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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FINDINGS & SUGGESTIONS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국토정책의 관점에서 국토계획와 환경보전계획 통합관리의 필요성, 목적, 주요 과제를 구
체화하고 향후의 추진방향을 제시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 통합관리의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연계 강화를 위한 시사점 제시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 제도의 현황과 정합성을 분석하고 통합관리를 위한 연계 강화방
안을 제시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 내용의 연계 강화를 위해 통합관리의 공통아젠더를 설정하고 대
응전략을 제시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국토기본법 개정) 국토종합계획과 도종합계획의 계획 기간을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시·도
환경보전계획과 일치시키고,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획 위
계별로 수직적·수평적 고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명문화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선) 지자체 환경보전계획과의 통합관리 추진을 위해 도시·
군기본계획의 수립 지침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며, 계획 수립 시 통합관리가 필요한 부문들
에 대해서는 환경보전계획에서 제시한 자료를 활용하고 관련된 계획 내용들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
(국토계획평가체계 개선) 국토계획(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도시·군 기본계획)과 환경
보전계획(국가환경종합계획, 시·도 환경보전계획, 시·군 환경보전계획)의 연계 여부를 검
토하고, 계획 비교 시 내용상 상충되는 부분이 없도록 내용을 작성하였는지 검토할 수 있
는 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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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SUMMARY

1. 서론
□ 연구의 배경
∙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창출하기 위해 국토이용과 환경보전이 상충되지 않아야
하고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가 선행되어야 함
∙ ‘국토기본법’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각각 2016년과 2015년에 선언적으로
규정한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
동훈령(2018)이 제정된 바, 공동훈령을 포함하여 자연자원총량제 도입방안 등
통합관리에 대한 국토정책적 세부 추진방안 모색이 필요함
∙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육상생태계
보전 등 UN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2015)에 맞춰 우리나라도 추진 세부목
표와 지표를 작성하고 있으므로 국토정책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국토환경에 대한 통합관리가 본격 시행될 것이므로(제5차 국토종합계획 및 제5
차 국가환경종합계획) 광역시·도나 시·군의 계획 차원에서 대응방안이 필요함
∙ 국내외 정책여건에 대한 선제적, 능동적 대응을 통해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
의 통합관리를 위한 이슈를 도출하여 구체적인 실천수단을 마련하며,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함
□ 연구의 목적
∙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국토이용과 보전을 통해 국토환경이 지속가능하
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국토정책 세부과제를 도출하고 추진전략을 제시
∙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친
환경적 국토이용과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에 기여
□ 연구범위 및 방법
∙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고, 연구에 활용되는 데이터는 2018년 기준(자료 확보
불가피한 경우 최근 연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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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관리 필요성 및 목표와 과제를 제시하고, 국내·외 통합관리 사례 분석
∙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한 국토정책과제를 크게 제도적 측
면, 내용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통합관리 추진 방안을 제시
∙ ①문헌연구 및 법제도 분석, ②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 관련 국내
외 사례연구, ③전문가 자문회의 및 설문조사
□ 주요개념
∙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 국토계획은 종합계획(국토, 도, 시·군종합계획)과
지역계획(수도권정비계획,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등) 및 부문
별 계획(국가기간망, 주택 등)으로 구성되며 환경계획은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시·도 및 시·군·구 환경보전계획으로 구성(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지정, 개발축 설
정 등 국토 및 도시계획 수립 시 자연·생태, 대기, 수질 등을 포함하는 환경가
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국토의 이용 및 환경 보전을 이루기
위한 계획 상호간 연계를 강화
∙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제도적 정합성 분석)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평가 등의 상호 조화 여부를 계획(공간)위계별, 그리고 국토
환경 부문(토지이용, 에너지, 대기, 수자원 등)별로 분석
∙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공통아젠더 설정) 공통아젠더는 국토계획과 환경
보전계획 상호간 연계와 영향이 큰 이슈를 의미하며, 국토환경에 실질적, 직접
적 영향을 미치는 토지이용과,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국토 데이터 등 포함
□ 선행연구 현황과 본 연구의 차별성
∙ 선행연구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연계체계 및 수단 연구(2002, 최영국 외), 국
토·환경계획 연동에 따른 실천 사례(도시·군기본계획)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2015, 왕광익 외), 지속가능발전 ‘정책·계획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연구
(2017, 김호석 외), 도시·군관리계획 문제점(개발제한구역 해제) 기반 전략환
경영향평가 개선안 연구(2017, 이영재 외) 등 주로 제도소개와 도입방안 초점
∙ 본 연구는 국토 차원에서의 통합적 대응방안을 강조하고 기후변화, 저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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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SDGs 및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내 제도 구축 등 최근 여건변화에 선제
적, 능동적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국토정책의 세부과제와 전략 제시

2.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 통합관리의 필요성 및 과제
□ 공공정책으로서의 국토계획체제의 변화 동향
∙ 국토계획은 사회경제의 변화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으며 보편적인 관점
에서 계획철학 및 이론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발전하고 있음
∙ 큰 틀에서 보면 과거에는 합리적 계획이론에 기반한 계획과 정책이 주를 이루었
다면 최근에는 협동적 계획이론에 기반한 계획과 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변화
∙ 공간계획, 국토계획은 단순히 최적의 목표달성을 위한 일련의 과정은 더 이상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공동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대화와 협력
∙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는 계획체계의 변화와도 일맥상통하며, 통합
관리는 제도의 물리적 통합(또는 강결합)에 한정된 것은 아니며, 서로 다른 계
획체제의 연계와 협력 등도 포함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동향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 통합 발전이 다양하게 시도되며 지속가능
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SD) 개념도 계속 진화
∙ 지난 몇 년간 UN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과 포용 등에 대한 목표 설정이 이루
어졌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이행 방안 등이 논의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내 지속가능발전 추진 노력
∙ 2000년 “새천년 국가환경비전 선언”을 기점으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
∙ 국토계획 및 개발 부문에서도 경제·사회·환경적 측면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
능한 국토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친환경성과 포용성을 점차 강조
∙ 한국형 지속가능발전 목표(K-SDGs) 이행평가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국토·도
시(환경포함) 연구, 법·제도 연구 등 융합연구 확대와 정책방향 다각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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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적 국토관리의 성과
∙ (법제도 정비) 세계적인 지속가능발전의 영향으로 친환경적 국토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제도 등이 도입되면서 친환경적 국토관리의 기반이 강화
※ 과거에는 국토정책과 환경정책이 분리되어 운영되었으나 친환경적 국토관리가
강조되면서 점차 환경정책 일부를 국토정책이 포용하는 방식으로 변화
∙ (국토환경 지표 개선)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친환경적 국토정책
이 시행됨에 따라 국토환경에 대한 거시적이고 총량적인 지표들이 개선
※ 산림자원 증가, 보전지역 면적 확대, 도시공원과 녹지 등 여가·휴식을 위한 도
시·군계획시설 결정, 대기질 및 수질 개선, 생활폐기물 발생량 안정화
□ 친환경적 국토관리의 한계
∙ (미세먼지 우려)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함에도 사회적 우려와 체감 위험수준이
증가하고 있으나 미세먼지 관리수단 공유가 미흡하고 통합 범위가 제한적(국토
계획은 공간 관리, 환경계획은 오염원 배출 총량 관리로 분리)
∙ (여가시설 부족)1인당 공원면적 수치는 높으나 이용 가능한 공원시설은 부족
∙ (생태축 연결·복원 저조)많은 사회적 관심과 복원계획에도 추진 실적은 저조
∙ (비도시지역 악화)난개발로 인해 경관, 환경, 기반시설 문제 심화
∙ (데이터 기반 관리 미흡) 국토-환경 상호간 데이터 구축 및 공유 체계가 미흡
∙ (계획 간 조화 미흡)법정계획으로 광역/기초 지자체가 국토계획·환경보전계획
을 수립해야 하나 계획 과정에서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상호 협의가 부족
하고 내용 간 조화 미흡
□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 통합관리의 필요성
∙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토지자원을 둘러싼 개발과 보
전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국토발전, 도시공간의 경쟁력 향상과 환경성 확보
간 조화를 위한 계획적 대안 등 계획 제도 연계 및 계획 내용 통합관리
∙ (지역 생활환경의 질 개선과 공간 및 환경 이슈 대응) 저성장 시대에 보다 중요
한 생활환경의 질을 제고(지역 이슈별 협력적 계획 및 관리)
∙ (국토-환경 관련 공간자료의 협력적 구축 및 이용)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
해 다양한 공간자료에 기반한 계획 수립

viii

□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 통합관리의 개념/목적/기대효과
∙ (개념) 두 계획간의 통합성(integrity)을 제고하기 위한 상호 참조체계와 정보
공유체계를 마련하고, 공동의 정책의제를 개발하고 협업하는 것
※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는 독립된 계획고권을 가지는 두 계획체
계의 제도적 통합(institutional integration)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목적) ①국토 지속가능성 제고, ②국토계획에서 환경가치 적극 고려, ③부처
간 협업과 지자체 참여
∙ (기대효과)①체감적 생활환경의 질 제고, ②지속가능한 토지이용 강화, ③국토
이용 관련 갈등 완화, ④계획 수립에 필요한 국토 자료의 공동생산 및 공동이용
□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 통합관리 추진과정
∙ (리우환경선언) 1992년 개발과 보전을 통합하는 지속가능발전 이념이 제시된
이후 친환경적 국토·도시 관리를 위한 본격적인 운동 발생
∙ 국내에서도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추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커져 친환경적 국
토관리를 위한 국토-환경 통합관리 추진
∙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대한 공동훈령) 양 계획의 통합관리
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8년 3월 발표되었고, 2019년에는 국가계획
수립 시기에 맞춰 국가 차원의 통합관리를 우선적으로 시도
∙ 향후 광역 및 기초지자체 차원의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 수립에 대비하여 지
자체 수준의 통합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지침 마련 필요
□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 통합관리의 주요 과제
∙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 제도의 연계 강화)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 통합관
리를 위해서는 계획제도 간의 조화와 상호연계 필요(지자체 차원 연계도 필요)
∙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 내용의 연계 강화)통합관리의 실질적 의미는 계획내
용에 있으므로 양 계획 간의 상충이나 상쇄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여야 하며 통
합관리 사항(공동훈령)에 대한 공간적 함의 또는 국토정책적 관련성을 검토하
여 국토와 환경 공통의 아젠더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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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 통합관리의 사례분석
□ 제주도 환경자원총량제
∙ (배경·내용) 환경자원총량제는 지역 내 환경자원의 전체 용량을 산정한 후 관
리 목표를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환경자원을 보전, 복원, 창출하도록 하는 제도
로 제주도에서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자연환경
자원의 총량을 조사하고 환경자원총량 관리시스템을 구축
※ 환경자원의 총량 산정 시에는 다양한 환경자원을 자연환경, 지역환경, 생활환
경, 인문·사회환경의 4가지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
∙ (활용·한계) 제주도에서는 법제화를 꾀하는 등 지속적으로 환경자원총량제의
시행을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①환경자원총량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②환경자원총량제의 개념에 대한 이견과 환경자원
의 계량화에 대한 다툼이 있으며 ③제주도의 다른 환경 보전 제도들과의 중복
과 상충 문제가 우려되고 있음
※ 일부 도시계획,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사업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상황이나
환경자원 보전을 위해 총량을 산정하고 관리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 개발계
획 수립 및 사업시행 의사결정과 관련 연계 미흡
□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 (배경·내용) 서울시에서는 급격한 도시환경의 변화 모니터링 및 도시 생태 자
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00년부터 5년마다 도시생태현황도 제작(도시생태
현황도는 도시 내 각 부분의 생태적 유형과 보전가치를 등급화 하여 지도로 표
현한 것으로 ‘비오톱지도(biotope map)’라고도 불림)
∙ (활용·한계)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 수행에 도시생태현황도를 필
수적으로 활용하도록 도시계획 조례와 업무 지침 등을 통해 유도하고 있어 다양
한 개발 사업을 위한 환경보전 기초 자료로 활용되거나 연구 자료로 활용되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생태환경을 보전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긍정적 평가되지만
비오톱 등급 기반 규제 수단으로 주로 활용,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비오톱
항목의 반영 방안이나 기준 부재로 인한 활용의 한계 등은 개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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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도시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 규칙
∙ (배경·내용)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에 따라
수원시에서는 자연·생태·대기·수질 등의 환경가치를 더욱 깊이 있게 다루기 위
해 자체적인 통합관리를 시행하고자 ‘도시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
※ 도시계획부서와 환경보전계획부서가 계획 수립과 통합관리에 필요한 지리정보
(토지특성도 등), 공간정보(용도지역도, 택지개발지구도, 교통정보, 도시생
태현황지도 등), 환경정보를 공유·활용하는 내용 등 포함
∙ (활용·한계) 환경국장과 도시정책실장이 도시-환경 통합관리의 공동 관리자로
지정되어 도시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원활한 연계가 가능하도록 ‘수원시 계획
수립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이 규칙은 ‘2040 수원시 도시기본계
획’ 수립 시기부터 적용될 예정
□ 독일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 (배경·내용) 독일은 공간계획과 환경계획이 공간 위계별로 구분되어 존재하고
공간계획과 환경계획이 동등한 위계에서 상호 연계되어 있음, 공간계획 수립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사업 승인 단계에서 심각한 환경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 승인을 허
가하지 않도록 강제력을 가진 자연침해조정제도 적용 가능
※ 1976년 연방자연보호법 수정 이후 공간계획과 연계되는 환경계획체계를 수립
∙ (활용·평가) 공간계획과 환경계획의 체계가 동일하고 내용적 틀이 유사하기 때
문에 계획간 연계가 쉬우며, 환경계획상에서 제시하는 각종 도면(예: 비오톱지
도)과 연계수단(예: 자연침해조정규정)이 잘 갖추어져 있음
※ 베를린주에서는 1990년대부터 도심의 생태 공간 비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생태면적률(전체 대지면적 대비 생태기능이 유효한 면적의 비율) 제도를 개발
하여 적용함(경관생태계획에서 특정 구역을 대상으로 생태면적률을 지정하여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공간을 이용하도록 유도)

요 약 · xi

□ 일본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 (배경·내용) 환경보전과 쾌적한 거주환경을 추구하는 도시 건설을 실현하기 위
해 국토교통성에서 환경정책대강을 기반으로 도시 차원에서 도시환경계획을 수
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녹지정책대강을 기반으로 풍부한 녹지를 확보하고 생태
적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한 녹지의 보전·창출·활용 유도
∙ (활용·평가)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제도적으로 연계되지 않지만 국토계획 수
립 시 환경성을 강조하여 환경계획을 내부화하는 방식(국토계획 체계 안에서
친환경적 계획)을 취하고 있으며 개별 시범 사업 수행을 통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으나, 국토-환경계획 연동의 지속성이나 강제력이 부족(일시적 연계)
□ 네덜란드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 (배경·내용) 오랜 시간 동안 공간계획과 환경계획이 분리 시행됨에 따라 개발
과 보전이 상충되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계획 간 연계 필요성과 지역 특수성 고
려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네덜란드에서는 공간·환경계획 통합 법정계획과 국
가, 주, 지자체별 비법정계획인 ‘비전’ 수립
∙ (활용·평가) 네덜란드의 경우 공간계획과 환경계획이 공간 위계별로 수립되고
있지만,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환경적 문제가
큰 지역의 경우 시범 사업을 통해 공간과 환경의 통합관리를 시도
※ 지역 차원의 롬(ROM) 프로젝트와 지자체 수준의 도시·환경 프로젝트를 추진
하여 국토-환경 통합관리 시도(각 계획의 연계를 위한 다양한 지표 개발)
□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사례의 시사점
∙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 독일의 경우 국토-환
경계획 연동을 위한 확실한 법·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고, 개발로 인한 환경훼
손 문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하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성과도 좋은 것으로 평가
∙ (국토계획의 환경계획 내재화를 통한 통합관리 실현) 일본의 경우 국토계획 수
립 시 친환경성을 강조하여 환경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다루거나 도시 차원에서
도시환경계획 및 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토·도시 차원의 공간계획에서
환경계획을 내부화하는 방식을 통해 국토와 환경 문제를 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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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사업을 통한 국토-환경계획의 통합관리 시도) 일본과 네덜란드의 경우 국
토-환경계획을 제도적으로 연계하기보다는 시범사업을 통한 통합관리를 시도
하였으며, 이는 다소 부족함이 있지만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성과 도출
∙ (통합관리를 위한 국토-환경 거버넌스 구축) 네덜란드의 경우 롬 프로젝트와
도시·환경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획 주체와 지역 이해관계자들이 지
역의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적절한
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지역 개선 차원에서 성과 도출
∙ (국토-환경 공간정보의 생산과 활용)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나 제주도 환경자
원총량제의 경우처럼 환경자원의 분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작성된 공간정보는
국토-환경계획의 주요 연계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시도는 특정 지역을
넘어 국가 전체에서 수행 유도

4.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 제도의 연계 강화방안
□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제도적 정합성 분석
∙ (방법)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은 계획위계별로 계획내용이나 수립체계 등이
상이하므로 제도의 정합성 분석을 계획(공간)위계별(국가계획과 지자체계획)
로 구분해서 ①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에 통합관리 사항에 대한 계획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②내용이 서로 연계되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였음
※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는 지속가능한 국토의 이용 및 환경보전
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상호 계획간 연계가 강화되는 것을 의미
∙ (내용) 개요, 기초조사 및 여건변화 전망, 계획 내용, 계획 평가제도, 수립 및
승인과정, 운용 및 활용에 대해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 비교 및 도
시·군기본계획과 환경보전계획 비교
∙ (시사점) ①양 계획의 계획기간 일치, ②양 계획의 계획 절차나 평가 체계를 유
사한 수준으로 조정, ③양 계획의 내용을 상호 조율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과정에서 통합관리 거버넌스 구축·운영 등의 필요성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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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관리를 위한 제도 연계 강화방안
∙ (계획제도 연계) ①각 계획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의 통합, ②부처와 관계없이
국토·환경계획 통합도 고려할 수 있으나 ③양 계획 간의 조화와 연계가 보다
현실적
∙ (계획수립체계 개선) ①통합관리를 위한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시기 및 계획 기
간 변경, ②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절차 및 평가체계 개선, ③국토계
획과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통합관리 협의 과정 추가를 개선방안으로 제안
∙ (통합관리 거버넌스 구축)①통합관리 이슈 발굴을 위한 국토-환경 공동연구 진
행, ②실효성 있는 통합관리를 위한 국토-환경 계획수립협의체 운영, ③국토환경 분야 데이터의 공동 구축 및 공동 활용 추진을 구축방안으로 제안

5.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 내용의 연계 강화방안
□ 통합관리 항목의 세부과제 및 국토정책적 함의 분석
∙ (통합관리 항목의 세부과제)‘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한 공
동훈령’에서는 통합관리 사항으로 자연생태계 관리·보전·복원, 체계적인 국토
공간 관리 및 생태적 연계, 에너지 절약형 공간구조 개편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깨끗한 물 확보 및 물 부족 대비, 대기 질 개선,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율 제고, 기타의 8개 항목을 제시
∙ (통합관리 항목의 국토정책적 함의)국토정책적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제
4차 국가환경종합계획(관계부처 합동, 2016),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관계부처합동, 2016) 및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지속가능한 미래
를 위한 이정표,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환경부 보도자료, 2018.12.24.)의
내용에 대하여 통합관리 사항과 국토계획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① 자연생태
계의 관리·보전 및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②체계적인 국토공간 관리 및 생태
적 연계, ③에너지 절약형 공간구조 개편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확대가 보다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한 8개 사항은 국토계획에서 직간접
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나 국토계획은 환경보전계획에 비해 공간계
획의 성격이 강하여 국토환경의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사항별로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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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관리의 공통아젠더 설정 및 대응 전략 수립
∙ (국가 차원) 5개 공통아젠더 (‘인구감소’, ‘국토환경 연결성’, ‘기후변화’,
‘첨단기술’, ‘남북 및 국제 협력’)와, 5개 전략(① 인구감소 시대 국토공간 구
조 개편, ② 국토환경 연결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국토관리, ③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국토환경 조성, ④ 첨단기술 활용 혁신적 국토-환경 공간 구현, ⑤ 남북
협력·국제협력 통한 글로벌 위상 제고)을 기반으로 통합관리를 추진
∙ (시·군 차원) 도종합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환경보전계획 등 지자체 계획에
서 국토와 환경의 통합관리 방향, 통합관리 사항의 국토계획과 관계 등을 종
합하여 통합관리를 위한 공통아젠더를 설정하고 대응방안 도출
□ 데이터 기반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 다양한 관련 자료를 수집·활용하여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 기반
을 마련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통합데이터를 구축하고 운영

6. 결론
□ 법제도 개선방안
∙ (국토계획 측면) ①국토기본법 및 국토계획법 개선, ②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지침 개선, ③국토계획평가체계 개선 추진
∙ (환경보전계획 측면) ①환경정책기본법 개선, ②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지
침 개선, ③환경보전계획 평가체계 도입 추진
□ 기대효과
∙ (정책적 측면) 공동훈령 시행에 대응하여 국토정책 차원에서 세부과제를 도출
∙ (학술적 측면)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정합성을 실증분석하고 함의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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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연구의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국토이용과 환경보전이 상충되지 않아
야 하고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가 선행되어야 함
- 우리나라에서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 논의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2000년대 들어서 정부의 중요한 의제가 되었으며, 2017년 문재인 정
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됨(59.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
￮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근간이 되는 ‘국토기본법’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각각 2016년과 2015년에 선언적으로 규정한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
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훈령(2018)이 제정된 바, 공동훈령을 포함
하여 자연자원총량제 도입방안 등 통합관리에 대한 국토정책적 세부 추진방안 모
색이 필요함
- ‘국토기본법’은 2016.12.2.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집행할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환
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5조①)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토에 관한 계획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범위, 연계 방법 및 절차 등
을 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제5조④)라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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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책기본법’은 2015.12.1. 개정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
능한 국토환경 유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과 제2항에 따른 지방
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제4조③)와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
과 국토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제4조④)라고 규정
-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
령’(2018.3.28.)을 제정하였으며, 자연자원총량제 도입에 관한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 UN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2015)에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지속가
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육상생태계 보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도 이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목표와 지표를 작성하고 있으므로 국토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수립 중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및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추진으로 국토
환경에 대한 통합관리가 본격 시행될 것이므로 광역시·도나 시·군의 계획 차원에
서 대응방안이 필요함
￮ 국내외 정책여건에 대한 선제적, 능동적 대응을 통해 좀 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한 이슈를 도출하여
구체적인 실천수단을 마련하며,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함

2)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국토이용과 보전을 통해 국토환경
이 지속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국토정책 차원에서 세부과제를 도출하고 추진
전략을 제시함에 있음
- 지속가능한 국토발전과 친환경적 국토관리에 대한 국내외 논의를 정리하고 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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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현황과 정합성을 분석하여 통합관리의 필요성과 이
슈를 도출함
- 독일, 일본, 네덜란드 등 국토계획-환경보전계획 통합관리의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한 국토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함
-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본 연구는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제시함으
로써 친환경적 국토이용과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
-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것

2.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함

□ 시간적 범위
￮ 연구에 활용되는 데이터는 2018년을 기준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자료 확보가
가능한 최근 연도를 기준으로 함

□ 내용적 범위
￮ 먼저, 연구에서는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제4조
통합관리 적용 범위에 따른 국가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을 대상으로 하되, 일부 계획
을 제외하고 국가계획과 지자체계획만을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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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계획에서는 국토종합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환경보전계획에서는 국가환경종
합계획과 시·도 및 시·군 환경보전계획을 주로 다룸
- 국가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은 국가 차원의 국토-환경 통합관리
방침을 결정하는 계획이며, 지자체계획인 도시·군기본계획과 시·도 및 시·군 환경
보전계획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임. 두
계획 모두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종합적 계획이자 지침적 계획의 성격을 지님
- 도종합계획의 경우 국가계획의 통합관리 방향성이 결정된 후 그에 맞춰 수립될 예
정이며, 도시·군관리계획의 경우 실행계획으로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아야 하므
로 지자체에서 도시·군기본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 방안을 설정한 후 논의
되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단 하에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기로 함
￮ 통합관리 추진 방안 검토에 앞서 통합관리 필요성 및 목표와 과제를 제시하고, 국
내·외 통합관리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 도출
-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연혁을 살펴봄1)
- 친환경적 국토관리 성과 및 한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
획의 통합관리 필요성, 통합관리 목표 및 과제를 제시
- 국내사례(제주도, 서울시, 수원시 등) 및 외국사례(독일, 일본, 네덜란드 등)
분석 후 시사점(제도적 기반, 통합관리 방안, 통합관리 추진방안 등) 도출
￮ 연구에서는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한 국토정책과제를 크게 제
도적 측면, 내용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도출함
1)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제도 연계 강화방안 제시
- 제도적 정합성 분석 : 관련 법 및 지침 분석(계획 절차, 내용, 평가 등)
- 계획제도의 연계 강화방안 : 수립체계 개선, 계획 수립 거버넌스 구축 등
2)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내용 연계 강화방안 제시
- 통합관리 항목의 세부과제 및 국토정책적 함의 도출

1) 1992년 리우회의를 기점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개발과 보전의 통합적 논의가 세계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2002년 관련법에 명문화하면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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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관리의 공통아젠더 설정 및 대응방안
- 국토-환경 데이터 연계 활용방안
￮ 마지막으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
관리 추진 방안을 제시함
-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 통합관리 장·단기 단계적 추진, 주체별 역할 등 로드맵 제시

2) 연구 방법
￮ 문헌연구 및 법제도 분석
- 지속가능발전 및 친환경적 국토관리에 대한 문헌,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 관
련 법제도,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 계획서, 관련 선행연구 등을 분석함
￮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 관련 국내외 사례연구
- 현재 국내에서 도입되어 운용 중(예정)인 환경자원총량제(제주도) 및 도시생태
현황도(서울시), ‘도시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규칙’(수원시)
등 국내의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독일, 일본, 네덜란드의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 관련 제도와 실제
적용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전문가 자문회의
-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 관련
이슈 및 추진방안에 대한 심층면담 등 자문회의를 실시함
-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 관련 이슈 및 세부
추진방안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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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개념 및 연구 틀
1) 주요 개념
￮ 국토계획 : ‘국토기본법’에 의하면 국토계획은 종합계획(국토, 도, 시·군종합계
획)과 지역계획(수도권정비계획,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등) 및 부
문별 계획(국가기간망, 주택 등)으로 이루어짐
- 국토종합계획은 현재 수립 중인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연동하여 수립되고 있으며,
도종합계획은 5차 국토종합계획에 맞추어 수립될 예정
- 시·군종합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
시·군관리계획을 의미함
￮ 환경보전계획 : 국가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
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는 시·도 및 시·군·구 환경보전계획(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 :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지정, 개발축 설정
등 국토 및 도시계획 수립 시 자연·생태, 대기, 수질 등을 포함하는 환경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국토의 이용 및 환경 보전을 이루기 위한
계획 상호간 연계를 강화
- ‘국토기본법’ 제5조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부처 공동훈령을 제정
￮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제도적 정합성 분석 :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내
용, 수립절차, 평가 등의 상호 조화 여부를 계획(공간)위계별, 그리고 국토환경
부문(토지이용, 에너지, 대기, 수자원 등)별로 분석
￮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공통아젠더 설정 : 공통아젠더는 국토계획과 환경보전
계획 상호간 연계와 영향이 큰 이슈를 의미하며, 이 연구에서는 환경에 실질적,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토지이용을 중심으로 도출하되, 통합관리에 전반적 영향을
미치는 국토 데이터 등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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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틀
그림 1-1 | 연구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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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2)
￮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의 연계방안 연구(최영국 외, 2002)는 국토계획과 환경
계획체계의 연계를 위한 환경계획의 체계 구축, 두 계획의 연계수단 등을 강구함
-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필요성을 인식하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사회적으로 형평
하며 생태적으로 건강한 국토이용 및 개발을 위해 국토계획-환경계획 통합 검토
￮ 국토·환경계획 연동에 따른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연구(왕광익 외, 2015)는 국토·
환경계획 연동에 따른 도시계획적 실천방안으로 환경공간계획을 사례 도시·군기
본계획 대상으로 분석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 제시
￮ 국가 정책·계획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개발(김호석 외, 2017)은 지속가능발전 평가
체계 기준, ‘정책·계획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개발 및 현 평가 개선방안 제시
￮ 국토-환경계획 연동제에 대응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이영재 외, 2017)은 도
시·군관리계획과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의 수립·운용 현황 조사 및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마련

2) 본 연구의 차별성
￮ 국토-환경계획 연동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제도 소개와 도입방안에 초점을 둔 반면
에, 본 연구는 국토 차원에서의 통합적 대응방안을 강조하였음
- 기존 연구에서는 국토-환경계획 연동에 대한 부문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면, 본
연구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59.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추진과 관련하여
국토정책 차원에서 능동적, 종합적으로 과제와 추진전략 등 대응방안을 모색
￮ 본 연구는 기후변화, 저성장, UN SDGs 및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내 제도 구축

2)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 관련 자세한 선행연구는 보고서 제2장의 제3절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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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최근 여건변화에 선제적, 능동적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국토정책의 세부과제와
전략을 제시
- 기존 연구에서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하였
다면,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최근의 국제적 합의(UN SDGs 및
HABITATIII)를 우리 실정에 맞게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토정책의 친환경
성 강조, 친환경성과 균형 및 포용 간 조화 등 대응방안을 제시

