보호지역
의 경계가 통과하는 사례

[그림 3-4] 고창군 동림저수지 야생생물보호구역 경계부 특성



138 ∙ 전라북도 광역생태축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4) 자연환경보전정책으로서의 보호지역 정책의 한계

전라북도에는 22개의 보호지역이 분포하고 있고, 총 보호지역 면적(중복지정면적 포함)

은 2,261.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라북도 전체 면적(8,067㎢) 대비 약 

28.03%에 해당한다([표 2-16], [표 2-17] 참조).

그러나 22개의 보호지역별로 개별 법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호 목적을 고

려할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복지정 사례, 경계선의 일관성 저하사례, 파편화 

사례 등으로 인해 법 제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과거 법규에 따라 지정되었고 법이 개정되었지만 고시를 변경하지 않는 사

례, 산림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지역의 경우 산자락을 기준으로 보호지역이 지정되어야 

하지만 그 명확한 기준을 찾기 어려워 일관성이 떨어지는 보호지역 경계선 지정 사례, 

지정시기에는 해당 법규에 목적에 적합하였지만 지정 후 환경의 변화로 개별 법규의 목

적에 적합하지 않은 보호지역 지정 사례, 지역주민의 생활을 고려하지 않은 행위규제 사

례 등 다양한 보호지역의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보호지역 지정에 의존한 자연환경 보호가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 차

원에서 자연환경 보전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즉 생물다양성과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보전할 수 있는 광역생태축의 구축과 같은 자연환경보전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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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전라북도 법정보호지역 현황(군단위) (단위: ㎢)
보호지역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군소계

경관보호구역 - - 0.56 4.82 1.34 0.37 9.02 3.78 19.89

국립공원 - 179.91 145.75 9.36 - - 10.98 - 346.00

군립공원 - - - 15.46 - - 6.25 - 21.71

도립공원 43.72 - - - 46.13 - - 17.23 107.08

도시자연공원구역 0.98 - - - - - 0.11 - 1.08

명승 0.95 0.10 0.31 - - - - 0.21 1.57

백두대간보호지역 - 71.70 - - - - 37.10 - 108.8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 1.98 0.35 0.07 - 0.04 - 0.03 2.47

상수원보호구역 - 0.48 17.03 - - 0.28 3.49 - 21.28

생태경관보전지역 - - - - - - - - -

생활환경보호구역 - - - - - - - - -

수변구역 - 21.27 - - - - 27.96 111.41 160.65

수산자원보호구역 - - - - - 15.92 - - 15.92

수원함양보호구역제1종 26.52 2.31 4.53 18.51 41.30 58.80 22.08 30.98 205.02

수원함양보호구역제2종 - - - - - 0.00 - - 0.00

수원함양보호구역제3종 - 28.88 - - 0.00 - 26.17 38.66 93.71

습지보호지역 2.62 - - - - - - - 2.62

습지보호지역-갯벌 0.97 - 0.01 - - - - - 0.99

습지보호지역-시도 - - - - - - - - -

시_도생태경관보전지역 - - - - - - - - -

시_도습지보호지역 - - - - - - - - -

야생생물보호구역 8.32 7.79 13.13 3.45 19.53 0.11 14.72 5.86 72.91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 - - - - - - - -

자연환경보전지역 43.72 175.98 138.49 25.10 46.02 16.32 17.11 17.22 479.97

재해방지보호구역 0.15 - - 0.42 - - 6.37 - 6.95

천연기념물 0.17 0.13 0.02 - - 0.01 0.00 0.00 0.34

천연보호구역 - - - - - - - - -

특별대책지역 - - - - - - - - -

특정도서 - - 0.15 - - - - - 0.15

해양보호구역 - - - - - - - - -

해양보호구역(경관) - - - - - - - - -

해양보호구역(해양생물) - - - - - - - - -

환경보전해역 - - - - - - - - -

총합계 128.12 490.55 320.33 77.19 154.33 91.86 181.37 225.39 1,66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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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전라북도 법정보호지역 현황(시단위 및 해역) (단위: ㎢)
보호지역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익산시

전주시
덕진구

전주시
완산구

정읍시 시소계 총계

경관보호구역 - 2.10 2.09 3.88 - - 0.00 8.08 27.97

국립공원 - - 111.73 - - - 38.01 149.74 495.74

군립공원 - - - - - - - - 0

도립공원 - 28.34 - - - 6.27 - 34.61 141.69

도시자연공원구역 - - - - - - - - 0

명승 0.17 - 0.08 - - - - 0.24 1.81

백두대간보호지역 - - 72.74 - - - - 72.74 181.55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1.10 - 1.26 - - - 0.08 2.43 4.9

상수원보호구역 - - 0.42 0.30 - - 3.84 4.56 25.84

생태경관보전지역 - - 0.02 - - - - 0.02 0

생활환경보호구역 - - - - - - - - 0

수변구역 - - - - - - - - 0

수산자원보호구역 - - - - - - 4.50 4.50 20.42

수원함양보호구역제1종 4.27 2.25 5.56 12.13 - - 16.03 40.25 245.27

수원함양보호구역제2종 - - - - - - - - 0

수원함양보호구역제3종 - - - - - - - - 0

습지보호지역 - - 0.10 - - - 0.38 0.48 3.1

습지보호지역-갯벌 - - - - - - - - 0

습지보호지역-시도 - - - - - - - - 0

시_도생태경관보전지역 - - - - - - - - 0

시_도습지보호지역 - - - - - - - - 0

야생생물보호구역 0.89 6.54 35.45 7.13 0.29 0.00 12.47 62.77 135.68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 - - - - - - - 0

자연환경보전지역 2.33 28.35 112.00 21.95 - 0.20 43.96 208.80 688.77

재해방지보호구역 1.57 - - - - - - 1.57 8.52

천연기념물 0.02 0.01 0.00 0.10 - 0.01 0.53 0.66 1

천연보호구역 - - - - - - - - 0

특별대책지역 - - - - - - - - 0

특정도서 0.43 - - - - - - 0.43 0.58

해양보호구역 - - - - - - - - 0

해양보호구역(경관) - - - - - - - - 0

해양보호구역(해양생물) - - - - - - - - 0

환경보전해역 - - - - - - - - 0

총합계 10.77 67.59 341.44 45.49 0.29 6.48 119.81 591.89 2,261.02



제3장 전라북도 광역생태축 보전･관리 여건 ∙ 141

다. 생물종 서식지

1) 개요

전라북도의 광역 생태계는 지리적으로는 서해안 권역, 동부 산악권역 그리고 익산-전

주-정읍 권역의 중부 저해발고도 및 경작지 생태계로 구분된다. 서해안 권역은 북으로는 

금강, 만경강을 중심으로 하는 하천하구 생태계가 발달되어 있고, 남부에는 고창-부안 람

사르습지 및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 그리고 해안사구인 명사십리 해변이 약 10km에 걸

쳐 있으며, 북부와 남부의 중간지점에는 새만금 간척지 및 새만금 호가 위치한다.

동부권역은 대부분 산악지대로서 산림생태계가 발달해 있으며 백두대간의 끝지점인 지

리산이 전라북도 산림생태계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북으로는 덕유산, 민주지산으로 이어

지며, 그 중간에 장안산 군립공원이 연결되어 있다.

전라북도의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적 차원에서는 크게 서해안의 연안생태계, 중부지역

의 농촌 생태계에서 다양한 저수지 인공습지가 발달해 있으며, 동부 산악권에는 우리나

라 산림생태계의 핵심축인 지리산과 덕유산이 있다. 하천생태계는 금강, 섬진강, 동진강, 

만경강을 거점 연결축으로 하여 해리천, 인천강(국가습지보호지역 포함), 요천, 정유천, 

원평천 등 다양한 지류하천이 있어서 하천 생태계가 잘 발달되어 있는 광역 자치도이다. 

뿐만아니라 군산, 부안, 고창 등에 산재해 있는 해양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생

태계 및 유·무인도로서의 섬 생태계로 잘 발달되어 있다.

이러한 지리적, 생태계의 구조·기능적 특징에 따라 구분된 다양한 생태계는 전라북도

내에 생태적 중요지역 및 한반도 거점 생태축으로서 기능을 하는 생태계가 다른 광역자

치도 보다 많다. 특히 백두대간 및 소백산맥으로 이어지는 동부산악지역의 산림생태계는 

대부분이 한반도 산림생태계 및 전라북도 생태계의 중요 보전지역이다.

전라북도 생태적 중도지역은 여타 타 광역자치도에 비해 다양한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

다. 중요지역으로서 지리산, 내장산, 변산반도, 덕유산 국립공원이 위치할 정도로 훌륭한 

생태적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갯벌, 고창운곡, 정읍 

월명, 인천강 하구습지 등 국가보호지역 등이 있는 광역자치도이다. 그러나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전라북도 내 생태적 자원이 광역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산림, 습지, 농

촌생태계를 중심으로 무분별한 개발계획으로 생태적 훼손이 심하여 전라북도 광역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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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구축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전라북도 차원의 미래 세대를 위한 생태계 

보전관리를 위한 생태자원의 정밀 조사와 이를 통한 생태적 중요지역의 보전·관리계획 

수립 후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다음은 전라남도 신안, 하천, 습지, 도서생태계에 대한 우수지역과 우수지역의 간단 생

태적 정보를 제시한 것이다. 이들 외에도 훌륭한 전라북도의 생태적 중요지역과 생태자

원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전라북도 자체적인 생태계 자원 조사, 보전·관리 복원

지역조사, 생태경관지역조사와 생태계서비스 발굴을 통한 생태관광의 도입을 추진할 것

을 제시한다.

2) 주요 산

전라북도 최북단의 민주지산(1,241.7m)은 전북 무주군 설천면에 위치하여 남으로는 

덕유산, 북으로는 속리산을 거쳐 소백산에 이르고 있어서 소백산맥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어 소백산맥의 동·식물상 및 식생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다.82) 민주지산은 한반도 중부이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생태계가 잘 보전된 산림 생태계 

중요지역이다. 민주지산과 연접해 있는 덕유산은 국립공원으로서 전라북도에 위치하고 

있으나 국립공원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어 전라북도 내에서는 특별히 관리하고 있지 않으

나 덕유산과 남덕유산 그리고 장수 장안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으로서의 상징성과 덕

유산에서 파생된 다양한 지맥, 산줄기 등은 생물종다양성을 풍부하게 해주는 거점 지역

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국립공원공단과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보전·관리해야 하는 핵

심지역이다. 특히 덕유산 일대에서 흘러나오는 수자원은 전라북도 금강 유역의 하천 생

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덕유산, 남덕유산, 백운산, 장안산,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 및 소백산맥 중 백

운산과 장안산은 전라북도에서 중심적으로 보전·관리해야 할 핵심 산악생태계이다. 백운

산(1,278m)과 장안산은 소백산맥의 원줄기가 이루는 경상남도와 전라북도의 경계선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으로는 덕유산, 남으로는 지리산과 연결되어 있어서 평야지가 적은 

산악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나라 서남중앙부 험준한 산악지형의 생태계가 잘 발달해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의 생태적으로 중도지역으로서 보전·관리돼야 한다. 특히 민주지산, 

82) 김봉균·김광균, (1988). 민주지산일대 지질. 한국자연보전협회 조사보고서 26: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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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유산, 백운산, 장안산은 식물구계로 보면 남부아구에 속하며, 식물군계로 보면 냉온대

남부(난온대 낙엽활엽수림)에 속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식물구계 및 식물군계적 차원에서 

한반도의 중요한 기후적 구계·군계에 속하기 때문에 산악생태계의 보전·관리의 중심지역

이다.

따라서 민주지산, 장안산, 백운산 등의 전라북도에서 보전·관리 해야하는 이지역 일대

에서 자생하는 북방계 요소의 대표적인 식물종의 관리는 중요하다. 주요관리 대상종은 

가래고사리, 물오리나무, 참조팝나무, 복장나무, 당개지치, 달래, 골잎원추리이며, 남방계 

요소의 대표적 식물은 좀진고사리, 굴피나무, 떡속소리나무, 쐐기풀, 비목나무, 여우구슬 

등이다(환경처, 1993). 또한 특산식물로는 매화말발도리, 자난초, 마가목, 금강애기나리 

등으로 보전관리가 시급한 종이다.83)84) 보전·관리가 필요한 약용식물로는 구절초, 더위

지기, 반하, 엉겅퀴, 산초나무, 사상자, 복분자딸기, 진황정, 은꿩의다리, 투구꽃, 하늘타

리, 할미꽃, 천남성, 향휴 등이다.  조류로는 붉은배새매, 새매, 소쩍새, 청초반새, 포유류

는 사향나무, 하늘다람쥐, 대륙목도리담비, 고슴도치 등이며, 1950년 이후에 멸종된 표

범, 여우, 늑대는 복원이 필요한 종이다.

83) 이영노, (1983). 한라산의 희귀 및 특산식물. 한국의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에 관한 워크샵. 한국식물학회 pp.34~41

84) Lee, T. B, (1984). Outline of endemic plants and their distribution in Korea.

주요산 위치 높이 생물구계학적 특정종(군락) 특징
생물

다양성

구봉산 완주 운봉리 1,002m 굴참나무, 졸참나무, 층층나무 산림경관 높음

미륵산 익산시 430m 굴참나무, 소나무, 졸참나무 역사·문화 보통

종남산 완주군 608m 굴참나무, 소나무, 느티나무 역사·문화 보통

서방산 완주군 612m 졸참나무, 소나무, 갈참나무 역사·문화 보통

위봉산 완주군 557m 신갈나무, 층층나무, 느티나무 역사·문화 보통

원등산
완주군
(만경강 발원지)

713m
신갈나무, 갈참나무, 굴참나무, 
졸참나무

만경강 발원
지

보통

만덕산 완주군 상관면 765m 신갈나무, 상수리나무, 느티나무 산림경관 높음

회문산
순창군 구림면 안정리,
임실군 강자면 용우리

760m
신갈나무, 굴참나무, 층층나무, 
물푸레나무, 서어나무

산림경관
섬진강 
역사자원

높음

[표 3-4] 전라북도에서 보전가치가 높은 주요 산 목록



144 ∙ 전라북도 광역생태축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 진안 운장산

진안군 운장산(1,126m)은 전라북도 진안군 주천면, 정천면, 부귀면, 완주군 동상면에 

걸쳐 있으며 남쪽과 북쪽으로 흐르는 물은 금강으로 유입되고, 서쪽 계곡으로 흐르는 물

은 완주군 동상면을 지나 만경강으로 흘러 금강과 만경강의 발원지 역할을 하고 있다. 

운장산은 생물종 다양성이 높은 전라북도 주요 산림서식지이다.

운장산에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은 2014년 조사결과 조류 14목 40과 104종, 포유류 5

목 12과 22종, 양서·파충류 4목 10과 23종, 육상 곤충 91과 478종의 출현이 보고된바 

있다(전북지방환경청, 2014). 또한 전북지방환경청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생태계

변화관찰 조사가 시행되었으며 식물 457종, 조류는 총 39종으로 이 중 천염기념물 황조

롱이, 두견, 소쩍새 3종, 그 외 보호종 들꿩, 뻐꾸기 등 8종이 보고되었다. 포유류는 총 

5목 8과 11종으로 이중 멸종위기종 Ⅱ급(삵, 담비)의 서식이 확인되었다. 양서류는 6종, 

파충류는 9종이 분포한다.85)

85) 전북지방환경청, (2021). 전라북도 호소 환경 조사(옥정호)

주요산 위치 높이 생물구계학적 특정종(군락) 특징
생물

다양성

용궐산
(무량산·
벌동산)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646m 개서어나무, 굴참나무, 물푸레나무 장군목 유원지 보통

선각산 진안 백운면 신암리 1,141.5m 갈참나무, 굴참나무, 느티나무 산림경관 보통

청량산 무주 적상면 포내리 1,122m 굴참나무, 소나무, 졸참나무 산림경관 보통

민주지산
(삼로봉)

무주 설천면 대불리 1,250m
들메나무, 층층나무, 신갈나무, 
굴참나무

산림 생태 계 
우수, 
백두대간

매우
높음

대덕산 무주 무풍면 덕지리 1,290.7m 층층나무, 신갈나무, 굴참나무
산림 생태 계 
우수, 
백두대간

매우
높음

팔공산
장수군 장수읍, 
진안군 백운면

1,151m
굴참나무, 신갈나무, 층층나무, 
물푸레나무, 서어나무

금남호남정맥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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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장산 일대의 서식하는 주요 식물은 고비, 관중, 십자고사리, 소나무, 노간주나무, 주

름조개풀, 조릿대, 산거울, 그늘사초, 애기나리, 일월비비추, 하늘말나리, 청가시덩굴, 타

래난초, 서어나무, 신갈나무, 굴참나무, 졸참나무, 팽나무, 족도리, 고마리, 며느리배꼽, 

쇠무릎, 덩굴별꽃, 으아리, 할미밀망, 댕댕이덩굴, 산괴불주머니, 바위채송화, 산수국, 양

지꽃, 짚신나물, 멍석딸기, 조록싸리, 산초나무, 개옻나무, 붉나무, 알록제비꽃, 진달래, 

정금나무, 오이풀, 병꽃나무, 삽주, 등골나물 등이 분포한다.

운장산 일대에서 분포하는 식물구계학적 특정종 Ⅰ등급은 개비자나무, 잣나무, 사시나

무, 왕버들나무, 가래나무 등 총 21종, Ⅱ등급은 낚시고사리, 돌양지꽃, 복자기, 노랑제비

꽃 등을 포함하여 총 8종, Ⅲ등급은 돌단풍, 산오이풀, 낭아초, 산철쭉 등 총 10종 총 

39종이다.86)

이 일대에 분포하는 식생은 신갈나무군락, 굴참나무군락, 신갈나무-조릿대군락이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계곡으로는 층층나무군락이 그 외 신갈나무-서어나무군락, 

소나무군락, 조릿대군락이 분포하고 있으며, 식재림으로는  리기다소나무식재림, 일본잎

갈나무식재림군락 등이 분포하고 있다.

[그림 3-5] 운장산 전경

출처 : 환경부 전북지방환경청. 2021. 생태계변화관찰보고서 2017~2021

86) 전북지방환경청, (2014). 진안군 운장산 생태계 변화관찰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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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실 성수산

임실 성수산은 면적 60.37㎢로 북동쪽은 성수산 (876m) 등을 경계로 진안군 백운면, 

서쪽은 임실읍, 남쪽은 지사면·오수면과 장수군 산서면, 북쪽은 관촌면과 진안군 성수면

에 접함으로써 11개리로 이루어져 있다.

성수산은 2020년 제5차 전국자연조사의 일환으로 이 일대 식생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

다. 성수산의 주요 식생군락은 신갈나무군락, 굴참나무군락, 졸참나무군락, 느티나무군락, 

신갈나무-소나무군락, 굴참나무-소나무군락, 소나무-신갈나무군락, 소나무군락, 조록싸리

군락, 층층나무군락 등이 분포한다.87)

▮ 방장산

방장산은 전라북도 고창군·정읍시와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경계에 있는 산으로 높이 

734m로 벽오봉이라고 부르는 방문산(640m)과 능선이 연결되어 있다.

2020년 환경부 주관의 제 5 차 전국자연환경 조사의 일환으로  방장산, 내장산 국립

공원, 장성호 등의 일부 지역을 포함한 일대 관속식물 총 112 과 310 속 465 종 10 아

종 31 변종 506 분류군이 보고된 바 있다.

방장산 일원의 생물상은 고창군 비오톱지도 제작의 일환으로 2014년 조사된 결과 관

속식물 91과 220속 289종 37변종 2품종의 총 328종류로, 이것은 한국산 관속식물 

4,191종류(Nakai, 1952)의 4.39%에 해당된다. 멸종위기 야생식물은 붓꽃과인 솔붓꽃(Ⅱ

급)이 서식한다(고창군, 2014).

