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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20세기 지구촌의 과제가 개발이었다면 새 천년의 화두는 단연코 환경을 중심
으로 한 개발과 보존의 조화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개발우
선 정책이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는 더 이상의 성장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존
층 파괴와 기후변화 등에 따른 범 지구적 환경위기로 우리의 생존조차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002년이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원칙과 지침을 선언한 리우회의가
10주년이 된다. 리우선언을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
와 이를 실천하는 전략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생태적 수용가능성,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간의 조화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 본 보고서의 주제인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은 자원의 보전과 효율적 이용,
환경오염의 예방 등을 통한 생태적 지속가능성의 제고를 의미한다. 따라서 환경
친화적 국토발전을 위한 실천전략의 모색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출발점이라
고 할 수 있다.
특히,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을 계기로 개발과 보전의 조화문제가 국토계
획의 핵심이슈로 등장함에 따라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시화호, 동강, 새만금의 사례에서 보듯이 아직까지 개발과 보전의
갈등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국토개발 과정에서 계속
하여 제기될 것이다. 이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한 개발과 환경이 통합
i

된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국토 의 창출에 대하여 총론적으로는 의견의 일치를 보
고 있지만, 국토개발의 실제에 있어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구체적인 전략의 제
시와 실천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토개발에 있어서 자원이용을 효
율화하고 생태계를 보전하며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을
위한 전략의 제시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전략의 모색에 있어서 학제간 협동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국토발전은 환경문제와 마찬가지로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종합적으로 접근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사회연구회에 소속된 국토연구원, 교통개발
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공동으로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전략에 관
한 연구를 수행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특히 연구를 통해 정리·소개된 외
국의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전략 사례는 우리 실정에 맞는 전략 발굴과 제도 개선
에 큰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무쪼록,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전략 및 시행방안이 국
토개발의 실제에 있어서 환경가치를 내부화하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여러 가지 제약조건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협동하여 성공적으로 마
무리한 국토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그리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공동
연구진과 연구보고서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주신 원내·외 전문가에게 감사를 드
린다.

2001년 12월
원장 이 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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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친화적 발전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활발한 반면에, 구체적인 전략의 제시 및 실천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실정이다. 우리의 경우도,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을 계기로 개발과 보전의
조화문제가 국토계획의 핵심이슈로 등장하고 환경친화적 계획 및 개발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이를 실천할 전략의 개발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을 위한 실천전략의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토지이용·교통체계·자원이용 등 국토개발의 현황과 문
제점 정리, 이에 근거한 환경친화적 국토발전과제의 설정, 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 및 시행방안의 종합적·체계적 제시, 환경선진국의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제
도 및 전략의 광범위한 수집·정리 및 도입가능성 검토,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전
략의 실천력 제고방안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친화적 발전 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구분하여 사
용하였으며 환경친화적 을 지속가능성의 생태적 측면으로 해석하여, 이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연구의 범위를 공간적 차원에서 전략 모색으로 한정
하여, 개별 시설물의 건축기법이나 기술발전 관련사항 등을 연구범위에서 제외
하였다. 연구는 주로 환경친화적 국토발전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를 공간
적 맥락에서 재해석하는 문헌연구와 환경선진국의 환경친화적 국토발전 관련제
도 및 전략을 소개하는 사례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보고서는 제1장 서론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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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의 개념(제2장), 국토개발의 현황과 문제점(제3장), 환경
친화적 국토발전을 위한 원칙과 과제(제4장), 외국의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제도
(제5장),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전략 및 시행방안(제6장), 실천력 제고방안(제7장)
등 총 7개 장으로 구성되었다. 부록에서는 외국에서 계획 또는 추진되고 있는 환
경친화적 국토발전전략의 사례를 본 연구에서 제시한 10개 전략별로 정리하였
다. 각 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친화적 발전의 개념에 대하여 정리하였
다. 국제회의 및 선언문 등을 통해 정립된 지속가능한 발전은 보전과 개발을 통
합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생태적 수용가능성·경
제적 효율성·사회적 형평성간의 조화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복합적이며 다차
원적인 개념으로 해석된다.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은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
한 국가발전을 위한 국토 공간구조의 형성, 지역경제기반의 강화,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의 조성 등에 있어서 환경가치가 내재화된 개발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은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 주택·도로·댐건설,
여가공간·관광지개발 등에 있어서 자원 및 에너지의 이용과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역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며,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예
방 내지 최소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환경친화적 발전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부
분요소로서 보전과 개발의 통합과 생태적 연결성의 유지를 지향한다. 이러한 의
미에서의 환경친화적 발전은 자원이용 및 생태계보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
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출발점이자 물질적 토대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제3장에서는 국토개발의 현황과 문제점을 토지이용, 교통, 자원보전과 이용 등
국토개발의 과정과 결과에서 나타나는 자원의 비효율적 이용, 자연생태계의 훼
손, 환경오염의 발생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우선, 우리의
국토이용체계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이분화되어 전 국토에 대한 계획적
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 그 결과 도시주변지역에서 경관·생태·기능상 난개
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시에, 택지개발사업이나 준농림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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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신규 도시개발이 전체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공간계획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자연생태계가 훼손되며 교통에너지가 과다하게 소비되는
비효율적인 도시권 공간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기사용된 토지자원에 대한
재활용이 미약하고, 농경지나 산림지 등 친환경적 토지가 도시적 용도로 전환되
는 기준이 모호하며, 토지이용계획에서 환경가치를 내재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
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교통부문에 있어서는 도로우선의 교통정책, 교통체계를
고려하지 않는 도시개발, 경제성장에 따른 개인교통수단 선호도 증가 등으로 자
동차 교통량과 수송부문 에너지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대기오염
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국토자연환경은 중요 생태자원의 훼손, 국토환경
정보체계 구축의 미흡, 국토개발에 따르는 자연생태계 보전과 이용간의 갈등심
화, 대기질·수질관리 및 폐기물처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부족과 입지확보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물·에너지 등 자원은 공급한계에도
불구하고 과다 또는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수자원은 수요관리정책
의 미흡, 저렴한 물값, 공급관련 기존시설 이용의 비효율성, 하천유역의 종합적
관리 미흡과 함께 하천의 친수기능 미약 등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제4장에서는 국토가 환경친화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원칙을 자연과 인간의 조
화(공존성), 장기적 측면의 개발(미래성), 다양한 비용과 편익의 산정(경제성), 광
역적 사고와 범지구적 환경 고려(광역성), 환경수용능력을 고려한 개발(수용성),
사전예방우선(예방성), 사회적 정의를 위한 환경정의 추구(형평성), 참여와 합의
의 존중(참여성) 등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원칙하에서 제3장에서 분석한 국토
개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과제로 토지이용의 효율화 및 체계화, 에너지 절
약적이고 환경오염이 적은 교통체계 구축, 자연환경의 보존·복원 및 생태계 연
결, 자원의 절약적·친환경적 이용과 관리,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및 적절한 처리
등 5개가 선정되었다.
제5장에서는 영국, 독일, 일본의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제도를 정리, 소개하였
다. 외국제도의 시사점은 첫째,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 수립과 지역적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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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의 수립주체는 환경이
나 개발관련 부처 중 어느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범부처적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수립된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은 모든 계획수립과 개발의 기본이념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실천하기 위하여 각 주체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적 차원에서 실천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지침
을 마련하거나, 다양한 시범사업, 선행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개발부처
와 환경부처 간의 역할분담이 외형적으로 명료하여 환경친화적 발전을 효율적으
로 추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환경부처는 대기질, 수
질 등 환경부문별로 접근하며, 개발부처는 공간적 차원에서 이를 종합하는 방식
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셋째, 개발과 보전 관련법들의 연계운용 내지 보완
을 통해 공간계획과 환경계획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공간
계획에서 환경가치의 내재화와 공간단위의 환경계획 수립이라는 쌍방향적 움직
임에 의해 강화되고 있다. 넷째,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의 내용에 있어서 인간정주
공간에 대한 고려가 크다는 점이다. 다섯째,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을 모니터링하
고 평가하는 동시에 계획의 목표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지표체계를 구축하였거나
구축 중이라는 점이다.
제6장에서는 국토개발과 현황과 문제점, 원칙과 과제를 종합하여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교통 및 자원이용을 위한 전략과 시행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10개의 전략과 전략별 시행방안은 다음의 <표>와 같다.
마지막 제7장에서는 제6장에서 제시한 전략과 시행방안의 실천력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법제도의 정비방안, 중점추진과제, 추진기반 강화방안이 제시되었다.
제도정비방안은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을 위해 개선이나 도입이 요구되는 법·계
획·지침·조사 등을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 등의 추진주체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중점추진과제는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을 위한 시행방안이나 제도정
비사항 중에서 계획 간 상호 연계를 통해 정책의 시너지효과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이나,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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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을 위한 전략 및 시행방안
부문

전략

시행방안

·개발가능지역 설정과 용도지역 개편
1. 개발가능지역의 계획적 관
·개발예정지역의 계획적 개발제도 정립
리체계 구축
·토지이용의 공공성 강화
·도시내부 토지이용 효율화
토지
이용 2. 자원절약형 공간구조 형성 ·도시특성을 고려한 토지재활용 강화
·분산적 집중형 도시권 공간구조 형성
3. 도시적 토지이용의 생태효 ·도시생태계 확충과 연결
율성 제고
·도시미기후를 개선하는 토지이용
4. 철도위주의 간선교통체계 ·전국 간선철도망 구축
구축
·도시철도망 확충
교통 5. 대중교통의 편의성 증진

6. 교통수요관리의 강화

·광역 대중교통수단 확충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
·교통수요의 원인 차단
·승용차의 도심통행 제한

7. 국토보전지대의 설정 및 통 ·국토자연환경 관리체계 구축
합적 관리
·국토환경정보체계 구축
·수자원의 효율적·절약적 이용
8. 수자원의 수요관리 강화와
·수자원의 친환경적 이용과 관리
친환경적 이용
·수자원의 합리적 관리체계 구축
자원
보전 9.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활
·생태관광 및 녹색관광 활성화
및
용하는 여가·관광개발 활
·주말여가공간으로의 접근성 제고
이용 성화
·사전예방적 수질관리
10. 지역 환경오염예방 및 처 ·녹색교통 활성화를 통한 대기오염예방
리체계의 구축
·환경기초시설의 확충과 협력적·보완적 이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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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중점추진과제로서 개발예정용지의 단계적 개발제도, 적정기반
시설 확보제도, 중소 및 농촌도시의 내부충진식 개발, 대도시의 녹지·공원창출
형 토지재활용, 도시녹지계획 수립, 광역 대중교통수단 확충, 국토환경정보체계
구축,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수립, 녹색교통수단 보급확대, 환경기초시설의 보완
적·협력적 이용, 수자원 수요관리 강화 등을 선정하였다.
이상에서 제시된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전략, 제도정비, 중점과제 등이 효율적
으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추진기반이 강화되어야 한다.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의
추진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토발전의 환경친화성을 측정하는 동시에 미래의 국
토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실천적 지침으로서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의 평가지표
개발과 객관적 평가체계의 구축도 요구된다. 둘째, 환경가치를 내부목적화하는
공간계획과 지역화된 환경계획이라는 쌍방향적인 노력을 통해 공간계획과 환경
계획 간의 정합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셋째,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하
여 현행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시행절차의 개선, 적용대상 범위의 확대 등을 통
해 전략환경평가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소규모로 다양한
시범사업을 기획하여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전략을 실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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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
서론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친화적 발전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활발한 반면에, 구체적인 전략의 제시 및 실천은 상대적으로 미약하
다. 우리의 경우도,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을 계기로 개발과 보전의 조화문
제가 국토계획의 핵심이슈로 등장함에 따라 환경친화적 개발 및 계획에 대한 이
론적 논의가 활발해져 이를 실천할 전략의 개발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특
히,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4대 기본목표의 하나로 제시한 개발과 환경이 통합
된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국토 를 창출함에 있어 환경친화적 발전은 필수불가결
하나, 국토개발의 실제에 있어서 이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
략과 시책은 현재 미흡한 실정이다.
물론, 환경친화적 국토발전과 관련하여 환경정책적 차원에서 다양한 전략이
강구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환경요소별 부문계획의 성격이 강하거나 사회·
경제시스템 전반에 대한 환경비전을 제시하고 있어 국토개발이나 공간계획에서
그대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토정책에서도 환경친화적 개발전략이 제시
되고는 있으나, 공간계획에 있어서 환경가치의 내부목적화, 환경친화적 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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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부문계획 상호간 정합성 유지 등은 아직도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할 때,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집행되는 21세기 초반에 우
리 국토가 환경친화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실천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국토의
앞날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환경친
화적 국토발전을 위한 전략을 토지이용, 교통, 자원보전 및 이용 부문으로 구분
하여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제시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국토정책과 환경정책
에서 다양하게 제시된 기존전략을 공간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선
진외국사례를 분석하여 이를 우리나라에서 실천가능한 전략으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제시되는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전략은, 국토발전이 토지
이용·산업입지·교통·여가공간 및 관광개발·자원개발 등과 관련한 부문정책
이나 사업의 총체적 결과로서 궁극적으로 개별 지역에서 구체화되기 때문에, 부
문별로 다양하여야 하며,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되
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연구범위 및 주요내용
지속가능한 발전 내지 환경친화적 발전 개념의 복합성과 추상성을 고려할 때
적정한 연구범위의 설정은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연구결과의 도출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연구범위는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의 개념적 측면과 내용적 측
면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실제 연구는 내용적 범위에 준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환경친화적 발전 과 지속가능한 발전 을 개념적으로 구
분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환경친화적 (발전) 은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 목표가
서로 조화롭게 추구될 때 달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구성하는
3대 요소의 하나인 생태적 측면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
적, 사회적 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전략은 주된 연구범위
에서 제외하였다.

i2i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의 개념정의에 따라 한정하되, 국토
정책과 환경정책의 중복부분을 통합하여 설정한다.「제4차 국토종합계획」(건설
교통부 2000)과「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생명공동체 구현을 위한 새천년 국
가환경비전 추진계획」(환경부 2001)에서 제시한 환경보전계획 내지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분야관련 세부전략의 중복부분은 토지이용, 주거, 도시생활환경, 환경오
염 예방 및 처리, 교통, 수자원, 자연생태계, 여가·관광 등이다(표 1-1 참조). 주거
및 도시생활환경은 토지이용과 일차적으로 관계가 있고, 수자원, 자연생태계, 여
가·관광은 자원보전 및 이용으로 통합할 수 있으며, 환경오염의 예방과 처리는
토지이용, 교통, 자원이용과 매우 밀접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내용적 범위
를 크게 토지이용, 교통, 자원보전 및 이용의 세 부문으로 설정하기로 한다. 이렇
게 설정된 세 부문은 연구수행의 기본적인 틀로서 활용되었다. 즉, 본 연구의 주
요내용인 국토개발의 현황과 문제점,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을 위한 과제 및 전략
이 모두 이렇게 구분된 연구범위에 따라 제시되었다.
물론,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은 매우 복잡한 상관관계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표
1-1>에서 제시한 중복부분 외에도, 환경가치에 대한 국민의식의 전환, 환경경제
적 차원의 환경정책 등과 관련된 전략의 제시도 중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주된 연구범위를 국토의 물리적 공간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에 있어서 기술적·공학적 측면에서의
계획·건설기법의 개선과 발전도 중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성격을 공간적 차
원에서 전략을 모색하는 연구로 한정하였으므로 연구범위에서 개별 시설물의 건
축기법이나, 기술발전 관련사항은 제외하였다.
이러한 연구범위 내에서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국토개발의 현황과 문제점을 토지이용, 교통, 자원보전과
이용 등 국토개발의 과정과 결과에서 나타나는 자원의 비효율적 이용, 자연생
태계의 훼손, 환경오염의 발생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둘째, 국토개발의 현황
과 문제점에 근거하여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을 위한 원칙과 과제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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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 연구의 내용적 범위
국토정책

환경정책

목
표

·균형국토, 녹색국토, 개방국토,
통일국토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생
명공동체

기
조
·
원
칙

· 개발과 환경의 통합 기조하에 지역
간 통합, 남북한 간 통합, 동북아
지역의 통합을 통한 21세기 통합국
토의 실현

·사후처리에서 사전예방중심으로 전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에 입각한 환경
행정
·환경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운영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공동노력

추
진
전
략
·
과
제

중
복
부
분
의
세
부
추
진
전
략

4iv

1. 개방형 통합국토 축 형성
2.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
3.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
4. 고속교통· 정보망 구축
5. 남북한 교류협력기 반 조성

본
과업의
연구
범위

1. 환경 윤리 정 착 및 환경교육 강화
2.
3.
4.
5.
6.
7.

경제 ·산업 녹색화
환경 친화적·계획 적 국토 관리
기초 생활환경 개선기반 확립
환경 과학기술 발전
지구 환경 보 전에 적 극 참여
녹색 정부체계 구현

·낙후지역의 신자원을 활용한 생
산·여가지대로 육성
·생태관광 활성화
·문화·관광기반의 체계적 확충
친 ·전방위 국토환경관리체계
·도시토지이용 생태효율성 제고
환
·자연환경보전 제도 정비
경 ·산·하천·연안을 연계한 생태 ·생태계 우수지역 보전대책
계 보전과 복원
적
·연안역 환경관리체계 강화
국
·환경오염
예방과
치유
·환경인프라
정비·확충
토
관 ·질서있는 토지이용·관리체계 ·국토환경관리기조 재정립
·농지 및 산림보전
리
구축으로 난개발 방지
·주거공동체 조성
·도시토지이용의 생태효율성 제
고
·쾌적한 도시생활환경 정비
·수자원의 유역권별 안정적 공급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및 자원
의 수요관리
기반 구축 및 수요관리
·대도시생활권 교통체계 구축
·도시토지이용 생태효율성 제고
·인간존중·환경중시 교통체계
·깨끗한 공기질 확보
·접경지역의 종합적 관리 및 환경 ·접경지역 환경보전대책
협력 강화
·백두대간 복원·관리대책

셋째, 환경친화적 국토발전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토지이용, 교통 및 자원이용전
략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전략의 다양화와 실천력 제고를 위하
여 환경선진국의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제도 및 전략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국내
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넷째,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전략과 시행방안의
실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법제도 정비 및 추진기반 강화방안을 제시하고,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한다. 특히, 외국의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제도 및 추진체계
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전략의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모색
한다.
이를 통하여 도출된 연구결과는 무엇보다도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기된
개발과 환경이 통합된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국토 창출, 특히 건강하고 쾌적한 국
토환경 조성을 위한 실천적 지침이자 추진전략으로서 뿐만 아니라, 환경정책과
국토정책 간 그리고 공간정책의 부문계획 간 연계방안으로서도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광범위하게 소개된 선진국의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전략 사례는 유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주로 문헌조사와 해외사례조사로 수행되었다. 우선, 토지이용, 교통,
자원보전과 이용 등의 분야에서 환경친화적 국토발전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
구를 정리하고, 이를 공간적 맥락에서 재해석하였다. 특히, 국토연구원, 교통개발
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의 공공연구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수행한
국토관리 및 개발에 관한 개별 연구성과를 최대한 정리하여 전략화하였다. 동시
에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정부기관의 환경친화적 발전에 대한 정책 및 지침을
참고하였다. 그 다음으로 해외사례연구를 통하여 영국, 독일, 일본 등 환경선진국
의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제도 및 추진체계와 국가적 차원에서의 기본전략을 소개
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전략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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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선진외국사례는 위의 3개국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하게 수집하여 소개하였다.
본 연구는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의 복합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접근하여 실천
전략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토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
원간의 공동연구로 진행되었다. 공동연구를 통해 각 연구원에서 기존의 수행한
연구성과를 상호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전략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실천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연구기관 간 환경친화적 국토
발전에 대한 이해 및 접근방법을 통일하고,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을 위한 기본전
략 및 부문별 전략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연구추진회의를 개
최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세미나를 개최하여 광
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에 반영하였다.

4. 연구구성 및 흐름
본 연구는 크게 7개의 장과 부록으로 구성된다(그림 1-1 참조). 제1장에서는 연
구필요성·목적·범위·내용·방법 등 전반적인 연구틀이 제시되었다. 제2장에
서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친화적 발전의 개념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제3장에
서는 국토개발의 현황과 문제점을 토지이용, 교통, 자원보전과 이용 등 국토개발
의 과정과 결과에서 나타나는 자원의 비효율적 이용, 자연생태계의 훼손, 환경오
염의 발생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을 위한
과제와 원칙을 설정하였다. 제5장에서는 영국, 독일, 일본의 환경친화적 국토발
전제도를 정리, 소개하였다. 제6장에서는 국토개발과 현황과 문제점, 원칙과 과
제를 종합하여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교통 및 자원이용을 위한 전략과 시행방안
을 제시하였다. 제7장에서는 제6장에서 제시한 전략과 시행방안의 실천력을 제
고하기 위한 각종 법제도의 정비방안, 중점추진과제, 추진기반 강화방안이 제시
되었다. 부록에서는 외국에서 계획·추진되고 있는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전략의
사례를 본 연구에서 제시한 10개의 전략별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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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의 개념

1. 지속가능한 발전
1) 개념의 대두 및 정의
환경파괴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며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인식이
심화되면서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을 조화시키려는 국제적 노력이 시작되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나오기에 이르렀다.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은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uman and Environment)에서 하나뿐인 지
구 라는 슬로건하에서 지구환경 보전문제를 세계 공통의 과제로 채택한 후, 1980
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회의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1992년 유엔환경개
발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리우 선언을 채택하여 전 세계적으로
공론화되었으며, 이것의 실천을 위한 의제 21이 채택됨으로써 지구환경보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었다. 이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모든 국제회의에서
기본이념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1987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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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현세대들이 미래세대
들의 생활에 필요한 기본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자신의 기본요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되었으며1), 이것이 현재 지속가능
성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개념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필요(needs)라는 개념으로 특히 약자에 대한 수요
를 강조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기술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한계(limitation)가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WCED
1987, 43).
1996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2차 유엔인간정주회의(Habitat Ⅱ)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세계 모든 도시, 마을, 지역사회를 건강하고 안전하고 공정
하며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은 인간
의 주거환경 개발에 있어 필수적이며, 생태계의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개발은 허
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1997년에는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유엔환경계획
(UNEP)의 역할과 위임을 논의한 나이로비 선언이 있었고, 2000년에는 스웨덴의
말뫼에서 공동선언문을 통해 지속불가능한 개발, 생물자원의 고갈, 가뭄과 사막
화, 무분별한 삼림훼손 및 인류보건과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의 위협 등에 대한
대책 수립이 시급함을 선포하였다.

2) 개념의 해석
국제회의 및 선언문 등을 통해 정립된 지속가능한 발전은 개발과 환경을 통합
하는 개념으로 정립되었다. 즉, 생태계와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
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구체적으로 보

1) Sustainable development is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WCED 1987,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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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개발의 통합, 인간욕구의 만족, 평등과 사회정의의 달성 , 사회적 자결과
문화적 다양성의 제공, 생태적 연계의 유지에 대응하는 전략과 도구의 집합으
로 이 각각은 자체적으로 목적이 되는 동시에 다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조건이
된다(World Conservation Strategy, 1990). 이러한 개념 해석에서는 세대 간 평등
을 비롯하여 세대 내 평등(사회적, 지리적, 행정적 평등을 포함), 자연환경보호(수
용능력 한계 내의 인간생활을 포함), 비재생자원 이용의 최소화, 경제활성화와
다양성, 지역사회의 자족성, 개인복지와 인간의 기본수요 충족 등이 강조되고 있
다(정순오 2001, 7). 그러나 지속가능성의 개념은 관념적이며 지나치게 광범위하
고 애매하며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인식되어 왔으며, 견고한
이론적인 기반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하성규 외
1999, 46).
본래 지속가능성의 개념은 물리적·생물학적 논리에서 출발하여 사회경제체
제로서의 성장과 발전, 사회적 복지, 공평성의 문제로까지 확대되었고, 그것도 지
구규모로 본 환경이나 더 나아가서 인류복지 전체의 지속가능성까지 넓어졌으므
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2). 미국의 대통령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경제적 번영(economic prosperity)과 건강한 환경(healthy environment),
그리고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just and equitable society)를 이루어 가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를 1)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적 발전, 2)환경의 효과적 보전, 3) 자
연자원의 신중한 이용, 4) 높은 수준의 안정된 경제성장과 고용의 유지를 달성하
2) 19세기 후반부터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한 最大持續可能漁獲量(MSY: Maximum Sustainable Yield) 개
념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어류나 해산표유류와 같은 특정한 再生可能 生物資源에 대해 그 수획·이
용에는 일정한 量的 限界를 두어 그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收獲·利用을 허용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즉 일정량의 자원스톡에서 산출되는 再生産量(利子分)만이 이용가능하고 그 이상
으로는 스톡(元金)이 감소되어 자원이 枯渴된다는 뜻에서 자원의 개발·생산·소비의 최대·최적의
限界를 두자는 뜻으로, 이 개념은 재생가능자원에 관해서는 아직도 널리 쓰이고 있다. 林業經營의 理
念인 最大伐採可能量(MAC: Maximum Allowable Cut)도 그 예이다 (노융희 200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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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DEFRA 1999, 1.1)3) .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제시하는 관념적이고 다양한 의미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문헌에서 이에 대한 해석이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문헌들은 모두 여
러 가지 측면에서 환경과 경제의 양립이 가능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개념을 정리해 보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다음의 3가지로 집약된다.
첫째는 생태적 지속가능성으로 생태적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개발을 의미하
며, 생물다양성의 보호, 환경용량의 제약, 천연자원의 보전 등의 제약을 중시하는
개념이다4) . 둘째는 사회적 지속성 으로 사회적 형평성을 말한다. 이는 재화와 서
비스의 공급에 있어서 사회적 정의, 기회균등, 사회적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를 말
하며, 시간적으로는 미래세대의 발전가능성, 계층 간의 공평성의 강조이다5) . 셋
째는 경제적 지속성으로 충분하고 다양한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경
쟁력 있는 경제구조를 이루어 생활의 질 향상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지속가능한 발전은 생태적·경제적·사회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모자
이크(Smith 1998, 16) 또는 다방향의 개념(multi-directional concept)6) 등으로 이
해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생태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
회적, 경제적 차원들도 동시에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범위에서 이미 밝혔듯이 이러한 세 가지 차원 중에서 생태

3) The sustainable development means meeting four objectives at the same time, in the UK and the
world as a whole: social progress which recognises the needs for everyone; effectiv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prudent use of natural resources; and maintenance of high and stable levels of
economic growth and employment(DEFRA, A Strate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or the United
Kingdom, Chapter 1).
4) 영국의 경제학자 피어스(D. Pearce)는 자연의 재생능력의 범위 내에서의 자연이용과 자연의 정화능력
이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의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이 배출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건에 맞지 않는 경
제활동은 축소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경제적 합리기준보다는 자연적 조건으로 결정되는 지속
성기준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노융희 2001, 7).
5) 미국의 경제학자 노오가아드(R. Norgaad)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자연자원 이용에 관한 장래 세대의
권리를 가정한 세대 간의 공평성의 문제 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WCED의 Brundland보고서는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특히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고 있다.
6) Gudmundsson와 Hojer에 의하면 개발은 삶의 질과 사회적 형평성의 확대를, 지속가능성은 개발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는 장기적인 시스템의 구축을 의미한다(Gudmundsson, Hojer 1996,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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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속가능성 위주로 환경친화적인 국토발전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될 생태적 차원에서의 전략에 사회적, 경제적 차원의 전략이
추가·보완될 때 종합적인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 1>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 가지 차원
요소

목표

세부목표

생태적
차원

·재생률 범위 내에서 재생자원의 사용
·비재생자원의 효율적 이용
자연자원
·환경자정능력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
재고유지
·자연적 과정의 속도와 균형을 이루는 환경에 대한 인간의 개입
·인간의 영향으로 인한 건강위협의 방지

경제적
차원

경제적 ·충분하고 다양한 고용기회
역량 유지 ·장기적으로 경쟁력있는 경제구조

사회적
차원

사회적 ·재화와 서비스 공급시 사회적 정의, 기회균등, 사회적 불이익 보호
평화 유지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협력에 의한 의사결정

자료 : Hilligardt, Jan. 1998. "Planungsprinzipien für eine nachhaltige Siedlungsentwicklung in
Verdichtungsräumen. Ein Ansatz zur Konkretisierung einer nachhaltigen
Siedlungsentwicklung für Verdichtungsräume". Raumf orschung und Raumordnung. Hef t 1
56. Jahrgang. Hannover·Bonn : ARL·BBR. pp10-11.