표 1-1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1

2

주요
선행
연구

3

4

연구목적

연구방법

∙ 과제명: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의 ∙ 문헌연구(국토계획,
연계방안 연구
도종합계획 등 관련
∙ 연구자(년도): 최영국 외(2002)
법제와 계획보고서
∙ 연구목적: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
검토)
의 연계를 위한 환경계획의 체계구 ∙ 국외사례 검토
축, 두 계획의 연계수단 등을 강구함 ∙ 설문조사를 통한 전
문가 의견수렴

주요 연구내용
∙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연계 관련 과
제 도출
∙ 국외 사례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를 위한
과제 및 전제 도출
∙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방안 및
연계체계 확립

∙ 과제명: 국토개발정책의 변화와 공간 ∙ 선행연구 고찰 및 국 ∙ 국토 공간전략 및 계획차원, 공간개발,
환경정책의 발전방향
외 사례 검토
공간환경 관리의 국외 동향 및 시사점
∙ 연구자(년도): 최희선 외(2012)
∙ 서면을 통한 전문가 ∙ 국토공간 도시화 및 국토 보전공간 변화
∙ 연구목적: 국토개발정책과 공간환경
의견수렴
분석
정책 문제점 파악 및 향후 추진과제
∙ 국토개발정책 및 공간환경정책의 동향
발굴
분석
∙ 공간환경정책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적 개선방안 및 과제 발굴
∙ 과제명: 국토·환경계획 연동에 따른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연구
∙ 연구자(년도): 왕광익 외(2015)
∙ 연구목적: 국토·환경계획 연동에 따
른 도시계획적 실천방안으로 환경공
간계획을 사례 도시·군기본계획 대
상으로 분석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
제시

∙
∙
∙
∙

문헌연구
사례 지역 분석
GIS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 국토·환경계획 연동제의 개념 및 추진
동향, 국외사례 검토
∙ 도시·군기본계획 및 지자체 환경보전
계획 수립지침 비교 및 영향관계 검토
를 통한 공간정보 활용한 연동방법
∙ 국토·환경계획 연동방법 실증분석
∙ 국토·환경계획 연동 효용성 확보를 위
한 실현방안 제시

∙ 과제명: 국가 정책·계획 지속가능성 ∙ 문헌연구(지속가능성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속가능성 검토
제도 개관
평가체계 개발
검토제도 관련 법령
∙ 정책·계획 평가체계 방향 설정을 위한
및 제도 등 검토)
∙ 연구자(년도): 김호석 외(2017)
대내외적 여건 변화 및 국외 사례 분석
∙ 연구목적: 지속가능발전 평가체계 기
∙ 정책·계획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범위
준, ‘정책·계획 지속가능성 평가체
및 기준
계’ 개발 및 현 평가 개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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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5

본 연구

12

연구목적

연구방법

∙ 과제명: 국토-환경계획 연동제에 대 ∙ 선행연구 조사
응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 문헌연구
∙ 연구자(년도): 이영재 외(2017)
∙ 연구목적: 도시·군관리계획과 개발
제한구역 해제계획의 수립·운용 현
황 조사 및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 과제명: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한 국토정책과제 연구
∙ 연구목적: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
루는 국토이용과 보전을 통해 국토
환경이 지속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
도록 국토정책 차원에서 세부과제
및 추진전략을 제시

∙
∙
∙
∙

주요 연구내용
∙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및 전략환경영향
평가 운용 현황 파악
∙ 도시관리계획 연동 관련 환경부-국토
부 지침 비교 및 시사점
∙ 도시·군관리계획(재정비) 및 개발제한
구역 해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
평가 방법론 개선방안 마련

법제도 및 문헌 분석 ∙ 친환경적 국토관리의 논의와 해석
국내외 사례분석
∙ 외국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 통합관
GIS 및 통계분석
리의 사례분석 및 시사점 도출
전문가 자문회의 및 ∙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정합성 분
설문조사
석 및 통합관리 이슈 도출
∙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
를 위한 국토정책적 대응방안 마련
∙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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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 통합관리의 필요성 및 과제

1. 이론적·정책적 배경
1) 공공정책으로서의 국토계획체제의 변화 동향
￮ 국토계획은 고정불변의 실체는 아니며 사회경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하며 발
전해오고 있음

표 2-1 | 우리나라 국토계획체제의 흐름과 이론적 배경의 변화
시대

1945~1960

1961~1979

1980~1992

1993~2002

2003~2008

2008~

변혁적
사건

해방
6.25

5.16
10월 유신

5공화국
6.29선언

문민시대
IMF

참여시대

실용시대/
창조사회

민주화진전과
성장 둔화
시장개방과
세계적 경쟁
심화

민주화 과잉과
경제위기

경제위기와
재도약 추구

약화된
정부주도형
계획

정부계획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갈등 심화

정부계획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갈등 지속

압축성장시대
시대
특징

사회적 혼란기
빈곤만연

국토계획
의 특성

체계적
계획부재
이념적 거부감

권위주의정치
체계 +
양적경제성장

정치적 과도기

강력한 정부주도형 계획

계획의
목표

경제계획을
지원하는
공간계획(개발
위주)

경제계획에
조응하는
공간계획(개발
논리의 약화)

균형과 보전
논리 강화

성장 균형과
보전을 동시에
추구

성장 추구로
회귀

이론적
배경 및
규범

근대화론
포괄적
합리주의
청사진식 계획

근대화론
포괄적
합리주의에
점진주의적
요소 도입

포괄적
합리주의를
중심으로
점진주의적,
옹호주의적
요소 등 혼재

포괄적
합리주의를
중심으로
협력적계획론
요소
도입(형식적)

포괄적
합리주의를
중심으로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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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와 전문가 중심

참여
방식

관료중심
시민참여 부재

시민의 자발적 참여
증대(사회운동을 통한 반대)
시민참여의 제도적 수준 개선

관료와 전문가
중심
각계각층의
자발적 참여
(반대운동) 심화
참여제도가
수용하지
못하는 수준의
갈등

선별된 전문가
중심의 제한적
참여

자료: 문정호 외. 2013.

￮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토계획은 보다 보편적인 관점에서 계획철학 및 이론분야의
발전동향 또한 반영하면서 진화하고 있음
￮ 계획이론 여러 차원과 발전 동향을 단순화하여 제시하기는 쉽지 않지만 큰 틀에서
보면 과거에는 합리적 계획이론(rational planning theory)에 기반한 계획과 정책
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협동적 계획이론(collaborative planning theory)에
기반한 계획과 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
- 합리적 계획의 패러다임에서는 도구적 합리성(instrumental rationality)의 관점에
서 계획목표 달성을 위한 일련의 수단과 과정으로 계획의 문제에 접근
- 협동적 계획의 패러다임에서는 소통적 합리성(communicative rationality)의 관점
에서 상호작용과 협력의 관점에서 계획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음
￮ 정리하면 공간계획, 국토계획은 단순히 최적의 목표달성을 위한 일련의 과정은 더
이상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공동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대화(dialogue)와 협력
(collaboration) 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는 이러한 계획체계의 변화와도 일맥상통한
다고 할 수 있으며, 통합관리는 제도의 물리적 통합 또는 강한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서로 다른 계획체제의 연계와 협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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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동향
￮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SD) 개념의 진화가 계속되고 있음
- 1972년 스톡홀름 UNCHE(United Natio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에서 “하나뿐인 지구”라는 슬로건 하에서 지구환경 보전이 세계 공통의 과제로
채택되어 1980년 IUCN에서 처음 사용
- 1987년 브른트란트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
치·경제·사회·생산·기술·국제협력·행정 전반의 변화 촉구
- 1992년 리우회의(유엔환경개발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 Development)에서 ｢리우선언｣, ｢의제 21｣, ｢산림원칙 성명｣의 채택과 ｢기후
변화협략｣, ｢생물다양성협약｣ 서명, 유엔지속개발위원회(UNCSD) 설치 합의
- 2000년 새천년정상회의에서 ｢새천년 정상선언｣을 통해 2015년까지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달성해야 할 8개 주요목표(Goals), 18개 세부목표(Targets) 및 48개
달성지표(Indicators) 제시
- 2002년 요하네스버그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에서 다자주의 확인 및 실천
을 촉구하는 ｢요하네스버그 선언문｣ 채택
- 2015년 제70차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우리 세계의 변혁: 2030 지속가
능발전의제’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를 제시(그림 2-1, 표 2-2 참조)
- 2016년 키토 해비타트 Ⅲ에서 SDGs 이행을 위한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 NUA)가 최종 공식문서로 합의(2016.9)(표 2-3 참조)
- 2018년 쿠알라룸푸르 세계도시포럼(WUF9)에서 NUA의 이행·추진 논의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 통합 발전 시도(그림 2-2 참조)
- 지속가능한 발전은 3대 축(triple bottom line)인 ‘경제-사회-생태’의 상호 의존
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발전에 기초해야 하며 국제사회와 국가는 이를 실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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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 UN SDGs의 17개 목표

자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홈페이지(http://ncsd.go.kr)

그림 2-2 | 지속가능발전의 경제·사회·환경 통합개념

자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홈페이지(http://ncsd.go.kr)

18

￮ 이를 구체화하고자 지난 몇 년간 UN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과 포용 등에 대한
목표 설정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이행 방안 등이 논의되어 옴
- UN은 2015년에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의 하나로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
체’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 목표와 달성 지표 등을 제시하였음
- 또한, 에콰도로 키토에서 2016년에 개최된 UN 해비타트 III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실현하는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회원국의 합의를 이끌었음
- UN 등이 제시한 이러한 국제적 아젠더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토정책의 방향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의 국토정책 역시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구현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되고 있음

3) 국제적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 지속가능발전 추진 노력
￮ 국내의 경우 2000년 “새천년 국가환경비전 선언”을 기점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
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
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고 있음(표 2-4 참조)
- 2006년 제1차 지속가능발전전략 이행계획, 2011년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
획, 2016년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8년 제3차 수정계획 수립
- UN 해비타트 III 의제를 구현하고자 이에 대한 이행 방안을 강구(표 2-5 참조)
- 2018년 12월에는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확정(표 2-6 참조)
￮ 한편, 국토관리 부문에서도 지속가능성 논의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경제·사회·환
경적 측면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국토계획 및
개발에 있어서도 친환경성과 포용성을 점차 강조하여 왔음
- 국토-환경 통합관리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였고, 2018년 3월에 ｢국토계획 및 환
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1)을 제정, 본격적인 통합관리 준비

1)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시행 2018.3.28.] [환경부 훈령 제1315호, 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2018.3.28. 제정]

제2장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 통합관리의 필요성 및 과제 ･ 19

표 2-2 | UN SDGs 목표 11. 지속가능한 도시·공동체 : 세부목표 및 지표
11. 도시와 주거지를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복원력 있고 지속 가능하게 보장
세부목표

지표

11.1 ∙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충분하고 안전하며 적정가
격의 주택과 기본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
고 빈민가의 환경을 개선한다.

11.1.1. ∙ 빈민가, 임시거처 또는 불충분한 시설을 가진
주거지에 거주하는 도시인구의 비율

11.2. ∙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적정가격의, 접근
이 용이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시스템을 제공하고, 특
히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필요를
특별히 고려하여 대중교통을 확대함으로써 도로 안전
을 향상한다.

11.2.1. ∙ 대중교통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구비율
(연령, 성 및 장애인별)

11.3 ∙ 2030년까지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화를 확대
하며 주거지에 대한 참여적, 통합적, 지속 가능한 계
획과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11.3.1. ∙ 인구증가율 대비 토지 소비 비율

11.4 ∙ 세계의 문화·자연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
력을 강화한다.

11.4.1. ∙ 세계문화유산을 포함하는 국가문화·자연유산의
보전, 보호, 및 관리에 배정된 국가(또는 지방)
예산의 비율

11.5 ∙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보호에 초점을 맞추며 물로 인한 재난을 포함,
재난으로 인한 사망과 피해자 수를 현저히 줄이고,
국내총생산(GDP)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대폭 감소한다.

11.5.1. ∙ 인구 100,000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그리고 피해를 입은 인구 수

11.6 ∙ 2030년까지 대기의 질과 도시 및 기타 폐기물 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도시 인구 1인당 부정적 환경
영향을 감축한다.

11.6.1. ∙ 도시에서 발생하는 전체 고형 폐기물 중 정기적
으로 수거되고 적절한 최종처리단계를 거치는
도시 고형 폐기물 비율

11.3.2. ∙ 정기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도시계획 및
관리에 시민사회가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가지
고 있는 도시의 비율

11.5.2. ∙ 중요기반시설 피해 및 기본적인 서비스의 중단
등을 포함하여 글로벌GDP 대비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손실

11.6.2. ∙ 도시 미세먼지(PM2.5초미세먼지와 PM10 미
세먼지)의 연평균수준 (인구수에 따른 가중)
11.7 ∙ 2030년까지 특히 여성과 아동, 노인 및 장애인을 위
해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접근이 용이한 공공 녹지공
간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

11.7.1. ∙ 도시에서 공공목적의 용도를 위해 개방된 시가
와 지역이 차지하는 평균비율

11.a. ∙ 국가 및 대륙별 발전 계획을 강화하여 도시 및 도시
근교, 외곽지역 간 긍정적인 경제 ․ 사회 ․ 환경적 연계
성을 지원한다.

11.a.1

11.b. ∙ 2020년까지 포용, 자원 효율성, 기후변화 완화와 적
응, 자연재해에 대한 복원력을 위해 통합된 정책과
계획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도시와 주거지의 수를 대
폭 늘리고,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
2015-2030(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에 따라 모든 수준에
서의 통합재난위험관리를 개발하고 이행한다.

11.b.1. ∙ 센다이재난위험감축체계(2015-2030)에 따라
지역적인 재난위험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
는 지방정부의 비율

11.c. ∙ 최빈국이 현지 자재를 활용하여 지속 가능하고 복원
력이 뛰어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술적
으로 지원한다.

11.c.1.

자료: 환경부. 2018.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작업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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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 ∙ 지난 12개월 동안 신체적 혹은 성적 괴롭힘을
당한 사람의 비율(성별, 연령별, 장애상태별, 발
생장소별)

11.b.2. ∙ 국가적인 그리고 지역적인 재난위험감축전략을
갖춘 국가의 수

표 2-3 | HABITATIII 새로운 도시의제의 골격과 주요내용
구분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에
대한
키토선언

세부구분

주요 내용

-

∙ 세계 도시인구가 2050년까지 두 배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도시화는 도전과 기회를
함께 노정함
∙ 도시로의 인구집중은 불평등, 사회경제적 배제, 환경의 질 저하를 불러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큰 도전을 제기
∙ 동시에 도시화는 경제성장, 사회문화적 발전, 환경보호 등에 있어서 기회를 제공
∙ 이 도전과 기회는 새로운 도시의제가 제시하는 도시계획, 설계, 재정, 개발, 거버넌스,
관리 등에 의해 대처되어야 함

공유된
비전 :
원칙과
약속

∙ 도시와 거주지는 ‘도시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the city)’로 표현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함
∙ 이는 적정주거에 대한 권리, 근원적 자유, 참여를 보장하는 사회·시민적 체제, 성적
평등, 모두를 위한 이동성 보장, 재난관리와 회복성, 지속가능한 소비를 포함
∙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도시계획 및 설계, 지속가능한 재정체계, 중앙과 지방의 정부
간 협력, 시민과 이해당사자의 참여는 이러한 도시패러다임 전화의 핵심요소임

∙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대한 공동의 비전과 정치적 약속은 국가의 서로 다른 현실,
발전단계, 역량을 고려하며, 각 국가가 처한 고유한 여건을 존중함
실천을
∙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슬럼과 비공식 거주자, 이주민과 난민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이
위한 요청
필요함
∙ 새로운 도시의제는 급속히 도시화되는 세계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력으로서
도시와 거주지 – 그리고 거주민들 – 의 역할을 강조하는 역사적 기회
∙ 사회적 포섭과 빈곤근절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18개 항목) : 토지보유, 공공공간
의 가치,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이용 등
지속가능한
∙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번영 및 모두를 위한 기회(20개 항목) : 주택 및 경제개발의
도시발전을
영향, 지식·기술·교육에 대한 접근, 투자촉진, 혁신과 기업가정신 등
위한 약속
∙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있는 도시발전(18개 항목) : 기후변화, 지속가능하지
않은 소비, 슬럼 개선, 에너지 효율화, 토지의 사회적·생태적 기능 등

새로운
도시의제를
위한
키토실행
계획

효과적
집행

∙ 효과적인 도시거버넌스 구축(8개 항목) : 포용적, 집행가능한, 참여적 정책을 통해 새로
운 도시의제를 집행해야 함.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해 역량을 강화하고, 신뢰할만
한 재정 및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함. 중앙과 지방의 정부 간 협력이 요구됨
∙ 도시공간발전에 대한 계획과 관리(33개 항목) : 단기적 수요와 장기적 목표사이의 균형
있는 통합적 계획. 먹거리 안정성, 도시와 지역 간 연계, 사회적 경제적 용도혼합, 양질의
공공공간, 도로안전, 저렴하고 접근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이동성, 물관리 및 기후변
화 대응. 도시계획 및 전략에 있어 문화의 역할 강조
∙ 집행수단(35개 항목) : 새로운 도시의제는 그 복합성으로 인해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와
다양한 수단의 활용이 요구됨. 역량개발, 협력, 재정자원의 동원, 정치적·법적 체계
등 중요. 새로운 도시의제는 해비타트3의 전통과 그 참여과정을 통해 얻은 교훈을
존중함

∙ 새로운 도시의제와 그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영향평가, 효과적·시의적절한 집행, 책임성
과 투명성에 대한 후속조치 및 리뷰
후속조치와
∙ 해비타트를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위한 핵심기관으로 인정
리뷰
∙ 회의와 컨퍼런스를 포함하여 양적·질적 분석, 정기적 평가 필요
∙ 새로운 도시의제의 후속조치 및 리뷰는 그 집행의 일관성과 연계되도록 해야 함
자료: 박세훈 외, 2016, HABITATIII와 한국 도시정책에의 시사점, 안양: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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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 국제사회 및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추진경과
연도

국제사회 지속가능발전

1972

유엔인간개발회의(스톡홀름, 스웨덴)

1982

유엔인간개발회의(나이로비, 케냐)

1983

유엔환경개발위원회 창설

1990

UNDP 인간개발보고서 1
IPCC 보고서 1

1992

유엔환경개발회의2)(리우데자네이루, 브라질)

1994

UN 사막화방지 협약

1995

IPCC 보고서 2

1997

Rio+5 Review

2000

새천년 정상회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2001

IPCC 보고서 3

2002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요하네스버그)
UNEP 지구환경전망 보고서 3

2005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새천년 국가환경비전 선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 선언

2006

(세계인구 65억)

제1차 지속가능발전전략 이행계획

2007

UNEP 지구환경전망 보고서 4
IPCC 보고서 4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2009

제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코펜하겐, 덴마크)

2010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지속가능발전법｣

2011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2

유엔환경개발회의
(리우데자네이루, 브라질)

2014

유엔사무총장보고서
IPCC 보고서 5

국가 지속가능보고서

2015

제70차 유엔총회(SDGs 채택)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

해비타트 Ⅲ(키토, 에콰도르)

2018

제9차 세계도시포럼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정계획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3)

자료: 저자 작성.

2) 유엔 기후변화와 생물성다양 협약, 의제21: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청사진, 유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창설, 여성환
경개발기구창설, 리우선언, 산림원칙.
3) 국제적 정세에 대응하여 수립한 한국형 SDGs로 대한민국이 경제, 사회, 환경 등에서 2030년까지 추진 위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2018. 12). 경제, 사회, 환경, 평화, 지구촌 협력 등 국정 전 분야를 포괄
하는 2030 국가비전, 5대 전략, 17개 목표, 122개 세부목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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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 UN HABITATIII에서의 사회적 포용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부문

주요내용

조항

국내 도시정책과의 연계

빈곤
근절

∙ 도시공간의 조직, 접근성, 기반시설 제
공의 중요성 인식

25

∙ 취약지역에 대한 생활인프라(문화, 복지시설)
및 교통시설 확충 필요

인권과
기본권

∙ 개인과 지역사회의 참여와 역량 강화

26

∙ 기반시설 접근에 있어 제도적인 차별은 없으나
경제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접근성 제고 필요

포용적
도시화

∙ 도시화가 제공하는 기회와 혜택에 평등
하게 공유되도록 노력
∙ 비공식 정주공간에서 존엄있는 삶을 위
한 노력

27

∙ 신도시 개발, 개발이익 환수 등을 통해 개발이
익의 사적 전유를 제한
∙ 재개발, 젠트리피케이션 등에 따른 갈등 문제
상존
∙ 비공식 거주지는 감소하였으나 거주환경이 열
악한 지역 개선 필요

∙ 임의적 강제퇴거 방지, 취약계층 홈리스
장애인의 필요 대응

31

∙ 고용, 교육, 보건 등의 부문과 주택정책
의 통합
∙ 주택의 적절한 공간적 연계 강화

32

∙ 노숙인, 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통합 고려
∙ 노숙인의 생활여건 개선, 사회참여 촉진,
범죄화 근절 노력

33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공평한
접근

∙ 물리적, 사회적 기반시설에 대한 차별없
는 접근 제공(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려)
∙ 토지, 주택, 에너지, 식수, 위생, 안전,
식량, 이동성, 보건, 교육, 문화, 정보통
신 기술 등

34

∙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인 차별은 없으나 실질
적인 접근 제고는 필요

국가와
지방
정부의
역할

∙ 포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정치적, 법
적, 재정적 매커니즘의 확보
∙ 지방정부의 핵심적 역할 강화(성, 인종,
종교, 민족, 계층에 따른 분리 방지)

41
42

∙ 공간정책에 있어 포용적 접근 부족(공간정책과
사회정책의 연계 등)
∙ 사회통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역할, 도시정책
강화 필요

포용적
통합적
주택
정책

∙ 지속적인 주택공급과 함께 저소득층을 위한 공
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저소득층 저렴주택 접근성 증진을 위해 소득계
층별 입주자격 설정, 청약제도 운영

자료: 국토교통부, 2017b, 해비타트III 의제 이행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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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 K-SDGs 11 : ‘포용적이며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도시와 주거지 조성’의 세부목표와 지표(안)
번호

세부목표

지표

11-1

∙ 적절하고 부담 가능한 가격의 주택과 기본서비스
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노후 주거지의 환경을
개선한다.

∙ 공공임대주택 공급호수(만호)
∙ 주거급여 수급가구(만호) 및 재정(조원)

11-2

∙ 적절하고 부담 가능한 가격의 교통시스템을 제공
하고,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을 고려한 대중교통을 확대한다.

∙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 교통약자 이용편의 보장율(장애인 버스, 도시철도
이용율 등)
∙ 녹색교통 활성화 비율(자전거 수단분담률, 도로대
비 자전거 도로연장, 공공자전거 이용률 등)

11-3

∙ 도시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며, 주거지
에 대한 참여적, 통합적 계획 및 관리 역량을 강화
한다.

∙ 시가화구역 내 이용토지면적 비율(%)
∙ 도시계획사업 시민참여 활성화 예산율(%)

11-4

∙ 세계 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
한다.

∙ 세계문화유산 등재건수
∙ 세계문화유산 보전, 보호 예산액

11-5

∙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현저히
감소시키며, 통합적 도시재난 위기관리를 개발,
이행한다.

∙ 인구 십만 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그리고
피해를 입은 인구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 대비 국가복구예산액
∙ 도시 재해취약성분석에 근거하여 재해예방형 도
시계획을 수립한 지방정부 비율(%)

11-6

∙ 대기질 및 폐기물 관리 등 도시가 가지는 부정적
인 환경영향을 감소시킨다.

∙ 미세먼지 나쁨일수
∙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발생량(톤/GDP 10억원)

11-7

∙ 여성, 아동, 장애인,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이에게
공공 녹지공간으로의 안전하고 용이한 접근을 보
장한다.

∙
∙
∙
∙

11-8

∙ 도시, 도시근교 및 농촌지역 간 경제, 사회, 환경
적 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 및 도시계획을
강화한다.

∙ 도시·군기본계획에 시·군 환경보전계획을 반영
하여 수립한 지자체 수(개)

1인당 도시공원 면적(㎥)
공원시설 접근이 용이한 인구
보도면적 비율
장애인 친화적 공공건축물 비율

자료: 환경부 보도자료. 2018.12.24,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이정표,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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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위에서 제시한 한국형 지속가능발전 목표(K-SDGs)의 이행을 장기적으로
평가하고 더불어 이행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지표 개발, 국토·도시(환
경포함) 연구, 법·제도 연구 등의 융합연구를 확대시켜 지속가능한 국토를 위한
정책방향을 다각화 할 필요
- 허한결 외(2019)는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국토계획을
평가4)한 결과 환경계획 중 자연·생태 분야 반영 미흡, 선언적인 상위계획 문구
로는 세부적인 도면 관리 한계, 목표 분야별 반영률이 상이, 환경계획의 목표를
위한 세부지표의 국토계획 반영 어려움 등을 개선점으로 제시
- 한상미·이명훈(2017)은 SDGs 목표 11(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 관련 전
문가 설문조사 및 AHP 분석을 통해 세부지표의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 1)도시
안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 2) 교통약자를 위한 방안, 3)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주거비용 감소 방안, 4)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에 따른 환경보전 관리방안의 정책
적인 시사점을 제시(그림 2-3 참조)
- 한상미(2019)는 인구 10만 이상의 72개 도시를 대상으로 지표항목별 점수를 표
준화(Z-Score)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관리 평가결과 도시별 지역특성에 따
라 기능적 역량 및 계획 수립체계에서 발생한 차이로 인해서 거제, 사천, 당진,
세종, 광양 순으로 높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중요도에 따라 재해 예방시
설, 교통약자시설,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 완화, 미세먼저 요인분석 등 주요 항목
별 시설 확충, 주거 안정성 확보, 환경보전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및 관리 평가
지표에 맞추는 정책을 제안
- 서준교(2018)는 공간기준의 전략적 선택에 따른 차별적 영향과 장단점 등을 살
펴 본 결과5) 스마트도시의 개발을 위한 공간기준의 전략적 선택은 지속가능한
4) 적용 사례대상을 국토계획은 계획수준에 따라 ‘국가’, ‘광역’ 계획 수준에서 ‘국가’수준에서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광역’ 수준에서는 ‘충청남도 종합계획(2012-2020)’을 대상계획으로 선정하여 기존
Heo et al.(2018)의 연구에서 도출한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국토계획을 평가.
5) 공간기준의 전략적 선택에 따른 차별적 영향과 효과 분석결과 1) 국가단위 vs 지역단위에서는 국가단위의 전면적
개발을 통한 장기적이고 균형적인 개발로 국가 전반에 걸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확립할 수 있는 반면, 국가
전체를 획일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지역(도시)단위의 개발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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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로의 정책적 방향에 대한 의미보다는 물리적 개발 또는 다양한 이해관계
자의 경제적 수단과 효과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임을 분석하였으며 친환경적인 도
시공간의 확립과 함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의 접근성 및 근접성 확보,
에너지 효율성 극대화 등 도시의 전반적인 생활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지속가능성 계획을 제안
- 김남국(2016)은 자연생태계에 일어나는 에너지 및 물질 흐름과 사회 및 경제와
의 상호관계를 파악하는 에머지(Emergy) 분석6)을 통해 국토를 구성하는 자연
환경 과 경제시스템과의 상호작용을 규명하고, 국토환경용량과 지속성을 평가하
였으며 국토가 지속성이 큰 시스템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자연환경 에너지원(재
생에너지)에 의존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에 필요한 다각적인 정책 및 이행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
- 진종헌(2017)은 현행 국토기본법이 제반 국토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침으
로서 제기능할 수 있도록 부분개정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하였으며7),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도시와 국토 관련항목과 연계는 개정방향을 제시8)

지역 간 경제적 능력에 따른 개발가능성의 차이를 발생시켜 사회적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2) 기존도시 vs
신도시 단위에서는 기존도시의 낙후된 기반시설을 재정비와 개선으로 도시의 변화와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요인
이 될 수 있는 반면, 신도시와 구도심과의 구조적 그리고 기능적 차이에 따른 발전과 성장의 격차를 불러올 수
있음을 제시.
6) 에머지(Emergy)는 생태계 가치평가 개념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 자원들을 에너지라는 공통화폐로 인식하여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자원들을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할 수 있는 에너지로 정의한다(김남국, 2016). 2003년,
2008년, 2013년 시계열로 분석한 결과 자연환경 에너지원의 점유율은 점차 낮아져 외부로부터의 구매자원, 재화
와 용역 등의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국토의 단위 면적당 에머지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한정된
면적에 비해 과다한 인구와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화석연료와 재화, 용역이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국토의 특성
이 반영되었음을 도출.
7) 진종헌(2017)은 국토기본법 제2조에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으로 ‘개발과 환경의 조화’,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시점에서 국토발전과 관련한 법제도 및 정책의 적절한 방향
과 지침의 제공이 부족하고, 현 국토기본법에서 국토와 관련한 기본이념이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제1장
총칙은 불과 한 페이지에 불과하며, ‘제2장 국토계획의 수립 등’ 이후의 내용은 국토계획, 국토정보체계, 국토정책
위원회에 대한 내용으로 국토관련 분야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아 사실상 ‘국토계획’에 대한 법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
8) SDGs가 포용의 적극적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 있지는 않으나 해비타트Ⅲ에서 <새로운 도시의제>의 ‘도시와 인간
정주지를 공평하게 사용하고 누릴 수 있고 포용성을 증진시키고 어떤 종류의 차별도 없이 현재와 미래 세대의
도시 거주민들이 정의롭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지불할 능력을 갖추고 복원력이 있고 지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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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 한상미·이명훈(2017)의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를 위한 평가지표체계

자료 : 한상미·이명훈. 2017.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개발 및 관리 평가지표, 재인용.