방장산의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은 62과 109속 110종 13변종 1아종의 총 124종류가 

분포한다. 식물구계학적 특정종 분포현황을 보면 Ⅴ등급인 자리공, Ⅳ등급인 솔붓꽃이 서

식하며, 그 외 Ⅲ등급에 산오이풀, 산철쭉, 검양옻나무 등, Ⅱ등급인 백작약, 돌양지꽃, 

금마타리 등, Ⅰ등급인 비자나무, 홀아비꽃대, 가래나무, 굴참나무, 나도물통이 등이 분포

하고 있다.

방장산 일원의 동물상 중 조류는 14목 40과 104종으로, 법적보호종은 원양(천연기념

87) 환경부, (2021). 제5차 전국자연환경조사 2020 : 식생 : 진안·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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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제327호), 붉은배새매(천연기념물 제323-2), 말똥가리(멸종위기야생동물 Ⅱ급), 황조

롱이(천연기념물 제323-8호), 새홀리기(멸종위기야생동물 Ⅱ급), 알락꼬리마도요(멸종위기

야생동물 Ⅱ급), 검은머리물떼새(천연기념물 제326, 멸종위기야생동물 Ⅱ급), 두견(천연기

념물 제47호), 소쩍새(천연기념물 제324-6)이다.

 방장산 일대의 포유동물은 5목 12과 22종이 서식하며, 이 중 법적보호종은 삵(멸종

위기야생동물 Ⅱ급)과 수달(천연기념물 제330호, 멸종위기야생동물 Ⅰ급)이다. 양서·파충

류는 4목 10과 23종으로, 이 중 양서류는 두꺼비, 청개구리, 맹꽁이, 한국산개구리 등 2

목 5과 10종이, 파충류는 자라, 붉은귀거북, 도마뱀, 아무르장지뱀, 무자치 등 2목 5과 

13종이 서식한다. 서식이 확인된 전체 24종의 양서·파충류 중 법정보호종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생태계교란종은 황소개구리 1종이 확인되었다. 육상 곤충은 91과 478종이 서

식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법적보호종은 확인되지 않았다.88)

3) 주요 습지

전라북도 생태적 중요지역의 한축을 담당하는 수생태계는 습지담수생태계와 하천 생태

계가 있는데 특히 중요하게 보전·관리해야 하는 생태계는 저수지 습지생태계이다. 저수

지는 전라북도가 오랜 세월 동안 보전·유지·관리해 왔던 수생태계의 중요 구성요소인데, 

저수지 내 다양한 생태계 구성요소가 매우 가치가 높은 것은 전라북도가 농도로서 가장 

다양한 유형의 저수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공습지의 수생태계로서 저수지는 전라

북도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보호·관리해야 할 생태적 자원이다.

전라북도 습지와 관련된 문헌자료(환경부-국립습지센터, 국립환경과학원, 전북 녹색환

경 지원센터, 대학교 및 연구소, 시민단체 등)에서 총 474개소가 확인되었다. 이들 습지 

중에서 국가습지보호지역은 총 4개소로 고창 운곡습지, 정읍 영월 습지, 부안줄포만갯벌, 

고창갯벌이며, 람사르습지는 총 2개소로 고창·부안갯벌, 운곡습지이다. 이에 현재 전라북

도 습지 관리는 보호지역 및 람사르습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천 생태계는 최근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발생한 금강유역 종합물관리계획(2022)

과 환경부 금강유역 종합물관리계획 정책보고서(2022), 현재 작성 중인 전라북도 물관리 

88) 고창군, (2014). 고창군 비오톱 지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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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2022)에 담긴 다양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전라북도 유역의 하천 내 생태적으

로 중요한 지역에 대한 하천·수생태계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금강 유역은 

장수군 장계천, 진안군 용담댐, 무주군 내도리 등 하천 습지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적 관리

뿐만 아니라 경관생태학적 원리를 이용한 관리도 필요하다.

만경강 유역은 경관보전지역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 중인 만경강 산천습지 경관보호

지역 예정지를 핵심지역으로 하여 상류로는 대야지, 경천지 완주 세심정 일대, 독촉골, 

봉동읍 하천습지가 보전·관리가 필요하며, 하류 쪽에는 비비정 일대, 익산천과 합류 지점

의 황새 서식처의 관리와 익산 만경강 주변 논습지, 전주·완주 논습지의 금개구리 서식

지 보호·보전·관리도 필요하다.

만경강 하구역은 새만금호와 연결된 수생태계의 관리가 필요하며, 새만금호의 호안의 

습지생태계의 정밀 조사도 필요하다. 동진강 유역은 하천의 호안이 대부분 논경작지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 하천 생태계 위협 요인의 제거가 필요하다. 기타 고창 인천강 국가

습지보호지역과 고창갯벌 보호·관리를 위한 고창천, 주진천 일대의 지류하천관리와 해리

천 하구역의 황새 서식지 보호·관리가 필요하다.

▮ 보전가치가 높은 습지 목록

 전라북도 우수습지는 전주시 오승제의 전주물꼬리풀, 낙지다리, 통발 등이 서식하며 

전주시 내에 위치하여 도시생태계 중 수생태계의 거점 지역으로 잠재적 가치가 있기 때

문에 보전·관리가 필요하다. 군산시의 경우에는 군산저수지가 있으며, 가시연꽃(멸종위기

종 Ⅱ급), 통발, 벗풀 등의 보호종이 있다. 이 저수지 습지는 군산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

하고 있는 습지·산림 생태계로서 경관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익산시는 금마저수지

가 있으며, 주변에 다양한 테마 공원이 산재하여 저수지 수생태계와 함께 경관 생태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보호·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이 밖에도 임실·정읍의 옥정호 습지, 남

원시 석촌습지, 고창 동림저수지 등은 특별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89)

전라북도 저수지 및 일부 하천 습지 중 우수한 습지는 다음 표와 같다.

89) 전라북도, (2014). 전라북도 습지 생태경관 우수지역 발굴조사 및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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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연번 습지명 주 소 습지유형 조사년도

전주시 1 신천습지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1가 하천습지 2003

군산시 2 금강호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하천습지 2000

익산시

3 구담습지 익산시 춘포면 춘포리 배후습지 2003

4 동산동습지 익산시 석탄동 하천습지 2003

5 성당습지 익산시 성당면 성당리 하천습지 2013

6 신복습지 익산시 석탄동 하천습지 2003

7 신성제 익산시 신흥동 농경습지 2009

8 유천습지 익산시 석탄동 배후습지 2003

정읍시
9 만수저수지 정읍시 고부면 만수리 담수호습지 2012

10 안당제습지 정읍시 입암면 봉양리 담수호습지 2012

남원시

11 석촌습지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하도습지 2005

12 오리정방죽습지 남원시 운봉읍 신기리 인공호습지 2012

13 옹정습지 남원시 주생면 옹정리 하도습지 2005

14 정령치2늪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산지습지 2007

김제시 15 마교지 김제시 용지면 신정리 호수습지 2009

완주군 16 신천2습지 완주군 삼례읍 구와리 하도습지 2003

진안군 17 화암제습지 진안군 백운면 신암리 인공습지 2005

무주군

18 앞섬습지 무주군 무주읍 내도리 하천습지 2008

19 읍내리습지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농경습지 2008

20 잠두2교습지 무주군 무주읍 용포리 하천습지 2013

장수군 21 반월마을습지 장수군 천천면 월곡리 하천습지 2003

임실군

22 까치덤습지 임실군 운암면 용암리 배후습지 2005

23 대말방죽습지 임실군 계수면 대정리 인공호습지 2012

24 백이산습지 임실군 임실읍 신안리 저층습원 2012

25 옥정호습지 임실군 운암면 선거리 인공호수 2005

순창군

26 구송정유원지습지 순창군 동계면 서호리 하도습지 2005

27 내이습지 순창군 유등면 와이리 하도습지 2005

28 대주습지 순창군 풍산면 대주리 하도습지 2005

29 유적교습지 순창군 적성면 고원리 하도습지 2005

30 유정리습지 순창군 풍산면 유정리 저층습원 2012

31 중군봉습지 순창군 유등면 유촌리 저습지 2012

출처 : 환경부 전국자연환경조사 (2003, 2006, 2008, 2009, 2011-2013, 2012, 2013)

[표 3-5] 환경부의 조사자료 조사 결과 확인된 전라북도 내 우수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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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경강 신천습지

완주군과 전주시를 가로질러 흐르는 하천을 따라 고산천과 소양천이 합류하는 회포대

교에서 하리교까지 이어지는 곳이 바로 신천습지이다. 신천습지는 두 하천의 생태적 공

간이 공존하면서 탄생시킨 하천의 하도습지에 해당한다. 신천습지는 만경강에서 하천생

태계가 가장 양호한 곳으로 면적은 약 135,533㎡이다.

신천습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7종(수달, 매, 삵,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 금개구

리)을 포함 총 802분류군(식물(187종), 조류(77종), 포유류(12종), 육상곤충(231종), 양서․
파충류(12종), 어류(27종),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80종), 식물플랑크톤(176종))의 서식이 

확인되었으며, 7개 상관식생형의 23개 단위식생이 확인되었고, 하중도 및 홍수터에 달뿌

리풀군락이 가장 넓게 분포하고 있다. 습지 인근 제내지에서 금개구리의 서식(59개체)이 

확인되어 서식지보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90)

하천 내 습지환경은 유역이 넓고 곳곳에 수중보가 조성되어 있어서 유속의 변화가 심

하지 않고, 습지 내에 많은 하중도가 형성되어 있어 습생식물, 수생식물 등 다양한 식물

종과 식물군락이 분포하고 있다. 이 지역 일대 습지식생의 식물군락은 왜개연꽃군락, 노

랑어리연꽃군락, 수염마름군락, 나사말군락, 연꽃군락, 검정말군락, 마름군락, 어리연꽃군

락, 자라풀군락, 네가래군락, 애기부들군락, 흑삼릉군락, 고마리군락, 갈대군락, 줄군락, 

가시연꽃군락, 털물참새피군락 등이 있다. 특히 멸종위기종인 가시연꽃, 감소추세종인 통

발과 식물구계학적 특정종으로 등급이 높은 긴흑삼릉, 자라풀, 수염마름, 왜개연꽃, 흑삼

릉, 질경이택사, 개쇠뜨기 등은 보호가 요구되는 식물들이다.91)

신천습지는 2020년 제4차 전국내륙습지 정밀조사에서 생물종 다양성 및 생태계 현황

을 파악하여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한 바 있으며, 현재 전라북도를 

주관으로 신천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습지 보호지역 지정을 추진 중에 있다.

90) 국립생태원, (2020).

91) 김창환, (2007). 만경강의 생태, 만경강 민관학 협의회 출판.



제3장 전라북도 광역생태축 보전･관리 여건 ∙ 151

[그림 3-6] 신천습지 현황사진

▮ 섬진강 천담교습지와 우평습지

섬진강 천담교 습지는 전북 임실군 덕치면 천담교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135,533㎡이다. 섬진강 우평습지는 전북 순창군 적성면 내월리, 평남리, 괴정리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594,774㎡이다.

섬진강 천담교습지는 2020년 섬진강 생태문화보전방안의 수립을 위해 식생조사가 이

루어진 바 있으나, 그 외 생태계 현황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섬진강 상류의 주요 습

지 서식처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 일대 생태계 보전 및 수생태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주요 생물상 조사 및 생태현황 조사ㆍ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섬진강 천담교습지의 주요 식생군락은 달뿌리풀군락, 달뿌리풀-버드나무군락, 버드나무

군락, 매자기군락 등이 분포하고, 주요 식물종은 달뿌리풀, 버드나무, 매자기, 애기부들, 

줄, 어리연꽃, 검정말, 말즘, 물수세미, 노랑어리연꽃 등이 있다.92)

섬진강 우평습지의 주요 식생군락은 달뿌리풀군락, 버드나무군락, 달뿌리풀-버드나무군

락, 매자기군락이고, 주요종은 달뿌리풀, 버드나무, 키버들, 내버들, 매자기, 검정말, 말즘 

등이 있다.93)

92)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2020). 섬진강(보성강) 생태문화자원 보전방안

93) 전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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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천담교습지(임실군 강진면) 섬진강 우평습지(순창군 적성면)

[그림 3-7] 섬진강 천담교습지와 우평습지의 현존식생도

출처 : 전남녹색환경센터, 2020. 섬진강(보성강) 생태문화자원 보전방안

▮ 옥정호 학암습지

옥정호 학암습지는 전북 임실군 운암면 학암리에 위치하고 있다. 옥정호는 수면적 16

㎢, 수심 47.0m로 1996년 12월 축조되었다. 학암습지의 면적은 약 472,938㎡이다.

옥정호 학암습지는 2021년에 전북지방환경청의 전라북도 호소환경조사가 이루어졌으

며, 식물상은 72과 166속 187종 205종 16변종 1품종 총 206분류군으로 조사되었으며, 

동물플랑크톤은 3강 8목 1아목 15과 21속 2변종 8미동정 총 31종, 어류는 4목 6과 20

종, 양서류는 3과 4종으로 조사되었다.94)

주요 종 서식 현황으로는 식물이 검정말, 자라풀, 말풀, 사마귀풀, 골풀, 비녀골풀, 삿

갓사초, 달뿌리풀 등, 동물플랑크톤은 윤충강 19종, 근족충강 4종, 성모충강 3종, 기각류 

3종, 요각류 2종, 어류는 납자루, 칼납자루, 붕어, 잉어, 누치, 참마라, 돌고기, 피라미, 

갈겨니 등, 양서류는 무당개구리, 참개구리, 금개구리, 청개구리가 서식한다.

94) 전북지방환경청, (2021). 전라북도 호소 환경 조사(옥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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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천지 화산습지

경천지 화산습지는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경천면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수면적 300㎢, 깊이 47.0m, 축조는 1920년대에 되었으며, 습지면적은 162,531㎡이다. 

화산습지는 2018년 전라북도 호소환경조사의 일환으로 생태계 조사가 이루어졌다. 식

물상은 68과 160속 189종 23변종 1품종으로 조사되었고, 수서곤충은 14종, 파리목 5

종, 하루살이목 1종이 조사되었으며, 어류는 3목 5과 12종이 조사되었다. 주요종 서식 

현황을 보면 식물은 애기부들, 흑삼릉, 줄, 갈대, 꽃창포, 사마귀풀, 달뿌리풀, 나도겨풀 

등이, 어류는 베스, 버들치, 왕종개, 치리, 밀어, 참갈겨니 등이 조사되었다.95)

▮ 군산 백석제습지

군산 백석제는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에 있으며, 면적은 약 148,126㎡이다. 

백석제는 산지로 둘러싸여 있고 습지 남쪽은 농경지와 인접한 주변 야생동물의 생태축이

자 안정적인 서식처를 제공하는 지역이다. 백석제 습지는 인공저수지 조성으로 형성되었

으나 현재에 이르러 생태적ㆍ문화적 가치가 높다.

2016년 제4차 내륙습지정밀조사에 의하면 서식하고 있는 식물은 61과 136속 146종 

2아종 20변종 1품종 등 총169분류군이 확인되었다.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인 가시연, 

독미나리, 물고사리 등 3분류군이 확인되었으며, 국가적색목록 식물은 취약(ⅤU)인 가시

연, 독미나리, 물고사리 3분류군 정보부족(DD)인 양뿔사초 등 총 4분류군으로 나타났

다.96)

군산 백석제의 식생은 목본식생은 왕버들이 우점하는 식생 갈대군락, 줄군락, 부들군

락, 매자기군락, 고마리군락, 털물참새피군락, 노랑어리연꽃군락 등의 습생초본식생 쑥, 

개망초군락의 건생초본식생이 분포한다.

백석제 습지의 동물상은 각 분류군 별로 육상곤충은 9목 63과 245종, 저서성 대형무

척추동물 총 4문 7강 14목 26과 30종, 양서ㆍ파충류 총 2목 2과 6종, 조류 총 11목 

29과 62종, 포유류 3목 4과 5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97)

95) 전북지방환경청, (2018). 전라북도 호소 환경 조사(경천지, 대야지)

96) 국립생태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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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북방계 멸종위기식물인 독미나리와 남방계 멸종위기식물인 물고사리가 함께 확인

되는 지역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게 확인 되었다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서식지로 관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으로 조사되었다. 멸종위기야생생물은 5종(가시연꽃, 물고사

리, 독미나리, 물수리, 붉은배새매) 확인되었으며 한국고유종은 3종(제일줄나비, 앞테두리

흰줄뿔나방, 한국산개구리)이 확인되었다

 주요 서식 현황으로는 식물에는 독미나리, 통발, 갈대, 자라풀, 버드나무, 검정말, 붕

어마름, 줄, 연꽃, 애기부들 등, 양서·파충류에는 도롱뇽, 청개구리, 참개구리, 황소개구

리, 줄장지뱀, 유혈목이 등, 조류에는 큰기러기, 황조롱이, 새호리기, 붉은배새매, 새매, 

방울새 등, 담수어류는 대몰개, 붕어, 잉어, 미꾸리, 동자개, 드렁터리, 가물치 등, 포유류

에는 두더지, 너구리, 삵, 고라니, 청설모, 고양이 등이 조사되었다.

보호지역 지정 추진 현황은 환경부의 제4차 전국 내륙습지 습지정밀조사(2016)에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건의 한 바 있으며, 현재 군산시 시민단체와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다.

▮ 만경강

만경강은 길이 81.86㎞, 유역면적 1,504.35㎢으로 유역의 지세는 장년기 또는 만장기

이다. 표고 100m이상의 산림면적은 36.2%이며, 유역의 형상은 대표적인 수지상

(dentrictic)이다. 동측은 높고 조악하지만 서측은 낮고 광활한 평야와 구릉을 이루고 있

다.

만경강은 수역(水域)· 육역(陸域)·공역(空域) 등 3개의 서로 다른 경계가 접하며, 넓게 

이어진 개방경관으로 만경강 하천은 생물군집이 가장 다양한 추이대(ecotone)로 다양한 

생물군집을 형성한다. 지형, 지질, 기후 및 식생대 등 자연환경이 서로 다른 생태계를 통

과하여 서로 다른 계(係) 연결하고 있다. 만경강의 연속하는 생태계는 어류, 조류 및 곤

충류 등 휴면, 산란, 부화 등의 성장과 종족 유지의 장으로 생태계의 서로 다른 지역을 

이용하는 식물 중·하류의 칠면조, 해홍나물, 갯개미취 등의 염생식물과 갈대, 줄 등이 분

포하며 중·상류 달뿌리풀 등과 수변의 갯버들, 왕버들 등 서식한다.

97) 국립생태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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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경강의 생태계 조사는 현재 전라북도의 ‘만경강 살리기 기본구상 및 사업화방안’ 연

구의 일환으로 일부 조사가 시행되고 있으며, 2022년 조사결과 관속식물은 94과 291속 

424종 1아종 59변종 5품종 총 488종류가 조사되었다. 한국산 관속식물 4,552종류 (환

경부, 2018)의 10.74%에 해당된다. 귀화식물 18과 53속 63종 6변종 총 69종(큰이삭풀, 

오리새, 쥐보리, 호밀풀, 미국자리공, 애기수영, 소리쟁이, 유럽점나도나물, 미국나팔꽃 

등)으로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털물참새피, 물참새피, 애기수영, 도깨비가지, 가시박, 돼지

풀, 가시상추 총 7종이 확인되었다. 조류는 황새, 저어새, 흰목물떼새, 흑두루미, 노랑부

리저어새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5종, 2급 14종이 관찰되었다.98)

▮ 새만금 지구

새만금지구 만경강ㆍ동진강 철새도래지로 주요한 서식처이다. 전북지방환경청의 생태계 

변화관찰보고서에서 2021년 조류종 총 88종, 10,499개체수 출현이 보고되었다. 2022년 

현재 ‘만경강 살리기 기본구상 및 사업화방안’ 연구에서 새만금 지구의 관속식물과 귀화

식물,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등을 조사하고 있다.