2. 환경친화적 국토발전
국토발전은 국토정책7)에 의해 이루어지는 땅, 집, 길, 물 등의 공급과 관리를
통한 국토의 물리적 모습과 기능적 연계의 개선을 통해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국
토자원의 이용에서 경제, 사회, 공간적 측면은 강조되었으나 생태적·자연적 한
계와 변화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였다. 즉, 주어진 토지에서 어떻게 하면 높은 생
산성을 올리고, 지역 간 균형개발을 도모하느냐가 주된 관심사였던 것이다. 반면
에 쾌적한 환경과 자연이 제공하는 편익과 생산성, 사회적 형평성은 과소 평가되
7) 국토정책은 인구와 산업의 지역적 배치와 교통망, 문화시설의 배치 등 각종 물적자원의 입지결정을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함으로써 국토의 종합적이고 합목적적인 이용을 촉
진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제 2 장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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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제외되었으며, 고려된다고 하더라도 현세대에 국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
라서, 국토발전이 지속가능하게 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이란 환경적 또는 생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
의 와 지속가능한 경제 등 사회적·경제적 차원에서도 지속가능하도록 국토를
보전하고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지속가능성의 경제적, 사회적, 생
태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며, 이들 구성요소가 조화롭게 추구될 때 달성할 수 있
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환경친화적 발전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부분요소이지만,
그 근간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전략이란 지속가능한 국토발
전의 개념을 구성하는 3대 요소 중 생태적 차원을 강조한 전략을 의미한다. 환경
친화적 국토발전은 국토 공간구조의 형성, 지역경제기반의 강화, 쾌적한 생활 및
자연환경의 관리에 있어서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환경가치
와 생태적 연결성을 국토정책 및 계획에 내재화하는 것이다. 국토발전에 있어서
환경가치와 생태적 연결성의 내재화는 국토개발에 있어서 자원이용의 최소화 및
효율화, 환경오염 배출의 최소화 및 방지, 그리고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보전이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은 국토정책의 부분별 내용인 토지
이용, 산업단지, 주택, 도로, 댐, 여가공간개발 등에 있어서 환경적 요소를 최대한
감안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적 차원의 전략에 사회
적, 경제적 차원의 전략이 추가·보완될 때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지속가능한 국
토발전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3. 환경친화적 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계
환경친화적 발전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부분요소로서 보전과 개발의 통합 내
지 생태적 연결성의 유지 를 지향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환경친화적 국
토발전은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 주택·도로·댐건설, 여가공간 및 관광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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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있어서 자원이용과 자연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역부존자원을 최대한 활
용하며,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최소화함을 의미한다. 이러
한 의미에서의 환경친화적 발전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부분요소이지만, 그 근간
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그림 2-1 참조). 물론, 환경친화적 발전은 경우에 따라서
경제적 및 사회적 지속가능한 발전과 갈등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측면들도 동
시에 고려되어야 하지만, 앞의 연구범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는 생태
적 차원을 중심으로 다루기로 한다.
<그림 2- 1> 지속가능한 발전의 요소 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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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
국토개발의 현황과 문제점

제3장에서는 국토개발의 현황과 문제점을 개발과 보전의 갈등 측면에서 정리
하고자 한다. 국토개발의 현황과 문제점은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이 가능하다. 국
토정책 또는 국토개발의 부문별로 분석한다면 토지이용, 교통, 자원보전과 이용
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환경영향 위주로 분석한다면 자원이
용의 효율성, 자연생태계 보전, 환경오염 예방 및 처리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자를 결합하여 토지이용, 교통, 자원이용 등 국토개발의 과정과
결과에서 나타나는 자원의 비효율적 이용, 자연생태계의 훼손, 환경오염의 발생
을 중심으로 국토개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토지이용부문에서는 국토의 계획적 관리의 어려움과 준농림지역 난개발, 도시
개발의 외연적 확산과 비효율적인 도시권 공간구조, 친환경적 토지이용의 감소
로 인한 생활환경의 악화 등 토지이용의 제도적 측면과 용도 간 갈등을 중심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교통부문에서는 대기오염 심화 및 수송부문 에너
지소비의 증가, 도로위주의 교통정책과 대중교통체계의 구축 미흡 등 교통망 및
교통수단의 효율성과 환경친화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자원보전과 이용부문
에서는 자연생태계 보전과 이용간의 갈등심화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 미흡, 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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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부족과 인위적 관광개발에 따른 환경훼손, 자원공급의 한계와 비효율적
이용, 환경오염의 심화 및 처리시설 미흡 등을 정리하였다.

1. 전 국토에 대한 계획적 관리의 어려움과 준농림지역 난개발
1) 이원적 국토이용체계로 인한 계획적 국토관리의 어려움
우리의 국토이용은 국토를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도시와 비도시지역으로 구분
하여 수평적으로 분산된 개별법령에 의해 규제하는 이원적 체계이다(진영환
2000, 37-39). 물론, 국토이용계획이 전 국토에 대하여 적용되고는 있지만 도시지
역에 대한 관리는 도시계획에 따르고 있다. 준도시·준농림·농림·자연환경보
전지역 등 비도시지역은 국토이용계획과 함께 유관 개별법을 통해 중앙부처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그림 3-1 참조). 따라서, 전 국토에 대한 계획적 관리제도가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실질적인 국토이용은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여부와 관계없이 용도지역 자체에
이미 필요한 규제들이 포함된 일단계적 체계에 의하므로 개발관련법에 따라 용
도지역·지구가 지정되면 원칙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토이용계획상
의 용도지역·지구는 개별법에 의한 용도지역·지구·구역 등을 피동적으로 취
합하게 되므로, 국토이용계획이 결과적으로는 각종 개발사업을 사후적으로 합리
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8). 결과적으로 인구증가와 산업화의 진전에 따

8) 이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개발관련 개별법에 의해 의제됨으로써 가능하기 때문이며, 내용적으로 개
별법이 국토이용관리법보다 상위법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실제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에 의한 전원개발 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이 지정되면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다. 또한, 산업
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 및 근로자주
택,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
한 공동집배송단지 및 집배송센터와 관련시설 등이 개발되는 지역은 준도시지역 내 산업촉진지구로
용도지역이 변경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휴양시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등이 개발되는 지역 역시 준도시지역내 운동·휴양
지구로 용도지역이 변경된다(건설교통부 2000a,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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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증가하는 도시적 용지수요에 대처함에 있어서 광역적인 공간구조를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없이 농경지나 산림지가 전용되고 있다.

<그림 3- 1> 현행 국토이용관리체계(2000)

출처 : 박헌주. 2000. 국토이용 계획체계의 개선방안 .「국토이용 계획체계 개선에 관한 정책
토론회」. p48.

2) 합리적· 종합적 토지이용계획의 부재로 인한 준농림지역 난개발
1993년 국토발전에 따르는 용지수요를 원활하게 대처하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
를 이루는 국토관리를 위하여 전국토의 27%가 준농림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러
나 준농림지역은 토지이용규제의 정도가 도시지역보다 약하고, 도시계획과 같은
종합적이고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토지이용계획이 없어서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서 과도한 개발행위가 소규모로 무질서하게 이루어져 국토 난개발의 대명
사로 전락하고 말았다9) .
9 ) 난개발이란 개발에 따른 외부 불경제 효과 등 부정적 측면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난개발은 우선 사전
계획 없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개발을 의미하며, 이 경우 계획유무가 난개발을 판단하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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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역 난개발은 도시 내 녹지(100%)보다 높은 용적률(국토이용계획변경
후 200%), 금지행위 열거방식에 의한 행위제한 등 비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에
기인한다(표 3-1 참조). 따라서, 도시개발이 도시 내 녹지를 뛰어넘어 도시외곽에
서 고층·고밀화되어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왜곡된 도시
권 공간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준농림지역 난개발이 사회이슈화됨에 따라 개발
밀도규제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요건이 강화되고는 있으나10) 근본적인 문제해결
에는 한계가 있다.
준농림지역 난개발은 근본적으로 국토공간을 도시와 비도시지역으로 분리하
여 관리하고,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 같이 지역 전체에 대한 광역적
계획수단을 마련하지 못하는 현행의 이원화된 토지이용제도에서 비롯된다(박헌
주 1999, 27-28). 준농림지역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택지개발계획이
나 산업단지개발계획 또는 준도시지역으로의 국토이용계획변경 등을 통해 이루
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하에서는 지역 전체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없
이 사업대상지역에 국한하여 제도적으로 요구하는 최소한의 계획내용을 담기 때
문에 개별사업 간 종합적 조정·통합을 어렵게 하므로 난개발이 초래된다.

척도가 된다. 토지이용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없이 준농림지에 200～300세대 아파트를 지을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난개발은 계획유무에 관계없이 주변지역의 경관 및 미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개발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경우 주변환경과의 조화여부가 난개발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이
다. 보전 필요성이 높거나 양호한 녹지 및 경관지역에 고층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
이다. 전자를 기능상의 난개발이라 한다면, 후자는 경관상 난개발이라 할 있다. 그러나 준농림지에서
처럼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난개발은 2가지 유형을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난개발의 실태를 보
면, 1994년 도입된 준농림지역 제도는 부족한 주택 및 공장용지를 원활히 공급하는 등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였다는 평가도 있으나,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난립으로 자연생태계 및 경관을 훼손하고
1994～1998 기간 중에 숙박업소 2,500여개, 음식점 17,000여개가 준농림지역에 난립되고, 고층아파
트의 건설이 지속되고 있다(진영환 2000, 8- 9).
10) 준농림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경우 400% → 250% → 100% → 80% 이하로 계속 낮아졌으며,
상수원이나 경관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준농림지역에 대해서는 시·군조례로 층고 제한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준도시지역으로의 국토이용계획 변경요건을 강화하여 아파트건설을 위해 취락지구로
용도변경하는 기준을 종전 아파트 300세대 이상에서 10만㎡ 이상(약 1,500세대)으로 강화하였으
며,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준농림지역의 용적률이 그대로 적용된다.

xx
20

<표 3-1> 준농림지역과 도시지역의 토지이용행위제한 비교
구 분

건폐율

용적률

허용방식

아파트건설

준농림지역

40%이하

80%이하

금지행위
열거방식

가능

준농림지역
(준도시지역으로 국변 후)

60%이하

200%이하

금지행위
열거방식

가능

일반주거지역

60%이하

100-300%

허용행위
열거방식

가능

자연녹지지역

20%이하
(자연취락
40%이상)

50-100%

허용행위
열거방식

불가

생산녹지지역

20%이하
(자연취락
40%이상)

50-100%

허용행위
열거방식

불가

도시
지역

3) 도시개발에 있어서 기반시설 공급제도의 미흡
최근 들어 대도시 및 그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개발이 산발적 또는 포도상
으로 일어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도로, 학교, 공원 등의 기반시설이 적기에 충분
하게 공급되지 못하여 기능상 난개발과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주택건설사업이 시차를 두고 연접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전체 도시개발지역을
서비스하는 기반시설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어 주민 생활환경의 악화는
물론이고 자원절약적인 도시권 공간구조 형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는 기반시
설의 확보기준이나 비용부담규정이 미비하고, 도시개발의 규모와 시기를 고려하
는 기반시설 공급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도시개발에 따르는 기반시설 확보기준이나 비용부담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도
시개발관련법이나 개별 시설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개발의 규모
별로 확보하여야 하는 기반시설 종류에 대한 규정의 불명료, 확보기준의 미흡 및
경직된 운용11), 확보기준 미만의 소규모 도시개발에 있어서 비용부담규정의 미
11) 도시개발 규모별로 확보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에 대한 규정이 불명료하여, 사업시행자는 자
체의 요강을 마련하거나(주공, 토공 등), 건설교통부나 지자체의 지침을 참고하여(민간사업자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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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12) 등으로 기반시설이 합리적으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반시설 공급
의 문제점은 도시개발제도 자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도시계획구역에서는 도
시기본계획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다. 그러나 녹지지역 등에서 이루어
지는 도시개발의 경우, 용도지역 변경시 기반시설용량에 기초하여 개발밀도와
총량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개발이 계획된 기반시설용량 이
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다. 비도시계획구역에서 이루어지는 도시개발의 경
우, 기반시설은 택지개발촉진법 등 개발관련 특별법이나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취
락지구개발계획 등에 따라 개별사업별로 공급된다. 따라서, 광역적 차원에서 지
역 전체적으로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하는 공간적 계획수단이나
공급제도가 미비하여 도시개발용량과 추세를 고려한 기반시설의 공급에 한계가
있다.

2. 도시개발의 외연적 확산과 비효율적인 도시권 공간구조
1) 도심토지이용의 낮은 효율성과 도시의 외연적 확산
도시적 용도로 기개발된 토지 중, 낮은 효율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재활용은
신규 토지개발수요를 부분적으로 충당하므로 한정된 토지의 이용 효율화에 기여
한다. 1999년 현재 도심지 재개발사업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4개 도시에서

우) 기반시설을 공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규모 도시개발에서는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요구한도
내에서 기반시설이 공급되며, 대규모 도시개발의 사업시행자는 도로 등 지구밖 간선시설 설치에 대
한 요구를 받고 있다. 확보기준의 미흡 및 운용의 경직성은 구체적으로 공원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에 있어서 확보기준이 미비하여 신규 도시개발지역에서 이들 시설의 공급이 부족한 점과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확보기준이 지역여건이나 향후 도시개발 추세에 대한 고려 없이 경직되게 규
정되어 있어 즉지적인 수요충족에 한계를 보이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건설교통부 2000d,
84- 85).
12) 구체적으로, 학교의 경우 300세대 이상의 도시개발에 있어서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
로 300세대미만의 개발사업에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재원조달의 어려움, 주택건설사업 승인시 확
보대상 도시공공시설이 개별 단지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므로 시차를 두고 소규모로 연접개발이 이
루어지는 경우 도시개발지역 전체를 단위지역으로 할 때 확보하여야 하는 도시기반시설(학교, 공원,
도로 등)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점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건설교통부 2000d,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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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가 계획되어 있다(표 3-2 참조). 그러나 지정면적의 78.3%가 아직 착수되지
않아 추진실적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도
심지 재개발사업의 88.3%,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대상지역의 83.8%, 완료지역의
75.9%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도시에서는 도시토지 재활용이 미약함을 알
수 있다(표 3-3 참조).
<표 3-2> 도심지 재개발사업 현황(1999)
(단위 : ㎢)

도시명

계

완료

시행중

미착수

지구수

면적

지구수

면적

지구수

면적

지구수 면적

계

509

4.240

137

0.681

49

0.239

323

3.320

서울시

457

1.947

130

0.586

48

0.227

279

1.134

부산시

14

0.150

1

0.007

1

0.012

12

0.131

대구시

9

0.064

5

0.040

0

0

4

0.024

대전시

28

2.031

0

0

0

0

28

2.031

자료 : 건설교통부. 2000.「도시계획현황」.

<표 3-3>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현황(1999)
(단위 : ㎢)

도시명

계

완료

시행중

미착수

구역

면적

구역

면적

구역

면적

구역

면적

계

335

14.617

190

6.544

95

6.652

50

1.421

서울시

307

13.975

171

6.177

91

6.504

45

1.294

부산시

3

0.094

2

0.068

1

0.026

대구시

19

0.315

17

0.299

2

0.016

인천시

4

0.142

0

0

2

0.038

2

0.104

자료 : 건설교통부. 2000.「도시계획현황」.

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도심의 지가가 비싸고,
지주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또한, 토지수요에 대처함에 있어서 기성
시가지의 재활용보다는 상대적으로 사업이 용이한 도시외곽에서 택지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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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준농림지역 개발을 통해 주로 토지를 공급하기 때문이다. 특히, 준농림지역
은 공간적 특성상 도시지역보다 저밀도로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도
시지역의 녹지지역에 비해 용적률 및 개발행위 허용범위가 넓으며(표 3-1 참조),
지가도 싸기 때문에 개발이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기성시가지는 상대적으로 방
치되어, 노후·불량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건폐율이 높고 용적률이 낮은 비효율
적인 토지이용을 보인다13) . 도시권 공간구조도 지가곡선에 따라 도심이 고밀도
로 이용되고 밖으로 나갈수록 밀도가 낮아지는 원뿔형구조가 아니라, 도시주변
에서 도시보다 더 고밀의 주거지가 조성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2) 광역적 공간구조 계획의 부재로 인한 비효율적 도시권 공간구조
우리의 도시권은 광역적인 교통축이나 녹지축 등 공간구조에 대한 고려 없이
도시주변지역에서 간선도로를 따라 연접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개발로 인하
여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특별법에 의한 대규모 택지개발이 도시계획구
역 내외에서 도시계획과 무관하게 시행되고 있어 개별도시 및 도시권 전체의 공
간구조 형성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준농림지역에서
시차를 두고 일어나는 소규모 연접개발14)이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역의 주변
에서 공공재 무임승차를 노린 소규모 주택단지개발을 조정·통제할 수 있는 광
역적인 공간계획수단이 없어서 지역 전체적으로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고용기회의 확충, 적정 기반시설이나 여가공간의 확보 없이 주택건설 위주로
13) 1996년도 서울시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자료 234,437건을 분석한 결과, 실제 용적률과 법정 용적
률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의 평균용적률은
각각 192%, 226%, 137%로서 법정용적률의 50%정도이다.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212%, 일반상
업지역 275%, 근린상업지역 175%, 유통상업지역 144%로서 법정용적률의 1/ 4 수준이며 주거지역
과 큰 차이가 없다. 신고전 도시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토지이용과 입지, 그리고 지가 간
의 상호관계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국토연구원 1999b, 198).
14) 특히 준농림지역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는 용적률을 400%까지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준농림지역을
도시 내 고밀개발지역 이상으로 고밀·고층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효율적인 도시권 공간구조 형성
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남을 것이다(박헌주 1999, 2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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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도시의 외연적 확산은 장거리 통근·구매·여가통행으로 인한 교통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므로 에너지 비효율적이며, 대기오염 유발적인 공간구조
를 형성하게 한다. 5대 신도시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도시개발이 이루어진 수도
권의 경우, 고용기회의 이전 내지 확충이 수반되지 않아 인천 및 경기지역 취업
자의 서울 통근율이 1990년 15.6%에서 1995년 19.6%로 증가하였다. 또한, 통근시
간도 같은 기간에 39.7분에서 41.9분으로 증가하였으며, 통근자의 승용차 이용률
도 17.7%에서 40.7%로 증가하여 도시권의 확장과 대기오염의 심화를 말해 주고
있다. 또한, 도시근교에서 도시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임야·녹
지·농경지 등 도시권 내에서 상대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생태자원이 훼손되어
도시민들이 거주지 주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용가능한 오픈스페이스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단핵중심의 평면적인 도시권 확장으로 과밀, 교통혼잡,
환경오염, 생태자원 훼손 등의 도시문제가 광역적으로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도
시권 공간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3. 친환경적 토지이용의 감소로 인한 생활환경의 악화
1) 도시적 토지이용의 증가로 인한 친환경적 토지이용의 감소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도시적 용지의 신규공급은 불가피하
다. 그러나 농경지 및 산림지 등 친환경적 용지가 객관적인 기준 없이 국지적 필
요에 따라 산발적으로 전용되고 있다. 지목별 토지이용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농경지와 산림지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대지·공장용지·공공용지 등 도시적
용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5). 농경지는 지난 10년간(1990～1999) 625㎢
나 감소하였으며, 산림지도 같은 기간 동안에 366㎢가 감소하였다(표 3-4 참조).
농경지는 주로 공공시설부지와 택지로, 산림지는 농업용도보다 택지·공장용도

15) 2000년 현재 지목별 토지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산림지가 65,139㎢로 전체면적의 65.5%를 차지하여
가장 넓다. 농경지는 21.7%, 대지·공장용지·공공용지 등 도시적 토지이용은 5.6%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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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주로 전용되고 있다. 도시지역에서도 녹지에 대한 개발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도시권 전체의 쾌적성 제고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녹지지역이
감소하고 있다. 도시계획구역 내 1인당 녹지면적은 1990년 332.2㎡에서 1999년
276.5㎡로 무려 55.7㎡나 감소하였다.
<표 3-4> 지목별 토지이용 변화(1990～1999)
(단위 : ㎢, %)

구 분
도시적 용지
·대
지
·공장용지
·공공용지

1990

1995

1999

증감(1990～1999)

99,274(100)

99,268(100.0)

99,434(100.0)

160

4,341(4.4)
1,937(2.0)
246(0.2)
5,518(2.2)

4,916(5.0)
2,124(2.2)
386(0.4)
2,406(2.4)

5,458(5.5)
2,302(2.3)
490(0.5)
2,666(2.7)

1,117
365
244
508

농

지

22,300(22.5)

21,970(22.1)

21,675(21.8)

625

임

야

65,571(66.5)

65,506(66.0)

65,205(65.6)

366

7,062(7.1)

6,876(6.9)

7,096(7.1)

기타 토지

34

자료 : 통계청. 각년도.「한국통계연감」.

2) 토지이용에 있어서 환경가치 내재화의 미흡
전 국토의 26%에 달하는 준농림지역은 개발과 보전의 기준이 명료하지 않아
계획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준농림지역은 1994년부터 2000년까지 1,564㎢
감소한 반면, 도시 및 준도시지역은 1,393㎢ 증가하였다16) . 준농림지역에는 우량
농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나 주변의 산지보다 쉽게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
에 개발이 집중되고 있다. 반면에 주변지역이 이미 도시화되어 더 이상 농지로
보전하기 어려운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을 억제함으로써 토지
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도 있다17) . 따라서, 토지의 물리적, 농업생산적,
16) 같은 기간에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도 증가하였으나, 이는 토지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간
척·매립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해양수산부 통계에 따르면 1987년부터 1998년까지
422.4㎢의 갯벌 면적이 감소하였다.
17) 실제로 천안시 성남면과 평창군 평창읍의 논을 기준으로 용도지역 지정을 분석한 결과, 부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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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할 지역과 보전할 지역으로 구분하여
환경가치가 내재화된 토지이용체계의 출발점을 마련하여야 한다.
농경지, 산림지 등 친환경적 용지가 도시적 용지로 전용되면서 녹지축이 단절
되고, 자연생태계가 훼손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농경지와 산림지 등의 친환경적
용지는 치산, 치수 등 국토보전기능을 포함해서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의 공급,
생물서식공간의 제공, 우수 저류기능 등 다양한 환경적 혜택을 제공한다. 반면에
도시적 토지이용은 집약적인 경제활동으로 인해 오염물질 발생을 증가시키고,
도로 등과 같은 불투수성 표면의 증가로 강우유출수의 지하침투를 감소시켜 비
점오염물질의 유출을 증가시킨다18) . 그러나 현재의 도시계획에서는 오염의 사전
예방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녹지의 다차원적 기능 중에서 시민여가장소로서
의 기능을 소홀히 다루고 있고, 오염매체 및 환경시설 중심의 접근으로 자연생태
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며, 도시 내 생물서식공간의 보존·창출·복원, 자원순
환 및 에너지절약 등을 위한 계획내용이 없거나 빈약하여 도시적 토지이용에서
환경가치의 내재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다(환경부 2001c,
98-101).

4. 대기오염의 심화 및 수송부문 에너지소비의 증가
1) 대기오염 심화
청정연료와 저황유 공급 확대, 저공해 자동차 보급 등 각종 대기오염 저감정책
에 힘입어 아황산가스와 먼지 등 개도국형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은 감소하는 추

용도지역이 불합리하게 지정된 곳이 나타나고 있다. 토지등급이 우수한 우량농지가 준농림지역으로
지정되었는가 하면, 토양 및 경사도 등이 양호하고 경지정리사업이 이루어진 우량농지가 도시용지
로 개발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는 기존의 농지평가기준이 토양, 지질, 경사도와 같은 물리적인
요인에 근거하고 있어, 인근 도시지역과의 상관관계나 개발압력 등 입지적인 요인들을 고려되지 않
고 농림지역이나 준농림지역을 지정하였기 때문이다(박헌주 1999, 30-31).
18) 일반적으로 도시화된 지역에서의 비점오염물질 유출량은 개발전 산지상태에 비해 BOD는 92배, SS
는 24배 이상이므로 도시지역의 환경오염이 심대함을 알 수 있다(환경부 2001c, 9-11).
제 3 장 국토개발의 현황과 문제점
xxvii
27

세이나,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이산화질소 및 오존의 오염도는 비슷하거나 완만
하게 증가하고 있어 대기오염 형태가 선진국형으로 전환되고 있다.
발생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보면 1999년에 수송부문이 전체의 56%인
2,071천 톤을 차지하고 있다(표 3-5 참조). 먼지와 아황산가스는 연료를 다량으로
소비하는 산업부문의 배출량이 가장 많고, 일산화탄소의 경우는 수송 및 난방부
문에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대도시지역에서 주요한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
는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는 주로 수송부문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5> 발생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1999)
(단위 : 천 톤/ 년)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SO2)
(NOx)

먼 지
(TSP)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CO)
(HC)

구분

계

배출량

3,710

951

1,136

440

1,036

147

난방부문

229

53

115

6

52

3

산업부문

971

447

355

149

17

3

수송부문

2,071

336

557

87

952

139

발전부문

439

115

109

198

15

2

자료 : 환경부. 2001.「환경통계연감 2000」.

수송부문 중에서도 특히 자동차 부문의 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높다. 1999년 12
월 현재 수송부문 배출량 2,071천 톤 중 자동차 부문의 배출량은 1,567천 톤으로
전체의 75.7%에 달하며, 이는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42.2%에 해당한다(표
3-6 참조). 특히,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는 자동차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대부
분을 차지하고 있다. 차종별로는 LPG 차량과 휘발유 자동차가 전체 자동차 오염
물질 배출량의 48.2%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경유자동차는 전체 차량대수의
33.1%에 불과하나 오염물질의 51.8%를 배출하고 있다(표 3-7 참조). 특히, 차량대
수가 360천 대로 전체 차량의 3.2%에 불과한 버스나 트럭과 같은 대형경유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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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자동차부문 전체 오염물질 배출량 중 33.1%를 차지하고 있어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대함을 알 수 있다

<표 3-6>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중(1999)
(단위 : 천 톤/ 년)

구

분

계

대기오염물질

3,710
배출량
자동차 대기
1,567
오염물질 배출량(%) (42.2)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먼

지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CO)
(TSP)
(HC)

(SO2)

(NOx)

951

1,136

440

1,036

147

9
(0.9)

445
(39.2)

68
(42.9)

921
(88.9)

124
(84.3)

자료 : 환경부. 2001.「환경통계연감 2000」.

<표 3-7> 자동차 연료별 오염물질 배출량(1999)
(단위 : 천 톤/ 년, %)

구

분

계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먼
(SO2)

(NOx)

지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CO)
(TSP)
(HC)

자동차

배출량

1,567

9

445

921

68

124

합계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배출량

409

1

54

304

0

50

비중

26.1

11.1

12.1

33.0

0

40.3

배출량

346

0

37

276

0

33

비중

22.1

0

8.3

30.0

0

26.6

배출량

812

8

354

341

68

41

비중

51.8

88.9

79.5

37.0

100.0

33.1

휘발유

LPG

경유

자료 : 환경부. 2001.「환경통계연감 2000」.

2) 수송부문 에너지소비 증가
수송부문 에너지소비의 증가는 대기오염이나 소음공해가 심각해짐을 의미하
는 동시에 자원으로서 에너지소비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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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1990～2000) 급격하게 자동차가 증가하고, 개인승용차를 이용한 통행이 빈번
해지면서 수송부문의 에너지소비가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전체 에너지소비량 중
수송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같은 기간에 18.9%에서 20.6%로 증가하였다.
자동차의 증가뿐만 아니라 대당 주행거리의 증가도 에너지소비 증가의 주요원
인이다. 1997년 우리나라 승용차의 대당 주행거리는 19천km로 일본, 독일, 프랑
스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표 3-8 참조). 이와 같은 승용차의 대당 주행거리 증가
는 레저 및 여가통행 증가와 함께 다른 나라에 비해 대중교통수단보다 개인승용
차를 이용한 통행빈도가 더 많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8> 차종별 주행거리 비교
(단위 : km)

국가

연도

한국

연평균 주행거리

1일 평균 주행거리

승용차

버스

화물차

승용차

버스

화물차

1997

19,459

27,289

27,721

53.3

74.7

75.9

미국

1996

17,800

15,100

19,400

48.8

41.3

53.2

일본

1996

9,830

27,600

12,100

26.9

75.6

33.2

프랑스

1996

14,000

30,000

20,000

38.4

82.2

54.8

영국

1996

14,400

62,700

47,700

39.5

171.8

130.7

독일

1996

12,000

40,700

40,700

32.9

111.5

71.0

자료 : 건설교통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1.「교통분야 온실가스 감축관련 : 온실가스 감축대
책 등 교통환경관련 규제의 거시경제효과 분석」.

한편, 우리의 1인당 에너지소비량은 3.8TOE/ 인으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니나, 석유소비량은 다른 나라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9 참조). 1999년 OECD 국가 중 에너지 총소비량은 7위, 1인당 에너지소비량은
13위이며, 석유소비량은 4위, 1인당 석유소비량은 8위이다. 그러나 경제수준을
고려하여 에너지소비 양상을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보다 1인당 국내총생산이 3～
4배 이상인 일본, 영국, 독일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경제규모에 비해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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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를 과소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9> 1인당 에너지소비 국제비교(1999)
(단위 : TOE/ 인, 톤, US$)

구분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1인당 에너지소비량1)

3.8

8.0

4.0

4.3

3.8

4.0

1인당 석유소비량

2.1

3.2

2.0

1.6

1.3

1.6

1인당 국내총생산

8,608

33,666

34,377

23,416

24,542

25,711

주 : 1) 1차 에너지소비 기준
자료 : 통계청. 2001.「OECD 국가의 주요통계지표 2000」.