2. 친환경적 국토관리의 성과와 한계
1) 친환경적 국토관리의 성과
(1) 법제도 정비
￮ 세계적인 지속가능발전의 영향으로 친환경적 국토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
련 제도 등이 도입되면서 친환경적 국토관리의 기반이 강화되어 왔음
능한 도시이자 인간정주지에 거주할 수 있고 모두가 번영하고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곳’에서 SDGs의 주요의제를
계승하고 있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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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는 국토정책과 환경정책이 분리되어 운영되었으나 친환경적 국토관리가 강
조되면서 점차 환경정책 일부를 국토정책이 포용하는 방식으로 변화됨
- 국토관리 측면에서는 능동적·선제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 국토정
책 안에 환경정책을 내재화한 친환경적 국토정책이 마련된 것
표 2-7 | 국토관리 및 환경관리를 위한 법제도 정비과정
연도

국토정책

환경정책

1960s

∙
∙
∙
∙

｢하천법｣제정(1961)
｢도시계획법｣ ,｢건축법｣제정(1962)
｢국토건설종합계획법｣제정(1963)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정(1966)

∙ ｢수도법｣ 제정(1961)
∙ ｢공해방지법｣ 제정(1963)
∙ ｢하수도법｣ 제정(1966)

1970s

∙
∙
∙
∙
∙
∙

｢도시계획법｣ 전문개정(1971)9)
｢하천법｣전문제정(1971)10)
제1차 국토종합계획(1971)
｢국토이용관리법｣,｢주택건설촉진법｣ 제정(1972)
｢산업기지개발촉진법｣제정(1973)
｢도시재개발법｣제정(1976)

∙ 환경보전법 제정(1977)11)

1980s

∙
∙
∙
∙

｢택지개발촉진법｣제정(1980)
제2차 국토종합계획(1981)
｢도시계획법｣ 전면개정(1981)12)
｢수도권정비계획법｣제정(1982)

∙
∙
∙
∙

｢헌법｣ 제 33조 개정(환경권 보장)(1980)
｢자연공원법｣ 제정(1980)
｢폐기물관리법｣ 제정(1986)
｢헌법｣ 제 35조 개정(1987)

∙
∙
∙
∙
∙
∙
∙
∙
∙
∙
∙
∙

｢환경정책 기본법｣ 제정(1990)1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1990)
｢환경분쟁조정｣ 제정(1990)
｢소음진동관리법｣ 제정(1990)
｢자연환경보전법｣ 제정(1991)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정(1991)
｢토양환경보전법｣ 제정(1995)
｢먹는물 관리법｣ 제정(1995)
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 신설(1997)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조번에 관한 특별법｣ 제정(1997)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제도 신설(1997)
｢습지보전법｣ 제정(1999. 공동입법)

1990s

∙ 제3차 국토종합계획(1990)
∙ ｢국토이용관리법｣개정(1993)13)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1994)
∙ ｢하천법｣전문제정(1999)14)

9) 개발제한구역제도 도입
10) 치수 중심에 이수개념 추가(하천구역결정고시제도 제도화, 하천정비기본계획제도 신설)
11) 적극적으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법제를 확립하기 위해 11장 70개조로 구성(환경기준, 환경영향평가, 오염물
질배출규제, 대기보전, 수질 및 토양보전, 소음진동규제, 사업자 오염방지사업비 부담, 환경분쟁조정)
12) 도시기본계획제도 도입, 공청회 등 주민참여제도 도입
13) 준농림지역 제도 도입
14) 이수, 치수 개념에 환경개념 추가(하천환경 규정 신설, 하천관리위원회 분쟁조정, 수익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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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국토정책

환경정책

2000s

∙ 국토의 난개발방지 종합대책(2000.5)
∙ ｢도시계획법｣ 전면개정(2000)16)
∙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
∙ ｢국토기본법｣ 제정(200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2002)1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2003)18)
∙ 개발행위 허가제 시행19)(200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005)2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006)21)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007)22)
∙ ｢하천법｣전문제정(2007)2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008)24)
∙ 토지이용규제합리화정책25)(200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009)26)

∙ ｢환경정책기본법 개정｣(2002)27)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2003)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2003)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2003)
∙ ｢악취방지법｣ 제정(2004)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룰｣ 제정(2004)
∙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2004)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정(2006)
∙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입(2006)
∙ ｢가축분로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2006)
∙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확대·절차 개선(2007)
∙ ｢지속가능발전법｣ 제정(2007)
∙ ｢자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정(2007)
∙ ｢환경보건법｣ 제정(2008)
∙ GB 내 도입가능시설 확대 및 공원녹지법 개정(2009)

2010s
2015
201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011)28)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201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012)29)
∙ 국토계획평가제도 시행(201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013)3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014)31)
∙ ｢국토기본법｣개정, (제5조, 연계)(2016)

∙ 환경부 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2010)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10)
∙ ｢석면안전관리법｣ 제정(2011)
∙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2011)
∙ 환경영향평가법 전면개정32)(2012)
∙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개정(2012)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2)
∙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3)
∙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제4조, 연계)(2015)

2018

∙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제정

자료: 저자 작성.

폐지, 최소한하천유지유량 설정, 하천공사에 토지수용권 부여, 하천공사허가로 도시계획법 등 20개 법률 인·허가 의제)
15) 환경 6법 공표(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 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경
분쟁조정법(1990.8.1. 공표, 1991.2.1시행)
16) 도시개발법 제정(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광역도시계획·상세계획구역 도입,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 특별조치
17) 폐지 및 제정(국토건설종합계획법→국토기본법,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8) 기존의 재개발 관련법 통합
19) 도시재생활성화 정책 추진 및 비도시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
20) 자연공원의 사업추진 원활화, 중소기업 공장 신설 완화, 장기임대주책의 활성화
21) 공공시설부지의 확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기준 고시
22) 국민재산권 제한 완화, 계획관리지역 내 주태공급 확대, 개발제한구역 하제지역 주민의 권익보호와 계획적 개발 유도
23) 하천의 국유제 폐지 및 토지의 매수청구제의 일부 도입(법 제4조 및 제79조 내지 제81조), 하천의 구분 및 지정(법
제7조), 하천구역의 결정 및 고시(법 제10조), 홍수관리구역의 지정(법 제12조), 폐하천부지의 교환 확대(법 제85조)
24) 연접개발 규제 완화, 농공단지 활성화,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절차 간소화, 수익자 부담 실현
25) 유사한 지역지구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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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시적, 총량적 국토환경 지표 개선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친환경적 국토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국토환
경에 대한 거시적이고 총량적인 지표들이 개선되는 변화가 이루어짐
- 지난 몇 년간 생태 자원 증가, 대기질 및 수질 개선, 폐기물 발생량 감소 등 국토
환경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산림자원, 생태경관보전지역면적, 1인당 공원 면적 증가
￮ 1980년대 이후부터 산지면적이 일부 감소하였으나 산림자원은 지속적으로 증가
- 택지·도로 등을 위한 산지전용으로 인해서 산지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나 2015
년 입목재적량은 146㎥/ha로 OECD 평균인 131㎥/ha보다 높은 수준

그림 2-4 | 산지면적 감소 대비 임목재적 증가

자료: 산림청 발표자료. 2018. SPI Coordinating Workshop associated with the Global LDN Forum

26) 광역권 도시계획 활성화, 소형 주택공급, 기업투자 활성화, 토지거래계약허가제 개선, 전기통신시설 지중화
27) 개발계획 수립 시 환경을 고려
28) 공공시설부지 확보, 지역 난개발 방지, 연접개발 제한 폐지, 토지이용규제 단순화, 농업시설부족문제해결
29)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 예장, 용도지역 건축제한 탄력성 제고, 개발행위 인허가 간소화, 복합용도지역 토지의
비정상적 합필·분필 해결, 유휴토지의 효율적 개발, 체육시설 공익성 고려
30) 신재생에너지 개발 활성화, 지역 간 균형발전 기여, 용적률 건축제한 완화
31)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방재지구 지정 의무화,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건폐율·용적률 완화, 사회복지
시설 확충, 하위법령정비, 기업투자 애로 해소 및 운영상 미비점 개선
32)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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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경관보전지역 제도의 유연화로 보전지역 면적 확대
- 1989년 환경부가 3개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며 시행된 생태경관보전지역
제도는 이후 국토해양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2002년에
6개 지역이 새롭게 추가 지정되는 등 보전지역의 면적이 확대
그림 2-5 | 생태경관보전지역 확대

자료: 환경통계연감. 2018. 생태경관보존지역 현황.

￮ 여가·휴식 등을 위한 도시공원, 녹지 등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 도시공원을 도시·군계획시설인 공원과 도시자연의 관리를 위한 도시자연공원구
역으로 이원화 하고,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
업 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화 등을 통해서 공원녹지 확충
그림 2-6 |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면적

자료: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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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질 및 수질 개선
￮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통해 도시지역의 대기질 개선
- 2000년대 중반 이후까지도 대부분의 도시가 연평균 환경기준(50㎍/㎥)을 초과
하였으나 지속적인 대기질 개선정책으로 2012년에는 연평균 환경기준을 달성
- 여전히 OECD 평균치(12.50㎍/㎥)보다 2배 높고, 호주보다 3배 높은 수준
그림 2-7 | 주요도시 연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

자료: 국가지표체계(http://www.index.go.kr).

￮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4대강 수질이 일부 개선
- 4대강 수계 물관리종합대책(’95～’05), 4대강 물환경관리기본계획(1차, ’06～ ’15,
2차 ’16～25)의 추진 등 수질개선 노력으로 한강, 금강 및 영산강 수질이 개선
그림 2-8 | 4대강 주요지점 수질(BOD)

자료: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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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폐기물 발생량 안정화
￮ 일평균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증가추세가 멈추고 등락을 반복
- ’96-’17년 동안 1일 평균 폐기물이 18만 573톤에서 42만 9,531톤으로 증가
- 생활폐기물량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나33) 사업장산업폐기물량이 크게 증가
그림 2-9 | 일 평균 폐기물 발생량

자료: 국가지표체계(http://www.index.go.kr)

2) 친환경적 국토관리의 한계
(1) 낮은 체감적·미시적 국토환경 수준
□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 증대
￮ 미세먼지(PM10) 농도는 통계 수치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실제 체감 수준이 증가
하면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우려는 더욱 증가하는 상황
￮ 현재 국토계획은 지표면의 미세먼지 농도 저감을 위한 공간 관리, 환경계획은 오
염원 배출 총량 관리를 구분하여 담당하고 있지만, 관리 수단의 공유가 미흡하여
통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존재

33) 1인당 생활폐기물발생량은 1996년 이후 연평균 350-400kg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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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면 미세먼지 농도 분포는 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총량 관리처럼 획일적인 기준으로만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자신이 생활하는 소지
역 단위에서 개선을 체감하길 원하는 국민 정서와 불일치
- 또한, 대부분의 정책이 일시적이고 수동적인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관
련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낮음
그림 2-10 | 가정용 마스크 시장 매출(좌) 및 마스크 관련 특허출원(의) 연도별 증감

자료: 첨단메디컬융합섬유센터. 2018. 국내와 마스크 시장 관련 동향. 산업현황 브리핑.

□ 이용 가능한 도시공원시설 부족
￮ 1인당 공원면적 수치는 높은 반면,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공원시설은 부족
- 1인당 공원면적 증가라는 목표는 달성하였으나 면적 총량이 증가되었을 뿐, 실제
도시민들이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공원은 제한적임
- 도시 내 공원 확보를 위해서는 장기미집행 공원 시설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지만
환경권과 재산권의 대립으로 추진에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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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 1인당 공원면적 대비 도시공원시설 접근성

자료: 국토교통부. 2017a. 국토모니터링 보고서

□ 생태축 연결 및 훼손된 생태축 복원 저조
￮ 생태축 연결에 대한 관심이 높고 관련 계획도 수립되고 있으나 추진 실적은 저조
- 3대 핵심생태축(백두대간, DMZ, 도서연안), 5대 광역생태축(태백강원, 한강수
도권, 금강충청, 남동영남, 영산강호남) 연결에 대한 국민적 관심 확대
- 한국보호지역 통합DB관리시스템에 등재된 보호구역 면적은 증가하고 있지만,
연결성이 부족하여 국토-환경 계획 통합관리에서 생태축의 역할 강화가 요구됨
- 현재 생태축 연결 계획이나 이에 기반 한 생물서식공간조성계획이 수립되고 있지
만 적극적으로 추진되지는 못하고 있으며, 훼손된 생태축 복원 측면에서도 훼손
강도와 복원 우선순위가 일치하지 않고 조정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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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 생태축의 훼손과 복원 사례(상) 및 국가 보호지역 확대 추세(하)

자료: 환경부 보도자료. 2010. 한반도 생태축 구축방안(관계부처 합동).

그림 2-13 | 서울시 녹지축 연결사업 추진사례

자료: 서울시 보도자료. 2018. 서울시, 끊긴 녹지축 5곳 추가 연결… 녹지네트워크 더 촘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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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도시지역 난개발에 따른 생활환경 악화
￮ 비도시지역의 난개발로 인한 경관, 환경, 기반시설 문제 심화
- 지속적인 토지이용 규제 완화로 인해서 사각지대인 일부 비도시지역(특히, 농촌
취락) 인근에서는 공장 난립 등 토지이용 간 충돌 문제가 심각한 수준
- 개별 개발들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면서 환경 훼손은 물론, 마을 주변의 교통시
설, 기반·편의시설, 녹지 등 편안한 주거·생활·업무 환경 조성에 지장을 초래
- 용인시(산림환경 잠식), 김포시(농촌취락환경 잠식) 등 수도권과 가깝고 농림지
가 많은 지역에서 난개발이 지속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 미흡

그림 2-14 | 난개발로 인한 산림환경 잠식(좌) 및 농촌 환경의 잠식(우) 사례

주: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산지 일대(좌) 및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일대(우)
자료: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2790268.
드림위즈. http://www.dreamwiz.com/VIEW/NEWS/AWlW4W6gLdxHst22Vm4X/.

(2)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 국토환경 관리 미흡
￮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데이터를 토대로 한 증거 기반의
체계적 국토환경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국토-환경 상호간 데이터 구축 및 공
유 체계가 미흡함
- 개발과 보전의 적정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토 및 환경 분야의 기초 자료와
분석 자료들을 서로 공유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국토환경 관리가 이루어지도
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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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각 분야와 관련된 기초자료가 공유되지 못하거나, 효과적인 공간 관리를
위해 GIS 및 모델링 등의 기술을 활용한 분석 자료들이 생산·공유되지 못함
- 환경 이슈들을 객관적으로 정량화한 자료가 부족하고, 구체성이 부족하여 국토
계획에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통합관리를 위한 자료 구축·공유 필요
- 실제로 국토기본법(2016)과 환경정책기본법(2015)에서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선언적으로 규정한 이후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
령’에서는 상호 협력적 데이터 구축·공유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기도 함

(3) 친환경적 국토정책을 위한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 간 조화 미흡
￮ 광역/기초 지자체는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을 법정계획으로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립절차와 수립지침 등 계획 과정에서의 상호 협의 부족(그림 2-14 참조)
-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발이 진행되는 과정
에서 환경 문제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중단되거나 환경이 훼손되어 뒤늦게 복
원을 시도하는 등으로 인해서 비용과 시간의 낭비가 발생함
- 현재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해당 사업에 대한 단편적인 검토일 뿐 도시 차원의
일관된 환경관리를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계획 수립 및 승인 과정에
서의 상호 협의 과정이 요구됨(최영국 외, 2002:46)
￮ 또한,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 내용 간 상호 조화도 미흡함
- 국토계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강조하더라도 계
획 실현의 구체적인 목표, 실행수단 등 계획 내용에 있어 환경보전계획과의 상호
조화가 어려운 구조여서 선언적 수준으로만 인식됨
- 실제로는 환경보전계획상의 보전지역 관련 내용이 국토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보
전되어야 할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있으며, 국토계획상의 개발계획이 환경보전계
획 수립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고 현황만을 가지고 미래의 환경 변화와 정책을
준비하게 되면서 환경보전계획의 실효성이 낮아지는 원인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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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도(道) 단위 및 시·군·구 단위 계획에서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 통합을 위한 연계수단과 연계방안 논의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며,
또한 토지이용계획이나 단위사업계획에서 환경적 가치의 보전이나 환경훼손 문
제에 대한 계획적 논의가 미흡(최영국 외, 2002:41-42; 국토교통부, 2013:16)
그림 2-15 | 계획 수립 ·승인 과정에서의 법제적 차이(국토계획 vs. 환경계획)

자료: 최희선. 2019.6.5. 지자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시행기반 구축방향. 도시-환경계획 통합관리 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기관 합동 워크숍.

3.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 통합관리의 필요성
□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토지자원을 둘러싼 개발과 보전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국토발전 필요
- 토지이용 부문에서의 재산권 보호와 환경권 보호 간 갈등을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측면에서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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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간의 경쟁력 향상과 환경성 확보 간 조화를 위한 계획적 대안 필요
- 편안한 거주·생활·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시설, 기반시설·편의시설, 양
질의 녹지 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도시의 생태자연성이 가능한 훼손되지 않도록
경합지를 관리하는 계획적 대안이 요구됨
- 합리적이고 장소 특정적인 통합관리를 통해 도시공간의 경쟁력과 친환경성이 조
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실현하여야 함
￮ 즉,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위한 계획 제도 연계 및 계획 내용의 통합관리가 필요
- 도시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한 적용 범위, 연계 방법, 연계 절차
등 관련 제도의 개선과 함께 통합관리가 필요한 계획 내용에 대한 도출이 필요

그림 2-16 |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제도 도입 배경과 방향

자료: 최희선. 2019.6.5. 지자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시행기반 구축방향. 도시-환경계획 통합관리 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기관 합동 워크숍.

□ 지역 생활환경의 질 개선과 공간 및 환경 이슈 대응 필요
￮ 저성장시대에는 생활환경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이 중요
- 저성장시대로 접어들면서 성장을 위한 대규모의 공간 개발보다는 일상생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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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의 질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짐
- 또한, 지속가능성과 포용적 가치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쾌적한
정주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음
- 이러한 시점에서 국민들은 복지, 교육, 환경 등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문에서의 정부 기능 확대를 기대함
- 국토 분야에서도 과거와 같이 성장을 위한 공간 개발에 집중하기보다는 일상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이나 복지 문제에 주목하여 생활환경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공간차원에서의 목표를 설정하고 시행해 나갈 수 있어야 함

그림 2-17 | 정부기능 변화(확대지지-축소지지) 및 환경보호 분야 설문조사 결과

자료: 문명재. 2015.9.4. 국민이 바라는 미래 정부의 기능과 거버넌스: 환경변화, 정부기능, 역량. 발표자료. p.26, p.46.

￮ 지역 이슈에 대한 협력적 계획 및 관리 필요
- 지역마다 주요 이슈가 다르므로 지역의 환경적 여건과 국토 및 환경 부문의 현안
을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쾌적한 삶의 터전을 조성하는 친환경적
국토계획과 개발·보전의 조화로운 공존을 유도하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함
- 토지이용과 환경권이 경합되지 않는 절대보전지역에서도 생태적 보전과 지역 개
발이 불가피한 이슈들이 발생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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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다양한 이슈들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합지역과 비경합지역
의 환경권과 개발권을 고루 포용할 수 있는 협력적 대응이 요구됨

그림 2-18 | 2018년 동계 올림픽 추진을 위한 가리왕산 스키장 시설 조성 이전과 이후

자료: 구글 어스. https://earth.google.com.

□ 국토-환경 관련 공간자료의 협력적 구축 및 이용 필요
￮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공간자료에 기반한 계획 수립이 필요
-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국토-환경 관련 자료 구축이 가능해졌으나,
아직까지 해당 자료들은 각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구축하며 서로 공유되지 않고
있어 자료 수집과 생산의 중복을 야기하는 등 비효율적인 과정이 반복되고 있음
- 국토-환경의 통합관리를 통해 계획 과정에서 다양한 국토 자료들을 공동으로
구축·이용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함으
로써 계획 내용상 상충되는 부분 없이 신뢰도 높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
여야 함

표 2-8 | 관련 문헌에 제시된 국토관리의 성과 및 한계와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 통합관리의 필요성
구분
국토관리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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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헌 내용
∙ 난립된 국토지역개발계획의 단순화
∙ 기존 국토계획의 정비를 통한 체계화
∙ 선 계획 후 개발의 원칙 강화

구분

관련 문헌 내용

국토관리의
한계

1. 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의 면적 감소
∙ 시가화 면적은 증가하는 반면, 산림, 습지, 농지 등은 훼손되어 보전지역 면적이 감소하는 추세
∙ 토지이용 분류 상 도시의 공원 면적은 증가하고 있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이 감소하고 용도(공원)
지정 후 실제 조성되는 공원의 비율은 낮음
2. 국토 수용력을 초과한 개발의 문제
∙ 과다한 개발지구로 인한 소요 재원 부담
∙ 비도시지역 개발행위허가의 증가로 양호한 산림 및 농지 등 국토 보전 공간의 훼손 우려
3. 환경을 고려한 국토계획 및 개발체계 구축 미흡
∙ 국토계획에서 성장을 목표로 개발을 지속함에 따라 자연환경 훼손, 회복하는 것에 시간과 비용이
요구됨
∙ 국토의 환경용량 및 생태적 특성에 대한 고려 부족, 환경계획을 반영한 국토계획 및 개발 추진 못함
1. 계획 수립 측면의 정합성
∙ 계획의 공간적 위계는 동일하나 시간적 위계가 달라 계획 연계의 어려움 존재
∙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소관 부처가 달라 서로 연계되지 않음으로써 계획 단계에서부터 개발과
보전의 상반된 정책이 적용될 가능성 높음

국토계획/
환경
보전계획
정합성

통합괸리
필요성

2. 계획 내용 측면의 정합성
∙ 국토계획은 국토 발전을 목표로 공간에 초점을 두며, 환경계획은 환경의 질 보전을 목적으로 매체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음
∙ 국토계획의 계획지표는 인구, 환경보전계획의 계획지표는 각 매체별 환경지표로 연계 어려움
∙ 도시기본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토지수요 예측 등) 수립 시 토지의 환경성에 대한 파악이 미흡
∙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국토계획평가에 의해 연계되지만 국토계획 수립 후 환경성을 검토하기
때문에 상호보완적 영향을 주고받기는 어려움
∙ 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으로 ‘환경의 보전 및 관리’가 있으나 지자체 환경보전계획과의 연계성
은 미흡,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역시 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 등 반영 미흡
∙ 시·군 단위의 도시기본(관리)계획에 대응하는 시·군 환경종합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공간환경정보
구축이 미흡하여 연동이 어려운 실정
1. 현행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한계
∙ 국토계획은 환경성을 강조하지만 활용 가능한 공간환경정보의 부재로 공간에 대한 생태적 이해가
부족하고 공간상의 환경 고려가 부족하며, 개발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거나 그에 대처하지 못함
∙ 환경보전계획은 공간계획의 내용 반영 없이 현 시점을 기준으로 미래 환경을 예측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공간에 대한 물적 계획이 아닌 매체별 대책 계획으로 구성되어 법정계획임에도 실행성이
부족함
∙ 공간환경정보 기반이 미흡하여 공간계획에 대응한 환경분야 계획의 실효성에 한계가 존재
∙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의 연계 미흡으로 환경수용력을 고려한 환경보전계획이 국토계획에 반영되지 못함
2.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연계의 필요성 및 목적
∙ 국토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개발계획 등은 환경 부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영향을
파악하고 상호 보완하는 체계가 필요
∙ 도시계획에서의 계획지표, 토지이용계획, 공간구조 계획에 따라 환경 질(대기질, 기후변화, 생물다
양성, 수질, 폐기물 등)이 크게 변화하며, 환경 측면에서 생태계서비스의 유지·증진, 환경오염·훼손
최소화 목적으로 설정되는 계획지표들이 토지이용계획, 공간구조, 기반시설, 주거환경, 공원녹지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서로를 고려하여야 실현가능성이 있는 계획이 수립됨
∙ 환경친화적 국토이용 및 개발을 위해서는 개발에 따른 훼손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고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잡아 줄 계획시스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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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련 문헌 내용
1. 계획체계의 연계를 위한 ‘개발과 보전’ 합의 필요
∙ 계획체계의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토지의 개발과 이용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을 가급적 사전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세이며, 계획 연계에 있어
협의와 조정 필요

통합관리
이슈

2. 환경용량 관련 이슈
∙ 환경용량은 환경부가 제기할 수 있는 고유의 국토환경관리 기반이며, 국토 난개발의 근본적 대안이
므로 단계적으로 그린인프라 개념 및 녹지총량제 도입 등 제도개선 로드맵 필요, 선 환경계획
후 개발계획 절차 확립 필요, 환경용량 전담 부처 구성 필요
3. 생태축 관련 이슈
∙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생태축 관련 내용은 관리 및 보전 내용이 없고 공간화가 미흡하며, 개발가능
지와 중복되기도 한다는 문제가 있음
∙ 거시적인 관점에서 생태축, 미시적인 관점에서 비오톱지도가 계획간 연계의 핵심이 될 수 있음

통합관리
대응방안
(과제)

1. 법·제도적 측면의 개선
∙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한 사항들을 법제화(환경정보 구축을 위한 공동 작업단 구성
및 운영, 국가 공간환경정보관리센터 설립 추진, 공간환경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보급, 국토공간계획 시 환경보전계획 반영의 법제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계획 추진 등)하여
야 함
∙ 통합관리에 맞춰 도시기본계획지침의 개선(녹지축 설정 시 생태축 계획 반영, 보전용지 설정 시
비오톱 평가 반영, 도시재생계획 시 환경성 고려 등)이 필요
∙ 환경계획의 공간화(생태축 계획 등) 및 적정 스케일의 표준화된 공간데이터 공동 생산·활용 필요
∙ 국토계획평가제도 개선과 국토-환경계획 연계를 위한 조정기구 필요
2. 계획 내용적 측면의 개선
∙ 환경보전계획 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영향을 정량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간환경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의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지침과 환경부의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을 비교하여
연동의 이행 방안 모색, 특히, 도시·군기본계획의 공간구조 축 설정 시 환경계획에서 제안하는
환경공간구조 등을 활용하여 보전축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도시기본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을 모든 부문에서 연계하기보다는 특정 주제도(예: 비오톱지도)를
선정하여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자료: 국토교통부, 2013, 국토계획과 환경계획간 연계 강화(국토-환경계획간 연동제 도입) 연구. 서울: 국토교통부; 길지
현 외. 2015.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시행을 위한 도시 공간환경계획 수립 방안 연구(Ⅱ). 인천: 국립환경과학원;
길지현 외. 2016. 매체별 정밀공간환경정보지도의 도시공간계획 적용방안 연구: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중심으로.
인천: 국립환경과학원; 명수정 외. 2017. 주요국가 환경정책 트렌드 분석연구. 세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종순 외. 2014. 환경과 조화로운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을 위한 광역생태축 적용 방안 연구: 경기: 국토연구원;
신영규 외. 2014.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시행을 위한 도시 공간환경계획 수립 방안 연구(Ⅰ). 인천: 국립환경과학
원; 왕광익 외. 2015. 국토·환경계획 연동에 따른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연구. 경기: 국토연구원; 최희선 외. 2012.
국토개발정책의 변화와 공간환경정책의 발전방향. 서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행정학회. 2011. 효율적
국토환경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서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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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 통합관리의 목적 및 과제
1)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 통합관리의 목적 및 기대효과
(1)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 통합관리의 개념
￮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는 독립된 계획고권을 가지는 두 계획체계의
제도적 통합(institutional integration)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두 계획간의 통합성(integrity)을 제고하기 위한 상호 참조체계와 정보 공유체계를
마련하고, 공동의 정책의제를 개발하고 협업하는 것을 의미

(2)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 통합관리의 목적
￮ (국토 지속가능성 제고) 국토의 개발·이용과 환경보전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국토
조성
￮ (국토계획에서 환경가치 적극 고려)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지정, 개발축 설정 등 국토
및 도시계획 수립 시 자연·생태, 대기, 수질 등을 포함하는 환경가치를 보다 적극적으
로 고려
￮ (부처 간 협업과 지자체 참여)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양 부처의, 협업 그리고 지자체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의 기반을 마련

(3)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 통합관리의 기대효과
￮ (체감적 생활환경의 질 제고)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을 통해서 생태축 연계
및 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확충 등 국민적 수요에 큰 체감적 생활환경의 질을
개선
- 삶의 질 및 생활공간의 질과 밀접한 공원 및 녹지, 대기 및 수질 등에 대한 통합
적 관리를 통해 체감적 환경수준의 제고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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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생활환경 제고 방향

자료: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지자체·지역연구기관 합동설명회(2018.5.29);
환경부. 2014.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강화) 개발가능지 및 보전지역, 개발축 및 생태축 등 개발
과 보전이 상충하는 국토공간에 대한 부처 통합적 관리방안의 마련으로 토지이용
의 지속가능성을 제고
- 미래세대를 위해 개발을 불허할 토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토지이용이
이루어질 것이 기대됨
￮ (국토이용 관련 갈등 완화) 통합관리를 통해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이슈가 사전에
해소되거나 완화될 수 있으므로 토지 인허가 절차 및 개발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
환경영향평가 절차 및 협의시간 단축 등 국토이용관련 갈등 완화 및 효율성 제고
- 2020년 7월에 예정된 일몰제 도시공원에 대한 민간공원 조성과 같은 사례도 통
합관리를 통해 가능 여부 및 인허가 여부가 효율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기대됨
그림 2-20 | 장기미집행공원 해소계획(좌) 및 토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세부계획(우)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9.5.28)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단체가 함께 도시의 허파 지켜낸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6.1) 건축,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 “더 쉽게 더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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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 수립에 필요한 국토 자료의 공동생산 및 공동이용)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
획의 수립과정에서 공간정보의 협력적 구축 및 이용이 가능해질 것이 기대됨
- 통합관리를 위한 공간정보 협력적 구축 과정에서 통합관리를 더욱 발전시킬 새로
운 공간정보들이 다양하게 창출되고 효과성 높은 정보를 이용한 통합관리의 세부
적인 방안이 모색, 제시될 것으로 기대됨
- 토지이용을 위한 공간계획을 환경정책에서 수용하고 환경정책을 토지이용과 공
간정책에서 반영함으로서 상호보완적인 정책기반이 강화될 것34)

그림 2-21 | 기 구축 자료 기반 통합정책 발굴 위한 새로운 공간정보의 협력적 구축 및 이용

자료: 환경부. 2017. 지자체 단위의 국토-환경계획간 연계 기반 마련 연구.

