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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
Recently the ecosystem has been seriously damaged by reckless developmen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s now shifting its policy from one of "end-of-pipe"

management and being regulation-centered to one striving to be preparatory and

self-regulating. The nature conservation plan has been focused on protecting only the

wildlife, so a systematic conservation of the nationwide ecosystem is inherently limited.

To go beyond this limit, the strengthening of the link between the natural

environmental conservation plan and the land use development plan is necessary. This

study first diagnosed the “AS-IS” status of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planning process and then envisioned a “TO-BE” image of the organic link between

that plan and the land/metropolitan development plan. In conclusion, it was determined

that the system of planning should be reformed and the focus of the planning should

be shifted from source oriented planning to spatial environment planning. A biotope map

should be drawn during this process and the examination criteria, methodology, and

drawing standards are needed. The central government and self-governing bodies

should have reasonable roles and responsibilities, and cooperate for more efficient

conservation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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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요 지요 지요 지∷∷∷∷ ∷∷∷∷
최근 국토의 난개발이 발생하면서 자연생태계가 훼손되고 있어 환경부는 기존의 사후관리와 통제,

중심의 환경정책에서 사전예방과 자율적 환경관리 정책으로 환경정책기조를 전환하고 있다 자연환경.

보전계획은 생태계와 야생동 식물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토전체의 자연환경을 체계적․
으로 보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보전계획의 공간화와 국토. ․
* 인하대학교 사회과학부e-mail: byun@in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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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자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러한 자연환경보전계획이 국토 도시계획과 유기적인 연계를 확보하기, ․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하는지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자연환경보전계획의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고 계획을 매체중심에서 공간환경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도시, .

지역에서는 비오톱지도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오톱의 조사내용 조사방법 도면화 방법 및. , ,

기준이 필요하다 이와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합리적인 역할분담. ,

방안을 강구하고 자연환경보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한 민관협력체제의 구축방안을 모, ․
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핵심용어핵심용어핵심용어핵심용어: 자연환경보전계획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난개발 비오톱, , (reckless development), (biotope)

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최근 국토의 난개발이 발생하면서 자연생태계

가 훼손되고 있어 끊임없는 논쟁과 비판이 잇따,

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

토 도시계획 등의 공간계획과 환경계획의 전체․
적인 틀이 바뀌고 있다.

국토계획의 경우 년대부터 이루어져 온1990

국토의 난개발에 대한 반성과 환경과 보전을 고

려한 국토이용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

환경과 개발의 통합 선계획 후개발 체계의, -「 」

확립을 위하여 기존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

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년, 2002 2

월 국토기본법 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 「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으로 명명 을 제정하였( )」

다 이에 따라 국토 도시계획체계가 도시지역. ․
과 비도시지역 구분없이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

획 시군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 - )

으로 일원화되었다.

한편 환경부는 건교부의 국토기본법 및 국토,

계획법과 보조를 맞추고 기존의 사후관리와 통,

제중심의 환경정책에서 사전예방과 자율적 환경

관리 정책으로 환경정책기조를 전환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구현을 위하여 선진화된 환경정

책이념을 법규범화하고 국가 시 도 시 군, , ,․ ․ ․

구차원의 환경계획을 구체화하여 과학적이고 체

계적인 국토환경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년 월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하였다 이2002 12 .

에 따라 환경계획체계가 국가환경종합계획 시- ․
도환경보전계획 시 군 구환경보전계획으로- ․ ․
정립되었다 이러한 국토 도시계획체계의 변화. ․
와 환경계획체계의 변화에 맞춰 환경계획의 부

문별 계획으로서 자연환경보전계획의 체계와 내

용도 변화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국가환경보전종.

합계획내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시도자연환경보-

전계획 시군자연환경보전계획 현재 수립되고 있-

다 현행 자연환경보전계획은 생태계와 야생동. ․
식물을 보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토전체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보전계획의 공간화와 국토 도시계획과․
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연환경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Craig

와 의 슬로베니아elliott Andrej udove(2004)

의 자연 보호와 공간계획연구에서 슬로베니아는

년의 국가 공간 계획1986 (Natinal spatial plan:

을 통해 자연보호를 위한 많은 보호 구역NSP)

을 설립하는 등 노력하였지만 그 성과는 크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보호구역 정책이 공식적.

