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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intend to evaluate natural conservation value, and to suggest natural park plan based

on conservation value evaluation. In this study evaluation items are selected through related studies

about ecological conservation evaluation, and evaluation items in this study can be classified into 2

aspects, ecological environment and topographic environment. After each evaluation items are overlaid

with GIS program, management levels are derived from comprehensive overlaid maps of each

evaluation items. Management areas can be classified into 5 levels; Critical Conservation Area,

Conservation Area, Restoration Area, Passive Usable Area, Active Development Area and Settlement

Area. So management areas can be matched each management levels to land use of natural park, that

is district of preservation, district of natural environment, district of settlements and district of mass

facilities. This study have good enough to evaluate ecological value for natural park plan, but, it is

difficult to evaluate conservation value only with maps of each evaluation items, so it needs

supplementary field survey for precise conservation value evaluation.

Key Words：Natural Park, Ecological Value, Natural Conservation, Management Plan, Landscape

E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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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됨에 따라 지

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자원으로 개발

하고자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립공원 외에도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과

같은 자연공원은 탐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할

지역 내 자연공원의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축제,

행사 등을 통해 관광자원화 및 지역활성화를 모

색하고 있다.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자연공원은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을 보존하고, 지

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보건 및 여가,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지정된다. 하

지만 최근의 추세는 자연공원의 주된 지정 목적

인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의 보전보다는

이용적 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실정

으로 이로 인한 도로, 주차장, 시설물 등의 난립

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연공원법상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은 자연보

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취락지구, 집단시설지구

등의 용도로 구분하여 계획하고 있다. 기존의 자

연공원 계획은 용도지구를 설정할 때 표고를 중

심으로 한 획일적인 보전지역을 설정함으로써,

생태환경에 대한 배려가 불충분하고 자연환경지

구의 면적이 넓어 보존가치가 있는 자원이 포함

될 가능성이 높다(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

2002; 이수동 등, 2006에서 재인용). 따라서, 자

연공원의 지정 목적에 부합함과 동시에 최근 이

용 추세를 고려해 볼 때, 자연공원의 생태환경적

보전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전과 이

용을 고려한 공원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전

가치 평가는 궁극적으로 생태계의 건강성을 평가

해 그 생태계를 보전할 것인지, 복원할 것인지,

향상시킬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최희선 등,

2005), 자연공원의 경우 생태계 및 경관의 보전

과 동시에 이용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보전가치

평가를 통해 적극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이용이 가능한 지역을 구분하고 이를 공원계획

시 용도지구 설정에 반영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자연공원에

대한 인식변화에 따라 이용적 측면에 관심을 가

지고 있는 자연공원을 대상으로, 자연공원계획에

따른 지구 구분을 위한 생태적 평가 방안을 제시

함으로써, 자연자원의 보전과 동시에 친환경적인

이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관련연구의 동향

보전가치 평가와 관련된 연구는 면적, 다양성,

자연성, 희귀성, 허약성, 전형성, 기록된 역사, 생

태적․지리학적 위치, 잠재적 가치, 본질적 매력

등 10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을 사용해 보

전가치 평가를 수행한 것이 최근 연구의 근간이

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외에 경제적, 사회적 중요

성 등이 추가된 평가가 수행되었다(최희선 등,

2005). 환경부(2007)에서는 광역생태계 구축을

위한 보전가치 평가 항목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제시한 바 있으며, 환경부(2008)에서는 대표적인

자연공원인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구역

타당성 조사시 자연자원의 가치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하고, 국립공원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을 제시하였다. 이동근 등(2005)는 경관생태학에

서 제시하는 패치의 크기, 연결성 측면 등을 적용

하는 방법을 통해 환경부에서 작성된 국토환경성

평가와 비교하여 경관생태학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추출하였다. 또한 윤호빈 등(2008)는 자

연환경을 대상으로 마스터플랜단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단계, 시공단계, 유지관리단계 등 건설

사업 전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자연생태환경분

야의 환경요소별 검토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보전지역 설정 결과를 토대로 서식처 관리는 3

단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최희선 등, 2005).

