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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at choosing indicators to measure the effect of utilizing biotop map, and analyzing its effect by an 

indicator from the perspective of performer. The Primary performance indicators are made through specialist survey using 
SMART. As a result, three indicators are chosen: “Discussion of the period of an environmental effects evaluation(reduced 
effect)”,“Plan and execution of environment and ecology plan in an urban development site”,“Minimizing ecological damage 
in an urban development.” The result in each indicator is as follows. The indicator of discussion of the period of an 
environmental effects evaluation(reduced effect), the average reduction rate in statistically meaningful level reduced 6.08% 
and 11.64% respectively in 2004-2005. In this period, environment information system was established and the reduction 
effect is shown in this period by reinforcing environment effect estimation using  biotop map. As to the indicator of utilizing 
biotop map in an urban development site, the Seongnam P site case shows that biotop map was used when they set up an 
development plan. In case of minimizing ecological damage in an urban development, the Gwangjingu G-dong case shows 
that it was used to appoint preservation sit, and mediate development restrict area. 

Accordingly, the  biotop map utilizing effect is confirmed through core performance indicators and verification of the 
indicators using SMART. The further research is encouraged to find evaluate indicators and verify the effect quantitatively to 
increase the use of  biotop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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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및 자연

환경 훼손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비오톱이라는 단어가 

경관생태계획이나 자연생태계의 복원에 있어 중심테

마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술연구의 주된 관심사

가 되고 있다(최 등, 2007). 도시의 효율적인 생태환경 

관리를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변형된 요소뿐만 아니라 

자연요소도 함께 포함시켜 도시전체의 생태공간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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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을 복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김과 한, 2006). 생태

계 구조를 고려한 도시관리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중요한 모범사례(Cortner와 Moote, 1994)로 생태계 

관리는 공간적 범위와 시간적 범위(Slocombe, 1998)
에 대한 복합적인 고려가 요구된다.  

이렇듯 생태계의 구조가 복잡하고 상호관계성을 

지니고 있어 그동안 도표나 혹은 계량화 위주의 환경

정보 생산으로는 도시의 복합적인 생태구조를 이해하

고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어 위성사진, 토지피복도, 생
태자연도 등 공간정보형태의 환경정보 생산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청주시청, 2007). 특히, 도시생태현황도

는 공간적 경계를 갖는 특정생물군집의 서식지 등을 

조사, 평가하고 이를 유형화하여 지도화한 것으로(서
울특별시, 2009)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나
와 도, 2003; Munier 등, 2001). 

서울시의 도시생태현황도(2000) 제작 이후 성남시

(2004), 고양시(2006), 시흥시 (2006) 등 여러 지자체

에서 도시생태현황도 제작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

며(서울특별시, 2009),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생태

축 구축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비오

톱 지도를 작성하도록 법적근거도 마련되어 있다. 또
한,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도시생태현황도 작성을 전

국 기초지자체로 확대하여 상위 공간계획 수립 및 개

발사업 추진 시 활용할 계획(녹색성장위원회, 2009)
에 있어 활용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도시생태현황도의 활용범위가 확대되면서 관련 연

구들 역시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구시 수성구를 

중심으로 한 비오톱 구조분석(나와 이, 2001), 비오톱 

연계망 구축을 위한 서식공간 평가에 관한 연구(나 등, 
2001), 도시비오톱의 경관생태학적 특성분류(나와 이, 
2003), 도시생태계 보전을 위한 비오톱 평가기법 제시

(오와 이, 2000), 비오톱 공간의 생태적 가치 파악(정
과 이, 2000),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한 비오톱 유형분

류(김 등, 2006), 한국과 독일의 비오톱 지도화에 대한 

비교(최 등, 2007), 지구단위 차원에서의 비오톱 보전

가치 평가(조 등, 2008)연구 등이 수행되어 왔다. 대
부분의 연구들은 도시생태현황도의 필요성과 개념제

시, 비오톱의 유형화 분류 및 평가기법 개발, 국내외 

사례비교, 비오톱의 보전가치평가 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제작된 도시생태현황도는 도시계