으로 제도화하는 데 실패한 이유를 설명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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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공간계획 이 지금까(NSP)

지 보호구역의 발전에 주요 틀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새.

로운 슬로베니아의 국가공간계획은 중부와 동부

유럽의 정책과 구별된다 공간관리 규제는 자연.

보호에 대한 주민참여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중,

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원활한 관계 즉 재정지원,

과 전문가 지원 등을 통해 지방의 자연보호를

지원하도록 계획되어졌다. Oszlanyi et al

은 중앙과 동유럽에서의 자연보전연구에.(2003)

서 체첸 슬로바키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그리, , ,

고 루마니아 등의 다양한 자연보호 형식에 대하

여 제시하였다 의 일본 농. Natori et al.(2003)

촌 지역들의 자연보호 연구에서는 자연보호를

위한 방법론적 틀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위해 두

가지 전략으로 접근하였다 하나는 토지이용 가.

이드라인과 지역 매핑 형식의 연구이며 다른 하

나는 참여 연구를 통해 연구자와 정부 관계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하

는데 있다 또한 이 연구는 시각적인 토지이용.

관점과 생태학적 토지이용관점을 통합하는 전략

을 계획하였다 의 생물다양성. Rookwood(1995)

을 위한 경관계획연구에서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경관 계획은 사후복원중심의 환경대책이

아닌 사전예방적인 계획이며 실용적일 뿐 아니,

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비전과 정보를 제시

하기 보다는 처방적인 특징을 가진다고 하였다.

또한 정치적 지원과 이용가능한 자원의 관점에

서 실행적이며 강력한 실행과정과 규제들을 사

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는 우리나

라의 특성에 부합하는 자연환경보전계획을 수립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지자체 자연환,

경보전계획의 수립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러한 자연환경보전계획이 국토 도시계획과․

유기적인 연계를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방향으

로 수립되어야 하는지 강구하고자 한다.

자연환경보전계획의 현황 및 문제점자연환경보전계획의 현황 및 문제점자연환경보전계획의 현황 및 문제점자연환경보전계획의 현황 및 문제점2.2.2.2.

자연환경보전계획 현황자연환경보전계획 현황자연환경보전계획 현황자연환경보전계획 현황2.12.12.12.1

자연환경보전법 제 조에 근거하여 환경부장관7

은 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5 ․
사와 협의하여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

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따른 추진방침 또는 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명

시하고 있다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은 자연환경.

보전법 제 조의 규정에 근거한 중기종합계획7 (5

년 으로서 동법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에 의한) , 3 6

자연환경보전기본원칙 및 자연환경보전기본

방침 의 달성을 위한 실천계획이고 환경정책기

본법에 의한 국가환경종합계획 중 자연환경보전

분야의 하위계획이다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은.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서 수립하는 자연환경보․
전을 위한 종합실천계획으로 자연환경보전법 제

조 제 항의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따른 향후7 2

년간 추진될 중기실천계획이며 전국자연환경보5

전계획 수립을 위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실천계

획이다.

자연환경보전기본원칙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 년(5 )

시 도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년(5 )․
그림 자연환경보전계획의 체계그림 자연환경보전계획의 체계그림 자연환경보전계획의 체계그림 자연환경보전계획의 체계2-1.2-1.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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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기본원칙2.1.1.

자연환경보전법 제 조에 의한 자연환경보전기3

본원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연은 모든 국민.

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현재

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되

어야 한다 자연환경보전은 국토의 이용과 조화.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 식물은 보호되고 생물다양성생태계 및 수,․ ․
려한 자연경관 등은 보전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

이 자연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자연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진되어야 한다 자연환.