2)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 통합관리 추진 과정
￮ 개발과 보전의 모순에 대한 논의가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지속되어 왔으며, 1992
년 리우환경선언에서 개발과 보전을 통합해서 이해해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 이
34) 협력적 구축과 공동 활용이 필요한 자료의 종류, 스케일, 측정단위, 관리부처 등은 구체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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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이 제시된 이후 친환경적 국토·도시 관리를 위한 본격적 움직임이 일어남
￮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국내에서도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추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친환경적 국토관리를 위한 국토-환경 통합관리 추진
- 기존에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국토계획에서는 환경보
전의 필요성이나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환경계획에
서도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거나 개발에 따른 환경 문제를 다루지 않았음
- 2002년을 기점으로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체계가 크게 변화하여 관련법에 국토
관리에 있어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추구하거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라는 원칙과 함께 개발계획 및 사업 시행 시 환
경성을 고려해야 한다(환경정책기본법)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국토계획과 환경
계획의 연계를 도모하고자 정합성을 진단하는 연구들이 진행(전재경, 2006: 14)
- 2009년 전후로 국토-환경 통합관리를 위한 제도 구축 관련 연구들이 수행되었
고, 2013년에는 국토-환경계획의 연계를 본격화하기 위해 연동제 도입의 사전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2015-2016년에는 국토-환경계획 연계를 위한 법적 기반
(국토기본법과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을 마련함
￮ 2018년 3월에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대한 공동훈령’을 발표하
여 양 계획의 통합관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2019년에는 국가계획
수립 시기에 맞춰 우선적으로 국가 차원의 통합관리를 시도함
- 먼저, 2018년 10월에는 공동훈령에서 제시한대로 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하
여 국가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의 통합관리를 준비
- 2019년 현재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2020-2040)이 수립되고 있으며, 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중심으로 계획 비전
및 목표 등을 상호 논의하며 국가 차원의 통합관리를 실현 중임
- 국가계획수립협의회에서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국가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이를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5차 국가환
경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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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광역 및 기초지자체 차원의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 수립에 대비하여 지자
체 수준의 통합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지침도 마련되어야 할 것
-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의 수립 절차와 계획 내용
측면에서 두 계획이 상호 연계되고 보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
의 세부적인 통합관리 추진방안 마련이 필요함

표 2-9 |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 추진 연혁
구분

통합관리 논의 시작

통합관리 기반 마련

통합관리 시행

시기

1990년대 후반 ~

2013년 ~

2017년 ~ 현재

추진
배경

∙ 지속가능발전 개념 등장
∙ 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
아지며 친환경적 국토 개발에
대한 필요성 강조

∙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 국
정과제 제시(2013)
- 국토-환경계획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국토 창조

∙ 지속가능발전과 포용 강조, 쾌
적한 환경과 삶의 질 중시
∙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국
정과제 제시(2017)
-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환경
-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논의

주요
추진
노력

∙ 2002년, 개발과 보전의 조화
를 추구하며 국토 및 환경 관
련 법제 정비
∙ 국토 및 환경 관계 부처와 연구
기관들을 중심으로 국토-환경
통합관리와 관련된 다수의 연
구 진행

∙ 2013년, 국토환경정책포럼 구
성, 연동제 도입방향 및 세부
전략 연구 시행
∙ 2013년, 국토-환경계획 연동
제 추진계획 수립
∙ 2014년, 국토기본법과 환경정
책기본법에 연동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추진

∙ 국토-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간
통합관리 방안 논의
∙ 통합관리에 대한 공동훈령에
근거하여 국가계획수립협의
회를 구성하고, 제5차 국토종
합계획과 제5차 국가환경종
합계획 수립 논의

∙ 2015년 12월, 환경정책기본
법 개정, 계획간 연계 의무(제
4조)
∙ 2016년 12월, 국토기본법 개
정, 계획간 연계 의무(제5조)
∙ 2015년 4월 지자체 환경보전
계획 수립지침에 공간환경계
획 수립에 관한 세부지침(안)
마련

∙ 2017년 11월, 환경영향평가
법 개정, 개발사업 추진 시 사
업자에 대한 책임 부여 및 이
행 강제력 강화
∙ 2018년 3월, 국토기본법 제5
조,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근거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
획의 통합관리에 대한 공동훈
령’ 제정
- 계획의 시기적 일치 권고
- 8개 통합관리 사항 제시
- 계획수립협의회 구성·운영
- 정보시스템 연계와 자료 공유

관련
법·제도

∙ 2002년 2월, 국토기본법 제
정, 계획의 기본 이념으로 친
환경적 국토관리 강조
∙ 2002년 12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난개발
예방을 위한 계획적 개발 추구
∙ 2002년, 환경정책기본법 개
정, 개발계획 시 환경을 고려
할 수 있도록 국가환경보전계
획의 수립 근거 마련

자료: 길지현 외(2015),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시행을 위한 도시 공간환경계획 수립 방안 연구Ⅱ, 왕광익 외
(2015), 국토·환경계획 연동에 따른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연구, 전재경(2006), 국토 환경 통합관리의 법적
체계와 추진방법, 최영국 외(2002),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의 연계방안 연구 등의 내용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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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 추진 과정

자료: 최희선. 2019.6.5. 지자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시행기반 구축방향. 도시-환경계획 통합관리 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기관 합동 워크숍.

3)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 통합관리의 주요 과제
￮ 2000년대 초반에 논의가 시작된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연동 추진은 20년 가
까이 지난 2018년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제정으
로 가시화되고 있음
- 국토의 개발과 보전 갈등 외에도, 토지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으
로 인하여 연동 또는 통합관리로 가는 길은 순탄하지도 빠르지도 않음
￮ 통합관리가 기존의 친환경적 국토관리의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실천수단이 마
련되어야 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합관리의 실천수단을 과제로 도출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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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 제도의 연계 강화
￮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계획제도 간의 조화가 전제되어
야 하며 상호연계가 이루어져야 함
- 제도는 계획의 형식적 틀이면서 동시에 계획내용을 규정하는 법적 장치
- 국가 차원에서도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의 통합관리, 즉 공동수립을
위하여 수립년도, 계획기간, 계획수립절차 등을 서로 맞추는 제도개선을 하였음
￮ 향후 지자체 차원의 통합관리를 위해서도 계획제도의 연계가 필요함
- 통합관리의 첫 번째 과제는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제도적 연계 강화라 할 수
있음
- 계획제도의 연계 강화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양 계획의 제도적 정합성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2)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 내용의 연계 강화
￮ 통합관리를 위해 제도가 연계되어 있더라도 통합관리의 실질적 의미는 계획내용에
있음
- 통합관리는 개발과 보전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계획내용에 대한 협력적,
협의적 대안의 모색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음
￮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은 각각의 고유한 역할이 계획내용으로 포함되는 바,
통합관리는 계획내용에 있어서 양 계획 간의 상충이나 상쇄를 예방 또는 최소화
하여야 함
- 공동훈령에서는 양 계획에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하는 8개 통합관리 사항을
규정함
- 특히, 국토계획 수립 시 8개 통합관리 사항에 대한 고려를 통한 환경 가치 제고
가 요구되고 있음
￮ 공동훈령의 통합관리 사항에 대한 공간적 함의 또는 국토정책적 관련성을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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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국토와 환경의 공통아젠더를 도출하는 것이 내용적 연계를 위해서 중요
- 수립 중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및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과 관련하여 통합관리
실현을 위한 국가 차원의 5가지 공통아젠더(인구감소, 국토환경 연결성, 기후변
화, 첨단기술, 남북 및 국제 협력)와 전략이 논의되고 있음
- 통합관리의 효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계획에서 논의될 수 있는
공통아젠더를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실현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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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 통합관리의 사례분석

1. 국내 사례분석
1) 제주도 환경자원총량제
(1) 환경자원총량제의 개념 및 주요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환경자원은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세계자연유산 등재, 람사
르 습지 등록 등을 통해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개발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자연환경자원을 장기적으로 보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전성우, 2011:54)
- 제주도 전역에 분포하는 환경자원을 개별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총체적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원을 보전하고 복원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짐
￮ 환경자원총량제는 지역 내 환경자원의 전체 용량을 산정한 후 관리 목표를 설정하
여 체계적으로 환경자원을 보전, 복원, 창출하도록 하는 제도
- 개발행위로 인해 불가피하게 환경자원이 훼손되는 경우 대체 녹지를 조성하거나
환경훼손 부담금 등을 지불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관리 수행
￮ 제주도에서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자연환경자원의
총량을 조사하고 환경자원총량 관리시스템을 구축1)
- 1차 년도(2009년)에는 습지, 오름, 곶자왈, 해안, 야생동·식물 등 제주도 내 분
포·서식하는 자연환경자원에 대하여 자원별 현황과 특성을 조사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환경용량을 산정함

1) 제주도 보도자료, 2009.01.06., 제주의 자연환경자원을 총량관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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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년도(2010년)에는 오염물질의 총량 규제와 보전지역 및 개발가능지역에 대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환경자원 총량 관리시스템」을 구축함
￮ 환경자원의 총량 산정 시에는 다양한 환경자원을 자연환경, 지역환경, 생활환경,
인문·사회환경의 4가지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전성우, 2011:56)
- 환경자원의 부문별 평가 결과와 법·제도에 의해 보전·관리되는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5단계의 환경자원 등급을 설정하였음(전성우, 2011:64-65)
- 2011년에 환경자원의 총량을 산정한 후, 당시의 평가 정보를 기준으로 가치가
높은 1~2등급 지역(40.87%)의 총량을 보전하는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1등급
지역에 대해서는 절대적 보전을 원칙으로 함(전성우, 2011: 71-72)
표 3-1 | 제주도 환경자원총량제 환경자원 평가 항목
환경자원
자연환경
지역환경
생활환경
인문·사회환경

평가항목
식생,
습지,
수질,
인구,

야생동물, 지형지질, 기상, 경관
오름, 곶자왈, 동굴, 천연기념물, 용천수, 문화 역사, 국내·외적 위상
대기질, 소음, 폐기물, 토양오염
산업, 교통

자료: 전성우(2011), 제주 환경자원용량 산정 및 활용, p.57.

그림 3-1 | 환경자원평가 부문별 평가 결과

자연환경

지역환경

생활환경

인문·사회환경

* 100점에 근접할수록 환경자원의 보전 가치가 높은 것
자료: 전성우(2011), 제주 환경자원용량 산정 및 활용,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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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 환경자원 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 구분
구분

면적(㎢)

비율(%)

1등급

531.68

28.91

2등급

219.97

11.96

3등급

443.40

24.11

4등급

428.82

23.32

5등급

215.14

11.70

계

1,839.00

100.00

: 1등급(핵심환경자원지역)
: 2등급(환경자원지역)
: ３등급(자원관리지역)
: 4등급(계획관리지역)
: 5등급(개발관리지역)
자료: 전성우(2011), 제주 환경자원용량 산정 및 활용, p.65.

(2) 환경자원총량제의 활용
￮ 제주도에서는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구축 후 국토 및 환경 관련 계획을 수립하
거나 관련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노력
- 2014년에 수립된 제2차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서는 환경자원 보
전을 위해 2011년에 구축한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여 활용성을 높
이기 위한 시스템 고도화 계획(2014~2018)을 제시함
- 또한, 2015년 관리보전지역(지하수·생태계·경관) 재정비 시 기존 GIS요소에 환
경자원총량 등급의 반영을 검토하였음2)
- 제주도 환경보전중기기본계획(2016~2020) 및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2017~
2026)에서는 환경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활용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며, 환경
자원 총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습지 정밀 조사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
는 계획을 제시함
- 2016년에 수립된 제주미래비전에서는 생태·자연·청정 부문에 대해 환경자원 총량
보전과 환경부하 최소화의 대원칙을 정립하고 이에 입각한 정책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부 실천 전략으로 환경훼손에 대한 의무적 복원조치 도입을 언급함
2) 제주도 보도자료, 2015.01.02., 제주 미래가치 극대화, 국제적 도시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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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에 발표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도 환경자원의 총량
관리를 계획의 대전제로 하여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의 보완과 제도화 추진 정
책을 제시

그림 3-2 | 환경자원총량제의 개념도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16), 제주미래비전, 36p.

￮ 이처럼 다양한 계획과 정책에서 환경자원총량제의 도입과 총량관리시스템의 활용
을 언급하였지만 제도가 법제화되지 않아 환경자원총량제의 실제 활용 사례는 많
지 않음
- 아직까지 환경자원총량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토지이용 행위 규
제의 용도로는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행정 내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거나 환
경영향평가를 시행하는 등의 경우에만 의사결정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수준
에 그침
- 환경자원총량제를 법제화하여 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제주특별자
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
의 하나로 ‘환경자원총량 계획의 수립 등(제351조의 2)’을 신설하고자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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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더 나아가 관련된 조례 제정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 현재 환경자원총량제는 도시계획에 직접적으로 활용되거나 개발 행위 제한 등
의 근거로 제시되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도시계획 및 개발 과정에서 환경 보
전을 도모할 때나 환경영향평가 심의 때 참고 자료로 활용되어 미미한 성과를
내고 있음
- 제주도에서는 특별법에 의해 환경영향평가를 따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환경영
향평가 시 환경보전 차원에서 환경자원총량제 관련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고 있음
-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자원총량제의 환경자원 평가 자료를 기반으로 건
축물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개발 범위를 조정하는 등의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3) 환경자원총량제에 대한 평가
￮ 현재는 환경자원총량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이
나 환경영향평가 시 참고자료 정도로 활용되는 상황이므로 큰 성과로 이어지
지는 못함
￮ 제주도에서는 2019년 현 시점에도 관련 연구를 지속하고 법제화를 꾀하는 등 지속
적으로 환경자원총량제의 시행을 준비하고 있으나 여전히 환경자원총량제의 개념
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고 환경자원의 계량화에 대한 논란이 존재
- 기존 환경자원총량제는 자연환경, 지역환경, 생활환경, 인문·사회환경을 모두
포괄하는 환경 범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를 더욱 축소하여 생태계 보전에
초점을 두고 환경자원총량제의 개념을 명료화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또한, 환경자원의 가치 산정 방식이 매우 복잡하여 이해가 쉽지 않고, 변화하는 환
경자원의 가치를 즉각적으로 산정하여 계획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
-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핵심 관리 요소를 추출하여 관리 체계를 단순화하고,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유연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앞서 시행되고 있던 제주도의 다른 환경 보전 제도들과의 중복과 상충 문제가 우려
된다는 점도 환경자원총량제의 시행을 어렵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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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절대보전지
역(한라산, 도서지역 등)을 지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상대보전지역과 관리보
전지역 등을 자체적으로 지정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이러한 제주도의 보전지역 지정·관리 제도들과 기타 환경 관리 제도들이 환경자
원총량제와 통합되지 못하고 각기 개별적으로 작동함에 따라 환경자원을 관리함
에 있어 중복과 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환경자원총량제
를 제도화 하는 과정에서 기존 제도들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상호 통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현재의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은 환경자원의 보전을 위해 환경자원의 총량
을 산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개
발사업 시행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에는 다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환경자원총량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총량 보전 기준을 보다 구체화·유연화
할 필요가 있으며, 개발 사업 수행 시의 환경자원 훼손에 대한 복원 및 보상 지침
등을 마련하는 등 실제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1) 도시생태현황도의 개념 및 주요 내용
￮ 서울시에서는 급격한 도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도시의 생태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0년에 전국 최초로 도시생태현황도를 제작하였으며, 5년마다
재정비하여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는 ‘자연환경보전법 제6조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제8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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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정비 과정

자료: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생태현황도 갱신 배경 (2019.02.26. 검색)

￮ 도시생태현황도는 도시 내 각 부분의 생태적 유형과 보전가치를 등급화 하여 지도
로 표현한 것으로서 ‘비오톱지도(biotope map)’라고도 불림
- 환경부(2010)에서는 비오톱을 인간의 토지이용 및 이용형태에 의해서 직간접적
으로 영향 받거나 특징지어진 지표면의 공간적 경계로서 현재 동식물군집이 서식
하고 있거나 서식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공간단위로 정의함
￮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는 토지이용현황도, 현존식생도, 불투수토양포장도, 비오톱
유형도, 비오톱유형평가도, 개별비오톱평가도, 조류분포도, 양서·파충류분포도, 어
류분포도, 포유류분포도 등 동·식물 생태 자원과 관련된 총 10개 주제도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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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의 10가지 주제도면
주제도
토지이용현황도
현존식생도
불투수토양포장도
비오톱유형도

내용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등 토지이용에 대한 분포 지도
공간이용별 우점종분포 표시하며 소나무림, 참나무림 등으로 구분
토양의 빗물 침투정도를 백분율로 표시
공간활용을 반영하여 주거지, 산림지, 도시기반시설지 등으로 구분

비오톱유형평가도

비오톱유형별 가치를 으로 5등급으로 나누어 표현한 도면

개별비오톱평가도

자연형 비오톱을 자연보호를 목적으로 가치를 3등급으로 표현

조류분포도
양서·파충류분포도
어류분포도
포유류분포도

지역별로 서식하는 조류의 종류 및 개체수를 표현
지역별로 서식하는 양서류, 파충류 종류 및 개체수를 표현
지역별로 서식하는 어류 종류 및 개체수를 표현
지역별로 서식하는 포유류 종류 및 개체수를 표현

자료: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2019.02.26. 검색)

그림 3-4 |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중 비오톱유형평가도 및 등급별 면적·비율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도로

하천

합계

면적(㎢)
비율(%)

139.1
22.9

44.5
7.3

74.9
12.3

130.1
21.4

131.9
21.7

54.0
8.9

34.1
5.6

608.7
100.0

자료: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생태현황도 (2019.02.2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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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생태현황도는 비오톱 유형화를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비
오톱 유형 구분과 평가 과정을 수행하여 작성됨
그림 3-5 |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제작 과정

자료: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생태현황도 정비제작과정 (2019.02.26. 검색)

￮ 비오톱유형평가도와 개별비오톱평가도의 등급 구분을 통해 생태환경의 가치 측면
에서 개발을 지양하고 보전해야하는 지역이 어디인지를 파악할 수 있음
- 비오톱유형평가는 보전이 우선되어야 하는 1등급부터 부분적 개선이 필요한 5등
급까지 총 5가지의 등급으로 구분되며, 개별비오톱평가는 보호가치가 우선되는
1등급부터 한정적 가치를 지니는 3등급까지 총 3가지 등급으로 구분됨3)
-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24조 [별표 1]에서는 평가 결과 비오톱유형평가와 개별
비오톱평가 모두 1등급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보전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제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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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생태현황도의 활용
￮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 조례나 업무 지침 등을 통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환
경영향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도시생태현황도를 필수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조 제2항에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
내용에 도시생태현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4조 [별표 1]에서는 비오톱
평가 결과를 개발행위 허가 기준으로 두고 있음
- 또한,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지침에서도 검토 기본 항목으로 비오톱을
제시하고 있어 환경성검토 시 도시생태현황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됨
- 이처럼 현재 서울시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의 환경성검토, 토지·공간 활용계획, 용
도지역지구 결정, 개발행위허가, 개발제한구역 토지이용계획,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평가 등에서 도시생태현황도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음
￮ 이 외에도 서울시의 도시생태현황도는 다양한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환
경보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거나 각종 국토 및 환경 관련 연구의 기초 자료
로 활용됨
- 2017년 11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시 제34조의2 조항이 신설되어 도시생태현황
지도의 작성이 의무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는 타 지자체
의 도시생태현황도 작성의 참고 자료로서 자주 활용되고 있음
- 또한, 도시생태현황도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도 무료로 공개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관심 지역의 조사·분석된 생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음

(3) 도시생태현황도에 대한 평가
￮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 기관들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환경성검토를 실시하
는 등의 과정에서 도시생태현황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도시생태현황도가 난
개발을 방지하고 생태환경을 보전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도시생태현황도는 비오톱 등급에 근거한 규제 수단으로만 주로 활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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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비오톱 항목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방안이나 기준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 관리 측면에서의 활용성은 낮다는 평가를 받
기도 함(송인주, 윤성경, 2015:2)

3) 수원시 도시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 규칙4)
(1) 통합관리 규칙 제정의 배경 및 목적
￮ 수원시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2018년에 제정된 국토교통부와 환경
부의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에 따라 자체적인
통합관리를 시행하고자 ‘도시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규칙(안)’
을 제정
-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제4조 제3항과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
에 관한 공동훈령」에 기반하여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규칙
을 제정함
- 현재 ‘도시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한 후 입법
예고를 마친 상태이며, 2019년 7월에 해당 규칙안을 공포할 예정
-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
사항들을 수원시의 특성에 맞게 변형하였으며, ‘2040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때
부터 환경보전계획과 계획 기간을 맞추고 통합관리 규칙을 적용하기로 함
￮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를 추진하는 국가적 흐름에 동참하는 동시에,
도시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수원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
기 위해 규칙안을 제정하여 도시계획과 환경보전계획 통합관리의 법적 기반을 마
련하려는 것

4) 수원시 보도자료, 2019. 6. 11. 도시개발과 환경보전, 균형 잡는다: 수원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도시 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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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관리 규칙의 주요 내용
￮ ‘수원시 도시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규칙(안)’은 도시계획과 환
경보전계획의 수립 절차와 계획 내용의 연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두 계획의 계획 기간 일치, 통합관리를 위한 ‘수원시
계획수립협의회’ 구성 및 운영, 계획 수립에 필요한 통합관리 사항, 통합관리에
필요한 정보의 상호 연계 및 공유의 네 가지로 구분 가능함
￮ 규칙(안)에서는 도시계획 수립 시 자연·생태·대기·수질 등의 환경 가치를 현재 고
려하는 수준보다 더욱 깊이 있게 다루고자 계획 수립 절차와 내용을 연계한다는
것을 언급
- 우선적으로는 공동훈령에서와 동일하게 도시계획과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계획 기
간을 일치시키며, 어려운 경우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계획 기간을 맞추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도시계획과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에는 도시 및 환경 비전, 경제·사회·환경
적 측면을 고려한 추진 전략과 목표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제시하여야
하며, 공동훈령에서 제시한 8가지 통합관리 사항을 적용하여 계획 내용을 연계
하여야 함
￮ 이 외에도 규칙(안)에는 도시계획과 환경보전계획 담당 부서가 계획 수립과 통합
관리에 필요한 지리정보(수치지도, 토지특성도 등), 공간정보(용도지역·지구·구
역, 택지개발지구도, 도시교통정보, 도시생태현황지도 등), 환경 관련 모니터링
정보를 서로 공유하여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표 3-4 | 수원시 통합관리 규칙에 제시된 공동 활용 자료
구분
도시계획
측면
환경보전계획
측면

세부 정보

도시지리정보

- 수치지도, 토지특성도 등

토지이용규제 관련 공간정보

- 용도지역·지구·구역, 택지개발지구도, 도시교통정보 등

환경 관련 공간정보

- 도시생태현황지도 등

환경 관련 모니터링 정보

- 물환경(수질측정망, 수생태지도 등)
- 대기환경(AirKorea 등 기상 및 대기오염 측정망 등)

기타

- 도시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정보

자료: 수원시 공고(2019. 5. 22.). 수원시 도시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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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규칙(안)은 도시-환경 통합관리의 공동 관리자로 환경국장과 도시정책실
장을 지정하며, 이들은 서로 협력하여 계획 수립 전 과정에 걸쳐 통합관리를 진
행하게 됨
- 환경국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물·대기·자연·생태·토양 등의 부문별
환경 현황과 더불어 부문별 관리계획 정보를 공간화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계획
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함
- 도시정책실장은 도시계획 수립 시 환경이 악화되거나 환경 분야의 관리계획에 위
배되지 않도록 생활권 구조를 설정하고, 개발 수준을 조절하고, 토지이용계획 변
경이나 환경 부하의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또한, 공동 관리자인 도시정책실장과 환경국장은 ‘수원시 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하
고 운영함으로써 도시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원활한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계획수립협의회는 제2부시장을 의장으로 하며, 공동 관리자인 도시정책실장과
환경국장을 포함하여 도시정책실장과 환경국장이 추천하는 시민단체 관계자, 학
계 관계자, 전문가 등 2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음
- 협의회에서는 도시계획과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통합관리 사항과 관련된 주요 내
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게 되며, 계획 내용에 대한 합의와 결정이 이루어진 후
에는 공동관리자가 해당 내용을 재검토하여 각 계획에 반영도록 할 예정임
- 또한, 실무 협의를 위해 ‘실무협의체’를 두며, 도시계획과 환경보전계획 담당
부서장을 포함하여 과장급 이하 6인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언급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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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 수원시 통합관리 규칙에 제시된 계획수립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구조

자료: 최희선. 2019.6.5. 지자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시행기반 구축방향. 도시-환경계획 통합관리 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기관 합동 워크숍. 수원시 통합관리 규칙에 명시된 계획수립협의체 내용에 맞게 수정함.

(3) 통합관리 규칙의 활용 및 평가
￮ 제정된 통합관리 규칙은 ‘2040 수원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기부터 적용될 예정
이며, 아직 본격적인 시행 이전이므로 규칙의 효과에 대한 평가가 어려움

2. 국외 사례분석
1) 독일의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1) 통합관리의 제도적 기반: 국토·환경계획 체계 및 통합관리 수단
￮ 독일의 경우 공간계획과 환경계획이 공간 위계별로 구분되어 존재하며, 공간계획
과 환경계획이 동등한 위계에서 상호 연계되어 이루어짐
- 공간계획은 연방공간계획법과 주공간계획법, 연방건축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며,
연방 단위 국토계획(공간계획이 아닌 인프라에 대한 전문계획), 주정부 단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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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계획(LEP, 발전방향·하위계획에 대한 지침 등), 지역 단위 지역계획(RP), 지
자체 단위 토지이용계획(FNP, 국내 도시기본계획 해당), 지구상세계획
(B-Plan, 국내 도시관리계획 해당)으로 구분됨(국토교통부·환경부, 2013:25)
- 연방자연보호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환경생태계획은 공간 위계에 따라 주정부
단위 경관생태프로그램(LaPro, 목표·방향 제시), 지역 단위 경관생태기본계획
(LRP, 상위계획을 공간상에 구체화, 지역계획 내용 제시), 지자체 단위 경관생
태계획(LaPla, 환경적 고려 사항을 공간상에 구체화) 및 지구 단위 녹지정비계
획(GOP, 오픈스페이스계획)으로 구분됨(국토교통부·환경부, 2013:49-54)
- 독일의 환경생태계획은 공간이용과 연계된 환경계획으로서 현재의 공간이용 현
황이나 앞으로의 공간이용 계획을 분석하여 환경적 영향을 판단하고, 공간계획
과 환경 분야의 부문별 계획을 고려하여 각 지역에 적합하게 구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구체적인 토지이용 지침을 제공하지는 않더라도 공간 및 개발계획의
목표나 과제 설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계획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환경부, 2013:45-47)
- 공간계획 수립 시에는 반드시 각 위계별 환경생태계획을 반영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으며,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고 내용의 공간적 구체화
를 포함하여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다룸(최희선 외, 2008:35)
￮ 공간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개발로 인한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환경
영향평가제도와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토지이용계획과 지구상세계획을 수립·변경·보완할 때는 연방건설기본법에 근거
하여 환경영향평가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계획에 대한 강
제력은 없지만 결과에 따라 계획 방향이 결정되곤 함(최희선 외, 2008:40)
￮ 또한, 2004년부터는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상세계획 수립 시 환경보고서를 작성하
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 공간계획으로 인해 예상되는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안이나 보완책을 제시하여야 함(국토교통부·환경부, 2013: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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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상세계획 수립 시 작성해야 하는 환경보고서의 목차
1.
2.
3.
4.
5.
6.
7.
8.