1차 보전지역은 서식처로서의 가치가 가장 높게

평가되는 지역으로 보전지역으로, 2차 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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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서식처 향상을 위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관

리계획 수립이 필요한 지역으로, 3차 보전지역은

서식처 가치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

어지는 복원지역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제

시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2007)는 핵심지역, 완

충지역, 복원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핵심지

역은 생태축이 단절되지 않고, 자연생태계의 훼

손을 허용하지 않는 지역으로, 완충지역은 핵심

지역이 외부로부터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잠재적인 핵심지역으로서 관리되는 지역으로, 복

원지역은 훼손된 자연생태계가 스스로 구조적․

기능적으로 회복이 가능하도록 인위적 행위는 가

능한 지양하는 지역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외에도 보전 가치 평가를 활용하기 위한 기

준 설정이나 이를 통한 광역 지역의 생태적 가치

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는 다수 있으나,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 등과 같은 일정 지역의 생태적 가치

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계획에 적용한

사례는 드물다.

III. 연구범위 및 방법

1.연구 범위

1) 공간적 범위
본 연구의 대상지인 황매산 군립공원은 1983

년 11월 18일자로 지정 고시되었으나 1996년 기

본계획 착수 이후 현재까지 진척을 보이지 못하

고 있다. 행정구역상으로 합천군 가회면 둔내리,

중촌리 일대와 대병면 회양리, 하금리 일부지역

에 위치하고 있으며, 황매봉과 천황재의 주봉을

경계로 산청군과 합천군으로 양분되며(그림 1),

공원계획면적은 21,190,495m
2
에 이른다.

황매산 군립공원은 전형적인 산악경관으로 기

암 및 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땅골, 천황재

골, 황산골 등 계곡에 의해 둘러싸인 경관을 형성

하고 있다. 황매산 정산에서는 합천군 일대 주요

산지를 볼 수 있는 중경과 원경의 조망권이 잘

형성되어 있으며, 각 봉우리 마다 근경과 중경의

그림 1. 대상지의 위치.

양호한 경관을 조망할 수 있다. 이러한 산악경관

을 주요 경관으로, 마을경관, 저수지경관 및 초지

경관 등 다채로운 경관이 나타나고 있다.

2.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존 보전가치 평가와 관련된

문헌고찰을 통해 황매산 군립공원의 보전가치 평

가를 위한 항목을 추출하고, GIS를 활용한 도면

중첩기법을 통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기존의

보전가치 평가는 국토전체 혹은 대규모 지역의

생태적 건강성을 파악하고 그 생태계를 보전, 복

원, 향상 등의 관리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적용되

어 왔다. 이로 인해 평가항목이 매우 광범위하고,

평가자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

이 높기 때문에(김귀곤, 2002; 최희선 등, 2005에

서 재인용) 군립공원의 물리적 규모, 생태적 가치

등에 적합한 평가항목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 및 사례를 살펴보고, 자연

공원 계획에 적합한 보전가치 평가 항목을 설정

하였으며, 이를 실제 사례대상지에 적용해 봄으

로써, 자연공원 계획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1) 보전가치 평가 항목 선정
보전가치평가기준은 광역생태계 구축에 주로

활용되나, 군립공원과 같은 자연자원이 풍부하

고 면적이 넓은 지역에서도 보전가치평가 기준

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자연공

원의 경우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동시에 추구하

며, 자연공원 계획은 생태계 복원, 친자연적인

이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이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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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보전가치평가 기준 산림축 하천축 야생동물축 비고

