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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aster Plan of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in Korea by Ministry of Environment

has been carried out since 1986. The 2nd 10-year survey started in 1997, and there are three

major parts in the Master Plan : First, the basic natural environment survey, second, sites in

special features of ecological characteristics such as uninhabitable islands, wetlands, etc, and

third, biological species featuring status of habitat, and population dynamics. However the

information in the Master Plan is very fragmented and collected data are not so abundant due

to insufficient man-power and unsynchronized survey time/season. In this regard this paper

examined the similar National Biological Survey in USA and compared the differences with the

Master Plan in Korea. The Master Plan in Korea should separate the management zone based

on hydrological characteristics, and in each zone we should set a management goal in the long

term basis. Secondly the species list is not so meaningful that we must concentrate more on

research activities. In each taxonomical group we set up hypotheses and research goals. Thirdly

local residents and communities should be involved in research so that enhanced biological

diversity should benefit people in areas. Lastly legislation and laws should be reexamine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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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자연환경조사는 자연환경보전 정책수립의 기초

분야로 생물종보전 및 서식지보전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을 포함한 대부분

의 나라에서 시행되는 연구사업으로 자국의 종다

양성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행되고

있다.  생물다양성(biological diversity 혹은

biodiversity)은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기

초가 되며 동시에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자연생

태계의 특성을 나타내주는 고유한 가치를 가진다

(Ehrlich and Ehrlich, 1981; Constanza, et al, 1997).

생물종은 오랜 기간에 걸쳐 각기 종이 형성된 지

역과 공간, 그리고 시간의 산물이어서 다른 지역

이나 환경 속에서는 복원될 수 없는 고유한 것임

에 틀림없다. 예를 들면 세계 여러 나라들은 각기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고유한 문

화의 형성은 결코 모방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다. 우리 나라의 자연생태계는 이곳에 주어진

환경 조건과 그 조건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생

물의 종류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우리만이 가지는

독특한 자연 유산이다. 한번 잃어버린 문화 유산

은 복원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번 파괴된

자연생태계는 원상의 복구가 불가능하다. 생태계

를 구성하는 모든 생물은 각기 기능적으로 연계

되어 있으며 이들은 어울려서 다양한 가치를 창

출할 수 있으며, 자연생태계의 균형의 파괴는 고

유한 가치를 지닌 종의 손실을 의미하며 우리 삶

의 터전이 붕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리 나라의 전국자연환

경조사 문제점을 외국(미주)의 사례와 비교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우리 나라의 자연환경
조사사업의 내용

1. 근거

우리 나라도 생물종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

고 자연환경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자연환

경보전법 제32조 규정에 의하면‘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10년마다 전

국의 자연환경을 조사하여야 한다. 또한 생태자

연도에서 1등급 권역으로 분류된 지역과 자연상

태의 변화를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따라서 본 조사도 자연환

경보전법에 근거하여 매 10년 단위로 전국적인

조사업무가 수행되고 있다(환경부, 2001). 제1차

전국자연환경조사는 1986-1990년 사이에 완료되

었으며, 현재 제2차 전국조사(1997-2002년)를 실

시 중에 있다. 현행 자연환경조사체계는 3개의 분

야로 대별되며 이는 1) 전국자연환경조사-자연환

경전반에 걸친 기초조사의 개념으로 수행하고 있

으며, 2) 자연환경분야별 조사-습지에 대한 조사,

무인도서에 대한 조사 등 생태계 특성 및 지역별

정 조사가 있고, 3) 생물종별조사-종별 서식현

황, 개체수 변화상황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2001

년부터 본격 착수되고 있다.

2. 목적 및 방법

전국자연환경조사사업의 목적은 첫째, 국토의

자연환경에 대한 기초 현황자료 확보를 통해 체

계적인 자연환경보전대책을 추진하고, 둘째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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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tified to provide information to the managers that deals with natural resources, expecially

when conflicting with economic matters.