5. 도로 위주의 교통정책과 대중교통체계의 구축 미흡
1) 도로 위주의 교통정책
우리나라의 교통정책은 1960년대 경부고속도로의 건설을 시작으로 도로 위주
로 교통정책이 집행되어 왔다.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철도보다는 개인승용차가
주로 이용하는 공로에 대한 투자가 우선시되어 철도보다는 도로에 의한 접근성
이 높아졌다. 도로의 총 연장이 1963년 28,016km에서 1999년 87,534km로 3배 이
상으로 증가한 반면, 철도는 1964년 2,956km에서 1999년 3,119km로 거의 증가하
지 않았다.
경제개발 계획기간별 교통부문 투자비중을 보면 1차 계획기간인 1962～1966
년 동안에는 철도부문에 대한 투자비중이 60.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표 3-10 참
조). 그러나 2차 개발계획부터 철도에 수송이 치중되는 경향을 시정하기 위하여
도로 부문에 비중을 두면서부터 도로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2차 경제개발 계획기간부터 도로부문에 대한 투자비중이 50% 내외를
차지하였으며, 철도에 대한 투자비중은 계속 낮아졌다.
도로에 대한 투자집중은 현재까지도 지속되어 2000년 현재 전체 교통부문 투
자의 57.5%를 차지하고 있다(표 3-11 참조). 반면, 철도에 대한 투자는 2000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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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에 그치고 있다. 도시교통에 도시철도가 포함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도로에
비해서 투자비중이 낮은 편이다. 또한, 교통세배분에관한시행규칙 에서는 도로
에 67.5%, 철도에 18.2%, 항만에 0.4%를 사용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어 도로투자를
제도적으로 우선시하고 있다.
<표 3- 10> 경제개발 계획기간별 교통부문별 투자비중 추이(1962～1991)
(단위 : %)

구분

1차계획
2차계획
3차계획
4차계획
5차계획
6차계획
(1962-1966) (1967-1971) (1972-1976) (1977-1981) (1982-1986) (1987-1991)

철도

60.6

28.7

29.4

21.7

12.1

10.1

도로

17.2

52.0

51.6

47.1

46.7

79.6

항만/ 항공

22.2

15.5

16.3

15.0

10.6

9.2

지하철

-

3.8

2.7

16.2

30.6

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교통개발연구원. 1998.「21세기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 수립(제2권)」. p7.

<표 3- 11> 부문별 교통투자비중 추이(1996～2000)
(단위 : %)

구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계

100

100

100

100

100

철도

12.8

13.0

3.8

3.2

5.8

도로

58.5

55.5

55.7

56.8

57.5

해운 및 항만

6.1

7.8

7.4

6.5

5.1

항공

4.5

4.8

7.6

8.4

5.4

통신

0.3

2.3

2.8

2.7

2.9

도시교통

17.7

16.5

22.6

22.3

23.2

유통 및 보관

-

-

-

-

-

교통행정

0.1

0.1

0.1

0.1

0.1

자료 : 재정경제부. 각년도.「예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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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중교통체계의 구축 미흡
도시권의 광역화가 교통체계의 개선과 더불어 진행되지 못함으로써 통근거리
및 통행시간이 증가하여,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
이 되고 있다. 신도시의 건설은 주택공급의 확대, 특히 수도권 중·고소득층의
주택수요를 충족시키는 목표에 치중한 결과, 주거기능의 외연확산을 초래함으로
써 장거리 교통수요를 증대시키고 있다.
수도권 신도시의 경우, 서울과의 연결교통수단은 주로 대중교통이 아닌 승용
차 위주의 노면교통에 의존하고 있어 5대 신도시의 서울통행 중 46.7%가 승용차
를 이용하고 있다(표 3-12 참조). 이는 신도시 이외의 기타지역을 포함한 서울시
총 유출입통행에서의 35.1%보다도 11.6%나 많은 수치이다. 반면에, 철도이용률
은 평균치인 33.4%보다도 8.4%가 낮은 25.0%에 불과하다.
도시 내 교통의 경우에도 도시철도망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고,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체계도 미비하여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
이 도로투자에만 예산의 대부분을 쓰도록 강제하는 규정으로 인해 교통부문에
대한 투자도 대부분이 도로건설에 집중되어 왔고, 그 결과 대중교통체제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매우 미흡했다.
<표 3- 12> 신도시의 서울유출입통행 수단분담률 비교(1997)
(단위 : %)

통행수단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5대
신도시

서울
총유출입

승용차

49.9

43.9

44.9

36.8

52.0

46.7

35.1

택시

1.7

0.9

1.7

1.7

3.4

1.6

3.9

버스

28.2

27.3

18.0

13.7

10.6

24.2

22.6

지하철

17.3

26.2

32.9

44.5

30.8

25.0

33.4

기타

2.8

1.6

2.5

3.3

3.3

2.5

5.0

주 : 신도시→서울 유입통행의 경우로써, 반대방향의 경우도 별 차이가 없음.
자료 : 교통개발연구원. 1998.「수도권 신도시 교통영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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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교통수단 선호
개인승용차의 증가는 경제여건이 좋아진 것이 주요한 요인이지만, 도로위주의
교통정책, 불편한 대중교통시설 등 교통체계 자체의 문제로 개인교통수단에 대
한 선호가 높아진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산업경쟁력 지원 및 물가안정 측면
에서 추진된 저유가 정책도 개인승용차의 이용을 촉진하였다.
지난 10년간(1990～1999) 자동차 등록대수는 3,395천대에서 11,164천대로 약
3.3배 증가하였다. 승용차는 2,075천대에서 7,837천대로 3.8배 증가하여 전체 자
동차 등록대수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승용차 대수의 증가에 따라 전체 교통량
중 승용차의 수단분담율도 높아졌다. 1999년말 현재, 서울의 자가용승용차의 수
단분담율은 19.6%이며, 기타 광역시의 경우에도 13～30%의 수준이다. 시경계에
서의 승용차 수단분담율은 도심에 비해 훨씬 높은 46.7%이며, 나홀로 승용차는
78%에 달해 시경계 도로의 병목현상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지역 간 수송에 있어서도 승용차 비중은 증가한 반면, 동기간에 공로부문 여객
수송량은 크게 감소하였다. 공로부문 여객수송은 1990년 1,272천만인에서 1999
년 1,046천만인으로 약 18% 감소하였으며, 이 중 버스의 경우 1990년부터 1999년
까지 10년간 32%나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3-13 참조).
<표 3- 13> 수단별 여객수송실적 추이(1990～1999)
계
연도

공로1)
(%)

소계

철도2)
(%) 버스 택시

지하철3)

(%)

(단위 : 백만 인)
항공
해운

(%)

(%)

(%)

7.6

11 0.08

8

0.06

1990 14,488

100 12,722 87.8 8,219 4,503 645 4.5 1,102

1995

13,559

100

11,290 83.3 6,369 4,920 790 5.8 1,450 10.7

21

0.15

9

0.06

1999

13,320

100

10,456

21

0.20

9

0.10

78.4 5,600 4,856 824 6.2 2,010 15.1

주 : 1) 비영업용 수송실적 제외
2) 일반철도, 수도권 전철 및 연락구간 포함
3) 서울시 지하철과 부산시 지하철 포함
자료 : 건설교통부. 2000.「건설교통통계연보」.

xxxiv
34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에 경차를 시판하기 시작하여 그 동안 다양한 경차보급
확대정책을 시행하였다. 1996년 6월부터 경차의 유료도로 통행료 할인제도를 시
행하였으며, 2000년 12월부터는 경차통행료 50% 할인제를 전국 유료도로로 확대
하였다. 이 외에도 환승주차장 3시간 무료주차, 등록세·교육세·면허세·공채
경감, 종합보험료 10%할인, 책임보험료 할인, 공영주차장 요금 50%할인, 사업자
구입시 부가가치세 10% 환급, 면허세 33~50% 할인 등이 시행되고 있다. 국내 경
차 보유대수는 이러한 정부정책에 의해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현재 전체 보유대
수 중 1999년 현재 7.6%를 차지하고 있다(표 3-14 참조). 그러나 아직 일본(20%),
프랑스(39%), 이태리(45%) 등에 비해 훨씬 뒤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표 3- 14> 경차보급 추이(1992～1999)
(단위 : 천대, %)

구 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등록대수

91

143

186

231

294

380

698

764

승용차 대비율

2.7

3.5

3.8

4.0

4.5

5.0

6.8

7.6

자료：환경부. 2000.「환경기본통계편람」. p36.

4) 교통수요관리정책의 미흡
교통수요관리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전자문서는 중요한 측면 지원수단이다. 그
러나 전자문서로 민원신청 및 고지, 통지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민원신청
을 위해서는 직접 관련 기관에 가서 접수를 하고, 각종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한, 일부 자치단체는 지방세 등 각종 공과금의 납부를 인터
넷 e-메일로 고지하면서 우편발송을 병행하고 있다. 무역업에서도 지난 1991년부
터 무역자동화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수출입 관련서류를 발급하는 협회·조합
및 검사·검역기관, 금융기관의 비협조, 중소기업의 인식 부족 등으로 단절구간
이 발생하여 관련서류의 발급과 접수를 위해 여전히 사람이 직접 왕래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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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자동화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반쪽 자동화로 인하여 전자문서는 교통수
요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주차시설은 활용도도 매우 낮고 장시간 주차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용률과 효율성이 낮다19) . 주차수요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무엇
보다도 도심 등 교통과 지역의 주차장 설치는 억제하고 지하철역 등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건설
과 운영은 시 외곽지역으로부터 출·퇴근하는 승용차의 도심진입을 억제하고 대
중교통수단의 이용을 도모하는 교통수요관리방안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를 비롯하여 도시철도가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환승주차장
의 대부분은 시가지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환승률이 낮으며 타 주차장에 비하여
요금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 주변의 업무·상가지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용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이용되고 있다. 또한, 월정기권 이
용자에게만 할인혜택이 주어져 환승주차장을 비정기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
는 할인제도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환승주차장 요금에 있어서도 수도권 위성도
시에서는 1일 2～3만원, 서울시내에서는 2～4천원으로, 도시 외곽보다 도시 내부
의 주차요금이 싸서 승용차의 도시유입을 조장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6. 자연생태계 보전과 이용 간의 갈등심화 및 통합관리체계 미흡
1) 중요 생태자원의 훼손
□ 자연생태계의 훼손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지역이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되어 자연생태

19) 서울시의 주차이용 특성을 과거 조사자료와 비교해 보면 평균 주차시간은 1988년 147분→1990년
161분→1995년 171분으로 매년 장시간 주차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평균 이용률을 1990년 81%에서
1995년 67.5%로 하락하였으며, 회전율은 1990년 3.9회에서 1995년 2.8회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었
다.(황인철 199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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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단절과 생물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다. 1998년 기준으로 백두대간에는 70여
개의 도로가 통과하고 있으며, 이 중 30여 개 도로는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초
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녹색연합 1988, 231-241). 또한, 3면이 바다에 접
해 있는 우리나라는 농지조성과 도시적 용지확보를 위해 간척·매립사업을 추진
해 왔다20) . 이는 갯벌 및 연안생태계 환경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여 지난 10여년
(1987～1998) 동안 전체 갯벌의 25%인 810.5㎢가 간척사업으로 소실(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1999)되어 철새도래지 등 생물서식공간이 축소되거나 서식환경
이 훼손되어 왔다. 이에 갯벌의 경제적·환경적 가치에 대한 재인식이 고조되고,
간척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21) .

□ 생물자원의 감소
생물다양성협약 이후 생물자원은 국제 간 교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
며, 환경의식의 증가로 야생동·식물보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도
시화 및 산업화에 따른 도시 팽창 과정에서 자원과 토지의 과잉개발에 의한 서식
지의 파괴와 교란으로 생태계의 구조가 불안정하게 되었다. 이는 도시개발사업
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도시 내의 녹지공간이 무분별하게 훼손·단절되고 생태적
으로 단편화되었음을 의미한다.
현재, 전체 생물종수의 0.5%인 250-300종 이상의 야생동식물이 감소하고 있으
며, 외래종에 의한 국내 토착생태계의 훼손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2010년에는 생물의 33%가 멸종될 것으로 예상되어 유용한 생물자원으로
부터 얻을 수 있는 식량, 약품 등의 이익은 줄어들 것이다(조승헌, 박용하 1999).

20) 1994년까지 1,796개 지구에서 1,026㎢ 면적이 개발되었으며, 개발규모도 1970년대 평균 0.83㎢에서,
1990년대 이후에는 12.3㎢로 대형화하고 있음.
21)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1997년 우리나라 갯벌자원의 중요성과 가치 에서 갯벌의 가치는 ha당 2천
26만원으로 총 5조6천7백억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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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태계를 둘러싼 이용과 보전 간의 갈등심화
□ 자연환경보호구역 관리의 어려움
정부는 중요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습지보호
지역 등 다양한 자연환경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구역 지
정에 따른 생산기반의 제약, 주변 토지가격의 상대적 감소, 생활개선 시설에 대
한 제약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여 추가지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연환경보호구역의 지정은 개발로부터 자연환경을 근원적으로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비체계적인 자연환경보호구역의 유형과 중복지정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확대된 보호구역의 면적은 그리 크지 않으며 관리에 있어
서도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반면, 자연환경보호에 대한 선언적 의미가
강화되었으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고, 국제적 자연환경보호(람사조약, 생물
권보전지역 지정 등)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범 세계적 지구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그 동안 부처별로 나누어져 있던 생물자원의 보호업무를 일원화하
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22), 아직까지 부처별 관할구역중심의
자연환경보호업무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 광역녹지축 설정의 미흡
녹지축은 생물서식공간으로서 생태계 보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녹지
축은 도시경관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여가공간의 장을 제공하
여 도시 전체의 쾌적성을 증진시키는 기능도 가진다.
도시계획, 환경보전종합계획, 도시경관계획 등에서 사용되는 녹지축 개념은
주로 녹지가 부족한 시가화구역 내에서 공원, 산림, 호소, 농지, 나대지, 공공시설

22) 산림청에서 담당하던 조수보호 업무와 자연공원관리 업무가 각각 1999년과 1998년에 환경부로 이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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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녹지 등 생물서식공간을 가로수림대·하천·시설녹지 등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시공간구조는 개발축 위주로 계획·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녹지축은 도시공간구조 형성의 주요요소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도시 전
체에 걸친 녹지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은 주로 공원녹지에 관한 부문별 계획에
서만 다루어져 왔다. 특히, 시가화구역에서의 녹지축은 기존에 있던 녹지를 서로
연결시켜 준다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녹지축에 대한 접근이 주로 도시 내부에 한
정되고 있다. 따라서 녹지가 도시 외부로 확장되어 주변산지와 연계되는 광역적
녹지축은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도시녹지축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광역녹지축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광역녹지축은 일정규모 이상의 녹지가 광역적
으로 연결되거나 분산되어 존재하면서 그 내부 및 주변에서의 산림 및 농업생태
계 유지, 하천 및 호소생태계 유지 등을 통해 생물서식처를 확충하고, 수질 및
대기질을 보전하는 기능을 가진다. 또한, 여가공간, 경관자원, 문화자원의 보전,
도시공간구조 형성 등의 사회문화적 기능도 담당한다.
□ 수변공간의 보존 및 관리체계 미흡
도시 내 하천정비는 치수·이수기능만을 목적으로 한 획일적인 형태로 이루어
져 자연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있다. 새롭게 정비된 하천은 콘크리트 제방과 호안
등 불투수성 재료를 사용하여 하천이 가지는 친수적 기능과 하천경관의 훼손을
초래하였다. 또한, 고수부지는 주차장, 도로, 운동시설 등으로 이용되어 생물서식
공간을 잠식하였다.

3) 국토환경정보체계 구축의 미흡
□ 국토환경의 체계적·과학적 조사 미흡
계획대상 도시의 환경현안은 환경기초조사, 환경관련 요소들 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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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주민들의 의식조사, 해당도시의 환경 수용능력 파악을 위한 환경적성평가
등의 다양한 조사·분석작업을 통해서 도출된다. 환경부문의 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조건은 이러한 환경현안에 대한 사실적 이해와 함께 상하위 관련계획을 충
실히 분석하여, 금번 계획이 달성해야 할 환경목표의 위상과 범위를 파악하는 것
이다. 그러나 계획수립시 환경기초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환경분석 항목
들은 기상, 자연지리, 오염현황 등에만 국한되어 다양하지 못하다. 또한, 환경조
사·분석의 단위가 정밀하지 못하고 도시의 환경특성 도출을 위한 환경관련 항
목들간의 연관관계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
에 대한 환경의식조사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민의 대표성, 다양
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의식조사를 통한 환경문제 해결의 우선 순위 파악과
부문계획 내용에의 반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도시계획의 기초자료인 환
경지도가 작성되지 못했고 조사자료들이 전산화되지 않았다. 환경보전 용도의
지정을 위한 환경적성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부문계획에서는 적성분석
결과가 잘 반영되지 않는다. 도시계획 수립시 환경관련계획이나 프로그램의 검
토가 미진하고 계획에 대한 환경적 측면의 모니터링도 전무한 실정이다.
□ 환경 관련 정보의 분산적 관리에 따른 비효율성
국내 주요 환경정책 및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국
가 환경 정보망의 구축이 필수불가결하다. 환경정보망의 구축은 그린라운드
(Green Round) 시대에 환경오염 사고로 인한 인접국가 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
하고 전체적인 환경정책의 변화와 기술발전 추세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
집함으로써 국가 장기 환경정책의 수립 및 방향설정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대
내적으로 환경문제가 다양화·광역화·복잡화되면서 환경관련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환경관련정보에 대한 요구의 증대로 그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관련 정보는 환경부 및 소속·산하기관, 정부의 각 부·처 및 기관,
지자체의 환경부서에서 업무의 필요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수집·관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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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미흡하다.
환경정보는 정보속성 및 형태에 따라 환경질 측정자료, 배출원자료,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환경 등에 관한 수치정보, 화상정보와 연구 및 기술자료 등의 문헌
정보 그리고 도면 등 시각정보로 구분될 수 있다(표 3-15 참조). 수치정보인 환경
기초자료는 대부분이 환경부 소속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생성되어 현재 개
별적 정보관리체계로 활용되고 있으나, 이들 정보를 통합한 종합적인 환경정보
데이타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다양하고 매우 복잡한 연관성을 갖
는 환경정보의 수집, 분류, 체계적 관리, 효율적 활용 및 이를 통한 효율적인 국토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지리정보·정책결정지원·전문가시스
템 등이 요구되고 있다.
<표 3- 15> 정보속성에 따른 환경정보 종류
구분
환경질
측정자료
수치
정보

배출원 자료
자연환경자료
사회·경제
환경자료

문헌
정보

시각
정보

환경연구
기술정보
환경정책·
행정자료

내용
대 기
수 질
토 양
대 기
수 질
폐기물

대기질에 관한 환경기준항목 및 기타 측정항목
소음·진동 측정치
하천, 호소 및 지하수의 환경기준항목
환경기준항목 및 기타 측정항목
고정, 면, 이동오염원 및 소음·진동
고정, 면오염원
지정 및 일반폐기물
동·식물상, 지형·지질, 기상자료

인구, 교통, 경제, 산업, 문화, 주거, 공공시설, 교육, 문화재
도서, 논문, 정기간행물, 기술·학술·조사·연구보고서
주요 환경정책 방향 및 내용
법률, 제도, 행정절차, 행정조직 및 인력

환경전문가

환경관련연구인력, 전문기술인력, 유관기관

도면정보

지형도, 지적도, 녹지자연도, 토지이용도, 토양도, 도로망도, 수리도,
행정구역도 등의 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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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환경부. 2000.「환경백서」. p185.

7. 자원공급의 한계 및 비효율적 이용
1) 에너지의 과다이용 및 비효율적 이용
자원의 이용은 인구 증가, 지속적 경제성장, 기술발달, 그리고 무한한 인간의
욕망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필요한 자원의 종류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모든 자원이 이러한 수요증가에 영원히 부응할 수 없으므로 자원의 합리적 이용
과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자원의 이용과 관리에 따르는 각종 부산물과 폐기물
의 발생은 환경을 오염시켜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자원공급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원이용은 비효율적이며 절약노력도
부족하다. 특히, 에너지의 과다이용 및 비효율적 이용문제가 심각하다. 우리의 에
너지소비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매 10년마다 2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였다.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높아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소비 탄성치가 1을 상회하고 있으며,
1996년 기준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 1987～1997년 동
안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연평균 10%로 같은 기간 OECD 국가 전체 에너지소비
증가율 1.7%의 6배에 달하며, 1999년 1인당 에너지소비량은 3.9TOE로 일본의
4.0TOE 수준에 근접해 있다23). 에너지를 거의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로서는 이러한 에너지의 높은 소비는 국제수지의 압박요인이 된다. 동시에 화석
연료 의존도가 높아 기후변화협약 등 지구환경 문제에도 매우 취약하다.
또한, 우리의 에너지 이용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GNP 천불당 석유소비는 미국
의 2.3배, 일본의 3.8배이며, 1차 에너지소비는 일본의 3.5배에 이르는 0.38TOE이
다. 쓰레기나 BOD배출도 경제밀도가 2.9배나 높은 일본에 비해 각각 1.9배, 1.7배
나 달해 국토환경에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다. 교통체계도 기름 한 방울 나지 않
는 나라에서 자동차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철도보다는 도로를, 대중교통보

23) 1차 에너지 소비기준이며 미국은 8.07TOE, 영국 3.7TOE, 독일 4.03TOE, 대만 3.68TOE, 중국은
0.59TOE임(에너지통계연보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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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개인교통수단을, 게다가 중·대형차를 선호하고 있다.
2) 용수수요의 증가와 수자원의 비효율적 이용

□ 용수수요의 증가와 공급확대의 어려움
우리나라의 연간 강수량은 1,283㎜로 세계 평균인 973㎜보다 1.3배 높은 수준
이나, 1인당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10% 수준에 불과하여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
고 있다(건설교통부 2001). 용수이용량은 1965년 51.2억㎥에서 1980년에는 153억
㎥, 1990년에는 249억㎥, 그리고 1998년에는 331억㎥으로 연평균 5.8%씩 증가하
였다24) . 이러한 용수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용수공급의 확대 전망은 그리 밝
지 않다. 우리나라의 수자원 특성은 지역별·계절별로 편차가 크며, 인구의 지역
적 편중으로 인하여 특정지역에 수자원에 대한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이다. 이러
한 지역에 용수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상류에 댐을 건설하거나 광역상수도를
공급하여 용수공급 문제를 해결하고는 있으나 댐은 적지의 한계, 주민의 반대와
환경문제 등으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역상수도도 하류지역의 용수부
족과 수질의 악화 등으로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목적 댐이나 하천의 치수사업을 통하여 용수를 공급받는 지역은 갈수기에도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은 갈수기에는 단기적
인 용수 사용량의 감축과 비상 용수계획이 전부이다. 즉, 장기적인 갈수대책인
용수공급능력 제고와 용수보전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지하수는 갈수기에 대
비한 중요한 수자원이지만 무분별한 개발과 관리로 인해 갈수시의 용수원으로
이용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 수요관리정책의 미흡
그 동안 수자원의 관리는 홍수와 같은 재해방지의 치수, 그리고 경제성정 과정
24) 생활용수의 예를 보면 1991～1997년 사이 인구는 1% 증가하였지만 용수이용량은 연평균 3.6% 증가
하였다. 이는 1인당 용수사용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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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물 부족에 대처하는 시설 중심의 공급확대 위주에 치중하며 물의 효율적
이용에는 비교적 관심이 부족하였다25) . 수자원개발의 적정입지의 한계와 수자원
개발에 대한 환경파괴, 주민의 생활에 대한 부정적 영향으로 주민과의 갈등이 심
화되어 개발여건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어 수자원 공급확대에 어려움이 많다.
반면에, 이미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수요관리대책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는 그 동안 수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신규 용수원 확보에 주력한 반면 효율적
용수의 수요관리에는 소홀했다. 현재 누수율 저감, 물값 인상, 중수도 도입 등 많
은 수요관리 대안이 발표되고 있으나 정책의 효과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나
구체적인 검토 없이 신규 용수원 개발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어 향후 수자
원정책의 혼선과 물 수급상에 불안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자원의 절약과 수자원
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 저렴한 물값 정책
우리나라의 수도요금은 풍부한 물을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원칙하에 생산원가
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책정되었다. 1998년 현재 서울의 가정용수 평균단가는
255원/ ㎥로, 스위스 제네바의 2,725원/ ㎥과 비교하면 1/ 11 수준에 불과하다(표
3-16 참조). 저렴한 물값 정책은 수자원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과소 평가하여 사
회적으로 수자원의 중요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가정용 물
급수량은 일본이나 스위스보다 적지만, 물 급수량 전체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
을 보이고 있다(표 3-17 참조).
□ 기존시설 이용의 비효율성

25) 그 동안 국토계획에서는 “1인당 급수량이 선진외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저렴한 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공급시설을 확대하고.⋯⋯(2차)”, 상수도 보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보급율, 급수량 등이 선진국 수준에 미흡⋯⋯ (3차)과 같이 용수공급량의 확대를 최우선 목표로 설
정. 일본의 경우 1970～1991년의 21년간 용수사용량은 350ℓ/ 일에서 390ℓ/ 일로 10%만 증가하였으
며, 미국도 1990년 650ℓ/ 일에서 사용량이 거의 늘지 않고 있음.

xliv
44

우리나라에는 모두 18,000여 개의 댐과 저수지가 있으나 퇴사누적으로 용수
공급능력이 저하되고 있고, 이상기후에 의한 집중호우 등으로 댐의 안전관리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1996～1998년 실시한 대규모 댐 시설물의 안정성실태
평가에 의하면 16개 중 10개 댐이 홍수방어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김광
묵, 김종원 1999, 27). 1999년 임진강 홍수로 인한 연천댐의 붕괴는 댐 등의 관리
소홀에 대한 좋은 예이다. 대부분의 농업용 수리시설은 50년 이상 되었고 퇴적토
의 준설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제 기능을 상실한 곳이 많아 홍수시 제방
붕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1999년말 현재 상수도 관거의 총 연장은 111,740㎞이나 9.5%가 20년 이상 된
노후관거이고, 이 중 각 가정으로 급수하는 급수관의 67.2%가 노후화로 수질에
대한 불신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른 상수도 누수율은 15%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어 선진국의 10%보다 매우 높다. 가뜩이나 부족한 용수의 15% 이상
을 그대로 버리고 있는 것이다. 누수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되었으나 투자재
원의 부족, 사업성의 부족 등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3- 16> 각국의 물 값 비교(1997)
(단위 : 원/ ㎥)

국가명

한국

영국

일본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캐나다

(도시명)

(서울)

(런던)

(동경)

(파리)

(제네바)

(빈)

(오타와)

물값

255(1998년)

952

1,411

1,129

2,725

2,118

2,056

자료 : 환경부. 1998.「상수도통계」.

<표 3- 17> 물 급수량 비교(1997)
(단위 : Liter)

구

분

한국

일본

영국

스위스

1인당 1일 물 급수량

409

397

393

402

가 정 용 물 급수량

206

236

132

264

자료 : 환경부. 1998.「상수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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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적 하천유역관리의 미흡과 친수기능의 부족
그 동안 하천은 홍수배제 위주로 관리되었으며 인공구조물 위주로 개수하였기
때문에 하천환경 측면에서도 하천의 고유한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특히, 도시하
천은 이에 따라 하천으로의 접근성이 낮아질뿐더러, 수질오염과 함께 도심의 부
족한 주차난 해결의 방편으로 실시한 복개로 인해 친수기능이 더욱 약해지고 있
다.
대규모 댐의 건설은 사회·경제적 문제 외에 부영양화, 냉수 등의 수질문제,
미시기후변화, 자연 훼손 및 생태계 변화 등 부정적인 환경문제를 내포하고 있
다. 또한, 댐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원천적인 토지이용 규제로 귀중한 자
원의 다목적 활용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에는 유역별로 물의 치수, 이수, 하천유지수의 확보를 통한 하천생태
계의 유지 및 복원에 대한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하천관리체계가 없으며 현재 행
정단위로 그리고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등 등급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
다. 뿐만 아니라 유역에 속한 지자체간 물 이용 등에 관한 협약이 없어, 수량 및
수질관리가 어렵고, 지자체 또는 지역 주민간에 물 분쟁을 유발시키기 쉽다.

