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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자원에 기반한 지역유형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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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세계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물 부족, 자원 고갈등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빈곤과 사회적

불평 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된다(UNESCO, 2008). 특히 저

개발국 또는 낙후지역에서는 경제적 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

서 도시화, 자연자원의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파괴가 환경변화에 대한 적절한 적응력을 감퇴시켜 오히려 해

당 국가나 지역이 더욱 낙후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자

연환경의 파괴와 자원고갈에 대응하는 적절한 환경정책과 자

원 이용이 요구된다.

자연자원은 환경적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wise use)을

통한 경제적 발전을 추구하는 환경과 경제의 상생구조를 강조

하고 있다. 자연자원은 기본적인 경제활동에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 국가 또는 낙후지역에서는 그 경제적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자연자원의 경제적 이용은 밀레니엄 개발 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달성을 위한 빈곤

감소적 성장(Pro-Poor Growth)의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

다(OECD, 2008).

지금까지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

로 보호지역을 설정하여 왔으며, 전 세계 토지의 12%가 보호

지역으로설정되어 있다(Chape et al., 2003). 우리나라 역시 자

연보호지역의 면적이 전국토의 11.2%를 차지하고 있다(환경

부, 2009).

보호지역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은 철저하게 보호(94.5%)

되어야 하나, 보호지역 및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여건 역시 고

려(91.8%)해야 한다로, 우리의 자연자원 관리정책에 있어서

자연자원의 철저한 보호와 함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자연자원은 속지성(屬地性)으로 인해 같은 유형의 자원이라

도 자원의 내용과 특성, 그 가치의 인식 역시 지역마다 상이하

다. 이러한 자연자원의 지역고유성은 다시 해당지역의 내용과

특성 그리고 가치를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요소로작용하게된

다. 따라서 자연자원을 이용한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해당지역

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자원에 기반한 지역의 특성을 규명하고,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자연자원 관리 정책과 지원기반이 미약하고, 자연자

원에 대한 규제 중심의 정책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자연자

원의 활용을 통한 지역개발은 미흡하다. 또한, 각 부처에서 시

행되는 각종 사업의 역할분담과 조정체계가 미흡하여 사업들

이 분산되어 있으며, 지역단위로 자연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

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미흡하다(강신겸, 2009). 이밖에도 지

방자치단체의 자연자원의 관리 역량이 부족하고, 정치적인 이

해관계로 인한 개발중심의 성향으로 인해 자원의 가치와 이용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단위의 자연자원의 관리와 활용을 위해서 각 지

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자원에 기반한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

고, 이를 토대로 한 지역개발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자연자원의 분포와 이용잠재력등에 따른 지역유

형을 구분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지역유형별 발

전모델을설정하고 보전 및 이용전략을 도출하여, 새로운 국토

환경가치를 창출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있다.

Ⅱ. 이론적 고찰

지역유형을 구분하는 연구는 주로 도시화로 인한 국토공간

의 불균형과 낙후지역인 농․어․산촌 지역의 개발을 위한 정

책과 계획을 위해 시도되었다.

이정환(1987)은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을 통해 농촌지역을 8

개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장우환과 최규섭(1989)은 76개 군

을 산촌지역으로 선정하고 그 유형을 구분하였다. 이상호

(2008)는 삶의 질 지표를 이용하여 농어촌 지역을 분류하였다.

최현도․김선범(2006)은 전국 221개 지역을 대상으로 용도

지역의 면적을 분석하여 6개 지역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송민

경․장훈(2010)은 수도권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 구성 요소를

통해 지역 유형을 구분하였다.

이상의 국토 및 지역계획을 위한 연구에서는 등질성 지표를

이용하였으며, 지역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군집

분석을 사용하였다. 이종상(2002)은 지역유형 구분에서의 요인

분석과 군집분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요인의 수와 가중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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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을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본 연구는 향후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한 국토 및 지역계획을

위한 것으로 자연자원을 요소로 하여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을

통해 등질지역구조를 분석하였다.

Ⅲ. 연구내용 및 방법

1. 자연자원

자연자원은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로서(Brans, 2001), 그 개

념 주체의 대상이 다양하고 추상적으로 자의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목적과 수단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상대적인 개념

이며(이승래, 1982), ‘자연환경’, ‘자연자산’ 등의 용어로 사용되

고 있다.