요약
공간계획 내용 요약
대상지 환경계획의 목표
보호대상자원: 사람, 자연과 녹지, 토양, 물, 공기, 기후, 문화유산 및 기타 자원에 대한 영향 검토
차선책 감안 여부: 계획된 프로젝트 외 다른 친환경적 공간이용 방법을 없는지 검토
제로상황 시나리오: 계획된 공간이용을 집행하지 않는 경우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예측
모니터링 계획
기타

자료: 국토교통부·환경부(2013), 독일의 공간계획과 환경생태계획에 관한 연구: 상호연계를 중심으로. p.35.

￮ 도시개발사업 승인 단계에서는 심각한 환경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 승인을 허
가하지 않도록 강제력을 가진 자연침해조정제도를 적용할 수 있음
- 1998년부터 연방자연보호법에 따른 ‘자연침해조정’ 제도를 연방건설기본법에
법제화하여 적용하였으며, 이는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침
해 정도를 평가하여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만약 사업이 불가피하다면 침해
정도를 최소화하거나 복원하도록 조치하는 것임(최영국 외, 2002:99)
- 공간계획 시에는 자연침해 방지 및 대체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복원에 적합한 다른 대지를 제시하고 복원조치를 연계하여 시행하도록 함으
로써 공간계획과 경관생태계획의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함(최희선 외, 2008:39)
￮ 한편, 독일 베를린주에서는 1990년대부터 도심의 생태 공간 비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생태면적률(전체 대지면적 대비 생태기능이 유효한 면적의 비율) 제도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경관생태계획에서 특정 구역을 대상으로 생태면적
률을 지정하여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공간을 이용하도록 유도함(국토교통부·
환경부, 2013:63)
- 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생태면적률 목표치를 제시하며, 법적 구
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해당 구역에서 개발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녹화 기법이나
생태 건축 기법을 동원하여 제시된 목표치를 달성하도록 하여야 함(국토교통부·
환경부, 20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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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 독일의 공간계획 및 환경계획 체계와 자연침해조정 제도

자료: 국토교통부·환경부(2013), 독일의 공간계획과 환경생태계획에 관한 연구: 상호연계를 중심으로. 참고하여 작성.

(2)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의 특성 및 평가
￮ 독일에서는 1976년 연방자연보호법 수정 이후 공간계획과 연계되는 환경계획체계
를 수립하였으며, 공간계획 수립 시 환경생태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충분히 반영
함으로써 개발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함(최영국 외, 2002:97)
- 주발전계획에서는 경관생태프로그램의 내용을 기반으로 생태녹지, 하천, 도로
등의 지형·지리적 특성과 주 경계 지역에 대한 계획 내용을 수립하며, 지역계획
에서도 경관생태기본계획의 광역 녹지축, 자연생태지역, 산림지역 등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함(왕광익 외, 2015:30)
-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에도 경관생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녹지축, 비오톱,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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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수변공간 등을 반영하고 경관생태계획을 고려하여야 하며, 지구상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녹지정비계획을 철저하게 고려함(왕광익 외, 2015:30)
￮ 실제로 연방건축법과 연방자연보호법에서는 공간계획과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 고
려하여야 하는 사항들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계획간 연계의 실효성
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왔음(국토교통부·환경부, 2013:97-101)
- 연방건축법에는 공간계획 수립 시 환경보전을 위해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들이 나
열되어 있으며, 2013년에는 도심 우선개발 원칙이 도입되는 등 공간계획 측면에
서 토지의 추가적 활용을 막고 환경을 보전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연방자연보호법에는 환경생태계획을 수립할 때 공간계획의 기본원칙과 목표를
존중하여야 하며, 환경생태계획에서 제시된 목표나 수단들이 도면의 형태로 작
성되어 공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또한, 독일에서는 1980년대부터 환경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환경정보지
도를 만들었으며, 현재는 환경 매체별로 기초·분석 정보를 포함한 수십 장의 정보
지도를 생산함으로써 공간계획과 환경생태계획의 수립과 연계를 지원(국토교통
부·환경부, 2013:106-108)
그림 3-8 | 독일 베를린의 환경정보지도

자료: 국토교통부·환경부(2013), 독일의 공간계획과 환경생태계획에 관한 연구: 상호연계를 중심으로. p.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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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경우 공간계획과 환경계획의 체계가 동일하고 내용적 틀이 유사하기 때문에
계획간 연계가 쉬우며, 비오톱지도를 포함하여 환경계획상에서 제시하는 각종 도면
이나 침해규정 같은 연계 수단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계획 간 연동이 잘 이루어짐
- 공간계획과 환경계획의 높은 연계성으로 인해 공간계획 과정에서 환경적 측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으며, 환경계획에서 예상되는 피해를 제시하고 문제를 극복
하기 위한 계획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계획 시행 시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
- 환경계획의 내용이 공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위계별 공간계획에 반영하기가 쉽
고, 정확한 생태환경정보와 평가가 제공되기 때문에 공간계획의 내용을 작성함
에 있어서 환경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음

2) 일본의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1) 통합관리의 제도적 기반: 국토·환경계획 체계 및 통합관리 수단
￮ 일본의 국토계획 체계는 우리나라의 공간위계별 국토·도시계획 체계와 유사하며,
환경관련 계획으로는 국가 차원의 환경기본계획이 존재함
- 국토계획은 전 국토 차원의 국토이용계획, 도도부현 단위의 도시계획구역 마스터
플랜(장기적 발전 방향 및 전략, 양호한 환경을 위한 원칙 제시), 시정촌 단위
시정촌 도시계획 마스터플랜(20년 단위, 부문별 기본 방침 제시)과 우리나라의
도시관리계획과 유사한 개별 도시계획으로 구분됨(왕광익 외, 2015:34)
- 환경관련 계획으로는 환경기본법에 근거한 국가 차원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환
경기본계획이 존재하며, 모든 계획에서 환경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함을 규정하
고 있지만 제도의 미흡함으로 인해 강제력은 없음(최영국 외, 2002:106)
￮ 일본의 경우 국토교통성에서 1994년에 환경보전과 쾌적한 거주환경을 추구하는
도시 건설을 실현하기 위해 환경정책대강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도시 차원에서
도시환경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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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시 및 도시 성장으로 인해 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도시에 한해 도시환경계획
을 수립하여야 하며, 내용은 계획 이념, 도시환경 현황, 계획의 목적, 실현 수
단, 중점정비계획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최희선 외, 2008:48-50)
- 생태 현황이나 도시 미기후 등을 조사·분석한 내용을 포함하기도 하며, 이를 바
탕으로 녹지축이나 바람길을 제시하기도 함(최영국 외, 2002:107)
￮ 이 외에도 국토교통성에서는 풍부한 녹지를 확보하고 생태적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녹지의 보전·창출·활용을 위한 녹지정책대강 발표(최영국 외, 2002:107)
- 또한, 시정촌은 도시녹지법에 의해 도시계획구역을 대상으로 녹지 보존 및 녹화
등에 관한 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함(최영국 외, 2002:108)
￮ 일본에서는 환경영향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여 도시개발 시의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고 환경친화적 개발을 유도(최희선 외, 2008:53)
- 토지구획정리사업, 신주택시가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
우 면적 기준과 개별사업의 판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시행 여부를 결정
- 또한 사업 초기 단계에서 환경영향을 평가하여 사업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기도 함
￮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특성에 따라 친환경성을 강조한 시범사업을 시도하기도 함

(2)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의 특성 및 평가
￮ 일본의 경우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제도적으로 연계되지 않지만 국토계획 수립
시 환경성을 강조하여 환경계획을 내부화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도시계획구역 마스터플랜을 작성함에 있어서 자연환경정비나 환경공생도시에 대
한 방침을 포함하거나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에 수공간과 녹지에 대한 부문별 계획
을 포함하는 것과 같이 환경계획의 내부화를 선택함(왕광익 외, 2015:36)
- 국토교통성에서 환경정책대강과 녹지정책대강을 발표하여 도시환경계획 등을 수
립하며, 구체적 수단을 제시하여 친환경적 도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 또한, 국토계획 안에서 다룬 내용들을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운영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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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친환경적인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생태환경 보전, 에너지 절약, 폐기물 재활용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공생모델도시
추진사업, 환경공생주택 시가지모델사업, 환경공생주택건설 추진사업 등을 시행
(최영국 외, 2002:110)
￮ 이 외에도 수계 및 녹지네트워크 형성 사업을 추진하고, 생태네트워크 분석 사업
을 수행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을 재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왕
광익 외, 2015:37-41)
￮ 이처럼 일본은 국토계획 체계 안에서 친환경적 계획을 강조하거나 개별 시범 사업
들을 수행하는 전략을 통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으나, 이는 일시적인 연계일 뿐
국토-환경계획 연동의 지속성이나 강제력이 부족한 상황

3) 네덜란드의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1) 통합관리의 제도적 기반: 국토·환경계획 체계 및 통합관리 수단
￮ 네덜란드의 경우 공간계획과 환경계획이 공간 위계별로 수립되고 있지만, 국토계
획과 환경계획의 연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공간계획은 공간계획법에 따라 국가 차원의 공간결정계획(장기적 발전 방향), 주
단위 지역계획(공간결정계획 내용에 근거한 세부 내용 제시), 지자체 단위 구조
계획(지자체 발전 방향 제시) 및 토지이용계획(상위계획의 내용 반영, 법적 구속
력 가짐)으로 구성되며, 모든 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협의와 자문 및
주민 참여가 매우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최영국 외, 2002:114-115)
- 환경계획은 1989년부터 수립된 국가 차원의 국가환경정책계획(환경적 이슈를 도
출하고 계획 목표와 원칙 제시), 1993년 이후로 환경법에 의거하여 수립되는 주
차원의 주환경정책계획과 지방 차원의 지방환경정책계획(국가환경정책계획을 반
영하되 지역에 맞게 구체화)으로 구성됨(최영국 외, 2002:115-117)
￮ 네덜란드에서는 법정계획 외에도 국가, 주, 지자체별로 경제·사회·환경 등의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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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문을 아우르는 비법정계획 ‘비전’을 수립하며, 환경적 문제가 큰 지역의 경
우 시범사업을 통해 공간과 환경의 통합관리를 시도(최영국 외, 2002:117,120)
- ‘비전’은 다양한 개발 대안의 결과를 제시하고 비교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이를
바탕으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선정하고 실행할 수 있음
- 롬(ROM) 프로젝트와 지자체 수준의 도시·환경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인 국토환경 통합관리를 추진한 시범사업으로 제시됨

(2)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의 특성 및 평가
￮ 네덜란드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공간계획과 환경계획이 분리 시행됨에 따라 개발
과 보전이 상충되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계획 간 연계 필요성과 지역 특수성 고려
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국토-환경 부문의 통합관리 시도가 이루어졌음
- 1980년대 후반에 국가 차원에서 계획간 연계를 시도하면서 공간 및 환경 관련
분야의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나, 하위 계획에서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공간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가 실현되지 못함(최영국 외, 2002:120)
- 이에 계획 제도상의 연계를 추구하기보다는 지자체 수준의 시범사업을 시행함으
로써 국토-환경계획의 통합을 시도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환경 정책을 개발하
고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최영국 외, 2002:120)
￮ 네덜란드에서는 지역 차원의 롬(ROM) 프로젝트와 지자체 수준의 도시·환경 프로
젝트를 추진하여 국토-환경 통합관리를 시도하였으며, 각 계획의 연계 수단으로
서 적용 가능한 여러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함
- 1988년부터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이나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롬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왔으며, 해당 지역의 지자체 관계자들을 포함
한 이해당사자들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후 협약을 체결하여 환경적 측면
을 고려한 통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거침(박인권, 2003:9)
- 롬 프로젝트에서는 공간 개발과 환경 개선이라는 상위 목표를 기반으로 세부 목
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반복적인 평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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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을 시행함으로써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감(박인권, 2003:9)
- 또한 1997년에 25개 시범도시를 선정하여 도시·환경 프로젝트라는 정책을 시도
하였으며, 이는 환경 문제가 심각한 일부 지역에 한해 국가의 엄격한 환경 기준
을 적용하지 않도록 융통성을 부여하고 개발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공간 특수성을
반영하여 국토-환경계획이 보다 유연하게 연계되도록 함(박인권, 2003:9-10)
￮ 롬 프로젝트 및 도시·환경프로젝트를 통한 공간-환경계획 통합 결과는 지역 차원
에서 지역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계획 주체와 지역 이해관계자들의 협의를
바탕으로 하는 통합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함
- 사업 과정 및 결과는 제도적 기반의 미흡과 강제력 부족에 따른 계획 실현의 어려
움 등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하지만, 도시·환경프로젝트의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계획 참여자들의 충분한 협의와
협력을 통해 낙후지역의 개선 차원에서 비교적 좋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음
(박인권, 2003:17)

그림 3-9 | 롬(ROM) 프로젝트의 시범 지역과 추진체계

자료: 박인권(2003), 공간계획과 환경계획의 지역차원에서의 연계, p.11; 최영국 외(2002),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의
연계방안 연구, 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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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도출
□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
￮ 독일의 경우 국토-환경계획 연동을 위한 확실한 법·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고,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 문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하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성과도 좋은 것으로 평가됨
-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국토계획-환경보전계획의 연계를 강조하며 국토
종합계획과 환경종합계획의 통합관리를 준비하고 있고, 광역시·도 차원에서도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나 제주도 환경자원총량제와 같이 특정 수단을 가지고
국토-환경계획을 연동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은 통합관리의 법·제도적
기반이 미흡하고,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성공적인 사례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처럼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위계별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세
부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환경보고서 및 자연침해규정과 같이 국토-환경 부문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확실한 연동 수단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환경
부문의 계획 내용을 공간화 하여 국토·도시계획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
는 것이 필요함

□ 국토계획의 환경계획 내재화를 통한 통합관리 실현
￮ 일본의 경우 국토계획 수립 시 친환경성을 강조하여 환경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다루거나 도시 차원에서 도시환경계획 및 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토·도시
차원의 공간계획에서 환경계획을 내부화하는 방식을 통해 국토와 환경 문제를 통
합관리 하고 있음
- 우리나라 역시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 등에 공원·녹지계획, 환경보
전계획과 같은 환경 관련 부문별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적인 친환경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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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과 개발을 추구하기 보다는 매우 형식적인 수준으로 작성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함
- 환경계획에서 제시된 내용 중 생태자원 보전, 생태·녹지축 등 국토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간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하고 국토계획에서 환경
계획의 내용을 내재화하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보다 현실성 있는 통합관리를 시도
할 수 있음

□ 시범사업을 통한 국토-환경계획의 통합관리 시도
￮ 일본과 네덜란드의 경우 국토-환경계획을 제도적으로 연계하기보다는 시범 사업
을 통한 통합관리를 시도하였으며, 이는 다소 부족함이 있지만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성과를 거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함
- 국토-환경계획의 본격적인 통합관리에 앞서 일본과 네덜란드의 경우처럼 환경
적 이슈가 강한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 차원에서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시범
사업을 추진해 봄으로써 고려하여야 하는 세부 사항들을 검토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통합관리 제도에 반영하여 더욱 효과적이고 실현가능한 제도를 구축할
수 있음
-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환경계획체계의 연계가 미흡한 상황에서는 모든 내
용을 연계하려 하지 않고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통합관리를 시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 단기적으로는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이슈 중심의 통합관리
를 수행하고 장기적으로는 독일과 같은 연계 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 통합관리를 위한 국토-환경 거버넌스 구축
￮ 네덜란드의 경우 롬 프로젝트와 도시·환경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획 주
체와 지역 이해관계자들이 지역의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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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협의를 거쳐 적절한 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지역 개선 차원에서 좋은
성과를 얻음
- 국토-환경계획의 연계에는 개발과 보전이라는 가치 상충 문제가 존재하므로
관계자들이 함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함
- 네덜란드 사례와 같이 계획주체간의 협의와 협력의 틀을 마련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합의점을 찾아나가며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수원시가 지자체 중 최초로 통합관리 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앞으로는 제정
된 규칙에 따라 도시-환경 관계자들로 구성된 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하여 계획
수립 전 과정에 걸쳐 관련 내용에 대해 협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할 예정,
다른 지역에서도 협의체를 구성하여 계획주체간의 협의를 시도하여야 하며, 또
한 효과적인 국토-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해 실효성 있는 운영이 이루어지도
록 하여야 함

□ 국토-환경 공간정보의 생산과 활용
￮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나 제주도 환경자원총량제의 경우처럼 환경자원의 분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작성된 공간정보는 국토-환경계획의 주요 연계 수단이 될 수 있
으므로 이러한 시도는 특정 지역을 넘어 국가 전체에서 수행될 수 있어야 함
- 독일의 경우 환경 부문에서 비오톱지도를 포함하여 환경 매체별로 수 십장 이상
의 기초·분석 도면(공간정보지도)을 제시하고 있고, 이를 공간계획에 바로 적용
하도록 체계화하였기 때문에 공간계획과 환경계획의 원활한 연계가 가능함
- 그러나 국토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환경 관련 공간정보가 적절히 활용되려면 활용
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의 생산 기준이 명확해야 하며, 계획 과정에서의 적용
방안이나 수단, 지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현 제도의 개선과 보완이 선
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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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 국내·외 국토-환경 통합관리 사례 분석
구분
도입
시기

국내사례
제주도
서울시
수원시
환경자원총량제 도시생태현황도 통합관리 규칙
2010 ~

2000 ~

2019 ~

국외사례
독일

일본

네덜란드

1976 ~
(‘98 침해조정)

1994 ~

1988 ~

∙ 국토기본법 제
∙ 법적 제도 아닌
∙ 법적 근거 준비
5조, 환경정책
‘제4차 국토
∙ 자연환경보전법
중(제주특별법
기본법 제4조
계획재결’과
법적
제6조, 제8조
∙ 환경정책대강
제3 51 조의2
∙ 국토계획 및 환 ∙ 연방자연보호법
‘국가환경정
근거
∙ 서울시 도시계
∙ 녹지정책대강
및 조례 제정
경보전계획의
책계획’ 내용
획조례 제4조
준비)
통합관리에 관
에 기반한 시
한 공동훈령
범사업 시행
∙ 도시계획과 환
∙ 환경자원(습지, ∙ 서울시 내 동·
∙ 공간계획 수립
경보전계획의
∙ 국토계획에 환
오름, 해안 등)
식물 생태 자
시 위계별 경
수립 절차와 내
경계획 내재화
조사, 전체 용
원을 조사하여
관생태계획을
용 등의 연계
∙ 국토계획 시 친
량 산정, 관리
10개의 주제
반영하도록 법
에 관한 규칙
환경적 개발을
목표 설정
도 작성
제화
정립
강조하며, 다양
주요 ∙ 환경자원총량관 ∙ 이 중 생태적
∙ 개발로 인한
한 관련 시범
∙ 두 계획의 계
리시스템 구축
내용
유형과 보전가
환경피해를 사
사업 수행
획 기간 일치
및 운영
치를 등급화한
전에 검토하
∙ 도시 차원에서
명시, 통합관
∙ 보전지역과 개
비오톱평가지
여 예방
도시환경계획
리 사항 제시,
발가능지역에
도를 공간계획
∙ 환경훼손이 불
및 녹지기본계
필요한 정보
대한 가이드라
시 반영
가피하다면 복
획 수립
의 상호 연계
인 제시
∙ 5년마다 재정비
원조치 연계
및 공유 강조

∙ 공간-환경계획
연동 체계 부재
∙ 지자체 수준의
시범사업 시행
- 롬(ROM) 프
로젝트: 환경
문제에 대한
협의 진행, 계
획 수립·시행·
평가
- 도시·환경 프
로젝트: 국가
환경 기준을
적용하지 않
고 유연한 개
발 허용

∙ 환경영향평가
∙ 환경문제가 심
∙ 환경자원 평가 ∙ 비오톱유형 평 ∙ 통합관리를 위
∙ 환경영향평가
및 전략환경영
각한 지역을
(다양한 환경자
가, 계획 반영
한 정보 공유
및 전략환경
향평가 제도
대상으로 시범
원을 4개 부문
(기초조사 실시, ∙ 계획수립협의회
영향평가
주요
∙ 토지이용계획,
사업 시행
으로 구분·평
생태 가치 고
구성하여 도시
∙ 국토계획 상의
수단
지구상세계획
∙ 계획 주체와 지
가, 보전 가치
려하여 비오톱
기본계획과 환
내용을 바탕
수립 시 환경
역 이해관계자
에 따라 등급
유형을 5등급
경보전계획의
으로 시범사업
보고서 작성
들의 지속적
부여)
으로 평가)
내용 협의
운영
∙ 자연침해조정
협의
∙ 공간-환경계획
∙ 환경자원을 분
∙ 도시 차원에서
∙ 국토계획에 환 ∙ 지역 차원에서
연동을 위한 국
석하여 보전 가 ∙ 공간 차원에서
자체적인 통합
경계획을 내재
특수성을 반영
생태 현황을 면
가 차원의 법적
치를 평가하고
관리 규칙을 제
화함으로써 환
한 계획 수립
밀히 조사하고
기반이 확고함
관리 목표를 설
정하여 실천
경친화적 계획 ∙ 계획 주체와 이
보전 가치를 평
∙ 계획 내용의 틀
정, 각종 계획
시사
∙ 협의회를 구성
수립
해관계자들의
가, 공간계획
이 유사하고,
에 적용 예정
점
하여 계획 수립
∙ 시범사업을 통
문제 인식 공
시 환경을 고
환경훼손을 최
- 그러나 법적 근
과정에서 지속
해 지역 차원
유 및 협의를
려하도록 가이
소화하기 위한
거 미비로 실
적으로 소통하
에서 친환경적
통한 환경문제
드라인 제공
연계 수단이 잘
제 활용 사례
고 결과를 반영
개발 실현
개선
부재
갖추어져 있음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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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 제도의 연계 강화방안

1.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제도 현황
1) 국토계획
￮ 국토계획 중 종합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도시·군기본
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의 체계를 따름
- 국토종합계획에서 환경정책은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국토공간조성을 표방하며
강·산·해를 연계한 국토 품격의 새로운 창출, 인간과 강이 함께하는 친수 국토공
간 조성,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국토공간을 추진과제로 도출하였음
- 도종합계획의 경우, 예시적으로 충남도종합계획에서는 7대 추진전략 중 하나로
지속가능한 자연 및 생활환경관리를 제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환경과 조화된 지
역발전을 위한 입체적인 자연환경 관리시스템 구축, 산 하천 연안을 잇는 광역생
태축 보전 추진, 자원으로서의 생물종 확보 등임
- 광역도시계획의 경우, 예시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광역도시계획에서는 토지
이용 및 교통계획이 연계된 광역적 대기관리체계의 구축, 수질 및 하천관리 강
화, 소각시설 확충 및 광역적 폐기물관리체계 구축, 자원 및 에너지순환을 통한
순환형 체계 구축을 환경보전계획의 주요내용으로 하였음
- 도시·군기본계획의 경우, 예시적으로 청주시는 공간구조 구상에서 4대 녹지축,
4대 수변생태축을 설정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도시생태체계 구축을 위하여 공원,
녹지 등 오픈스페이스 연계체계 구축, 소규모 분산형 공원 녹지 확충을 제안하고
있으며 도시성장경계선을 설정하여 녹지지역에 대한 단계별 개발을 유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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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군관리계획의 경우, 예시적으로 청주시는 공간시설로 결정된 광장 52개소,
공원 242개소, 녹지 486개소, 유원지 2개소, 공공공지 26개소를 생태적 건강성
을 유지하고 녹지공간의 다양화, 녹지체계의 구축, 도시공간구조와 연계된 위계
적 공원 녹지체계 구축, 공원 녹지의 정비 및 확충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였음

2) 환경보전계획
￮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의거한 국가 환경정책의 비전과장
기전략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며, 환경분야의 범정부 최상위 계획으로 분야별 환
경계획, 타 중앙행정기관·지자체 환경계획에 대한 기본원칙 및 방향을 제시
- 국가환경종합계획에 자연환경의 현황 및 전망을 포함하도록 하고, 생물다양성·
생태계·경관 등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의 이용 또는 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환경종합계획, 시·도 환경계획 및 시·군·구 환경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
획 등”이라 한다)과 해당 지역의 환경용량을 고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의 이용 또는 개발에 관한 사업의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함
- 정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계획되어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인 계획기법 및 토지이용·
개발기준을 작성·보급, 환경부장관은 국토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국토를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국토에 대한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여 등급으로
표시한 환경성 평가지도를 작성·보급할 수 있으며 환경친화적 계획기법 등과 환
경성 평가지도의 작성 방법 및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시·도의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시·도지사는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따
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의 환경보전계획을 수립·시행
￮ (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 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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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및 시·도 환경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군·
구의 환경보전계획을 수립·시행

3)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체계 비교
￮ 국토계획은 공간단위에 따라서 국가, 광역, 지자체의 3단계로 관리되고 있으며 국
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을 따르고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
시관리계획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운영되고 있음
￮ 환경계획은 국가환경종합계획, 시도환경보전계획, 시군구 환경보전계획의 3단계
시스템이며 국가환경종합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같이 5년 마다 정비 가능
￮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계획기간을 20년으로 조정하고 2019년 현재
공동수립 중에 있어 계획 제도 자체의 연계가 이루어짐
￮ 광역이나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는 계획기간의 불일치가 있으므로 환경보전계획의
계획기간 조정 등의 필요성이 있음
그림 4-1 |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 체계 비교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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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제도적 정합성 분석
1) 정합성 분석의 필요성 및 방법
￮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는 지속가능한 국토의 이용 및 환경 보전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상호 계획간 연계가 강화되는 것을 의미
- 통합관리의 필요성은 양 계획의 연계가 미흡하여 지속가능 국토발전을 저해함에
있음
- 계획간 연계는 계획들이 제도적, 내용적 측면에서 계획간 상충이나 모순을 제거,
최소화하는 것이며, 통합관리는 계획간 정합성(整合性)을 제고하여 연계를 강화
하는 것
-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 제도의 정합성 분석을 통하여 제도적 정비 등 법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음
￮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은 계획위계별로 계획내용이나 수립체계 등이 상이하므
로 제도의 정합성 분석은 계획(공간)위계별로 추진이 필요하며, 여기서는 연구의
범위에서 언급한대로 국가계획과 지자체계획을 구분해서 정합성 분석을 진행함
- 기초조사 및 여건변화 전망 : 조사항목, 조사시기, 데이터 구축
- 계획내용 : 기 수립된 상대 계획의 반영에 대한 규정
- 계획 평가제도 : 국토계획평가, 전략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 수립 및 승인과정 : 수립주체, 수립시기, 재정비 주기, 협의기관, 승인주체
- 운용 및 활용 : 하위 계획 및 여타 국토 및 환경 관련계획에 대한 구속력, 인허가
시 활용
￮ 또한, 정합성 분석은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에 통합관리 사항에 대한 계획 내용
이 포함되어 있는지, 내용이 서로 연계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포함함
- 정합성 분석은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 관련법과 지침, 사례를 토대로 진행
- 국가 차원에서는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중심으로 관련법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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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여 제도적 정합성을 검토하였으며, 현재 통합관리를 고려하여 제5차 국토
종합계획과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이전 계획 내용에 대
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음
- 기초차원에서는 도시·군기본계획과 시·군·구 환경보전계획 수립과 관련된 법령 및 지
침의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실제 계획 내용을 참고하여 정합성을 분석함
￮ 특히, 계획내용과 관련하여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위한 국토환경 미래상, 미
래전망, 발전축-생태축, 계획지표 등의 정합성 검토가 요구됨
- 기존 계획과는 패러다임이 다른 2040년의 국토 환경 기본이념, 방향, 비전 목표
설정 및 미래상의 정합성 여부
-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측면에서 국토발전축 설정에 있어 국토생태축 고려 여부
- 양 계획의 비전 목표를 대표하는 공통 혹은 연계된 계획지표 설정 여부

그림 4-2 |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 정합성 분석 개요

자료: 저자 작성.

제4장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 제도의 연계 강화방안 ･ 89

표 4-1 |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정합성 분석항목 및 분석방법
분석항목

분석방법 및 착안점

분석대상

계획(공간)위계별 분석
･ 계획수립단계

･ 기 수립된 계획내용의 반영 여부

･ 조사항목, 조사시기, 조사의 공간단위
･ 기초조사 및 여건변화 전망 ･ 계획대상지역에 구축된 국토공간 데이터 목록 및 내역,
상호 호환 가능성
･ 계획내용

･ 기 수립된 상대 계획의 반영에 대한 규정

･ 계획평가단계

･ 국토계획평가, 전략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 계획수립 및 승인단계

･ 수립주체, 수립시기, 재정비 주기, 협의기관, 승인주체

･ 계획운용 및 활용단계

･ 하위 계획 및 여타 국토 및 환경 관련계획에 대한 구속력
･ 인허가시 활용

･ 도시·군기본 및 관리계
획과 시·군·구환경보전
계획 간 지침 분석

통합관리 사항별 분석
･ 자연생태계 보전 및 복원 ･ 개발가능지 및 보전지역 설정
･ 생태적 연계

･ 생태축 설정 및 연계

･ 에너지

･ 에너지 절약형 공간구조, 신재생에너지 확대

･ 수자원

･ 수질 및 수량

･ 대기질

･ 대기오염물질 감축

･ 기후변화 대응

･ 온실가스 감축

･ 폐기물

･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자료: 저자 작성.