획 및 개발에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

어 향후 지속적인 활용확대를 위한 대안 마련이 요구

되고 있다(서울특별시, 2005). 따라서 도시생태현황

도의 활용확대를 위한 관련 연구들이 매우 필요한 시

점이라 할 수 있으나 도시생태현황도의 활용성을 높

이기 위한 방법론적 모색과 활용효과를 분석한 연구

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

행하고 있는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도시생태현황도의 

활용에 따른 효과를 파악해 보는 것은 도시생태현황

도의 활용성을 높이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

니게 된다. 즉, 도시개발 사업을 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도시생태현황도의 활용효과를 

검토해 봄으로써 도시생태현황도의 활용확대를 도모

해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기반을 확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사업시행자 관점에서 도

시생태현황도의 활용효과 측정을 위한 측정지표를 선

정하고 지표별로 활용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도
시생태현황도의 주요 활용고객중 사업시행자 관점에

서 활용효과를 분석해봄으로써 도시생태에 대한 다양

한 정보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

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2.1. 분석절차 및 과정

도시생태현황도 작성을 위한 비오톱 구분과 평가

방법 등에 대해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나, 활용

효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시도한 연구는 거의 없었

다. 이러한 점에서 문헌조사를 통해 도시생태현황도

의 활용평가 관련 이론들을 살펴보고 활용평가 방법

론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활용효과 측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을 통해 평가지표를 발굴하고 지표별로 

적용사례를 검토하여 활용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

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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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election valuation of main product indicators.

Item Research content Methodology

Literature
survey

-Defining concepts and terms of Biotop Map 
-Theoretical survey as to performance evaluation 

-theory and precedent study  
-guidelines of making Biotop Map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Methodology of 
performance 
evaluation

-Compare with existing methodologies to analyse information 
system performance 

-Evaluation process and method to analyze Biotop Map 
performance effect

-BSC analysis and applying GSA(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 model of the US 

Evaluation 
indicators

-Applying SMART to induce core performance indicators 
-Specialists in depth survey using SMART 

-carrying out specialists survey using SMART 
-AHP analysis 

Verification
-Verification of theoretical base using statistical analysis of 
the discussion of the period of an environmental effects 
evaluation 

-statistical analysis of trend to the discussio n of 
the period of an environmental effects evaluation

Table 1. The process and procedure of research  

2.2. 분석방법

앞에서 구상한 활용효과 분석방법을 바탕으로 구

체적인 활용효과 측정지표를 도출하기 위해 SMART 
분석기법(Jerry, 1997)을 활용하였다. 국내 도시개발

에 적용가능한 활용효과 측정 후보지표들을 발굴하고 

도시생태현황도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개발 및 선정원

칙을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활용효과 측정지표를 선

정하였다. 측정지표의 적합성 검증과 핵심적인 측정

지표를 확정하고자 SMART분석을 내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SMART분석의 5개 선정기준을 토대로 도시생태

현황도 관련 전문가(교수 17명, KEI 11명, 관련 전문

업체  14명) 52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통해 측정

지표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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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indicators Specific Measurable Action 
Oriented Relevance Timeliness Average

Discussion of the period of an environmental 
effects evaluation(reduced effect) 4.55 4.86 4.68 4.64 4.41 4.63 

Plan and execution of environment and ecology 
plan in an urban development site 5.32 5.05 5.00 5.18 4.77 5.06 

Business process efficiency of urban development 
performance  4.36 4.36 4.41 4.45 3.95 4.31 

Minimizing ecological damage in an urban 
development 4.95 5.0 9 4.91 4.68 4.82 4.89 

Table 3. Evaluation indicators of utilizing effect of biotop map 

조사는 2009년 3월~4월에 걸쳐 진행하였다. 측정

지표는 각 7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해당지표의 평균값이 평균점 이상이면 채택하고 

평균점 미만이면 기각시켰다. 특히 SMART기준 중에

서도 중요인자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를 통해 지표선정

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평균값이 평균점 이상이더라도 

구체화정도(Specific)기준과 측정가능성(Measurable)
기준이 3점 이하인 경우는 기각하였다(Jerry, 1997).  