경보전에 따르는 부담은 공평하게 분담되어야

하며 자연으로부터 얻어지는 혜택은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가 우선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연환경보전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2.1.2.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기본원칙을 실현하

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
사의 의견을 듣고 환경보전위원회 동법 제 조( 36 )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자연환경보전기본방

침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기본방.

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조 제 항 즉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 관6 2 ) , ① ․
리 자연의 지속가능한 이용 중요하게 보전, , ②

하여야 할 생태계의 선정 멸종위기야생동 식, ․
물 및 보호야생동 식물의 보호 생태계보전, ③․
지역의 관리 및 해당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산 하천 습지 농지 도서 해양 등에④ ․ ․ ․ ․ ․
있어 생태적 건전성의 향상 및 생태통로 소생․
태계 대체자연의 조성 등을 통한 생물다양성의․
보전 자연환경에 관한 국민교육과 민간 활력, ⑤

의 증진 및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⑥

기타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여기에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연구 조사기관의 확충 자연환,․
경보전을 위한 비용조달 및 투자의 촉진 등을

포함한다.

자연환경보전방침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명시된

자연환경보전기본원칙을 실현하며 동 방침에 따

라 광역자치단체의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과 전

국자연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년. 1999

월 환경부가 수립한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의5

내용을 보면 다음 표 과 같다2-1 .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2.1.3.

환경정책기본법 제 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12 (

수립 등 와 제 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에) 13 ( )

서는 국가환경종합계획에 자연환경의 현황 및

전망을 포함하도록 하고 생물다양성 생태계, ㆍ ㆍ

경관 등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

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 조는 매 년마다. 7 5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은 자연환경보전법.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기3 6

본원칙 및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의 달성을 위한

실천계획이며 환경정책기본법 제 조에 의한, 12

국가환경종합계획 중 자연환경보전분야이다.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

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자연환경의 현황 및. ①

그 이용 상황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주요 사, ②

업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 ③

조사항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할 주요 시책, ,④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⑤

달 방안 기타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대통령,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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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침 세부내용

정부의 제반 정책 제도 계획․ ․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

립 시행․
사회경제 전 분야에 걸쳐 지속가능한 자연관리 개념 도입‧ ․
정부의 각종 중장기계획을 친환경적으로 전환‧
생활산업 전체 분야에 자원절약을 실천하는 방안 강구‧ ․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

역 우선 보호

생태계보호지역 지정 확대‧
생태계보호지역 관리체계 정비‧
지역주민과의 조화 도모‧

멸종위기 동 식물종의 안전한․
서식 및 번식

보호 야생동식물의 보호대책 추진‧
밀렵 등 야생동식물의 불법 포획채취행위 근절‧ ․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외 보전대책 강화‧

생태계 보전과 단절되고 훼손된

생태계복원

지역특성을 고려한 생태계 보전‧
전국의 생태벨트 조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의 단절 방지‧
훼손된 지역의 조사와 생태계 복원‧

환경용량을 감안한 친자연적인

개발사업

‧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인간과 자연이 공존가능한 개발 유도
전체 국토에 대한 생태자연도의 작성 및 활용‧

‧ 대형개발사업 초기 결정단계에서 예상되는 환경영향 검토 강화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외래생물

종에 대한 환경 안전관리 강화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강구‧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확충‧ ․
생태관광의 활성화‧
국립공원의 건전한 탐방문화 정착‧

및 외래종에 대한 관리 강화LMOs‧
자연환경 교육 및 홍보활동 강

화와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민간

참여 확대

자연환경 교육 및 홍보 강화‧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민간참여 확대‧

국제협력의 증진과 남북한간의

협력 추진

동아시아 지역의 생태계보전을 위한 주변국가간 협력 강화‧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남북한 자연환경보전사업의 공동 추진‧

관리체계의 효율화와 원인자 및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

자연환경 관리기능의 강화‧
자연환경 정보관리체계 구축‧
훼손 원인자 및 수익자 비용부담원칙 적용‧

표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의 주요내용표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의 주요내용표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의 주요내용표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의 주요내용2-1.2-1.2-1.2-1.