90

･ 도시·군기본 및 관리계
획과 시·군·구환경보전
계획 간 지침 분석

2) 국가계획의 정합성 분석
(1) 개요
표 4-2 |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개요
구분

국토종합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근거

∙ 국토기본법 제9조

∙ 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

연혁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40) 수립 중
- 1972년 1차 계획(1972~1981) 수립

∙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수립 중
- 1986년 1차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1987-2001)
수립

계획기간 ∙ 20년(5년마다 재정비)

∙ 20년(5년마다 재정비)
∙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수립

계획구역 ∙ 국토 전역

∙ 국가

역할
및
성격

∙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국토의 장기적 발전방향
∙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
을 제시
∙ 분야별(환경정책, 환경보건, 기후대기, 물환경, 상하
∙ 국토종합계획은 도종합계획 및 시·군종합계획
수도, 자연, 자원순환) 환경계획, 타 중앙 행정기관·
의 기본이 되며, 부문별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
지자체 환경계획에 대한 기본원칙 및 방향 제시
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자료: 저자 작성.

(2) 기초조사 및 여건변화 전망
표 4-3 |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기초조사 및 여건변화 전망 내용 비교
구분
근거

내용

국토종합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 국토기본법 제10조 제1호

∙ 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 제1호, 제2호, 제3호

∙ 국토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1. 인구·산업·경제·토지 및 해양의 이용 등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원·환경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
측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 인한 환경의 질(質)
의 변화 전망
3. 환경의 현황 및 전망

정합성
∙ 기초조사나 여건변화에 대하여 관련 법에서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언급이 없음
여부
시사점

∙ 국가환경종합계획에서는 환경변화 여건, 환경의 질, 현황 및 전망 그리고 환경기준에 대하여 국토종합계획
에 비해 상세한 규정이 있음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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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획 내용
표 4-4 |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계획 내용 비교
구분
근거

내용

국토종합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 국토기본법 제10조

∙ 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

1. 국토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
2. 국토발전의 기본 이념 및 바람직한 국토 미래상
정립
3. 교통, 물류, 공간정보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인 발전 방향과 혁신
기반 조성
4. 국토의 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별 기능 분담
방향
5.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및 지역산업 육성
6. 국가경쟁력 향상 및 국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
기간 시설의 확충
7. 토지, 수자원, 산림자원, 해양수산자원 등 국토자
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8. 주택, 상하수도 등 생활 여건의 조성 및 삶의 질
개선
9. 수해, 풍해(風害), 그 밖의 재해 방제(防除)
10. 지하 공간의 합리적 이용 및 관리
11.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을 위한 국토 환경의 보전
및 개선 등

1. 인구·산업·경제·토지 및 해양의 이용 등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원·환경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
측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 인한 환경의 질(質)
의 변화 전망
3. 환경의 현황 및 전망
4.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가. 생물다양성·생태계·경관 등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나. 토양환경 및 지하수 수질의 보전에 관한 사항
다.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라. 국토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마. 대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바. 수질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사. 상하수도의 보급에 관한 사항
아. 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자.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차. 방사능오염물질의 관리
카. 그 밖에 환경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법
6. 직전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부대되는 사항

정합성
∙ 제7호, 제8호, 제9호에 환경 관련 계획내용 포함 ∙ 제4호 라목에 국토환경 보전 포함
여부
시사점 ∙ 세부적인 내용은 지침이나 계획내용 비교를 통해서 가능
자료: 저자 작성.

(4) 계획 평가제도
￮ 국토종합계획이나 국가환경종합계획은 각각 국토 및 환경 분야의 국가 최상위 계
획으로써 별도의 계획 평가제도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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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립 및 승인과정
표 4-5 |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및 승인과정 비교
구분
근거
수립권자
위원회

국토종합계획
∙ 국토기본법 제9조, 제26조

국가환경종합계획
∙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 제58조

∙ 국토교통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
∙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사에게 소관별 계획안 제출 요구
∙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시도지사 의견을 들은 후 ∙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

승인권자

∙ 국무회의 심의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

수립지침

∙ 있음

∙ 없음

정합성
여부

∙ ‘국토기본법’은 2016.12.2. 개정을 통해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사업 ∙ ‘환경정책기본법’은 2015.12.1. 개정을 통해 “국
을 수립·집행할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
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유지
른 환경보전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자연환경
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과 제2항에
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함으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
로써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5조①)와 “국토교통
하여야 한다.”(제4조③)와 “환경부장관은 제3항
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토에 관한 계획과 「환
에 따른 환경보전계획과 국토계획의 연계를 위하
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의 연계를
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범위, 연계 방법
등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
및 절차 등을 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제4조④)라고 규정
있다.”(제5조④) 라고 규정

시사점

∙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근간이 되는 ‘국토기본법’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각각 2016년과 2015
년에 선언적으로 규정한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국토계
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2018.3.28.)을 제정
∙ 지자체 차원의 통합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논의가 필요

자료: 저자 작성.

(6) 운용 및 활용 : 하위 계획 및 여타 국토 및 환경 관련계획에 대한 구속력, 인허가시 활용
￮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계획평가의 평가기준, 도종합계획 및 시군종합계획의 상위계
획으로 활용되고 있음
￮ 국가환경종합계획은 지자체 환경보전계획의 상위계획으로 활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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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군 기본계획과 시·군 환경보전계획의 정합성 분석
(1) 개요
표 4-6 | 도시·군 기본계획과 시·군 환경보전계획 개요
구분

도시·군기본계획

시·군 환경보전계획

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 제19조

∙ 1981년, 도시기본계획제도 도입
- 20년 장기 기본계획과 법정계획의 구분 시행
- 계획의 종합성·과정성·집행성 확보
∙ 1999년, 난개발 대응 목적으로 부문별계획의 환경
계획이 주거환경계획과 환경보전계획으로 분리
∙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해당법에 도시기본계획 내용 편입
연혁 - 도시지역에서 비도시지역으로 계획 공간범위 확대
- 토지적성평가제, 기반시설연동제, 제2종지구단위
계획, 개발행위허가제 등 비도시지역 관리 수단
도입
∙ 2012년, 지속가능성, 친환경성에 대한 관심 고조,
지속가능한 지역 맞춤형 계획을 강조하는 추세
- 계획의 패러다임이 변화됨에 따라 도시재생, 저탄
소녹색도시 등 지속가능 관련 부문별 계획 추가

∙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 제정, 환경보전계획 도입
-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계획 수립 명시
- 일부 지자체의 자발적인 환경보전계획 수립
∙ 1999년, 환경정책기본법에 시·도 환경보전계획 수립
의무화 규정 신설
∙ 2002년, 환경정책기본법에 시·군·구 환경보전계획
수립 의무화 규정 신설
- 현재의 환경보전계획이 법정계획으로 정착
∙ 2007년,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 시
공간환경계획에 대한 부분 강화
- 개발계획과의 연계성 강화 도모

계획
- 20년(5년마다 재검토)
기간

- 10년(5년마다 재검토)

- 시·군 관할구역 단위
계획
- 특별시, 광역시, 시·군(광역시 내 군 제외)
구역
- 수도권 외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 제외

- (시·도 환경보전계획) 시·도 관할구역 단위
- (시·군·구 환경보전계획) 시·군·구 관할구역 단위

역할 · 성격 -

- 법정계획
지침적 계획
- 기본계획
종합계획
- 종합계획
공간구성에 대한 정책계획, 전략계획
- 지역의 도종합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
도시 특성에 따라 다양한 계획 과제와 특정 주제를
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에 환경보전계획 내용을 반
발굴·제시하여 계획 수립
영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국토 및 도시환경관리를
추구

자료: 저자 작성.

(2) 기초조사 및 여건변화 전망
￮ 국토계획법 제13조와 제20조,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서는 도시·군기본계획과 환경보
전계획 수립 시 조사하여야 하는 기초조사 항목과 여건변화 전망에 대한 사항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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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법과 지침에서는 도시·군기본계획의 경우 지역의 일반현황을 비롯하여 자
연적 여건, 기반시설, 주거수준, 경제, 환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
여 기초조사 및 여건변화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보전계획의 경우 지역
의 일반현황과 더불어 환경 관련 현황 및 전망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도록 명시하
고 있음
￮ 기초조사 및 여건변화 전망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기초조사 항목 중 다수의 항목이
중복되며, 여건변화 전망의 경우 두 계획의 내용이 상호 영향 관계인 것으로 파악됨
- 기초조사 항목 중 중복되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자료 공유가 필요
- 여건변화 전망 시 각각의 계획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계획 지침에서 관련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는 것
이 필요
표 4-7 | 도시·군기본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기초조사 항목 및 여건변화 전망 내용 비교
구분
근거

도시·군기본계획

시·군 환경보전계획

-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0조
-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07)
-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지침
-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 개정안(’15)

∙ 기초조사(국토계획법 제13조, 제20조)
∙ 기초조사(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환경보전계획
- 인구 / 경제 / 사회 / 문화 / 토지 이용 / 환경
지침 참고)
/ 교통 / 주택
1) 자연환경, 생활환경, 국토환경, 인문환경 현황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실태
1) 기후·지형·자원·생태 등 자연적 여건
3) 환경오염원 및 환경훼손 요인
2) 기반시설 및 주거수준의 현황과 전망
4) 환경의 질의 변화
3) 풍수해·지진 그 밖의 재해 발생현황 및 추이
5) 주민 환경의식
4) 기본계획과 관련된 다른 계획 및 사업 내용
6) 그 밖에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 여건변화 전망
내용 - 토지적성평가: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1) 대내·외적 여건변화 분석
- 재해 취약성 분석
- (대내) 국가 및 지자체 정책 변화
∙ 여건변화 전망
- (대외)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동향 및 협력 실태
1) 목표연도 인구 추정
2) 인구 및 경제 전망, 개발계획 등을 토대로 환경변
2) 경제(규모, 산업, 소득, 소비, 재정) 변화 예측
화 예측
3) 환경(생활·복지·여가환경) 지표 설정
- 지역의 경제성장, 산업구조, 에너지 사용 등 자연
자원의 이용, 토지이용 패턴, 개발사업 등 전망
- 인구 전망(도시계획 참고)
- 환경질의 변화 전망: 부문별 환경오염 예측 등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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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획 내용
￮ 국토계획법 제19조와 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에서는 도시·군기본계획과 환경보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계획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 도시·군기본계획과 환경보전계획 모두 지역의 현황과 여건 분석, 관련 계획 검
토, 계획의 목표와 지표 설정, 부문별 계획, 계획의 실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
여야 함
￮ 도시기본계획의 환경 부문, 환경보전계획의 공간환경계획 등 계획 내용이 중복되
지만, 실제 계획들을 살펴보면 환경보전계획에서 도시·군기본계획의 보전축과 생
태축에 대한 고려 없이 보전지역을 제시하는 등 상호 간의 내용 고려가 이루어지
지 않고 있음
- 각 분야의 전문성(도시계획의 공간개발계획, 환경보전계획의 환경 매체별 분석
과 관리 방향)을 고려하여 중복 또는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 서로의 계획 내용을
참고하고 조정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

표 4-8 | 도시·군기본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계획 내용 비교
구분

도시·군기본계획

시·군 환경보전계획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지침

- 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
-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07)
-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 개정안(’15)

내용

1. 지역의 특성과 현황
2. 계획의 목표와 지표의 설정: 계획의 방향·목표·지
표 설정
3. 공간구조의 설정: 개발축 및 녹지축의 설정, 생활
권 설정 및 인구배분
4. 토지이용계획: 토지의 수요예측 및 용도배분, 용
도지역 관리방안 및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방안
5. 기반시설: 교통, 물류체계, 정보통신, 기타 기반시
설계획 등
6. 도심 및 주거환경: 시가지정비, 주거환경계획 및
정비
7. 환경의 보전과 관리
8. 경관 및 미관
9. 공원·녹지

1. 지역의 일반 현황과 특성
2. 인구·산업·경제·토지 및 해양의 이용 등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
3. 환경오염원·환경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
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 인한 환경의 질(質)의
변화 전망
4. 자연환경의 현황 및 전망
5. 기존 환경보전계획의 성과평가와 관련계획 검토
6. 계획의 목표와 지표 설정
7. 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계획
가. 생물다양성·생태계·경관 등 자연환경의 보전
에 관한 사항
나. 토양환경 및 지하수 수질의 보전에 관한 사항
다.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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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도시·군기본계획

시·군 환경보전계획

10. 방재·안전 및 범죄예방
11.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 고용, 산
업, 복지 등
12. 계획의 실행: 재정확충 및 재원조달, 단계별 추
진전략

라. 국토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마. 대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바. 수질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사. 상하수도의 보급에 관한 사항
아. 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자.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차. 방사능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카.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
타. 그 밖에 환경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공간환경계획의 수립
9. 계획의 추진 및 집행체계의 정비
10. 기타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

자료: 저자 작성.

(4) 계획 평가제도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국토기본법 제19조의2에 의해 국토계획평가를 받
아야 함
- 균형적 국토발전, 국토의 경쟁력 강화,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계획의 적정성을
기준으로 하여 계획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평가 항목을 정하고 평가를 시행함
￮ 현재 환경보전계획의 계획 내용을 평가하는 평가제도는 없으며, 특정 계획이
환경보전계획의 내용과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이 시행되
고 있음
￮ 실효성 있는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해당 계획이 국토와 환경 분야의 현안을 반영하
는지, 계획 간 일관성이 있는지, 부분적 연계가 이루어지는지 등을 평가할 제도가
필요함

(5) 수립 및 승인과정
￮ 국토계획법 제18조와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 제19조에서는 도시·군기본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및 승인과정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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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도시·군기본계획은 비교적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수립되고 있으며, 환경보전
계획은 의회 및 주민 의견 청취나 특정한 승인 과정 없이 협의와 보고 과정만 존재
- 먼저, 환경보전계획의 경우 체계적인 수립 및 승인 과정을 마련하여 계획 내용의
실효성과 법적 구속력을 확보함으로써 두 계획의 위상을 동등하게 맞추는 것이
요구됨
- 현재는 각 계획이 따로 수립되고 있으나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계획 수립 및 승인
과정에 있어서 도시·군기본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상호 논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됨

표 4-9 | 도시·군기본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및 승인과정 비교
구분
근거

도시·군기본계획

시·군 환경보전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 제19조

입안권자

- 시장·군수

- (시·도 환경보전계획) 시·도지사
- (시·군·구 환경보전계획) 시장·군수·구청장

승인권자

- 시·도지사(승인)

- 시·도지사(협의)
- 지방환경관서장(협의)
- 환경부장관(보고)

-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 시·도 환경정책위원회

-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지침

-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
(행정상 지침으로 법적 효력 없음)

위원회
수립지침

수립
및
승인
과정

1) 기초조사(시장·군수)
2) 기본계획안 수립(시장·군수)
3) 공청회 개최(시장·군수)
4) 지방의회 의견청취(시장·군수)
5)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시장·군수)
6) 승인신청(시장·군수)
7) 관계 행정기관 협의(시·도지사)
8)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도지사)
9) 승인(시·도지사)
10) 주민공람(시장·군수)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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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환경보전계획
1) 계획안 수립(시·도지사)
2) 관할 구역 내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의견청취
3) 시·도 환경정책위원회 심의
3) 계획안 확정
4) 환경부장관 보고
5) 일반인 열람
∙ 시·군·구 환경보전계획
1) 계획안 수립(시장·군수·구청장)
2) 시·도 환경정책위원회 심의
3) 관할 시·도지사 협의
4) 지방환경관서장 협의
5) 계획안 확정
5) 환경부장관 보고
6) 일반인 열람

(6) 운용 및 활용
￮ 국토계획법 제4조와 국토기본법 제5조,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서는 타 계획과
의 관계를 명시함으로써 도시·군기본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운용에 대한 사항을
언급
- 관련법에서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상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과의 일관
성과 환경보전계획과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 상위계획과의 일관성과 도시·군기본계획과의 연계를 언급하고 있으나 연계되
어야 하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음
￮ 또한, 관련법에서는 토지의 이용 또는 개발 인·허가 시 도시·군기본계획과 환경보
전계획 내용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법적 구속력은 없음)
￮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계획 수립 및 운용에 있어서 도시기본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이
부합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계획의 효과적인 활용을 고려하였을 때 연계 사항
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종합 및 시사점
￮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연계 및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양 계획의 계획기간 일
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 또한, 원활한 통합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양 계획의 계획 절차나 평가 체계를
유사한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요구됨
￮ 이 외에도 각기 수립되는 양 계획의 내용을 상호 조율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과정에서 통합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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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 지자체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비교 종합
지자체 국토계획

구분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도시·군기본계획

시·도환경보전계획

시·군환경보전계획

근거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 제1항)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 제 1항)

수립
주체

시장·군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승인
주체

시·도지사

-

-

수립
주기
(수정
계획)

20년 (5년 / 매 0, 5년)

10년 (5년)

10년 (5년)

수립
절차

①기초조사 및 기본계획안
작성(시장 군수) →②공청회
개최 및 지방회의
의견청취(주민간담회, 설문조사
등) →
③승인신청(시장군수→시·도지
사) → ④관계행정기관장 협의,
지방도시계획案
심의(시·도지사) →
⑤승인(시·도지사)

①입안(시·도지사) → ②주민,
관계전문가 등 의견수렴 →
③기초지방자치단체장
의견수렴 → ④환경보전자문案
심의 → ⑤확정(시·도지사) →
⑥보고(시·도지사→환경부장관)

①입안(시장·군수·구청장) →
②주민, 관계전문가 등
의견수렴 → ③관할 시·도지사
의견수렴 →
④지방환경관서장과 협의 →
⑤환경보전자문案 심의 →
⑥확정(시장·군수·구청장) →
⑦보고(시장·군수·구청장→환
경부장관)

수립
지침
유/무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
(국토교통부훈령제900호)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
(’07.12, 환경부)

평가
대상

국토계획평가

평가대상 아님

하위
계획
또는
사업
규정
력

상
-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을 수
용
- 도시·군의 최상위 공간계획, 도
시·군관리계획의 지침적 성격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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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하

중/하

3. 통합관리를 위한 제도 연계 강화방안
1) 계획제도의 연계 방향
￮ 먼저, 국토 및 환경계획제도의 통합관리를 위해 각 계획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의
통합을 고려할 수 있음
-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토와 환경
관련 중앙부처가 통합되어 운용되는 있는 국가는 찾기 어려우며, 우리의 경우도 양
부처의 통합은 현실성이 낮은 대안이라 볼 수 있음(표 4-11 참조)
￮ 또한, 정부 부처와 관계 없이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을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그러나 계획의 전문화가 강화되는 추세이며,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발
전을 위해 계획 간의 상호 견제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점, 보전지역 및 생태축,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등의 환경문제가 계획 통합으로 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는 점에서 실효가 크지 않을 것
￮ 따라서,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위한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는 양
계획 간의 조화와 연계를 통해서 달성해야 함이 가장 현실적임
- 계획 간 조화와 연계를 위해서는 계획의 제도적 여건 조화, 계획 고유의 역할 충
실, 상충적 내용 제거, 공통아젠더에 대한 공동해법 강구 등이 필요

표 4-11 | 국가별 국토 및 환경 관련 부처의 통합 운영 여부 비교
구분

국토 관련 부처

환경 관련 부처

부처 통합 운영 여부

- 1970, 공해대책본부 설립
- 1971, 공해대책본부 개편, 환경
청 설립
- 2001, 환경청을 환경성으로 승격

일본

- 1885 체신성, 1920 철도성 설립
- 1945, 체신성-철도성 통합, 운수
성 설립
- 1948, 건설성 설립
- 1950, 홋카이도개발청 설립
- 1974, 국토청 설립
- 2001, 운수성·건설성·홋카이도
개발청·국토청 통합, 국토교통성
설립

∙ 분리 운영
- 중앙정부의 환경 관련 기능은 약
한 편으로 환경 업무들이 여러 부
처에 분산되어 있음
- 국토건설성에서 국토이용 및 상하
수도 관련 업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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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토 관련 부처

환경 관련 부처

- 1965, 주택도시개발부(HUD) 설립
- 1966, 교통부 설립

- 기존: 수질·대기·폐기물 등 보건
부 담당
- 1960년대, 해당 업무를 보건부에
서 내무부로 이관
- 1970, 내무부 등이 담당하던 환
경 기능을 통합, 대통령 소속 환경
보호청(EPA) 설립

∙ 분리 운영

- 1919, 교통부 설립
- 1970-1976, 교통부 환경부에
통합
- 1976, 교통부 재분리
- 1997~2001, 환경교통지역부
(DETR)로 통합
- 2001, 교통부 재분리
- 2001, 내무부 산하 기관으로 지
역사회지방정부부 설립
- 2006, 지역사회지방정부부 개별
부처로 설립

- 1970, 환경부 설치(주택부, 지방
부, 교통부 등의 환경행정기능 통
폐합)
- 1997, 환경교통지역부(DETR)로
변경
- 2001, 환경식품농무부(DEFRA)
설치(산하에 환경청 존재)

∙ 분리 운영(과거 일부 통합)
- 농촌, 식량, 토지계획 등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행정업
무를 환경식품농무부에서 수행

- 연방 교통디지털인프라시설부
(BMVI)
- 1986, 연방 환경·자연보호·건설·
원자력안전부(환경부, BMUB)
설립
- 2018, 도시·주택개발 업무를 기
존 환경부(BMUB)에서 내부무
(BMI)로 이관(업무 이관 논의 중)

- 1971, 연방환경청 설립
- 1986년까지 내무부, 농업부, 보
건부에 환경기능 분산
- 1986, 체르노빌 사고 이후 연방
환경·자연보호·건설·원자력안전
부(환경부, BMUB) 설립
- 2018, 도시·주택개발 업무가 내
무부로 이관되면서 기존 환경부
(BMUB)가 환경·자연보호·원자
력안전부(BMU)로 변경

∙ 분리 운영(과거 일부 통합)
- 환경·자연보호·건설·원자력안전
부(BMUB)가 환경·자연보호·원
자력안전부(BMU), 내무부(BMI)
가 내무·건설·지역사회부로 변
경되면서 업무 분리

프랑스

- 1967-2007, 교통부 설립 및 운영
- 2007년부터 교통부를 환경·에너
지·지속가능발전·해양부(생태부,
MEEDDM)로 통합
- 2017년 이전까지 국토·주택 관련
부서 지속적으로 변경
- 2017, 영토통합부(도시·지역계획,
지역균형, 주택 등) 설치

- 1971-2007, 환경부 설립 및 운영
- 2007-2017, 환경부를 환경·에
너지·지속가능발전·해양부(생태
부, MEEDDM)로 통합
- 2017, 생태·연대기반전환부
(Ministry of the Environment
and Solidarity Transition)로
변경

∙ 일부 통합(교통-환경)
- 생태·연대기반전환부에서 환경
(생물다양성, 기후, 자연, 지속가
능성 등), 에너지, 해양, 교통 정
책을 담당
- 도시·지역계획, 지역균형, 주택
업무 등은 영토통합부에서 담당

- 1982, 환경에 대한 관심 높아지
면서 공공주택·공간계획·환경부
(VROM) 설립
- 2010, 주택·공간계획·환경부(V
ROM)가 분리되고, 인프라 및 수
자원 관리부 등 설립(해당 부서에
서 수자원 관리 담당, 내무부에서
국가환경비전 수립)

∙ 통합 운영
- 환경에 관련된 정책은 여러 부처
가 공동으로 담당

네덜
란드

- 1947, 주택건설부 설립
- 1965, 공공주택 및 공간계획부
설립
- 1982, 공공주택·공간계획·환경
부(VROM) 설립
- 2010, 주택·공간계획·환경부(V
ROM)가 분리되고, 인프라 및 수
자원 관리부 등 설립(국토부 없
음, 주택 등은 내무부, 공간계획
등은 내무부와 인프라부 소관)

미국

영국

독일

자료: 각 국가별 정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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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통합 운영 여부

2)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제도적 연계를 위한 계획수립체계 개선
□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계획 기간 일치
￮ 통합관리를 위한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시기 및 계획 기간 변경
- 통합관리를 위한 공동훈령에서는 국토계획(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과 환경보전계획(국가환경종합계획, 시·도환경보
전계획, 시·군환경보전계획)의 시기적 일치를 명시하고 있음
- 국가계획의 경우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에 맞춰 제5차 국가환경종합
계획(2020~2040)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계획 시기를 일치시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지만 지자체계획의 경우 아직까지 계획 기간 일치가 논의되지 못함
- 관련법에 따르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계획 기간이 20년(5년마다 검토), 시·도
및 시·군 환경보전계획은 10년(5년마다 검토)으로 정해져 있어 통합관리의 어려
움이 존재하므로 양 계획의 계획 기간을 맞추고, 더 나아가 동일시기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계획 자체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표 4-12 |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계획 기간 일치
계획 구분
국토

환경

계획 기간

국토종합계획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20년 주기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기본계획, 20년 주기
→ 시도 및 시군구 환경보전계획과 계획 기간 일치 필요

국가환경종합계획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 20년 주기
→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수립 중

시도 및 시군구
환경보전계획

시도 및 시군구 환경보전계획, 10년 주기
→ 도시·군기본계획과 계획 기간 일치 필요

자료: 저자 작성.

□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절차 개선
￮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절차 및 평가체계 개선
- 국토계획은 기초조사부터 계획안 작성, 공청회, 의견청취, 심의, 계획 승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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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기까지 비교적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수립되고 있는 반면, 환경보전계획은
공청회나 특정한 승인 과정 없이 협의와 보고 과정만 존재하므로, 원활한 통합관
리를 위해서는 두 계획의 위상을 맞추기 위해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절차를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계획 평가와 관련하여 국토계획은 현재 계획안 수립 후 국토계획평가를 받
도록 되어 있으나 계획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평가를 받도록 절차를 변경하여 환
경적 고려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내용을 충분히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환
경보전계획은 현재 아무런 평가를 받지 않지만 내용상의 적절성을 확보하고 통합
관리에 따른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새로운 계획평가제도의 도입이 요구됨
￮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통합관리 협의 과정 추가
- 현재는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협의 절차가 거의 부재하나,
통합관리가 의무화된 만큼 계획안 작성 과정에서 계획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
고, 통합관리의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기초자료 및 국토·환경 관련 공간자료를
공유하고, 세부적인 계획 내용을 조율하기 위한 국토-환경계획 간의 협의 과정
이 마련되어야 함
그림 4-3 | 도시·군 기본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절차 개선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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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내용적 연계를 위한 통합관리 거버넌스 구축
□ 통합관리 이슈 발굴을 위한 국토-환경 공동연구 진행
￮ 국토-환경 분야의 현안과 여건 변화를 고려한 통합관리 이슈 발굴 필요
- 국토 발전과 환경 보전이라는 상이한 목적 하에 작성되는 두 계획의 원활한 통합관
리를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내용 연계보다는 현 시점과 앞으로의 여건 변화를 고려
하였을 때 주요하게 작용할 핵심 이슈를 도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통합관리를 시도
하는 것이 바람직
- 공동훈령에서 제시한 8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하되, 본 연구에서 언급한 공통아젠더
외에도 시대적 상황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통합관리 이슈를 선정할
수 있음
￮ 국토-환경 분야 공동연구를 통한 통합관리 이슈 발굴
- 계획 수립에 앞서 국토 분야와 환경 분야 전문가들이 포함된 공동연구팀을 구성
하여 국토 및 환경과 관련된 현안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여건 변화를 예측함으로
써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 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이슈를 발굴
하도록 함
- 국가 차원에서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공동연구단을 구성하여 논의를 지속하였으며, 5가지의 통합관리 아젠더를 발굴하
였음. 지자체 차원에서도 유사 계획의 단순 반복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국토-환경 분야 쟁점을 논의하고 이를 통합관리 이슈로 선정
하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통합관리 이슈 발굴을 위한 국토-환경 상호간 자료 및 정보 공유
- 국토-환경 공동연구팀은 국토 및 환경과 관련된 현안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여건
변화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전문 분야에 대한 서로 간의 정보와 기초 자료들을 공유
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정교한 분석을 수행하여 통합관리 이슈를 도출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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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효성 있는 통합관리를 위한 국토-환경 계획수립협의체 운영
￮ 계획안 작성 과정에서의 협의를 위한 전담 조직 구성·운영
- 각 계획에서 중심적으로 다룰 통합관리 이슈를 발굴한 후에는 이를 반영하여 계
획안을 작성하되, 계획안 작성 과정에서 서로 간의 계획 내용을 공유하며 지속적
인 협의와 조율을 진행할 전담 조직을 구성·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 통합관리를 위한 공동훈령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국가계획수립협의회, 지자체 차
원에서 지자체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하고 각각의 실무협의체를 두어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통합관리 거버넌스 구축을 명시하고 있음
- 국가 차원에서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진행하면서 이미 제1차 국가계획수
립협의회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음. 각 지자체에서도 관련 주체
들을 중심으로 계획수립협의회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국토계획(도종합계획,
도시·군기본계획)과 환경보전계획(시·도 및 시·군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지속적
인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통합관리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 작성을 위한 정기적 협의와 자료 및 정보 공유
- 계획수립협의회와 실무협의체가 구성된 후에는 기초조사 및 계획안 작성 과정에
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들을 공유하고,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이 맞물리는 이슈에 대한 내용적 협의를 진행하며, 더
나아가 지역 차원의 주요 이슈(개발과 보전에 관한 이슈 등)에 대한 해소 방안을
논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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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한 지자체 거버넌스 구축

자료: 최희선. 2019.6.5. 지자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시행기반 구축방향. 도시-환경계획 통합관리 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기관 합동 워크숍. p.14에 제시된 국가계획수립협의회 및 실무협의체의 내용을 본 연구의 내용에 맞게
수정함.