4) 주요 섬

서해에 산재해 있는 전라북도의 도서들은 25개의 유인도서와 80개의 무인도서가 있으

며, 군산시 선유도를 중심으로 고군산 군도를 형성하고 행정구역상 대부분의 섬이 군산

시 옥도면(60.2%)에 속해있다. 전라북도 내 섬 지역은 수려한 자연 산지와 해안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자연여건의 자연성과 경관성 등이 우수하다.

섬 생태계에 대한 연구자료는 미흡하거나 대부분 과거자료로서 섬 생태계 현황조사를 

통한 DB구축이 필요하다. 섬 생태계는 위도의 상록활엽수림 복원, 선유도 일대의 크고 

작은 무인도의 생태 정밀 조사와 이에 대한 보전·관리 대책이 요구된다.

▮ 어청도

어청도는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가장 서쪽에 위

98) 전라북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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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는 섬으로 면적은 1.80㎢이고, 해안선 길이는 10.8㎞이다. 주요 서식지는 암석서식

지, 연안서식지, 산림·초지 서식지 등이 있다.

어청도의 관속식물은 78과 213속 279종 38변종 2품종 총319분류군이 분포하며, 주

요 식생군락은 원추리군락, 억새군락, 소사나무군락, 곰솔군락 등이다. 주요종으로는 곰

솔, 소사나무, 해국, 원추리, 억새, 사스래피나무, 동백나무, 큰천남성, 도깨비고비, 갯장

구채, 땅채송화, 갯까치수영, 사철쑥, 다정큼나무, 송악 등이 서식하고 있다.

해양생물(해조류)은 2013년 어청도 해조상 및 군집구조 연구에서 녹조류 12종, 갈조류 

23종, 홍조류 66종이 조사되었다.99) 해조류의 경우 작은구슬산호말(우점종), 우뭇가사리, 

지충이, 톳 등이 조사되었다.

▮ 고군산군도

선유도는 전북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132㎢이며, 해안선 

길이 12.8㎞이다. 

고군산 군도의 생물분포 현황은 관속식물 95과 257속 402종이고, 조류는  14목 40

과 104종, 포유류는 5목 12과 22종, 양서·파충류는 4목 10과 23종, 육상곤충은  91과 

478종으로 조사되었다.100)

주요 식물군락은 신갈나무군락, 굴참나무군락, 신갈나무-조릿대군락, 층층나무군락, 신

갈나무-서어나무군락, 소나무군락, 조릿대군락이 분포하며, 주요종으로는 고비, 관중, 십

자고사리, 소나무, 노간주나무, 주름조개풀, 조릿대, 산거을, 그늘사초, 애기나리, 일월비

비추, 하늘말나리, 청가시덩굴, 타래난초, 서어나무, 신갈나무, 굴참나무, 졸참나무, 팽나

무, 족도리, 고마리, 며느리배꼽, 쇠무릎, 덩굴별꽃, 으아리, 할미밀망, 댕댕이덩굴, 산괴

불주머니, 바위채송화, 산수국, 양지꽃, 짚신나물, 멍석딸기, 조록싸리, 산초나무, 개옻나

무, 붉나무, 알록제비꽃, 진달래, 정금나무, 오이풀, 병꽃나무, 삽주, 등골나물 등이 서식

한다.

보농도는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43,434㎡이다. 관속식

99) 김영식 외 2인, (2013). 한국 서해 어청도 해조상 및 군집구조. 한국환경생태학회지 27(6): 655-665

100) 전북지방환경청, (2014). 전라북도 고군산 무인도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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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44과 73속 75종 14변종 2품종 총91분류군이 확인되었다. 주요종 서식 현황을 보

면 군락은 곰솔군락, 소사나무군락, 떡갈나무군락 등이 있으며, 주요종으로는 떡갈나무, 

소사나무, 붉나무, 누리장나무, 산가막살나무, 팥배나무, 멍석딸기, 청미래덩굴, 때죽나무, 

큰천남성, 계요등, 괭이밥, 참억새, 댕댕이덩굴, 단풍마 등이 분포한다.

횡경도는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644,826㎡이고, 관속식물

은 51과 86속 88종 13변종 2품종 총103분류군이 서식한다. 식생군락은 소사나무군락 

등이 있으며, 주요종으로는 후박나무, 고로쇠나무, 소사나무, 동백나무, 고로쇠나무, 붉나

무, 청미래덩굴, 큰천남성, 굴참나무, 댕댕이덩굴, 곰솔, 돌가시나무 등이 서식한다.

소횡경도는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89,917㎡이다. 관속식

물은 40과 64속 61종 13변종 2품종 총76분류군으로 주요 식생군락은 소사나무군락 등

이 있으며, 주요종으로는 곰솔, 소사나무, 사스래피나무, 원추리, 고비, 참억새, 자귀나무, 

붉나무, 땅비싸리 등이 분포한다.

십이동파도1는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 북서측 22.9㎞에 위치하고 있다. 관속식물은 34

과 45속 40종 10변종 총50분류군으로 주요 식물군락은 소사나무군락 등이 있다. 주요종

으로는 소사나무, 떡갈나무, 돌가시나무, 꾸지뽕나무, 누리장나무, 붉나무, 참빗살나무, 

까마귀밥여름나무 등이 서식한다.

십이동파도2는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 북서측 22.6㎞에 있다. 관속식물은 26과 35속 

36종 3변종 총39분류군으로 주요 식물군락은 후박나무군락, 보리밥나무군락, 참억새군락 

등이 분포하며, 주요종으로는 후박나무, 동백나무, 돌가시나무, 사철나무, 배풍등, 갈퀴덩

굴, 사철쑥, 비쑥, 멍석딸기, 맥문동 등이 있다.

십이동파도4는 십이동파도1과 십이동파도2에 근접하여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182,489㎡이다. 관속식물은 28과 39속 41종 7변종 총48분류군이 서식한다. 군락은 고

로쇠나무군락, 찔레군락, 참억새군락 등이 분포하며, 주요종으로는 팽나무, 돌가시나무, 

예덕나무, 고로쇠나무, 보리장나무, 쥐똥나무, 갈퀴덩굴, 사철쑥, 엉겅퀴, 비쑥 등이 있다.

십이동파도9는 십이동파도1과 십이동파도2에 근접하여 위치해 있다. 관속식물은 24과 

31속 25종 6변종 총31분류군으로 주요 군락은 후박나무군락, 사철나무군락이 있다. 주

요종으로는 후박나무, 사철나무, 소리쟁이, 산괴불주머니, 돌가시나무, 멍석딸기, 괭이밥, 

붉나무, 까마귀머루 등이 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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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도

위도는 전북 부안군 위도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4.14㎢이다.

위도의 식물 분포는 허광신과 이일구(1981)는 73과158속 189종 31변종, 이창헌 등

(2002)은 106과 320속 452종 2아종 58변종 5품종 1재배종의 총 518분류을 확인하였

고, 이점숙과 조두성(2000)은 위도 해안 염생식물 9과 18종의 출현을 보고하였다. 2006

년 전북 부안군 위도일대의 식물상과 식생의 연구에서 관속식물은 113과 313속 441종 

1아종 56변종 10품종 2교잡종으로 총 510종류로 확인되었다.101)

위도의 주요 식물군락은 소나무-졸참나무군락, 소나무군락, 소나무-소사나무군락, 소사

나무군락, 소나무-곰솔군락, 후박나무-팽나무군락, 붉가시나무-후박나무군락 등이 분포하

며,  주요종으로는 광나무, 후박나무, 식나무, 참식나무, 생달나무, 동백나무, 남오미자, 

실거리나무, 맥문동, 산기장, 조아재비, 팥배나무, 느티나무, 쥐똥나무, 피나무, 고로쇠나

무, 사철나무, 자귀나무, 노린재나무 등이 관찰된다.

▮ 부안ㆍ고창 무인도서

전라북도 80개의 무인도서 중 부안ㆍ고창군 소재 무인도서 총 30개 중 식생이 형성된 

22개 일반 무인도서에 대한 식물상(2013년)과 식생(2016년)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부안ㆍ고창 무인도서 22개의 전체 관속식물은 65과 139속 173종 1아종 23변종 2품종

으로 총 199분류군으로 확인되었다. 22개의 일반 무인도서별 식물상은 작은딴치도가 35

과 58속 57종 11변종 2품종으로 총 70분류군이 분포하고 있으며, 개도 69분류군, 수리

바위 51분류군, 열도 45분류군, 딴정금도 43분류군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모여1도는 6

과 6속 5종 1변종의 총 6분류군이 조사되어 소수의 종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그러나 모여2도, 모여3도, 간여도는 식생 형성이 어려운 암석 지대로서 단 1종의 

식물도 조사되지 않았다.

101) 변무섭ㆍ오현경ㆍ김재병ㆍ김영하, (2006). 전북 부안군 위도일대의 식물상과 식생. 한국환경생태학회 
2006년도 임시총회 및 학술논문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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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거점 녹지

1)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공원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

의 복리를 증진시킨데 목적이 있다.102)

도시공원은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으로 구분되며, 생활권 공원은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공원, 주제공원은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

로 설치하는 공원이다.103)

도시지연공원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한 종류이

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

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

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104)

시군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생활권공원 주제공원

공원수 (개) 면적 (천m²) 공원수 (개) 면적 (천m²) 공원수 (개) 면적 (천m²)
전라북도 747 39,380 45 7,062 5 1,034 
전주시 240 13,959 9 2,371 0 0 
군산시 162 7,368 3 142 0 0 
익산시 104 5,362 6 510 0 0 
정읍시 52 2,697 1 1,485 0 0 
남원시 31 2,850 3 306 0 0 
김제시 29 788 1 613 0 0 
완주군 68 1,255 7 551 0 0 
진안군 2 12 5 501 0 0 
무주군 11 112 0 0 0 0 
장수군 3 410 1 380 1 0 
임실군 10 235 1 17 0 0 
순창군 5 172 2 23 0 0 
부안군 16 3,702 3 66 0 0 
고창군 14 457 3 98 4 1,034 

출처 : 국가통계포털 공원(2019)

[표 3-6] 전라북도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현황

10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벌률 제1조(목적)

10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벌률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10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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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전라북도 도시공원 분포 현황

출처 : 전라북도(2021)

상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라북도의 도시공원은 전주와 군산 및 익산을 중심으

로 100개 이상이 조성되어 있고, 완주와 정읍, 고창, 남원에도 일부 읍을 중심으로 분포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생활권 공원 중에는 어린이공원과 같이 근린주구 관

점에서 도보 생활권 중심으로 초등학교와 같이 많이 배치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어린이공원에 대한 리모델링을 통해 녹지공간을 신규로 조성하

거나 확대함으로써 도시지역에서 거점녹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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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숲 – 산림청

도시숲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으로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

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105)

도시숲은 크게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로 구분되며 정의는 다음 표와 같다.

유형 정의

도시숲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숲(산림과 수목),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

생활숲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숲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관리하는 숲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숲

학교숲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숲

가로수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관리하는 수목

출처 : 산림청 홈페이지(2022)
https://www.forest.go.kr/kfsweb/kfi/kfs/cms/cmsView.do?mn=NKFS_03_14_01_01&cmsId=FC_001303

[표 3-7] 도시숲의 유형 및 정의

전라북도에 조성된 도시숲은 627개소 408ha로 전국 도시숲 면적에 12.9%를 차지하

고 있으며, 국비 74,518백만원이 투입되었다. 전라북도는 도시숲 중 녹색쌈지숲이 538

개로 전라북도 전체 도시숲의 85.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숲 모델 시범사

업은 1개소가 있다. 면적비율 측면에서 보면 녹색쌈지숲은 전국 대비 높은 비율(14.4%)

로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생활환경숲(9.2%)이나 도시숲 모델(5.8%), 

미세먼지 차단숲(10.7%)은 녹색쌈지숲에 비해서는 면적비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105)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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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국 전북(전국대비 비율)

총계

개소 4,086 627(15.3)

면적 3,172 408(12.9)

국비 508,244 74,518(14.7)

녹색쌈지숲

개소 3,187 539(16.9)

면적 2,237.49 322(14.4)

국비 339,265 56,774(16.7)

생활환경숲

개소 780 77(9.9)

면적 684.41 63(9.2)

국비 66,593 6,944(10.4)

도시숲 모델(시범)

개소 12 1(8.3)

면적 67.32 3.9(5.8)

국비 12,230 1,050(8.6)

미세먼지 차단숲

개소 107 10(9.3)

면적 183 19.5(10.7)

국비 90,156 9,750(10.8)

출처 : 산림청 홈페이지(2022)
https://www.forest.go.kr/kfsweb/kfi/kfs/cms/cmsView.do?mn=NKFS_03_14_01_04_03&cmsId=FC_001320

[표 3-8] 전라북도 도시숲 조성 현황

(단위 : ha,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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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생태축 보전․관리 기반

가. 법·제도 여건

1) 환경정책기본법106)

환경 분야의 기본법으로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

을 목적으로 한다. 이법은 총5장으로, 제1장 총칙,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 제3장 법

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 제4장 환경정책위원회, 제5장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역생태축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제15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중 5항의 내용에서 

생물다양성, 생태계, 생태축의 보전과 관련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광역생태축의 

개념과 기능 및 구성요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역에서 광역생태축 구축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기본적인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조항으로 의미가 있다. 그러

나 실제 광역생태축의 구축 및 보전·관리와 관련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106)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구분 내용

제14조
(국가환경종합계
획의 수립 등)

·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
합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 
(국가환경종합
계획의 내용)

1. 인구ㆍ산업ㆍ경제ㆍ토지 및 해양의 이용 등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원ㆍ환경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 

인한 환경의 질(質)의 변화 전망
3. 환경의 현황 및 전망
4.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대책
5.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가. 생물다양성ㆍ생태계ㆍ생태축(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표 3-9]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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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환경보전법107)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

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

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

로 한다.

이법은 8장으로, 제1장 총칙, 제2장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등, 제3장 생물다양성의 

107)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구분 내용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기능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연결
하는 생태적 서식공간을 말한다)ㆍ경관 등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나.  토양환경 및 지하수 수질의 보전에 관한 사항
  다.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라.  국토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마.  대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바.  물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사.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아.  상하수도의 보급에 관한 사항
  자.  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차.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카.  방사능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타.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
  파.  그 밖에 환경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법
7. 직전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부대되는 사항

제18조
(시ㆍ도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 시ㆍ도지사는 국가환경종합계획(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서 같다)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의 환경계획(이하 “시ㆍ도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
행하여야 한다.

제19조
(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ㆍ도 환경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
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이하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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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 제4장 자연자산의 관리, 제4장2 자연환경복원사업, 제5장 생태계보전부담금, 제6

장 보칙, 제7장 별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역생태축 구축과 관련된 조항은 2021년 신설된 제4장2 「자연환경복원사업」을 들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별히, 지금까지 소규모로 추진되었던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나 산림생태축의 단절지

점(주로 백두대간이나 정맥 중심)의 생태통로 구축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된 한반도 생태축 

복원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생태축 복원 효과가 높은 대형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기

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구분 내용

45조의3
(자연환경복원사
업의 시행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사 또는 관찰의 결과를 토대로 훼손된 지역
의 생태적 가치, 복원 필요성 등의 기준에 따라 그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자연환경복
원이 필요한 대상지역의 후보목록(이하 “후보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제3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2. 제31조에 따른 정밀ㆍ보완조사 및 관찰
  3. 제36조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 관련 생태계 조사
  4. 「습지보전법」 제4조에 따른 습지조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
② 환경부장관은 후보목록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
자”라 한다)에게 후보목록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
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그 권고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관한 관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
  3.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해당 지역에 관한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

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기관 또는 사인(私人)
④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평가의 기준 및 후보목록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표 3-10] 자연환경보전법의 자연경복원사업 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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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하위 법령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의 2항에서는 법 제45조 2항에 따른 

야생동·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조사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에 따른 백두대간 주요 생태축과의 연결성을 포함하여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

러 동령 제45조 3엔서는 법 제49조 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훼손·단절

된 생태축의 복원사업을 포함시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분 내용

제45조의4
(자연환경복원사
업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 및 제45조의3제3항의 권고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조
치를 이행하려는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이하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과 복원 목표
  2. 사업 대상지역의 위치 및 현황 분석, 사업기간, 총사업비
  3. 주요 사용공법 및 전문가 활용 계획
  4. 사업에 대한 점검ㆍ평가 및 유지관리 계획
  5.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구분 내용

35조의2
(자연환경복원사
업의 시행 등)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야생동ㆍ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한 조사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ㆍ식물종의 서식현황 및 식
생현황

  2. 이동이 단절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종의 먹이, 번식특성, 먹이장소, 잠자리, 은
신처, 이동경로 등 생태적 특성

  3. 이동이 단절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종의 생존에 대한 주요 위협요인
  4.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이나 식생 및 생태통로의 구조나 설계와 관련된 지형ㆍ지질

ㆍ토양 등의 환경적 요소
  5. 야생동물 차량사고 등 사고발생 빈발구간 및 사고발생 야생동물종 현황
  6.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백두대간 등 주요 생태축과의 연

결성

45조
(생태계보전부담
금의 그 밖의 

용도)

 법 제4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삭제 <2013. 9. 23.>
 2. 특정도서의 자연자산 조사 또는 보전사업
 3. 훼손ㆍ단절된 생태축의 복원사업
 4. 법 제3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사업

[표 3-11]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의 광역생태축 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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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10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

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

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법에 의해 국가는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멸종위기 야생

생물 등에 대한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108)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구분 내용

법률 제3조
(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

· 야생생물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공동자산임을 인식하고 현세대는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적극 보호하여 그 혜택이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야생생물과 그 서식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여 야생생물이 멸종되지 아니하고 생태
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이 야생생물을 이용할 때에는 야생생물이 멸종되거나 생
물다양성이 감소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지속가능한 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법률 제5조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에 대한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세부계획(이하 “세
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조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

·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야생생물의 현황 및 전망,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질병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4.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에 대한 보호의 기본방향 및 보호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5.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에 관한 주요 추진과제 및 시책에 관한 사항
  6.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ㆍ복원 및 증식에 관한 사항
  7.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보호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財源) 조

달방안에 관한 사항
  8.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 및 철새 보호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의 방지 및 구조ㆍ치료와 유해야생동물의 지정ㆍ관리 등 

야생동물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표 3-1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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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라북도 환경기본 조례

전라북도 환경기본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며, 전라북도의 환경

보전에 관한 기본 이념과 도 및 시·군 사업자 및 도민의 권리와 책무를 정하고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등을 규정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모든 도민

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 자연환경보전에서 도와 도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

시되어 있으며, 3개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자연환경의 보존과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함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 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복원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

제25조는 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조항에서 도지사는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

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7조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조항에서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도지

사는 시·군의 환경보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분 내용

  11. 법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하 “특별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지
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수렵의 관리에 관한 사항
  1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추

진할 주요 보호시책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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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라북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전라북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라북도 자연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을 체계적으

로 보전ㆍ관리하여 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서 “전라북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전라북도 보호야생생물”,  “전라북도 야생

생물보호구역”, “도로 관리청” 정의하고 있으며, 제3조는 「자연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을 10년마다 수

립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다.

제2장 생태․경관자원 보전 및 관리에서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 지정절차, 관리

계획, 행위제한, 금지사항, 제3장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에서는 보호야생생물의 지정, 금

지사항, 보호지역 지정, 보호시설 설치 등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다.

제18조, 19조에 의하여 자연환경조사 및 정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24조에 의

하여 도지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 보호야생생물의 서식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

은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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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경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실태

1) 국가 구축 환경공간정보 및 관리시스템

가) 국토개발과 자연보전 관련 지도구축 사업

우리나라는 지난 1960년대 이후 국토부와 산림청, 환경부 등을 통해 다양한 국토공간

과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 및 지도구축 사업들이 추진되어 왔다. 특히 1990년대 후반 이

후로는 정보화시대가 도래하면서 각종 국토공간과 생태계에 대한 조사 정보들의 전산화, 

디지털화 및 인터넷 기반 정보공개가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국토공간이 가진 개발·이용 

가치와 자연보전 가치를 평가하여 지도로 구축한 대표적인 지도구축 사업들은 아래 표와 

같으며, 각각의 정보별 특성에 따라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다.

