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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9) 경기도 별도관리지역 해제지역에 대한 생태 ․ 자연도 

등급평가에 관한 연구

조장삼 ․ 이지선 ․ 임효선 ․ 송일배 ․ 박기현 ․ 최철현 ․ 이성제
국립생태원 생태자연도연구팀

1. 서론 

생태 ․ 자연도는 우리나라 전 국토의 산 ․ 하천 ․ 내륙습지 ․ 호소 ․ 농지 ․ 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작성한 지도로, 1~3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구분
된다. 별도관리지역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야생생물보호구역 등 다른 법률에 의해 보전 ․ 관리되는 지역으로
서, 이와같은 지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별도관리지역 해제 및 생태자연도 등급 평가 요청에 의해 생태 ․ 자연

도 등급 평가 및 작성이 이루어진다.
본 연구는 별도관리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던 도립공원 및 야생생물보호구역 중 일부 해제된 지역을 대상

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등급을 평가하여 생태 ․ 자연도를 작성하였으며, 대상지역의 자연환경보전 및 개

발개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는 남한산성도립공원 해제지역, 야생동 ․ 식물보호구역 해제지역(안산) 및 야생동 ․ 식물보호구역 해

제지역(동두천)등 경기도 지역에 위치한 3개소의 별도관리지역 해제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별 조사가 적합한 
시기와 생태 ․ 자연도 등급 평가에 필요한 2~9개의 자연환경분야(지형, 식생, 식물상, 포유류, 조류, 양서 ․ 파
충류, 곤충, 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등)를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생태 ․ 자연

도 등급을 평가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 남한산성도립공원 해제지역(자연환경 9개 분야)
대상지역에서 지형보전등급 평가대상에 해당하는 지형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식생은 19개의 식물군락과 

이차초지, 농경지, 개발지, 나지, 조경수식재지, 수역 등이 확인되었으며 식생보전등급 Ⅲ~Ⅴ등급으로 확인되
었다. 식물상은 총 91과 231속 298종 1아종 31변종 8품종 등 총 338 분류군이 확인되었다. 육상동물의 경우 

포유류 5목 7과 10종, 조류 7목 20과 31종 등 총 300개체, 양서 ․ 파충류 2목 6과 10종, 곤충 8목 56과 165종
이 확인되었으며, 포유류분야에서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인 삵의 서식흔적이 발견되었으나 서식지 조건에 부
합하지는 않았다. 육수동물의 경우 어류 4과 7종,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13목 29과 44종이 확인되었다. 

- 야생동 ․ 식물보호구역 해제지역(안산, 자연환경 3개 분야)
식생은 6개의 식물군락과 조경식재지, 개발지, 벌채지, 이차초지, 농경지 등이 확인되었으며, 식생보전등

급 Ⅲ~Ⅴ등급으로 확인되었다. 육상동물의 경우 포유류 5목 6과 6종, 조류 총 37종 452개체가 확인되었다. 
조류분야에서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인 붉은배새매가 확인되었으며, 서식지 조건에 부합함에 따라 붉은배새
매가 발견된 지역 일부를 서식지로 평가하였다.

- 야생동 ․ 식물보호구역 해제지역(동두천, 자연환경 4개 분야)
대상지역에서는 3곳의 급애, 암괴류, 애추 등 총 5개의 지형이 확인되었으며, 지형보전등급 Ⅱ~Ⅳ등급으

로 확인되었다. 식생은 총 10개의 식물군락과 개발지, 너덜지 등이 확인되었으며, 식생보전등급 Ⅱ~Ⅴ등급
으로 확인되었다. 육상동물의 경우 포유류 3목 4과 4종, 조류 21종 199개체가 확인되었다. 포유류분야에서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인 하늘다람쥐의 서식흔적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서식지 조건에 부합함에 따라 하늘
다람쥐 서식흔적이 발견된 지역 일부를 서식지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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