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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n ecological park planning model to enhance the

functions of habitats and ecological corridors in Green Belt Areas, because changing policies

have resulted in the degredation of the Green Belts due to progressive fragmentation of

ecosystems. The principal outcome of the study is to plan an ecological park model through the

restoration of habitats. In order to evaluate the capacity of the model to enhance the ecological

functions of habitats and ecological corridors in Green Belt Areas, a simulation of habitats was

carried out in the Sungnam-Yusoo region. The model was developed via following steps: 1.

Selection of candidate sites and selection of the study site by analyzing development factors; 2.

Selection of target species that can represent the habitat at the site; 3. Analysis of the site’s

suitability index for the target species; 4. Establishment of a conceptual plan to enhance and

expand the currently produced suitability index; 5. Creation of a master plan based on the

conceptual plan; and 6. Evaluation of the enhanced and expanded suitability index of the site.

The study showed that the Habitat Unit (HU) of Rana coreana, which was selected as the target

species of the study, increased from 28,044 m2(3.6%) to 224,352 m2(28.8%), and the HU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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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971년 도시계획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된 개발제

한구역(RDZ: Restricted Development Zone)제

도의 목적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도시규모를 유효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환경훼

손 억제, 녹지면적 확보, 식생 보전, 동·식물 서식

처 보전 등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로부터 도시주변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었

다. 일명 그린벨트(greenbelt)로 불리는 개발제한

구역은 도시주변 미개발상태의 빈 공간 확보를 위

해 마련한 일정한 폭의 녹지체계로서 개발행위가

엄격히제한되는지역이다(최인호등, 2009).

그 동안 그린벨트 제도는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함으로써도시발전에대비한공간을확보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아 왔으나(Yokohari Makoto

and Amati Marco, 2005),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 용도및 토지 형질 변경을 금지하는 등 엄격한

행위제한으로 거주민의 생활환경에 불편을 초래하

는제도로지적되어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1999년 4월부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전제로 한

개선안마련에착수하여 1999년 7월「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 다(국토해양부, 1999).

그러나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조정의 정책

은 해제지역에 대한 국민임대주택건설 문제, 취락

지구지정 문제 또는 7개 중소도시권 지역의 난개발

우려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허종민, 2001;

정성문, 2002; 정호 , 2003). 또한현정부는서민

을 위한 주택공급을 위해 2012년까지 그린벨트 해

제지역 내에 매년 3만호씩, 총 12만호의 공급이 계

획(최인호 등, 2009)되어 있어 그린벨트 해제와 개

발은당분간계속될전망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또 다른 문제점은 해

제지역에서 실시될 개발사업이 인접한 개발제한구

역에 악 향을 미칠 수 있는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는 사실이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가 해제되

는경우, 해제기준및해제경계선지정의불명확성

으로 인하여 도시 연담화가 우려되는 곳이 발생할

수있으며, 개발로인한 생태계의고립화·단절화가

진행될우려가있다는문제점이제기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

구하고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인접지역에

대해서는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방안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도시 연담화 방

지와 개발에 따른 지형변화, 서식처 및 자연수로 등

의 훼손과 단절로 인해 손상된 생태축과 생태통로

기능의 강화를 위한 보전 및 복원 방안으로 복원에

바탕을 둔 공간의 계획(Yokohari Makoto et,

2000; Uy Duc Pham and Nakagoshi Nobukazu,

2008), 특히 생태공원의 조성이 그 대안으로 부각

되고 있다(백규현, 2002). 즉, 도시 연담화 방지와

개발로 인한 생태계의 고립 및 단절화 우려가 있는

지역의 생태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복원에 바

탕을 둔 생태공원이야말로 서식처 및 생태통로로서

의 기능강화에 있어 적절한 관리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문제의식과 필요

성을 바탕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지역과 인접해

있는 지역의 서식처 및 생태통로로서의 기능강화를

위한 복원에 바탕을 둔 생태공원의 계획모형을 도

출하고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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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as the ecological corridor for wild animals increased from 4,674 m2(0.6%) to 152,684 m2

(19.6%). The study results show that the ecological deficits of the Green Belt Area can be

overcome by enhancing the ecological functions of the region, which should be beneficial. The

model could be utilized for effective enhancement and management of other Green Belt Areas.