구분 목적 및 방법 활용 장점 단점

개발·
이용

토지이용현황도
(1972~1998)

도시의 현황 파악,계획적 이
용·관리 위해 토지의 이용 현
황을 조사하여 구축

도시계획수립

토지의 사회
적 / 경 제 적 
이용 현황 
파악

보전가치 반
영 미흡

2000년대 
이후 전국자
료 구축 미
흡

토지적성평가
(2002~)

토지의 환경생태, 물리, 공간
적 특성을 종합 고려하여 환
경, 사회적 가치를 5등급으로 
평가

도시관리계획 
수립(관리지역 
세분화)

개발가치와 
보전가치 반
영한 평가

최신 생태적 
가치 반영 
부족

[표 3-13] 개발·이용 측면의 지도구축 사업 현황

구분 목적 및 방법 활용 장점 단점

자연
보전

토지피복지도
(1999~)

원격탐사(인공위성 등)를 활
용, 토지의 물리적 피복 현황
을 분류

환경변화 파
악

타 분야 기초
자료 활용

시계열 변화 
분 석 가 능
(’89,’99,’0
9,’19)

구축에 장시
간 / 고 비 용 
소요

생태·자연도
(2001~)

자연환경의 생태적 가치, 자
연성, 경관을 3듭급(+별도관
리지역)으로 평가

환경영향평가 
활용

개발사업 환
경영향 분석

장기간 생태
변화 분석가
능

보전지역 면
적 부족(1등
급 약 7%)

[표 3-14] 자연보전 측면의 지도구축 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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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 보호지역 통합 DB 관리시스템 구축

국내 보호지역 현황정보를 통합·공유하여 국가 차원에서 보호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기 위하여 2020년도 초에 범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국가보호지역 확대 및 관리 개선 

추진계획』에 따른 후속조치 사업으로 국립공원공단에서 '한국 보호지역 통합 DB관리시

스템' 일명 KDPA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 보호지역 통합 DB시스템인 WDPA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2022년 12월 현재 한국 보호지역 통합 DB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보호지역은 총 

64.394개소 40,158.70㎢로 중복지역을 제외하면 육상은 17,194.0㎢(국토면적의 

17.15%), 해양은 7,963.5㎢(해양면적의 2.12%)에 이른다.

구분 목적 및 방법 활용 장점 단점

국토환경성평가지도
(2003~)

법제적 평가항목과 환경생태
적 평가항목을 종합(67개 항
목) 5등급으로 평가

국토환경변화 
분석

개발가치와 
보전가치 통
합한 평가

정밀도 부족
매년 기초자

료/ 평가기
준 변동

광역생태축
(2007~)

보전 우선지역 선정과 서식지 
연결성 확보를 위해 산림, 하
천, 야생동물 서식지 반영한 
생태축평가 및 관리지역(핵심/
완충)선정

생태축단절지
점 파악

서식지 연결
성 분석

생태축 구성
요소 파악

생태축 공간
적 범위 및 
단절지점 현
황 파악

격자기반 결
과로 생태축
의 실제 구
축에 한계

도시생태현황지도
(2000~)

자연자산 현황조사를 통해 비
오톱유형구분 및 비오톱가치
를 5~7등급으로 평가

지역환경보전
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역에 특화
된 자연자산 
현황가치 파
악

구축에 고비
용 / 장 시 간 
소요

생태계서비스
평가지도(2018~)

생태계가 제공하는 공급,조절,
지원,문화서비스 현황을 지방
자치단체 단위로 평가

생태계서비스 
현황 파악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에 활용 가능

자연자산의 
경제적 가치
평가 가능

이해관계자
가 쉽게 이
해

평가항목별 
가치산정 방
식 차이

결과 통합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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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우리나라 보호지역 지정 현황

출처 : 한국 보호지역 통합 DB 관리시스템 (http://www.kdpa.kr/#)
 

다) 광역생태축 구축에 활용 가능한 국가공간정보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생태자연도, 도시생태현황지도에서 활용 가능한 자료

지자체 단위에서의 도시생태현황지도와 전국자연환경조사 데이터를 통해 제작되는 생

태·자연도, 70개의 주제도를 종합하여 평가하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환경공간정보에서 

가장 많은 공통 자료가 사용되는 주제도이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법제적 평가 및 생태·

자연도의 별도관리지역 설정 시 법으로 지정된 용도지역·지구 등이 공통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용도지역지구도(KLIS) 자료 및 임상도의 경우 3가지 환경관련 평가 주제도에서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다.

법적 보호지역의 지정,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수립에서의 활용,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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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여러 경우에서 하나의 환경공간정보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다수의 환경공간정보를 활

용하여 가치판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점은 광역생태축 지도구축에서도 고려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순번 자료명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생태
자연도

도시생태
현황지도

1 DMZ 현황도 O

2 KDPA(한국보호지역 통합DB관리시스템) O O

3 건축물관리대장 O

4 공원녹지 O

5 광역생태축 O

6 국제협약보호지역 관련 자료 O

7 국토환경성평가지도 O

8 농업진흥지역도 O

9 도로망도 O

10 멸종위기야생생물전국분포조사보고서 O

11 백두대간보호구역도 O O

12 보호수 및 대경목, 가로수 등의 관리대장 O

13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도 O O

14 산지구분도 O

15 상수원호소 O

16 생태계변화관찰지역도 O

17 생태·자연도 O O

18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자료 O

19 수생태계 모니터링 자료 O

20 수치지형도 O

21 습지조사보고서 O

22 식생보전등급 O

23 용도지역지구도(KLIS) O O O

24 임상도 O O O

25 전국내륙습지현황 O

26 전국자연환경조사 O O

27 정사영상 O

28 조수실태조사보고서 O

[표 3-15]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생태자연도, 도시생태현황지도에서 활용 가능한 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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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계획 수립 시 활용 가능한 자료 현황

국토환경성평가지도와 생태자연도, 도시생태현황지도 이외에도 지역에서 광역생태축 

구축을 포함한 각종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 활용 가능한 자료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GIS DB로 구축되어 있어 자료 가공이 불필요하면서도 환경부의 공간정보시스템 또는 

국토교통부의 국가공간정보포털(NSDI)에서 제공하여 수집이 용이한 「공간정보」 27개와 

별도의 데이터 가공이 필요한 「공간화 가능 정보」 28개를 함께 살펴보았다.

분야 부문
공간정보

항목 세부항목

자연환경

지형․지질

고도 표고현황
경사도 경사현황

공원현황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지질 지질

하천 하천 현황
수계도

하천현황

토양․지하수 토양오염 현황 토양측정망 지점 현황

[표 3-16] 환경계획 수립 관련 공간정보(27개)

순번 자료명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생태
자연도

도시생태
현황지도

29 지역의 생태현황 관련 기존 조사 및 연구자료 O

30 지자체 자연환경조사 자료 O

31 지적도 O

32 천연보호구역도 O O

33 천연지정지역도 O O

34 철새도래지

35 철새동시센서스보고서 O

36 토지피복지도 O O

37 특별관리해역도 O

38 항공사진 O

39 행정구역도 O

40 현존식생도 O

41 환경보전해역도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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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문
공간정보

항목 세부항목
토양측정망 측정 결과

토양오염 실태조사 지점 현황
토양오염 실태조사 측정 결과

지하수 오염 현황 국가 지하수 수질측정망 현황
생태/식생 식생분포 실태 및 주요 지역별 식생현황 임상별 산림 현황

동물 육상권역 동물분포 현황 포유류

공원․녹지 도시공원 및  녹지 현황
도시공원 현황

녹지현황

생활환경

대기환경 오염원 현황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

수환경
수질 현황(하천․ 호소)과 추이 하천 수질측정 현황(측정결과)

하수 및 폐수처리 시설 현황
공공처리시설 현황
환경기초시설 현황

상하수도 하수도 보급현황 하수 및 분뇨 발생량

폐기물
폐기물발생현황 및 처리현황 폐수배출량별 폐수배출업소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인문환경 토지이용
용도지역․지구 현황

용도지역상 녹지지역 현황
개발제한구역 현황

토지 지목별 현황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분야 부문
공간화 가능 정보

항목 세부항목

자연환경

기후 일조 일조

토양․지하
수

토양오염 현황 토양통 분포현황

생태/식생 식생보전대상지역 생태자연도 등급별 면적

동물 야생동물보호구역 야생동물 보호구역 현황

생활환경

대기환경 오염물질배출량
행정구역별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

수환경 하수 및 폐수처리시설 현황 분뇨처리시설 현황

폐기물 폐기물 발생현황 및 처리현황 연도별 일반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인문환경
행정구역 지리적 위치와 행정구역

행정구역(읍면동) 면적

행정구역(시군구) 면적

행정구역(시도) 면적

인구 행정구역별인구현황 연도별 인구(과거 20년간)

[표 3-17] 환경계획 수립 관련 공간화 가능 정보(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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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단위 운영시스템 기반 관련 공간정보 현황

기관별 공간정보 현황 분석을 위하여 총 58개의 시스템을 바탕으로 시스템명, 환경정

보(자료명), 환경정보(속성정보), GIS자료 유무, GIS화 가능 여부, 제공형태(GIS, 기타, 

WebGIS), 시스템 제작 기관, 주제도 제작 기관, NSDI 제공 여부, 활용성, 공간 Scale, 

구축단위, 구축기간, 구축주기, 시스템운영 주관기관, 주제도별 근거법령, 시스템운영 근

거법령, URL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표를 대신하였다.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서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을 통해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부처와 지방

분야 부문
공간화 가능 정보

항목 세부항목

연령별 인구분포

가구현황

성별 인구분포

노인인구 밀도분포

영유아 밀도분포

취약인구 밀도분포

인구이동 현황
전출 인구 현황

전입 인구 현황

권역별 인구 권역별 인구

산업

사업체 현황 산업별 사업체수

산업단지 현황 산업단지 현황

산업단지 현황 건물밀집도 현황

교통

도로망 현황 도로현황

도로망 현황 도로밀집도 현황

철도 노선 철도 노선

문화재 문화재 현황 문화유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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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공간정보를 수집·가공하여 사용자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국토정보플랫폼(국토지리정보원)

- 산업입지정보시스템(한국토지주택공사)

- 토석정보공유시스템(국토연구원)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국토정보공사)

￮ 농림수산식품부

- 농어촌지하수관리시스템(농촌진흥청)

- 농지공간포털(한국농어촌공사)

- 토양환경정보시스템(국립농업과학원)

- 산림공간정보서비스(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산림청 국립수목원)

- 산악기상정보시스템(국립산림과학원)

- 산사태정보시스템(국립산림과학원)

- 산불위험예보시스템(국립산림과학원)

- 산지정보시스템(산림청 한국산지보전협회)

￮ 해양수산부

-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해양환경공단)

- 무인도서정보조회시스템(해양수산부)

- 바다생태정보나라(해양환경공단)

- 실시간해양관측정보시스템(국립해양조사원)

- 연안포털: 연안통합지도서비스(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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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서비스(국립환경과학원)

- 국가생물다양성정보공유체계(국립생물자원관)

-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한국수자원공사)

- 국가소음정보시스템(한국환경공단)

-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한강홍수통제소)

-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한강홍수통제소)

- 국가지하수정보센터(한국수자원공사)

- 기후정보포털(기상청)

- 대기오염도실시간정보시스템(한국환경공단)

- 도로재비산먼지관리시스템(한국환경공단)

- 물환경정보시스템(국립환경과학원)

- 생태정보포털시스템 에코뱅크(국립생태원)

-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환경부)

- 생활환경정보센터(국립환경과학원)

- 수질오염총량관리시스템(국립환경과학원)

- 습지지리정보시스템(국립생태원 국가습지센터)

- 실시간수질정보시스템(국립환경과학원)

- 자원순환정보시스템(한국환경공단)

-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환경부)

- 풍력태양광기상자원(국립기상과학원)

-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한강홍수통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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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호지역통합DB관리시스템(국립공원관리공단)

- 한반도의생물다양성(국립생물자원관)

- 홍수위험지도정보시스템(한강홍수통제소)

- 화학물질배출이동량정보시스템(국립환경과학원)

-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화학물질안전원)

- 환경공간정보서비스(환경부)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국립환경과학원)

- 환경통계포털(환경부)

￮ 기타 부처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문화재청)

- 국가광물자원지리정보망(한국지질자원연구원)

- 신재생에너지데이터센터(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지질정보시스템(한국지질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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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구축 자연생태정보 및 관리시스템

전라북도를 포함하여 지방정부에서는 자연생태분야 뿐만 아니라 일반 환경정보를 다루

는 분야까지 확대하더라도 대기, 토양, 수질, 자연환경 등 각 부문별로 환경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이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구축·관리하며, 각종 환경정책 의사결정에 활용하

는 사례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환경보전계획(2021~2030)」을 통해 생물다양성정보 관리를 위한 

환경공간정보시스템 구축과 도 단위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사업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 도 차원에서 생물다양성 분야를 포함한 환경 분야의 자체적인 공간정보시스템은 구

축하여 운영하는 곳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지역의 고유한 생태자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포함하는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사업도 현재 7개 시·군에서만 구축되고 있으며, 이외의 

군(郡) 지역에서는 일부 자연공원법에 의한 생태계 조사 등을 제외하면 생태계에 대한 현

장조사를 토대로 한 자연생태정보 구축이 부족한 실정이다.

도시생태현황지도는 환경부의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6개의 시(市) 지역이 의무구축지

역으로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가 해당된다. 현재 전주시는 구축 

완료되었으며,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정읍시에서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 및 갱신 사업

이 진행 중에 있다. 고창군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의무 지역이 아닌 군 지역이나, 군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생태계 보전과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 국립생

태원과 함께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구축하고 있다.

▮ 군산시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 사례109)

군산시는 2020년 6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 말 이후 연구수행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도시생태현황지도에서는 기초주제도로 

지형주제도, 영상자료를 활용한 토지이용현황도, 토지피복도가 구축되었으며, 식생조사 

등을 토대로 현존식생도가 작성되었다. 군산시의 경우 논이 28.4%로 가장 넓은 식생면

적을 차지하며, 산림지역은 이차림>자연림>식재림 순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09) 군산시, (2022). 군산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 용역 최종보고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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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 비오톱 분류체계는 대분류-중분류-소분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분류와 중분

류는 환경부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을 따라 분류하고, 소분류는 군

산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세부적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그림 3-10] 군산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비오톱 유형 분류도

출처 : 군산시,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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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태축 단절지역 현황 및 관리실태

가. 산림축 단절지역

1) 산림축 단절지역 현황분석

가) 산림축의 설정

생태축의 의미는 경관생태학(landscape ecology)에서 주요 서식지를 연결하는 코리도

(corridor)의 의미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이 개념을 시작으로 하여 생태축을 설

정하게 될 경우 전라북도의 주요 서식지를 분석하고 그 서식지간의 연결 가능성을 검토

하는 과정을 통해 생태축의 설정이 가능하다.

축의 설정은 행정계획(환경계획, 도시계획 등)에서 계획의 수립을 위한 개념으로 설정

하여 활용해 오고 있으며, 환경계획에서 생태축은 주요 자연자원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설정하는 특성이 있다.

이런 환경계획의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설정되는 생태축은 산림축, 하천축, 야생동물축 

등으로 구현되고 있으며 행정계획의 위계에 따라 그 대상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는데, 국

가단위의 계획에서는 백두대간, DMZ, 4대강을 그 대상으로 하고, 광역단위에서는 정맥

과 하천 그리고 야생동물의 서식지 및 비오톱 상위등급 등을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산림축은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산림 능선의 연결성을 기준으로 설정되는데 유역의 

경계와 개념적으로 유사하고, 구현결과 또한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 명칭에서부터 

그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한강을 기준으로 한강의 북쪽 유역경계는 한북정맥, 남쪽은 

한남정맥으로, 금강을 기준으로 해서 금북정맥, 금남정맥 등 주요 강과 하천을 중심으로 

그 유역경계의 위치에 따라 명칭을 부여하고 있어 하천과 산림의 능선간의 생태적 연계

성이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관생태학적 측면에서의 산림축과 행정계획에서 산림축의 설정특성을 종합적으로 검

토한다면 산림을 대표적인 서식지로 인식하고 산림능선의 위계에 따라 그 연결성을 구현

하는 것이 생태계와 서식지를 연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본 연구에서 산림축은 산림능

선의 위계에 따른 연계로 설정하고자 한다.

또한 산림능선의 위계를 구현하기 위해 유역경계를 활용하고자 한다. 유역경계는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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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그 경계가 설정되기 때문에 해안선까지를 그 범위로 하고 있어 추

후 해안 네트워크와의 연계성까지 고려가 가능하고, 대권역, 중권역, 표준유역으로 세분

화 되어 있어 그 위계의 활용이 용이하다. 또한 백두대간과 정맥의 데이터 보다 풍부한 

정보량을 획득할 수 있어 광역단위의 분석이 용이하여 본 연구에서는 산림축을 유역도의 

경계선을 활용하여 구체화 하고자 한다.

나) 단절지역의 의미

단절은 연속성이나 연결성의 한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끊어짐’을 의미하고, 대

표적인 용어로는 ‘경력단절’, ‘도로단절’, ‘흐름단절’, ‘관계의 단절’ 등이 있다. 여기에 공

간적인 개념을 적용한 ‘단절지역’은 공간적인 요소의 연계성이 끊어진 지역을 의미하고 

있다. 

공간적 측면에서 연결성 요소는 도로나 하천 등이 대표적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바

람길이나 서식지 및 산림능선의 네트워크 또한 공간적 측면의 연결성 요소로 볼 수 있어 

본 연구의 대상인 생태축과 산림축 또한 연결성 요소로 볼 수 있다.

산림축은 산림 능선의 연결성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역경계선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데 이 산림축의 단절은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지형적인 측면에서 능선부의 

연결성이 훼손된 것을 의미한다.

규모의 측면으로 본다면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고속도로나 대규모 개발사업 등의 커다

란 단절에서부터 시작하여 등산로 등에 의한 소규모의 단절까지 단절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산림축을 대유역, 중유역, 표준유역의 경계선으로 설정하였고, 이 연결성을 

단절할 수 있는 공간적인 요소는 산림개발, 석산개발, 도로개설 등의 요소로 볼 수 있는

데, 도로에 의한 단절은 지형의 훼손과 서식지간의 단절까지를 포함하는 범위로 볼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도로에 의한 산림축의 단절을 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다) 단절지역 분석을 위한 과정

산림축 분석을 위한 과정은 앞에서 설정한 생태축의 산림축을 대상으로 하고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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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단절을 분석하는 과정으로 1단계 개념설정, 2단계 정보선정 및 수집, 3단계 단절지

점 분석, 4단계 단절지점 유형분류로 추진하고자 한다.

1단계 개념설정은 앞에서 생태축의 산림축을 유역경계선으로 설정한 것과 단절의 의미

를 도로에 의한 산림축의 단절로 설정한 것을 개념설정으로 하고자 한다.

2단계 정보선정 및 수집에서는 산림축의 대상으로 유역경계를 설정했기 때문에 국가공

간정보포털(http://data.nsdi.go.kr/)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자원단위지도(유역도)와 도로

구간정보를 선정하여 수집하고자 한다.

3단계 단절지점 분석은 수자원단위지도와 도로구간정보의 교차점 분석을 통해 수행하

고자 한다.

4단계 단절지점 유형분류는 산림축의 위계인 대유역, 중유역, 표준유역의 구분과 도로

의 위계인 고속도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소로, 골목길의 구분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고자 한다.