령이 정하는 사항이다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은.

자연환경보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

로서 년 월에 수립하였다 현재 자연환경2002 1 .

보전기본계획 시도자연환경보전계획 시군자연- -

환경보전계획 년 수립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10 )

있다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의 목표는 자연과 인.

간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건강하고 균형된 자연

환경의 조성이며 자연환경 보전 관리기반 구축, ,

친환경적 국토관리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 보,

전 자연자산의 지속가능한 이용 자연보호 교육, , ․
홍보 강화 남 북한 및 국제협력 강화 등의, 6․
대 실천목표가 수립되었다.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2.1.4.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은 광역자치단체인 시도․
에서 수립하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종합실천계

획으로 자연환경보전법 제 조 제 항의 자연환경7 2

보전기본방침에 따른 향후 년간 추진될 중기실5

천계획이며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 수립을 위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실천계획이다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 수립 실시하고 있는 자연환경보전 실․
천계획의 현황은 표 과 같다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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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천 목 표 중점 추진 과제

자연환경 관리기반 구축1.

법령제도 등 관리체계 정비‧ ․
자연환경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
자연환경보전 기술개발 및 연구능력 강화‧
자연환경보전 업무능력 향상‧

친환경적 국토관리2.

전국토 생태네트워크 구축‧
도시농촌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환경과 개발의 종합관리체계 구축‧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강화3.

대 핵심생태축 보전 및 관리 강화3‧
생태계 우수지역 관리 강화‧
야생 동식물 관리체계 통합 개편‧
생물자원 관리체계 개선‧
토양환경 관리 강화‧

자연자산의 지속가능한 이용4.

생태관광의 육성‧
보전중심의 자연공원 관리‧
주요 자연자산의 주제 공원화‧

자연보호 교육홍보 강화5. ․
자연사랑 범국민운동 전개‧
자연학습 및 홍보 활성화‧
민간단체 및 주민참여 확대‧

남북한 및 국제협력 강화6. ․ 남북한 교류협력 기반 조성‧ ․
국제 교류협력 강화‧ ․

표 자연환경보전계획의 내용표 자연환경보전계획의 내용표 자연환경보전계획의 내용표 자연환경보전계획의 내용2-2.2-2.2-2.2-2.

시 도별․ 작성구분 계획기간 비고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년1994-2003(10 )

년 서울시환경기본계획인1996

녹색서울계획Seoul Green Plan 21『 』

수립 개정(1996-2005) , 2002.5

부산광역시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년2000-2004(5 ) -

대구광역시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년2000-2004(5 ) -

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년2000-2004(5 ) -

광주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년2000-2004(5 ) -

대전광역시 - - -

울산광역시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년2000-2004(5 ) -

경기도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년2000-2004(5 ) 까지 추진실적 평가2000.1-2001.12

강원도 자연환경보전종합실천계획 년1994-2003(10 ) 보완1996.5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년2000-2004(5 ) -

충청남도
환경보전 종합대책 기본계획

자연환경< >
- 수립2003.2

전라북도 자연환경보전계획 년1994-2003(10 ) -

전라남도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 수립1999.8

경상북도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년2001-2005(5 ) -

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년2000-2004(5 ) -

제주도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년2000-2004(5 ) -

표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수립현황표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수립현황표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수립현황표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수립현황2-3.2-3.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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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에 수립된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1999 5

에 의거하여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을 수립한 지

자체는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울산시 경기도, , , , ,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 , ,

등이다 개정전인 구 자연환경보전법. ( ) (1991.舊

법률 제 호 의 제 조 제 항에 의12. 31 4492 ) 11 3

한 자연환경보전계획 을 가지고 있(1994-2003)

는 지자체는 서울시 강원도 전라북도 등이다, , .

충청남도는 환경보전 종합대책 기본계획에 의한

자연환경부문의 계획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 계획은 자연친화적이고 지속가

능한 도시발전 산 바다 강을 잇는 생태네트, ․ ․
워크 조성 훼손된 도심 생태공간 복원 시민과, ,

함께 하는 녹색도시 만들기라는 추진전략을 제

시하고 투자사업 개 시책사업 개를 제시하10 , 11

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분야별 실천계획을 자연.