김봉구(1993)은 자연자원을 ‘인간에게 유용하거나 가치 있

는 모든 물질’로 정의하면서 재생자원과 재생불능자원으로 구

분하면서 세대간 자원관리를 강조했다. Brans(2001)는 자연자

원을 ‘토지, 서식지, 어류, 야생동물, 공기, 물, 지하수, 생태계와

같은 생물과 비생물 자원으로 설명하고 있다. 박창석 등(2009)

은 자연자원은 고유의생태․환경적, 심미적, 경제적 가치를 지

니고 있는 자연혹은 거의 자연 그대로의 유․무형적 자산으로

정의하면서 그 현명한 이용(wise use)을 주장하였다.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자연환경’을 지하․지표 및 지상의

고등생물과 이를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

의 상태로 정의하고 있으며, ‘자연자산’은 지하․지표․해양 및

지상의 모든생물과 이들을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

함한 자연의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미국 종합환경대응배상책

임법(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에서는 토지, 어류, 야생동물, 생물권, 공기,

물, 지하수, 음용수 공급 및 기타 자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2. 자료 구축

자연자원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공간규모를 갖게 되어 분석

의 공간단위에 의해 그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게 된다. 본 연

구에서는 자연자원을 이용한 지역의 발전 방안을 도출하는 목

적을갖고 있으며, 그 주체인 기초지자체의행정구역을 분석의

공간단위로 설정했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국의 기초지자

체이다. 단, 광역시에 소속된구와군은 광역시에 포함시켜 1개

의 자지체로 편집하여 총 165개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

다.

자연자원은 점(point)과 면(polygon)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

으며, 행정구역은 토지 중심으로 구축된자료로 해상의 자원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연안지역의 행정구역은 해상경계까지

확장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자연자원은 표 1과 같다.

자원 유형 세부 분석지표 자료

생물종 및

유전자 자원

포유류 총 개체수

환경지리정보

조류 총 개체수

양서류 총 개체수

파충류 총 개체수

곤충류 총 개체수

어류 총 개체수

무척추동물 총 개체수

식물 총 개체수

생

태

계

․

경

관

자

원

생

태

계

육

상

습지 면적

토지피복분류도
초지 면적

산림 면적

농경지 면적

연

안

무인도서 수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철새도래지 개수 환경지리정보

갯벌 면적 토지피복분류도

하구역 면적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연경관

지형경관(육상․해상) 개수 환경지리정보

명승(대, 경, 일출, 낙조 등)
문화관광지식정보

길(등산로 등)

무생물자원

표고 700m 이상 면적 DEM

동굴 개수
문화관광지식정보

암석 개수

호소 면적
환경지리정보

하천 면적

계곡 개수
문화관광지식정보

폭포 개수

표 1. 자원 유형 및 요인분석 변수 항목

3. 분석방법

지역유형구분을 위해 지역의 다양한 지표를 요인분석한 후

이를 군집분석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다(장우환과 최규섭,

1989; 엄수원, 2003; 최호현과 김선범, 2006; 이상호, 2008). 지

역유형분석에서의 요인분석은 요인적재량을 기준으로 구분하

는 방법과 요인점수를 다시 군집분석을 통해 구분하는 방법으

로 구분할 수 있다(이종상, 2002).

본 연구에서는 자연자원 요소를 변수로설정하고, 이 변수들

에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공통인자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인자

에 대한 인자득점을 이용하여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지역의 유

형을 구분하였다. 분석을 위한 통계적 도구로는 SPSS 13.0을

사용하였으며, 자료의 구축과 표현은 ArcGIS 9.3과 Hawths

Tools를 이용하였다.

Ⅳ. 결과 및 고찰

1. 요인분석 결과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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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분석에 앞서 자연자원의 유형에 따른 변수들의 공통된

특성이나 유사한 성질을 기반으로 공통인자를 추출하는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성분분석의 유의성을 파악하기 위해

Kaiser-Meyer-Oklin(KMO)검정과 Bartlett 구성검정을 실시

하였다. 검증결과, KMO값이 0.800로 주성분분석을 위한 변수

들의 선정이 양호한 편으로 판명되었으며, Bartlett 구성검정

결과 유의확률이 0.000로 각 변수들 간의 공통인자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요인추출과정에서는 varimax 회전법을 사용하였

다. 주성분분석을 이용한 요인분석 결과 고유치가 1 이상인 요

인은 6개가 추출되었다(표 2 참조).