효과분석은 도시생태현황도의 구축기간이 짧고 활

용사례도 많지 않은 관계로 정량적 평가보다는 측정

지표별로 적용된 사례검토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도시

생태현황도의 활용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활용효과 측정지표 도출

도시생태현황도의 활용효과 측정을 위한 핵심성과

지표 발굴을 위해 예비목록(후보지표)을 작성하였으

며, 후보지표들을 토대로 활용효과 측정을 위한 평가

지표를 개발하였다. 후보 평가지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단축효과), 도시개발지의 환경생태계획 수

립 및 시행, 도시개발수행 업무프로세스의 효율화, 도
시개발 사업시 생태자원훼손 최소화 등 4가지 유형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후보 효과 측정지표들을 대상으로 SMART

기준 점수표를 배포하여 7점 척도를 기준으로 전문가 

설문을 시행하였다. 측정 결과, 해당지표의 평균값이 

4.61점으로 나타나 해당지표 평균이 그 이상이면 채

택하고, 미만이면 기각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 평점을 분석한 결과 도시생태현황

도의 활용효과 측정을 위한 핵심지표는 사업시행자 

관점에서 총 3개의 지표가 도출되었다. “환경영향평

가 협의기간(단축효과)”, “도시개발지 환경생태계획 

수립 및 시행”, “도시개발사업시 생태자원 훼손 최소

화”등으로 나타났다(Table 3참조). 도시생태현황도의 

활용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들 지표별로 적용사

례를 검토해 봄으로써 활용효과를 검증해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도시생태현황도의 활용효과 분석

도시생태현황도의 활용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과거 몇 년간의 활용결과를 토대로 측정지표별로 효

과를 분석해야 하나 도시생태현황도가 일부 지자체에 

국한되어 구축되어 있고 활용도 보편적이지 않은 관

계로 본 연구에서는 관련 지표별로 적용사례를 검토

해 보는 방식을 통해 활용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활용효과 측정을 위해서는 정량적인 분석이 중요하긴 

하나 각 지표별로 활용효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했다 

해도 지표별 목표치 또는 비교치가 사전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측정 성과값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

기가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각 

지표별 활용효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보다는 지표

별로 활용사례를 분석하고 효과를 판단해 보는 방식

을 적용하여 도시생태현황도의 활용효과를 파악하고

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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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Model : GLM Poisson  Regression
․Application Way : ln(Y)=α+βX
․Decrement : exp(β)=exp(-0.0628)
․Significance : P-valu<0.0001
․Everge decrement : 6.08%

․Application Model : CLM Poisson Regression
․Application Way : ln(Y)=α+βX
․Decrement : exp(β)=exp(-0.1237)
․Significance : P-valu<0.0001
․Everge decrement : 11.63%

Fig. 2. Analysis of consultation period of preliminary 
environmental evaluation.

Fig. 3. 1Analysis of consultation period of an environmental 
effects evaluation. 

3.2.1. 환경성검토 협의소요기간 단축

환경성검토 협의기간의 단축효과를 통해 도시생태

현황도의 활용효과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999년부터 2009년까지 33,281건을 대상으로 연차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기간 추이를 살펴보았다(Fig. 2). 전
체 협의일수 데이터를 일반화선형모형(GLM)-Poisson 
Regression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도별 

데이터분포가 정규분포가 아닌 포아송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이를 반영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완만한 로그곡선의 형태로 협의기간이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감소율은 6.08%로 나타났

으며, 2003년에서 2004년으로 넘어오면서 협의 일수

가 40일 이내로 접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2참조).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별 도시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추이를 통계분석한 결과(Fig. 
3), 전반적으로 완만한 감소경향을 나타내다 2004년에

서 2005년에 접어들면서 급격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결과되었다. 일반화선형모형(GLM)-Possion 
Regression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완만한 로

그곡선의 형태로 협의기간이 감소 하는 것을 알 수 있

으며, 평균 감소율은 11.63%로 나타났다.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기간과 비교해 볼 때 약 2배(1.9배)더 감소

폭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

가의 협의일수 단축구간은 2004-2005년도를 기점으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시기는 생태 자연도와 국토환경성평가지

도가 제작 완료된 시점(환경부, 2008)으로 종합적인 

환경정보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협의기간의 단축효과

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도시생태현황도

가 환경성평가에 활용됨으로써 협의기간 일수를 단축

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도시생태현황도의 환경

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효과를 검증해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환경성 검토의 협의기간을 단

축하기 위해서는 도시생태현황도가 유의한 수단으로 

작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2. 도시개발지 환경생태계획 수립 및 시행  

  핵심성과지표중의 하나인 환경생태계획수립시 

도시생태현황도의 활용효과를 검토한 결과, 성남 P지
구에서 도시생태현황도를 환경생태계획에 활용하여 

토지지용계획을 변경한 사례(Fig. 4)를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들 지구에서는 도시생태현황도를 통해 생태

녹지축과 물순환체계 구축, 비오톱 구조 등 생태적 기

능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생태환경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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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pplication of land use plan change by bitope map (case of Seongnam P site). 