환경 보전기반 구축 자연생태계 보전 도시녹지, ,

및 시민 휴식공간 확충 자연경관 보전 생물다, ,

양성 보전 범시민 자연환경 보전활동 참여 등으,

로 나누고 각 분야에 대해서 사업별 추진계획을

제시하였다 인천광역시는 계획 분야를 생태하천.

조성 해변 친수공간 조성 공원녹지 확충 갯벌, , ,․
보전 생태관광 및 건전한 탐방문화 정착 자연, ,

환경보전 기반 구축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
확충 자연친화적 개발사업 유도 자연환경교육, ,

및 홍보활동 강화 야생동식물 보호활동 강화, ,․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민간참여 확대 등으로 나

누고 각 분야에 대한 목표 및 추진전략을 제시

하였는데 주요 시책사업 개와 투자사업 개를, 4 9

제시하였다 울산광역시는 분야별 실천계획을 자.

연환경 관리기반강화 자연생태계 보전관리 쾌, ,

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크게 개 부문으로 나누3

고 각 분야에 대하여 일반현황 중기개선목표, ,

및 추진대책 세부실천계획으로서 시책사업과 투,

자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경기도는 실천계획의 추진전략으로 광역녹지

축과 도시녹지축의 보전 구축 연결을 강조하․ ․
고 자연생태계조사에 기초한 자연환경계획을 수,

립하여 보전우선지역과 개발가능지역을 엄격히

구분하고 이를 모든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에 대

한 행위규제의 기반으로 활용하여 개발정책과

난개발로 인한 생태계 및 생물서식지의 파괴방

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자연환경 관.

리기반 강화 자연환경의 보전 강화 체계적인, ,

생물종의 보호 관리 친환경적 공간 및 자연자,․
산의 이용에 대하여 간략히 추진대책을 기술한

후 시책사업 개와 투자사업 개를 제시하였, 21 12

다 전라남도는 투자사업은 시군별로 되어 있으. ․
며 개 사업 시책사업도 전라남도를 포함하여74 ,

시군별로 개 사업 년 투자사업 시군별75 , 2000

로 개 사업 그리고 투자내역으로 구성되어27 ,

있다 경상북도는 계획의 기본목표와 시책사업.

개 투자사업 개를 제시하였고 경상남도는21 , 15 ,

분야별 실천계획을 자연환경 관리기반강화 자연,

생태계 보전관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크게,

개 부문으로 나누고 각 분야에 대해서 시책사3 ,

업과 투자사업을 제시하였다 제주도는 제주도.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의 개관에 계획의 수립

배경 계획의 범위 계획의 성격을 기술 지역여, , ,

건과 전망 계획목표 및 추진전략으로 자연환경,

보전관리 기반조성 생태계 보전 관리 강화, ,․ ․
생물종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 자연자산의 지,․
속가능한 이용 및 보전 안전한 토양관리 산림, ,

자원의 확충과 관리 단위사업별 실천계획으로,

구성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계획의 문제점자연환경보전계획의 문제점자연환경보전계획의 문제점자연환경보전계획의 문제점2.2.2.2.2.2.2.2.

이상의 현황을 토대로 분석해 보면 자연환경보,

전계획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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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국토 및 도시계획과 연계가 부족하다, .

자연환경은 동일한 공간 경관 과 생물체를 둘러( )

싸고 서로 다른 행정청들의 계획법 및 규제법과

개발법들이 교차 적용되기 때문에 자연환경보전

법계획만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자연환경을 효과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토도시계획 및 개발계획을 지도할․
수 있는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하는 데 현재의,

자연환경보전계획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

적 장치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또한 자연환경. ,

보전법 및 자연환경보전계획이 자연환경의 보‘

전 에 국한시키고 점 의 사고 에 기초하’ , ‘ ( ) ’點

였기 때문에 자연 의 범주를 축소시키고 자‘ ’

연환경보전계획을 공간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국.