8. 여가공간의 부족과 인위적 관광개발에 따른 환경훼손
1) 주말 여가공간으로서 낮은 접근성
경제발전에 따라 소득 및 여가시간이 많아지고,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관광
객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 관광 활동 참가자 수는 1993년
3,151만 명에서 1999년 3,161만 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도시근교에는 증가하는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여가공간이 부족
한 형편이다. 수도권의 경우 주요 여가시설 현황은 관광지 13개소, 자연공원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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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자연휴양림 8개소, 청소년수련시설 79개소 등에 불과하다(표 3-18 참조). 2000
년 국립공원 탐방객 수는 총 3천3백만 명이고, 수도권에 위치한 북한산 국립공원
의 탐방객 수는 4백만 명으로 전체의 11.9%이다. 전체 인구에 대한 수도권 인구
의 비율이 46.3%임을 감안할 때, 도시 근교 여가공간이 수용하는 비중이 매우 낮
음을 알 수 있다. 즉, 인구집중도에 비해서 여가 공간이 부족하여 도시근교 주민
들은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시간과 거리가 많이 소요되는 곳으로 이동하게 된다.
여가를 즐기고 관광을 하는 형태도 문제가 되는데, 소비위주의 관광을 하는 사
람들은 규모가 크고 편안한 시설이 있는 곳을 찾아 거리에 상관 없이 이동을 하
게 되어 교통체증을 비롯하여 비효율적인 에너지소비를 하게 된다.

<표 3- 18> 수도권 주요 여가시설 현황(2000)
시설명

개소 면적 합계(천㎡)

비

고

관광지

13

4,412

가평군 대성, 산장, 양평군 용문산, 포천군
산정호수, 백운계곡, 연천군 한탄강, 양주군
장흥, 파주시 임진각, 공릉, 동두천시 소요산,
남양주시 수동, 평택시 평택호, 여주군 신륵사

자연공원

4

100,631

국립1, 도립1, 시·군립 2개소

청소년 수련시설

79

2,450

(전국은 487개소, 18,350천㎡)

자연휴양림

6

91,560

국망봉, 산음, 설매제, 유명산, 중미산,
축령산

출처 : 문화관광부. 2000.「2000년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문화관광부 : http:/ / www.mct.go.kr/ uw3/ dispatcher/ sub64.html.

도시근교의 부족한 여가공간에 대한 해결책으로 1984년 이후 정부는 농어촌정
비와 농업관광 및 농촌관광을 육성해 왔다. 2000년까지 389개의 관광농원 조성에
1,337억원, 266개의 민박마을조성에 252억원, 9개소의 농어촌휴양단지 조성에
166억원을 투자하였으나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하였다(표 3-19 참조). 대규모 시설
위주의 여가공간에 밀려 부실경영 상태에 처하게 되어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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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휴·폐업하는 등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대규모 여
가시설에 비하여 여가공간을 안내할 시스템이 부족하고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구
축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표 3- 19> 농촌관광 현황(2000)
연도

계
(지원액)

1998이전 152,432

휴양단지

관광농원

민박마을

지구수

지원액

지구수

지원액

지구수

지원액

8

14,600

379

116,759

235

21,073

1999

7,800

-

-

(33)

5,199

17

2,601

2000

4,175

1

2,000

10

11,720

14

1,543

계

164,947

9

16,600

389

133,678

266

25,217

주 : ( )는 계속 지원되고 있는 지구수임.
자료 : 강신겸. 2001. 여가시간 확대와 농촌관광의 가능성 .「여가와 농촌활성화
심포지엄」. p10.

2) 인위적 대규모 관광개발
자연경관과 문화경관은 이를 이용하려는 인간의 욕망에 의해 과도하게 이용되
거나 부적절한 관리로 점차 파괴되고 있다. 기존의 관광은 주로 대규모 관광시설
을 조성하고, 외지 대자본을 유치하여 관광산업을 진흥시키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관광개발의 목적은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시하기 때문에 관광지에는 지역
특성에 관계없이 획일적인 관광활동이 이루어지고 주변에 숙박 및 상업시설이
과다하게 들어서게 된다.
대규모 관광단지의 조성과 자연탐방객의 급증에 따라 식생파괴, 동·식물의
불법포획·채취, 쓰레기 투기, 수질오염 등이 발생하고 있다. 2000년 국립공원 탐
방객 수는 총 3천3백만 명이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물 처리량은 8천7백
톤이나 되었다. 대규모 시설위주의 관광지개발은 지역문화 및 지역환경에 대한
무관심도 초래하여 환경훼손, 관광객에 의한 각종 오염 증가 등 지역환경을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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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지역 특유의 문화를 살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오히려 파괴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동 하회마을의 경우 전
통문화와 지역 특유의 문화를 살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지 못한 채 상업
적 목적의 볼거리들로 채워지고 있다. 이는 자연자원과 문화경관을 이용하는 관
광이 아직까지 정부로부터 체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자체 수익사
업의 일환으로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9. 환경오염의 심화 및 처리시설 미흡
1) 대기질· 수질의 악화와 폐기물 처리의 어려움
□ 선진국형으로 전환되고 있는 대기오염 형태
우리나라는 에너지소비의 급증으로 지난 30여년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에서 매우 빠르게 증가하였다. 대기오염배출 총량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
지만, 자동차 수의 증가로 인한 이산화질소 및 오존오염도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
하거나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어 대기오염형태는 선진국형으로 전환되고 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한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의
배출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으며, 대규모 배출업소 밀집지역은 연료사용에 따
른 아황산가스 배출량이 높다.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의 증가는 자동차의 급격
한 증가, 도로중심의 교통정책 추진, 대중교통시설 미비에 따른 승용차 과다 사
용,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연료의 사용, 도로구조의 미비에 따른 차량정체의 과
다에 원인이 있다. 이와 함께, 가정·산업분야에서 발생하는 열이 도심의 온도를
상승시키고 대기질을 크게 악화시켜 도시열섬(urban heat island)현상을 유발하
고 있다.
□ 수질오염원의 다양화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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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소비활동의 증가로 오염원이 다양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염물질 배출
량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수질오염을 측정하기 위해 하천, 호소, 공공수역을
하천수, 호소수, 상수원수, 농업용수, 공단배수로 구분하고 전국에 설치된 수질측
정망(1,576개 1999년 기준)을 통해 기초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있다. 즉, 1980년
이후 생활하수는 약 2.2배, 산업폐수는 3.7배, 축산폐수는 2.4배 정도 증가하였으
나 1997년 현재 하수처리율은 57%에 불과하다.
따라서, 댐 및 호수 등 주요 상수원의 수질은 대부분 Ⅱ급수 이하로 전락하였
으며 도시를 끼고 있는 하천과 강 하류지역의 수질은 악화되었다. 4대강의 수질
은 전반적으로 악화되어 1999년 현재 낙동강과 금강, 한강은 Ⅱ급수 수준을 유지
하고 있지만 영산강은 Ⅳ급수 수준에 머물러 있다(표 3-20 참조).

<표 3-20> 4대강 BOD기준 수질변화 추이(1985～1999)
(단위 : ppm)

구분

1985

1990

1995

1998

1999

영산강

5.2

6.7

7.0

5.9

6.8

낙동강

3.7

3.0

5.1

3.0

2.8

금강

2.5

3.1

4.3

2.4

2.6

한강

1.4

1.0

1.3

1.5

1.5

출처 : 환경부. 2000.「환경백서」. p322.

4대강을 포함하여 전국의 하천을 194개 구간으로 설정하여 수질환경기준 달성
률(달성구간수/ 목표설정구간수)을 분석한 결과, 한강이 38.5%로 가장 높고 다음
으로 금강, 낙동강, 영산강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국에 지정된 33개의 호소
중 Ⅰ등급이 없고, Ⅱ등급 20개소, Ⅲ등급 17개소, Ⅳ등급 1개소, Ⅴ등급 2개로
분석되어 대부분 Ⅱ～Ⅲ 등 급수로 환경기준이 양호하지 못하다. 또한, 전국의
농업용 저수지 18,000개소 중 116개소가 농업용수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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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담수는 환경정화시설의 부족으로 인해서 호소의 수질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전국 498개 표류수 상수원은 Ⅰ등급 243개소, Ⅱ등급 209개
소, Ⅲ등급 46개소로 나타나 대부분 Ⅰ, Ⅱ급수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물소비량이 급증함에 따라 지표수 이외의 대체수단으로 지하수의 적극적
인 이용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1998년 건교부에서 보고한 지하수 조사연
보 현황에서 국내 연간 지하수 개발가능량은 133억 톤이며 그 이용률은 23.3%로
조사되었다. 한편, 1999년도 기준으로 지하수 수질은 조사된 전국 3,323개 지점
중 230개(6.9%)가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지하수질 검사항목은 15가지이며
생활오수, 축산폐수, 폐기물 침출수 등의 지하침투에 의한 질산성 질소(NO3-N)
의 초과로 인한 오염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수종말처리장, 산업폐수처리장 등의 점오염원 처리시설은 확충되고 있지만
비점오염원이 대량으로 하천과 호소에 유입되어 수질은 크게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 토지이용이 고밀화된 우리나라는 부유성물질(SS)에 의한 수질오염부하의
50%, 폐쇄성 수역에서 영양물질 80%이상이 비점오염원에 의한 것으로 산정된
다. 도시지역은 단위면적당 오염부하가 크고 유독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수질
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고, 비점오염원 유출량도 산지 등에 비해 훨씬 많다.
특히,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성 면적의 증가는 강우시 오염물질을 일시적으로 하
천으로 흘러들게 하여 수질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최지용 2001, 158).
□ 폐기물 배출량의 증가와 처리시설 확보의 어려움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생산과 소비의 형태가 대량생산·대량소비로 변하면서
폐기물의 발생 또한 급속히 증가하게 되어 국가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
다. 국내 폐기물의 발생량은 1993년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특히,
사업장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포함하는 사업장폐기물은 매년 1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표 3-21 참조). 반면, 1인당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꾸
준히 감소하여 1999년에 0.97kg/ 일로 영국·독일과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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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현재, 폐기물은 매립, 소각, 재활용에 의해 각각 51.6%, 10.3%, 38.1%가
처리되고 있다. 발생된 폐기물의 절반 이상이 매립되고 있지만, 침출수 처리를
갖춘 위생매립지는 5% 미만으로 주변 토양 및 지하수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소
각의 경우도 다이옥신 발생 등으로 인해 소각장 운영 및 신규시설 확충에 어려움
을 겪고 있다.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매립 비율을 줄이고 소각이나
재활용 비율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표 3-21> 폐기물발생량 추이(1992～1999)
(단위 : 천 톤/ 일)

구

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계

144.5

141.4

147.1

148.1

180.8

194.7

188.6

219.4

생활폐기물

75.1

62.9

58.2

47.8

49.9

47.9

44.6

45.6

소계

69.4

78.5

88.9

100.3

130.9

146.8

144.0

173.8

일반

48.0

56.0

85.2

95.8

125.4

141.3

138.7

166.1

지정

21.4

23.4

3.7

4.5

5.5

6.1

5.3

7.7

사업장
폐기물

출처 : 환경부. 2000.「환경백서」. p496.

2) 환경기초시설의 부족과 입지확보의 어려움
□ 환경기초시설 투자재원의 부족
환경기초시설은 국토의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생활환경을 쾌적
하게 만들어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간정주의 지속가능성
을 보장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확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환경기초시설에는 상·하수도 시설, 하
수종말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폐기물처
리시설 등이 포함된다. 특히, 환경오염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해서 수질관련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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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시설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나 확보 재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
정이다. 환경기초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인 환경부문 예산의 규모를 살펴보
면 <표 3-22>와 같다. 1990년 환경부문 예산은 3,447억원으로 국민총생산의
0.07%이고 정부예산의 0.36%이었으나, 1999년에는 27,636억원으로 국민총생산
의 0.27%이고 정부예산의 0.96%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예산의 1%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비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지방
양여금이 가장 중요한 재원이다. 그 외 비용은 시·도와 시·군이 각각 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오염매체별 투자규모 추이는 수질개선을 위한 기초시설의
투자가 90%정도이고 폐기물처리를 위한 투자지출은 10%정도이다. 최근에는 폐
기물처리 투자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3-22> 환경부문 예산 추이(1990～1999)
(단위 : 억원, %)

국민총생산(A)

정부예산*(B))

환경부문예산(C)

비

율

연도
GNP

증가율

예산액

증가율

예산액

증가율

C/ A

C/ B

1990

1,782,621

20.5

325,369

20.5

3,447

37.1

0.07

0.36

1995

3,519,747

15.9

745,344

15.6

17,801

53.3

0.19

0.90

1999

4,282,951

8.0

1,200,206

8.8

27,636

-1.7

0.27

0.96

* : 정부예산액은 일반회계+특별회계순계 규모임
출처 : 환경부. 2000.「환경통계연감」. p532.

□ NIMBY로 인한 환경기초시설 입지확보의 어려움
환경문제는 지역이기주의와 맞물려 NIMBY현상이 확산되고 있어서 사회기반
시설 설치는 물론 환경개선을 위한 폐기물매립장과 같은 환경기초시설 확충마저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쾌적한 근린 생활환경에 대한
욕구 증대, 환경사고에 대한 두려움, 지가하락과 생산기반 확대 곤란에 따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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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측면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 예컨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초구 서울추모공원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의 반대는 지역이기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NIMT(Not In My Term: 나의 재임
기간에는 불가)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입지지역 주민의 반대로 적기에 환경기초
시설이 설치되지 못하면, 시설설치비용의 증가는 물론이고 환경서비스의 공급이
부족하거나 늦어져 환경오염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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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 H A P T E R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을 위한 원칙과 과제

전술한 제3장에서는 국토개발의 현황과 문제점을 토지이용, 교통, 자원이용과
보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토지이용에 있어서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이분화된 국토이용체계로 전 국토에 대한 계획적 관리가 어려워 준농림지역 등
도시주변지역에서 경관·생태·기능상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시에, 택지
개발사업이나 준농림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 등 신규 도시개발이 전체 지역에 대
한 종합적인 공간계획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자연생태계
가 훼손되며 교통에너지가 과다하게 소비되는 비효율적인 도시권 공간구조가 형
성되고 있다. 또한, 기사용된 토지자원에 대한 재활용이 미약하고, 농경지나 산림
지 등 친환경적 토지가 도시적 용도로 전환되는 기준이 모호하며, 토지이용계획
에서 환경가치를 내재화할 수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교통부문에 있어
서는 도로우선의 교통정책, 교통체계를 고려하지 않는 도시개발, 경제성장에 따
른 개인교통수단 선호도 증가 등으로 자동차 교통량과 수송부문 에너지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대기오염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국토자연환
경은 중요 생태자원의 훼손, 국토환경정보체계 구축의 미흡, 국토개발에 따르는
자연생태계 보전과 이용 간의 갈등심화, 대기질·수질관리 및 폐기물처리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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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환경기초시설의 부족과 입지확보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물·에너지 등의 자원은 공급한계에도 불구하고 과다 또는 비효율적으로 이용되
고 있다. 수자원은 수요관리정책의 미흡, 저렴한 물값, 공급관련 기존시설 이용의
비효율성, 하천유역의 종합적 관리 미흡과 함께 하천의 친수기능 미약 등의 문제
점을 보여주고 있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국토개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을
이루기 위한 원칙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 제시한 공존성, 미래성,
경제성, 광역성, 수용성, 예방성, 형평성, 참여성 등의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원칙
은 21세기 국토발전의 대전제로서 자리매김을 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친화적 국
토발전과제는 토지이용, 교통, 자원보전과 이용 등 국토발전의 부문별로 설정하
였다.

1.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을 위한 원칙
□ 자연과 인간의 조화 : 공존성
국토발전의 목적은 보다 풍요롭고 건강한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 그 동
안 국토개발은 인간중심적 환경윤리를 기초로 하여 자연생태계가 파괴되고 환경
오염을 유발하더라도 큰 문제가 아니며, 이는 인간의 기술개발로 해결할 수 있다
는 입장을 취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생태중심적 환경윤리는 생물체를
생명의 가치차원에서 인식하여 자연은 인간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존재할 가치와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마땅히 보전되어야 하며, 인간이 자신의 이
익에 따라 자연을 판단함은 옳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26) . 환경윤리의 논쟁을 떠
나서 지구환경의 위기로 환경의 보전 없이는 인류의 번영은 물론 생존조차 어려
26) 여기서 생태체제(혹은 생태성)는 환경체제(환경성)란 개념보다 인간과 자연(환경) 간의 관계에서 자
연(환경)상태의 속성과 중요성을 더 강조할 뿐 아니라 인간의 활동체계가 전체체제의 한 단위로 생
태계의 다른 부문과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가져야 함을 강조한다(조명래 2001, 56). 따라서, 이런 생
태체제 내에서의 국토발전의 기본전제나 전략 등이 기존의 사람중심(개발중심)의 접근에서 자연과
인간의 조화, 그리고 생태기능의 복원을 중심가치로 하여 접근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lvi
56

울지도 모르는 현 상황하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 개발과 보전의 조화는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27).
□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개발 : 미래성
자원이 빈약하고 좁을지라도 우리 국토는 현재의 우리와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하나뿐인 생존공간이다.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의 개념은 어떤
한 기간에 걸친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세대 모두를 위한 것이다.
동시에 우리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하여 집을 따뜻하게 하기 위한 화석연
료 사용이 필요하다는 현재 수요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 다양한 비용과 편익의 산정 : 경제성
환경친화적 결정은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모든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편익과 비용의 산정에는 화폐가치로 쉽게 환산
하기 어려운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 어떤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에
발생하는 비용을 다른 곳으로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공의 목적과 가
치, 시간비용과 편익, 위기와 불확실성 등 모두가 국토개발사업이나 의사결정과
정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
□ 광역적 사고와 범 지구적 환경의 고려 : 광역성
자연환경의 파괴와 환경오염은 발생하는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그 영향이 광
역적으로 미치며, 범 지구적인 문제에까지 확대된다. 뿐만 아니라, 오염야기자에
게는 피해가 가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날 환경문제는 지역 간 분쟁의 주 대상이 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나 오존층 파괴도 그 양의 과다에는 차이가 있지만 지구촌 모두가 그
27) 리우선언 제1원칙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은 사람들이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반드시 보다 나은 생활의
질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따라서 인간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관심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자연과 조화 속에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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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광역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데 기인한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은 범 지구
적으로, 행동은 지역적으로(think globally, act locally) 라는 말은 깊이 음미할 가
치가 있다.
□ 환경수용능력을 고려한 개발 : 수용성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영향은 해당 지역뿐만이
아니라 지구전체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지구의 자정능력을 초과하
여 발생한 온실가스 등은 전술한 지구온난화나 오존층파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재생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해 획득 한계량을 초과
한 어족자원의 남획과 열대우림의 훼손은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환경용
량이나 수용능력이란 용어는 친환경적 개발에서 흔히 사용되는 말이나 그것을
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생태계의 복잡성을 감안할 때 불가능할지도 모
른다. 중요한 것은 다음에 제시할 사전예방 조치이다.
□ 사전예방의 우선 : 예방성
자연환경이 일단 파괴·훼손되면 그것을 복원하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
요하게 되며 원래 그대로의 모습대로 복원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국
토환경을 보전하는 일은 사후대책보다는 사전예방에 그 우선권을 두어야 한다.
먼저, 각종 개발사업이나 시설들을 계획단계에서부터 그것이 국토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전에 대처하여야 하고, 개발단계에 있어
서도 국토환경에 나쁜 부하를 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미연에 차단하도록 해야 한
다28). 사전예방은 사업에 대한 비용과 편익의 철저한 분석을 필요로 하며 결정과
정에서 투명성이 있어야 한다.

28) 리우선언에서는 이러한 사전예방원칙에 대하여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영향의 위협이 예상된다면
충분한 과학적 확신이 없다는 이유로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효과적인 조치를 미루면 않된
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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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정의를 위한 환경정의의 추구 : 형평성
우리의 생활환경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 중의 하나이므로, 경제생산활동
에 따른 비용이나 편익을 특정집단에 과도하게 노출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며
공평하지 않다. 사회적 정의와 환경적 정의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환경적
으로 정의롭지 못한 자원의 이용은 사회적으로도 정의롭지 못하다. 모든 국민에
게는 최소한의 환경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환경문제의 공간상 이전은 없어야 한
다. 또한, 소수의 이익을 위하여 다수의 환경적 이익이 버려져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나 집단의 환경적 조건을 악화시켜서는 안 되
며,29) 환경의 오염과 훼손에 대한 책임을 오염자부담원칙에 의하여 강력하게 부
과해야한다. 이를 통하여 도시와 농산어촌,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의 지역 간, 그
리고 계층 간·세대 간의 형평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아울러 범 지구적 환경보호
의 동참노력도 국가 간의 형평성 증진에 필요하다.
□ 참여와 합의의 존중 : 참여성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의 달성은 국민 모두의 참여와 합의를 기반으로 하여 이
룩될 수 있다. 즉, 국가기관은 물론 시민 기업 등의 참여와 합의가 필수적이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나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이룬 합의를 바탕
으로 하여 국토 및 지역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지역정부)-국민(지역주민)-기업-시민단체 간의 파트너쉽을 형성하고 친환경적인
국토발전전략을 수립·집행하는 데 밑바탕이 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토지의 개
발과 보전의 이용체계 확립, 효율적 대중교통체계의 구축과 녹색교통수단 확충,
생태계우수지역의 보전과 복원과 네트워크화, 지역환경 오염처리체계의 강화 등
은 이러한 원칙의 준수를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

29) 지속가능한 발전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WCED의 우리들 共有의 未來 보고서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개념 중 중요한 의미의 하나로 필요(needs)를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약자에 대한 수요를 강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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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을 위한 과제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양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물질적인
부의 증가를 가져왔다. 그러나 20세기 말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국토개발은 자
연생태계의 훼손, 환경오염의 심화와 이로 인한 생활환경의 악화 등을 수반하여,
앞으로도 이러한 방식에 의해 국토발전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가 근본적인 문
제로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도 경제성장은 계속되고 개발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그렇지만 환경이 주는 혜택을 모두가 고루 누릴 수 있는 사회에 대한 열망도 높
아질 것이다.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은 새천년 국토경영
에 있어서 기본적인 과제이며, 이에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은 출발점이자 핵심요
소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태적 측면이 모두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듯이 환경친화적 국토발전 역시 공간정책과 환경정책이 정합성을 유지
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룰 때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미래의 국토발전이
환경친화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한 원칙하에서 과제가 설정되
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절에서는 토지이용의 효율화
및 체계화, 에너지절약형 교통체계 구축, 자연환경의 보전과 생태계 연결, 자원의
절약적 이용과 효율적 처리,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및 최소화 등의 5개를 환경친
화적 토지이용, 교통, 자원이용의 과제로 설정하였다.

□ 토지이용의 효율화 및 체계화
토지는 유한자원이자 비가역성이 크므로 국토가 좁고 산지가 전 국토의 65.6%
를 차지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토지이용의 효율화는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위한
대전제이다. 특히, 국토 난개발의 문제점이 사회 이슈로 제기됨에 따라 국토이용
체계의 합리화를 통한 효율적 토지이용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토지이용의 효율화는 국토발전에 따르는 개발수요의 대응에 있어 농지 및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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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의 잠식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신규개발지 및 기존 개발지의 토지를 개발용량
한도 내에서 최대한으로 활용함을 의미한다. 효율적 토지이용은 추가적인 토지
소요의 감소를 가져와 궁극적으로 토지이용의 최소화에 기여하다.
토지이용의 효율성은 종전의 경제우선적인 토지이용에서 벗어나 생태적인 측
면이 강조될 때 달성될 수 있다. 전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통해 수요대응적이고
이윤창출을 위하여 상대적 보전가치가 높은 도시주변지역의 녹지가 무분별하게
잠식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 국토에 대하여 보전할 곳과
개발할 곳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보전지역은 철저하게 보전하고 개발대상지역은
계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토이용체계 및 토지이용계획의 개선이
필요하다. 토지의 계획적 관리는 자연생태계가 보전되는 동시에 도시적 용도로
의 토지이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 토지이용의 경제적·생태적 효율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또한, 토지이용의 과정과 결과인 각종 공간계획이나 개발사업은
환경친화적인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환경가치를 내재화한다. 토지이용의 효율성
은 토지 자체의 환경친화적 이용뿐만 아니라, 토지이용계획과 여타 공간계획 및
환경계획간의 연계 강화를 통해서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있어 체계적인 토지이용은 제도적 기반을 제공한다. 특히, 준농림지 등
국토 난개발이 사회 이슈로 제기됨에 따라 국토이용체계의 개선을 통한 전 국토
의 계획적 관리체계 구축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 에너지절약형 교통체계 구축
수송부문은 전체에너지 소비의 약 20%, 전체 대기오염 발생량의 약 51%를
차지한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 비중은
80% 이상이나 차지하고 있어 대기오염의 주범이 된다. 에너지원의 거의 전부
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에너지사용의 효율화가 환경보전만
이 아니라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므로, 친환경적 국토
개발에서 수송부문에서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은 중요한 과제이다.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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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교통체계의 구축은 교통부문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절대량을 감축
시키거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자원의 보존 및 오염물
질배출 저감을 달성할 수 있다.
에너지 효율적 교통체계 구축은 교통로 및 교통수단, 교통시설을 에너지 효
율적으로 재편성하고, 활용하는 교통운영과 교통정책을 포함한다. 에너지절약
형 교통체계는 도로보다는 철도, 개인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
리하고 경제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교통부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절약
하는 동시에 환경을 보존하도록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에너지소비와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녹색교통수단의 보급을 확대하고, 이용이 편리하도
록 하여 통행자에게 친환경적인 교통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자연환경의 보전과 생태계 연결
자연환경은 인간에게 필요한 물자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후를 조절하고,
자정능력과 순환능력을 보유하여 인간을 포함한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생명부양체계이다. 또한, 자연은 산업화와 도시화 속에서 인간의 정
서를 순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여가공간을 제공한다. 이름 모를 식물과 미생물도
이제는 생물유전인자로서 의학적, 과학적으로 중요한 물자와 자료를 제공한다.
그러나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복원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장구한
시간이 걸리거나 많은 경제적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
이 중요하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국토가 협소한 상태에서 인구밀도가 높고 자연
자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자연환경의 보전의 중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자연환경은 구성요소인 무기환경과 동물, 식물 등의 생명체가 끊임없이 상호
물질순환을 이루어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체계를 이루는 생태계이다. 단
순한 자연환경으로서의 공간보전도 중요하지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체계로
서의 연결성보다 중요하다. 생태계의 연결성은 국지적 뿐만이 아니라 국토관리
차원에서 국토전체의 광역적인 연계도 중요하다. 이미 우리 선조들은 한반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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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살아 있는 유기체로 보면서 영험한 백두산에서 시작된 기운이 백두대간
을 통해 한라산까지 국토 전역에 미친다는 생각을 한 바 있다(이명우 1999, 70).
유역권을 중심으로 한 생태권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는 산림, 물, 토양, 생물
등 자연의 메카니즘을 존중하는 형태로서 인간의 경제사회활동과 조화되는 중요
한 통합관리 수단이다. 생태계보전과 연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산림, 하천, 해
안 등만이 아니라 도시와 농촌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도시 내 자연환경의 보
전과 광역녹지축 구축을 통하여 생물서식공간을 확대하고 도시생태계를 복원하
여 도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자원의 절약적 이용과 효율적 관리
국토환경의 훼손과 오염문제는 에너지를 포함한 자원의 부적절한 이용의 산물
이다. 부존자원과 국토용량을 감안할 때 그 동안의 국토개발은 자원낭비적이며
비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국토환경의 조성은 자원
과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전제로 하며, 이를 위해서 자원절약적 국토이용과 수
요관리 기능이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한다.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실정에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은 환
경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에너지는 경제활동과
우리 삶의 기초원동력으로, 모든 부문에서 절약노력과 효율화가 추진되어야 한
다. 에너지 절약에 대한 투자와 기술개발, 효율이 높은 기기 활용, 청정 대체에너
지 개발과 같은 에너지부문 자체의 방안도 중요하다. 국토개발에 있어서는 에너
지소비와 환경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도시와 산업구조의 조성과 국지적 기상
조건을 활용하는 설계 및 개발기법 도입이 필요하다. 도시의 에너지소비는 건물
형태, 배치, 사용자재 등의 미시적 측면부터 도시의 개발 패턴 등에 이르기까지
도시의 구조나 토지이용 형태에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및 도시개발과 교통수요 발생을 최소화하는 도시구조와 분포는 에너지 절약형
국토발전의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지역난방 및 열병합발전 등 에너지 이용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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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은 집단에너지의 공급과 아울러 폐열 등 미활용 에너지의 이용방안을 강구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더구나 물의 계절적·지역적 분포
도 일정치 않아 물 부족에 대한 영향은 더욱 심하다. 수자원의 관리에 있어서 공
급확대도 필요하지만 이에 앞서 수요관리를 통한 절약적 이용이 더욱 필요하다.
이는 그 동안 해왔던 공급확대 정책의 전환을 의미한다30) . 이와 함께 지역별·계
절적 용수부족에 대한 체계적 공급대책도 중요하다. 최근의 가뭄은 총량적인 물
공급에 기인한 것이지만, 필요한 곳에 필요한 양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
어지지 못한 데 더 큰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자원의 수요관리를 통한
절약적, 효율적 이용이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및 친환경적 처리
우리나라는 자원빈국임에도 불구하고 경제규모에 비해 자원 에너지소비가 크
며 1인당 소비도 많은 편으로31) 소비압력지수와 국토환경부하가 높아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과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고, 배출된 오염물질을 지역 내에서 환경친화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국토 및 도시개발정책의 추진, 자원·에너지소비의 감소, 녹색 생산 유통 소비
체계의 정착, 환경기초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 청정연료의 사용, 대중교통수단
의 이용,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 조절, 폐기물의 자원화 등은 환경오염 발생을
30) 그 동안 국토계획에서는 “1인당 급수량이 선진외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저렴한 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공급시설을 확대하고.....(2차)”, 상수도 보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보급율, 급수량 등이 선진국 수준에 미흡.... (3차)과 같이 용수공급량의 확대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
일본의 경우 1970～1991년의 21년간 용수사용량은 350ℓ/ 일에서 390ℓ/ 일로 10%만 증가하였으며,
미국도 1990년 650ℓ/ 일에서 사용량이 거의 늘지 않고 있음.
31) 인구 세계 25위, 경제규모 세계 11위, 에너지 소비증가율 세계 1위, 에너지소비량 세계 10위, 석유소
비 세계 8위로 인구나 경제규모에 비해 에너지소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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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예방하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녹색 생산 유통 소비체계의 정착을
위해서는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환경
정보체계의 구축도 필요하다.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대기질의 개선, 수질오염의 방지 및 폐
기물의 적절한 처리가 필수적이다. 대기의 경우 청정연료의 사용, 기술적인 저감
대책도 중요하지만 교통수요관리32)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통한 교통량
최소화 방안이 더욱 중요하다. 역세권개발 및 직주근접 등을 통해 자동차 교통수
요를 저감하고 녹색교통수단 분담률을 확대하는 방안 등(국토연구원 1997,
106-111) 토지이용계획과 연계한 합리적인 교통정책을 수립이 필요하다. 도시림
조성과, 녹지확충은 자연의 대기정화기능의 제고를 위해서 중요한 방안으로 도
시의 열섬효과를 방지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다.
수질개선은 예방과 처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환
경기초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동안 당연시 해왔던 농
업과 축산업에 대한 비점오염원의 관리도 경제적·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근본
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수질오염의 예방은 수질관리가 토지이용계획과 통
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토지이용활동은 바로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이므로 용수원 영향지역은 개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
되, 환경용량 범위 내에서 계획적 개발 을 유도하고,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실
시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한다. 지하수는 미래의 수자원으로 수량 수질측
정망 구축, 지하수개발총량제, 폐공예치금 및 원상복구 의무화 등 오염방지를 위
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보전대책을 강구한다. 또한, 토양관리를 위해서 폐기
물 발생의 최소화와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여 배출밀도를 줄이도록 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32) 교통수요관리(TDM: 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는 시간, 경로, 및 수단 등을 통해 자동차
교통량을 줄여 도시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교통정책. 유럽연합국가 및 일본의 주요도시에서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지속가능한 교통시스템 구축방안의 일환으로 구체적
인 추진수단을 강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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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 H A P T E R
외국의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제도