Keywords : Fragmentation, Ecological Restoration, Suitability Index, Habitat Unit(HU)



II. 연구의범위및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과 인접해있는
지역의 서식처 및 생태통로로서의 기능강화를 위한
모형개발로 모형의 사례적용을 위한 대상지는 개발
제한구역에서 국민임대주택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2011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3,474세대의 택지개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여수지역 일
대를 선정하 다. 이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을 중심
으로 남북으로 나누어져 개발되고 있으며 향후 국
민임대주택단지에 의해 도시 연담화 및 개발로 인
한 생태계의 고립화·단절화가 진행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대상지의개요는다음과같다.

위치: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하대원동, 여수
동, 분당구야탑동일원(779,000m2)

입지여건:
- 성남구시가지와분당신도시사이에위치
- 서울외곽순환도로,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성남대로위치

- 지구북측은모란시장과연계된근생시설입지

2. 연구의 방법

개발제한구역 내 생태공원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를 위하여 관련 이론 및 선행 사례에 대해 고찰하
고,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기본방향을 수립하
다. 수립된기본방향을기반으로개발제한구역의생
태공원 원칙을 설정하 으며 생태공원 모형개발의
계획방향, 항목 및 요소를 도출하고, 개발제한구역
의서식처및생태통로로서의기능강화를위해복원
에바탕을둔생태공원계획모형을개발하 다.
개발된 계획모형은 사례지역에 적용하여 실제 적

용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타당성을 살펴
보았다. 이를 위하여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지역과 인접지역의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생태공원 계획모형을 적용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
다.

III. 계획모형개발

1. 생태공원 계획모형 도출

문헌 및 생태공원 계획사례에서 생태공원의 계획
과정별 계획요소를 추출한 후 표 1과 같이 계획과정
별항목과내용을중심으로계획모형을도출하 다.
여러 문헌 및 사례 등을 바탕으로 계획의 과정은

①대상지역의 선정 및 계획의 기본방향 ,목표 등을
설정하는 대상지 개요단계와 ②대상지역과 인접지
역의 현황조사 및 분석단계, ③목표종 설정단계, ④
대상지역의 적합성 지수의 분석 단계, ⑤기본구상
단계 ⑥기본계획 및 ⑦생태복원 후 적합성 지수의
평가단계등총일곱단계로구분하 다.

VI. 사례적용연구

1. 대상지 개요 및 계획의 방향

1) 대상지역의개요

대상지는 일부 산림이 분포하고 있으나, 경작지
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비닐하우
스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어 경관적, 측면에서는 생
태적환경요인에서보전가치가낮은지역이다.
성남여수지구는 성남 구시가지와 분당 신시가지

의 중앙에 입지하여 향후 도시 연담화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생태공원 조성 시 복원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구중앙부를 통과하는 수도권 광
역녹지축이 위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생태통로 기
능강화를 위한 보전 및 복원계획 수립이 요구되는
지역이기도하다.

2) 계획의기본방향, 목표및목적

성남여수지구의 생태공원은 수도권 개발제한구
역의 주 녹지축의 기능을 최대한 수용하는 공원으
로 조성하여 광역 녹지축의 생태적 기능 강화와 생
태체험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서 대상지역을 크게 보전·향상지역, 복원지역, 창
출지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목적에 맞는 계획목표
및목적을수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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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처로서의 기능회복과 증진을 위해 원형서식
처(Reference site)를 바탕으로 생물다양성 증진을
고려한 수변공간 도입을 통해 복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지형 및 수계(Natural hydrology)를 복원함
으로써 계곡습지의 자연적 수문 및 식생을 복원하
여생태통로의기능을강화하고자하 다.
생태녹지축의 기능강화를 위해 새로운 서식처를

창출하여 보전지역과 복원지역이 통합적으로 연계
될 수 있도록 하며, 생태통로로서의 기능 창출을 위

해 식생이 없는 대상지역을 습지, 수로, 초지와 지
역사회산림으로전환하고자하 다.