Key words : Master Plan, National Biological Survey, Biological diversity, Conservation, Korea



전자원 주권시대를 대비한 국가 생물자원의 효율

적인 관리체계 구축하고, 셋째, 조사결과를 토대

로‘생태자연도’를 작성하고 각종 개발계획 수립

시 이를 활용하여 국토의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

하는 목적을 가진다. 조사기간은 1997-2002년 까

지 6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며, 본 사업의 총예산은

14,589백만원이다(표 1).

3. 조사권역의 수, 구분

전국의 대표산지를 중심으로 육지 206개 권역

과 해안선 145개 권역으로 나누어 연차별로 조사

하는 데 생태계 및 자연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우

선조사권역과 일반조사권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다. 우선조사권역은 육지 99개 권역, 해안선 95개

권역이고, 일반조사권역은 육지 107개 권역, 해안

선 50개 권역이다(표 2)(이인규, 2001).

조사권역의 구분기준과 조사분야는 우선조사권

역은 자연환경 및 생태계 우수지역이고, 육지권

역의 조사분야는 지형경관, 식생, 식물상, 조류,

포유류, 어류, 양서파충류, 담수무척추동물, 육상

곤충 등 9개 분야, 해안선 권역은 지형경관, 해조

류, 염생식물, 해안무척추동물 등 4개 분야를 조

사한다. 일반조사권역은 우선조사권역이외의 지

역으로 육지권역의 조사분야는 육상곤충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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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제1차 및 제2차 전국자연환경조사 비교

구 분 제1차 전국조사 제2차 전국조사

조사기간 1986-1990년(5년간) 1997-2002년(6년간)
조사예산 20억원 146억원
조사방법 행정구역(군) 중심 지형·생태권 중심
조사인원 240명/년(중앙중심) 400명/년(지역우선)
조사기간 단기간 4계절 조사 원칙
표 본 표본 미확보 표본 확보(일부 분야)

결과 활용 녹지자연도 작성
생태자연도 작성,
자연환경 DB 구축

구 분 제1차 전국조사 제2차 전국조사

표 2.  육지지역과 해안선지역의 연도별 조사권역 수

권역 연도 조사지침서 연도별 우선 및 일반지역 조사권역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우선: 99 17 18 17 24 11 12
육지 일반: 107 12 12 12 4 27 40

조사권역
206권역 29 30 29 28 38 52
우선: 95

전 해안
20 20 20 18 17

해안 일반: 50
개관조사

10 10 10 10 10
145권역 30 30 30 28 27

합 계 351 29 60 59 58 66 79

연도 조사지침서 연도별 우선 및 일반지역 조사권역
권역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표 3.  권역별 조사분야와 조사체계

육지
우선 9개분야(지형경관, 식생, 식물, 포유류, 어류, 양서파충류, 담수무척추동물, 조류 및 육상곤충)
일반 8개 분야(육상곤충 제외)

해안
우선 4개 분야(지형경관, 해안무척추동물, 해조류, 염생식물)
일반 3개 분야(지형경관, 식생, 식물, 조류, 해양무척추동물, 해조류, 포유류)

무인도서 7개 분야(지형경관, 식생, 식물, 조류, 해양무척추동물, 해조류, 포유류)
육지 우선 현지 전문가(조사 분야당 2인)

일반 현지 전문가 및 환경부 생태계조사단
해안 우선 현지 전문가(대학, 연구소)

일반 환경부 생태계조사단
무인도서 현지 전문가 및 환경부 생태계 조사단

조사내용

조사체계



한 8개 분야, 해안선을 3개 분야를 조사하고 환경

부 생태계조사단의 전문가가 직접조사를 추진한

다(환경부, 2001).

