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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dilapidated Fine View Square located in the city of Gangneung and analyze problems 

for building it into a sustainable space under an effective management plan. Further to creating an ecological base for restoring 
the natural circulation, a restorative method for the damaged area, a spatial assignment by the UNESCO’s Man and Biosphere 
Programme (MAB), and an urban ecological park, we not only wanted to provide an environment that is citizen friendly, but 
also a practical and realizable project to connect with the various methods and programs mentioned above, while utilizing the 
Ministry of the Environment 's ecosystem conservation fund. In conclusion, we found that it would be possible to contribute to 
building an urban ecological park the Ministry of Environment proposed while restoring the lost natural circulation in 
Gyodong Square in the city of Gangneung and ecological soundness of the city along with the reduced heat island effect and 
the increased biological diversity and Ecological Soun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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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도시의 열섬화가 더욱 가속

화 되고 있는 실정이며 포장면의 증가로 인한 지표면 

온도 상승이 주요원인으로 분석(Korea Environment 

Institute, 2009)되고 있다. Rosenzweig(2007)는 도시

와 그 주변 온도 차이가 3 정도 난다고 보고한 바 있

으며, 1960년대 말부터 2008년까지 지난 40여 년간의 

우리나라 주요 대도시 최고온도 변화 추이를 살펴보

면 대도시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온도가 더 많이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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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는 보고가 있다(Korea Environment Institute, 
2009). 특히 불투수성 포장이 과다하게 조성되어진 도

심광장의 경우 자연순환기능이 상실되면서 지표면 온

도가 상승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대다수

의 도시에는 이러한 광장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광

장으로 조성되기 이전 원지반이 갖고 있던 녹지의 면

적 축소와 함께 자연순환기능이 저하되면서 지표면 

기온상승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
투수성포장은 지표면 기온상승 뿐만 아니라 생태적 

기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생물다양성 감소

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자연녹지보다 불투수

성포장면적이 넓은 도시지역으로 갈수록 생태적건전

성1)은 악화되고 있다. 
강릉시 교동 택지 내 불투수성 포장광장의 경우도 

조성 된지 16년이 지난 현재 자연순환 기능을 상실하

여 도심열섬화를 가중시키는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으

며, 낙후된 시설들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그에 따른 개선 방안 수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도시민들의 자연환경에 대한 관

심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Yun(2016)은 도

시의 생태적건전성이 도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

으므로 현재 그리고 미래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확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도시의 생태적건전성에 대한 문

제는 국제적으로 2006년 독일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

약(CBD)에서 제기되어 URBIO (Urban Biodiversity 
and Design)가 개최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우리나라에

서도 2012년 도시녹지의 생태적 기능 연구가 환경부

에서 진행되었고 이후로 국립환경과학원의 2013년 

녹색도시 건강성 평가지표 연구 및 2014년 도시생태

계 건전성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된바 있다. 최근 국립

환경과학원을 비롯하여 도시생태적건전성지표에 관

한 다양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강릉시 교동 낙후된 광장의 생

태적 기능을 회복 할 수 있도록 기반환경과 서식지를 

복원하여 생태적건전성 확보를 통한 도심생태휴식공

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재원 확보의 방안으로 환경부 생태계보전협력금

을 활용하여 반환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본 연구가 보다 실현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강릉시 교동 1891-1번지

와 1875-6번지(Fig. 1)에 위치한 도심지 주택가 중심

의 미관광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약 11,974 m2 규
모의 불투수성 포장으로 이루어진 광장으로 2000년
도에 조성되어 16년이 지난 현재에는 자연순환 기능

을 상실하여 주변 택지를 비롯한 도심지내 열섬화를 

가중시키고, 낙후된 시설과 수경공간이 경관의 질을 

저하 시킬 뿐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Fig. 1. Location map of Gangneung Kyodong square.