대유역 경계선은 백두대간과 정맥이 포함되어 있는 범위이고 중유역과 표준유역의 경

계선은 지맥이나 기맥으로 볼 수 있지만 산림축을 구분하는 명칭은 유역의 경계선과 일

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구분이 필요하다.

KEI에서는 능선축을 구분하기 위한 원칙으로 생태적 위계라기 보다는 구분을 위한 분

류적 위계로 간주하고 백두대간을 1급, 정맥을 2급 능선축으로 구분하면서 전통적인 능

선축 체계를 반영하여 5개로 구분하였다.110)

KEI의 반영방법을 유역도와 연계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유역 경계중 백두대간을 1급 

산림축으로 하고 나머지 경계선을 2급 산림축으로, 중유역의 경계선을 3급 산림축으로, 

표준유역을 4급 산림축으로, 그 외의 해안선과 도서지역 등은 산림축으로 구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산림축이라는 용어를 제외하고 5급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분류기준을 기반

으로 산림축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산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행정계획의 특성

을 고려하여 광역지자체 경계와 중복되는 산림축을 일부 제외하거나 포함하였다. 

110) 환경부, (2008). 백두대간정맥의 사전환경성평가 방법 및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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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축 
위계

분류기준 분류방법 대상

1급 
산림축

한반도 전체를 관통 산림 능선축
대유역 경계선 중 전통적인 백두대간

의 경계선과 중복되는 경계선
백두대간

2급 
산림축

대유역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백두대
간을 제외한 정맥과 연계된 산림 
능선축

대유역 경계선 중 백두대간과 해안선
을 제외한 경계선

대유역 
경계선

3급 
산림축

2급 산림축과 연계된 중유역 경계선
중유역 경계선중 대유역 및 해안선을 

제외한 경계선
중유역 
경계선

4급 
산림축

3급 산림축과 연계된 표준유역 경계선
표준유역 경계선중 대유역, 중유역 및 

해안선을 제외한 경계선
표준유역 
경계선

5급 1~4급을 제외한 나머지 해안
표준유역 
경계선

[표 3-18] 유역경계선의 산림축 연계를 위한 분류기준 및 방법 

라) 단절지역 분석결과

▮ 1단계 개념설정

앞에서 설정한 생태축의 산림축과 단절대상인 도로에 의한 단절분석을 대상개념으로 

설정하였다.

단절대상 산림축 하천축 야생동물축 기타

도로 연구대상 - - -

석산개발 - - - -

산림개발 - - - -

기타유형에 의한 단절 - - - -

[표 3-19] 단절지역 분석을 위한 개념설정 및 대상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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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정보선정 및 수집

산림축 구현을 위한 대상을 유역경계선으로 하여 수자원단위지도를 대상정보로 선정하

고, 단절대상인 도로의 대상정보로 도로구간정보를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공간정보

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자원단위지도(수자원단위지도)와 도로구간(Z_KAIS_TL_SPRD 

_MANAGE_45000)을 수집하였다.

수자원단위지도는 폴리곤 형태로 되어 있어 라인형태로 변환111)하였고, 대유역에서 백

두대간 분포도를 참고하여 1급 산림축을 분류하고, 대유역에서 전라북도 환경보전계획의 

산림축 설정 현황을 참고하여 2급 산림축을 분류하였고, 중유역에서 1급과 2급 산림축을 

제외하여 3급 산림축을 분류하였고, 표준유역에서 1~3급을 제외하고 4급을 분류하였으

며, 해안경계선을 고려하여 5급을 분류하였다. 또한 전라북도의 행정경계와 유사한 연속

성을 띠고 있는 산림축은 행정계획에서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선택하였다.

전라북도의 산림축은 총2,395㎞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하지만 산림축의 

경계선이 행정구역에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고 일부구간에서는 인접 행정구역과 예민하게 

중복되어 포함과 제외가 반복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인접한 시군의 현황을 함께 검토

하였다.

백두대간의 경우 경상북도의 김천시, 거창군, 함양군 그리고 경상남도 하동군과 경계가 

예민하게 중복되기 때문에 1급 산림축에 해당하는 구간은 해당시군의 길이를 포함하여 

산정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안지역 등의 경계는 행정구역의 경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 분류정

보가 적용되지 않는 특성 또한 포함하고 있다.

111) 추후 분석과정에서 인접한 폴리곤이 두 개의 동일한 경계선으로 변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속성정보
를 제외하고 단일형태의 라인으로 변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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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산림축의 분포현황

단위:m
행정구역 1급 2급 3급 4급 5급 총계
전라북도 83,627.07 371,836.74 399,705.97 1,061,316.56 282,460.03 2,198,946.37

고창군 19,358.60 35,987.25 58,199.83 40,541.62 154,087.30

군산시 52,346.94 8,584.96 27,935.25 149,837.59 238,704.74

김제시 48,983.51 50,545.45 99,528.96

남원시 33,186.50 48,666.62 63,776.65 145,629.78

무주군 19,931.37 43,430.93 44,141.41 107,503.71

부안군 38,782.00 28,147.11 59,149.37 92,080.82 218,159.30

순창군 13,759.03 51,663.84 38,398.51 103,821.38

완주군 66,038.48 12,745.51 155,971.26 234,755.25

익산시 36,051.73 89,895.62 125,947.34

임실군 31,035.11 64,656.28 86,053.99 181,745.37

장수군 30,509.20 32,132.73 12,250.18 71,807.15 146,699.26

전주시 9,134.94 49,794.27 58,929.22

정읍시 32,399.09 10,751.32 143,842.01 186,992.42

진안군 49,933.03 24,703.52 121,805.77 196,442.32

[표 3-20] 행정구역별 산림축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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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간(Z_KAIS_TL_SPRD_MANAGE_45000)은 라인형태로 되어 있어 그대로 활용

하였고 도로의 구분은 도로위계기능구분(ROA_CLS_SE)의 정보를 활용하여 고속도로, 주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소로, 골목길로 구분하여 활용하였다.

전라북도는 고속도로 417㎞, 주간선도로 144㎞, 보조간선도로 10,067㎞, 집산도로 

14,286㎞로 총 24,914㎞가 분포하고 있다.

총량적으로 본다면 익산시가 2,748㎞로 가장 많은 도로가 분포하고 있고, 무주군이 

976㎞로 가장 적은 도로가 분포하고 있는데 서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행정구역의 넓이

가 넓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도로가 분포하고 있고 동부 산악권이 상대적으로 적은 

도로가 분포하고 있다.

도로의 밀도에 따라 산림축의 단절밀도 또한 함께 증가할 수 밖에 없는 특성은 지형적

인 특성 및 도시화의 특성과 연계될 수 있어 추후 단절지점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고려해

야할 필요가 있다.

[그림 3-12] 도로의 분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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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m

행정구역 고속도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총계

전라북도 417,118.90 143,769.98 10,066,970.97 14,285,928.74 24,913,788.58

고창군 40,882.40 762,306.26 1,265,268.38 2,068,457.04

군산시 14,565.97 8,491.08 701,808.25 1,205,638.56 1,930,503.86

김제시 29,623.28 889,896.61 1,421,366.94 2,340,886.83

남원시 66,425.08 704,582.20 1,265,769.31 2,036,776.59

무주군 28,083.69 527,208.30 421,203.63 976,495.62

부안군 22,922.67 815,194.67 780,505.10 1,618,622.44

순창군 16,248.84 630,603.64 674,997.70 1,321,850.18

완주군 54,032.65 1,028,500.57 972,695.13 2,055,228.35

익산시 16,988.91 45,877.21 732,271.44 1,953,130.21 2,748,267.77

임실군 26,585.62 623,476.09 631,214.85 1,281,276.55

장수군 30,563.68 599,684.56 546,118.52 1,176,366.77

전주시 12,633.17 54,150.76 610,904.49 1,011,267.05 1,688,955.46

정읍시 34,276.30 35,250.92 727,696.84 1,554,542.22 2,351,766.28

진안군 23,286.64 712,837.04 582,211.14 1,318,334.82

[표 3-21] 행정구역별 도로의 분포

▮ 3단계 단절지점 분석

단절지점 분석은 2단계에서 수집된 산림축과 도로의 교차점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총 3,013개소(전라북도 내 3,008개소)의 단절지점을 도출할 수 있었고 행정

구역상 논산시에 분포하고 있는 3개 지점과 행정구역 정보가 반영되지 않은 2개 지점이 

포함되어 분석되었다.

인접한 행정경계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논산에 분포하고 있는 3

개 지점을 포함해야 하고, 행정구역 정보가 반영되지 않은 2개 지점은 행정경계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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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해 예리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모든 지점을 모두 전라북도의 단절 지

점으로 포함하여 총 단절지점은 3,013개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행정구역별로 본다면 익산시가 490개소, 김제시가 428개소로 상대적으로 많은 단절지

점이 분포하고 있었고 무주군이 26개소, 진안군이 48개소, 장수군이 56개소로 상대적으

로 적은 단절지점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단계에서 검토된 지형적 특성에 따른 도

로밀도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1급 백두대간의 단절은 남원시에서 29개소, 무주군에서 4개소, 장수군에서 2개소 단

절지역이 분포하고 있으며 2급 산림축은 총 429개소, 3급 산림축은 487개소, 4급 산림

축은 1,748개소, 5급 산림축은 309개소 분포하고 있다.

[그림 3-13] 도로에 의한 산림축 단절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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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축

행정구역
1급 2급 3급 4급 5급 총계

전라북도 35 429 487 1,748 309 3,008

고창군 59 55 59 65 238

군산시 149 26 85 145 405

김제시 205 223 428

남원시 29 20 69 118

무주군 4 13 9 26

부안군 67 80 116 99 362

순창군 3 32 42 77

완주군 13 9 157 179

익산시 94 396 490

임실군 12 20 74 106

장수군 2 12 15 27 56

전주시 5 200 205

정읍시 10 1 259 270

진안군 10 6 32 48

충청남도 3 3

논산시 3 3

비어있음계 1 1 2

비어있음 1 1 2

총합계 35 429 487 1,752 310 3,013

[표 3-22] 행정구역별 산림축 단절지점의 분포(단위:개소)

▮ 4단계 단절지점 유형분류

단절지점의 유형은 산립축의 위계와 도로의 구분에 따라 분류하였다. 산림축은 산림 

네트워크의 위계에 따라 중요도를 반영할 수 있고 도로 또한 위계에 따라 그 규모를 예

측할 수 있어 분류유형 또한 그 중요도와 단절정도를 반영하였다.

분류된 단절지점 유형은 총 25개 유형이고, 고속도로에 의한 백두대간 단절에서 분터 

시작하여 집산도로에 의한 4급 단절까지가 도로에 의한 산림축의 단절지점으로 볼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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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과 기타는 추후 검토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분류기준을 남겨두었다.

총 단절지점은 3,013개소로 분석되었지만 5급은 산림축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단절

지점으로 볼 수 없어 310개소를 제외한 2,703개소가 도로에 의한 산림축의 단절지점으

로 볼 수 있다. 유형별로 볼 경우 집산도로에 의한 4급 산림축의 단절이 843개소로 가

장 많고 그 다음은 보조간선도로에 의한 4급 산림축의 단절이 834개소로 가장 많다.

도로위계
산림축 위계

1급(01) 2급(02) 3급(03) 4급(04) 5급(05)

고속도로(A) A01 A02 A03 A04 A05

주간선(B) B01 B02 B03 B04 B05

보조간선(C) C01 C02 C03 C04 C05

집산도로(D) D01 D02 D03 D04 D05

기타(E) E01 E02 E03 E04 E05

[표 3-23] 단절지점 유형분류 기준표

도로위계
산림축 위계

1급(01) 2급(02) 3급(03) 4급(04) 5급(05) 총계

고속도로(A) 1 8 9 51 69

주간선(B) 1 24 25

보조간선(C) 16 202 314 834 77 1,443

집산도로(D) 18 218 164 843 233 1,476

기타(E) - - - - - -

총계 35 429 487 1,752 310 3,013

[표 3-24] 유형에 따른 단절지점 개소수(단위: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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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산림축 위계에 따른 단절지점 유형별 분포현황

마) 시사점

전라북도에 분포하고 있는 도로에 의한 산림축의 분석결과는 데이터 분석에 의한 결과

로 총 3,013개소의 단절지점이 분포하고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지만 5급 310개소

를 제외한다면 2,703개소로 볼 수 있다.

단절유형 또한 도로의 위계와 산림축의 위계로 구분했기 때문에 단절지점의 종합적인 

환경이 반영된 것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어 추후 토지이용이나 양쪽 단절지점의 환경적 

현황, 그리고 복원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서식지의 연결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복원 우선순위의 도출이 필요하다.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의 경우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밀도가 높은 특성이 있는데 이

와 같은 지역에서 물리적인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생태적 연결성에 대한 기능적 기

여도를 크게 개선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특히 3급 및 4급 생태축과 보조

간선 및 집산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이러한 문제가 더욱 우려된다. 오히려 이러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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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도시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의한 생태계 기능의 향상을 위한 시민참여 

기반의 생태축 보전 활동 방안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

상기 연구 결과는 생태축 단절의 대상을 산림축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추후 하천축이나 

야생동물축의 단절지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이와 같은 생태축의 단절에 따른 

서식지 기능의 연결성을 개체군의 유지나 유전다양성 제고 측면에서 어떤 한계가 있는

지, 생태축 연결이나 복원사업을 통해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향상이나 생물다양성 향

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

2) 산림축 단절지역 관리방안

▮ 신광재(금남호남정맥, 전라북도 진안군 – 장수군)

신광재는 금남호남정맥에 위치한 고개로 전라북도 진안군과 장수군을 연결하는 교통로

를 중심으로 펼쳐진 분지형 고랭지로 고원성 산림경관을 잘 간직하고 있다. 대상지역 북

측으로 성수산(1,059m), 박쥐봉(1,008m), 남측에 시루봉(1,101m), 삿갓봉(1,134m) 위

치하며, 하미치마을, 비사랑마을을 통해 ‘진안고원길’과 연결된다. 특히 고원성 초원 경관

과 산림생태계를 간직하고 있고, 주변의 백두대간과 금남호남정맥을 바라보는 경관이 우

수하여 산림휴양지로도 활용될 수 있는 곳이다. 또한 신광재가 위치한 노촌리 산 1-5번

지를 중심으로 도유림이 넓게 펼쳐져 있어 도와 진안군, 장수군에서 약용작물과 산림경

관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길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예정된 726번 지방도가 확포장 공사가 계획되어 있고, 향후 산림자원을 

활용한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따라서 일부 지역의 산림생태계의 훼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신광재의 산림생태축 복원사업이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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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신광재 경관 현황

▮ 국도 27호선 운암대교(호남정맥, 전라북도 임실군 – 완주군)

임실군 운암면의 옥정호에 위치한 운암대교 일원은 옥정호(하천축)와 호남정맥(산림축)

이 서로 평행하면서 연결되는 곳으로 다양한 생태경관을 보유하여 생물서식지로서 가치

가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국도 26호선 및 운암대교, 749번 지방도가 호남정맥을 단절

하고 있고, 749번 지방도 인근의 물안개길과 붕어섬 방면으로 향하는 관광객, 호남정맥 

종주산행객, 수변도로 인근의 카페와 음식점, 주택, 펜션 등의 개발로 인해 생태축의 훼

손과 단절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이다.

도로변 사면절개지와 임연부에 대한 복원, 호남정맥과 옥정호의 블루-그린 생태네트워

크 연결을 위한 생태축 연결·복원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옥정호 주변 수변 자

투리땅에는 오염물질 제거능력이 우수한 포플러, 버드나무류 등을 활용한 수변림을 조성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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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옥정호-호남정맥 블루-그린 네트워크 복원사업 개념도

출처 : 임실군(2022)112)

112) 임실군, (2022). 옥정호 권역 경관조성 중장기계획 수립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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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천축 단절지역

1) 하천축 단절지역 현황

하천주변에 위치한 농경지 용수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취수보는 하천 수생태축을 단절

시키는 주요한 요인이다. 이 보를 중심으로 상류와 하류의 식생구조가 상이한 경우가 많

으며 어류종과 개체수 역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라북도를 흐르고 있는 만경강, 동진강, 섬진강의 수생태계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는 취수보의 개선과 어도의 설치가 중요하며 기존 선행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현상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취수보는 (사)전라북도 강살리기추진단이 2016~2018년 수행한 취수

보의 실태조사 및 분석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어도의 설치현황은 해양수산부 국가어도정

부시스템 자료를 활용하였다.

가) 취수보 현황

▮ 만경강

(사)전라북도 강살리기추진단은 ‘만경강 취수보의 실태조사 및 분석(2016.12.)’에서 국

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취수보와 어도를 대상으로 현상태를 조사하였다. 185개 보를 조사

하였으며 파손상태가 심각하거 기능을 상실하여 철거가 필요한 보 9개소를 제시하였다.

하천별로 철거대상은 만경강 3개소(제자, 어우구, 남봉교) 전주천 4개소(전주천16, 전

주천17, 고내, 전주천28), 고산천 2개소(하삼기, 밀파)였다

구분 소계
만경강 소양천 전주천 고산천 삼천 구룡천 아중천 천호천

국가 지방 국가 지방 국가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전체 185 17 20 6 14 5 24 30 24 2 19 24
철거 9 3 4 2
양호 154 8 18 6 13 5 16 23 24 2 17 22
파손 19 5 2 1 4 4 1 2
기타 3 1 1 1

[표 3-25] 만경강 하천별 보 현장조사 종합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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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진강

(사)전라북도 강살리기추진단은 ‘동진강 취수보의 실태조사 및 분석(2017.12.)’‘에서 국

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취수보와 어도를 대상으로 현상태를 조사하였다. 137개 보를 조사

하였으며 파손상태가 심각하거 기능을 상실하여 철거가 필요한 보 4개소를 제시하였다.

하천별로 철거대상은 동진강 2개소(동진강7, 동진강9),  정읍천 1개소(정읍천27), 두월

천 1개소(두월천6)였으며 어도불량으로 개선이 필요한 대상으로 동진강 2개소(낙양, 하

암), 천원천 2개소(천원천3, 왕구래)를 제시하였다.

[표 3-26] 동진강 하천별 보 현장조사 종합평가 결과

구분 소계

동진강
본류

정읍천 원평천 고부천 칠보천 용호천 천원천 용산천 한교천 신평천 두월천 소성천

국가 지방 국가 지방 국가 지방 국가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전체 137 18 18 19 23 9 2 6 11 7 1 1 16 6

양호 11 5 3 3

보통 90 5 14 15 19 8 1 2 6 6 1 1 9 3

불량
(미흡)

30 5 1 3 4 1 1 4 1 1 6 3

철거
요망

4 2 1 1

어도
불량

4 3 2

▮ 섬진강

(사)전라북도강살리기 추진단은 ‘섬진강 취수보의 실태조사 및 분석(2018.12)’에서 국

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취수보와 어도를 대상을 현상태를 조사하였다. 173개 보를 조사하

였으며 7개 보에 대해서 파손상태가 심각하거나 기능을 상실하여 철거가 필요하다고 제

시하였다.