III. 미국의 전국생물조사(National
Biological Survey, NBS)

1. 개요

미국의 전국생물조사는 그 동안 체계적으로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물 종을 관리

하는 기관의 중복문제 등이 있어왔다. 미국의 연

방정부 중 농무성(Department of Agriculture)의

자연자원보호청(Nation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NRCS), 산림청(Forest Service) 등에서 자

연자원의 관리업무를 수행하 으며, 수자원과 토

지는 내무부, 해양대기와 연안역은 상무성, 대기

수질 등 오염규제는 환경보호청이 맡게 되었고,

환경문제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서 업무의 중복과

비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되어서 2기 레이건 행정

부 때부터 환경부(Department of Environment)의

설치가 논의되었는 데, 환경부는 기존의 환경보

호청와 상무부의 해양대기국, 내무부의 노천광업

및 토지개간국(Surface Mining and Land

Reclamation Office)을 합치는 것으로 구상되었다.

그러나 부시행정부에서 이러한 개혁은 이루어지

지 못하 다(이상돈, 1995). 클린턴 행정부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생물조사만이라도 통합하려

는 의도로 수행되었다. 예를 들면 미국 내무성

(Department of Interior)산하의 생물 종을 관리하

는 기관을 두려는 시도이다. 미국어류 및 야생동

물관리청(US Fish and Wildlife Service), 국립공원

청(National Park Service), 토지관리국(Bureau of

Land Management), 인디안담당국(Indian Affairs)

으로 생물상조사업무를 관리하도록 유도하 다.

따라서 1993년 미국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 시설

에 내무부장관인 Bruce Babbitt의 발의에 의해 미

국의 전국생물상조사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이

는 대통령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의한 결

정사항으로 진행되었다.  미국전국생물조사

(National Biological Survey)는 4가지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는 데, 1) 종목록 작성과 생물자원의 모니

터링에 국가적 관심을 유도하며 내무부에 산재한

생물자원연구를 통합하고자 하 다. 2) 자연자원

관리자에게 생물종에 대한 고급정보를 제공하며

경제성과 구분되는 독립적인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자 하 다. 3)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각 기관의 유기적 관계를 증대시키며 효율성을 도

모하고자 하 다. 4) 환경적인 문제와 경제성의 문

제가 상충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예측가능하

고 적극적인 연구를 제공하고자 하 다(Constanza

and Daly, 1992; Bolen and Robinson, 1995).

2. 미국전국생물조사의 내용

개발에 따른 이익과 이에 반하는 자연보전의

문제는 항상 충돌된다. 더욱이 국가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개발에 대한 경제논리와 환경단체를 비

롯한 지역주민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국책사업

(댐, 송전선로 건설, 도로건설 등)의 필요성이 제

기될 때마다 논란거리가 되어 왔다(Anderson,

1991). 따라서 전국생물조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

행되었다. 따라서 조사는 규제를 목적으로 수행

되어 온 것이 아니라, 자원의 관리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사

업에는 3개의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데, 3개

의 내무부 산하의 단체인 미국어류 및 야생동물

청, 국립공원청, 토지관리국이 본 연구에 참여하

게 되었다. 1994년 기준으로 $180,000,000(약 2천3

백4십억원)이 할당되었으며, 조사, 목록작성 등의

업무가 수행되고 전국의 1,600여명의 과학자 및

연구보조원이 참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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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전국생물조사의 업무는 매우 다양한 데,

가설의 검증 및 형성, 군집역학의 연구, 생리학,

행동학, 생태학, 서식지연구, 생물다양성 연구를

수행하며, 생태계과정 및 역할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국가생물자원목록 및 국가적으로 주요한

과제를 선정하는 일에 관여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야외조사를 통해 연구가 필요한 과제가

선정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생물조사센터

(National Biodiversity Center)의 창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국생물조사는 정부의 각 부, 과학원,

스미소니안 박물관을 통합하는 네트워크를 운

하고 있으며, 스미소니안박물관의 Dr. Lovejoy가

Babbitt 장관의 과학자문역을 수행하고 있고 위의

기관을 통합 운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 전

국생물조사는 정부의 타 36기관과의 연계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NGO나 학교의 연구자가 참여

한다. 연구수행과제 중 예로 들면, 에버 레이드

국립공원(플로리다)을 위협하는 생태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 남부습지산림을 보전하고 복원하

기 위한 공동연구, 태평양연안지역의 연어확보

및 감소방지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공동연구

등이 있다. 이에 따른 연구보고서는 매 2년마다

작성하게 되어 있다.