연구 방법은 대상지 분석 및 복원방안 제시를 위해 

문헌조사와 현황조사, 선행연구 조사를 병행하였고, 
재원확보방안을 위해 제도적 측면에서 관련 법규와 

가이드라인 등 을 조사하였다. 첫째, 대상지 분석을 위

해서 강릉시 통계연보(2015) 및 토양정보시스템

(KSIC, http://soil.rda.go.kr)을 활용하여 대상지의 기

후, 토양, 인문환경을 조사하고, 식물상과 동물상 및 

생태적기반환경 분석을 위해 산림공간정보(FGIS, 

1) 생태축에 의해 네트워크 형성이 이루어진 곳에서 생물종 다양성이 높고 자연경관이 우수하며 물질순환 및 에너지의 흐름이 

원활한 것을 뜻하는 것(Ministry of Environment, 2012)으로 생태계의 구조나 기능 등이 건강하고 온전하여 생물종다양성이 

높고 자연경관이 우수하며 기후조절, 물질순환, 에너지 흐름이 원활한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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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fgis.forest.go.kr),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

도(KNSDIP, http://map.nsdi.go.kr) 등 관련 문헌조사

를 실시하였다. 또한 현황조사를 통해 식생, 서식종, 
시설물 등 실태분석 및 문제점을 도출 하였다. 둘째, 
목표종 선정 및 서식지조성을 위해서 강릉 유천보금

자리주택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EIASS, http:// 
www.eiass.go.kr)를 중심으로 주변 자연녹지로부터 

유입가능한 동식물 등 기회요소를 조사하여 목표종 

선정에 활용하였다. 목표종 서식지조성을 위해서는 

UNESCO MAB (Man and Biosphere Progra mme)2) 
공간적용에 대한 사항과 자연환경보전사업 설계기준

(2015) 및 생태계건전성증대를 위한 선행 연구 자료

를 조사하여 활용하였다. 셋째, 본 연구가 실현가능한 

사업으로 연계되기 위한 재원 확보방안으로 환경부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
에 대한 법적기준(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제49조, 제
50조)과 생태계보전협력금 업무편람 및 반환사업 가

이드라인(2014)을 통한 참여 절차 등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16년 환경부 수요조사 공모 자료의 

요건을 활용하여 평가항목을 도출하고 강릉 교동광장

이 대상지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기

준으로 적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강릉 교동 미관광장의 현황조사 및 분석

교동 택지 내 약 11,974 m2 규모로 2000년도에 조

성된 미관광장은 강릉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지역 개발상황은 북쪽으로는 교동택지지구, 남서

쪽으로는 강릉유천보금자리주택 계획이 진행 중이며 

평창올림픽을 위해서 7번국도 확장공사를 시행중에 

있다. 주변 1 km이내에 자연녹지가 풍부하고 서쪽으

로 땅재봉이 자리하고 있으며 2 km내외로 북동쪽에

는 경포생태저류지, 북서쪽은 죽헌 저수지와 위촌천

이 자리하고 있어 도심지 개발로 인해 현재는 단절되

어 있으나 복원사업이 진행될 시 자연녹지와 연결성

이 높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강릉시 기후는 동해바다에 접한 해안지역과 태백

산맥에 접한 산간지역의 중간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기후를 나타내며 계절에 관계없이 장시간의 북동(NE)
기류의 유입이 잦고 겨울철은 대설현상, 여름철은 지

속적인 강수가 발생하고 저온현상이 나타나지만

(Gangneung-si, 2015) 여전히 도심지내에서는 열섬현

상이 나타나고 있다. 
토성은 사양토이나, 배수등급은 매우 불량하게 나

타나고 있으며 경사는 2%이내로 평탄한 지형이다

(KSIC, http://soil.rda.go.kr). 하절기에는 불투수성 포

장률이 80%에 달하는 포장면의 높은 복사열로 인해 

도시열섬현상의 원인제공지가 되고 있다. 녹지는 대

부분 답압 및 관리 소홀로 인하여 하부식생이 고사 되

었으며, 일부 표토층이 유실되어 다수의 가로수 뿌리

분들이 드러나 보이는 상태이다. 수경시설의 바닥은 

녹슨 구조물과 예리한 노즐이 노출되어있고 사고 위

험이 우려되며 대부분의 콘크리트 포장면이 갈라지고 

훼손되어 경관을 해치고 있어 위험하게 방치된 시설

들과 함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Fig. 2, 3). 
대상지의 생태자연도 등급은 2등급, 국토환경성평