제 Ⅰ요인은 표고가 높고 경관이 우수하며, 야생동․식물의

종다양성과종풍부도가 높은 산림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산

림자원요인’이다.

변 수
요 인

Ⅰ Ⅱ Ⅲ Ⅳ Ⅴ Ⅵ

산림면적 0.854 -0.023 -0.027 0.360 0.034 -0.022

조류 개체수 0.851 0.000 -0.042 0.194 0.066 0.078

표고 700m 면적 0.845 -0.043 -0.092 -0.133 -0.016 0.077

무척추류 개체수 0.840 0.159 0.008 0.216 0.192 -0.098

식물 개체수 0.832 -0.027 0.010 -0.122 0.025 0.056

포유류 개체수 0.756 0.022 -0.138 0.397 -0.036 -0.046

지형경관 수 0.674 0.212 0.333 0.057 0.024 0.082

곤충류 개체수 0.602 0.074 -0.227 0.197 0.191 0.044

담수어류 개체수 0.597 0.421 0.058 0.370 0.290 -0.102

암석 수 -0.036 0.837 -0.047 0.051 -0.010 0.234

명승 수 0.118 0.832 0.072 -0.037 0.010 0.183

무인도서 수 -0.018 0.821 0.332 -0.090 -0.044 -0.034

동굴 수 0.165 0.717 -0.017 -0.053 0.328 -0.017

습지 면적 0.046 0.632 0.560 0.170 -0.115 -0.137

철새도래지 수 -0.034 0.158 0.687 -0.134 0.229 0.098

갯벌 면적 0.028 0.441 0.680 -0.118 -0.145 -0.017

하구역 면적 -0.134 -0.021 0.664 0.071 -0.058 0.238

농경지 면적 0.022 0.022 0.522 0.405 0.450 -0.332

파충류 개체수 0.320 0.041 -0.094 0.812 -0.082 0.175

양서류 개체수 0.493 0.042 -0.102 0.769 -0.093 0.145

하천 면적 0.169 -0.181 0.168 0.479 0.354 0.006

호소 면적 -0.101 -0.042 0.420 0.434 0.110 -0.289

초지 면적 0.097 0.073 0.079 -0.041 0.871 -0.022

산․봉․오름 수 0.159 0.100 -0.103 0.047 0.672 0.415

길(등산로) 수 -0.121 0.052 0.244 0.014 0.001 0.783

계곡 수 0.086 0.535 0.150 0.140 0.244 0.706

폭포 수 0.351 0.067 -0.161 0.076 0.065 0.452

고유치 5.941 3.806 2.625 2.527 1.994 1.955

분산률(%) 22.002 14.096 9.722 9.360 7.386 7.239

누적분산률(%) 22.002 36.098 45.820 55.181 62.567 69.806

표 2. 요인적재값

그림 1. 군집분석 결과

요인
군 집 분 류

1 2 3 4 5 6 7 8 9

Ⅰ 2.860 -0.006 0.985 0.632 -0.149 -0.296 -0.135 -0.258 -0.176

Ⅱ -0.220 0.044 1.100 1.100 0.182 -0.293 0.366 11.50 -0.020

Ⅲ 0.063 -0.138 8.290 0.245 -0.828 0.741 0.461 0.623 -0.386

Ⅳ -0.567 3.180 -1.660 -1.230 -0.706 0.296 0.924 -0.108 -0.313

Ⅴ -0.087 -0.262 -2.100 6.720 8.370 0.297 0.554 -0.602 -0.232

Ⅵ 0.155 0.122 1.710 -1.600 1.670 -0.571 4.710 -1.480 0.005

표 3. 군집별 요인의 영향력

제 Ⅱ요인은 암석과 대, 경, 일출, 낙조 등의 명승 그리고 무

인도서 등 다양한 경관의 특성이 나타나는 ‘경관자원요인’이다.

제 Ⅲ요인은 철새도래지, 갯벌, 하구역 등 연안지역 중 풍부

한 생태자원의 특성이 나타나는 ‘연안생태자원요인’이다.