Fig. 5. Application of urban zoning district change by bitope map(case of Gwangjingu). 

조성을 위한 친환경계획의 수단으로 도시생태현황도

를 활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도시생태

현황도 활용효과 측정지표중의 하나인 도시개발지의 

환경생태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 부문에서 도시생태

현황도가 적용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

해 도시생태현황도가 환경생태계획에 활용한 효과를 

검증해 볼 수 있었다.

3.2.3. 도시생태자원 훼손 최소화 

도시생태현황도의 활용효과 측정지표 중의 하나인 

도시생태자원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생태현

황도가 활용된 사례를 파악하고자 서울 광진구의 G동

을 사례로 조사분석하였다(Fig. 5).  
조사결과, 도시생태현황도가 토지이용, 토양피복, 

식생에 대한 기초자료와 비오톱 유형분류 및 보존가

치 평가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어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구 지정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개선하는데 기초자료

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보존

목적으로 지정되는 녹지지역 또는 경관지구 등의 지

정 및 관리와 개발제한구역 조정 등 용도지역 변경시

에도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따라서 도시생태현황도를 통해 보전지역 등을 재

설정함으로써 도시생태자원의 훼손을 감소시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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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이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4. 결 론

도시생태현황도의 활용효과를 사업시행자 관점에

서 분석하고자 측정지표를 발굴하고 지표별 적용효과

를 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시생태현황도

의 활용효과 평가를 위한 분석틀을 설정하고 이를 토

대로 활용효과 측정지표를 도출하고자 SMART분석

기법을 활용하였다. 적용결과 도시생태현황도의 활용

효과 측정을 위해서 요구되는 기준으로 3가지 지표가 

도출되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단축효과)”, 
“도시개발지 환경생태계획 수립 및 시행”, “도시개발

사업시 생태자원훼손 최소화” 등으로 나타났다. 활용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과거 몇 년간의 자료를 토

대로 활용결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해야 하나 도시생태

현황도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 국한되어 구축되어져 

있고 각 지표별 목표치 등이 사전에 정립되어 있지 않

은 관계로 정량적인 활용효과 측정보다는 각각의 측

정지표별로 적용사례를 검토하여 활용효과를 분석하

는 방식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먼저, 환경성검토 협의소요시간 단축과 관련해 검

토해 본 결과,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일수가  2004~2005년을 기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기간의 경

우 생태지도 등 종합적인 환경정보체계가 구축된 시기

라는 점에서 도시생태현황도의 활용을 통해 환경성검

토의 협의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점

을 검증해 볼 수 있었다. 도시개발지의 환경생태계획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해 적용사례를 검증해 본 결과, 성
남 P지구에서 도시생태현황도를 환경생태계획에 활용

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핵심성과지표

중의 하나인 도시생태자원의 훼손 최소화와 관련된 지

표를 검증한 결과, 서울 광진구 G동의 경우 보존이 요

구되는 녹지지역과 경관지구를 지정하고 관리하는데 

도시생태현황도를 활용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조정

시에도 활용하고 있어 도시생태현황도가 생태자원 훼

손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중요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도시생태현황도

의 활용효과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발굴하

고 이들 지표별로 실제 적용사례를 분석한 결과 도시

생태현황도의 활용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도시생태현황도의 구축사례가 많지 않고 효과

측정을 위한 지표별 목표치도 정립되지 않은 관계로 

적용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보다 객관성 있고 활용도를 높여가기 

위해서는 개량화된 평가지표 및 검증작업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도시생

태현황도 관련 연구들이 개념정립, 유형분류, 비오톱

의 가치평가에 치중되었던 것에서 벗어나 도시생태

현황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활용효과

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도시생태현황도의 활

용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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