하천별로 살펴보면 섬진강 본류 2개소(관촌, 반송리3), 요천 2개소(중동, 번암), 경천 1

개소(용산리4), 오수천 1개소(신기리1), 둔남천 1개소(오암리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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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7] 섬진강 하천별 보 현장조사 종합평가 결과

구분 소계
섬진강
본류

요천 오수천 경천 둔남천

국가 지방 국가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전체 173 9 42 10 32 32 16 32

철거 7 2 1 1 1 1 1

양호 55 5 9 4 10 5 5 17

보통 85 3 25 4 14 18 10 11

파손 26 1 6 1 7 8 3

기타

나) 어도현황

국가어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2021년 기준 전라북도에 설치된 보는 4,150개였으며 어

도가 설치율은 19.6%로 814개 보 만이 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

국 평균어도 설치율 16.3%에 비해 다소 높으나 하천구간내 어류의 이동성 확보를 위한 

어도설치율 증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3-28] 전라북도 보 및 어도현황(2021년)

구분 보

보용도

어도
설치율
(%)

평가등급 개보수
대상
어도

개보수필
요율
(%)보 댐 하구둑 양호 미흡 불량

판정
보류

전
국

33,904 74 3 17 5,517 16.3 1,731 3,380 348 58 3,728 67.6

전
북

4,150 2 1 4 814 19.6 295 454 52 13 506 62.2

출처 : 해양수산부 국가어도정보시스템(fishwa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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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천축 단절지역 관리방안

단절된 하천의 수생태축을 복원하고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를 철거하거나 수

생태계 연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울형으로 개선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기능 상실 보를 철거한 대표적 사례로 공릉천 공릉2보 철거가 소개되고 있다. 보 철거

후 어류의 종수가 상류의 경우 8종에서 12종으로 증가하였으며 하류 역시 8종에서 10종

으로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1m 정도 수위가 내려가 홍수 

안전성이 증가하였으며 BOD 수질이 개선되었다.113)

성남시는 2015년 탄천보를 시작으로 탄천내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나 

기능을 상실한 보를 철거하고 있다. 2018년에는 미금보를 철거하였으며 2022년 백현보

를 포함한 9개 보를 철거한 후 자연형 여울을 조성할 계획이다. 미금보 철거로 탄천의 

수질이 4~5급수에서 2~3급수로 개선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14)

[그림 3-17] 탄천 미금보 철거 및 자연형 여울115)

하천내 여울은 용존산소를 증가시키고 특정 수생식물 먹이제공 및 하상안정에 기여하

는 공간이다. 노후된 보를 여울형 보로 개량함으로써 하천내 수생태계 연결성을 확보하

는 접근이 필요하다. 완주군 구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추진된 경천보(여울) 개량으

로 종적 생태 연결성 및 수생물 서석처를 확보한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113) 경기연구원, 지방하천사업, 현장에서 답을 찾자, 2021.4.14., 이슈&진단 No. 452

114) 연합뉴스, 성남시, ‘기능상실’ 탄천 9개 보 연내 철거... 자연형 여울 조성, 2022.2.9

115) 김현정(성남환경운동연합), 탄천 미금보 사례,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물관리정책 포럼 발표자료,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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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경천보(여울) 설치계획116)

116) 채병구, 이민호, 허준호, 자연친화적 여울설치, 2020.7.15., 삼안기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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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라북도 광역생태축 분석

가. 개요

1) 목적

전라북도 환경보전계획(2020~2040)에서 광역생태축의 주요 구성 요소를 산림축과 하

천축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공간적인 구상 개념도를 제시한 바 있다([그림 2-21] 참조). 

이에 따라 실제 광역생태축 관리지역이 어떤 곳인지를 평가항목과 지표를 선정하여 분석

하고, 핵심지역과 완충지역으로 구성되는 관리지역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은 광역생태축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중장기 

추진전략과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데에 있다. 또한 광역생태축의 보전 대상지역을 선정하

기 위해서는 전술하였듯이 생태적 우수지역 등을 우선 선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

역의 정밀한 생태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향후 구축할 광역생태축의 도면작성을 위한 사전 단계로 기존

에 국가에서 제시한 방법을 적용하여 전라북도의 광역생태축을 도면화 하고자 한다.

2) 분석 방법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하는 생태축의 구축을 위한 상위 계획 및 이전에 추진되어왔던 

사례를 기반으로 분석방법을 도출하고자 한다.

생태축 구축은 2007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발간한 「도시생태축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117), 2007년에서 2009년까지 추진된 광역생태축 연구들118), 2020년 

환경부에서 발간된 「생태축 설정기준 및 공간범위 구체화를 위한 연구」119)가 추진되어왔

다.

117) 환경부, (2007), 도시생태축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118) 환경부, (2007), 광역생태축 구축을 위한 연구; 환경부, (2008), 금강충청권 및 태백강원권 광역생태축 
구축을 위한 연구; 환경부, (2009), 낙동강영남권 및 영산강호남권 광역생태축 구축 연구

119) 환경부, (2020), 생태축 설정기준 및 공간범위 구체화를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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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2007년에서 2009년까지 추진된 광역생태축 연구성과를 연계성 

평가항목의 데이터로 활용해 왔고 2019년에 최신정보를 활용한 갱신이 있었고, 2021년

에 지형적 기준의 평가요소의 개선이 있어왔으며 2022년 현재 연계성 평가정보의 개선

을 위한 보완연구가 추진되었다.

생태축의 개념 및 구현은 행정계획의 위계와 함께 국가단위, 광역단위, 지역단위로 구

체화 되고 있지만 실체를 구현하는 방안은 지역의 현황에 따라 다르게 추진되고 있어 전

라북도의 현황에 적합한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 2021년 연계성 평가방법에 따른 전라북도 광역생

태축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가) 평가항목 선정

평가항목 및 범위는 앞에서 추진된 사례에 따라 산림축, 하천축, 야생동물축을 대상으

로 하고자 하며 법적보전지역과 그에 준하는 가치가 분포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

고자 한다.

산림축과 관련된 법적 보전지역은 백두대간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공원, 산

림유전자원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 보전산지, DMZ 군사분계선, 민통선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환경생태적 기준은 생태자연도 상위등급과 임상도의 상위영급, 지형적 기준은 정

맥, 중유역, 표준유역을 대상으로 구성하였다.

하천축은 습지보호지역과, 수변구역을 법제적 항목으로 하고 그 하천과, 습지를 환경생

태적 기준으로 하였으며, 야생동물축은 야생동물 보호구역과 주요종 발견지점을 대상으

로 하였다.

이와같은 산림축, 하천축, 야생동물축의 기준은 기존의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었던 기준

을 고려하여 설정한 것이고 생태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신규 정보 또는 관련 연구가 진

행될 경우 그에 따라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생태축을 설정하기 위한 평가항목은 무한대의 범주로 볼 수 있는데 연구자의 시각이나 

사회적 요구, 기술개발에 따른 분석개발의 발전 그리고 관련 정보의 생산현황에 따라 다

른 평가범위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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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생태축을 평가하는 시점에 어느 범위까지를 생태축으로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자연자원 보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사회적 요구와 정보의 현황의 교차점에

서 평가항목 범위의 적합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생태축 평가항목 구분 평가요소
산림축 법제적 - 백두대간 보호지역

- 생태·경관보전지역
- 자연공원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 천연보호구역
- 보전산지(공익용산지)
- DMZ 군사분계선
- 민통선지역

환경생태적 - 생태·자연도
- 임상도

지형적 - 정맥
- 표준유역도

하천축 법제적 - 습지보호지역
- 수변구역

환경생태적 - 하천
- 습지

야생동물축 법제적 -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환경생태적 - 주요종 발견지점

[표 3-29] 전라북도 광역생태축 평가항목 선정

 

나) 평가 방법

광역생태축의 도면 구축에는 다양한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 평가항목의 설정 부문에

서 검토한 바와 같이 평가항목의 범위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방법 또한 

다양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다.

우선 광역생태축의 개념적 특성에서부터 살펴본다면 경관생태학(landscape ecology)

에서 제시된 코리도(corridor)의 개념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경관생태학에서 코리더의 

역할은 서식지간의 통로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을 의미하고 있고, 강이나 하천 또는 야생

동물의 이동통로 등을 예시로 제시하고 있어 초기의 개념은 서식지간의 연결통로로 이해

하고 구체적인 구현을 위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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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근본적인 개념에서 시작하여 구현을 위한 생태축 평가방법을 제시하게 된다면 우선 

서식지의 분석이 진행되어야 하고 그 이후 서식지 사이의 이동 가능성을 평가하여 생태

축의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현황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계획의 측면에서도 검토해

야할 필요가 있는데 행정계획의 위계에 따라서 국가단위에서 평가방법은 국토계획과 연

계하여 가장 핵심적인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평가방법이 선정될 수 있을 것이다. 광

역단위나 지역단위로 계획의 대상범위가 작아지고 구체화 될수록 그 평가범위나 방법은 

그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현되는 특성이 도출될 것이다.

평가방법은 우선 활용대상을 고려해야 하고, 지역의 현황, 평가범위 및 평가항목, 활용

가능한 정보 현황, 분석 가능한 기술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해야할 필요

가 있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법제적 평가항목과 환경생태적 평가항목을 활용하여 전국을 5개

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각 등급의 관리기준을 1등급 절대보전, 2등급 우선보전, 3

등급 완충관리, 4등급 개발관리, 5등급 개발허용으로 보전과 개발의 관리기준을 제시하

고 있다(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지침).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등급관리기준을 기반으로 연계성 평가방법 또한 개선을 추진하

고 있는데 등급별 구분을 법제적 행위제한을 기준으로 하여 생태축을 보전하기 위한 평

가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등급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평가기준 연계성 평가기준

1등급
- (절대보전) 최우선 보전지역으로서 원칙적으

로 개발을 불허
- 1등급: 법제적 행위제한이 있는 지역(생태자

연도 포함) 중 중요 지역

2등급
- 2등급(우선보전) 원칙적으로 개발을 제한하

고, 예외적인 경우에 소규모의 개발을 부분 
허용

- 2등급: 법제적 행위제한이 있는 나머지 지역

3등급
- 3등급(완충관리) 보전에 중점을 두는 지역이

지만 개발의 행위, 규모, 내용 등을 환경성평
가를 통하여 조건부 개발을 허용

- 3등급: 법제적 행위제한은 없지만 환경적으
로 가치가 있는 지역 중 중요 지역

4등급
- 4등급(개발관리) 개발수요관리를 전제로 친환

경적 개발 추진
- 4등급: 법제적 행위제한이 없지만 환경적으

로 가치가 있는 나머지 지역

5등급
- 5등급(개발허용) 환경을 충분히 배려하면서 

계획적 이용
-

[표 3-30]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및 연계성 평가항목의 등급에 따른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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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환경성평가지도 평가기준에 따른 연계성 평가항목의 평가기준을 적용한 생태축 평

가방법은 법적 보전지역을 1등급으로 반영하고, 그에 준하는 민통선지역, 생태자연도 2

등급 지역, 정맥으로부터 150m 이내 지역은 2등급으로, 임상도 6영급 이상지역, 중유역 

경계선으로부터 150m범위지역, 하천지역, 주요종 발견지점에서 500m이내 지역은 3등

급으로, 임상도 4~5영급지역, 표준유역 경계선으로부터 100m지역, 하천경계에서 500m

지역은 4등급으로 적용하고 있다.

앞의 산림축의 위계에 따를 경우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1급 산림축으로 구분할 수 있

고, 정맥으로부터 150m범위지역은 2급 산림축으로, 중유역 경계선으로부터 150m지역

은 3급 산림축, 표준유역으로부터 100m지역은 4급 산림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생태축 평가방법은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와 국가단위의 행정계획 및 환경

영향평가 등에서의 기준을 활용하여 작성된 평가방법으로 광역단위에서 평가하기 위해서

는 더욱 세분화된 데이터와 평가방법이 필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의 수립단계에서 광역단위의 데이터 구축현황과 적용 가능한 평가기준

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단위에서 수립한 데이터와 평가방법을 적용한 성과물을 기준

으로 전라북도의 현황을 검토하고자 한다.

축 유형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방법

적용기준 적용등급

산림축 법제적 - 백두대간 보호지역 - 대상지역 1등급

- 생태·경관보전지역 - 대상지역 1등급

- 자연공원 - 대상지역 1등급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 대상지역 1등급

- 천연보호구역 - 대상지역 1등급

- 보전산지(공익용산지) - 대상지역 1등급

- DMZ 군사분계선 - 대상지역 1등급

- 민통선지역 - 대상지역 2등급

환경생태적 - 생태·자연도 - 1등급 지역 1등급

- 2등급 지역 2등급

[표 3-31] 광역생태축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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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석 결과

산림축, 하천축, 야생동물축의 3개의 생태축에는 총18개의 평가항목이 적용되었다. 법

제적 평가항목으로는 백두대간 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공원 등 11개의 항목이 

적용되었고, 환경생태적 평가항목으로는 생태자연도, 임상도, 정맥, 표준유역, 하천, 주요

종 발견지점 등의 항목이 적용되었다. DMZ나 민통선지역은 전라북도에 분포하지 않기 

때문에 적용되는 정보가 없었고 그 이외의 정보는 개별 평가항목의 특성에 따라 적용되

었다.

분석결과 광역생태축의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분류된 전체 면적은 4,076.73㎢로 전라

북도 전체면적(8,095.99㎢)의 50.35%에 해당하였다. 등급별로 보면 1등급은 1,760.77㎢

로 21.75%(전체 생태축 중에서는 43.19%), 2등급은 1,614.22㎢로 19.94%(전체 생태축 

중에서는 39.60%), 3등급은 380.19㎢로 4.70%(전체 생태축 중에서는 9.33%), 4등급은 

321.55㎢로 3.97%(전체 생태축 중에서는 7.89%)로 분석되었다.

시·군별로 보면 1등급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은 무주군, 진안군, 완주군이고, 2등

축 유형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방법

적용기준 적용등급

- 임상도 - 6영급 이상 지역 3등급

- 4, 5영급 지역 4등급

지형적 - 정맥 - 정맥으로부터 150m 범위지역 2등급

- 표준유역도 - 중유역 경계선으로부터 150m 범위지역 3등급

- 표준유역 경계선으로부터 100m 범위지역 4등급

하천축 법제적 - 습지보호지역 - 대상지역 1등급

- 수변구역 - 대상지역 1등급

환경생태적 - 하천 - 대상지역 3등급

- 하천 경계선에서 500m 범위지역 4등급

- 습지 - 대상지역 3등급

야생동물축 법제적 -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 대상지역 1등급

환경생태적 - 주요종 발견지점 - 발견지점에서 500m 범위지역 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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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은 진안군, 완주군, 임실군, 3등급은 진안군, 완주군, 임실군, 4등급은 정읍시, 김제시, 

익산시, 임실군이었다.

전체 생태축 대상지역(1~4등급)의 분포는 진안군이 13.94%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

었고, 완주군이 13.49%, 무주군이 11.68%, 남원시가 10.4%로 많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군산시가 1.97%, 전주시가 2.04%, 익산시가 3.02%로 적게 분포하고 있었다. 

행정
구역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총계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전주 41.92 1.03% 9.58 0.24% 8.44 0.21% 23.40 0.57% 83.34 2.04%

군산 22.98 0.56% 19.81 0.49% 23.44 0.58% 14.18 0.35% 80.41 1.97%

익산 46.02 1.13% 18.92 0.46% 23.56 0.58% 34.72 0.85% 123.22 3.02%

정읍 61.67 1.51% 165.12 4.05% 16.68 0.41% 63.57 1.56% 307.03 7.53%

남원 168.05 4.12% 185.57 4.55% 30.96 0.76% 24.56 0.60% 409.14 10.04%

김제 56.66 1.39% 17.93 0.44% 34.68 0.85% 39.39 0.97% 148.65 3.65%

완주 272.87 6.69% 210.10 5.15% 41.01 1.01% 25.94 0.64% 549.91 13.49%

진안 267.67 6.57% 233.64 5.73% 59.31 1.45% 7.66 0.19% 568.28 13.94%

무주 273.84 6.72% 166.77 4.09% 24.82 0.61% 10.65 0.26% 476.08 11.68%

장수 175.47 4.30% 135.08 3.31% 10.15 0.25% 2.57 0.06% 323.27 7.93%

임실 72.13 1.77% 208.70 5.12% 40.10 0.98% 34.58 0.85% 355.51 8.72%

순창 80.92 1.98% 142.83 3.50% 26.53 0.65% 18.20 0.45% 268.48 6.59%

고창 73.27 1.80% 82.98 2.04% 23.33 0.57% 2.51 0.06% 182.10 4.47%

부안 147.32 3.61% 17.20 0.42% 17.17 0.42% 19.60 0.48% 201.29 4.94%

총계 1760.77 43.19% 1614.22 39.60% 380.19 9.33% 321.55 7.89% 4076.73 100.00

[표 3-32] 전라북도 광역생태축의 등급별·시군별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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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전라북도 광역생태축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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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공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 보전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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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자연도 임상도 정맥

중유역 표준유역 습지보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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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구역 하천 습지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주요종 발견지점

[그림 3-20] 평가지표별 주제도 구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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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축 분석 결과와 단절지점 분석결과를 종합할 경우 총 단절지점 3,013개소 중 0등

급이 분포하고 있는 672개소를 제외하면 총 2,341개소의 단절지점이 분포하고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4급 산림축의 4등급 생태축에 해당하는 지점은 1,136개소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었

고, 3급 산림축의 3등급 생태축에 해당하는 지점은 418개소, 2급 산림축의 3등급 생태

축에 해당하는 지점은 322개소로 분포하고 있다.

전라북도 차원에서 광역생태축의 연결과 복원 등 생태축 보전·관리 대상 사업으로 중

점적으로 볼 수 있는 지역은 산림축 2급에 해당하는 지역의 생태축 등급1~2등급을 대상

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총 67개소이다. 아래 그림의 빨간색 지점이 생태축 1등급에 해

당하는 2급 산림축 16개 지점이고, 노란색이 생태축 2등급에 해당하는 2급 산림축 51개 

단절지점이다.

생태축 등급
산림축 위계

1급 2급 3급 4급 5급 총합계

0등급 1 40 21 345 265 672

1등급 11 16 21 62 110

2등급 20 51 27 61 159

3등급 3 322 418 148 45 936

4등급 1,136 1,136

총합계 35 429 487 1,752 310 3,013

[표 3-33] 단절지점 유형분류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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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생태축1~2등급에 해당하는 2급 산림축 단절지점 분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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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찰 및 시사점

국가단위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와 기준을 반영한 전라북도의 산림축 단절지점 분포현황 

분석 결과와 광역생태축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상기 

결과는 분석된 자료에 기반하기 때문에 향후 현장조사를 통해서 대상지에 대한 현황 파

악 및 생태축 연결 및 복원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연구 목적과 방법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본 연구는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

로 1:25,000축척의 자연생태계 현황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환경주제도들을 중첩하여 광

역생태축 도면을 구축한 결과이다. 따라서, 전라북도가 보유한 생물다양성 우수지역, 예

를 들면 만경강 중상류의 신천습지(최근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추진되고 있음)나 만경강·

동진강 하구의 대규모 철새 도래지역 등의 자료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구축한 광역생태축 분석 결과를 토대로 바로 광역생태축 관리지역으로 설정하여 활용하

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구축 결과를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생태축 1등급과 2등급에 해당하는 면적 비율이 높은 지역에 진안, 무주, 장수와 

같은 동부권 산림지역 이외에도 완주군이 상위에 포함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완주가 산림면적(대분류 토지피복지도상 산림지역 77.7%)이 상당히 넓은 지역으로 

자연성을 갖춘 지역으로서 생태축의 연결과 보전 대상지로서 가치가 높은 지역임을 시사

한다. 그러나 완주군은 전주와 익산, 새만금 등 서부권과 동부권으로 연결되는 전라북도 

지역의 교통 요지로서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미래 압력요인 또한 높은 곳이다. 따

라서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으면서 개발압력에 취약한 생태축을 발굴하여 사전에 환경가

치가 훼손되지 않으면서 지속가능한 보전·활용방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2급 산림축과 생태축 1~2등급이 교차하는 지점을 중점적으로 생

태축 연결 및 복원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하였지만, 3~4급 산림축에 해당하는 지점들도 

지역 단위에서는 생태계서비스 기능 향상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는 등 상위 위계 산림축

과의 연결성 확보 및 지역사회 혜택 제공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특별히 도시지역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더욱 추진된다면 생태축 보전뿐만 아니라 자역사

회에 생태축 보전·복원을 통한 혜택 제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도시 

내에서 그린인프라 또는 거점녹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절지점을 발굴하여 생태축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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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광역생태축의 분석 결과 지역별로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권에 

속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등은 전체 생태축 면적 비율이 10~15%에 달했으나 서부권

에 속한 군산, 전주, 익산은 2~3% 이내로 매우 적은 지역이 광역생태축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생태축 보전·복원 가치가 높은 1~2등급으로 한정할 경우 더욱 두드러진

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광역생태축으로 분류되지 않은 지역이 생태축의 

연결성이나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적다고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평가항목(산림 및 기존 보호지역 중심)과 분석에 활용된 

기초자료(국가 조사자료 중심)의 한계로 인한 부분에 의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전라북

도 지역의 생태계 현황을 정밀 조사한 자료에 기반한 광역생태축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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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라북도 광역생태축 구축을 위한 시사점 도출

국내외 생태축 정책동향과 전라북도 지역의 생태적 우수지역 현황분석, 광역생태축 구

축 기반 분석을 종합하여 전라북도 지역에서 광역생태축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다.