토 및 도시계획법제와 관계정립 및 연계에 실패

함으로써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을 제어

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계획수립체계상에 문제가 있다 자연환, .

경보전법은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을 시도 단위․
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계획수립 근거를 규정하

지 않고 있다 자연환경보전계획 수립체계를 보.

면 자연환경보전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자연

환경보전기본방침의 수립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에 의한 시도의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의 수립,․
시도의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을 고려한 전국자․
연환경보전계획의 수립으로 되어 있다 자연환경.

보전기본방침에 의하여 수립하는 시 도의 자연․
환경보전실천계획은 기본계획이 아니고 실천계

획이어서 계획에 담을 수 있는 내용과 수준에

한계가 있다 현재 수립되어 있는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을 보더라도 시도의 자연환경을 종합적․
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는 계획의 내․
용과 수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의 단위사업을 체계적인 구분 없이 모아놓은 것

이 대부분이다 환경부는 시도의 자연환경보전. ․

실천계획 수립 시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의거

하여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 작성지침 을 시‘ ’

달하여 시도가 이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

록 하였으나 작성지침 이 구체적이지 못한 실,‘ ’

정이다.

셋째 자연환경보전계획 내용상의 한계를 들,

수 있다 자연환경보전기본원칙 자연환경보전. -

기본방침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전국자연- -

환경보전계획의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하다 시 도가 작. ․
성한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의 경우 자연환경보

전기본방침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여러 개의 단위사업을 나열식으로 제시하고 있

다 자연환경의 보전 관리와 개발계획 사업과. ․ ․
의 연계 녹지축을 포함한 생태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이 시 도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에는․
거의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 전국자연환경보전계.

획의 친환경적 국토관리 분야에 전국토의 생‘ ’

태네트워크구축 도시 농촌의 쾌적한 생활환경, ․
조성 도시녹지 및 소생태계의 조성을 확대하고(

도시 네트워크화 구상추진 등 환경과Biotop ),

개발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국토의 사전예방 환(

경정책 기능 강화 계획에 의한 토지이용체계 구,

축 등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기법 개발보급), ․
등을 계획하고 있으나 아직은 선언적 수준이며,

이를 전국 및 지방단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진한 실정이다.

자연환경보전계획의 과제자연환경보전계획의 과제자연환경보전계획의 과제자연환경보전계획의 과제3.3.3.3.

자연환경보전계획과 국토도시 등 관자연환경보전계획과 국토도시 등 관자연환경보전계획과 국토도시 등 관자연환경보전계획과 국토도시 등 관3.1.3.1.3.1.3.1. ․․․․
련 계획과의 연계 강화련 계획과의 연계 강화련 계획과의 연계 강화련 계획과의 연계 강화

현행 국토 및 도시계획체계를 보면 국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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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도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 -( )-

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의 순 으로- - ( )順

되어 있으며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계획체계는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시-( )- ․
도환경보전계획 시 군 구환경보전계획으로- ․ ․
되어 있다 국토 및 도시계획체계와 자연환경보.

전계획체계의 연계는 국토종합계획 년(1) (20 )-

국가환경종합계획 년 전국자연환경보전기본(10 )-

계획 년 도종합계획 년 시 도환경(10 ), (2) (10 )- ․
보전계획 년 시 도자연환경보전계획 년(10 )- (5 ),․
도시기본계획 년 시 군 구환경보전계(3) (10 )- ․ ․

획 년 시군구자연환경보전계획 년(10 )- (5 ), (4)․ ․
도시관리계획 년 경관생태계획 년 지(5 )- (5 ), (5)

구단위계획 녹지계획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시- . ․
도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을 시 도자연환경보전․
계획으로 전환하는 방안 또는 시 도자연환경보․
전실천계획을 시 도자연환경보전계획에 포함시․
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시도. ․
및 시군구 단위에서는 국토 도시계획보다 자․ ․ ․
연환경보전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 국가환.