가도는 5등급으로 종합적인 환경생태 등급이 매우 낮

은 지역(KNSDIP, http://map.nsdi.go.kr)이고 현장 조

사결과 전체 40종의 식물이 확인되었으며 도시화로 

인하여 서식종수가 다양하지 않았다. 산림공간정보

(FGIS, http://fgis.forest.go.kr)에 따르면 소나무류와 

밤나무, 참나무류, 아까시나무, 진달래, 싸리 등의 수

목과 노루발, 뱀딸기, 고사리, 억새 등의 초본류가 서

식하고 있으나 이 또한 안정적인 군락이라고 평가하

기엔 한계가 있으므로 새롭게 복원될 군락에 있어서

는 도입될 동물종을 중심으로 서식지 조성에 적합한 

강릉지역의 식생보전등급이 높은 자연군락을 참조하

여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분석된다. 
동물상에 있어서는 대상지가 교동택지와 시가지,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 현장조사결과 참새, 비둘기 등 

도심적응형 소형동물만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

었으며 인접한 강릉 유천보금자리주택 개발사업의 

2) UNESCO에서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지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학문적인 연구와 능력배양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간 프로

그램이며 이에 입각한 공간구획구분으로 생태계와 인간의 영역구분을 통해 생태계를 보호하고 인간에게도 이롭게 할 목적

으로 보호가치와 중요도에 따라 핵심(core),완충(buffer),전이(transit)공간으로 나눈다(MABNC 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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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abited species
 Mammals: Two species of rats
 Bird species: 5 species including sparrow, magpie, pigeon
 Insects: 5 moths, 2 logging, 2 butterflies, 1 beetle

Inflowable species 

 Mammals: The sky squirrel (Natural Monument No. 328, Specified Endangered Wildlife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Feral (Specified Endangered Wildlife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etc.

 Birds: Kestrel (Natural Monument No. 323), Buzzards (Specified Endangered Wildlife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etc.

 Insects: The largest number of species,  no protection species

Table 1. Field and literature survey of fauna (EIASS, http://www.eiass.go.kr)

Fig. 2. The square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residential 
area.

Fig. 3. Decrepit waterscape facilities and cracked pavement.

환경영향평가서(EIASS, http://www.eiass.go.kr)를 조

사한 결과 서식지 조성 시 자연스럽게 주변 자연녹지

로부터 유입이 가능한 조류 및 곤충 등 공중이동동물 

위주로 목표종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 되었다

(Table 1).
교육시설로는 초등학교 4개소, 중학교, 4개소, 고등

학교 4개소, 어린이집 29개소, 유치원 3개소, 공공도

서관 1개소(Gangneung-si, 2015) 등이 있어 광장을 

생태 학습프로그램의 장으로 연계 활용할 수 있는 가

능성이 매우 크다 할 수 있겠다. 용도지역은 일반상업

지역내 공원으로 100% 시유지(EGIS, http://egis.me. 
go.kr)로써 복원사업이 시행될 시 사유지를 매입하는 

번거로움이나 별도 예산투입이 필요치 않으며 이는 

환경부에서 제시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수

요조사 신청 요건(Ministry of Environment, 2016)으
로 매우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2. 복원 방향 및 기본계획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동 광장은 현재 생태적 기

능이 상실되어 개선이 시급한 상태이며 이에 분석 결

과를 토대로(Fig. 4) 에서와 같이 기본방향을 제시하

고자 한다. 
첫째, 생태기반환경 복원을 통한 순환성 회복을 위

해 불투수성 포장면을 철거하여 자연순환시스템 구

축을 도모하고 둘째, 생태서식공간을 조성하여 주변 

생태계와의 생태네트워크 연계성을 향상시키고 셋

째, 도시 생태계건전성 회복을 통해 생태계서비스증

대 및 생태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목표를 제시하

고자 한다.
목표종 선정에 있어서는 대상지 내 출현종과 문헌

에 의해 조사된(Table 1) 종 중 도심적응이 가능한 자

생종으로 공중이동을 통해 주변 자연환경으로부터 유

입이 가능하고, 도로로부터 로드킬 발생위험이 낮으

며, 도시민들에게 위협적이지 않아 선호도가 높은 종

으로 박새와 제비나비를 선정하였다(Fig. 5).
목표종 서식처 조성을 위해 환경요구조건에 부합하

도록 박새와 제비나비의 표준 서식처 모델을 자연환경

보전사업 설계기준(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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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logical
-based 