3. 전국생물조사의 주요참여기관인 미국어
류 및 야생동물청(USF & WS) 연구사업

1) 동·식물상에 대한 조사

야생동물은 인간과 관련된 모든 살아있는 생물

을 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와 같이 길들여지

지 않거나 경작되지 않은 식물 및 곤충, 동물을

포함한다(Ehrlich and Wilson, 1991). 물고기(fishes)

에 대한 이름은 이 조직이 처음 창설될 때인

1940년 루즈벨트 대통령에 의해 US Wildlife

Service라 명명되어 졌으며, 이때 어류학자들이 자

신의 역을 포함시켜달라는 의견을 내었기 때문

에 기관의 이름 앞에‘Fish’가 붙게된 것이다. 따

라서 어류 및 야생동물청은 우선 동식물에 대한

모니터링업무를 수행한다.

계절별 이동조류에 대한 조사 및 관리업무가

있으며,  이에는 5월물새조사(May Breeding

Waterfowl and Habitat Survey), 겨울조사(Winter

Surveys), 우는비둘기조사(Mourning Dove Call-

Count Survey), 오도번크리스마스조류조사

(Audubon Christmas Bird Count), 국제도요새류조

사(International Shorebird Survey) 등이 있다(표 4).

또한 멸종위기종(Endangered Species Act, 1973)에

근거한 멸종위기종의 조사 및 관리를 수행한다. 개

별야생동식물에 대한 관련자료를 작성하며, 외래종

관리, 향파악 및 저감방안 수립업무를 수행한다.

본 조사를 통해 군집의 크기와 경향, 지리학적

분포, 매년 번식조류에 대한 정보, 번식지 및 겨

울도래지에 대한 상황, 그리고 사냥용으로 조사

되는 조류에 대한 연구, 사냥에 참여한 인력현황,

포획된 동물의 현황 등의 자료가 수집되며 이는

국가차원의 종합적 관리에 이용된다.

2) 서식지관리업무

야생동식물의 궁극적인 보호방안이 이들이 출

현하는 서식지를 보전하고 관리하는 것이라는 인

식 하에 광범위한 서식지관리업무를 수행한다

(Conner and Rudolph, 1991). 연안서식지관리업무

를 수행하며, 서식지가 동식물의 안전한 지역인

가를 파악하기 위한 환경질유지(농약, 수질오염

등) 업무를 수행한다(Scheuhammer, 1991). 수리·

수문학적 분류에 의한 6개 대권역 및 53개 소권

역 생태계지역의 야생동식물서식지관리를 수행하

고 있다. 본 생태계지역의 분류는 행정상의 조직

이 아니라 생태계의 기본 단위인 유역에 의한 분

류이다. 생태계의 기본단위인 유역에 의해 이루

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 나라도 신속히 유역

(집수역, watershed)에 의한 관리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이원 , 2001). 집수역은 생물의 생존이

나 서식의 기본단위가 되므로 유역생태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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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방안은 우리 나라 1차 전국조사의 단위가 된

행정구역 및 2차조사의 서식지유형별(습지, 산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이 될 수 있다.

산불관리 및 방지를 통한 서식지관리를 한다.

주기적으로 제한된 산불(prescribed burning)을 일

으키며 이를 통해 서식지보전 및 복원사업을 수

행하고 국가야생동물보호구역시스템(Wildlife

Refuge System)을 운 하여 관리한다. 토지구입

을 통한 야생동물서식지 확보사업을 수행하고 있

으며, 습지보전사업 및 평가업무를 담당한다.