환경 생

태적기

준

생태자연도

∙1등급 ✔ - - 절대기준

∙2등급
∙1등급과 인접한 2등급 지역

✔ - - 상대기준
∙그 외 2등급 지역으로 분류

임상도
∙5, 6영급

✔ - - 상대기준
∙3, 4영급

하천

∙국가하천, 지방1급 하천

- ✔ - 절대기준∙국가하천：수변좌우 500m

∙지방1급：수변좌우 250m

습지 ∙습지(토지피복지도상의 습지, 갯벌) - ✔ - 절대기준

주요종 발견지점

∙포유류：중대형 포유류, 희귀종 및 멸종위기

종 발견지점 반경 50m

∙조류：희귀종 및 멸종위기종 발견지점 반경

500m

- - ✔ 절대기준

지형적

기준

정맥 ∙1차 계류 유역 ✔ - - 절대기준

표고도
∙300m 이상

✔ - - 상대기준
∙200m 이상 300m 미만

경사도
∙20° 이상

✔ - - 상대기준
∙15～20°

법제적

기준
법정 보호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생태․경관보호지역, 자연

공원(국립․도립․군립공원),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산림유전

자원보호림, 천연기념물보호구역, DMZ일원

(군사분계선 상하2km 지역, 통제보호구역), 보

전임지(공익용산지), 습지보호지역, 수변구역

✔ ✔ - 절대기준

기타

제척시킬

지역
기개발지

∙대분류 토지피복지도의 항목 중 시가화건조

지역, 택지개발지역, 산업단지
- - - -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상의 산
- - - -

광역생태축

설정시 반영

자료：환경부, 2007.

표 1. 보전가치평가를 위한 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지정기준

보존지역

∙우수한 자연조건으로 생태계 보존이 특별히 요구되는 지역

∙학술적 연구가치가 높은 지역

∙지역사회의 생활유지 행위 허용

완충지역
∙보통 종 분포지역

∙지역사회의 생활환경을 구성하고 자연경관의 조화적 분위기를 유지하는 지역

이용가능지역
∙훼손지 및 외래종 분포지역

∙생활근거지 또는 공원입장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지역

자료：이수동 등, 2006에서 재구성.

표 2. 생태계 보존 및 이용가능지역 지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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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보전가치 평가기준

표고보전가치 1등급 7부 능선 이상

경사보전가치 30° 이상 보전, 15～30°도 보전구릉

보전산지 -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지역 가급적 보전

녹지자연도 8등급이상 절대 보전, 7등급이상 가급적 보전

임상도-영급 3영급(수령：21년) 이상 보전

임상도-경급 중경목 이상 가급적 보전

임상도-소밀도 수림의 밀도가 높을수록 보전

상수원보호구역 -

농업진흥보호구역 -

희귀성 희귀한 동식물이 분포한 지역 보전

자연성 생태자연도가 높은 지역 보전

표 3. 보전가치평가 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지정 기준

핵심보존지역 - 자연생태 및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

보전지역 - 자연생태 및 경관적 가치가 높으나 최소한의 산책 혹은 탐방이 가능한 지역

복원지역 - 등산로 혹은 산불 등으로 훼손된 지역으로 자연천이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

소극적 이용가능지역 - 핵심보전지역, 보전지역을 탐방하거나 조망이 가능한 지역

적극적 개발가능지역 - 이미 개발이 진행되거나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역

취락지역 - 기존취락지역

표 4. 생태계 보존 및 이용가능 지역 지정 기준.

등, 2006).

따라서, 자연공원 계획을 위한 보전가치 평가

항목은 환경부(2007)에서 제시된 기준을 바탕으

로 하되(표 1), 국토 전체 차원의 법정 보호 지역

및 광역생태축 설정을 위한 항목을 제외하고, 대

상지의 환경생태적 측면과 지형적 측면을 고려하

여 재구성하였다(표 3).

보전가치 평가 항목에 따라 환경․생태적 기준

은 인공위성 영상, 환경부에서 작성된 토지피복

분류도, 생태자연도, 임상도 등을 활용하여 도면

을 작성하였으며, 지형적 기준은 1：5,000 수치

지형도를 바탕으로 도면을 작성하였고, 도면과

상이한 부분들은 현장조사를 통해 보완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ArcGIS 9.2를 활용하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각 항목별로 평가된 도면을

중첩하여 최종적인 보전지역 및 이용가능지역을

추출하였다.