□ 국토-환경 분야 데이터의 공동 구축 및 공동 활용 추진
￮ 통합관리를 위한 데이터 공동 구축 및 공동 활용 논의 필요
- 국토-환경 분야의 원활한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통계정보 및 공간정보와 같은 객
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공통된 문제 인식을 갖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계획 내
용상의 상충을 방지하고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분야의 다양한 데이터
를 기반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함
- 현재는 각 분야 내에서만 필요한 데이터를 생산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데이터의
공유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 공유가 되더라도 서로 호환이 되지 않아 계획 과정
에서 다른 분야의 자료와 정보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계획 수립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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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환경 분야의 데이터 통합관리를 위한 협의체 운영
- 국가 차원에서는 국토-환경 분야의 데이터 생성 기관들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마
련하여 중요도가 높은 데이터를 선별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며 관련
데이터의 공동 구축 및 공동 활용을 추진하여야 함. 각 지자체 차원에서도 관련
부서 간 데이터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통합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이렇게 구축되고 공유된 데이터는 현안 및 여건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
로서 활용되어 통합관리 이슈 도출의 기반이 될 수 있으며, 계획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효과적인 통합관리를 가능케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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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 내용의 연계 강화방안

1. 통합관리 항목의 세부과제 및 국토정책적 함의 분석
1) 통합관리 항목의 세부과제 분석
￮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한 공동훈령’에서는 통합관리 사항으
로 자연생태계 관리·보전·복원, 체계적인 국토 공간 관리 및 생태적 연계, 에너지
절약형 공간구조 개편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깨끗한 물 확보 및 물 부족 대
비, 대기 질 개선,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율 제
고, 기타의 8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음
￮ 통합관리 사항을 국토 및 환경계획에 조화롭게 반영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
- 국토계획은 공간 위계별로 종합적인 내용에서 부문별 내용으로 구체화되었고, 환경
계획은 매체별 내용에서 공간 위계별 종합적 내용으로 발전하고 있어 서로 연계되
는 부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 환경계획의 경우 지표별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연생태계 보전, 오
염물질 배출원 규제 등의 방식을 취한다면, 국토계획의 경우 국토발전을 위한 공간구조,
토지이용, 주택 및 인프라 공급, 생활환경 개선 등을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어 통합관리
시행 시 특성이 다른 양 계획을 조율할 필요가 있음
￮ 통합관리 항목별 세부 과제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으나1), 국토종합계획, 국가환
1) 국가 차원에서는 이미 국토-환경계획의 주요 공통아젠더를 발굴하고, 통합관리의 목표와 기본 방향을 설정하여
양 국가계획에 반영하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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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종합계획, K-SDGs, 유관 계획 등을 참고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면 다음 <표
5-1>과 같음

표 5-1 | 국토 및 환경관련제도의 통합관리 특성 분석
1. 자연생태계의 관리·보전 및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
- 국토관련 법 및 제도에서 복원의 필요성은 언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 규정 미비
- 산림청에서는 복원할 대상지역을 평가하고 복원기술 적용
2. 체계적인 국토공간 관리 및 생태적 연계
- 국가생태축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부터 계획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나 제도적 구체성이 미비
- 도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단위에서의 반영 방향에 대한 구체적 내용 필요
3. 에너지 절약형 공간구조 개편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확대
- 에너지 절약형 공간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필요(어느 정도의 에너지 감소가 절약형 공간구
조인지 등 구체적인 기준 필요)
- 산업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생산계획과 함께 사용 확대에 대한 내용 반영
- 환경부에서는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에서 관련 내용을 대응
5.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감축
- 대기질은 오염원에 따라 계획적 접근을 달리해야하는 바 국가계획과 지역계획, 도시계획의 차별
화 필요
- 이를 위해서는 대기오염에대한 정확한 공간데이터 구축 및 공유 필요
- 환경부에서는 「대기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하고 있음
6.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계획은 활발하지 않으나 재해재난 대응 등 기후변화적응
을 위한 노력은 국가, 광역, 도시계획단위에서 지속되고 있음
- 환경부에서는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에서 관련 내용을 대응
7. 폐기물 배출량 감축 및 자원순환율 제고
-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에 대한 정의만 명시하고 있어서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규정 필요
- 환경부에서는 「자원순환기본계획」에서 관련 내용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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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관리 항목의 국토정책적 함의 분석
￮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한 8개 사항은 국토계획에서 직간접적
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나 국토계획은 환경보전계획에 비해 공간계획의
성격이 강하여 국토환경의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사항별로 차이가 있음
￮ 국토정책적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관계부처 합동,
2016),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관계부처 합동, 2016) 및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이정표,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환경
부 보도자료, 2018.12.24)의 내용을 8개 통합관리 사항 중 기타 항목을 제외한
7개를 중심으로 분석함
- 각 통합관리 사항은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7개 전략 및 지표, 제3차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 4대 목표, 14개 전략 및 지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17개 목표 및 지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표 5-2 및 5-3 참조)
￮ 앞선 분석 내용을 토대로 7개 통합관리 사항과 국토계획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1. 자연생태계의 관리·보전 및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 2. 체계적인 국토공간 관
리 및 생태적 연계, 3. 에너지 절약형 공간구조 개편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확
대가 가장 밀접한 것으로 판단됨(표 5-4 및 5-5 참조)
- 반면, 4. 깨끗한 물 확보와 물 부족에 대비한 대응, 5.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
오염물질 감축, 6.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 7. 폐기물 배출량 감축
및 자원순환율 제고 등은 국토계획에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그 영향을 환
경영향평가를 통해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계획에 반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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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 국토계획-환경보전계획 통합관리 사항과 국가환경종합계획,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간 관계(전략 및 목표)
국토계획-환경보전
계획 통합관리 사항1)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7개 전략2)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4대 목표, 14개
전략3)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K-SDGs) 17개 목표4)

1. 자연생태계의 관리· 1. 생태가치를 높이는 자연자
1-1. 고품질 환경서비스 확보 14. 해양생태계 보전
보전 및 훼손된 자연
원 관리
1-2. 생태계서비스의 가치 확대 15. 육상생태계 보전
생태계 복원
2. 고품질 환경서비스 제공
11-7. 공공녹지공간
1. 생태가치를 높이는 자연자
11-8. 국토 및 도시계획의 경
2. 체계적인 국토공간
1-2. 생태계서비스의 가치
원 관리
제, 사회, 환경적 연계
관리 및 생태적 연계
확대
2. 고품질 환경서비스 제공
14. 해양생태계 보전
15. 육상생테계 보전
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3. 에너지 절약형 공간구
소비
5. 창의적 저탄소 순환경제의 3-3.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조 개편 및 신·재생에
11-2. 안전하고 포용적인 대
정착
에너지체계 구축
너지의 사용 확대
중교통 확대
11-3. 도시 포용성 및 지속가능성
2. 고품질 환경서비스 제공
4. 깨끗한 물 확보와 물
1-3. 깨끗한 물 이용 보장과
3. 건강위해 환경요인 획기적
6. 건강하고 안전한 물 관리
부족에 대비한 대응
효율적 관리
저감
5. 대기질 개선을 위한 3. 건강위해 환경요인 획기적
1-1. 고품질 환경서비스 확보
대기오염물질 감축
저감

3-7.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
및 질병 감축
11-6. 대기질 및 폐기물 관리

4. 미래 환경위험 대응능력
6. 기후변화에 대응하
강화
4-2.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
13. 기후변화 대응
는 온실가스 감축
5. 창의적 저탄소 순환경제의
적 해석
정착
11-6. 대기질 및 폐기물 관리
7. 폐기물 배출량 감축 5. 창의적 저탄소 순환경제의 1-1. 고품질 환경서비스 확보
12.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
및 자원순환율 제고
정착
3-2. 친환경 순환경제 정착
증진

해당 없음

1. 빈곤
2. 식량
4. 교육
6. 지구환경 보전 선도
2. 통합된 안심 사회
5. 성평등
7. 환경권 실현을 위한 정책
8. 일자리
기반 조성
지속가능발전 이행 기반 강화 9. 사회기반시설
10. 불평등
16. 인권, 정의, 평화
17. 지구촌 협력 강화

주: 1)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2018, 제8조(국가계획의 통합관리 사항).
2) 관계부처 합동, 2016,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3) 관계부처 합동, 2016,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4) 환경부 보도자료. 2018.12.24, 2018,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이정표,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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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 국토계획-환경보전계획 통합관리 사항과 국가환경종합계획,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간 관계(주요 내용 및 지표)
통합관리
사항1)

1. 자연생태계
의 관리·보
전 및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제3차 지속가능발전
(2016~2035)2)
기본계획(2016~2035)3)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변경계획 및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2018)4)

･ 생태가치를 높이는 자
･ 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 수생태계(습
연자원 관리 – 한반도
지, 강, 대수층, 호수)를 보호하고 복원한다
생태용량 확충 – 건강
(p.16)
･ 건강한 국토 환경 – 고
한 서식처 확충을 위한
* 관련 K-SDGs 지표: 생태하천 복원율, 수
품질 환경서비스 확보
국가보호지역 확대 등
질 ‘좋음’ 등급 비율(p.16)
- 도시 생태공간 확충,
(pp.57~60)
･ 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 자원을
사전예방적 국토환경
･ 생태가치를 높이는 자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성장으로 인한 환
관리(pp.39~42)
연자원 관리 – 고유 생
경훼손을 억제한다(p.18)
* 관련 성과지표: 도시
물종 및 유전자원 발
* 관련 K-SDGs 지표: 물질 발자국, 국내
생태휴식공간 조성 면
굴·보전 – 야생생물 보
자원소비량(p.18)
적, 국토계획평가 실적,
전·복원 강화 등
･ 14. 해양생태계 보전 – 육상과 해상의 오염
산림지역 비율 등
(pp.62~63)
물질로부터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관리체계
(pp.39~42)
･ 생태가치를 높이는 자
를 확립한다, 바다의 생태환경과 수산 자원
･ 건강한 국토 환경 – 생
연자원 관리 – 연안 및
의 서식처를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등
태계서비스의 가치 확
해양 생태계 관리 강화
(pp.26~27)
대 – 육상 및 담수 생태
– 연안·해양 서식처 보
* 관련 K-SDGs 지표: 수질평가 지수값을
계 보전, 생물다양성의
전·복원 체계 구축 등
이용한 생태기반 해역별 해수수질 기준 달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
(pp.64~65)
률, 해양쓰레기 수거량, 바다숲 조성 누적
용, 연안·해양 생태계
･ 생태가치를 높이는 자
면적, 갯벌복원면적, 해양보호구역 지정 개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
연자원 관리 – 생태계
소수(pp.26~27)
용(pp.45~55)
서비스 가치 극대화 –
･ 15. 육상생태계 보전 – 육상과 내륙담수의
* 관련 성과지표: 생태하
생태계서비스 평가 및
생태계 다양화를 위해 보전과 복원 활동을
천 복원 구간, 자연보호
관리기반
마련
활성화한다, 산림파괴 중단, 황폐화된 산림
지역비율, 산림보호구
(pp.66~68)
복원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강화한다 등
역, 국가 자생생물 목록
* 관련 주요지표: 자연
(pp.28~29)
화 수, 연안·해양보호
보호지역 비율, 연안·
* 관련 K-SDGs 지표: 육상 및 담수 생물다
구역 지정 면적 비율 등
해양보호구역 지정 면
양성을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비
(pp.45~55)
적 비율, 국가생물종 목
율, 총 육지면적 중 산림면적 비율, 산녹색보
록회수, 생태계서비스
호지수, 국가 산림경영 지표 확장, 총 토지면
평가·관리(p.52)
적 중 황폐화된 토지 비율 등(pp.28~29)

･ 생태가치를 높이는 자 ･ 건강한 국토 환경 – 고 ･ 11. 포용적이며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도시
와 주거지 조성 – 도시, 도시근교 및 농촌지
연자원 관리 – 한반도
품질 환경서비스 확보
역 간 경제, 사회, 환경적 연계를 지원하기
- 도시 생태공간 확충,
생태용량 확충 – 한반
위하여 국토 및 도시계획을 강화한다(p.22)
사전예방적 국토환경
도 생태네트워크 연결
관리(pp.39~42)
* 관련 K-SDGs 지표: 도시·군기본계획에
2. 체계적인 국
성 강화(pp.57~58)
토공간 관리 ･ 생태가치를 높이는 자 * 관련 성과지표: 국토 시·군 환경보전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한 지
및 생태적 연
연자원 관리 – 사전예 계획평가 실적, 산림지 자체 수(p.22)
계
방적 국토환경 관리 강 역 비율 등(pp.39~42) ･ 15. 육상생태계 보전 – 개발사업 등 인간활
동으로 단절된 생태축의 복원과 생태네트워
화 – 환경을 고려한 국 ･ 건강한 국토 환경 – 생
태계서비스의 가치 확
크의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한다(p.29)
토공간관리 강화 등
대 – 육상 및 담수 생태 * 관련 K-SDGs 지표: 백두대간 등 산림복원
(pp.69~70)
계 보전(pp.45~47)
면적, 도심/생활권 복원(p.29)
* 관련 주요지표: 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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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리
사항1)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제3차 지속가능발전
(2016~2035)2)
기본계획(2016~2035)3)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변경계획 및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2018)4)

태계 연결성(생태하천
복원율)(p.52)
･ 고품질 환경서비스 제
공 – 미래형 도시환경
서비스 강화 – 친환경
적 도시 재생 등
(pp.79~81)
* 관련 성과지표: 핵심생
･ 고품질 환경서비스 제 태축 복원율, 생태하천
공 – 친환경 농산어촌 복원 구간(pp.45~47)
조성 – 환경친화적 농
업·수산·산림자원 관
리 등(pp.82~84)
* 관련 주요지표: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면적
(p.71)

3. 에너지 절약
형 공간구조
개편 및 신·
재생에너지
의 사용 확대

･ 창의적 저탄소 순환경
제의 정착 – 자원순환
경제 고도화 – 재생에
너지 사용 극대화를 위
한 폐자원 에너지화 대
책
추진
(pp.121-122)
* 관련 주요지표 : -

･ 포용적 혁신 경제 – 지
속가능하고 안전한 에
너지체계 구축 – 에너
지 수요관리 강화, 신
재생에너지 보급 확
대,(pp.126~130)
* 관련 성과지표 : 에너
지 원단위, 농업기반시
설 신재생에너지 발전
소 건설규모, 해양에너
지발전설비, 신재생에너
지공급비중, 친환경에
너지 타운 조성 등
(pp.126~130)

･ 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 국가
에너지원에서 청정에너지 발전을 증대한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킨
다 등(p.17)
* 관련 K-SDGs 지표: 재생에너지 발전 비
중, 1차 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 국가
에너지효율 지표, 건물에너지효율 지표 등
(p.17)
･ 11. 포용적이며 안전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 안전하고 부담 가능한 가격의 교통시스템
을 제공하고 취약계층을 고려한 대중교통을
확대한다, 도시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며 주거지에 대한 통합적 계획 및 관
리 역량을 강화한다(p.21)
* 관련 K-SDGs 지표: 대중교통 수단분담
률, 녹색교통 활성화 비율, 시가화구역 내
이용토지면적 비율(p.21)

･ 고품질 환경서비스 제 ・건강한 국토 환경 - 깨
공 – 지역별 특성을 고 끗한 물 이용 보장과 효 ･ 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 모두를 위한
안전한 식수를 공평하게 공급한다, 물공급
려한 환경서비스 제공 율적 관리 – 안전한 식
취약지역을 포함한 거주지역에 관계 없이 충
– 생활밀착형 환경서비 수에 대한 접근성 보장,
분하고 공평한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4. 깨끗한 물
스 강화 - 상수도 음용 상수원 수질개선 대책,
물순환 체계 강화
수질오염총량제를 통한 통합적 수질관리를
확보와 물 부
률 제고(p.77)
이행한다 등(pp.15~16)
족에 대비한 * 관련 주요지표 : 깨끗 (pp.56~63)
대응
한 물 확보, 물공급 안 * 관련 성과지표 : 농어 * 관련 K-SDGs 지표: 전국상수도보급률,
촌 상수도 보급률, 물공 수질등급달성률, 물공급 안전율, 목표수질
정지수(p.71)
･ 건강위해 환경요인의 급 안정률, 고도정수처 달성률, 생태하천 복원률, 수질 ‘좋음’ 등급
획기적 저감 – 물환경 리 시설 비율, 감시물질 비율 등(pp.15~16)
위해관리체계 강화 – 지정 항목, 수질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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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리
사항1)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제3차 지속가능발전
(2016~2035)2)
기본계획(2016~2035)3)
물환경 기준 선진화,
수질 유해물질 환경
배출 최소화, 녹조 저
감 및 발생 최소화로
공공수역 안전 확보
(pp.93~94)
* 관련 주요지표 : 수질
오염지표(사람의 건강
보호항목 확대(p.85)
・건강위해 환경요인의
획기적 저감 – 토양 및
지하수 위해관리체계 강
화 – 오염부지 조기 정
화를 위한 기반 강화,
토양오염정화 완료부지
사후관리 강화, 지하수
수질 보전 및 정화 활성
화, 지하수 정화 활성화
를 위한 제도 구축
(pp.95~96)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변경계획 및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2018)4)

달성, 하수처리수 재이
용률(pp.56~63)

･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 유해화학물질,
대기, 물, 토양오염으로 인한 사망·질병 감
･ 건강위해 환경요인의
소(p.9)
획기적 저감 – 대기위 ・건강한 국토 환경 - 고
해물질관리 강화 – 초 품질 환경서비스 확보 – * 관련 K-SDGs 지표: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5. 대기질 개선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깨끗한 대기질 확보 (p.9)
･ 11. 포용적이며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도시
을 위한 대기
위험 최소화, 실내공 (pp.35~38)
와 주거지 환경 – 대기질 및 폐기물 관리
오염물질 감축
기질 개선(pp.91~92) * 관련 성과지표 : 초미
등 도시가 가지는 부정적 환경영향 감소
* 관련 주요지표 : PM2.5 세먼지 환경기준(연평
(p.22)
환경기준(WHO 목표 균 ㎍/㎥) (p.38)
* 관련 K-SDGs 지표: 미세먼지 나쁨일수
3단계까지 강화(p.85)
등(p.22)
･ 미래 환경위험 대응능
력 강화 – 기후변화 위 ･ 글로벌 책임 국가 – 기
･ 13. 기후변화 대응 –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
험관리 및 신(新)기회
후변화에 대한 능동적
되는 위험을 감소시키고, 자연재해에 대한
창출 현실화 – 기후변
대응 – 신기후체계 효
회복 및 적응능력 강화. 기후변화에 대한 조
화 위험평가를 위한 통
과적 대응, 부문별 온
치계획을 국가 및 지방정책에 반영. 지구의
합 정보기반 구축, 기
실가스 감축 강화
6. 기후변화에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에 비하여 2℃
후변화 안심을 위한 기
(pp.138~143)
대응하는 온
보다 아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
후 돌봄 체계 구축, 자 * 관련 성과지표 : 일인
실가스 감축
을 1.5℃까지 제한토록 노력. 등(p.25)
연재해에 안전한 공간 당 온실가스 배출량
* 관련 K-SDGs 지표: 기후변화 적응능력
환경 조성, 기후변화 적 (tCO2eq/인),
실질
대표지표 개선율(%), 산업계·지자체 적응대
응 산업을 신성장동력으 GDP 대비 온실가스 배
칙 수립·이행 지원건수(건), 국가 온실가스
로 활용(pp.104~107) 출량(tCO2eq/10억
배출량(MtCO2) 등(p.25)
* 관련 주요지표 : 기후 원, 10년 기준)(p.133)
변화적응관련 생산(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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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리
사항1)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제3차 지속가능발전
(2016~2035)2)
기본계획(2016~2035)3)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변경계획 및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2018)4)

대비)(p.100)
･ 창의적 저탄소 순환경
제의 정착 – 시장 메커
니즘을 활용한 온실가
스 감축 – 온실가스 감
축목표(BAU △37%)
관리체계 마련, 배출권
거래제의 조기 안착
(pp.119~120)
* 관련 주요지표 : 온실
가스배출량(p.114)

･ 창의적 저탄소 순환경
제의 정착 – 자원순환
경제 고도화 – 재활
용・에너지 회수를 통
7. 폐기물 배출
한 폐기물의 가치 극대
량 감축 및
화, 직매립 제로화 기
자원순환율
반 구축(pp.121~122)
제고
* 관련 주요지표 : 재활용
률(재활용량/국내 폐기
물 발생량), 폐기물 매
립률(p.114)

･ 건강한 국토 환경 – 고
품질 환경서비스 확보
– 오염물질 관리 체계
･ 11. 포용적이며 안전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선진화 – 폐기물 수
– 대기질 및 폐기물 관리 등 도시가 가지는
거・처리시스템 개선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감소시킨다(p.22)
(p.44)
* 관련 K-SDGs 지표: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 관련 성과지표 : 폐기
발생량(p.22)
물 매립률(p.44)
･ 12.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증진 – 폐기물의
･ 포용적 혁신 경제 – 친
원천예방과 감량, 재사용과 재활용을 통해
환경 순환경제 정착 –
폐기물 발생을 감소한다(p.24)
재사용-재활용 확대를
* 관련 K-SDGs 지표: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통한 자원순환 촉진
률, 사업장폐기물의 재활용률(p.24)
(pp.113~116)
* 관련 성과지표 : 재활
용률(p.116)

주: 1)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2018, 제8조(국가계획의 통합관리 사항).
2) 관계부처 합동, 2016,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3) 관계부처 합동, 2016,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4) 환경부 보도자료. 2018.12.24, 2018,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이정표,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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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관련내용 간 관계로 분석한 국토계획-환경보전계
획 통합관리 사항의 국토계획과 관련성
통합관리
사항1)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관련내용 종합2)

국토계획과 관련성

비고

･ 자연생태계 훼손지역 복원은 국제적 관
･ 국토종합계획 수립지침에 훼손지 복원
1. 자연생태
심사항
･ 토지이용계획
을 언급하고 있으나 시도환경보전계획,
계의 관리· - 우리나라는 훼손지 복원이 산림청 등을
에서 자연생
시군구 환경보전계획 등에서 정확한 복
보전 및 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태계 복원 대
원대상과 복원 물량을 특정하지 않아,
손된 자연 ･ 매립 등으로 인하여 연안 또는 해양지역
상지 고려 필
국토부가 받아서 활용하기는 어려움이
생태계 복원
의 훼손이 심각하며, 제때 복원일 이뤄
요
있음
지고 있지않음
･ 토지이용계획,
특히 개발가
･ 백두대간, 접경지역, 도서연안 등 특정
용지 분석에
지역을 중심으로 계획의 특수성 반영
서 생태축 고
려 필요
･ 국토도시계획 등 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
･ 녹지축과 통
환경영향평가시 생태축 적용
합방안 모색
필요

2. 체계적인
국토공간
･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연결성 강화
관리 및 생
태적 연계

･ 개발사업 시
･ 에너지 절약형 공간구조 개편은 도시
에너지 절약
차원의 공간계획과 관련된 문제로 국토
과 효율 제고
계획과의 관련성 높음
를 위한 계
･ 현재 관련법(지침)에서 도시개발 및 재
획기법 적용
생 시 압축개발, 대중교통 확대 등을 통
및 시설 설치
해 에너지 절약형 공간구조를 형성할
필요
것을 제시하고 있음
･ 에너지 정책
･ 한편,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국토계획과
에 근거하여
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낮음
신재생에너지
･ 종합계획(국토, 도, 시・군)에 신재생에
의 생산·보
너지의 수요·공급 및 시설 설치에 대한
급을 위한 시
내용이 포함되지만 유관 계획을 수용하
설 설치를 고
는 차원
려하여야 함

3. 에너지 절
약형 공간
구조 개편
및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 확대

･ (에너지 절약)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
상,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 (신재생에너지 확대) 청정에너지 발전
증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지속가능한 도시 공간구조) 대중교통
확대, 주거지의 통합적 계획
* 관련 주요지표 : 에너지 원단위,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1차 에너지 대비 재
생에너지 비중,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녹색교통 비율 등

4. 깨끗한 물
확보와 물
부족에 대
비한 대응

･ (식수 확보) 모두를 위한 안전한 식수를
공평하게 공급, 상수도 음용률 제고 ･ 물관리 정책 일원화에 따라 수질 및 수
량은 국토계획의 대상이 아님
･ 개발사업으로
･ (수질 확보) 물환경 기준 선진화, 상수
인한 수질 영
원 수질개선, 수질오염총량제를 통한 ･ 종합계획(국토, 도, 시・군)에서 상・
하수도 보급 및 관련시설 설치에 대한
향에 대한 계
통합적 수질관리 이행
･ (물부족 대비) 물순환 체계 강화, 지하
계획내용이 포함되지만 이는 유관 계획
획수립단계
수 수질 보전 및 정화 활성화
을 수용하는 차원
부터의 고려
* 관련 주요지표 : 전국 및 농어촌 상수 ･ 다만, 4대강 목표수질 달성 및 수질오염
를 강화하는
도 보급률, 물공급 안정률, 수질등급
총량제를 통한 통합적 수질관리는 도시
것이 바람직
달성률,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생태하
개발과 관련
천 복원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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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리
사항1)

5. 대기질 개
선을 위한
대기오염
물질 감축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관련내용 종합2)

국토계획과 관련성

비고

･ 미세먼지 지표 중심의 깨끗한 대기질 ･ 개발사업으로
관리를 위한 배출 저감계획은 국토계획
인한 대기질
･ (깨끗한 대기질) 대기질 관리 등 도시가
과 직접적인 관련성 미약
영향에 대한
가지는 부정적 환경영향 감소
･ 종합계획(국토, 도, 시・군)에서 도시의
계획수립단
* 관련 주요지표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급격한 성장과 외연적 확산에 따른 대
계부터의 통
미세먼지 나쁨 일수
기 등의 오염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합적 관리를
위한 계획내용이 포함되지만 저탄소 녹
고려하는 것
색성장 계획에 역점
이 바람직

･ (기후변화 대응)지구의 온도 상승을 산
･ 건물·교통·녹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변경계획) 및
업화 이전 수준에 비하여 1.5℃까지 제
지 등에서 도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가 기후변화 대
한하도록 노력
시의 그린인
응 중심의 정책목표 지표들로 치우쳐
6. 기후변화 ･ (기후변화 적응)기후변화로 인해 예상
프라·재해안
있어 국토계획과 직접적인 관련성 미약
에 대응하
되는 위험 감소 및 자연재해에 대한 회
전시설 확충
･ 종합계획(국토, 도, 시・군)에서 기후변
는 온실가
복 및 적응능력 강화
등을 통해서
화에 따른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스 감축
* 관련 주요지표 :온실가스배출량, 기후
대응·적응기
위한 공간계획내용이 포함되지만 이는
변화적응관련 생산, 기후변화 적응능력
법 확대·통합
기후변화 적응(방재·안전)을 위한 공간
대표지표 개선율, 산업계·지자체 적응
하는 것이 바
관리 강화에 역점
대칙 수립·이행 지원건수
람직

7. 폐기물 배
출량 감축
및 자원순
환율 제고

･ (폐기물 감소) 폐기물로 인한 도시가 가
･ 폐기물 및 자원순환률 관련사항은 국토 ･ 개발사업에서
지는 부정적인 환경영향 감소
계획과 직접적인 관련성 미약
자원순환률
･ (자원순환율 제고) 폐기물 수거・처리
･ 종합계획(국토, 도, 시・군)에서 폐기물
을 제고하는
시스템 개선, 재활용・에너지 회수, 직
발생, 처리 및 시설 입지에 대한 계획내
기법 적용 및
매립 제로화 기반 구축
용이 포함되지만 이는 유관 계획을 수
시설설치가
* 관련 주요지표 :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용하는 차원
필요
발생량, 재활용률, 폐기물 매립률

주: 1)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2018, 제8조(국가계획의 통합관리 사항).
2) 관계부처 합동, 2016,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관계부처 합동, 2016,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환경부 보도자료. 2018.12.24, 2018,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이정표,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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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 사항 관련 국토 및 환경제도
국가계획의
통합관리 사항

키워
드

국토제도
법

환경제도
계획

환경관련법

환경관련계획

보조금/
과징금

생태
복원

･ 국토기본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복원개념
포함)
･ 경관법

2. 체계적인 국토
공간 관리 및
생태적 연계

생태
축

･ 국토기본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생태축 고려)
･ 도시공원 및 녹
지에 관한 법률

3. 에너지 절약형
공간구조 개편
및 신·재생에
너지의 사용
확대

공간
구조

･ 국토의 계획 및
･ 저탄소녹색
･ 과징금/전
･ 기후변화대응종합
이용에 관한 법 ･ 도시기본계획
성장기본법
력산업기
계획
률(구체적 활용 ･ 도시관리계획 ･ 신재생에너
반기금(전
(20년/5년 정비)
내용 부재)
지법
기법)

1. 자연생태계의
관리·보전 및
훼손된 자연
생태계 복원

4. 깨끗한 물 확
수자원
보와 물 부족
확보
에 대비한 대응

-

･
･
･
･

･
･
･
･
･

･ 국가환경종합계획
국토종합계획
･ 환경정책기 ･ 시도환경보전계획
도종합계획,
본법
･ 시·군·구환경보전 ･ 생 태 계 보
도시기본계획
･ 자연환경보
계획
전 협력금
경관정책기본
전법
･ 자연환경기본계획
계획
(10년)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 환경정책기
도시기본계획
본법
도시관리계획 ･ 자연환경보
공원녹지기본
전법
계획

-

･ 국가환경종합계획
･ 시도환경보전계획
･ 시·군·구환경보전 ･ 생 태 계 보
계획
전 협력금
･ 자연환경기본계획
(10년)

･ 수질환경보 ･ 물환경관리
전법
기본계획(10년)

･ 오염총량
초과 과징
금

5.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
물질 감축

미세
먼지

･ 국토의 계획 및 ･ 도시기본계획 ･ 대기환경보 ･ 대기환경개선종합
･ 배출부과금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관리계획
전법
계획

6. 기후변화에 대
응하는 온실가
스 감축

녹색
교통
녹색
주거

･ 도시기본계획
･ 기후변화대응 종합
･ 국토의 계획 및 ･ 도시관리계획 ･ 저탄소녹색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 대도시권 광
성장 기본법
(20년/5년 정비)* *
역교통계획

7. 폐기물 배출량
감축 및 자원
순환율 제고

자원
순환

･ 건설산업기본법

-

･ 녹색기술·
녹색산업에
대한 보조
금(신용보
증기금법)

･ 자원순환기
･ 폐기물처
본 법 ( 건 설 ･ 자원순환기본계획
분부담금
폐기물)

8. 그 밖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토 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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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관리의 공통아젠더 설정 및 대응 전략 수립
1) 국가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한 공통아젠더 및 대응 전략2)
□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의 통합관리 논의
￮ 2019년 현재 국가계획을 대상으로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를 처음으
로 시도하고 있으며, 통합관리를 위해 다음의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함
- 국가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기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제5
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에 맞춰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3)
을 수립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양 계획의 시기적 정합성 확보
- 또한, 양 국가계획의 통합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2018년 10월부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계획수립협의회(통합관리 정책협력체
계)와 과장급을 대상으로 한 실무협의체, 실무 TF(국토교통부, 환경부, 국토연
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참여)를 구성·운영
그림 5-1 | 국가계획수립협의회 운영 체계
(공동의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 · 환경부 차관
실무협의체

실무 TF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
국가계획 담당 부서장(과장급)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
국가계획 담당자(사무관급), 연구진 등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공공

자료: 국토교통부·환경부. 2019. 2020-2040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방안. p.2 하단 그림.