3) 관계법률, 연구사업 및 홍보

어류 및 야생동물청은 연방정부의 보전관련법

을 입안하고 있으며, 관련법률을 집행하고 불법

포획물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Clark, 1991).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멸종위기동식물에 대한 관

리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

한다. 국제조약 및 수출입업무 심사를 집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어류 및 야생동물청은 연구사업업무를 수행하

는 데 사냥 및 낚시면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

으며, 연구사업을 보조한다.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보전 및 관리업무의 현황을 홍보하고 훈련과정을

개설하여 동식물상의 보전업무에 필요한 전문인

력을 양성한다. 유아를 위한 자연보전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린이들에게 자연보전의 중요성을 교육

한다. GIS 정보를 수립하여 관계기관에 배포하고,

인터넷을 통한 접근이 가능하다.

IV. 미주 사례와 비교를 통한 개선방안

우리 나라에서 현재 진행중인 자연환경조사는

6

표 4.  미국의 전국생물조사 중 조류의 개체수 파악을 위한 조사와 내용

조사 분류 내 용

5월과 6월에 카나다야생동물청과 함께 북동부와 카나다 및 알라스카에 걸쳐 있는 번식물새
에 대한 조사를 실시. 조사자는 선형조사법에 따라 번식물새를 항공기를 통해 조사하고 지상
조사를 통해 보정함. 이 조사결과는 그해의 사냥마리수를 제한하는 자료로 활용함. 대상조류
는 청둥오리, 쇠오리, 홍머리오리, 넓적부리오리, 고방오리, 흰쭉지 등이 있음
5월에 조사된 번식지의 물새조사의 정 도를 높이기 위해 선택된 종을 정해서 겨울도래지에
정 한 조사를 실시. 1월에 전국적인 조사가 이루어짐. 조사된 종의 겨울도래지분포와 서식지
이용, 군집변화 등에 관한 자료가 습득됨
미국에 분포하는 우는비둘기의 조사를 울음소리를 통해 조사를 실시함. 5월-6월 사이에 이루
어지며 우는비둘기의 포획숫자를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됨
크리스마스조류조사(CBC)는 오도번조류협회에서 1990년 이래 시작되었으며 전국의 각 회원
의 도움으로 매년 조사를 실시함. 취미단체이므로 자료의 정확성은 떨어지나 몇몇종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음
카나다 야생동물과 연합하여 매년 약 30만마리의 조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함. 관리협회, 조류
연구소, 연구자들은 별도로 약 70만마리의 조류에 밴드를 붙임. 연방기관인 조류밴딩연구소
및 지정연구원은 북미의 조류밴딩 프로그램을 관리함. 밴딩자료는 생존율과 수확률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번식조류조사(BBS)는 선형조사법으로 개발된 것으로 육상조류를 조사하기 위해 고안된 것
임. 1976년부터 시행되어 온 사업으로 1993년 이후 전국생물상조사로 이전되어 왔으며 현재
지질연구원에서 매년 250종이 넘는 조류에 대한 조사를 수행중임
주로 도요과(wading birds)에 속하는 조류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1970년 이래로 정부, 주정부,
민간연구소가 참여하는 연구사업임. 하지만 조사방법이 고착되어 있지 않고 오차가 많은 것
으로 알려져 있음. 백로 및 왜가리에 대한 조사도 병행함. 국제물새조사사업도 병행하고 있음

조사 분류 내 용

5월 물새 번식지 및
개체수 조사

겨울 조사

우는비둘기 조사

오도번 크리스마스
일제조사

조류밴딩

번식조류조사

물새군락에 대한 조사



출현목록을 위한 매우 단편적인 조사이다. 이러

한 조사는 체계를 갖추기가 매우 어려우며, 연구

인력의 미비, 조사시기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전

체적인 자료를 취합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

고 있다. 앞에서 소개된 미국의 전국생물상조사

사업과 비교하여 볼 때 매우 지엽적이며 조사결

과에 대한 활용방안도 적절치 못하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5).