2. 대상지역과 인접지역의 현황조사 및 분석

대상지는 인접지역에 산림이 분포되어 있으나 도
로에의해단절되는곳이있으며, 인접하는탄천을비
롯해등자천, 상적천, 여수천, 금토천, 야탑천, 운중천
등은대상지와의직접적연결성이부족한편이다.
대상지는 크게 17개의 소유역으로 구분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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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개발제한구역의 서식처 및 생태통로로서의 기능강화를 위한 생태공원의 계획모형

계획과정 계획항목 내용
대상지후보선정 주택단지개발에의한도시연담화및개발로

대상 인한생태계의고립화·단절화가진행될우려
지역의 가있는지역
선정 개발여건분석 잠재적자연보전가치

대상지선정 -
대상지개요 보전·향상의방향, 목표및방향, 목표및 생태계보전

계획의 목적설정 서식처기능강화및생물다양성증진향상
기본 복원의방향, 목표및목적설정 생태계복원목적 생태네트워크형성
설정

창출의방향, 목표및목적설정 습지, 수로, 초지와지역사회산림으로전환
생태통로로서의기능강화

지역적맥락에서의접근
현황 대상지차원에서의접근 지역적맥락에서의이해와대상지차원에서대상

대상지역과 조사 -생태기반환경조사 지역의생태기반환경조사와생태환경조사실시
인접지역의 -생태환경조사
현황조사 현황 생태기반환경분석 -분석 분석 생태환경분석

종합 현황종합분석 -분석 SWOT 분석

목표종의설정 목표종의선정
목표종의서식처조건에대한조사 -

대상지역의 목표종서식처로서의적합성지수분석 목표종서식처로서의분석
적합성지수의분석 목표종생태통로로서의적합성지수분석 목표종생태통로로서의분석

대상지역내부의생태통로와외부지역과의 대상지역과인근지역과의광역적인연결성구상광역적차원에서의생태적연결성
기본구상 생태축구상

전체지역의기본구상 생태복원구상
생태기반구상

전체지역의기본계획 보전·향상 및 복원지역과 창출지역의 생태복
원계획

기본계획 서식처로서의기능강화를위한기본계획
부문별계획 야생동물 이동통로로서의 기능강화를 위한 기

본계획
생태복원후목표종서식처로서의적합성

생태복원후적합성 지수의평가
-지수의평가 생태복원후목표종생태통로로서의적합성

지수의평가

계획과정 계획항목 내용



0~8도 정도의 평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산지

는 15도 이상의 경사로 남향, 남서향 및 서향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대상지와 인접지역의 서식처 조

사를 통해 생물종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후, 대상지

에서 복원해야 할 지형, 수문, 토양조건, 특정유기

물을 결정하기 위해 환경조건을 조사한 뒤, 설계에

반 할수있는원형서식처두곳을선정하 다.

한 곳은 양서류 서식처로, 발견된 종은 한국산개

구리(Rana coreana), 청개구리(Hyla arborea japonica),
두꺼비(Bufo gargarizans) 등으로 고마리, 개구리

밥과 같이전형적인습지식생이발견되었으며, 인접

한산림은소나무와참나무림이우점하고있었다.

다른 한 곳은 조류 서식처로 다양한 규모의 연못

이 조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연못에 식재 혹은 자생

적으로 발생한 습지식생이 서식하고 있다. 또한 청

개구리(Hyla arborea japonica), 한국산개구리

(Rana coreana) 등 다양한 종류의 양서류와 곤충

들이 서식하고 있어 조류의 서식에도 좋은 기회성

으로작용할것으로판단된다.

대상지역 내 서식처와 생물종들의 상호관련성 분

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지의 강점(Strength), 약

점(Weakness), 기회요소(Opportunity), 위협요소

(Threat) 등을도출한결과는다음표2와같다.