제5장에서는 제4장에서 설정한 환경친화적 국토발전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하
여 제6장에서 제시할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전략의 도출에 앞서 환경선진국의 환
경친화적 국토발전을 위한 제도 및 추진체계를 소개하며,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사례국가는 지속가능한, 또는 환경친화적 발전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법제도를
정비하거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영국, 독일, 일본을 대상으
로 하였다. 영국, 독일, 일본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법제도
를 정비하거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
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개발과 보전의 조화, 즉 생태적 측면에 국한하지 않고 경
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 모두를 고려하는 국가경영의 기본목표로 받아들이
고 있다. 따라서,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에만 국한되는 제도나 전략을 별도로 제시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외국제도의 시사점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제
도나 전략 중에서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생태적 측면을 위주로 도출하
였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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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33)
1)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수립의 개요
영국은 1992년 지구정상회담에서 제시된 국가별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수립합
의에 따라 1차로 1994년에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이후 1997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개발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변화를 위한 기
회(Opportunity for Changes) 라는 보고서를 작성,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기초하여 1999년에 삶의 질 향상: 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
한 전략(A better quality of life : A strate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or the
United Kingdom) 을 마련하였다. 새로운 전략은 1994년에 수립된 전략에 기초
한다고 할 수 있으나 경제적, 환경적 측면과 함께 사회적 측면이 보다 강조되었
다. 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은 각 지역의 특성을 강조한 지역별 전략에 근거
하고 있으며, 각 지역(스코트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은 각 부문별로 새로운 개발이념에 따른
지속가능한 발전전략과 프로그램에서 구체화되고 있으며, 지역개발 부문에 있어
서는 27개의 국토 및 지역개발의 부문별 지침(PPG: Planning Policy Guidance
Notes)과 영국의 각 지역별 개발지침(RPG: Regional Planning Guidance)에서 보
다 더 구체화되고 있다(그림 5-1 참조). 상술한 PPG와 RPG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지침이 아니라 기존에 운용되고 있는 지역개발지침으
로, 지속가능한 국가전략과 이에 기초한 부문별 전략을 근거로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포함하여 재작성, 또는 갱신한 것이다. 지역개발차원에서는 별도로 지속
33) 본 내용은 영국의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에서 발행한 A better quality
of life: A strate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or the United Kingdom과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Transport and the Regions에서 발행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2000년도 정부 연차
보고서 Achieving a better quality of life: Review of progress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와
Department of Transport, Local Government and the Region의 Planning Policy Guidance, 그리고
Regional Planing Guidance 9를 참고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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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국가전략을 실천하고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와 각종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있다. 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은 정책추진을 위한 전략과 함께 대
부분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주요지표와 세부지표를 함께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본 전략은 국가적 차원의 전략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하
여 각 지역별로 행동이 따라 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2000년까지 모든 지방
정부가 지방의제21 수립을 완료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완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5- 1> 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추진체계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전략

관 련 법

부문별 지역개발지침
(Planning Policy Guidance )
GB, 주택, 교통, 관광, 지역개발
등
20여개 부문

부문 별 국가발전전략
생물다양성보존 집행
계획
폐기물관리전략
신교통부문전략

지역별 개발지침
(Regional Planning Guidance )
런던, 남동지역, 남서지역,
테임즈강 지역 등

현재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대한 최고 자문기구로는 2000년 10월에 설립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Sustainable Development Commission)가 있다34). 위원회
34) 그 전에는 1994년의 전략에서 제시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영국정부위원회(British Government
Panel on Sustainable Development)'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원탁회의(UK Round Tabl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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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립은 1999년에 마련된 새로운 전략에서 제시되었다. 22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주요전략에 대하여 자문을 하고 있으며, 다
양한 기관과 분야의 대표자들로 원탁회의가 구성되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성취하
기 위한 방법에 관하여 합의점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영국의 지속가능한 국가전략의 내용을 국토 및 지역개발과 관련
한 토지이용과 환경 및 자원부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전략
(1)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요성

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은, 사회의 발전에 대한 필요성이 미래에도 지속
될 것이지만 앞으로의 발전은 단순히 과거의 형태를 그대로 답습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출발을 하고 있다. 영국은 오늘날 지구촌의 다른 지역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과 같은 큰 문제를 안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지구촌의
번영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을 하여야 하며, 한편으로는 보다 향상된 상품의 생
산과 서비스를 통하여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빈곤과 사회적 약자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교육, 건강, 주택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경제적 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식
하고 있다.
그러한 인식의 내용을 보면, 과거의 경제적 활동은 환경오염의 가속과 자원의
낭비를 의미하였으며 이제 이러한 파괴와 낭비는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훼손된 환경은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고 성장자체를 위협하게 되며, 많은 사람들
은 성장이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따
라서, 이제는 보다 적은 환경훼손으로 번영을 도모하며 자원 이용에 있어서 효용
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매력 있는 주변환경, 풍부한 서비스 제공, 강력한 경제기
반을 가진 도시와 마을을 조성하며, 하나의 지구촌 사회를 형성함에 따라 환경문
Sustainable Development)'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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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극복, 교역의 증진, 세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주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새로운 사회가 추구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지속가능한 발전개념의
핵심은 현재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한 보다 나은 생활의 질을 보장하는 다소 단
순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개념은 미래세대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능력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수
요를 만족시키는 개발 로 정의되고 있다35) .

(2)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 과제와 원칙

□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겉으로는 매우 단순하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기 위
해서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영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은
다음과 같은 4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째, 모든 사람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적 진전이다. 깨끗하고 안전
한 환경과 향상된 번영의 성과를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편의시설
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는 동시에 환경오염, 실업,
불량한 주거환경, 빈곤으로부터 발생하는 건강상의 위해를 줄여야 한다. 우리의
수요는 다른 사람, 즉 미래의 우리 후손과 지구상의 다른 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불공정하게 대함으로써 충족시켜서는 안 된다.
둘째, 효과적인 환경의 보호이다. 영국국민도 기후변화와 같은 범 지구적 환경
문제를 해소하고 대기오염과 유해화학물질과 같은 위해로부터 인류의 건강과 안
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야생동식물, 경관, 그리고 문화재 등과 같은 인류가 필요
로 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모든 것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행동하여야 한다.

35) From Our Common Future(The Brundtland Report) - Report of the 1987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87. Oxford University Press.
제 5 장 외국의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제도 lxxi
71

셋째, 자연자원의 신중한 이용이다. 이는 기름이나 가스와 같은 비재생자원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자원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자원과 나무
와 같은 재생자원은 중대한 파괴나 환경오염을 일으키거나 자원의 이용을 위협
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넷째, 높은 수준의 안정된 경제적 성장과 고용의 유지이다. 모든 사람이 높은
수준의 생활과 고용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안정된 경제적 성장과 고용을 유지
하도록 하여야 한다. 영국이 더욱더 번영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체는 적정한 가
격에 모든 소비자가 원하는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고 용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를 위해서는 21세기에 대비한 교육과 기술이 완비된 노동력을 필요로 하며 이를
지원할 기반시설과 투자를 할 사업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는 영국의 모든 부문별 개발계획이나 지
역별 개발계획의 기본이 되고 있다.
□ 지속가능한 발전의 과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보다 경쟁력 있는 경제를 위한 사람과 장비의 투자 증대
·사회적 약자의 감소
·환경오염의 저감과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의 교통체계 구축
·보다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정주공간으로서의 도시 발전
·농촌의 경관과 야생생물을 보호할 수 있는 농업정책의 모색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범 지구환경보전 노력에 동참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원칙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을 위해 1992년 리우선언의 내용, 1994년
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10가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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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과 접근방법을 설정하였다. 이들 중 일부는 법률적인 원칙을 설명하였으며, 일
부 내용은 의사결정과정에서 필요한 접근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다.
·공존성 : 보다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되 자연과의 조화 도모
·장기성 : 다음 세대만이 아니라 미래의 모든 후손들을 위하여야 하지만, 현
재의 수요도 충분히 감안
·경제성 : 공공의 가치, 시간의 비용과 편익, 위험성과 불확실성 등 모든 종
류의 비용과 편익을 감안하되 다른 곳으로의 전가는 바람직하지 않음
·형평성 : 계층 및 지역 간 차별을 없애고,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강화
·수용성 : 환경의 수용능력과 용량을 감안한 발전계획의 수립, 환경수용능력은
실천적인 의미에서 측정이 매우 어려우므로 사전예방의 강화 필요
·예방성 : 사후처리보다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므로 사전예방을 강화하되 이를
위해서는 행동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산정이 중요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투명성이 중요
·과학성 : 의사결정은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고 필요한 모든 증거자료를 확인
·참여성 :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결정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참여확대
·책임성 : 환경문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오염자부담원칙을 가급적 준수
(3) 지표설정과 기본방향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목표를 설정해야 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
동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이 추구하는 목표는 매우 넓은 의미이기
때문에 실천적인 행동을 위해서는 보다 분명한 목표설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
여 다음과 같이 지표를 설정하였다. 지표의 선정을 위해서 광범위한 설문조사와
연구를 거쳐서 작성되었는데, 15개의 주요지표(headline indicators)와 세부지표
로서 약 150개를 선정하였으며, 일부 세부지표는 추후 구체화하기로 하였다(표
5-1 참조).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정책과 결정과정이
따라주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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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모든 업무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의사결정에 있어서 최우
선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내각수준에 있어서 강력한 힘을 가진 부총리를 위원장
으로 하는 환경에 관한 국무위원회 를 만들었으며, 각 부에는 각 부의 지속가능
한 발전을 추진·점검할 녹색장관(Green Minister)을 내부적으로 임명하였다.
둘째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세금, 보조금, 분담금제도 등을 포함한 경제
적, 법적, 정책적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1999년 예산에는
환경보전을 위한 다양한 개혁조치들이 포함되었다. 주요내용을 보면 유황함유에
따른 조세율 차등화, 자동차 연료에 대한 세율인상, 소규모 엔진 장착차에 대한
세금인하, 매립에 대한 세금인상 등이 포함되어 있다.
셋째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인식이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 인식하에 정
보제공과 참여를 최대한 장려하는 것으로서, 1998년부터는 당신도 기여하고 있
습니까(Are you doing a bit)? 라는 환경보전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속가능
한 교육패널을 설립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만들도록
하였다.
넷째는 연구의 강화로서 민간부문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연구강화를 위
하여 향후 3년간 114억파운드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표 5- 1> 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주요지표
주요지표
1.
2.
3.
4.

총생산
공공과 민간의 투자
고용자의 비율
19세 인구의 자격

5. 건강한 수명
6. 불량주택수
7. 범죄수준
8. 온실가스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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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지표
9. 대기오염이 중간수준 이상 날짜수

10.
11.
12.
13,
14.
15.

도로교통
양질의 강
야생동물의 수
기개발 용지지에 건설되는 신규주택
폐기물 중가와 관리
생활의 질 만족도

정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환경조성 노력을 보면 새로운 정부 차원
의 조직구성, 통합평가체계의 개발, 여성을 위한 별도의 조치마련, 경제적 유인책
의 개발, 시민참여 운동의 추진, 환경정보의 접근성 강화, 지속가능개발위원회의
설립 등이 있다. 이에 대한 평가지표로는 정부 내 녹색활동, 여성고위직 및 공직
자수, 주요자원의 가격, 교통비용, 법규의 집행강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개
인활동, 학교에서의 인지도, 그리고 환경오염에 대한 예산 등을 설정하고 있다.
(4) 부문별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지속가능한 전략은 경제, 지역사회개발, 환경과 자원, 국제협력 등의 부문으로
나누어 수립되었으며, 이와 함께 실천을 위한 행동지침과 보고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지역사회개발 부문에는 필요성, 경제적 경쟁력과 고용의 증가,
사회적 수요의 충족, 주변환경의 개선, 통합정책과 강력한 제도적 뒷받침, 그리고
모든 사람의 참여에 대하여 정책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과 자원부문
에서는 현재의 환경과 자원문제의 도전, 통합적 접근, 기후변화와 에너지 공급,
대기질의 개선, 담수의 보호, 토양의 보전, 경관과 야생생물의 보호, 산림의 관리,
광물자원의 관리에 대한 지속가능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부문 중에서 본고에서는 지역사회개발 중에서 주변환경의 개선 부문과 환
경 및 자원부문에 대한 정책방향과 전략을 살펴보기로 한다.

□ 주변 생활환경의 개선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매력 있는 거리와 빌딩, 소음이 적고 오염이 없는 교
통, 녹색공간, 안전성은 우리생활의 기본적 요소이다. 이러한 요소가 충분히 고려
되지 못하거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 개발은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의 쇠퇴를 가
져올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개발은 도시지역의 활성화, 농촌사회 번영의 보장,
역사적 환경과 경관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보다 낳은 계획 수립과 설계, 지역환경의 보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제 5 장 외국의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제도lxxv
75

의 조성이 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공간개발 정책방향으로는
·신규개발은 가급적 기존의 도시지역에 집중시키고,
·신규개발입지는 통행의 필요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며,
·기개발지의 재사용, 빈 집의 활용, 그리고 기존 빌딩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격리된 새로운 정주공간을 조성하기보다는 기존의 도시지역을 확장하고,
·녹색공간의 확대와 함께 양질의 환경조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하였다.
여기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가능한 한 기존의 개발지에서 혼합이용과 집
중된 이용을 도모하고 생활의 모든 활동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가급적 통행수요
를 줄이고 대중교통 이나 녹색교통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주요 시책으로
는 2008년까지 신규주택의 60%는 기존에 개발된 지역을 활용하며, 녹색공간과
지속가능한 사회조성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속가능
한 주변환경조성을 위한 지표로는 주택과 인구증가, 기존개발지의 신규주택 건
설, 도심부와 외곽지역의 상가면적, 유휴지, 소음정도, 주변환경의 질, 지역 녹색
공간에 대한 접근성, 범죄발생정도 및 두려움 등이 있다. 이러한 개발을 추진하
기 위한 지침으로 이미 1998년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계획: 보다 낳은 실천
을 향하여(Plann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owards better practice)"를
작성하였으며, 후술할 부문별 지역계획 지침(PPG: Planning Policy Guidance)
와 지역별 계획지침(RPG: Regional Planning Guidance)도 별도로 마련되고 있
다.

□ 환경과 자원의 관리
① 주요과제
환경과 자원의 관리부문에 있어서는 통합적 접근방식의 추진, 기후변화와 에
너지 공급부족에 대처, 대기오염의 감소, 수자원, 토양, 경관과 야생생물, 산림 및
광물자원의 관리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정책방향의 제시에 앞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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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하고 있는 주요 과제로
·환경적으로 용납되는 방법으로 경쟁적인 가격에서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발생의 감소
·대기질의 개선
·담수자원과 수질의 보전
·연안과 해양의 생산성과 건강성 유지
·토양자원의 유실을 최소화하고 토양의 질적 수준 유지
·경관과 야생생물에 대한 훼손 방지와 복원
·환경오염물질의 확산 방지와 폐기물 관리 개선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위협, 해양과 삼림의 훼손과 같은 지구환경문제에 공동
으로 대처 등을 설정하고 있다.
통합적 접근을 위한 주요행동 지침과 정부의 공약은 1)기후변화, 대기질, 수질,
야생동물, 그리고 다른 주요사안들에 대하여 선도적 역할을 취할 것, 2)새로운 화
학물질에 대한 전략의 수립, 3)새로운 통합환경오염방지 법력의 제정 등을 제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주요지표로는 1)유기오염물질의 집중도, 2)물 속의 위해
물질, 3)기타 환경과 자원분야에서 필요한 지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② 기후변화와 에너지
기후변화와 에너지 공급에 대한 행동지침과 공약으로는 1)2008～2012년까지
1990년 수준 이하인 12.5%까지 온실가스배출을 저감시키는 국제적 협약의 준수,
2)2010년까지 1990년 수준 이하로 CO2 배출을 20%저감한다는 목표 달성, 3)2003
년까지 전력의 5%는 재생자원으로부터 생산하고, 4)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개발을 위하여 영국의 기후영향 프로그램 추진 등이다. 주요 지표로 1)온실
가스의 방출량, 2)지구온도의 상승, 3)해수면상승, 4)최종수요자의 CO2 배출, 5)
화석연료의 감소, 6)재생자원으로부터 생산되는 전력, 7)핵 관련 시설물에서의
배출, 8)방사성폐기물량 등을 설정하였다. 대기오염, 특히 수송부문에서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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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으로 1)2000년부터 신규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규제
를 강화하기 위하여(2005년부터 더욱 강화) 유럽연합의 자동차연료 프로그램 준
수, 2)2001년 1월부터 납 포함 연료의 판매금지, 3)무공해 연료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의 차등화, 4)연간 최소 6%의 연료세 인상, 5)1999년부터 무공해 버스
와 탱크로리에 대하여 1000파운드까지 보상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③ 담수의 보호와 경관 및 야생생물의 보호
담수의 보전과 관련하여 1992년 지구정상회담에서 제시된 내용, 즉 유역의 통
합관리, 강 수질의 개선, 수자원계획수립, 물낭비 제거, 적정한 물 값 책정 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주요 행동지침과 공약을 보면, 1)양질의 하천유
지, 2)1966/ 67년 대비 2000년까지 누수율을 26% 감소, 3)다음 몇 년간 평균 물값
의 인하, 4)용수추출에 대한 면허체계 개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지표로는 1)강의 수질, 2)용수수요과 공급가능량, 3)용수부담능력, 4)누수율, 5)목
적별 용수추출량, 6)하천유지용수, 7)오염물질 함유량 등을 제시하고 있다.
경관과 야생생물의 보호부문에서는 특별한 자연적, 문화적, 역사적 경관은 매
우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서 반드시 보호하여야 하며, 생물서식지와 생물다양성
의 훼손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과제로 중요한
자원의 파악, 특별한 경관지구를 보호구역으로 지정, 그러한 자원에 대한 일반인
의 접근성 강화와 활용 증대, 우량농지와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의 보전, 역사
적·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자원의 보전, 지역노력의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수행한 경관조사 2000 (Countryside Survey 2000) 은 이러한 과제를 수행
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유산보호를 위한 농촌위원회
(Country Commission's Local Heritage Initiative)' 의 사업도 지역문화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사례가 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야생생물의 보호는 과거 특별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기능상 단절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도시와 농촌을 포함하는 보다 광역적인 접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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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국가차원에서는 국가생물다양성 보호 행동계획이 추진
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100개 이상의 지역생물다양성 보호 행동계획이 지방
의제21과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
가생물다양성 네트워크(National Biodiversity Network) 가 가동 중에 있다. 특별
한 보호지역(SSSIs: Sites of Spectial Scientific Interest)에 대해서는 현재 많은 지
역이 만족할 만한 상태에 있지 않아 유럽연합의 조류와 서식지 보호지침과 람사
조약에 따라 보다 다양한 보전과 이용방안을 마련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주요행동지침과 공약을 보면 1)농촌경관에 대한 접근성 강화, 2)관목 등
의보호 강화를 위한 법령제정, 3)1999년까지 400종 이상의 생물종과 45개의 서식
지보호를 위한 생물다양성보호행동계획 수립, 4)SSSIs강화를 위한 방안모색 등이
있다. 주요지표로는 1)야생조류수, 2)관목, 돌담, 연못과 같은 경관특성, 3)SSSIs의
관리와 확대, 4)농촌경관의 접근성, 5)생물다양성보호행동계획, 6)멸종자생종, 7)
식물다양성 경향, 8)농촌경관의 질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④ 삼림의 보호
삼림은 경관의 질 향상, 생물의 서식지 제공, 여가공간 제공,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목재생산이라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 보호가 매우 필요한 자원이다.
삼림의 보호전략으로 삼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원시삼림의 보호, 신규산림의 조
성, 지속가능한 목재생산, 통합적 삼림관리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삼림
의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1998년에 수립된 영국의 삼림기준
(Forestry Standard)에서 제시되었으며 보다 구체화된 내용을 작성할 것을 말하
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국토면적의 10%인 삼림면적을 연차적으로 증가시킬 것
이며, 지속적인 목재생산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협력하여 장기적인 목재생산계
획을 수립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삼림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1998년에
삼림관리전략을 발간하였는데, 동 보고서에서 삼림의 4가지 기능, 즉 농촌개발,
여가공간 제공, 경제재, 그리고 환경보전 기능으로 구분하여 추진전략을 수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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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삼림의 보호와 관련한 주요 행동지침과 공약은 1)1999년에 지속가능한 삼
림관리에 관한 전략 수립발간, 2)원시 및 준자연보전림의 보호방안 검토, 3)생산
기술혁신과 시장개발을 통한 목재생산자의 협력 증대, 4)농촌과 도시 내 및 주변
의 삼림증대, 5)삼림조장계획의 발전을 지원과 삼림사업자의 참여를 통한 자발적
인증제도의 사용권장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지표로서 1)삼림면적, 2)원시, 준자
연삼림면적, 3)삼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등이 있다.
정부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진전과 이를 위한 정부의 활동, 향후 추진 시책
과 과제에 대하여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고, 새로운 지속가능개발위원회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ssion)에서 이러한 결과를 평가할 것을 제시하

고 있으며, 매 5년마다 전략을 검토할 예정이다36).

3) 지역개발 부문별 정책지침
(1) 개요와 정책일반

지역개발 부문별 정책지침(PPG: Planning Policy Guidance)은 지역계획 수립
을 담당하는 기관이 계획수립시 따라야 할 정부의 정책과 목표를 부문별로 제시
하고 있다. 또한, 이는 영국의 지역개발계획지침(RPG: Regional Planning
Guidance)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범위, 계획수립 과정에 대한 지침이기도 하다.
현재 정책일반과 원칙(PPG note:1)을 비롯하여, 그린벨트(GB), 주택, 교통, 지역
계획, 자연보전 등 모두 25개 분야에 대하여 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며, 계속 보완
되고 있다. 주요 특징 중의 하나는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이 영국에서 발전계획의
기본이념으로 정착됨에 따라, 본 지침은 물론 지역개발 발전전략 지침도 지속가
능한 발전개념이 개발의 정책목표와 계획수립의 기조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정책과 계획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제1지침에서는 계획에 있어서 정부
의 접근방법으로 1)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2)혼합이용
36) 본고에서 검토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전략도 1994년에 작성한 전략을 수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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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ed use), 3)설계(design)의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본 지침에서는 지속가능
한 발전전략이 영국정부의 기본이념이라는 인식을 강조하고, 동 전략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토지의 이용과 개발을 규제하는 계획체계에 있어서도 기본이 된
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계획은 다음과 같은 목
적을 달성하는 데 기본이 된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모든 계획수립에 있어
서 이러한 원칙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환경적인 목적을 달성하면서 상업과 공업의 개발, 식량생산, 광물자원 개발, 신
규주택 및 기타 목적을 위한 건물의 건설에 대한 국가의 수요를 제공
·기존에 이미 개발된 지역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하여 거주하고 일하
기에 보다 매력적인 장소로 만드는 것
·문화적 유산과 야생생물, 경관, 수자원, 대기질 등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동시
에 국제적,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있는 자원을 보호지역으로 지정
·통행수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새로운 개발형태 조성
이어서 동 지침에서는 도시의 재활과 기개발된 지역의 재활용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부
에서는
·대중교통의 활용이 가능한 도시중심부와 같이 좁은 지역에서 많은 통행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을 집중하고
·신규 녹지지역의 개발보다는 양호한 생활환경의 조성이 가능하다면 가급적 도
시지역 내, 특히 이미 개발된 지역을 재활용하는 토지개발방식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제1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토지이용과 교통에 관한 주요정책목표를 보면 지
속가능한 발전패턴을 조성하고 교통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는 반드시 교통정책과 토지이용정책이 통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1)자동차의 통행수요와 거리를 줄여야 할 것, 2)환경적 영향이 적은 교
통수단의 확대 보급과 3)개인 승용차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킬 것을 정책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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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영국의 부문별 지역개발지침 목차
번호

내

용

PPG01

General Policy and Principles

PPG02

Green Belts

PPG03

Housing

PPG04

Industrial and Commercial Development and Small Firms

PPG05

Simplified Planning Zone Town Centres and Retain Development

PPG06

Town Centres and Retail Development

PPG07 The Countryside: Environmental Quality and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PG08

Telecommunications

PPG09

Nature Conservation

PPG10

Planning and Waste Management

PPG11

Regional Planning

PPG12

Development Plans

PPG13

Transport

PPG14

Development on Unstable Land

PPG14A Annex 1: Landslides and Planning
PPG15

Planning and the Historic Environment

PPG16

Archaeology and Planning

PPG17 Sport and Recreation
PPG18

Enforcing Planning Control

PPG19

Outdoor Advertisement Control

PPG20

Coastal Planning

PPG21

Tourism

PPG22

Renewable Energy

PPG22A Annexes to PPG22
PPG23

Planning and Pollution Control

PPG24

Planning and Noise

PPG25

Development and flood risk

자료: DETR. 2001. Regional Planning Guidance f or the South East(RPG9).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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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계획에 있어서 추구하여야 할 목표는 1)여러 형태의 개발입
지선정으로 교통수요에 영향을 주고, 2)대중교통, 자전거, 도보 등을 장려하는 개
발형태를 적극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도시센터의 중요
성을 강조하면서 개발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상업지를 포함한 신규 개발지의 선
정은 반드시 기존센터와 중심부 경계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그리고 나서
불가능하다면 외곽지역을 선택하는 점진적 접근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2) 농촌의 환경, 경제, 사회적 발전

농촌지역에 대한 개발지침은 이미 영국의 농촌지역 백서(White Paper Rural
England: a Nation Committed to a Living countryside)에 나타난 바와 같이 농
촌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보전과 번영을 기조로 하고 있다. 백서에 제시된 농촌지
역발전의 목표를 보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거주하고, 일하고, 여가활동의 대상지 기능을 하는 국가자산으로서 농촌지역
의 역할분담을 충실히 수행하며
·경쟁적인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농촌지역 특성에 부응하는 보다 유연한 방법으로 차별화를 부여하고
·경제적, 사회적 다양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합리적인 정보를 가지도록 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발전전략 전략으로는 역사적 상징물의 보호, 다양성의 증진, 우량
농지와 민감한 농지의 보호, 임업과 다른 농업을 위한 질과 역동성에 대한 관심
증가, 비재생자원의 보전, 신규 고용 창출과 서비스의 확대로 농촌사회의 안정성
강화, 농촌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개발의 질적 수준의 제고, 토지자체의 안정성과
영구성을 감안한 개발의 추진을 설정하고 있다. 농촌사회의 다양성을 위한 계획
지침에서37)는 이러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수립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제

37) Planning for Rural Diversification: A Good Practice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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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있으며, 상술한 전략에 일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수립지침이 마련되
어 있다.
4) 지역별 발전전략지침

(1) 개발의 목표, 원칙과 과제

□ 개요
지역별 발전전략지침(RPG: Regional Planning Guidance)은 국가의 부문별 계
획지침을 근거로 하여 국가차원의 개발목표와 전략을 광역적인 차원에서 집행하
기 위한 정책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RPG는 지역개발계획수립 담당기관이 지
역개발계획 수립과 개발계획의 추진에 있어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지침이다38).
RPG는 지역별로 수립되어 있으며 계획수립의 기조, 발전의 원칙, 지역의 주요
개발전략, 부문별 정책과 전략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1)도시와 농촌의 생활의
질, 2)환경보전과 농촌경관의 보전지역, 3)지역경제, 4)주택, 5)지역교통전략, 6)기
반시설의 공급 :용수, 폐기물, 에너지, 7)광물자원, 8)지역내 권역구분, 9)집행과
평가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런던을 포함하는 남동부지역에 대한
개발지침인 RPG9의 토지이용과 자연환경보전 분야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발전
에 관한 정책과 전략을 살펴보도록 한다.