environment
Natural 

circulation 
system 

construction

Ecosystem 
service program
Urban ecological 

resting space

Ecological 
format space

Build an 
ecological 
network

Impermeable 
packaging
Loss of 

ecological 
circulation
Urban heat 

island increase

Decrease in urban 
ecosystem 
Soundness
Increasing 

demand for 
environmentally 
friendly space

Loss of 
ecosystem 
function

Disconnected 
from the 

surrounding 
ecosystem

Target 
species

Country 
name Baksea Jebinabi

Academic 
name Parus major Papilio bianor

Characteristic

Korea's representative 
resident
Eat mainly insects, eat 
acorns
Adapt well in an 
artificial bird house
Contributes to 
biodiversity

Length of front wings 4 
~ 7 cm
Live on the peninsula, 
Japan, and China
Body and wings are 
black and have scale 
powder
likes lilacs and likes 
pools
Suitable for meeting 
with many creatures

Fig. 4. Direction of restoration. Fig. 5. Target species of restoration.

Fig. 6. Mimetic diagram of Parus major habitat. Fig. 7. Mimetic diagram of Papilio major habitat.

2014)을 바탕으로 다음(Fig. 6, 7)과 같이 도출하였다.
생물종 서식을 위한 보호지역 위치 선정 및 이용자

를 위한 공간 구획을 위해 UNESCO MAB에 부합하

는 공간구분 및 활용 프로그램을 Fig. 8과 같이 도출하

였다. 대상지는 도심지에 위치하여 이용자에 의한 간

섭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분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생물의 안전을 

위하여 은신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핵심지역과 완충지

역이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상지의 중심지역을 

핵심지역으로 설정하고, 이동이 많은 산책로를 중심

으로 전이구역으로 설정 하여 그 중간에 완충지역을 

두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서식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불투수성의 넓은 포장

면적을 철거하여 자연순환기능을 확대 할 수 있도록 

건강한 토양으로 토양을 개량하는 방안과 습지복원을 

통한 생물서식처 제공 및 생물다양성 증진방안을 제

시하였다. 
서식처 제공 및 탄소 저감을 위한 식재 계획에 있어

서는 주변의 자동차매연, 분진 등의 피해로부터 완충 

및 차폐를 할 수 있는 상층, 중층, 하층의 다층 식재 수

림대 조성과 조류나 곤충 등의 먹이자원이 되는 식물

을 식재하고 찬바람이 도시지역으로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축을 형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생

물서식을 위한 다공질 공간의 제공은 곤충 서식처조

성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다층숲과 함께 돌무더기 

놓기, 통나무 쌓기 등을 산란 및 은신처로 계획하였다. 
이용자를 위한 휴게 및 교육시설로는 기존 휴게공

간을 정비하여 숲으로 위요된 아늑한 생태휴식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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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patial division by UNESCO MAB. Fig. 9. Ecological observation deck and guidance 
facilities for users.

계획하고 동시에 생태교육 및 체험이 가능하도록 안

내시설을 계획하였다. 또한 습지 및 생태 숲 가까이 접

근하여 관찰을 할 수 있도록 관찰데크 및 데크로드를 

계획하였다(Fig. 9). 
기본계획에 따른 종합계획 마스터플랜은 다음(Fig. 

10)과 같다. 

Fig. 10. Comprehensive master plan.

또한 조성 이후 지속가능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해

당 지자체인 강릉시가 주체가 되어 관리 인력 및 예산

을 구축하고 지역 환경단체, 시민, 전문가, 학생들이 

‘지역커뮤니티’를 형성하도록 하는 관리방안의 필요

성을 제기하였다. 다만 유지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세부적인 프로그램 운영방안 수립에 있어서는 추

후 과제로 이용 후 평가 등을 거쳐 연구가 필요한 사항

이다. 