3. 목표종의 설정

대상지역 및 인접지역의 현황조사·분석 및 전문

가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한국산개구리(Rana
coreana)를 목표종으로 선정하 다. 한국산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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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양서류, 조류 서식처로의 원형서식처
a) 양서류서식처 b) 조류서식처

표 2.  대상지의 SWOT 분석

SWOT 분석내용
넓은면적의산림패치가존재하기때문에종다양성의유지가가능함

강점 습지의형성이용이한지형적이점이있음

(Strength) 물순환시스템의조성이가능함
지표수관리체계의적용이가능함
복원을통한서식처기능의강화가가능함

약점 도로로인한녹지축및수계축의단절
(Weakness) 뚜렷한수체계가형성되어있지않아양서, 파충류의종조성이빈약함

기회성 비닐하우스부지의생태적이용가능성

(Opportunity) 주거지와자연이인접해있어친환경적주거단지의조성이가능
주변의탄천과수계축의연결가능성

위협성 광역적인 관점을 통한 생태적 접근을 하지 않을 경우 녹지축이나 수계축의 연결 등이 전혀 고려
되지않은난개발의위험성이있음(Threat)
연담화현상에따른녹지잠식의우려가있음

SWOT 분석내용



는 생태계 먹이사슬의 중간단계로 생태계의 안정성

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생물종이며, 한반도의 고유

종(심재한, 2001)으로봄에는번식을위해산란장소

인 수역으로 이동하고, 여름에는 먹이를 찾거나 은

신하기 위하여 수환경 주변의 그늘진 곳이나 먹이

가풍부한장소에서활동한다(송재 , 2000).

4. 대상지역의 적합성 지수의 분석

1) 목표종서식처로서의적합성지수분석

문헌과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한국산개구리

서식처로서의 적합성 지수(Suitability Index)를

산란지, 활동지, 동면지로 구분하여 도출하 다(그

림 3 참고). 도출된 목표종 서식처로서의 적합성 지

수를 대상지를 50m×50m 셀로 구분하여 각각에

적용하 으며, 그 결과는 그림 3과 같이 남동측을

중심으로 적합성이 높은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대부분은보통미만으로나타나고있다.

2) 목표종생태통로로서의적합성지수분석

목표종의생태통로로서의적합성지수(Suitability

Index)를 문헌과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하천변

코리더 및 육상코리더로 구분하여 도출하 다(그림
4 참고).
도출된 생태통로로서의 적합성 지수를 대상지를

50m×50m 셀로 구분하여 각각에 적용하 으며,
그 결과는 그림 5와 같이 동측으로 적합성이 매우
좋거나 좋은 지역이 있으나, 대부분은 보통미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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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적합성 지수 산출방법-한국산개구리 서식처

그림 3.  한국산개구리 서식처 적합성 평가도



로나타나고있는것을살펴볼수있다.

5. 기본구상

1) 광역적차원에서의생태적연결성

개발제한구역 내 서식처와 생태통로의 단편화

(Fragmentation)방지와 서식처 및 생태통로 기능

강화를 위해 대상지 내부와 대상지 외부의 광역적
인 연결성을 구상하 다. 가능한 목표종의 서식처
및 생태통로로서의 적합성이 높은 지역들을 중심으
로구상하 으며, 그결과는그림6과같다.

2) 전체지역의기본구상

대상지의 생태축(생태네트워크)은 대상지에 입지
해 있는 산림을 핵심지역으로 광역 녹지축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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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야생동물 생태통로로서의 적합성

그림 5.  야생동물 생태통로 적합성 평가도

그림 6.  광역적 차원에서의 연결성 구상도



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구축하고, 중심축이 선형코리

더 및 디딤돌(Stepping stone) 등의 형태로 주거단

지지역과 연계되도록 구상하 다. 적합성 지수의

등급이 높은 지역은 보전하고 등급이 낮은 지역은

기능을 향상 및 강화시킴으로써 등급을 높일 수 있
는방안을마련하 다.

6. 기본계획

1) 전체지역의기본계획

개발제한구역 내 서식처와 생태통로로의 단편화
방지 및 생태통로 기능강화를 위해 대상지를 크게
보전·향상 및 복원지역과 창출지역으로 구분하여
계획한결과는다음그림8과같다.
개발되는 단지의 생태적 연결성을 확보하면서도

개발제한구역의 서식처로서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목표종을고려한계획요소를도입하 다.