□ 지역개발의 기조와 목표
본 지역은 런던을 포함하여 18백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영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지역을 제외하면 그린벨트(GB) 24%를 포함하여
50% 이상이 국가적, 또는 국제적으로는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또한, 국
38) All parts of this guidance must be taken into account by local planning authorities in preparing
their development plans and may be material to decisions on individual planning applications
and appeals(DETR 200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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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다른 지역에 대한 관문지역으로, 6개의 국제공항을 비롯하여 국내외적으로 중
요한 기반시설이 있는 지역이다.
RPG9에 제시되고 있는 계획의 기조는 1)지속가능한 발전, 2)광역화, 3)유럽의
공동체로서의 역할, 4)국제적이며 범 지구적 발전의 고려, 5)기후변화에 대처하
는 것을 제시하고 있어, 역시 지속가능한 발전이 지역개발에서도 계획의 기조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미 국가의 전략과 부문별 개발지침에서도 강조
되고 있는 사항으로 지역개발 지침에서도 당연히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역개발의 궁극적인 목표도 지속가능한 국가전략에서 제시된 지속가능한 발
전의 4가지 목표, 즉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적 진전, 환경의 효과적 보전, 자연자3
원의 신중한 이용, 그리고 안정되고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과 고용증진을 제시하
고 있다.
□ 개발의 원칙과 주요과제
RPG9에서는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12가지의 개발원칙을 제시하고 있
는데, 그 중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시지역이 개발의 중심이 되어 보다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녹지지역의 개발은 사회적, 환경적 교통비용 등을 고려하여 다른 모든 대안을
검토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개발형태는 모든 활동이 가급적 가까운 지역에서 이루어지도록 분산을 최대한
방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필요한 주택이, 특히 소득수준에 맞는 주택이 모든 사람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개발은 지역의 부존자원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그리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입지되고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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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생물다양성,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자원, 경관과 역사적 유산을 최대한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어야 한다.
·농촌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경제적 다양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촌지역사회
생활이 되도록 한다.
·직장, 서비스, 여가,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은 가급적 최소한의 통행으로 가능하
도록 하여야 하며, 일상적인 교통수요는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충
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교통에 대한 투자는 기존의 네트워크를 감안하고, 집중된 개발형태를 유지하
며, 환경오염이 적은 수단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공간전략과 연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발의 원칙하의 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중요한 과제를 제시하
고 있다.
·도시부흥과 집중된 개발
·토지이용의 경제성
·토지이용과 교통의 연계
·농촌사회의 발전
(2) 도시와 농촌의 생활의 질 개선

도시와 농촌의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하여 RPG에서는 8가지 정책과 전략을 제
시하고 있다. 첫째는 도시부흥과 집중된 개발과 관련하여 도시지역은 새로운 개
발과 재개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39). 이를 위한 전략으로는 1)지역의
도심지역에 집중된 개발을 추진하고, 적어도 신규개발의 60%는 기개발된 지역에
서 그리고 기존의 건물을 개조하여 수용하도록 하며, 2)도시지역 내 또는 주변의
신규개발은 도시부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전략에 부합되고 설계
되어야 하며, 3)도심지역과 부도심지역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존 도시지역을 재건
39) 도시부흥과 관련하여 Urban Task Force는 도시부흥을 위하여(Towards n Urban Renaissance)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중요원칙으로 1)설계의 최적화 달성, 2)경제적 경쟁력 창조, 3)환경적 책임
성 고려, 4)도시관리에 투자증대, 5)사회적 복지의 우선순위 부여를 제시하였다(DETR 20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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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하는 성장전략을 채택하고, 4)녹지지역을 개발할 때는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도
시기반시설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도시부흥 및 지속가능한 발전전략과 부합되도
록 하는 것을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지역당국에서는 도시능력에 대한 연구
와 도시 내 토지를 강제적으로 구입하는 권한을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둘째, 도시개발의 형태와 설계와 관련하여서는 도시지역을 거주, 일, 구매와
여가활동에 보다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한 도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시 내 생
활의 질이 제고되도록 한다는 정책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1)각 도시지역
에서의 생활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와 협의하여 지역의 미래를 반영
한 포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2)도시마을 조성을 위한 적절한 기회요소들을 파
악하는 등 혼합적 토지이용 개발을 촉진하며, 3)교통과 토지이용의 연계성을 강
화할 수 있는 지역단위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며, 4)설계를 통한 해결방안이 필요
한 지역을 파악하며, 5)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물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기
존의 건물을 최대한 활용하며, 6)신규개발에 의한 재개발기회를 적극활용하고, 7)
식생, 녹지공간의 다양한 긍정적인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8)설계기법을 지역
사회의 건강, 안전성 증대, 범죄방지 등을 위하여 설계기법의 활용증대를 도모하
는 것을 그 전략으로 하고 있다.
셋째 역시 도시개발의 형태와 설계와 관련한 정책으로서, 개발은 효율적 토지
이용과 기반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중히 입지하고 설계되어야 하
며, 주택을 포함한 신규개발은 지역전체를 통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
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한 개발전략으로는 먼저, 런던지역 외에서는
1)비효율적인 토지이용(예를 들어 30가구/ ha 이내)을 억제하는 동시에 30～50가
구/ ha의 효율적 토지이용을 추진하고, 2)대중교통수단으로 접근이 좋은 도심부
또는 결절지역은 가급적 개발의 고도화를 도모하며, 50가구/ ha 이상의 주택공급
이 가능한 런던과 같은 대도시 지역에서는 3)도시환경의 개선과 주택수요 충족
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넷째, 도시주변지역에 대한 정책으로는 도시주변 지역의 토지는 적절하고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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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는 1)자연보전, 여가, 또
는 주변의 농업과 연속적인 연계가 가능한 용도의 파악을 통하여 도시주변지역
의 토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2)도시의 팽창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지역에 한해서만 활용하고, 3)Groundwork Trust와 같은 기구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협력을 구하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도시와 지역센터의 생명력과 역동성 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도시의 부
흥을 지원하고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
규모 도시센터를 연결하는 기존의 지역네트워크가 상업, 여가, 업무용지 개발을
위한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전략으로는 1)모든 지역
계획 담당기구에서 검토되는 상가, 여가공간 등의 수요를 감안하고, 2)어떤 지역
이 지역성장 위한 가장 바람직한 입지인가를 파악하고, 3)PPG6(도시센터와 상가
개발 지침)에서 제시한 점진적 접근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기타 정책으로 각종 서비스의 제공과 관리, 농촌개발, 그리고 지속가능한 농촌
사회개발에 대한 정책과 이에 따른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3) 환경보전과 농촌경관의 보전

환경보전과 농촌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본 지침에는 8가지 정책과 전략을 제시
하고 있다. 첫째, 중요한 자연환경, 경관, 문화적 자원의 보전과 관련한 정책으로,
국내외적으로 중요하여 지정된 자연자원이나 문화적 자원에 대해서 보전에 우선
을 두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전략으로는 1)국제협약 및 프로그램에
따라 지정된 지역(예를 들면 Ramsar보전지역)과 국내적으로 환경보전의 중요성
에 따라 지정된 지역(예를 들면 NNRs(Naional Nature Reserves)와 SSSIs(Sites
of Special Scientific Interest))에 대해서는 PPG9(자연보호)의 지침에 따라 보전과
관리방침을 설정하고, 2)문화적 보전가치와 경관적 중요성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보호와 관리는 PPG7(농촌경관: 환경의 질과 경제사화적 개발지침), PPG15(역사
적 환경보전 지침)과 PPG16(고고학적 가치보전 지침)에 따라 관리방향을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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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3)관리방향이 지정된 지역의 보전을 위한 우선순위가 반영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 둘째로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정책으로는 적극적인 행동계획을 마련하여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 증진하여, 생물다양성행동계획(BAP: Biodiversity
Action Plan)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추진전략으로
는 1)도시와 농촌에 있는 기존의 야생생물서식지를 보전하고, 2)개발계획 수립시,
특히 연속적인 지역의 설정이 가능한 곳에 대해서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존
토지와 가능한 토지를 파악하고 관리를 증진시킬 것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로는 그린벨트(Green Belt)와 관련한 정책이며, 넷째는 해안과 하천환경을
포함한 일반적인 경관의 보전에 관한 정책이다. 일반적인 경관보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보면 경관, 야생생물, 자연적·문화적 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해안선은
보호하고 그 가치를 증진시키도록 하며, 특히 유산해안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보호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전략으로는 1)다양한 해안의 특성의 파
악과 연안역의 보전과 이용을 위한 적절한 정책개발을 위해서는 PPG20(해안선
계획지침)에 제시된 내용을 준수하고, 2)생태적으로 민감하거나 토양침식이 우려
되는 지역의 파악과 경감방안 마련에 있어서는 통합적 연안역관리방식을 도입하
고, 3)훼손된 연안역의 복원을 위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되 연안만(灣)관리계획,
연안역관리계획, 해안선관리계획과 연계하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로 기존의 삼림의 특성과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이미 지정되었거나
지정가능성이 있는 자연보전적 가치가 있는 지역의 보호를 위해서 지역 내 삼림
서식지를 증가시키도록 하고 있다. 추진전략으로 1)산림서식지의 보호와 확충을
추진하고, 2)보호와 확충을 위한 삼림의 범위를 구체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여섯째의 정책목표는 농촌경관의 특성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농촌
경관에 대한 접근성 강화와 위락기능의 강화이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는 1)민감
한 지역에 대해서 신규개발 이용은 소극적 이용에 국한하도록 하고, 2)농촌환경,
지역사회, 지역경제, 방문객을 위한 스포츠, 여가, 위락, 문화적 활동에 따른 긍정

제 5 장 외국의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제도
lxxxix
89

적 편익을 최대화하며, 3)지역개발의 부문별 지침에 제시된 내용, 즉 PPG7,
PPG17(스포츠와 위락), PPG20(연안역계획)과 PPG20(관광)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일곱째, 대기질과 수질에 대한 정책방향으로 지자체에서는 환경부서와 다른
관련기관과 함께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할 것을 제시하고, 전
략으로는 1)오염발생이 예상되는 지역과 기존에 오염이 발생하고 있는 개발지역
의 주변에 있는 민감한 지역에 대하여 PPG23(계획과 환경오염 관리지침)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2)대기질 평가에 대한 결과를 반영하고, 3)환경
보전법(Envrionment Act 1995)에 따라 지정된 대기질특별관리지역(AQMAs: Air
Quality Management Areas)에 대한 관리지침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끝으로, 토양에 대해서는 토양과 토지가 갖고 있는 다양한 특성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정책방향하에 전략으로 1)우량농지와 민감한 농지에 대한 보호정도와 방
법에 대한 구체적 방향의 제시, 2)서식지를 제공하여 생물다양성에 기여한다는
것과 같은 토지가 갖고 있는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보장하고, 3)불안정한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만약 개발할 때는 PPG14(불안정한 토지
의 개발)의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2. 독일
1)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국가적 인식
독일에서 지속가능성의 개념은 18세기부터 일정 기간 동안에 조성된 수목만큼
만 벌목을 허용한 산림관리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독일에서도 200여년 넘게 유지
된 자원이용에 있어서 자연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국가발전에 대한 새로운 패러
다임으로 등장한 것은 1992년 리우선언 이후라 할 수 있다. 독일에서도 다른 나
라와 마찬가지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에 얼마나 접근하였는지, 미래세대
에 대한 현세대의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 실천되고 있는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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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질문들이 제기되었다. 연방정부는 환경-경제-사회정책적인 목표가 서로 조화
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의 수립을 연방정부 현대화정책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하여 독일의 정책 및 추진성과는 유관보고서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리우회의에 독일 환경보전 보고서 (Environmental Protection in
Germany)를 제출하였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구체적인 환경정책은 제10
차 연방정부 발전정책 보고서 (10. Bericht zur Entwicklungspolitik der
Bundesregierung), 독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하여 (Toward Sustainable
Development in Germany, 1997) 및 매년 발행되는 연방환경·자연보전·원자
로안전부(Bundesministerium für Umwelt, Naturschutz und Reaktorsicherheit)
의 환경보고서 (Umweltbericht) 등에서 제시되고 있다. 특히, 독일 환경전문가
평의회(Der Rat von Sachverständigen für Umweltfragen)에서는 1996년에 이어
2000년에도 환경감정 (Umweltgutachten)을 발행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
속가능한 발전전략을 모색하였으며, 연방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
속가능한 발전의 대상과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인간과 환경의 보전에 관한 연방의회 특별위원회의 활동종료보고서
인 지속가능성의 개념 - 이념상에서 실천으로 (Konzept Nachhaltigkeit - Vom
Leitbild zur Umsetzung, 2000)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환경 내지 생태적 차원에
서의 발전전략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보고서 발행처가 환경관련 부처거나 위
원회이어서 대기, 토양, 폐기물, 수질, 자연생태계 등 기존의 환경부문을 중심으
로 전략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국토발전과 관련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국토정비보고서 (Raumordnungsbericht 2000), 주계획 등에서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으며, 주로 토지의 절약적 이용을 강조하고 있다. 독일은 지속가능한 발
전을 개별적인 사업을 통해 구체화하고자 하며, 이러한 사업은 에너지 및 자원효
율성 제고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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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을 위한 법제도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연방정부의 확고한 입장은 각종 관련법에 지속가능성
원칙을 천명하는 법개정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우선, 1994년 헌법개정을 통해 환
경보전을 국가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인간생활에 필요한 자연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은 환경정책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범부처적인 일반적인 업무로 규정하였다
(연방헌법, 제20조 a). 이어 1997년 연방공간정비법에 지속가능한 공간발전이 독
일 공간계획의 과제로 명문화되었다. 연방건설법전도 1997년 개정을 통해 건설
계획에서 환경보전적 이해의 반영과 조화를 더욱 강조하였다.

□ 공간정비법(Raumordnungsgesetz)
공간정비법은 독일 국토계획의 기본이 되는 법으로 모든 공간계획의 최상위
법이다. 이에 따라 주정부에서는 독자적으로 주계획을 수립한다. 공간정비법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국토의 발전과 정비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의하
면 공간정비의 과제와 기본이념은 공간의 계획적 발전, 정비 및 안전, 지속가능
한 공간발전 및 전체공간과 부분공간 간 상호조응에 있다(Raumordnungsgesetz,
§1). 특히, 지속가능한 공간발전은 1998년 법개정을 통해 명문화되었으며, 이는
공간의 계획적 발전, 정비 및 안전의 달성에 있어서 공간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요구가 생태적인 기능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지속적이며 균형 있는 질서를 달
성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공동체에서 개성의 자유로운 계발과 미
래세대에 대한 책임의 확보, 자연적인 생활기반의 보호와 발전, 경제발전의 입지
기반의 형성, 장기적인 공간이용 가능성의 보장, 부분공간의 다양성 강화, 모든
부분공간에서의 균등한 생활조건 형성, 통독 이전까지 분단된 지역간의 공간
적·구조적 불균형의 해소, 유럽공동체(EU) 및 유럽 내에서 공생을 위한 전제조
건의 창출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문을 통해 독일의 모든 공간계획에서 생태
적·경제적·사회적 지속가능한 발전이 기본이념으로 내재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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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법전(Baugesetzbuch)
독일 건설법전은 우리나라의 도시계획법과 비교될 수 있는 법으로 토지이용
및 계획 관련규정을 담고 있다. 건설법전에서는 건설기본계획(Bauleitpläne)의
목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적 발전과 공익을 위해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토지이용을 가능하게 하여야 하며, 인간에게 어울리는 환경을 확보하
고, 자연적인 생활기반을 보호·발전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Baugesetzbuch,
§1 Abs. 5). 건설기본계획은 사전준비적인 토지이용계획(Flächennutzungsplan)
과 구속력이 있는 상세계획(Bebauungsplan)의 2단계로 구성된다.
건설법전에서 환경보전에 대한 고려는 1997년 법개정에 제1a조가 추가됨으로
써 더욱 강조되었다. 신설된 제1조a에서는 토양포장의 제한, 건설기본계획 수립
시 경관 및 부문별 환경계획, 환경영향평가, 보전지역 등에 대한 고려, 그리고 자
연 및 경관 침해를 보완하기 위한 대체지의 조성 등을 규정하여40), 토지이용계획
이나 상세계획의 수립에 따르는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고자 한다. 특히,
개정된 건설법전에서는 연방자연보호법상의 자연침해규정에 관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자연적 침해가 예상되는 개발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동시에 건설법전에서는 상세계획의 수립시에 환경보전과 관련한 지역이나 토
지를 특별하게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이용의 실제가 환경친화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지역이나 토지는 연방대기오염방지법상의 유
해한 환경적 영향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특정 대기오염물질을 사용해서는 안
40)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항 대지와 토양은 절약적·보호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토양포장은 필요한 경우만으로 한정되
어야 한다.
제2항 건설기본계획의 수립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1. 경관계획 및 기타계획(특히 수질, 폐기물, 대기오염관련법에 따른 계획들)
2. 자연과 경관에 침해가 예상되는 행위의 방지와 대체대안
3. 계획안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평가
4. 공동체적인 의미를 갖는 지역 및 연방자연보호법에 따른 유럽조수보호구역의 유지 및 보전목적
제3항 자연과 경관에 예견되는 침해를 보완하기 위한 대체지나 대책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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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거나 제한적 사용만이 허용되는 지역(Baugesetzbuch, §9 Abs.1 (23)), 건설행
위시 외부 영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대지와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안전장치가
특별히 필요한 토지, 지하자원의 개발과 연관이 있는 대지, 유해물질에 심하게
오염된 토지(Baugesetzbuch, §9 Abs.5) 등을 포함한다. 또한, 건설법전에서는 연
방자연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관계획, 침해규정, 보호구역을 고려해야 한
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어 연방자연보호법상의 자연보호 및 경관관리 수단이 도
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연계고리를 제시하고 있다.

□ 연방자연보호법(Bundesnaturschutzgesetz)
연방자연보호법은 자연과 경관의 보호 및 계획, 자연 및 경관의 침해방지, 보
호지역의 설정 등 환경친화적인 국토발전 관련규정을 담고 있다. 독일에서의 자
연보호와 경관관리의 대상은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 목표는 정주지와
비정주지, 즉 전 국토의 자연과 경관을 대상으로 하여 자연수지 확보, 자연자원
의 이용, 동식물계, 자연과 경관의 다양성·고유성·심미성을 인간의 생활기반
과

휴양의

전제조건으로서

지속가능하도록

확보함에

있다

(Bundesnaturschutzgesetz, §1 Abs.1)41).
41) 이를 구체화함에 있어 기본원칙은 연방자연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다음의 13개가 제시되어 있다.
① 생태적 균형은 유지되고 개선되어야 하며 이들에 대한 침해는 방지되거나 조정 및 보정되어야
한다. ② 미개발지는 생태적 균형, 자연자원의 이용, 휴양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전체적이고 개별적으
로 가능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해야 하고 정주지에서 자연과 경관의 일부 및 부분녹지를 보호·관
리·개발해야 한다. ③ 재생이 불가능한 자연자원은 절약하며 재생이 가능한 자연자원은 지속적으
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④ 토양은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적 생산성이 손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지하자원의 개발에서 가치 있는 경관요소는 파괴되지 않도록 하고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
다. 부득이하게 침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복원, 또는 자연과 조화롭게 보정하도록 한다. ⑥ 수공간은
자연보호 및 경관관리를 통해 보호되고 확충되어야 한다. 지표수는 오염되기 이전에 보호되고 물의
자연적인 자정능력이 유지되고 재생되어야 한다. 기술적인 지표수의 확충을 피하고 생물학적인 물
관리로 대체해야 한다. ⑦ 대기오염 및 소음은 자연보호 및 경관관리 사업을 통해 저감한다. ⑧ 기후
에 대한 침해는 방지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침해는 경관관리사업을 통해 조정되거나 저감되어야 한
다. ⑨ 식생, 특히 숲, 고립되어 있는 녹지, 수변 식생은 체계적인 이용의 틀 속에서 보호되어야 하며,
나대지는 서식지 특성에 맞게 녹화되어야 한다. ⑩ 야생동식물과 생물군집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종다양성을 위해 보호되어야 한다. 특별한 서식환경을 가지는 서식지(비오톱)는 보호·관리·개
발·복원되어야 한다. ⑪ 휴양과 여가를 위해 자연적 특성과 위치에 따라 적합한 면적이 충분히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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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자연보호법에서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을 유도, 강화하는 수단으로 경관
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있다.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주목할 점은 경
관계획을 지역화하여 환경계획과 공간계획간의 연계를 확보하였다는 점이다. 독
일의 경관계획은 생태적 원리에 입각한 자연보호와 휴양 및 여가 공간의 제공을
목적으로 공간규모별로 3단계 경관계획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주차원에서 경
관프로그램, 지역차원에서 경관기본계획, 도시차원에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지역 및 도시차원에서 경관기본계획과 경관계획은 상위계획에서 확정된
경관프로그램의 내용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Bundesnaturschutzegsetz,
§5)42) . 또한, 건설기본계획은 경관계획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건
설기본계획이 상세계획을 통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을 감안해서 경관계획의
법적 구속력을 녹지정비계획단계에 부여하고 있다(Bundesnaturschutzegsetz, §6).
또한, 최하위 공간계획인 건축계획에 부응하는 세부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경관계획은 공간계획 체계와 분리되어 독자적인 계획수립
절차를 거치면서 공간규모별로 체계화되어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공간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즉, 경관계획은 공간계획시스템에 반영되어 공간계
획을 통해 자연보호 및 경관관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연방자연보호법에서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침해에 대하여 허가여부
및 보정방법을 규정함으로써 국토개발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발되어야 하고 목적에 맞게 조성 및 유지되어야 한다. ⑫ 인간의 휴양에 적합한 경관지역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 ⑬ 고유한 특성을 가지는 역사적인 문화경관 및 경관지역은 보호되어야 한다.
이것은 또한 보호가치가 있는 기념물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어야 한다.
42)
연방자연보호법
제5조
경관프로그램(Landschaftsprogramme)과
경관기본계획
(Landschaftsrahmenpläne)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비와 주계획의 기본원칙과 목표를 고려함에 있어서 자연보호와 경관관리의 목표를 구체화
하기 위해 주(Land)의 범위에서 경관프로그램 또는 주의 일부 지역에 대하여 경관기본계획이 제시
된다.
(2) 경관프로그램과 경관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사항은 주의 주계획 관련한 규정에 따른 계획과 사업
과 비교하여 반영되어야 한다.
(3) 베를린, 브레멘, 함부르그 주는 주에 대한 자연보호 및 경관관리사업이 경관생태계획에서 제시되
기 때문에 경관생태계획이 경관프로그램과 경관기본계획을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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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자연침해는 그 필요성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입증될 경우와 침해행위 후
보정이 가능하거나 어느 한 사업에 예외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어 자연 및
경관의 이해관계에 우선할 경우에만 허가될 수 있다. 자연침해로 인한 후속결과
는 적절한 대책을 세워 저감하거나, 보정해야 하며 혹은 이와 같은 대책이 불가
능한 곳에서는 보정세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장소에서 그 침해에 대하여 대
체하도록 해야한다. 따라서, 자연침해규정에 의한 대책의 우선 순위는 회피-저감-보
정-대체가 된다.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과 경관에 대한 침해 여부 및 보완방법은
주의 자연보호법 규정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Bundesnaturschutzgesetz, §8
Abs.8).

<그림 5-2> 독일의 공간계획과 경관계획의 관계
<공간적 범위>

<공간계획체계>

연방에 의한 국토정비 기본원칙

연방공간정비법

<경관계획체계>

↓
주(州)차원의 공간정비 프로그램

주(州)개발계획

←

경관프로그램

←

경관기본계획

↓
주의 특정지역이나 여러 주에 걸친
지역에 대한 계획

지역계획
↓
건설기본계획

시·군·구에 의한 토지이용과
도시건설에 관한 기초계획

토지이용계획

경관계획

←

녹지정비계획

↓
상세계획
↓
건축계획

자료 : 환경부. 2000.「친환경적 도시계획수립방안 연구」.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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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독일은 자연보호 및 경관관리와 관련하여 연방정부의 관할보다는
각 지자체의 지역특성에 맞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자연보호 및 경관관리를 위해서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다른 환경분야
와는 달리 지역의 고유성과 지역에 대한 자체 평가결과가 관리를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연방자연보호법에서는 자연보호를 위한 토지요구
를 확보하기 위해 자연보호구역(Naturschutzgebiete), 국립공원(Nationalparke),
생물권유보지역(Biospärenreservate), 경관보호구역(Landschaftsschutzgebiete), 자
연공원(Naturpark), 천연기념물(Naurdenkmale) 및 보호대상 부분경관(Geschützte
Landschaftsbestandteile) 등을 지정하고 있다43) .
3)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을 위한 추진전략
현재 독일은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 예정인 리우+10 회의에 제시할 독
일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수립 중에 있다. 이를 위해 2000년 7월 연방수상청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연방교통·건설·주택부, 연방환경·자연보전·원자로
안전부 등 10개 연방부처의 차관을 위원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국가위원
회 (Nationale Komitee für Nachhaltige Entwicklung)가 발족되었다. 녹색내각으
로 불리우는 이 위원회의 과제는 국가적 지속가능 발전전략을 장기적 목표와 구
체적인 시행방안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것이다. 이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연
방정부를 자문하기 위하여 2001년 2월에 민간전문가 17명을 위원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협의회 (Rat für Nachhaltige Entwicklung)가 구성되었다. 협의회의
역할은 국가전략 수립에 기여, 현실 정치를 위한 현실적인 실천전략 및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의 제시,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 내부
대화에서 중심적 기능의 수행에 있다. 연방정부는 2001년 11월까지 대화 : 지속
43) 독일의 보호구역은 연방자연보호법에 의한 보호구역 외에도 연방차원에서 대표적인 의미가 있는 지
역에 대한 자연보호 프로젝트 대상지역, 주의 자연보호 프로그램 대상지역, 유럽연합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 국제적인 합의와 프로그램에 의한 보호구역, 지역적 합의에 의한 보호구역, 연방의 비오톱
연결시스템 대상지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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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이라는 슬로건하에서 국가전략의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목표와 이념상
에 대하여 국민의 아이디어와 제안을 공모하고 있다. 독일정부는 국민과의 대화
를 마친 2001년 12월에 전략 초안을 제시하고, 이것을 공론을 거친 후에 2002년
4월에 국가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독일정부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 제기하
는 것은 자연자원을 현재뿐만 아니라, 후세의 복지를 위해서 이용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 발전 국가위원회 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수립
의 주요대상으로 기후보전 및 에너지정책, 환경섭생건강 및 환경지지적 이동성
분야를 설정하고 있으며, 각각에 대하여 선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분야별 선도
사업은 재생가능에너지와 소각로에서의 효율적 에너지이용, 지역 농업의 다기능
화, 지역 철도교통 등이다.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독일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어, 아직 그 내용을 소개할 수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연방교통·건설·주택부와 연방경제협력·발전부가 이스탄불 HABITAT
회의 5주년을 맞이하여 2001년에 열린 제25차 UN 특별회의(Istanbul+5)에 제출
한 국가보고서44) 중 지속가능한 취락발전 부분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지
속가능한 취락발전과 관련하여 그 동안 독일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전략은
토지절약적 취락발전,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감소, 지속가능한 수자원관리,
지속가능한 이동성 및 부문연계적 도시발전정책 등이다.
□ 토지절약적 정주지발전
늦어도 1998년 이후부터는 건설 및 공간관련법에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이념
상이 취락정책에 대한 규범적인 전제조건으로 확립되었다. 취락정책은 조밀하고,
혼합된 도시 및 분산적 집중의 공간적 지침을 따르고 있다. 취락정책의 주목적은
44)

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Bau- und Wohnungswesen·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und Entwicklung. 2001.「Auf dem Weg zu einer nachhaltigen
Siedlungsentwicklung」. National Beri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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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과제로서 회계방식에 의한 토지관리, 즉 절약적이며 자연 및 사회지
탱적인 토지이용에 있다. 지금까지 독일의 취락발전은 도시내부 기능의 강화, 도
시 내 미개발지 위주의 도시개발, 행정구역 및 지역적 토지관리, 자연 및 경관침
해에 대한 보정 등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의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토지소비의
감축, 분산적 집중, 특히 구동독지역에서 공가(空家)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감소
독일은 교토의정서에 의하여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으며, 2005년에는 1990년
배출량의 25%를 감소시킬 계획이다. 도시 내 에너지소비로 인한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기 위하여 취락구조, 건축 및 교통에 기인하는 오염의 감
소를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강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발전된 기술수준에 의한 발전소, 산업, 자동차 및 난방기구의 표준 적용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및 교통체계 형성을 위한 밀집된 도시구조
형성
·에너지소비가 적고 태양에너지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고밀 건축구조 지역
의 확대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에너지원의 사용 강화
·건축적 차원에서 주택 및 건물의 보온 개선 및 에너지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
인 난방열 공급체계 확대
□ 지속가능한 수자원관리
장기적인 공간 및 취락발전의 관점에서 독일 수자원관리의 목표는 절약적인
용수이용, 최적의 하수처리, 모든 지표수의 보호, 예방적인 홍수대책, 수자원 부
족 방지 등에 있다. 이러한 목표를 통합적이며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수자
원관리가 최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수자원의 절약
적 이용에 대한 국민인식의 제고, 물순환 강화를 지속적인 과제로 설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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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체적으로 상수 및 하수처리 관련규정의 적용 강화, 토양이나 대기를 통해
수계로 유입되는 유해물질 감소, 수자원의 다중적 이용 내지 중수이용 강화, 가
능한 한 분해가능한 제충제나 제초제의 최소사용 및 무기질 비료 사용의 감소를
통한 생태농업 정착 등이 앞으로 추구하여야 할 정책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유
해물질로 오염된 매립장이나 토양오염지역의 정화를 통한 지하수오염 방지대책
의 강구도 시급하게 인식하고 있다.