제 Ⅳ요인은 하천․호소, 양서․파충류 등의 변수의 특징이

나타는 ‘내륙수자원요인’이다.

제 Ⅴ요인은 산․봉․오름과 초지의 변수와 관련이 된 제1

요인인 산림자원요인에 비해 표고가 낮은 산 또는 구릉지의 지

형적 특성이 나타나는 ‘지형자원요인’이다.

제Ⅵ요인은 등산로, 탐방로와 같은 길, 계곡과폭포 등 주로

도시 근교의 ‘생태탐방자원요인’이다.

2. 군집분석 결과 및 분석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6개의 요인에 대해Ward법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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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9개의 군집의 수를 도출

하였으며, 이를 다시 K-평균법으로 군집분석하였다(최호현과

김선범, 2006)1).

제 1군집은 ‘산림자원요인’과 ‘생태탐방요인’이 발달한 지역

으로 정선군, 강릉시, 화천군, 삼척시, 고성군, 인제군 등 강원

도 지역 등 10개 지역이 수렴되었다.

제 2군집은 ‘내륙수자원요인’이 발달한 지역으로 진주시, 영

천시, 경주시, 의성군, 양산시 등 경상도 일부의 8개 지역으로

수렴되었다.

제 3군집은 ‘연안생태자원요인’, ‘생태탐방자원요인’, ‘경관자

원요인’이 같이 발달한 지역으로 인천광역시가 선정되었다.

제 4군집과 제 5군집은 ‘지형자원요인’이 발달한 지역으로

각각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수렴되었으며, 서귀포시의 경우 제

주시에 비해 ‘생태탐방자원요소’의 영향이 강하게 있다.

제 6군집은 특정 요인의 영향이 두드러지지 않지만 ‘연안생

태자원요인’, ‘내륙수자원요인’, ‘지형자원요인’이 전반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지역으로 39개 지자체가 수렴되었다.

제 7군집은 ‘생태탐방자원요소’가 발달한 지역으로 ‘산림자

원요인’를 제외한 다른 요인들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

는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가평군 등 4개 지역이 수렴되었다.

제 8군집은 ‘경관자원요인’이 발달한 지역이나 ‘생태탐방자

원요인’의 영향이 적은 지역으로 신안군이 수렴되었다.

그리고 제9군집은 특정 요인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

지 않는 나머지 지역으로 전국의 100개 지자체가 수렴되었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자연자원의 지리정보를 구축하여 요

인분석과 군집분석을 통해 지역유형을 구분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총 6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각 요인을 산림자원요인, 경

관자원요인, 연안생태자원요인, 내륙수자원요인, 지형자원요인,

생태탐방요인 등으로 개념화하였다.

전국 165개 행정구역에 대해 6개의 요인을 바탕으로 군집분

석한 결과, 총 9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이 결과는 향후 자

연자원을활용한 지역개발 정책 및 계획에서 대상 지역의 선정

과 지역의 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기초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연자원의 개념과 유형

에 따른 자료의 구축의 한계가 있다. 특히, 자연자원에 대한 국

토 차원에서의 공간정보가 부족하여 자료의 구축과정에서 다

양한 자원을 모두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공간단위를 기초지자체의 행정구역으로 한정하여 자

연자원이 지닌 본질적 특성이충분히 고려되지못할여지가 있

다. 즉, 자연자원은 다양한 공간적 범위를갖고 있기때문에행

정구역 단위의 분석이 자료의 본래적 특성을충분히담지못하

거나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연구과제로서 다양한 자연자원을 포함하거나, 혹은 자

연자원 중 그 가치를 인정받아 보호지역으로 지정된지역을 포

함한 지역유형 구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유형의 방법으로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이 아닌 지역의 특성을 등급화하여 분석

하거나 자원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는 지수화기법 등 다양한

분석방법을 시도하고 그 결과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군집의 유형 중 일반적인 지역에 대한

인식과 일치하는 유형이 있으며, 그렇지 않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통계적 방법의 구분된지역유형과 일반인의 인

식에 의해 구분된 지역유형의 차이를 밝히는 연구 등 지역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분석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주 1. 군집의추출방법은계층적군집방법과비계층적군집방법이있다. 비

계층적군집방법은먼저 계층의 수를 결정해야하는데, 최적군집의

수를 계층적 군집분석을 이용하여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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