2) 부문별기본계획

(1) 한국산개구리 서식처로서의 기능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기존 한국산개구리 서식처 지역은 보전하면서 그
주변 지역에 한국산개구리 서식처로서 적합성 지수
를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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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생태축 구상도

그림 8.  전체지역의 기본계획도



따라서 대상지의 현 상태에서 산출된 적합성 지수

를 높이기 위하여 대상지역의 한국산개구리 서식처

의기능강화를위한계획안은표3과같다.

(2) 야생동물 생태통로로서의 기능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복원 전 대상지 대부분이 보통 혹은 보통 미만의

지역으로 나타나 야생동물 생태통로로서의 적합성

지수가 상당히 낮은 편으로 대상지역의 적합성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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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적합성 평가에 따른 대상지역의 한국산개구리 서식처 계획안

평가항목 평가기준 계획안

대상지현황에따라크기및형태가다양한습지를조성함
- 창출지역에대규모의습지생태연못조성함

습지의면적 - 산림지역에는 수로변에 일정폭의 버퍼만큼 습지식생을 식재 및 도입하여 수로변
습지의면적을증가시킴

- 임대주택예정지구 내 수로변에 습지관교목을 식재하며, 중정과 같은 오픈스페이
스공간에생태연못및가장자리에습지조성함

산란지 수로변에는일정버퍼를주어습지관교목을식재함

활동지
Riparian forest 창출지역의습지생태연못호안에습지식생및덤불림을조성하여차폐효과및야

생동물의서식처기능을유도함
동면지

하천, 습지,

대상지역곳곳에수로, 습지, 연못을조성하며, 통합적이며유기적인연계를통해
연결성을향상시킴

수계로부터의

- 창출지역의 중심에 대규모 습지생태연못을 조성함으로써 주변지역의 녹지 및 수
계와의연결성을높임

거리 - 산림지역에 기존수계를 살린 수로와, 수계가 끊어진 지점에 실개울 및 소규모 생
태연못을조성함

- 임대주택예정지구 내 우수 집수를 통한 실개울 형성을 통해 단지 내·외곽의 수
로를연결시킴

평가항목 평가기준 계획안

표 4.  적합성 평가에 따른 대상지역의 야생동물 생태통로 계획안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계획안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계획안

하
천
변
코
리
더

육
상
코
리
더

수생태

수계현황

하천의
floodplain

Riparian
forest

산림
및
녹지

지형

하천및
저수지의
존재여부

차수및
끊어진정도

굴곡에따른
floodplain
형성여부

Riparian
forest 형성여부

생태
자연도

임상도

녹지
자연도

경사
분포도

창출지역(비닐하우스지역)에대규모습지생태연못을조성함
산림지역에기존수계를살려수로를조성하고저류지및소규모연못을조성함
임대주택예정지구내물요소를도입하여단지내 외곽을연결하는수로및생태연못
을조성함
수계는끊어진지역이없이대상지내통합적인blueway를조성함
수계가건천화되어있는지역은주변수계와연계를통하여수량을높임
기존수계가훼손되었거나상실된지역은실개울및스웨일, 저류연못을조성하여수계
의연결성을향상시킴
큰하천축을중심으로대상지역의곳곳에creek을조성하여수계의차수를높임
대규모습지생태연못의가장자리에마운드를조성하여굴곡에따라주변지역으로물의
흐름을자연스럽게유도함
농경지역과산림의경계지역에수로를형성하여경사및고도차에따른물의흐름으로
인해범람원을형성함
수로변에는일정버퍼를주어습지관교목을식재함
창출지역의습지생태연못호안에습지식생및덤불림을조성하여차폐효과및야생동
물의서식처기능을유도함
식생은교목-관목-덤불림-초본류의수직적다층구조를형성하고, 수평적구조로는군
락식재를하여생물다양성을높이고, 종서식처기능을향상시킴
식생천이의마지막에이르는극상림지구, 가문비나무, 잣나무, 분비나무등의식재율을
높이며식생환경을향상시킴
대상지역내다양한크기및형태의습지를조성함
도로로인해산림이단절된지역에생태다리를조성하여야생동물의이동통로를형성함
비닐하우스지역에습시생태연못의가장자리및도로변지역, 교차로중심지역, 산림과
농경지를경계부지역에마운드를조성함



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대상지

의 현 상태에서 산출된 적합성 지수를 높이기 위하
여 대상지역의 야생동물 생태통로 기능강화를 위한

계획안은표4와같다.