2) 보전가치평가에 따른 관리지역 구분
자연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하며 보전가치 평가

항목에 따라 핵심보전지역 / 보전지역 / 복원지역

/ 소극적 이용가능지역 / 적극적 개발가능지역 /

취락지역을 선정하였으며, 특히 적극적 개발가능

지역은 이미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역으로 토지의 변형

이나 하천의 범람이 없고 각종 재해로부터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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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환경성평가 자연성-녹지보전가치 녹지자연도

농업진흥보호구역 보전산지 상수원보호구역

임상도-경급 임상도-영급 임상도-소밀도

희귀성 표고보전가치 경사보전가치

그림 2. 항목별 평가 결과.

하게 보호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앞서 각 항목별로 평가된 도면을 중첩하

여 최저점과 최고점을 기준으로 등간격으로 점수

를 구분하여 관리지역을 구분하였다.

3) 공원기본계획
자연공원법 제18조에 의하면 자연공원을 효과

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연공원의 용도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

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마을지구, 공원밀집마을

지구, 공원집단시설지구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

며, 도립공원과 군립공원의 경우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취락지구, 집단시설지구 등 4개

용도지구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보전가치 평가를 통해 설정된 관리지역을 자

연공원법상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적합

하게 재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연공원의 용

도지구를 설정하였으며, 각 용도지구별 프로그램

을 제안하였다.

IV.결과 및 고찰

1.항목별 평가

보전가치 평가를 위해 구축된 항목별 도면을

바탕으로 개별평가를 실시하였다(그림 2). 국토

환경성평가를 바탕으로 1등급에 해당하는 지역

은 전체 면적의 약 69.4%에 해당되며, 자연성이

우수하여 가능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인 녹지자연

도 7등급 69.4%, 6등급은 5.1%로 나타났다. 임상

도 분석을 통해 영급이 1등급이 이상인 지역은

전체 면적의 약 0.1%에 해당되며, 경급의 경우 3

등급이 약 7%로 나타났다. 지형적 측면에서 표



신 지 훈34

고의 경우 보전가치가 높은 7부 능선 이상은 약

46%이며, 보전가치가 높은 경사 30° 이상은 전

체 면적의 약 68.2%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부 지

정 멸종위기1급에 해당하는 수달이 발견되는 지

점은 희귀성이 높은 곳으로 선정하여 평가에 활

용하였다.

2.보전가치 평가의 종합

보전가치 평가를 위한 개별 항목별 평가 도면

을 중첩한 결과 핵심보전지역은 전체 면적의 약

34.7%로 나타났으며, 보전지역은 약 51.5%로 나

타났다. 또한 복원이 필요한 훼손지역은 전체 면

적의 약 4.4%이며, 기존 시설이 입지해 있어 적

극적 이용이 가능한 지역은 약 0.7%, 친자연적인

이용을 전제로 소극적 이용이 가능한 지역은 약

8.1%로 나타났다(그림 3).

그림 3. 보전가치평가에 따른 보전지역 구분.

이를 종합해 보면, 핵심보전지역은 주로 황매

산 군립공원에서 생태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

단되는 능선부에 해당되며, 보전지역은 계곡부

등 생태적가치가 높지만 산불 등으로 인해 현재

는 황매산 일대에 광범위하게 전개되는 초지지

그림 4. 보전가치평가의 종합.

역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복원이 필요

한 훼손지역은 자연공원 경계부에서 기존 마을

과 인접한 지역에서 주로 분포되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적극적 이용가능 지역은 기존 시설이 입

지해 있는 지역이며, 소극적 이용가능 지역은 자

연공원의 경계부와 등산로를 따라 형성된 초지

탐방지역과 거의 일치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4).

3.공원기본계획

핵심보전지역은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보전지

역 및 복원지역, 소극적 이용가능지역은 공원자

연환경지구로, 취락지구는 공원자연마을지구로,

적극적 개발가능지역은 집단시설지구로 설정하

였다(그림 5).