3.3.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연계방안

앞서 제시된 방안들을 실현가능한 사업으로 연계

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환경부 생태

계보전협력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였다.
환경부에서 시행중인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는 

200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자연환경보전법 제5장 

제46조(NLIC, http://law.go.kr)에 따라 자연환경을 체

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연자산을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제도이다. 
징수된 금액은 전액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예산으로 

편입시켜 사용되며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금액의 

50%는 지자체에 교부하여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재원

으로 사용되고, 50%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등의 형태로 납부자 또는 납부자로부터 대행자로 인

정받은 자가 생태계 보전 및 복원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5장 제49조와 동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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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규정(NLIC, http://law.go.kr)에 따라 생태계·생물

종의 보전·복원사업, 서식지외 보전기관의 지원, 생
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의 시행, 생태계보전을 

위한 토지 등의 확보,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 

등의 매수, 오수처리시설 등의 설치 지원, 자연유보지

역의 생태계 보전,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이행, 자연

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우선보호대상 생태

계의 보호·복원, 생태통로 설치사업, 유네스코가 선정

한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 및 관리, 그 밖에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자연환경 보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국민운동의 추진사업, 특정도서

의 자연자산 조사 또는 보전사업, 생태축을 구축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지도)
를 작성하기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정하

고 있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5).
또한 동법 제50조(NLIC, http://law.go.kr)에서 생

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지원에 대해서는 생태계보전

협력금을 납부한 자 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시행 및 생태계보전협

력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얻은 자(이하 “자연환경보

전사업 대행자”라 한다)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

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납부한 생태

계보전협력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돌려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46조와 생태계보전협력금 업무편람 

및 반환사업 가이드라인(Ministry of Environment, 
2014)에서는 반환사업으로 가능한 대상사업 유형을 

소생태계 조성사업, 생태통로 조성사업, 대체자연 조

성사업,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사업, 기타 훼

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다. 
반환사업은 도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2014년
까지 소규모 생태복원사업 90건, 자연마당 8건으로 

총 98건이 시행(Ministry of Environment, 2015)되었

으며 소규모 생태복원사업의 경우 지자체와 자연환경

보전사업 대행자를 대상으로 매년 수요조사(Ministry 
of Environment, 2016)를 거쳐 선정되어왔다. 따라서 

강릉시 교동 광장을 소생태계 조성사업을 통한 도시 

생태적건전성 향상 및 도심생태 휴식공간으로 회복하

기 위한 반환사업으로 추진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방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반환사업의 절차는 Fig. 11과 같이 환경부의 사업

추진계획 및 예산 범위 내에서 1년에 1회 수요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선정된 사업지는 해당 기간 내 준공

검사를 마치고 반환금을 지급받는다. 환경부가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제시한 수요조사 조건을 살

펴보면 대상지 조건에 생태계가 훼손되거나 방치된 

지역으로 국 공유지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

규모 부지 보다는 규모가 큰 부지를 우선 검토한다는 

전제조건이 제시되었다. 반환 신청액은 사업면적 및 

내용을 고려하여 총 납부금액의 50%이내이며, 최대 7
억 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즉 최대금액인 7억 원을 신

청 시에는 그 금액의 2배에 달하는 14억의 생태계보

전협력금 납부내역에 대한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의미

이다. 

Establish business plan 
(Ministry of Environment)

Demand survey

Target business review and selection 
(Ministry of Environment)

Application for return business approval
(Payer and agency Ministry of Environment)

Return business approval
(Ministry of Environment payer and agency)

Application for construction report /
completion inspection / repayment

Refunds paid
(Ministry of Environment)

Fig. 11. Process of ecosystem conservation fund return 
project.

신청대상자인 납부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신청지역 관할 지자체를 

경유하여 반환사업 신청내역서, 사업계획서, 사업대

상지 및 주변현황도, 납부내역 또는 납부 동의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제출된 사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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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Suitability determination

Main category Small classification Contents Suitable middle Not suitable

Business type

Small ecosystems

At least one scope? O
Natural alternative

Ecological passage

Na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Facilities

Location 
environment

Urban area Accessibility O

Natural environment connectivity Within 1 km O

Secure water source Availability O

Damage Degree of damage The greater the damage is 
appropriate O

Restoration 
possibilities

Potential Possibility O

Restoration Possibility O

Biological community Biodiversity O

Urban heat island Temperature lowering effect O

Scale
Area More than 10,000 m2 O

Construction expenses Less than 700 million won O

Qualifications

Restoration agent Consortium O

Maintenance System construction O

Ecosystem conservation fund Reserve O

Land owners Public  institutions O

Planning

Planable Purpose O

Technology Possibility O

Target species Adaptability O

Result Positive effect O

Table 2. Suitability analysis of ecosystem conservation fund return project on Kyodong square  

및 사업계획에 대해 전문가 심사를 실시하여 당해 연

도 반환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 사업대상지를 선

정하고 있다.