7. 기본계획 적용 평가

1) 생태복원후한국산개구리서식처로서의
적합성지수평가

기존 수계를 최대한 보전하고 수량을 높이는 방

안을 적용하 으며, 또한 현재 한국산개구리 서식

처가 되고 있는 중앙 광역녹지축 내 생태연못지역
과 주거단지 남측지구 내 연꽃재배지 지역을 원형

서식처로 하여 습지식생을 도입하고, 소규모 비오

톱을 조성하며, 자연산림지역 및 숲과 연계된 계획

안을마련하 다.
현재 한국산개구리 서식처로서 기능을 가지는 생

태연못지역은보전을기본원칙으로하여그기능을

향상시킬수있는계획안을마련하 다. 연꽃재배지

지역은 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서 현재 지역을 그
대로 보전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주거단지 내 수체

계와 연계하여 소규모 생태연못을 조성하는 방안을

계획함으로써최대한보전하는방향을제시하 다.

복원 전과 복원 후 대상지역의 적합성 지수별 면
적의 비교 분석결과 매우 좋은 지역과 좋은 지역의

적합성 지수가 복원 전 20.8%에서 복원 후 41.6%

로 증가하 으며, 또한 대상지역의 서식처 면적

(Habitat Units(HU))이 162,032m2에서 324,064m2

로향상된것으로나타났다.

2) 생태복원후야생동물생태통로로서의
적합성지수평가

생태복원 후 적합성 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림 10

과 같이 대상지역 내 중앙 광역녹지축 지역의 자연

산림지역의 대부분은 매우 좋은 지역 및 좋은 지역

으로 적합성 지수 등급이 보통 이상으로 평가되었

으며, 주거지역은 일부만 보통 미만의 지역으로 낮

게 평가되었다. 이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의

특성상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아지는 지역이기 때문

에 생태복원을 위한 세부적 계획안을 마련할 때에

중앙 광역녹지축 지역만큼 야생동물의 생태통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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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복원 전과 복원 후의 한국산개구리 서식처로서의
적합성 평가 비교

b) 복원후

a) 복원전

표 5.  복원 전과 복원 후 대상지역의 한국산개구리 서식처 적합성 지수 등급에 따른 면적 비교

대상지구분 면적(m2) 비고
매우좋음 좋음 보통 보통미만

복원전 28,044 133,988 76,342 540,626
(3.6%) (17.2%) (9.8%) (69.4%)

복원후 224,352 99,712 34,276 420,660
(28.8%) (12.8%) (4.4%) (54.0%)

대상지구분 면적(m2) 비고
매우좋음 좋음 보통 보통미만

복원후매우좋은지역의
합성지수가늘었으며, 

보통미만의합성지수가낮아짐



능향상만을 고려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상지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생태복원과 더불어 주거단지 내에 보전할 수 있는

녹지축 및 수계는 최대한 보전하여 소규모 생태연

못 및 저류연못, 그린웨이를 따라 조성되는 띠녹지

등으로 전체적인 생태통로의 연결성을 높이도록 하

다.

전체지역의 기본계획안을 바탕으로 생태복원 후

의 적합성 지수를 산출하여 복원 전과 비교한 결과,
그림 10과 같이 매우 좋은 지역 및 좋은 지역이 현
저하게증가된것으로나타났다.
계획안을 통하여 현 상태에서 야생동물의 생태통

로 기능을 지닌 광역녹지축의 자연산림지역은 보전
을 바탕으로 하여 그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
으며, 일부 농경지 지역은 지역적 맥락의 이해를

바탕으로 자연산림지역과 연계된 생태복원방안을
마련하여 생태통로로서의 기능강화를 도모하고자
하 다.
대상지의 복원 전과 복원 후의 야생동물 생태통

로의 적합성 지수별 면적을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
표 6과 같이 생태공원의 야생동물 생태통로로서 매
우 좋은 지역과 좋은 지역의 적합성 지수가 복원 전
5.1%에서 복원 후 30.9%로 현저하게 증가함은 물
론, 대상지역의 서식처 면적이 39,729m2에서
240,711m2로크게향상된것으로나타났다.