그림 5. 용도지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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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용도별 지정면적.

용도지구 지정면적(m
2
) 구성비(%)

공원자연보존지구 7,578,507 35.8

공원자연환경지구 13,129,955 61.9

공원자연마을지구 259,331 1.3

공원집단시설지구 222,665 1.0

합 계 21,190,458 100

4.관리계획 및 프로그램 구상

자연공원 내 자연생태계와 자연풍경지를 보호

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보건휴

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

다. 공원구역의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적정한

공원구역을 조정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공원계획

을 수립하여 군립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자 한다. 궁극적으로 자연환경에 지장이 없는 범

위 내에서 자연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군민 삶

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생태학습 및 휴양공간

으로 정비하기 위한 공원계획을 시행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보전 및 복원 체계구상
황매산 군립공원의 보전 및 복원 체계구상은

보전 및 복원체계 구상(핵심지역, 보전지역, 복원

지역, 녹지축), 동선체계구상(주진입동선, 보조동

선, 등산로) 및 친환경 활용체계(Flora Garden

Zone, Feelings Mountain Zone, Green Eco Zone,

Funny Forest Zone)로 재구성하였다. 보전 및 복

원체계 구상은 보전지역과 녹지의 연계를 중시하

였고, 자연공원의 자연 보존을 우선으로 한 계획

마련을 위해 보전 및 복원 체계를 제안하였다. 황

매산 군립공원의 주 녹지축과 부 녹지축을 고려

하여 지형적인 부분과 자연환경적 부분을 종합하

여 선정 체계를 설정하였다(그림 6).

동선체계는 기존의 진출입 동선, 보조동선 및

등산로 등을 유지하며 부분적으로 중요시 되는

그림 6. 보전 및 복원체계도.

그림 7. 동선 및 친환경 활용체계.

곳에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친환경 활용체계는

황매산 군립공원을 지형(등고, 향, 위요공간 등)

적인 측면을 고려하려 4개의 지역으로 계획을 수

립하였다(그림 7).

자연환경 및 토지정보를 바탕으로 변화된 이

용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립공원 종합구상을

계획하였다. 황매산 군립공원의 종합구상은 다음

과 같다(그림 8).

V. 결 론

최근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리하고 있는 도립공

원, 군립공원 등과 같은 자연공원이 관광 및 위락

의 장소로 활용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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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종합구상도.

를 고려해볼 때 자연공원의 생태환경적 보전가치

를 충분히 반영한 공원계획의 수립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지인 황매산 군

립공원도 기존 공원계획에 의하면 표고중심의

획일적인 보전지역을 설정하고 있고,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황매산 군립공원을 관광중

심의 이용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공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따라서 황매산

군립공원이 자연공원으로서의 지정 목적에 적

합하도록 생태환경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보전 및 이용계획 수립이 절

실한 시점이다.

한편, 기존 보전가치 평가는 국토전체 혹은 대

규모 지역의 생태적 건강성을 파악하고, 그 생태

계를 보전, 복원, 향상 등의 관리 방향을 설정하

기 위해서 적용되어 온 것으로, 이로 인해 평가

항목이 매우 광범위하고, 평가자의 가치관에 따

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과 같은 지역

에 대해서는 그 규모에 적합할 수 있도록 실제

활용가능한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이를 적용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고, 경사, 녹지자연

도, 임상도, 생태자연도 등 생태환경적 측면과 지

형적 측면을 바탕으로 평가항목과 그 기준을 설

정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 보완

하였다. 또한 보전가치 평가에 따라 핵심보전지

역, 보전지역, 복원지역, 소극적 이용가능지역,

적극적 개발가능지역, 취락지역을 선정하고, 이

를 자연공원의 용도지구에 부합하도록 구분하여

공원계획에 반영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적용된 평가항목들의 선

정과 평가기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가

및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한 인문사회적인 관점에

서 구체적인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

보다도 대상지의 현재 환경생태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보다 정밀한 현장조사 결과가 반영되어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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