3.4. 교동 미관광장의 반환사업 적합성 분석

앞서 짚어본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수요조사 

신청요건과 강릉시 교동 광장의 여건을 비교하여 신

청가능 적합성을 분석한 결과 Table 2에서처럼 총 19
개 항목 중 5개를 제외한 14개 항목이 적합으로 분석

되었고, 나머지 5개 항목에 있어서도 부적합보다는 보

통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부적합항목은 없었다. 
적합성 정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제시한 수요

조사 신청 요건(Ministry of Environment, 2016)과 자

연환경보전법에서 제시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활용

용도 항목(NLIC, http://law.go.kr) 및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반환사업의 목표(Ministry of Environment, 
2014)를 항목으로 도출하였다.

항목별로 사업유형 해당여부, 입지환경, 규모, 자격

요건 등 정량적인 값을 제시 할 수 있는 경우 그 해당

여부에 따라 해당 시 적합, 해당되지 않을 시 부적합으

로 기준을 정하였다. 또한 복원가능성 등 가부에 따라

서도 가능한 경우 적합, 불가한 경우 부적합으로 기준

을 정하고, 대상지가 처한 여건에 맞도록 문제점을 개

선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항목 또한 포함시켜 적합성 여

부를 판단하였다. 훼손정도나 계획안에 따른 생물

다양성 증진 등 효과에 있어 정량적 산출이 힘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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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이 어려운 항목인 경우 중간 값으로 기준을 정하

여 최대한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적합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강릉시 교동 광장의 

자연순환기능 회복을 통한 생태적건정성 증진 효과가 

매우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대상지 신청이 충분히 가능한 조건으로 분

석되었다. 
다만 현재 교동 미관광장은 낙후된 시설물과 수경

시설, 불투수성 포장이 존치되어있어 생태계보전협력

금 반환사업 대상지로 선정 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일부구간 철거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생태계 건정

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일부 생물서식지로 조성된 

핵심구역에 대하여서는 시민들의 이용이 제한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와 안내 등 지역의 협

조가 필요하다. 유지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세부

적인 생태계서비스 프로그램 운영방안 수립에 있어서

는 이용 후 평가 등을 거쳐 추후 과제로 연구가 필요한 

사항임을 제안 하고자 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강릉시 교동 광장의 훼손 현황 및 문

제점 분석을 통해 자연순환 시스템구축 및 생태적건

전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보전협력금을 활용하여 도

심생태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훼손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을 위해 현장조사와 문

헌조사를 실시하고 불투수성 포장 및 낙후된 시설 파

악, 서식종 분석을 통해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생태기반환경 조성을 통한 자연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지자체 협조 하에 노후화된 포장 및 시설 등 

철거방안을 제시하였다.
생물다양성 증진을 통한 도시 생태계건전성 확보

를 위해 강릉시 통계연보, 환경영향평가서, 산림공간

정보 등 다양한 문헌자료와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유

입가능성이 높은 자생종 중 박새와 제비나비를 목표

종으로 선정하였다. 그에 따른 서식처 복원을 위해서

는 UNESCO MAB을 통한 공간구획 및 자연환경보전

사업 설계지침을 등을 통한 서식처 복원모델을 도출

하였다.
또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환경부 생태계보전협력

금 반환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와 가이드라인, 수
요조사 자료 등을  분석하고 강릉 교동광장을 대상으

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항목

에서 적합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
다만 새롭게 조성된 도심생태휴식공간이 지속적

으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영주체인 해당 지

자체와 지역주민들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므로 유지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세부적인 운

영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추후 과제로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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