V. 결론및제언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개발로 인하여 해제지
역 및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되는 도시 연
담화와 생태계의 고립화·단절화가 야기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본 연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과 인접한 지역의 서식처 및 생태통로로서 단
절을 방지하고, 서식처 및 생태통로로의 기능을 강
화시킬 수 있는 생태공원 계획모형을 개발하여 실
제사례지적용을통한검증을실시하 다.
개발된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례지역

에적용하 으며, 현황분석과SWOT 분석결과를바
탕으로 사례 적용 대상지의 목표종인 한국산개구리
의서식처및야생동물생태통로로서의적합성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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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복원 전과 복원 후의 야생동물 생태통로로서의
적합성 평가 비교

b) 복원후

a) 복원전

표 6.  복원 전과 복원 후 대상지역의 야생동물 생태통로 적합성 지수 등급에 따른 면적 비교

대상지구분 면적(m2) 비고
매우좋음 좋음 보통 보통미만

복원전 4,674 35,055 217,341 521,930
(0.6%) (4.5%) (27.9%) (67.0%)

복원후 152,684 88,027 184,623 353,666
(19.6%) (11.3%) (23.7%) (45.4%)

대상지구분 면적(m2) 비고
매우좋음 좋음 보통 보통미만

복원후매우좋은지역과좋은지역의
적합성지수가늘었으며, 

보통미만의적합성지수가낮아짐



분석을 실시하 다. 현재 대상지는 보통 혹은 보통

미만으로 서식처 및 생태통로로서의 적합성 지수가

상당히낮게평가되어대상지역의적합성지수를높

이기위한방안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현 상태에서 산출된 적합성 지수를 높이기 위하

여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한국산개구리

서식처로서의 기능강화를 위한 기본계획과 야생동

물 생태통로로서의 기능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 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서식처

및 생태통로로서의 적합성 지수를 재평가하여 개발

제한구역의 서식처 및 생태통로의 기능강화를 위한

생태공원조성의타당성을검증하 다.

그 결과 목표종인 한국산개구리를 위한 대상지역

의 매우 좋은 서식처 면적(HU)이 28,044m2(3.6%)

에서 224,352m2(28.8%)로 증가되었으며, 또한 야

생동물 생태통로로서의 대상지역의 서식처 면적이

4,674㎡(0.6%)에서 152,684㎡(19.6%)로 증가된

것을살펴볼수있었다.

사례지역 적용결과, 생태공원 조성이후에 대상지

역의 서식처 및 생태통로로서의 적합성 지수는 물

론 서식처의 면적이 전체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형은 개발제

한구역 해제지역 및 인접지역의 서식처 및 생태통

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판

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생태공원의 계획모형은 향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지역에서 실시될 개발사업이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에 악 향을 미칠 수 있는 지

역을 대상으로 개발한 것이다. 도시 연담화 방지와

개발로 인한 생태계의 고립 및 단절화가 진행될 우

려가 있는 지역의 생태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 개

발제한지역 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방안으로

활용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개발제한구역 내 서식처 및 생태통로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한 생태공원 계획모형을 개발하고, 개발

된 계획모형을 실제 대상지에 적용하는 과정을 거

치면서 제언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에 부합하는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경우

현황조사와 설계협의체 구성 및 운 시에는 생태

공원 전문가 또는 환경생태 전문가가 포함되어야하

며, 면 한현황조사후계획이이루어져야한다.

2) 조성 중이거나 조성 후 모니터링을 통해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지 못한 새로운 변수들이 파악될

경우에는 이를 추가적으로 반 하는 순응적 설계가

마련될수있는기반여건의제공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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