▮ 광역생태축의 구현을 위한 단계적 접근

우선적으로 광역생태축 구축을 위한 생태계 현황조사와 DB구축이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가가 구축한 자료만으로는 전북의 생태·환경적 특성과 고유성을 담을 

수 있는 상세한 생태계 조사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전북의 특성을 반영한 생태

계 현황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DB를 구축한 다음 생태계 우수지역이 어디인지 

도출하고, 다음 단계에서 광역생태축의 관리지역을 도면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 단계로 도출된 광역생태축 관리지역 도면을 청사진으로 삼아 도와 시·군에서 수

립하는 각종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 광역생태축 관리지역을 반영하도록 한다. 

이 때 국토계획-환경계획 연동제 등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

수산부,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에서 생태축 보전·관리 및 자연생태계 관련 정책계획과 

연계하여 전라북도 광역생태축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세 번째 단계는 본격적인 광역생태축의 구현이다. 우선 기존의 정맥 등을 통해 축의 

형태가 형성되어 있는 산림축을 중심으로 시작한다. 산림축도 정맥 등 주요 산줄기를 중

심으로 소규모로 설정하고, 점차 그 외연을 확대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으로 농지와 하천축 및 하천과 연계된 습지를 중심으로 생태축을 연결한다. 이 단계에서

는 농업지역에서의 친환경 농업 및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구현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적

극적인 참여방안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생태계 조사를 통해 발굴된 주

요 생물종 서식지와 하천 범람원, 도서연안 및 해양 생태계를 대상으로 생태축 구축사업

을 추진한다.

▮ 광역생태축의 공간범위 구성 방향 설정

생태축의 공간적 범위를 어느 범위까지 하며, 그에 따른 구성요소의 선정이 각 국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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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연구자마다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범위는 첫째, 산림축, 

하천축, 야생생물축 등의 축 또는 주요 보전대상 서식지에 대한 구성요소 측면이 있고, 

둘째, 보전가치와 사람들의 이용정도에 따라 ‘핵심지역’, ‘완충지역’, ‘협력구역’ 등을 설

정하는 부분을 포함한다.

우선 구성요소 측면에서 보면 전라북도 광역생태축에서 보전·관리 대상으로 삼을 축 

또는 서식지 선정이 필요하다. 전북에는 금남호남정맥, 호남정맥, 금남정맥, 금강정맥 등

의 다양한 산줄기가 형성되어 있고, 일부 단절구간을 제외하면 형태적 측면에서도 생태

축의 모양을 갖고 있다. 또한 만경강, 동진강, 금강, 섬진강 등의 하천축을 따라 습지와 

수변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새만금과 연안지역을 따라서 도서와 갯벌, 자연해안

선이 잘 발달되어 있다. 따라서 산림축과 하천축(습지 포함), 도서연안축을 광역생태축 

구성의 핵심 요소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관리지역은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Man and Biosphere)에서 제시한 생물권보전지

역(Biosphere)의 공간관리 개념인 ‘핵심지역(core area)’, ‘완충지역(buffer area)’ 및 

‘협력구역(transition area)’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을 제안한다. ‘핵심지역’은 중요 생

물종의 서식과 관련된 지역 및 생물종의 이동과 서식지의 연결을 위한 통로 역할을 하는 

코리더로 구성된다. ‘완충지역’은 생물종 서식지와 코리더로 이루어진 핵심지역을 보호하

기 위해 외부 위협요인으로부터의 충격을 어느 정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지역으로 구성

한다. ‘협력구역’은 생태축의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생태계서비스 혜택을 받

고, 다양한 생태축 보전과 관리 참여에 따른 경제적 혜택이 이뤄지는 구역을 의미한다. 

이러한 협력구역은 시·군별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관리범위를 설정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 전북 고유의 생태·환경자산을 생태적 중요지역으로 반영

광역생태축이 목표하는 지역 차원에서의 생물다양성의 증진과 생태계 기능 유지 효과

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라북도가 보유한 다채로운 생태·환경자산을 발굴하여 

생태적 중요지역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14개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자연생태 전문가들에 의해 조사된 주요 생물종(멸종위기종 포함) 서식처가 공간자

료로 구축되고, 이를 활용하여 생태적 중요지역이 발굴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적, 세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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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중요도가 있는 지역을 발굴하기 위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국제협약에 따른 보

전지역(람사르 습지 중 핵심지역 등)을 생태적 중요지역(ecological hotspot)으로 설정

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생태적 기능 유지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생태적 중요지역 내·외부에 적정한 

규모의 완충지역을 마련하고, 철새도래지 등의 생태축 유지 필요지역과 함께 이들을 연

결하는 금강·만경경·동진강·섬진강 등의 본류 및 지류, 하천 범람원을 통한 수생태계와 

수변지역의 생태계 연결, 주요 생물종의 이동성을 고려한 생태적 연결성을 위해 코리더

(생태축 복원 필요지역)를 설정한다.

▮ 국가와 지역의 생태환경 조사자료 및 공간정보 적극 활용

 광역생태축을 공간화하여 지역의 각종 도시계획 및 환경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

역의 생태환경과 계획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생태계 조사자료가 공간정보로 구축

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에서 구축되어 이미 DB화가 완료된 자연환경분야의 각종 조사자

료 및 공간정보 자료, 관련 정보시스템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 때 군산, 익산 등 시

(市,)에서 구축되고 있는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 생태계 구조와 기능 유지 및 회복을 위한 생태축 연결 및 복원사업 발굴

전라북도의 생물다양성 증진과 생태계서비스 제공 확대, 생태·환경자산의 가치 창출을 

위해 광역생태축의 연결과 복원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추진이 필요하다. 기존에 생태축 

복원사업인 한반도 생태축 구축사업, 도시생태축 구축사업 이외에도 산림청에서 추진하

는 마루금 단절지역 연결사업 등 산림축의 연결·복원사업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도시나 농지, 하천, 습지, 도서연안 및 해양생태계를 대상으로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생태계 보전 및 조성, 복원 사업 중에서 생태축의 연결·복원 효과가 있는 사

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의 경우 최근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 

3항을 통해 「자연환경복원사업(녹색복원사업)」을 지역별로 발굴하여 생태축 연결과 복원

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각 부처별 신규 사업 예산을 전북 지역의 생

태축 연결과 복원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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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계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린인프라 사업 발굴 필요

영국 서부지역 및 독일 등 많은 국가들은 기존의 서식지와 생물다양성 보전 중심의 생

태네트워크에서 나아가 그린인프라 사업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생태축의 보

전이 단순히 생태계의 보전과 생물다양성의 증진이라는 전통적인 목적 달성에 국한되었

던 틀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앞으로의 생태축 구축은 서식지와 생물다양성의 보

전을 기본으로 하면서 지역사회에 생태계서비스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당면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연기반 해법(nature based solutions)으로서 다기능·다

목적의 그린인프라스트럭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광역생태축의 시·군 확산을 위한 재정지원 및 제도기반 마련

생태축의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적 지원과 제도 기반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광역생태축의 구축 주체가 국가보다는 도와 시·군이 담당해야할 역할이

나 국가에 비해 생태축의 보전과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전라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에서 다양한 생태축 보전·복원사업을 추진하는데 지

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의 법령만으로는 광역생태축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 전라북도 환경기본 조례, 전라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실

효성 있는 광역생태축 및 지역생태축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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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전라북도 광역생태축 구축방향과 추진과제

1.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가. SWOT분석 및 기본방향 도출

1) SWOT분석

전라북도의 광역생태축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SWOT분석

을 실시하여 전라북도가 가진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 강점(Strength)

￮ 전라북도는 산림축, 하천축, 도서연안축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농지, 연안 및 내륙습

지, 고원성 경관, 산악지형 등 다채로운 생태경관과 서식지를 보유하고 있다.

￮ 동부권에는 덕유산국립공원, 지리산국립공원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비롯하여 금남

호남정맥, 금남정맥, 금강정맥, 호남정맥 등 산림축의 골격을 잘 과 무주, 진안, 장수

를 중심으로 고원성 경관과 산악지형이 잘 발달되어 있다.

￮ 서부권에는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을 중심으로 하천축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이는 새

만금과 연안축으로 이어지면서 주변 지류하천을 통해 드넓게 펼쳐진 농지 생태계와 

연결된다.

￮ 도서연안에는 새만금과 변산반도 및 선운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지정된 곰소만 

갯벌과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위도와 고군산군도 등 다채로운 연안 및 해양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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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점(Weakness)

￮ 전라북도는 주요 산림축과 하천축이 각종 도로개발사업과 교량 건설, 하천정비사업 등

으로 인해 산림패치가 지속적으로 파편화되고 단절되고 있으며, 수량유지와 농업용수 

공급 등을 위해 설치되었으나 기능을 상실한 보가 많아 어류 등의 이동에 제한을 주

고 있다.

￮ 또한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주변지역, 옥정호와 동부권 산악지역, 고군산군도 등을 중

심으로 점적·면적 관광지 개발사업이 지역별로 많이 추진되어 산림축과 하천축, 도서

연안축의 생태적 연결성이 저하되고, 파편화가 진행되는 곳이 많다.

￮ 지역에서 구축하는 생태계 조사정보가 DB화되어 있지 않아 생태적 중요지역을 판별

하고 생태축으로 연결하기 위한 자료 구축에 한계가 있다.

￮ 국가에서 구축된 법제도에 비해 광역생태축 구축을 위한 재정 지원 체계가 약하며, 전

라북도의 법제도와 재정지원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 기회(Opportunity)

￮ 만경강과 동진강 중·하류는 2000년대 후반부터 하천정비사업과 강살리기 사업 등을 

통해 하천구역 내 농업활동을 제한하여 초지 생태계가 증가하고 버드나무 등 식생천

이가 일어나는 등 자연성이 개선되고 있다.

￮ 만경강과 동진강, 새만금 지역, 고군산군도, 위도 등 주요 강 하류와 도서연안을 중심

으로 황새, 노랑부리백로, 오리류 등 겨울철새들의 방문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동

북아 철새이동경로(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Partnership; EAAFP)상의 주

요 거점이 될 수 있다.

￮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해 부처별로 다양한 

자연환경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산림청은 신림생

태축 연결 및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축 구축 개념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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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제시하고 본격적인 생태축 구축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전라북도는 민선8기 정책과제 중 하나로 생태·환경자산의 가치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

으며, 이를 위해 생태계 보전과 지역사회 혜택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

다.

￮ 전라북도에는 전주시의 천만그루 나무심기와 정원가꾸기 사업 등 민간을 중심으로 생

태계를 보전하는 사업이 있고, 자연환경연수원 등을 중심으로 시민과학 기반의 생태계 

조사활동이 이뤄지고 있어 이를 활용한다면 민간 참여 기반의 광역생태축 구축사업의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 위협(Threatness)

￮ 전라북도는 익산, 김제, 정읍, 고창 등 서부권의 평야지역과 전주 주변의 완주를 중심

으로 시가지와 산업단지 개발, 토석채취 등 개발사업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환경 압력

에 노출되어 있다.

￮ 만경강을 중심으로 완주군의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와 같이 수변을 중심으로 한 산

업단지 개발과 친수공간 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될 예정으로 이러한 사업이 개

발 중심으로 추진된다면 생태축의 연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도서연안에도 고군산군도와 위도, 금란도 등을 중심으로 관광지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동아시아권 철새들의 휴식과 중간 기착지로서의 역할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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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생태축 구축 기본방향 도출

국내외 광역생태축 구축 관련 정책동향과 연구사례 분석, 전북지역의 광역생태축 구축 

여건 분석을 종합하여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향후 전라북도 지역의 광역생태축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을 아래 그림과 같이 도출하였다.

[그림 4-1] 전라북도 광역생태축 구축 기본방향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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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된 전라북도의 광역생태축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전라북도의 고유한 생태적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생태계 조사를 통해 생태적 

중요지역을 발굴하고, 이들을 기존의 보호지역, 거점녹지와 연결하는 전라북도 광역생

태축의 기본 골격을 구축한다.

￮ 둘째, 광역생태축 기본골격을 토대로 산림축과 하천축, 도서연안축 및 주요 거점지역, 

코리더로 구성되는 전라북도 광역생태축 관리지역을 도면화하고, 전라북도의 환경정책

과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셋째, 단계별 추진전략에 따라 광역생태축 단절지점의 훼손실태 조사와 재연결, 생태

적 중요지역의 보전, 지역사회에 생태축 구축을 통한 혜택 제공을 위한 광역생태축 보

전·복원사업을 발굴·추진한다.

￮ 국가와 도, 시·군, 민간이 참여·협력하여 광역생태축을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

록 국비확보 등 재정지원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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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장기 추진전략과 과제 도출

도출된 광역생태축 구축 기본방향을 토대로 향후 전라북도에서 구축해야 할 광역생태

축의 최종 지향점인 비전과 중장기 목표, 추진전략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 비전 및 목표

￮ 비전은 “도시·농산어촌이 자연으로 연결되는 전라북도 광역생태축”으로 설정하였다.

￮ 목표는 “전북의 생태·환경자산을 발굴·연결·복원하는 J-생태벨트 구현”으로 설정하였다.

▮ 추진전략과 추진과제

￮ 전라북도 광역생태축 구축을 위한 4대 추진전략과 8대 추진과제를 아래 그림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4-2] 전라북도 광역생태축 구축 비전-목표-추진전략-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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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장기 광역생태축 구축․관리 추진과제

가. 전라북도 생태·환경자산 조사 및 생태계서비스 평가지도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선형·면형 개발사업 추진으로 생물서식지가 훼손·단절되고, 주요 생태축이 파편화되고 

있으며, 이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 감소를 불러오고 있다.

￮ 산림, 하천, 습지, 도서연안, 해양생태계에 산재한 전북 고유의 생태·환경자산을 지역 

전문가가 참여하여 조사하고 목록화하며, 생태계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DB 구축이 

필요하다.

▮ 세부 추진과제

￮ 전라북도 생태·환경자산 조사

전라북도 전역의 산림, 하천, 습지, 도서·연안, 해양에 산재한 자연생태자원을 분류군별 전문가가 참여

하여 정밀한 생태계 조사를 실시하고 DB로 구축

지역사회에서 전문가에 의해 조사·기록된 생태자산을 목록화하고 DB로 구축

￮ 생태·환경자산이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 평가 및 지도구축

지역의 생태환경분야 전문가와 지역주민, 도와 시군 행정이 협력하여 생태·환경자산이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를 설정

생태계서비스 모델링 평가기법과 시민참여 생태계서비스 평가기법을 활용하여 전북의 생태자산이 제공

하는 생태계서비스를 평가

생태·환경자산과 생태계서비스 평가결과를 지도화하고, 도면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 공개

▮ 추진주체 및 협력기관

￮ 전라북도, 시·군, 환경부, 산림청, 농식품부, 해수부



230 ∙ 전라북도 광역생태축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나. 전라북도  광역생태축 관리지역 도면화 및 자연환경 정보체계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광역생태축 보전을 지역사회의 각종 개발사업 추진 등에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는 광역생태축 관리지역을 도면화하여 각종 계획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 전라북도 환경보전계획(2021~2031)에서 제시한 광역생태축 구축 개념을 토대로 산림

축, 하천축, 도서연안축으로 구성되는 광역생태축 관리지역을 도면화하고, 생태축 기반

의 정책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자연환경 정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세부 추진과제

￮ 전라북도 광역 생태지도 구축 및 광역생태축 관리지역 도면화

국가공간정보와 지역의 전문가들에 의해 조사된 분류군별 생태계 조사자료, 시·군별로 구축된 도시생태

현황지도를 활용하여 생태계 우수지역을 포함하는 1:5,000축척의 전라북도 광역 생태지도를 구축

핵심지역-완충지역-코리더-협력구역으로 구성되는 전라북도 광역생태축 관리지역 설정 및 지도구축

￮ 전라북도 자연환경 종합 정보체계 구축

전북지역에서 조사된 각종 생태계 조사자료와 개발사업 정보, 3차원 모델링 자료와 인공위성·드론 촬영 

영상정보 등을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수집하고, 현실과 유사한 3차원 시뮬레이션을 통해 생태축 보전·

복원사업의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전라북도 자연환경 종합 정보체계」 구축

▮ 추진주체 및 협력기관

￮ 전라북도, 시·군, 환경부,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LX한국국

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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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림-하천-도서연안-해양으로 연결되는 J-생태벨트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경제발전과 인간 중심의 토지이용으로 인간 중심의 건조환경(Built environment)

으로 변화함에 따라 자연생태계가 훼손되고 생물서식지가 파편화되었으며, 그에 따라 

산림, 농지, 하천, 습지, 연안, 해양이 단절되고 있다.

￮ 산림-하천-도서연안-해양을 연속생태계(Eco-continuum)로 연결하는 전라북도 생태

벨트를 구축함으로써 경관생태학적 서식지 다양성을 확보하고, 생물다양성을 향상하고

자 한다.

▮ 세부 추진과제

￮ 단계적 생태축 연결·복원을 위한 「전라북도 광역생태축 구축 기본계획」 수립

광역생태축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들을 단계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와 관련 국가

예산 확보 등 구체적 실행방안 제시를 위해 전라북도 광역생태축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

「환경정책기본법」상 각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시·도 및 시·군 환경보전계획에 지역에서 

추진하는 광역생태축을 의무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시·도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 및 「시·군·구 환

경보전계획 수립지침」에 광역생태축의 개념과 역할, 구축 범위와 예산 지원 사항 등을 명시할 것을 제

안(환경부 협력과제)

￮ 백두대간과 정맥 등 산림축과 만경강, 동진강, 섬진강 등 하천축의 연결 및 복원

주요 산림축인 정맥 단절지점 재연결 및 생태통로 구축과 사면절개지 복원, 산줄기 마루금 산림생태축 

복원사업 추진

만경강과 동진강, 섬진강 하천축에 대한 수변 생태벨트 조성사업 추진 및 기능을 상실한 보를 철거하고 

자연형 여울과 자연형 어도를 설치

￮ 국가생태축 및 타 광역지자체와 연계한 대규모 생태축 연결·복원사업 추진

(대내) 전북의 주요 산림축인 백두대간 및 정맥과 하천축(만경강, 동진강, 금강, 섬진강) 및 새만금과 도

서연안축을 초광역으로 연결하여 서식지 다양성과 기후변화 회복력을 확보하고, 다양한 생태경관을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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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환경부 광역생태축(산림축과 하천축 중심), 해양수산부 해양생태축(서해안 도서·연안), 산림청 산

줄기(백두대간-정맥-기맥-지맥 및 그 주변 보전산지), 충남 통합생태네트워크(산림, 하천, 연안, 동물생

태축), 전남 환경관리지역(산림, 하천축 중심), 충북, 경남, 경북과 연계·협력하여 생태축 연결·복원사업 

발굴 및 추진

[그림 4-3] 전북의 광역생태축과 연계할 수 있는 충남 및 전남지역 광역생태축

출처 : 충청남도(2016); 김일권(2021)

▮ 추진주체 및 협력기관

￮ 전라북도, 시·군, 환경부,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충청남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4장 전라북도 광역생태축 구축․방향과 추진과제 ∙ 233

라. 도시, 농산어촌 생태거점을 연결·복원하는 그린인프라스트럭처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전라북도 농촌마을과 도시 내 구시가지는 고령화와 인구 순유출로 지역 활력이 저하

되고 생태계 훼손이 발생되어 기후변화 적응력이 저하되고 있다.