따라서 표 5에서 보듯이 1) 우리나라의 자연환

경조사는 미주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생태권역별

(수리수문학적) 관리지역을 설정하고 관리지역

내에서 종합적인 목표를 수립하여 중장기별 계획

을 수립한 후 체계적인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Franklin et al. 1990, 이원 , 2001). 2)

목록을 위한 야외조사는 의미가 없으며, 연구사

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각 분류군 별로 밝혀야

될 연구제목을 설정하고 가설을 수립하므로써 이

를 밝혀내는 과학적인 연구사업의 전개가 바람직

하다. 행동학적, 생리학적, 개체군변동 등에 관한

연구제목을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년간 연구

사업으로 진행하므로써 우리 나라 생물종의 현황

파악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손으로 밝혀야 하

는 연구과제를 도출하고 결론을 내야 한다. 3) 지

역주민들에게 접근이 가능한 홍보 및 훈련과정의

개설이 필요하다. 생물종다양성의 유지 및 관리

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협조는 매우 중요하며, 지

역주민의 보전의식 고취는 국가전체의 생물다양

성에 필요불가결한 조건이 된다. 4) 관련제도(환

경 향평가제도, 사전환경성검토 등)를 위한 기

초 자료를 제공하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현

재 우리 나라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생태

자연도 작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각종 기초자료의 정리는 개발계획

을 수립하고 국토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제공

되어야 하며, 미국의 전국생물조사의 목적에 명

시하듯이 자연자원관리자에게 고급정보를 제공

할 수 있어야 하며 경제성의 문제와 환경의 충돌

이 예상될 경우 이에 대한 합리적인 결론을 유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생물종다양성의 최종목

표는 서식지관리를 통한 보전방안이다. 이를 위

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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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우리나라 전국자연환경조사사업과 미국의 전국생물조사의 비교 및 개선방안

구 분 전국자연환경조사사업(한국) 전국생물조사(미국)

-단기간에 의한 조사(1년 단위) -장기적인 조사와 고정조사지점을 가지고 있음
연구 기간 -수집된 자료들은 각 생물군별로 -종합적인 연구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대상종의 관리를

관리하여 서로간의 연관성이 약함 위한 필요한 정보를 다각도로 수집함

관리 단위
-행정구역별(1차 전국조사) -수리·수문학적 관리 역을 설정하고 유역을 기준으로
-주요 서식지별(2차 전국조사) 생태관리의 기본단위로 삼음

연구 과제
-전무한 실정임 -장기적인 연구(개체군역학), 행동학적. 생리학적 연구과제를
-종목록작성(박물학적 연구) 도출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유도함

자료 공유
-일반에게 공개되고 있음 -자료를 의사결정권자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대상사업계획
-환경부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있음 수립시 활용함
-전문가그룹의 풀이 약하며, 분야에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따라 비전문가가 조사사업에 있으며 청소년도 참여할 수 있음

대중 참여 참여하고 있음 -전국적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는 연락망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갖추어져 있음
교육프로그램이 약함

생태계 접근법 -개념이 약함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관리기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생물분류군별로 도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함

구 분 전국자연환경조사사업(한국) 전국생물조사(미국)



V. 결 론

본 논문을 통하여 우리나라 전국자연환경조사

사업에 대한 개요를 외국(미주)의 사례와 비교하

여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자연환경조사사업은

1986년부터 시작되어 1차전국조사 및 2차전국조

사를 거치면서 행정구역에서 주요서식지별로 전

환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

나라 조사사업은 조사결과가 매우 단편적이며 조

사기간이나 전문인력의 미비로 인해 연구결과의

종합적인 고찰이 매우 어렵다. 또한 현재 이루어

지고 있는 주요서식지별 조사권역도 미주의 예를

참고하여 수리수문학적(watershed) 관리로 전환

이 필요하다. 조사연구가 장기간의 모니터링이나

계절적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변화를 파악하는 것

이 필요하며, 생태계접근법의 도입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활용, 자원봉사자

의 활용 등도 도입되어야 한다. 우수한 지역생태

계 보전을 위한 지역주민의 활용 및 자연자원의

관리자에 대한 정보공유에 대한 관리프로그램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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