경종합계획의 자연환경부문은 전국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의.

이용 또는 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전국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시 도자연환경보전, ․
계획 시 군 구자연환경보전계획 경관생태계, ,․ ․
획 녹지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관, .

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

의 이용 또는 개발에 관한 사업의 허가 인가․ ․
승인 면허 결정 지정 등을 하는 경우에는․ ․ ․
전국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시 도자연환경보전, ․
계획 시 군 구자연환경보전계획 경관생태계, ,․ ․
획 녹지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국, .

토 및 도시계획과 자연환경보전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양 계획의 수립주체는 상대계획의 수립

시 협의 및 참여가 필요하다.

계획수립체계의 개편계획수립체계의 개편계획수립체계의 개편계획수립체계의 개편3.2.3.2.3.2.3.2.

시 도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이 부실하게 작․
성되고 계획의 실효성이 적은 것을 극복하기 위

하여 시 도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을 시도 자연․ ․
환경보전계획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는 시 도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을 그대. ․
로 놓고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을 시 도 단위에․
서 구체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하나

의 대안이다 전국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과 시도. ․
자연환경보전계획 시 군 구자연환경보전계획, ․ ․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합

리적인 지침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연환경보전계획의 공간화자연환경보전계획의 공간화자연환경보전계획의 공간화자연환경보전계획의 공간화3.3.3.3.3.3.3.3.

자연환경의 여건변화와 전망에 부응하는 계획

의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계획의 기조 및 목표. ,

계획의 과제 및 전략 계획의 추진방향 및 방법,

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토환경성평가를.

통한 국토환경지도의 작성과 이를 자연환경계획

에 활용한다 비오톱지도의 작성을 통한 자연환.

경보전계획의 공간화와 자연환경보전계획과 국

토 도시계획과의 연계를 도모한다 비오톱지도.․
작성을 위한 조사내용 조사 및 작성에 유의할,

사항 도면화 방법 및 기준 국토 도시계획과의, , ․
구체적인 연계방안 등을 제시한다 또한 국토통. ,

합생태네트워크 구축방안 제시한다 백두대간. ,

비무장지대 일원 도서 연안지역의 대 핵심, 3․
생태축의 구축방안 도시 농촌의 자연생태계를- ․
보전복원하여 핵심생태축과 연결한다 지역의.․
핵심녹지축과 보조녹지축을 연결하여 광역녹지

축을 형성한다 기타 자연환경관리기반 생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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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보전 및 관리 자연자산의 지속가능한 이용,

등에 대한 국가수준의 계획과 지방수준의 계획

과의 유기적 연계와 역할분담 방안을 강구한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연환경보,

전을 위한 합리적인 역할분담 방안을 강구하고,

자연환경보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한 민관협력체제의 구축방안을 모색한다 또.

한 자연환경보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결 론결 론결 론결 론4.4.4.4.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은 이제 전 인류

공동의 윤리규범으로서 명분을 지니게 되었으며

세계 경제흐름을 주도할 중요한 인자로 자리잡

고 있다 의 근본원리는 인류와 국가사회. ESSD

의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발전이 필요함을 인정

하면서 개발행위가 환경의 수용능력을 초과하여

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자연생태계.

의 보전 목적은 생물자원의 보전과 이들로부터

도출되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세대간 지역간․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이 적정하게 이용하기 위

한 실용성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을 추.

진하기 위해서는 자연생태계에 존재하는 생물자

원을 적극적으로 보전하여야 하며 이를 적정하,

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우.

리나라의 자연환경보전계획은 생태계와 야생동 ․
식물을 보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토전체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보전계획의 공간화와 국토 도시계획과․
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자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실

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러한 자연환경보전계,

획이 국토 도시계획과 유기적인 연계를 확보하․

기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하는지 제

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연환경보전계획의 체계.

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고 계획을 매체중심에,

서 공간환경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이와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 ,

연환경보전을 위한 합리적인 역할분담 방안을

강구하고 자연환경보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추진하기 위한 민관협력체제의 구축방안을 모․
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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