￮ 코로나-19이후 주거지 인근의 녹색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미세먼지와 대

기질 개선, 휴식공간 확보 차원에서 그린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농산어촌과 도시 내 인구감소 읍면동을 중심으로 거점녹지와 생태공간을 조성하는 그

린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여 산림축·하천축·도서연안축과의 연결성을 향상시키고 생

태계의 회복력을 제고하며, 지역사회에 다양한 생태계서비스 혜택을 창출한다.

▮ 세부 추진과제

￮ 도시와 농산어촌 생태거점을 연결하는 그린인프라스트럭처 구축

도시 내 유휴지(폐교, 폐공장, 폐공공시설 등), 교통섬, 노후 도시계획시설(생활권 어린이공원 등) 등을 

주변의 산림축, 하천축, 도서연안축과 연결하여 도시 생물서식공간 제공 및 생활권 휴식공간 활성화

휴경지, 폐경지, 둠벙, 논습지, 농수로 등을 생물서식공간과 습지로 복원하여 주변의 생태축과 연결

도시 및 농산어촌의 거점녹지를 비점오염원 저감형 배수시스템과 통합한 물순환과 오염저감형 그린인프

라 구축

￮ 전북형 그린인프라스트럭처 가이드라인 개발 및 시·군 거버넌스체계 구축

전라북도의 자연생태적 특성과 인문사회 요소를 반영한 그린인프라스트럭처 사업 발굴과 지원을 위한 

「전북형 그린인프라스트럭처 가이드라인」 개발 및 시·군 보급

도시와 농산어촌에서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그린인프라스트럭처 사업 추진을 위한 대

상지 선정, 추진계획수립, 사업 추진에 이르는 과정을 협력하여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추진주체 및 협력기관

￮ 전라북도, 시·군,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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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시·군 광역생태축 구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확립

▮ 배경 및 필요성

￮ 시·군은 도시와 농산어촌에서 지역 단위의 생태거점을 발굴하여 국가 및 광역 수준의 

생태축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추진된 생태축 보전·관

리 정책과 사업은 중앙부처와 도 중심이다.

￮ 시·군에서 실제 생태축 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정보 제공과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생태축의 보전사업을 발굴하여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수 있는 

동력 제공과 경험, 노하우 제공이 필요하다.

￮ 일선 시·군에서 체계적으로 지역생태축 연결·복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공과 지원센터 운영이 필요하다.

▮ 세부 추진과제

￮ 시·군 주도 생태축 구축사업 추진 지원을 위한 「전북형 광역생태축 구축 가이드라인」 제

작·보급

지역의 생태·환경자산의 조사와 자료구축, 지역의 생태축 보전사업 발굴을 위한 국가와 도의 자료 활용, 

지역생태축 보전 및 연결·복원 대상지역 선정, 지역 생태축 추진방안 마련 등을 포함하는 전북형 광역

생태축 구축 가이드라인 제작·보급

￮ 「전라북도 광역생태축 구축 지원센터」 운영

전라북도 예산 지원으로 생태·환경자산의 발굴 및 광역생태축 구축, 시·군의 지역생태축 사업 발굴 및 

평가, 생태축 연결·복원사업 계획수립과 추진을 지원

광역생태축 구축을 위한 생태조사, 생태축 구축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군간 이해관계의 조정 

및 연계 협력을 통한 공동 추진을 지원하는 「전라북도 광역생태축 구축 협의체」 운영

시군의 광역생태축 구축과 생태축 보전·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 추진주체 및 협력기관

￮ 전라북도, 시·군,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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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J-생태벨트를 활용한 생태관광과 생태계서비스 창출

▮ 배경 및 필요성

￮ 전라북도의 생태관광 사업은 2010년대부터 1시·군 1생태관광지 추진으로 지역별 거

점마을이 구축되는 등 성과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지역별 차별화 방안 마련 등 새로운 

추진동력의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 광역생태축의 연결 및 복원사업에 포함되는 마을을 중심으로 생태축이 보유한 생태·

환경자산을 활용, 새로운 생태관광 사업 추진 등 생태계서비스 향유 기회 확대가 필요

하다.

▮ 세부 추진과제

￮ 전라북도 광역생태축의 핵심 생태·환경자산을 활용한 생태관광 사업 추진

광역생태축 구축을 통해 발굴된 지형경관, 포유류, 조류, 식생 및 마을 주변의 역사·문화자원 등 생태·

환경자산을 활용한 생태관광 프로그램 및 사업 발굴

광역생태축 협력구역에 위치한 마을을 중심으로 「J-생태벨트 거점마을」을 선정하여 광역생태축에서 추

진하는 생태관광 사업을 육성하고 지원

￮ 광역생태축을 통한 지역 생태계서비스 창출

광역생태축 관리지역 내 협력구역의 농경지와 산림에서 산출되는 주요 농산물에 친환경농축산물 인증, 

지리적표시인증제(Geographical Indication) 등을 부여하여 지역 소득사업으로 연계

J-생태벨트 거점마을을 중심으로 지역별 생태·환경자산과 마을경관을 형상화한 생태굳즈를 제작·판매하

여 지역 소득자원으로 육성

J-생태벨트 거점마을에서 생산되는 각종 소득사업을 지역 주도로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체계 육성

▮ 추진주체 및 협력기관

￮ 전라북도, 시·군,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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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시민참여 기반의 생태계 조사 및 생태축 연결･복원사업 추진

▮ 배경 및 필요성

￮ 지역의 고유한 생태·환경자산을 발굴하고 생태축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 

중심에서 지역 주도의 준전문가와 일반인이 참여하는 생태계 조사 및 생태복원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 시민과학(Citizen science) 기반의 스마트폰을 크라우드소싱 기반 시민생태조사를 통

해 지역별 생태·환경자산을 조사하여 DB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자원봉사자, 학교, 일반인 동호회 등 다양한 민간 참여를 

통해 생태축 보전·복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마련이 필요하다.

▮ 세부 추진과제

￮ 시민과학과 크라우드소싱을 활용한 시민생태조사 실시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 등과 협력하여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누구나 쉽게 지역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나비, 조류, 식물 등의 생태자산을 조사·모니터링하고, 이를 플랫폼을 통해 공유하여 생태적 중요지역 

발굴과 지역 생태자산 DB 구축에 활용

시민생태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치원, 초중등학교 방과 후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시민참여 광역생태축 복원 및 탄소흡수원 발굴사업 지원

전주시 1000만 그루 나무심기 및 정원도시, 전라북도 탄소중립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시민참여 기반

의 탄소흡수원 발굴사업 추진

(사)전라북도 강살리기추진단과 협력하여 시민참여 기반의 하천축 보전·복원 및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추진

▮ 추진주체 및 협력기관

￮ 전라북도,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 시·군,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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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광역생태축 구축을 위한 재정 지원 및 제도 개선안 마련

▮ 배경 및 필요성

￮ 광역생태축의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과 제

도적 뒷받침이 확보되어야 한다.

￮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활용하여 민간 부문에서 전라북도 광역생태축 구축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 또한 「전라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등을 통해 광역생태축의 구축을 활성화할 수 있

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 세부 추진과제

￮ 광역생태축의 생태·환경자산과 생태축 복원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발굴 및 예산지원

환경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라북도 광역생태축 관리지역 내에 서식하는 야

생생물의 보전·관리활동에 대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을 발굴하여 예산 지원

￮ 전라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개정

전라북도 광역생태축의 개념과 정의, 구축을 위한 구성요소, 광역생태축 관리지역 지정, 생태축 보전·관

리사업 예산지원 등을 명시하는 조항 추가

▮ 추진주체 및 협력기관

￮ 전라북도, 시·군,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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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역생태축 구축 추진체계

광역생태축 구축을 위한 단계별 추진체계와 추진기관, 추진기간을 다음 표와 같이 제

시하고자 한다.

추진전략 사업명 추진기관
추진기간

23~
25

26~
28

29~
32

생태·환경자산
발굴 및 
공간화

1. 전라북도 생태·환경자산 조사 및 생태계서비
스 평가지도 구축

전라북도, 시․군,
환경부,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1-1. 전라북도 생태·환경자산 조사

  1-2. 생태·환경자산이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생
태계서비스 평가 및 지도구축

2. 전라북도 광역생태축 관리지역 도면화 및 자
연환경 정보체계 구축 전라북도, 시․군,

환경부,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LX한국국토정보공사

-

  2-1. 전라북도 광역 생태지도 구축 및 광역생
태축 관리지역 도면화

  2-2. 전라북도 자연환경 종합 정보체계 구축

광역생태축 
구축 및 
생태복원

3. 산림-하천-도서연안-해양으로 연결되는 J-생
태벨트 구축 전라북도, 시․군, 환

경부, 산림청, 농림
축산식품부, 해양수
산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충청남
도, 전라남도, 충청
북도, 경상남도, 경
상북도

-

  3-1. 단계적 생태축 연결·복원을 위한 「전라
북도 광역생태축 구축 기본계획」 수립

  3-2. 백두대간과 정맥 등 산림축과 만경강, 동
진강, 섬진강 등 하천축의 연결 및 복원

  3-3. 국가생태축 및 타 광역지자체와 연계한 
대규모 생태축 연결·복원사업 추진

4. 도시, 농산어촌 생태거점을 연결·복원하는 그
린인프라스트럭처 구축

전라북도, 시․군,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림청,

-

  4-1. 도시와 농산어촌 생태거점을 연결하는 
그린인프라스트럭처 구축

[표 4-1] 전라북도 광역생태축 추진과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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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사업명 추진기관
추진기간

23~
25

26~
28

29~
32

  4-2. 전북형 그린인프라스트럭처 가이드라인 
개발 및 시·군 거버넌스체계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생태벨트를 
활용한 

지역사회 발전

5. 시·군 광역생태축 구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
원체계 확립

전라북도, 시․군,
환경부

-

  5-1. 시·군 주도 지역생태축 추진 지원을 위
한 「전북형 광역생태축 구축 가이드라
인」 제작·보급

  5-2. 「전라북도 광역생태축 구축 지원센터」 운영

6. J-생태벨트를 활용한 생태관광과 생태계서비
스 창출

전라북도, 시․군,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

  6-1. 전라북도 광역생태축의 핵심 생태·환경자
산을 활용한 생태관광 사업 추진

  6-2. 광역생태축을 통한 지역 생태계서비스 
창출

광역생태축 
구축 추진기반 

확립

7. 시민참여 기반의 생태계 조사 및 생태축 연
결·복원사업 추진 전라북도,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
시·군,
환경부

-

  7-1. 시민과학과 크라우드소싱을 활용한 시민
생태조사 실시

  7-2. 시민참여 광역생태축 복원 및 탄소흡수
원 발굴사업 지원

8. 광역생태축 구축을 위한 재정 지원 및 제도 개
선안 마련

전라북도,
시·군,
환경부

-

  8-1. 광역생태축의 생태·환경자산과 생태축 복
원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생태계서비스지
불제 발굴 및 예산지원

  8-2. 전라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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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정부가 추진 중인 국토 및 광역생태축 보전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과 생태계 

기능 제고, 자연혜택의 지속가능한 제공 전략에 부응하고, 새정부 국정과제와 전라북도 

민선 8기 도정과제에서 제시한 생태·환경자산의 가치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전라북도의 생태·환경자산과 생태적 중요지역을 발굴하고 연결하

는 전라북도 전역의 광역생태축을 구축하기 위해 도와 시·군에서 추진해야 할 중장기 추

진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유럽연합과 영국, 독일 등은 생태계 조사를 통해 생태자산을 발굴하고, 산

림, 하천, 습지, 연안 해양으로 연결되는 광역생태축과 그린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국가-광역-지역으로 연결되는 생태축 위계를 설정하고, 산림-하천-도

서연안-해양으로 연결되는 광역생태축 구축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신천습지, 곰소만 갯벌, 동부산악권 등 생물다양성이 높고 자연생태계가 잘 

보전된 곳이 많으나 보호지역은 흩어져 있고, 산림축과 하천축은 도로와 보로 단절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가와 지역에서 구축된 생태계 조사자료를 기반으로 전북 지

역의 광역생태축을 분석한 결과 동부산악권에 생태축 보전등급이 높은 지역이 집중된 반

면 서부지역은 자료의 한계로 생태축으로 연결·복원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전라북도 광역생태축의 구축을 위한 추진방향을 도출하고, 중

장기 광역생태축 구축을 위한 비전과 목표, 4대 추진전략과 8대 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발굴하여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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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광역생태축으로 연결·복원되는 전라북도 생태·환경자산

목표: 전북의 생태·환경자산을 발굴·연결·복원하는 J-생태벨트 구현

추진전략: ① 생태·환경자산 발굴 및 공간화, ② 광역생태축 구축 및 생태복원,

         ③ 생태축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혜택 창출, ④ 광역생태축 구축 추진기반 확립

추진과제: ① 전라북도 생태·환경자산 조사 및 생태계서비스 평가지도 구축

         ② 전라북도 광역생태축 관리지역 도면화 및 자연환경 정보체계 구축

         ③ 산림-하천-도서연안-해양으로 연결되는 J-생태벨트구축

         ④ 도시, 농산어촌 생태거점을 연결·복원하는 그린인프라스트럭처 구축

         ⑤ 시·군 광역생태축 구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확립

         ⑥ J-생태벨트를 활용한 생태관광과 생태계서비스 창출

         ⑦ 시민참여 기반의 생태계 조사 및 생태축 연결·복원사업 추진

         ⑧ 광역생태축 구축을 위한 재정 지원 및 제도 개선안 마련

2. 정책제언

연구 결과와 정책 추진과제 도출 안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책제언을 제시한다.

▮ 광역생태축 구축을 위한 생태·환경자산의 조사 및 자료 활용체계 구축

전라북도의 생태계 특성과 지역이 보유한 고유한 생태가치를 발굴하여 광역생태축 구

축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의 전문가들이 적극 참여하여 그동안 축적된 노

하우와 지식을 토대로 생태⋅환경자산을 조사하고, 자료로 구축해야 한다. 또한 이렇게 

구축된 정보들이 사장되지 않고 생태계 보전과 생태축 구축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

연환경 종합 정보체계 구축이 추진되어야 한다.

▮ 산림, 하천, 습지 등 생태적 중요지역을 발굴하여 지역사회에 생태계서비스 혜택 제공

생태·환경자산의 정밀조사를 통해 발굴된 전라북도 고유의 생태적 중요지역을 지속가능

하게 보전하고, 지역의 생태·환경자산을 광역생태축 주변마을과 도민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시군에서 추진하는 생태관광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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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생태축 관리지역 도면화와 도시계획 및 환경계획 수립 반영

지자체에서 구축한 도시생태현황지도와 지역 전문가가 조사·발굴한 생태·환경자산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생태적 중요지역과 전라북도 광역생태축 관리지역을 구축하고, 핵심

-완충-협력구역의 공간계획 안을 제시하여 도와 시·군에서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

시관리계획, 환경보전계획에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

▮ 민간이 생태조사와 생태축 보전⋅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 필요

시민과학과 크라우드소싱 기반의 민간참여 생태조사를 지원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일반

인이 참여하여 광역생태축 연결·복원사업을 추진하며, 광역생태축 협력구역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물과 굳즈 등 생산품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생태계서비스지불

제계약사업 등을 통한 재정지원 방안과 전라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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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A Study on the Policy Development for Establishing

Ecological Network of Jeollabuk-do

Joungyoon Chun · Boguk Kim · Raeik Jang · Seolin Park · Hajin Cho

1. Study Objectives and Methods

▮ Research objectives

￮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assets in Jeollabuk-do are decreasing and 

biological habitats are being fragmented due to land use centered on 

development projects and economically-motivated urban expansion. 

Therefore, establishing effective policies for ecosystem conservation, 

connection, and restoration is urgent.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meet the needs of the carbon neutral policy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Jeollabuk-do and create values   for unique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assets in Jeollabuk-d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over the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assets of 

Jeollabuk-do and to establish the primary objective, strategy development 

and necessary projects to enact a wide-area ecological network in 

Jeollabuk-do that connects forests, rivers, islands, and coasts.

▮ Research methods

￮ To acquire insights into a wide-area ecological network installation in 

Jeollabuk-do, we analyz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cy trend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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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establishment cases, global research trends on conservation 

management of the ecological network, mapping of the actual ecological 

network, and derivation of management areas.

￮ A comprehensive analysis was conducted to develop future projects for a 

wide-area ecological network: the management status of protected areas 

and ecologically significant areas in Jeollabuk-do, the basis fo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ecological networks, and the 

disconnection point of forests and river axes. The conservation level of 

the wide-area ecological network in Jeollabuk-do was analyzed using the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 This study presents the vision, objectives, development strategy, and mid- 

to long-term tasks for creating values of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assets in the Jeonbuk region and connecting and restoring the wide-area 

ecological network.

2. Conclusion and Policy Suggestion

▮ Policy trends fo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wide-area ecological 

network

￮ The UK and Germany have completed detailed scientific investigations on 

species mobility and ecosystem characteristics working towards ecological 

restoration and green infrastructure establishment. From these studies, it 

was found that a wide-area ecological network connecting forests, rivers, 

wetlands, river floodplains, and coastal oceans was being built.

▮ Analysis of conditions for ecological axis conservation in Jeollabuk-do and 

conservation grade of wide-area ecologic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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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ollabuk-do is home to many ecologically significant areas such as the 

Sincheon wetland, islands, coasts, and the eastern mountain range. 

However, the analysis showed the protected areas are dispersed, majority 

of the forest axis is cut off by roads, and weirs disconnect many river 

ax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wide-area ecological axis of 

Jeonbuk, the conservation grade was high in the eastern forest axis, such 

as Jinan, Muju, Jangsu, and Wanju, and low in the western region. 

Therefore, we suggest restoration projects such as dismantling weirs and 

installing natural rapids.

▮ Strategies and tasks for establishing a wide-area ecological network in 

Jeollabuk-do

￮ Our vision is “to connect and restore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assets 

of Jeollabuk-do through a wide-area ecological network.” Our goal is 

“establishing the J-Ecological Belt that discovers, connects, and restores 

Jeonbuk’s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assets.” As for the development 

strategies, we intend to 1) discover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assets 

and spatialization, 2) build a wide-area ecological network and restore the 

ecology, 3) create benefits for the local communit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n ecological network, and 4) establish a basis for 

promoting the installation of a wide-area ecological network.

￮ The proposed initiatives are as follows. 1) survey of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assets in Jeollabuk-do and create an evaluation map for 

ecosystem services; 2) map the wide-area ecological network management 

area in Jeollabuk-do and establish an natural environment information 

system; 3) establish J-Ecological Belt connecting forests, rivers, islands, 

coasts, and the ocean; 4) develop green infrastructure that connects and 

restores the ecological bases of cities and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5) create a support system vitalizing the wide-area ecologic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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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projects at the city(si) and gun level; 6) create ecotourism and 

ecosystem services using J-Ecological Belts; 7) initiate civilian-participating 

investigation on ecosystem and connection/restoration projects on 

ecological axis; 8) secure financial support and system improvement for 

wide-area ecological network implementation.

▮ Policy suggestions

￮ 1) Investigation on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assets and installing a 

system to utilize collected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a wide-area 

ecological network; 2) providing benefits from ecosystem services to local 

communities by discovering ecologically significant areas such as forests, 

rivers, and wetlands; 3) mapping the wide-area ecological network 

management area and reflecting the establishment to urban planning and 

environmental planning; 4) financial support requisition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to encourage private participation in ecological surveys and 

conservation/management of ecological axes.

Key Words Ecological network,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assets, Ecologically significant 
area, Management area, Ecosystem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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