2) 국토교통부·환경부, 2019, 2020-2040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방안.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함.
3) 그동안 제1차 국가환경종합계획(‘87~’01), 제2차 국가환경종합계획(‘96~’05), 제3차 국가환경종합계획
(‘06~’15),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16~’35) 계획 수립.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를 시행하면서 제5
차 국토종합계획(‘20~’40)에 맞춰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20~’40)을 수립할 예정이었으나, 계획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 명칭을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40)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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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환경 분야의 여건 변화 및 미래 전망을 공유하여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
종합계획의 2040년 비전과 목표 및 국토환경공간의 미래상을 논의·제시하고, 이
를 달성하기 위한 통합관리 추진 전략을 마련하여 각 계획에 반영
￮ 2018년에 발족한 국가계획수립협의회에서는 국토-환경 관련 여건 변화 및 미래
전망을 논의하고, 통합관리를 고려한 계획 비전과 목표를 설정함
- 국가계획수립협의회에서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에서
공통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는 여건 변화를 ‘인구감소’, ‘저성장’, ‘기후변화’로
정하였으며, 이 외에도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기술혁신’,
‘남북교류 및 국제협력’을 주요하게 다루기로 함
- 국토종합계획의 비전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 국가환경종합계
획의 비전은 ‘자연과 더불어, 안전하게, 모두가 누리는 환경행복’으로 결정됨
- 이러한 비전에 따라 각 계획에서는 ‘더불어 살기좋은 균형국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국토, 편리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 국토’, ‘풍요롭고 조화로운 자연과
사람, 환경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심사회, 국격에 걸맞는 지속가능 환경’이라
는 목표를 설정하였음
표 5-6 | 국가계획수립협의회에서 제시한 국토-환경 주요 여건 변화
여건 변화

주요 대응 문제

인구구조

∙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2028년을 기점으로 인구감소가 현실화될 것임
∙ 수도권과 대도시로 인구 집중, 지방도시 인구 감소

기후변화

∙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훼손 가속화, 불확실성 증대
∙ 홍수 등 복합 재난 및 재해가 증가하고 물적 피해 증가 예상

저성장

∙ 국내 경제 성장 잠재력 둔화 및 세계 경제 하향세 등 대·내외적 여건의 불확실성 증대
∙ 인프라 노후화 및 쇠퇴 가속화, 지역 간 생활서비스 격차 확대

기술혁신

∙ IoT, AI 등 첨단기술의 발달로 주거, 이동, 경제활동 등 국토 및 생활공간의 지능화
∙ 환경분야 신산업 대두, 산업 입지 방식 변화

남북교류
및 국제협력

∙ 남북교류와 초국경적 협력 증대 및 월경성 환경문제 대두
∙ 다자 간, 양자 간 환경문제 공동대응의 필요 증대

자료: 국토교통부·환경부. 2019. 2020-2040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방안. p.3-4 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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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차원의 공통아젠더 및 대응 전략 수립
￮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 및 통합관리 추진을 위해 구
성된 국가계획수립협의회에서는 국토와 환경 분야의 여건 변화와 미래 전망을 분
석하여 두 계획의 통합관리 공통아젠더를 설정하고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음
- 분석 결과에 따라 선정된 5가지 공통아젠더는 ‘인구감소’, ‘국토환경 연결성’,
‘기후변화’, ‘첨단기술’, ‘남북 및 국제 협력’임
￮ 나아가 국가계획수립협의회에서는 통합관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공통아젠더
와 관련하여 양 계획에서 공동으로 추구하여야 하는 5대 전략(안)을 제시
- ①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한 국토공간 구조 개편, ② 국토환경의 연결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국토관리, ③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국토환경 조성, ④ 첨단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국토-환경 공간 구현, ⑤ 남북 협력과 국제 협력을 통한
글로벌 위상 제고, 이 5가지 전략을 기반으로 통합관리를 추진할 계획
그림 5-2 | 2040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 비전 및 목표, 5대 전략

자료: 국토교통부·환경부. 2019. 2020-2040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방안. p.4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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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 국토-환경 통합관리 전략(안)의 주요 내용
세부 이행 전략
제5차
제5차
국토종합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5대 전략

기본방향

주요 전략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한
국토공간 구조
개편

① 국토 및 도시 적정
개발과 체계적 관리
② 집약적 도시공간구
조로 개편
③ 재생과 복원을 통한
쇠퇴지역 활력 제고
④ 오염·방치 공간의 친
환경적인 활용 강화

∙ 스마트 축소 추진
∙ 친환경적 관리 도모
∙ 쇠퇴지역 재생, 과소
지역 활력 강화

∙ 도시공간 재구조화
∙ 복합개발 유도와 난
개발 방지
∙ 오염공간 복원
∙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조성

∙ 도시 자연공간 확대
∙ 환경질 관리 강화 및
생태환경 복원
∙ 친환경적 공간관리
∙ 농어촌 휴양치유마을
확대

국토환경의
연결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국토관리

① 국토생태축과 도시
자연공간의 연계 강화
② 생태공간 확충을 위한
도시·환경계획 강화
③ 국토자원의 친환경
적 활용성 제고

∙ 국토생태축 강화
∙ 국토자원 가치 증진
∙ 생태공간 기능 강화

∙ 국토생태축 보전·복구
∙ 도시 녹색인프라 확충
∙ 생태축 연계 강화
∙ 다양하고 특색있는
국토·도시공간

∙ 국토생태축 설정
∙ 광역-도시 생태네트
워크 구축
∙ 생태계서비스 활성화
가능 지역에 대한 정
책지원 강화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국토환경 조성

① 저탄소 국토공간 조
성을 위한 기반 확충
② 안전하고 회복력 높
은 국토대응체계 강화
③ 지역 특성에 맞는 기
후위험 관리체계 구축

∙ 저탄소사회 전환
∙ 국토회복력 강화
∙ 기후변화 적응 기반
확보

∙ 제로에너지빌딩 등
친환경 건축·도시공
간 구축
∙ 수소도시, 친환경 교
통수단 개발 등 신재
생에너지 활용 확대
∙ 도시 바람길 조성

∙ 온실가스 감축목료
이행관리
∙ 탈내연기관, 친환경
차 보급 확대
∙ 미세먼지 배출원 규
명 및 관리
∙ 기후변화 취약 지역
정책지원 강화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국토-환경 공간
구현

① 스마트 그린인프라
확충
② 친환경 신산업 공간
조성
③ 신재생에너지 시설
의 확산 기반 구축
④ 친환경 지능형 교통
인프라 확충

∙ 스마트 그린인프라
보급·향상
∙ 신산업 기반 조성
∙ 환경친화적 미래기술
개발

∙ 친환경 사람 중심 스
마트시티
∙ 산업단지 친환경 스
마트화
∙ 수소·전기차 등 친환
경 수송수단 보급 확대

∙ 스마트 환경도시 기
반 구축
∙ 스마트 빌리지, 스마
트 팜 보급
∙ 미래대응형 유망환경
기술 개발
∙ 환경분야 창업·벤처·
중소기업 육성

남북 협력과
국제 협력을
통한 글로벌
위상 제고

① 지속가능발전을 고
려한 단계적 이행
② 한반도 신경제 구상
의 이행
③ 환경분야 동북아 협
력 확대
④ 환경분야 국제협력의
선도국가 위상확립

∙ 남북협력을 통한 생
태축 연결·복원
∙ 환경문제 대응을 위
한 국제협력 강화

∙ 환경분야 남북협력 강화
∙ DMZ 등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현
∙ UN SDGs 이행 및 지구환경보전 실천 프로그램
참여 확대
∙ 신기후변화체제 선도

자료: 국토교통부·환경부. 2019. 2020-2040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방안. p. 6-10 내용을 요약·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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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전략 중 1-3번의 경우 7개 통합관리 사항 중 ‘자연생태계의 관리·보전 및 훼
손된 자연생태계 복원’, ‘체계적인 국토공간 관리 및 생태적 연계’, ‘에너지 절약
형 공간구조 개편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확대’와 연결된 내용임, 즉, 국가 차
원의 통합관리에서도 이 세 가지를 가장 주요한 과제로 인식함을 알 수 있음
￮ 한편, 협의회에서는 통합관리 추진 전략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평가·관
리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점검 및 평가, 정책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 현재는 국토교통부 주관 국토모니터링과 환경부 주관 국가환경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되, 모니터링 지표는 통합관리 전략 이행 평가가
가능하도록 공동 발굴하는 것으로 제안한 상황임

그림 5-3 |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 이행관리 체계(안)

자료: 국토교통부·환경부. 2019. 2020-2040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방안. p.11 하단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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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군 계획의 공통아젠더 및 대응방안
□ 시·군 계획 통합관리의 공통아젠더 발굴
￮ 도종합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환경보전계획 등 지자체 계획에서 국토와 환경의 통
합관리 방향, 통합관리 사항의 국토계획과 관계 등을 종합하여 통합관리를 위한
공통아젠더를 설정하고, 국토 및 도시정책적 대응방안을 도출함
￮ 지자체 계획에서 공통아젠더를 설정하기 위하여 공동훈령 상의 통합관리 항목과
도시기본계획의 부문간 상호관계를 분석·비교하였음
- (현황자료) 지역특성과 현황부문에서 공동훈령을 따르고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
여 환경 부문 자료의 활용이 필수적임
- (토지이용) 도시적 토지이용으로 인하여 생태계 훼손, 생태축 단절 등의 영향이
나타나며 주거, 상업, 산업용지의 과도한 개발은 온실가스 배출 등에도 영향을
미침
- (기반시설) 도로, 철도 등 선적 시설들은 대규모 토목사업을 동반하며 양호한
생태계의 훼손 및 생태축 단절을 동반하고, 항만, 공항 등의 시설은 대규모 면적
개발로 지역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게 됨
￮ 통합관리 항목 중 자연생태계 보전과 생태축 연결 및 복원은 도시기본계획의 부문
별 계획과 매우 밀접하며, 이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따라 이들 항목이 영향을
받으므로 계획 수립시 자연생태계와 생태축을 충분하게 고려하여야 함을 의미
- 생태복원 및 생태축은 도시의 개발과 정비를 수행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 부문
대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에너지절약형 공간구조는 개발축, 토지이용, 기반시설 등과 관련됨
- 공간구조, 대기질, 온실가스 감축도 도시기본계획, 특히 공간구조 설정, 토지이
용, 기반시설계획과 밀접함
- 반면에, 수질 및 수량과 폐기물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성이 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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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 통합관리 훈령과 도시기본계획의 영향관계 비교

자료: 저자 작성.

￮ 지자체 계획은 국가 계획에 비해 구득 및 활용 가능한 자료, 국토환경적 이슈 등이
다양하므로 이를 충분하게 고려한 공통아젠더 및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
- 또한, 지자체 계획은 국토-환경 간 가장 큰 경합이자 이슈인 토지이용과 직결되
므로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이 가능한 통합관리가 구체화되어야 함
￮ 이를 종합하여, 지자체 계획에서 통합관리의 공통아젠더로 개발가능지와 보전지역
설정, 생태축 연계 및 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확충, 지역환경이슈 대응을 도출하였음
- 개발가능지와 보전지역 설정은 통합관리 항목 중 자연생태계 관리 및 보전, 체계
적인 국토공간 관리, 에너지절약형 공간구조 개편, 온실가스 감축 등과 밀접함
- 생태축 연계 및 복원은 생태계 연계, 자연생태계 복원, 에너지절약형 공간구조
개편, 대기오염물질 감축 등과 밀접함
- 도시공원 및 녹지 확충은 생태계 연계, 온실가스 감축, 대기오염물질 감축 등과
밀접함
- 지역환경이슈 대응은 악취, 소음, 수질 오염, 녹지 부족 등 지역마다 다양한 환경문제에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이 맞춤형으로 대응하여야 하므로 공통아젠더로 설정
￮ 지자체 차원의 통합관리는 상대적으로 선언적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국가계획의 통
합관리에 비하여 도시계획과 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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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차원의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 내용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통아
젠더 설정 외에, 공통아젠더를 인식, 분석하고 해법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
토-환경 데이터 공동 구축 및 활용이 필요함

3. 데이터 기반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1) 개요
￮ 통합관리를 위한 아젠더에 맞춰 공동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되도록 기반 조성 필요
- 이를 위해서는 토지관리정보 관련 시스템과 환경관리정보 관련 시스템의 연동과
연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통합시스템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할 필요
그림 5-5 | 데이터 공동구축 및 공동활용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상) 및 도시기본계획과 공간환경계획의
연계가능 분야(하)

자료: 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0. 환경정보체계에 기반한 공간환경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마련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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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시스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공동구축 활성화 선행이 중요
- 아젠다와 목표 달성을 위해 공동으로 설정해야 할 지표 요구
- 현재의 공간자료 구축 현황을 평가하고 공동으로 구축하고 활용할 데이터 검토 필요

2) 지표 및 데이터의 정비
￮ 아젠더(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 구축된 데이터의 활용성 평가 및 개선
- 기존의 도시개발 및 국토환경보전 목적으로 구축된 데이터는 개별 목적 달성에는
적합하나 국토계획-환경계획 통합을 위해 요구되는 절충·조정 기능 부족
- 공간환경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검토된 공간정보 분석
결과에서도 도출된 아젠다와 목표와 관련하여 관련성은 있으나 바로 활용하기 어려움
- 즉, 데이터의 공동 구축 및 활용을 위한 기반 강화, 지역환경이슈에 대응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표 및 데이터 구축, 공간 및 환경데이터의 유용성 및 활용성
평가 등 필요
￮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을 위한 지표와 데이터 활용체계 확립
- 국가 지족가능발전목표(K-SDGs)의 이행이 요구되는 대응지표를 통합지표로 바
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국토계획-환경계획 통합목표 및 대응하는 지표를 설정하
고 연계되는 데이터 확립 요구
- 국토계획-환경계획 통합을 목적으로 공간관리 방향이 합의되고 조정된 지표와
데이터가 이용될 수 있도록 선정 및 이용적 기반(공동구축 및 공동활용 합의)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과정 선행
표 5-8 | 생태축·복원 관련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지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6-6) 생태하천 복원율
(8-3)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성장으로 인한 환
경훼손을 억제
(11-7) 1인당 도시공원 면적, 공원시설 접근 용이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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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Gs 대응 지표
수생태계(습지, 강, 대수층, 호수)를 보호하고 복원
70.8% >> 지속확대
물질 발자국(통계 산출방법 개발)
국내 자원소비량(백만톤) 663(’16)>>684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K-SDGs 대응 지표

(14-1) 육상과 해상의 오염물질로부터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

수질평가지수값을 이용한 생태기반 해역별 해수수질 기준
달성률
해양쓰레기 수거량(톤)

(14-2) 바다의 생태환경과 수산자원의 서식처를 적극적
으로 관리

바다숲 조성 누적 면적: 바다녹화
갯벌 복원면적: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중기 추진계획

(14-5) 해양보호구역 지정 개소수(개)

28(’17)>>39

육상 및 담수 생물다양성을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15-1 육상과 내륙담수의 생태계 다양화를 위해 보전과
지역의 비율(%)
복원 활동을 활성화한다
총 육지면적 중 산림면적 비율(%)
(신규) 산녹색보호지수
(15-2) 산림파괴 중단, 황폐화 된 산림복원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강화

국가 산림경영 지표 확장(건)

(15-3) 가뭄, 홍수, 개발 등으로 황폐화된 토지를 복원하
기 위해 노력

총 토지면적 중 황폐화된 토지비율

(11-8) 도시, 도시근교 및 농촌지역간 경제, 사회 환경적
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 및 도시계획을 강화
(15-8) 개발사업 등 인간활동으로 단절된 생태축의 복원
과 생태네트워크 유지 관리를 위해 노력

백두대간 등 산림복원면적(ha) 315(’17)>> 700
도심/생활권 복원(ha) 150(’17)>>500

자료: 환경부 보도자료. 2018.12.24.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이정표,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3) 도시생태현황도의 구축과 활용
￮ 도시생태자연도(비오톱지도)와 관련한 (1) 법제도, (2) 조사방법, (3) 운영체계
를 개선하여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를 활성화
￮ 도시생태자연도 활용 관련 규정을 지방조례에서 마련하도록 상위법 개선
- 환경부에서 비오톱지도를 전국 지자체로 확대하기 위해 2004년 지침을 마련하여 2012
년까지 87개 시군구의 비오톱지도 작성을 지원했으나 대부분 활용이 저조
- 현재의 법제도는 비오톱지도 작성규정만 있고 활용규정은 활용 및 갱신 등 비오톱지
도의 활용이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4)
- 공동구축 및 공동활용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메타분석 체계를 통합시스템에 적용
￮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원활하도록 도시생태자연도(비오톱지도) 조사방법을 개선
- 중요한 지역에서의 생물종 보호를 위한 (1)선택적 도면화 방법과 (2)비오톱 조사
4) 비오톱지도 활성화, 법제도화 시급(Landscape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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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양한 계획적 활용성을 고려한 전체적 도면화 방법 중 선택 가능5)
- 서울시가 전체적 도면화 작업을 통해 생태자연도 등급을 정한 이후 지자체에서 이
방법을 차용하였으나 이 방법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재정적 부담이 가중
- 지자체가 공익을 위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중요·희귀·멸종위기 서식종을 정하
고 종 별 특성에 맞춰 조사범위를 정하고 관리하는 선택적 조사방법이 효과적
￮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운영체계 개선
- 공익을 위한 보전가치와 공익을 위한 이용가치의 경합이 있더라도 보전과 이용의
목적을 함께 달성하기 위한 도시생태현황도 운영체계가 부재
- 보전해야할 생물종의 장기적인 생존, 그리고 우수한 생태자원에 대한 상실감이
클 기존의 수혜자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고려하여 운영체계 개선
그림 5-6 | 도시생태현황도 운영체계 관련 이슈 사례

자료: 한국경제신문(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8101612631),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40118)

4) 국토의 계획 및 보전에 관한 통합데이터의 구축과 운영
￮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림청, 농림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태원, 산림과학원
등에서 구축되는 데이터 및 학술적으로 연구되고 있으나 활용성이 높을 데이터를
선정하고 공동구축 및 공동활용 추진
5) 국토연구원. 2003.9. 월간국토 263호. [e-interview] 하르트무트 켄네버그(Hartmut Kenneweg): 독일의 경관
계획과 비오톱 도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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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구축 대상 데이터는 및 공동활용 대상 기관의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구축·
활용과정에 대한 사전협의체계를 강화
- 공동구축 및 공동활용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메타분석 체계를 통합시스템에 적용
￮ 국가 R&D 등을 통해서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정하고 데이터 기반
에서 단기·중기·장기 로드맵을 작성하여 공동구축 및 공동활용 실천력 제고
￮ 국토계획-환경계획 추진을 위해서 요구되는 데이터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
록 유통체계를 강화화고 보안등급 재평가를 통해서 활용성 제고

표 5-9 | 공동구축 및 공동활용 검토 대상 데이터(안)
아젠다

보전/개발

공동구축·공동활용 검토 데이터(안)
생태자연도(1.0/2.0)

국립생태원

용도지역·지구·구역

국토교통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2.0

환경부

보전산지, 농업진흥지역(구역)/농업보호구역
도시생태자연현황도(비오톱지도)
보전적성 개발적성 경합지역 관리지도
백두대간 보호지역,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생태축

능선축·산줄기
개발축, 광역생태축, 녹지축

환경용량

지방자치단체(SI 등)
공동
산림청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공동

장기 미집행 시설

국토교통부

공원시설

국토교통부

공원·녹지 접근성 관리지도
지역환경이슈

산림청, 농림부

환경부(KEI)

보전축 보전축 경합지역 관리지도

일몰제·녹지

관리기관(연구기관)

지역환경이슈 관리지도
녹지자연도
환경용량 통합관리지도

공동
지방자치단체
환경부
공동

주: 지역환경이슈별 활용 고려(중복활용 가능), 지역환경이슈 및 환경용량 관련 데이터는 향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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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정책제언 및 결론

1. 법제도 개선방안
1) 국토계획 측면
□ 국토기본법 및 국토계획법 개선
￮ 국토기본법 개정(안) 마련
- 국토종합계획과 도종합계획의 계획 기간을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시·도 환경보전
계획과 일치시키고,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획
위계별로 수직적·수평적 고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명문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
-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시·도 및 시·군 환경보전계획
과 연계될 수 있도록 통합관리 의무를 명확히 제시하고, 국토-환경이 맞물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 비전과 부문별 내용을 작성함에 있어서 방향성을 맞추도
록 명시
- 통합관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 목록을 나열하고 해당 자료에 대해서
는 공유와 활용이 가능하며,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경우 요청할 수 있음
을 명시
- 또한, 각 지자체 차원에서 국토-환경 분야 관계자들로 구성된 계획수립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계획수립협의체와 실무협의체는 도시·군기본계
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동훈령에서 제시한 통합관리 사항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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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통합관리 이슈들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계획 내용을 조율하고 합의하여야 함
을 명문화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선
￮ 환경보전계획과의 통합관리를 고려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마련
- 지자체 환경보전계획과의 통합관리 추진을 위해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지침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며, 계획 수립 시 통합관리가 필요한 부문들에 대해서는 환경
보전계획에서 제시한 자료를 활용하고 관련된 계획 내용들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
- 실제적인 통합관리를 위해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와 여건 변화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국토-환경 통합관리 이슈를 선정하고, 공동훈령 상의 통합관리
사항과 지역별로 선정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계획 내용을 연계하여야 한다는 내용
을 제시
- 또한, 토지적성평가를 통한 개발가능지 분석, 생태축 설정, 공원·녹지계획 등
환경적 고려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 시 환경 관련 공간 자료(비오
톱 자료 등)를 충분히 활용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의
하여야 함을 언급

□ 국토계획평가체계 개선
￮ 국토계획평가체계의 평가 항목 보완
- 국토계획(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도시·군 기본계획)과 환경보전계획(국가
환경종합계획, 시·도 환경보전계획, 시·군 환경보전계획)의 연계 여부를 검토하
고, 계획 비교 시 내용상 상충되는 부분이 없도록 내용을 작성하였는지 검토할
수 있는 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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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보전계획 측면
□ 환경정책기본법 개선
￮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마련
- 먼저, 시·도 및 시·군환경보전계획의 경우 법정계획임에도 계획의 위상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지자체별 환경보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수립 후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현재 틀에서 벗어나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부합성을 검
토한 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지자체 단위의 최상위 환경계획으로서
의 위상을 갖도록 함
- 국가환경종합계획과 국토종합계획, 시·도 환경보전계획과 도종합계획, 시·군환
경보전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의 통합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며, 계획의 실효성
을 위해 계획 기간을 일치시키고 계획 비전이나 계획 내용의 방향성을 맞추도록
명시
- 또한, 통합관리를 위해 국토-환경 분야에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 목록
을 제시하고 해당 자료에 대해서는 공유와 활용이 가능하며, 그 외에도 계획 수
립을 위해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음을 언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과 마찬가지로 각 지자체별로 국토
-환경 분야 관계자들로 구성된 계획수립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환경
보전계획 수립 시 공동훈령에서 제시한 통합관리 사항과 그 외 지역별 통합관리
이슈를 고려하여 계획 내용을 서로 조율하고 합의하여야 한다는 내용 제시

□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 개선
￮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의 법제화 추진
-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수립 지침을 도시·군 기본계획 및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지침과 같이 법제화 하여 계획 위상을 동등한 수준으로 맞추고, 계획 수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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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지침상의 내용을 참고하여 계획안을 작성하도록 유도
￮ 도시·군기본계획과의 통합관리를 고려한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마련
- 현재 활용되는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수립 지침은 2007년에 작성된 것이므로
환경 여건 및 이슈 변화와 도시·군기본계획과의 통합관리를 고려한 전면적 개정
이 필요
- 도시·군 기본계획과의 통합관리 추진을 위해 지자체 환경보전계획 수립 지침에
통합관리 의무화 내용을 추가하며, 통합관리가 필요한 부문들에 대해서는 국토·
도시 관련 공간정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자료 및 내용을 고려하여야
함을 명시
-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와 환경 변화 분석 내용을 토대로 국토-환경 통합
관리 이슈를 선정하고, 공동훈령 상의 8가지 통합관리 사항과 지역별 통합관리
이슈들을 중심으로 계획 내용을 연계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언급
- 또한, 지역의 환경 변화를 전망할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인구 추정 및 생활권
계획 자료 등을 활용하도록 하며, 예정되어 있는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을 고려하
여 환경적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함을 명시

□ 환경보전계획 평가체계 도입
￮ 환경보전계획 평가체계 도입
- 현재는 환경보전계획(시·도 및 시·군·구 환경보전계획)의 내용이 적절한지를 평
가하는 제도가 부재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보전계획을
비롯한 환경 관련 계획의 내용을 타 계획에서 잘 반영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만 운영됨
- 환경보전계획과 국토계획의 연계 여부를 검토하고 두 계획을 비교하였을 때 계획
내용상 상충되는 부분이 없도록 적절히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판단하는 평가 제도
를 도입하여야 하며, 적절한 평가 항목을 선정함으로써 실효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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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수직적·수평적 연계 체계

자료: 저자 작성.

2. 연구의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 정책적 기대효과
- 이 연구는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한 공동훈령 시행에 대응하
고 국토정책 차원에서 세부과제를 도출하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있음
-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 통합관리의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고, 추진과제를 제도
연계 측면과 내용 연계 측면에서 제시함
￮ 학술적 기대효과
- 오랜 기간 동안 논의가 진행된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담론을 국토계획에 보다
심도있고 실천적으로 연계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기여점이 있음
-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정합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함의점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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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Planning Policy Agenda for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Territorial Plan and Environmental Plan
Donghan Kim, Seungman An, Daye Lee, Yongwoo Lee, Jiyoung Lim

Key words: Territorial Planning, Environmental Planning, Planning Integr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The Joint Order (2018)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as enacted for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National

Land Plan and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Plan, which were declared in 2016 and 2015 in the
Framework Act on the Basic Land and Environmental Policy, respectively.
Thus,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national land plan and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plan is necessary without conflicting land use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At the same time, it is also necessary to
find a detailed plan for promoting national land policy for integrated
management, such as the introduction of the total natural resource system.
To cope with this institutional changes, through preemptive and proactive
responses to domestic and foreign policy conditions, it is necessary to draw
up issues for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national land plan and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plan, to prepare concrete practical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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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o seek way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The main goals of this research are twofold. Firstly, it draws out detailed
tasks of national land policy and suggests strategies to maintain the land
environment in a sustainable manner through the land use and
conservation that harmonizes development and the environment. Secondly,
it tries to make the contribution to eco-friendly land use and the creation
of a sustainable land environment by presenting detailed implementation
plans for integrated management of national land plans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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