□ 지속가능한 이동성
지속가능한 이동성을 위해서 교통감소적인 공간 및 취락구조를 통한 교통량
감소, 교통서비스 공급 관련조직의 개선과 협력 및 현대적인 정보통신의 이용을
통한 교통수요 감소,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 활성화, 환경친화적이며 안전한 교
통행태에 관한 홍보활동 강화, 교통수단 및 연료의 기술적 최적화, 환경친화적
교통에 대한 재정적 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교통과 건설 및
주택이 통합된 교통정책을 구체화하고,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이동성을 장기적으
로 확보하기 위한 10대 중점분야로 유럽 교통정책 집행 강화, 계속적인 구동독
재건, 공간과 교통정책의 통합추진, 기능성 높은 교통인프라 확보, 교통수단 연
계, 공정한 경쟁체계 구축, 교통안전 강화, 환경보전 제고, 혁신기술 강화, 교통연
구 지원 등을 선정하였다.

3. 일본
1)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국가적 인식
□ 여건의 변화
일본은 급격한 공업화에 따른 공해문제를 경험하면서 1950년대 후반부터 공해
방지 관련법률을 제정하기 시작하였다. 즉, 1967년에 공해대책기본법을 제정하
c100

면서 일련의 법률체계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는데, 1967년 공해대책기본법과 1972
년 자연환경보전법을 기본으로 한 환경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1992년
Rio회의 이후 전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Local Agenda 21 등 지구환경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의 증대로 새로운 환경관련정책이 수립되기 시작하였다.
일본 환경청은 1993년 11월 일본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환경기본법을 제정
하여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특정지역에 대한 공해방지, 국가가 강구해야 할 환경
보전시책, 특정지역의 공해방지, 국제협력, 지방공공단체의 시책, 비용부담, 재정
조치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고, 1998년에는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해 지구
온난화추진대강을 마련하여 건축물, 교통, 에너지 절약, 물순환의 개선, 도시녹화
등을 통한 건설리사이클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제도가 1999년 환
경영향평가법으로 법제화되어 도로, 댐, 공항, 구획정리 등 특정 대규모 사업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었고,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를 통해 공장이나 폐기물처리시
설 등을 포함한 사업에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의무화하였다. 또한, 각 지방자치
단체별로 환경영향평가조례를 제정하여 일본의 46개 도도부현(都道府縣)에서 이
를 제정하고 있다.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전개
일본에서는 기존 개발 위주의 정책에서 환경을 고려한 계획·개발·정비를 중
요시하게 되었고, 환경청과 건설성을 중심으로 친환경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
며 환경부하의 경감, 자연과의 공생, 어메니티의 창출이라는 3대 목표를 기치로
한 정책전환과 친환경적인 도시창출을 위한 관련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환경정책대강(환경에 관한 정책지침), 녹(綠)의 정책대
강(녹지에 관한 정책지침), 녹(綠)의 기본계획(녹지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친
환경적인 행정시책에 대한 대표적인 계획과 사업으로 도시환경계획과“환경공생
모델도시 개발을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여기에서 일본은 도시환경의 문제해결을 위해 환경과 공생할 수 있는 도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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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는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식 고양, 지구환경문
제에 대한 행정적 대처가 요구되며 개성적인 도시를 가꾸기 위해 고유의 역사문
화 등을 살린 시책의 추진과 주민의 광범위한 협력체계 구축, 도시주변의 자연을
보전함과 동시에 환경부하 경감대책의 수립과 집약형 도시를 추구하여 어메니티
를 중시한 도시구조 형성, 도시내의 직접적인 환경문제는 물론 광역적 차원에서
환경문제 대응, 각 지역의 자연적이고 역사적 자원을 도시자산으로 활용하고 애
착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을 위한 법제도45)
(1) 국토발전 관련법에서 환경친화적 발전 관련조항

□ 환경친화적 도시계획
환경친화적 도시계획을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정책을 도시계획의 영역에서 전
개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계획체계 내에서의 접근보다는
개별사업의 계획을 중심으로 친환경적인 계획·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도시계획법은 도시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친환경적 이념을 내세우기보다는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적정한
제한규정을 통해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일
본 도시계획법 6조에서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로써 정하는 인구, 산업분류
별 취업인구의 규모, 시가지의 면적, 토지이용, 교통량, 기타 건설령에 정하는 현
황 및 장래 예측에 관한 조사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 도시계획법 시행
령 13조의 내용에 나타나는 기후·지형·자원·생태 등 도시 환경성 강화를 위
한 구체적인 조사항목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본 도시계획법 6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와 더불어 각 시도에서 독자적으
45)「친환경적 도시계획수립방안 연구」(환경부, 2000)를 부분적으로 요약, 보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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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행하는 각종 환경, 생태, 녹지 관련 조사결과를 도시기본계획수립에 활용하고
있다. 한편, 일본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구역을 비롯한 접경지역의 녹지 및
농지 보전이 중요하게 여겨지며 이를 위해 시가화구역은 생산녹지법 개정으로
환경 기능면에서 보전이 선택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시가화조정구역의 녹지를
포함하는 녹의 기본계획을 통해 녹지의 보전과 창출을 도모하며, 도시주변부에
대한 개발 및 보존을 위해 해당도시 및 주변 도시권까지 포함한 광역계획과 근교
녹지보전지구의 지정에 의해 녹지를 보전하고 있다.

환경에 관한 정책지침(環境政策大綱)
일본 건설성은 21세기를 대비한 건설성의 환경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풍요롭고 실감나는 환경창조를 목표로 중·장기적으로 전개해야 할 정
책과제와 시책의 전개방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1994년 1월 환경에 관한 정책
지침을 책정·공포하였다.
환경에 관한 정책지침의 책정 목적은 환경을 보전하면서 사람과 자연이 상호
균형을 유지하고 여유롭고, 아름다운 환경을 창조함과 동시에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에 공헌하는 일이 건설행정 본래 사명임을 인식하여 환경을 건설행정에 내
부목적화 하는 데 있다. 즉, 사업을 실시할 때 자연환경에 대한 미티게이션
(mitigation)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정책의 추진방향으
로 환경계획의 책정, 법령기준 등 환경에 관한 규정의 충실, 환경에 관한 시책의
중점적·종합적 추진, 환경영향평가의 강화, 환경정책을 선도하는 사업의 추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환경에 관한 정책지침은 도시, 녹지, 하천, 도로, 자연
환경 분야별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개성 있고 문화적인 도시조성, 녹지와 오
픈 스페이스의 보전, 하천환경관리 및 자연하천 조성,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자연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실천수단을 확보하고 있다. 지침을 근거로 책정되는 주요
환경계획은 도시환경계획, 환경공생주택 추진계획, 도로환경계획, 신(新)녹지기
본계획, 유역별 하수도정비종합계획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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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계획
도시환경계획은 도시환경정비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으로 도시환
경의 창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종합화, 체계화하여 이를 근거로 각종의
도시환경시책을 전개하기 위하여 1994년 건설성이 책정한 제도이다. 도시환경계
획의 책정배경은 건설행정에 있어서 환경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정한 환경정책
대강에 의해 시행되는 환경공생도시를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책
정되었다. 즉, 도시계획과의 관계에 있어서 도시환경계획 제4조에서는 도시환경
계획의 내용이 도시계획에 관련된 마스터플랜과 모순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계획, 도시정비사업 등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여 기
존의 도시계획과 연계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환경계획은 환경부하의 경감, 자연과의 공생 및 어메니티의 창출
을 꾀하는 질 높은 도시환경의 형성을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시
환경계획은 토지이용계획, 도시시설정비, 시가지개발 등 하드웨어적인 시책과
도시환경에 관한 지역주민의 자주적 활동과 교육, 계몽활동 등 소프트적인 시책
등 양쪽을 종합적으로 책정하는 것으로 이들 시책의 조화, 조율을 통해 양호한
도시환경형성에 기여하고자 함을 지향한다. 또한, 도시환경계획의 계획기간은
20년이며, 계획 책정의 주체는 시정촌의 도시부국이다. 계획대상구역은 시정촌
구역 중 양호한 도시환경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인 계획의 책정이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지역을 선정하며, 필요에 따라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도시환경형성을 위해서는 그 지역의 실정에 입각해서 지역의 주체적
인 대처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도시환경계획의 책정에 있어서 원안단계
에서부터 지역주민의 의향을 반영하여 지역주민의 선택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고 정하고 있다.
도시환경계획의 구성은 시정촌의 실정과 판단에 따라 구성할 수 있으나 기본
적으로 도시환경계획의 이념, 도시환경의 현황, 도시환경계획의 목적과 과제, 이
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 중점정비계획 등이 포함된다. 도시환경계획을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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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동물의 서식상황과 식물상 등 기존의 자연상태를 조사·분석하고 생태
학적으로 중요한 녹지네트워크 계획, 풍향과 기온 등 도시 미기후 자료를 분석하
여 바람의 통로를 계획하는 등 기존 도시계획에서 그다지 고려되지 않았던 관점
에서 조사·계획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2) 환경보전 관련법에서 국토개발 관련조항

환경기본법 및 환경기본계획
일본의 환경정책 전개의 기본이 되는 법으로 도시·생활형 공해의 증가, 폐기
물의 증가, 도시부의 녹지감소, 자연산림의 감소 등 자연환경의 보전과 유지가
곤란한 지역이 발생하고 자연자원의 이용에 대한 압력, 지구단위의 환경악화, 국
제적인 희소 생물종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새로운 환경정책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환경기본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며, 환경보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현재 및 미래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
인 생활을 확보하며, 인류의 복지에 기여, 공헌함을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여
기에는 각각의 주체에 대한 책무,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특정지역에 대한 공해방
지, 국가가 강구해야 할 환경보전시책을 비롯하여 국제협력, 지방공공단체의 시
책, 비용부담·재정조치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풍요로운 환경이
제공하는 수혜를 지속적으로 유지, 환경에 부하가 적은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사
회의 구축, 국제적 협력에 의한 지구환경보전의 적극적인 추진이라는 새로운 이
념을 표방하고 있다.
한편, 환경기본계획은 환경기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정부의 환경보전에 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시책의 대강(大綱)을 정한 국가의 기본계획이다. 환경기본
법에서는 국가의 기타 계획 중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 환경기본계획
의 기본적인 방향에 따라 계획을 책정·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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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계획에서는 순환, 공생, 참가, 국제적 대처 등 4가지 장기적 실현 목표를 축으
로 지속가능한 사회실현을 도모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국민,
비정부기구(NGO) 등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4가지 장기적
실현 목표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순환은 경제사회시스템
에 있어 물질순환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고 공생은 자연과 인간의 교류의 장을
확보하여 건전한 생태계를 유지·회복하는 것이며, 참가는 모든 주체가 각자의
입장에 맞는 공평한 역할분담을 해야 하며 국제적인 대처는 지구환경문제의 성
격, 일본의 경제적 위치 및 경험, 기술의 이전과 협력 등을 고려하여 모든 주체가
국제적인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녹지에 관한 정책지침과 녹지기본계획
환경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녹지가 풍부한 국토형성을 도모하고, 특히 녹
지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한 생활환경의 조성과 국민의 녹지에 대한 욕구에 적절
히 대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녹지에 관한 정책지침을 1994년에 제정하여 생활자
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녹지를 보전, 창출, 활용하고 각종 행정시책의 기본방향과
기본목표를 명확하게 하여 시책의 종합적인 전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녹지에
관한 정책지침에서 정하는 시책의 기본방향으로는 녹지의 보전과 창출에 의한
자연과의 공생, 풍부한 녹지의 확보로 여유 있고 쾌적한 환경의 창출과 아름다운
경관의 형성, 녹지를 활용한 다양한 여가공간의 조성, 시민의 참가와 협력에 의
한 녹지의 도시조성 등이다. 그리고 녹지에 관한 정책지침에서는 21세기 초반을
목표로 한 도로, 하천, 공원 등 녹지의 공적인 공간량을 3배로 확대하는 것을 기
본목표로 한다. 녹지에 관한 정책지침에서는 공원, 도로, 하천, 댐, 사방, 해안, 사
면지, 하수처리장, 공공시설, 공적주택 등 공익적 시설 등의 녹지를 비롯하여 시
가지개발사업 등과 일체화된 녹지, 민간소유지의 녹지의 창출과 활용을 도모한
다.
1994년 6월 개정된 도시녹지보전법 제2조의 2에서는 녹지의 보전 및 녹화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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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기본계획, 즉 녹지의 기본계획의 수립을 유도하고 있다. 이는 도시계획
법 5조 규정에 의해 지정된 도시계획구역 내의 해당 시정촌을 책정 주체로 하여
도시에 있어서의 적정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다. 녹지
의 기본계획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녹지의 보전과 녹화의
목표, 녹지보전지구 내의 녹지보전에 관한 사항으로 녹지보전에 필요한 시설정
비에 관한 사항과 녹지보전을 위한 토지매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중점적인 녹
화추진을 꾀하여야 할 지구 및 해당 지구의 녹화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할 수
있다. 녹지의 보전을 위해서 녹지보전지구 지정의 촉진, 풍치지구 제도의 활용,
생산녹지의 보전, 자연환경 보전을 배려한 공공시설 정비 등이 추진된다. 녹지기
본계획에서는 사업 추진시 자연생태계에도 충분히 배려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생
할 수 있는 녹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모한다는 기본입장을 밝히고
있다.
(3) 추진체계

일본 도시계획법은 2000년 4월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관계법률의 정비 등에
따라 도시계획결정권한을 국가 → 도도부현(都道府縣) → 시정촌(市町村)으로 이
양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즉, 도도부현(都道府縣)에서는 광역적이고 기본적
인 것을 결정하고 도시계획은 시정촌(市町村)의 원안을 근거로 작성하며, 그 외
의 사항은 시정촌(市町村)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도시계획결정 권한을 시
정촌(市町村)에 많이 부여하기 위해 도도부현(都道府縣)의 인가를 요하지 않는
범위를 확대하여 이로 인해 이는 주민의사 반영의 폭을 넓히고 지역의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역실정에 적합한 시
가지정비의 추진, 특별용도지구의 다양화, 시가화조정구역의 양호한 거주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지구계획 책정지역의 확대라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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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을 위한 추진전략
□ Local Agenda 21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는 관련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각자의 상황에 적절한 제도 및 조직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
정부에 환경위원회의 결성, 독립된 부서의 설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감시팀의 설치, 다양한 이해관계에 있는 정책을 조정하는 환경조정위원
회의 설치, 에너지·기업과 환경·환경교육 등 전문가 조직의 형성, 시민이 참여
하는 환경포럼의 구성이 요구된다.
□ 친환경적 도시계획으로 전환
지역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시정촌(市町村)에서 마스터플랜을 수
립하게 하고, 현행 시가화 구역에서 실시되는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을 확충하여
보다 양호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시가화조정 구역의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모든 도시계획구역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그리고 도시계획구역을 시가화
구역과 시가화조정구역으로 구분할 것인가를 각 도도부현(都道府縣)의 판단하에
결정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게 구역구분 및 개발허가제도가 유연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또한, 기성시가지의 재정비를 위해 공간과 지하를 포함하는 도시시설의 입체
적 정비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게 하고, 기반시설 등 일정요건을 갖춘 상업지역
의 고도이용을 유도하여 시가지 환경의 향상을 유도하고, 지구계획제도를 책정
대상의 확대를 통하여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지구계획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다.
한편, 지역 실정에 맞는 양호한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용도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특정용도제한지역을 설정하고, 용적률, 건폐율에 관한 규
제를 재검토하여 토지이용 상황에 맞게 재지정하고, 도시환경 보전을 위해 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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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제도의 활용 및 관련시책을 종합적으로 운용한다. 이를 위해, 도시계
획구역 외의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를 위해 기존 취락주변, 간선도로변의 교통정
체, 용도혼재 등이 발생하는 구역을 시정촌(市町村)이 특정한 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역지구 및 지구계획으로 구역 내에서 개발허가 및 건축기준법을 적용하는 방
안을 고려한다.
□ 지역지구의 세분화
일본의 도시계획은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적정한 규제규정을 중심으로 운용되
어 구체적인 친환경적인 규정 및 대응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도시환경의 질을 향
상 및 보전하기 위해 지역지구제 세분화 등의 수법과 환경친화적인 국토 및 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정책 및 개별정책의 지도, 이를 종합화하고 체계화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즉, 무질서한 토지이용의 방지를 위해 지역지구를 세분화하고 있는데,
시가화구역을 12종류의 용도지역으로 지정하고 특히 주거지역은 다시 7가지로
세분화하여 주거환경을 보호. 또한, 용도지역을 보조하는 16종의 보조적 지역지
구를 채택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지구계획제도는 시가화구역 내에서만 지정을 인정하였으나, 시
가화조정구역의 양호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해 그 대상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다.
즉, 시가화조정구역 내에서 개별적·소규모 개발행위를 계획적으로 유도하며,
적절한 공공시설이 정비되어 있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지구에서
는 풍부한 녹지를 가진 교외형 주택지로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지구계획
제도는 기존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편익시설 등의 건설을 가능
하게 하고,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질서 있는 토지이용 도모와 광역적 통일성을 확
보하기 위해 도도부현(都道府縣) 지사의 승인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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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 국가적 차원의 전략 수립과 지역적 차원의 실천 강화
영국과 독일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국가적인 과제로 인식함에 따라 국가 전체
적인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체계와 전략을 수립하였거나 수립 중에
있다. 영국은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1994년에 이어 1999년에 수립하였으며, 독
일은 2002년 상반기 수립을 목표로 2001년말 현재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지
속가능한 발전전략의 수립주체는 환경이나 개발관련 부처에 국한되지 않고 범부
처적으로 구성된다. 영국의 환경에 관한 국무위원회와 부처별 녹색장관(Green
Minister) 임명이나 독일의 10개 부처 차관으로 구성되는 지속가능한 발전 국가
위원회 (일명 녹색내각)가 이에 해당된다.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실천하기 위하여 각 주체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적 차원에서 실천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지침(영국 Planning
Policy Guidance, Regional Planning Guidance)을 마련하거나, 다양한 시범사업
내지 선행사업(독일과 일본)을 추진하고 있다. 지침이나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추진체계는 지속가능한 발전 또는 환경친화적 발전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의미가 없으며, 이제 실천의 문제임을 분명하게 보여 주는 것이
다. 즉,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이 새로운 전략의 발굴이라기보다는 기존 전략의 재
해석이자 효율성, 형평성, 생태성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과정이므로, 이론적 논의
보다 실천적 수단의 강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영국의 부문별 전략과 계
획은 새로운 별도의 전략이 아닌 기존의 내용에 지속가능한 발전이념을 수용함
으로서 수립되고 있다.
□ 지표체계의 구축
영국과 독일은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동시에 계획의
목표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표체계를 구축하였거나 구축 중에 있다. 영국은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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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전략의 추진성과를 평가할 주요지표와 세부지표를 마련하였으며, 독일은 지
속가능한 발전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개발 중에 있다.
□ 개발부처와 환경부처 간 역할분담
독일과 일본은 개발부처와 환경부처 간의 역할분담이 외형적으로 명료하여 환
경친화적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
다. 독일의 경우, 환경오염, 자원·에너지 이용 등은 환경부처인 연방환경·자연
보전·원자로안전부에서, 인간정주지에서의 환경친화적 발전은 개발부처인 연
방교통·건설·주택부에서 각각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 즉, 환경부처는 대기
질·수질·토양 등 환경매체와 환경경제·교육 등 부문정책 위주로 접근하며,
개발부처는 공간적 차원에서 이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역할분담을 하고 있다. 연
방교통·건설·주택부의 경우 토지이용과 교통정책 간의 조화를 통한 에너지소
비 감소가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한 부처업무로 구분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법규정을 통해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국내외적 환경문제와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시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도시관련법과 계획에서 환경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대신에,
도시계획법과 연관하여 개별법과 특별법을 제정하여 환경친화적 발전을 추구하
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기본계획, 녹지에 관한 정책지침, 환경에
관한 정책지침 등을 수립하고 있으며, 도시환경계획과 환경공생모델도시 등 시
범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 공간계획과 환경계획 간 연계확보
영국, 독일, 일본 모두 공간계획과 환경계획 간의 연계가 확보되어 있었다. 영
국에서는 지속가능 발전전략 체계하에서 PPG나 RPG를 통해 지역개발에서 환경
가치를 내재화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연방자연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경관관리계
획을 수립함으로써 공간계획을 통한 국토개발시 파생되는 환경훼손을 방지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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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시키고 있다. 또한, 자연침해규정을 통해 개발에 따른 자연침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개발의 정도 및 규모 그리고 개발대상지의 여건을
감안하여 예상되는 자연침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자연침해규정은 개발계획
수립시 자연침해 정도와 환경여건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기회 및 기준을 제시하
므로 개발계획 수립 때부터 환경보전계획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마련되는 효과도
있다. 일본은 도시환경계획에서 도시계획에서 구체화하기 어려운 도시의 자연환
경 및 생태계에 관련한 사항을 수립할 수 있으므로 공간계획과 환경계획 간의
분업적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간계획과 환경계획 간의 연계확보는 공간계
획에서 환경가치의 내재화 및 공간단위의 환경계획 수립이라는 쌍방향적 움직임
에 의해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영국의 PPG나 RPG는 물론이고, 독일의 경관관리
계획, 일본의 지자체 단위의 환경계획은 모두 이러한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
다.
□ 인간정주공간에 대한 높은 관심
지속가능한 발전의 주요 대상지역은 사람이 살고 있는 인간정주공간이다. 물
론 환경친화적 발전에 있어서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생태계의 보전이나 자원 및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등은 근본적인 출발점이지만, 전부는 아니다. 특히, 독일의
연방자연보호법에서는 보호하여야 하는 자연 및 경관을 특정지역에 국한하지 않
고 전 국토로 확대하였다. 궁극적으로 환경친화적 발전은 인간의 삶에 관한 문제
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영국과 독일 등에서 제시한 지속가능한 발전전
략에는 특히 인간정주공간에 대한 고려가 많다. 영국에서 도시공간의 개발은 기
존 개발지의 혼합이용과 집중된 이용을 도모하고 일상생활에 따르는 모든 활동
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가급적 통행수요를 줄이고 대중교통 또는 녹색교통을 확
대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지속가능한 취락발전과 관련하여
토지절약적 취락발전,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감소, 지속가능한 수자원관리,
지속가능한 이동성 등을 주요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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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 H A P T E R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전략 및 시행방안

제6장에서는 국토개발과 현황과 문제점, 국토발전의 원칙과 과제를 종합하여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을 위한 전략과 시행방안을 토지이용, 교통, 자원보전 및 이
용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연구의 내용적 범위를 위의 3개 부문으로 구
분하여, 이에 따라 국토개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환경친화적 국토발전
과제를 설정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이용과 관련하여 개발가능지역의 계획적 관리체계 구축,
자원절약형 공간구조의 형성, 도시적 토지이용의 생태효율성 제고 등의 4개의 전
략을 제시하였다. 교통과 관련해서는 철도위주의 간선교통체계 구축, 대중교통
의 편의성 증진, 교통수요관리의 강화 등의 3개 전략을, 자원보전 및 이용 측면에
서는 국토보전지대의 설정과 통합적 관리, 수자원의 수요관리 강화와 친환경적
이용,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활용하는 여가·관광개발 활성화, 지역 환경오염
예방 및 처리체계의 구축 등의 4개 전략을 각각 제시하였다. 본 장에서는 우선
3개 부문별로 전략과 실천방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에, 10개의 전략별로 주요
내용과 시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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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문별 전략 및 시행방안
1) 토지이용
토지이용은 공간계획의 한 부문에 불과하지만 여타 부문계획의 전제조건이자
계획내용을 담는 바탕이며, 그 결과로 도시 및 도시권 공간구조가 형성된다. 따
라서, 토지이용의 친환경성은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의 근간을 이룬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토지이용은 국토이용체계의 이원화
와 이로 인한 국토 난개발, 계획적 개발수단의 미비로 인한 비효율적인 도시권
공간구조, 도시적 토지이용에 있어서 자연생태계 가치의 내재화 미흡 등으로 생
태적 효율성이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과제로 토지이용의 효율화 및 체계화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구체화하는 전
략으로 개발가능지역의 계획적 관리체계 구축, 자원절약형 공간구조 형성, 도시
적 토지이용의 생태효율성 제고를 제시하였다(그림 6-1 참조). 이러한 환경친화
적 토지이용전략은 에너지절약형 교통체계 구축, 자연환경의 보호와 생태계 연
결 등 여타 환경친화적 국토발전과제와도 밀접한 관계에 있다.
개발가능지역의 계획적 관리체계 구축은 국토 난개발을 방지하고 전 국토를
보전지향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추진되어야 하는 전략이다. 이를 위한 시행방
안으로 개발가능지역 설정과 용도지역 개편, 개발예정용지의 계획적 개발제도
정립,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통한 토지이용의 공공성 강화 등이 강구될 수 있다.
시행방안 중에서 토지적성평가 시행은 평가결과가 개발가능지역 및 보전지역의
설정뿐만 아니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준도시 및 준농림지역 개편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계획적 국토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적정기반시설 확보제도는 국토의 기능상 난개발을 방지함에 있어서 관건
이 되므로 적정한 규모의 기반시설부담구역 설정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완되
어야 한다. 물론, 전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서는 개발권양도제 등 토지이용
의 공공성 강화가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법제도와 개발권 분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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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낮은 국민적 공감대 수준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도입여부 및 추진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세부 시행방안 중에서 준도시 및 준농림지역의
개편, 행정구역별 종합계획의 수립은 2001년 12월에 통과된 국토의계획및이용
에관한법률 에서 관리지역 설정 및 세분화, 시군종합계획 수립 등으로 이미 제도
화되었으므로 이제부터는 집행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림 6- 1> 환경친화적 토지이용전략 및 시행방안
국토이용체계
현황
과
문제
점

과제

도시(권) 공간구조

·이원적 일단계 국토이
용체계
·준농림지 난개발
·기반시설 공급제도 미
흡

토지이용의 환경성

·도심 토지이용의 낮
·친환경적 토지이용의 감
은 효율성
소
·도시의 외연적 확산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
·비효율적 도시권 공간
환경가치 내재화 미흡
구조

·토지이용의 효율화 및 체계화
·에너지 절약형 교통체계 구축
·자연환경의 보호와 생태계 연결

전략

·개발가능지역의 계획
적 관리체계 구축

·자원절약형
조 형성

공간구

·도시적 토지이용의 생
태효율성 제고

시행
방안

·개발가능지역 설정과
용도지역 개편
·개발예정지역의 계획
적 개발제도 정립
·토지이용의 공공성 강
화

·도시내부 토지이용 효
율화 및 토지재활용 ·도시생태계 확충과 연결
강화
·도시미기후를 개선하는
·분산적 집중형 도시권
토지이용
공간구조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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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절약형 공간구조는 도시적 토지이용의 효율화와 분산적 집중형 도시권 공
간구조 형성을 통해 토지 및 에너지이용의 최소화와 효율 극대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좁은 국토면적과 높은 산지비율을 감안할 때 내부충진식 개발과
토지재활용을 통한 도시적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는 토지이용의 절약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 도시의 과밀개발을 감안한다면 적정 공원녹지나 기반
시설 용량의 확보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도시권 공간구조는 매우 장기적
으로 형성되므로 토지이용, 교통, 녹지계획 등 부문별 공간계획 간의 정합성이
모든 계획에서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교통에너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개발(Transit Oriented Development) 등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 간의 조화가 요구된다. 동시에, 도시권 전체적으로 쾌적한 자연환경을
확보·유지하기 위하여 광역녹지축 등 녹지축 설정과 이의 보전대책이 강구되어
야 한다.
도시적 토지이용의 생태효율성 제고는 도시생태계 확충과 연결, 도시미기후를
고려하는 토지이용 등으로 도시적 토지이용에서 환경가치의 내재화를 구체화하
고자 하는 전략이다. 이는 공간계획과 환경계획 간의 정합성 확보에 기여하는 전
략이다. 도시생태계 확충을 위해서는 녹지의 양적·질적 측면이 종합적으로 고
려된 도시녹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바람통로 확보, 녹화사업 추진 등 도시미
기후를 개선하는 토지이용은 그 개념이 도시계획 및 설계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2) 교통
교통은 교통망을 통해 공간구조의 기본골격을 형성하므로 토지이용의 효율성
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동시에, 교통에너지 소비로 인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
하므로 환경오염의 주원인이기도 하다. 교통부문의 문제는 도로우선의 교통정책,
교통체계를 고려하지 않는 도시개발, 경제성장에 따른 개인교통수단에 대한 높
은 선호도와 이로 인한 교통에너지 소비의 비효율성 등으로 자동차 교통량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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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문 에너지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기오염이 심각하다는 점에 있다. 이러
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형 교통체계의 구축이 요구되며, 이는
철도위주의 간선교통체계 구축, 대중교통의 편의성 증진, 교통수요관리의 강화
를 통해 구체화될 수 있다(그림 6-2 참조). 에너지절약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실천전략은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에도 기여한다. 물
론, 녹색교통수단도 환경친화적 교통체계 구축전략으로서 중요하나 본 연구에서
는 대기오염 예방효과를 강조하여 환경오염예방 및 친환경적 처리 전략에서 주
로 다루었다.
<그림 6-2> 에너지절약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 및 시행방안
현황
과
문제
점

에너지 소비와
대기오염

교통정책
·도로위주의 교통정책
·대중교통체계의 구축 미
흡
·개인교통수단 선호

·대기오염의 심화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
의 증가

·에너지 절약형 교통체계 구축
과제

·토지이용의 효율화
·자원의 절약적 이용과 효율적 관리

전략

·철도위주의 간선교통
체계 구축

·대중교통의
증진

편의성

시행
방안

·전국 간선철도망 구축
·도시철도망 확충
·철도시설에 대한 접근
성 제고

·광역 대중교통수단의
·교통수요의 원인 차단
확충
·대중교통환승체계의 ·승용차의 도심통행 제한
구축

·교통수요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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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위주의 간선교통체계는 철도가 자동차교통에 비하여 수송효율성이나 에
너지효율성, 환경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인식하에서 지역 간 교통뿐만 아니
라, 도시 내 교통에서도 철도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간선 및 도시철도를 확충
함으로써 구축할 수 있다. 지역 간 수송에 있어서 철도의 주간선 기능은 고속철
도망이 구축되고, 이에 각급 철도가 유기적으로 연계됨으로써 강화될 수 있다.
철도위주의 간선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철도노선 및 도시철도망 확충, 미연결
구간 해소 등 철도에 대한 투자확대도 중요하지만 철도운영방식의 다양화, 지하
철과 철도의 연계 강화 등도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으로
철도의 위계 및 기능을 고려한 네트워크 체계 구축, 구간반복열차 운행, 화물열
차 이단적재, 지하철과 철도의 환승 편의성 제고 등이 제시되었다.
승용차 위주의 개인교통수단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의 편의성이 증
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시설 확충 및 환승체계 개
선,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경제적 혜택 제공 등이 필요하다. 특히, 효율적인 교통
에너지 및 토지이용을 통한 자원절약형 공간구조 형성을 위해 광역직행버스 및
광역급행열차 등 광역 대중교통수단의 확충이 필수적이며, 대도시 주변에서 대
중교통수단의 환승역을 중심으로 도시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버
스이용자의 타 교통수단으로의 전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스의 정시성 확보를
위한 노력 등 버스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도시교통의 혼잡완화와 교통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활성화를 포함하여 교통수요의 원인차단, 승용차의 도심통행 제한 등 교통수요
관리정책이 요구된다. 특히, 도시교통수요를 직접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 도
시 내 일정권역을 설정하여 그 경계에서 진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
를 징수하는 동시에 도심 주차요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자원보전과 친환경적 이용
국토자연환경은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자연환경관리 체계 구축의 미흡,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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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 따르는 자연생태계 보전과 이용 간의 갈등심화 등의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대기질·수질보전과 관련한 사전예방대책이 미흡하고, 환경오염 처
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이 부족하며, 신규시설을 위한 부지확보가 님비(NIMBY)
로 인하여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물 부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수자원의 절약
적 이용과 수요관리 대책은 초보적인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하
여 자연환경 보전과 생태계 연결, 자원의 절약적 이용과 효율적 관리, 환경오염
의 사전예방과 적절한 처리를 과제로 설정하였다. 전략으로는 국토보전지대의
설정 및 통합적 관리,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활용하는 여가·관광개발 활성화,
지역 환경오염예방 및 처리체계의 구축, 그리고 수자원의 수요관리 강화와 친환
경적 이용을 제시하였다(그림 6-3 참조). 물론, 이러한 전략들은 토지이용의 효율
화 및 체계화, 에너지절약형 교통체계 구축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다.
국토보전지대의 설정 및 통합적 관리를 위해서는 백두대간·산림생태계·수
변공간·갯벌·습지생태계 등 주요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복원사업이 추진되어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국토자연환경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의 구축 및
국토자연환경의 모니터링을 위해서 국토환경조사, 환경지도 작성, 환경정보망
구축 등을 통한 국토환경정보체계의 구축이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모색되고 있
는 백두대간 관리방안과 같은 관리계획이 산림, 수변공간, 갯벌, 습지 등 생태계
의 주요요소별로 수립되어 상호 연계된다면, 한반도 생태축 보전과 함께 전 국토
의 자연환경 보전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반도
통합생태네트워크 상에서의 개발사업을 제한하고, 불가피한 국책사업의 경우에
는 환경친화적인 건설기법을 반드시 적용하며, 환경영향평가를 엄격하게 실시하
도록 한다.
자연자원의 보존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지역의 자연 및 문화자원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하는 여가·관광개발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자연경관이 수려
하고 문화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대하여 지역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생태
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며 주민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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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자원의 보전과 친환경적 이용을 위한 전략 및 시행방안
자연생태계 보전
현
황
과
문
제
점

시
행
방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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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낮은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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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환경정보
개발
비효율적 이용
체계 구축의 미
흡

환경오염과
처리시설
·대기질·수질
의 악화 및 사
전예방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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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의 어려움

·자연환경의 보전과 생태계 연결
·자원의 절약적 이용과 효율적 관리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및 친환경적 처리
·토지이용의 효율화 및 체계화
·에너지절약형 교통체계 구축

과
제

전
략

자원이용

·국토 보전지 대
의 설정 및 통
합적 관리

·수자원의 수요
관리 강화와 친
환경적 이용

·자연자원과 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여가 및 관광개발
활성화

·수자원의 절약
적·효율적 이
용
·국토자연환경
·생태관광 및 녹색관
·수자원의 친환
관리체계 구축
광 활성화
경적 이용과 관
·국토환경정보
·주말여가공간으로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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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접근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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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된 대규모 시설 위주의 관광개발 욕구를 대체하도록 한다. 또한, 도시민의
주말여가수요를 흡수하여 장거리 여가통행으로 인한 교통에너지 소비 및 대기오
염을 저감시키고, 도시근교의 자연자원을 보존하면서 이용하기 위하여 근교 주
말여가공간을 조성한다. 이를 위하여 도시근교의 토지 중에서 보전지역이나 일
정기간 개발이 유보된 지역에 대하여 자연휴양림, 주말농장, 관광농원, 유원지 등
을 조성하고, 이들 근교여가공간과 도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연결하도록 한다.
한편, 각종 개발사업 및 인간정주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예방하고 최소화하
기 위하여 수질 및 대기질의 관리정책이 필요하다. 수질오염의 사전예방과 관련
하여 도시하천에 대해서도 수질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주요 하천에 총
량관리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었던 비점오
염원의 사전예방대책의 수립이 요구된다. 대기질의 보전을 위해서는 자전거 도
로망·주차장·환승주차장 확충 등 자전거 이용증진, 보행자 전용거리 설치 등
보행환경 개선, 천연가스버스 도입 등 녹색교통수단의 보급확대가 요구된다. 이
러한 사전예방적 관리대책이 철저하게 시행된다고 해도 발생하기 마련인 환경오
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님비(NIMBY)를 극복하고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기초
시설의 협력적·보완적 이용이 강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자원의 효율적·절약적 이용과 합리적 관리체계 구축 등 수자
원의 수요관리 강화와 친환경적 이용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 신규 수자원개발
등 기존의 공급위주 정책 및 투자에서 탈피하여 물가격의 현실화, 중수도 및 절
수기기의 보급확대, 기존 저수시설의 공급능력 확대, 누수율 감소 등 수요관리정
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수자원의 친환경적 이용을 위하여 녹색댐 및 환경
친화적 댐을 조성하며, 수자원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용수수요 추정방식을 개
선하고 수자원 및 하천을 다목적으로 이용하며 유역별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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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략별 주요내용과 시행방안
1) 개발가능지역의 계획적 관리체계 구축
국토이용체계는 토지이용의 근간을 이룬다. 우리의 국토이용체계는 도시지역
과 비도시지역으로 이분화된 이원적 체계로서 전 국토에 대한 계획적 관리를 어
렵게 하여 준농림지 등에서 난개발을 초래하였으며, 국토발전에 따르는 토지수
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이용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이
요구된다(그림 6-4 참조).
국토이용체계의 개편은 전 국토를 보전지역과 개발가능지역으로 구분하여, 보
전지역에 대해서는 보전계획을 수립하여 보전하고 개발가능지역에 대해서는 체
계적이고 종합적인 공간계획하에서 계획적 개발이 가능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개발가능지역에 대한 계획적 관리체계의 구축은, 기반시설이 적어
충분하게 공급되고 개발되지 않는 지역의 자연생태계를 최대한 보전함으로써 토
지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하므로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을 위해 매우 중
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국토이용체계를 개선함에 있어서 보전과 개발
에 대한 기준설정과 지자체의 책임하에 행정구역 단위의 토지관리체계 구축은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최근 토지이용을 둘러싼 여건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추진,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국토이용관련 법제도의 정비 등으로 급변하고 있어 국토이용 및 공간계획
체계를 개선하기에 적합한 시기라 할 수 있다. 또한, 토지자원에 대한 수요는 앞
으로도 지속될 전망이어서46) 국토발전에 필수적인 개발용지를 안정적으로 공급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이후
준농림지역 난개발의 폐해로 인하여 국민들의 토지이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46) 2020년에 예상되는 인구(5,234만명)와 도시화율(92%)을 감안할 때 추가적으로 필요한 도시용지는 국
토면적의 3.8%인 3,850㎢에 달한다(국토연구원 1999b,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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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국민의 욕구증대와 함께 각종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해당주민의 반발도 높아져 토지이용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된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전기준의 정립을 통한 개발가능지역의 설정
과 개발예정지역의 단계적·계획적 개발제도의 확립으로 토지이용을 둘러싼 갈
등을 예방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그림 6-5 참조).
<그림 6-4> 개발가능지역의 계획적 관리체계 구축전략 흐름도
현황과
문제점

·일원적 이단계 국토이용체계로 인한 전국토의 계획적 관리의 어려움
·합리적·종합적 토지이용계획의 부재로 인한 준농림지역 난개발
·도시개발에 있어서 기반시설 공급제도의 미흡

과 제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체계화 : 국토이용체계 개편

전 략

·개발가능지역의 계획적 관리체계 구축

시 행
방 안

·개발가능지역의 설정과 용도지역 개편
- 토지적성평가의 시행
- 준도시 및 준농림지역의 개편
·개발예정지역의 계획적 개발제도 정립
- 행정구역별 종합계획의 수립
- 개발예정용지의 단계적 개발
- 적정기반시설 확보제도의 도입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통한 토지이용의 공공성 강화
- 개발이익의 환수 강화
- 토지보상제도의 개선
- 개발권양도제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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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가능지역의 설정과 용도지역의 개편

□ 토지적성평가의 시행
상대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도시 및 도시근교의 녹지, 농지, 임야 등이 개발
목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잠식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과 보전에 대한
기준설정을 통한 보전지향적 국토관리가 필요하다. 전 국토를 개발가능지역과
보전지역으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토지적성평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토지적성평가는 이미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농지 및 임야의 무분별한 전용을 막
고 우량농지 및 임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활용하고 있다47).
토지적성평가는 토지의 자연적·인문사회적·공간입지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토지관리 및 이용체계를 구축하게 하며, 궁
극적으로 보전지향적인 토지관리를 가능하도록 한다. 보전지역은 경사·표고·
지질·토양 등의 물리적 특성, 생태자연도·녹지자연도·임상·토지피복분류
등의 생태적 특성, 그리고 각종 토지이용규제 등을 반영하여 설정하며, 설정된
보전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철저한 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토지적성평가의 결과에 따라 전용할 수 있는 농지와 산지, 즉 개발가능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개발가능지역의 설정은 개발할 곳을 철저하게 개발함으로써 보
전할 곳을 철저하게 보전할 수 있게 하므로 토지이용의 최소화와 효율화에 기여
한다. 또한, 개발가능지역과 보전지역의 구분기준은 현재 입법이 의결된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48)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리지역을 세분화함에 있어 객관
47) 미국의 Land Evaluation and Site Assessment(LESA)와 캐나다의 Land Evaluation and Area
Review(LEAR)는 토질, 투수성 등 토양특성을 기초로 농지생산성을 평가하는 부분(LE)과 농지가 위
치한 입지특성과 주변지역의 인문·사회환경을 분석하는 부분(SA, AR)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 농지적성은 농지생산성만이 아니라 토지가 가진 공간적 입지성과 인문사회 환경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평가되고 있다(채미옥 2001).
48) 준농림지의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체계의 구축을 위해 추진된 국토이용체계의 개편은 일원적
국토이용체계 구축, 준농림 및 준도시지역의 용도지역 개편, 제2종지구단위계획 및 기반시설연동제의
도입, 개발허가제 및 토지적성평가제도의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이
2001년 12월에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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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림 6-5> 개발가능지역의 계획적 관리체계

준도시 및 준농림지역의 개편
현행 용도지역 중 준도시 및 준농림지역은 토지의 잠재력에 관한 평가 없이
토지이용실태, 주민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였다(박헌주 2001, 26). 이로
인해 개별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전이 모호해졌으며, 무분별한 농지잠식 등의 난
개발이 초래되었다. 따라서, 국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도시 및 준농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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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토지특성에 따라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용도지역 개편은 전 국토의 26.8%를 차지하는 준도시 및
준농림지역 중 기개발지역(도시지역으로 편입하여 관리)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을 관리지역으로 통합한 후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것이 그 골자
이다(표 6-1 참조)49) .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이용
규제를 현행 금지행위 열거방식에서 허용행위 열거방식으로 전환하며, 용적률과
건폐율을 도시지역 녹지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리지침의 수립이 요구된다.
<표 6- 1> 용도지역 개편방향 및 관리지침(안)
현행
대분류
도시지역

소분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편안

건폐율(%)

용적률(%)

소분류
주거지역
상업지역
도시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70
90
70
20
20
20
40
20
20

500
1,500
400
100
80
80
100
80
80

대분류

출처 : 건설교통부. 2001. 10.「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안(설명자료)」.

(2) 개발예정지역의 계획적 개발제도 정립

□ 행정구역별 종합계획의 수립
현재 비도시지역에서는 종합적인 계획 없이 필요할 때마다 용도지역을 변경하
거나 시설계획이 수립되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한 국토 난개발을 방

49)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보전하여야 하는 지역이고,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임
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며,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거나 제한
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이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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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합리적인 토지관리를 위하여 모든 시·군이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여부
에 관계없이 관할하는 행정구역 전역에 대하여 종합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관리
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군 단위의 종합계획에서는 시·군의 공간구조, 장
기발전방향, 기반시설 설치, 토지용도 등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제2
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개발수요에 계획적으로 대응하도록 한다( 국토
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행정구역별 종합계획의 수립은 전 국토에 대하여 국토종합계획 - 도종합계획
또는 광역도시계획 - 시(군)계획(기본계획 + 관리계획) - (제2종)지구단위계획이
라는 토지관리체계의 구축을 가능하게 하므로(그림 6-6 참조), 우리의 국토이용
체계를 영국, 독일과 같은 1원적 2단계로 개편함을 의미한다(부록 1-1, 1-2 참
조)50). 1원적 2단계 국토이용체계는 2단계의 계획을 근거로 전 국토에 대하여 계
획중심적인 토지이용규제가 가능하며, 도시·비도시에 관계없이 행정구역단위
로 지자체가 계획권한을 가지고 통합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국토연구원 2000b, 38-39).
시(군)계획을 중심으로 각종 지역계획과 부문별 계획을 연계하며, 택지개발사
업 등 개별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시(군)계획에 반드시 이를 반영하게 함으로써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공간계획간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다. 특히, 군지역의 경우
군기본계획과 군관리계획,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통해 택지개발사업이나
준농림지역 개발 등 종전의 외생적이며 산발적인 도시개발 양상에서 탈피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군지역에서 토지적성평가의 결과로 도출되는 개발가능지역
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토지수급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군
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50)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이원화된 국토이용관리체계를 개선함에 있어서 미국(부록 1-3 참조), 일
본(부록 1-4 참조)과 같은 용도지역에 기반한 1단계 체계보다 영국(부록 1-1 참조), 독일(부록 1-2 참조)
등과 같이 토지이용계획 중심의 2단계 국토관리체계가 주는 시사점이 크다. 영국, 독일 등은 도시·비
도시지역에 관계없이 1차적 계획으로서 전체계획(구조계획, F-Plan)을 수립한 후에, 2차적으로 구속력
있는 계획(지방계획, B-Plan)을 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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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국토이용체계 개편방향
지역계획
-

광역권개발계획
수도권정비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개발계획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부문별계획
-

국가 기간 교통망
주택, 수자원
환경
문화, 관광
공업배치 등

시(군)기본계획
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제2종 지구단위계획

□ 개발예정용지의 단계적 개발
토지적성평가에 의해 설정되는 개발가능지역은 국토발전에 따르는 장기적인
토지공급원이다. 개발가능지역은 개발이 가능한 토지이지만, 계획기간 내에 모
두 개발되어야 하는 토지는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군별로 인구성장, 각종
기능입지,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고려하여 계획기간 중에 필요한 토지소요량을
산정하고, 이에 상응하여 개발가능지역의 일부를 개발예정용지로 지정함으로써
전체 개발가능지역이 계획기간 중에 무분별하게 소진되지 않도록 하는 토지관리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개발예정용지로 지정되지 않은 개발가능지역은 해당
계획기간 중에는 보전지역과 마찬가지로 개발을 엄격하게 제한하되, 다음 계획
기간 중에 개발여부를 검토함으로써 토지이용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개발예정용지에 대해서는 도시분포, 녹지축, 개발축, 교통축 등 공간구조와 기
반시설 용량을 고려하여 규모 및 위치별로 개발우선순위를 부여하며, 개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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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를 개별 개발사업의 허가시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계
획기간 중에 개발예정용지가 단계적으로 개발될 수 있으며, 도시 및 도시권성장
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그림 6-7 참조).
개발예정용지의 단계적 개발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수립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지방정부는 도시기능, 공간구조,
개발수요, 기반시설용량, 환경수준 등에 근거하여 5년간 개발용량을 산정하고(국
토연구원 2000b, 387), 이렇게 설정된 우선 순위가 높은 개발예정용지에 개발이
집중될 수 있도록 이 지역을 개발 할 경우 법정용적률을 최대한 보장하거나 그
이상으로 가능하게 하는 인센티브 용적률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중
앙정부도 개발예정용지에 개발을 유도·집중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개발권양
도제 등과 같은 시장 메카니즘에 기반한 제도의 도입을 장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국토연구원 2000a, 27). 개발예정용지의 단계적 개발은 기본적으로 시(군)계
획을 통해 계획되고 통제되어야 한다. 다만 개별 시·군의 단계적 개발이 광역적
인 차원에서도 효율적인 공간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 간 광역도시
계획의 수립이나 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상호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6-7> 개발예정용지의 단계적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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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기반시설 확보제도의 도입
신규 도시개발지역에서의 기반시설은 확보기준 및 비용부담규정, 계획적 개발
수단의 미흡 등으로 공급이 부족하거나 지연되어 기능상 국토 난개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에 있어서 적정기반시설 확보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이 제도는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개발예정용지의 규모별로
확보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와 양을 명확하게 규정하고51), 확보기준 미만
의 개발규모에 대해서는 설치비용을 분담시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할 수 있다
(그림 6-8 참조). 적정기반시설 확보제도는 기반시설 설치로 인한 수익자나 시설
수요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기반시설 확보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공공재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기반시설을 적기에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의
경우 공공시설 충분성 조건(adequate public facilities requirements)에 의해 개발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현재의 공공서비스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공공시
설 용량여유가 확보되지 않으면 개발을 허가하지 않아 간접적으로 개발입지 및
허가시점을 규제하고 있다(부록 1-5 참조).
51) 일반적으로 도시개발에 있어서 공급에 문제가 되는 시설은 도로, 학교, 공원, 하수 및 폐기물처리시
설 등 공공성이 높은 광역시설이다(건설교통부 2000,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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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기반시설 확보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
발예정용지에 도시개발이 집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의 도시개발은 시차를
두고 시장논리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적정기반시설 확보제도는 전술한 개발예정
용지의 단계적 개발제도와 연계하여 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개발예정용지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사업자가 사업지역 내에 확보하여야 하는
시설과 설치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를 개발규모에 따라 명료하게
규정하게 되면 시설공급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반시설의 합리
적 공급 측면에서 단위 개발예정용지의 최소규모는 초등학교 1개를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20만～30만㎡(2,500세대 내외) 정도가 바람직하다.
<그림 6-8> 적정기반시설 확보 제도

개발예정용지와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연계는 앞으로 도입예정인 제2종 지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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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획을 통해 가능하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대상지역을 개발예정용지이자,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의 양과 밀도를 산출하고 도로·학교·공
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를 결정한 후에, 이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한다면
기반시설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 한편, 개별 개발예정용지가 광역
도가 높은 하수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서비스권역보다 작으면 이들 시설의 설
치비용을 개발규모만큼 분담시키되, 지자체는 시설부지를 사전에 확보하고 도시
개발의 추세에 맞추어 우선 투자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통한 토지이용의 공공성 강화

개발가능지역의 설정과 용도지역 개편, 개발예정지역의 계획적 개발제도 정립
등은 우리 국토를 보전할 지역과 개발할 지역으로 구분하여 계획적 관리를 가능
하게 한다. 그러나 계획적 관리는 계획규제(planning control)로 인한 손실이나
우발이익(windfall gains)을 발생시키므로, 토지이용에 있어서 공익과 사익간의
갈등을 야기하며, 결국 토지의 계획적 관리를 어렵게 한다. 따라서, 토지의 계획
적 관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에 있어서 공익과 사익이 조화를 이루어
계획규제로 인한 불공평성이 해소되어야 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토지
국공유화, 또는 공적비축 확대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과제이다
(박헌주 2001, 31). 현실적으로 토지소유자들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계획적 토지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은 단기적으로는 개발이익 환수의 강화와 토지보상제
도의 개선이며, 장기적으로는 개발권 분리라 할 수 있다.

□ 개발이익 환수 강화
개발이익이 사유화되고 계획이나 개발에 의한 손실이 제대로 보상되지 않는
한 토지이용의 공공성 확보가 어렵다. 토지이용이 공익보다는 사익 위주로 치우
치는 근본적인 이유가 토지이용을 둘러싼 우발이익의 분배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사업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적극적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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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가능하도록 토지세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토지세제는 취득과세의 부담을
낮추고 보유과세를 강화하며 양도소득세의 과표를 실거래가격으로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국토연구원 1999b, 241-242). 또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부담률을 50%에서 25%로 인하한 개발부담금 요율의 상향조정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 토지보상제도의 개선
현재 공공적 토지이용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에 대한 보상은 원자력제한구역,
조수보호구, 보안림, 철로노선 인접구역 등에서 가능하도록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규정은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실제 보상을 할 수 없으
며, 보상한 경험도 없다. 더구나 법개정을 통하여 상수원보호구역, 하천구역, 하
천예정지에 대한 보상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재산권 제한에 대한 보상이 후퇴하고
있다(류해웅, 성소미 2000, 232-237). 따라서, 자연환경보호구역 등 토지에 대한
재산권 제한으로 인하여 보상이 요구되는 경우 구체적인 보상규정을 토지법제에
포함시킴으로써 보전지역에 대한 보전이 사익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개발권양도제의 도입
개발권양도제(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 TDR)는 토지를 개발할 수 있
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계획적·보전지향적 토지관리,
부동산투기 억제, 보상비용 절감 및 개발이익 환수, 개발제한구역제도의 탄력적
운용, SOC 확충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토지이용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으
며, 통일 후 한반도 토지관리방안의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발권양도제가 작용하기 위해서는 보전을 원하는 송출지역(sending area)과
개발을 유도하고자 수용지역(receiving area)이 정해져야 한다. 송출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자기 땅을 개발할 수도 있고 장래 개발할 수 있는 권리, 즉 개발권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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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수도 있다. 이 때 개발권은 수용지역의 토지소유자나 개발업자가 살 수 있다.
수용지역은 지자체가 가까운 장래에 개발을 집중시키고자 하는 지역으로 교통
등 기반시설 공급이 용이하므로 송출지역의 개발권을 구입하면 수용지역의 소유
자들은 법령에서 정한 밀도보다 높은 수준으로 도시개발이 가능하다. 따라서, 개
발권양도제는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이득을 보는(win-win-win) 구조를 갖고 있
다. 송출지역의 토지소유자는 현재의 토지이용을 계속하면서 개발권을 팔아 이
익을 볼 수 있다. 다른 한편, 수용지역의 소유자나 개발업자는 개발권을 구입하
여 법정밀도를 초과한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코뮤니티는 재정부담 없이 농경지, 환경보전지역, 역사적
건축물 등을 보전함으로써 토지이용상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서순탁 2001,
51-58). 개발권양도제를 통한 농지 및 환경보전사례는 미국의 메릴랜드주 몽고메
리 카운티나 뉴저지주 파인랜드 프로그램에서 찾아볼 수 있다(부록 1-6, 1-7 참
조).
개발권양도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우선 관련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또한, 중
앙정부는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시범지역을 지정·운용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지방정부에 제시하여야 한다. 시범지역은
미개발지의 규모가 작은 사업이나 보전목적이 분명한 경우부터 우선적으로 시행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자원절약형 공간구조 형성
우리의 도시 및 도시권에서는 교통체증 및 대기오염, 도시주변지역의 난개발
및 도시연담화, 자연생태계 훼손 및 여가공간 부족 등의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있
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공
간구조는 무엇보다도 토지이용계획과 유리된 교통계획, 환경기초시설계획, 여가
및 녹지계획, 환경계획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52) . 따라서, 공간계획의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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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간, 그리고 공간계획과 환경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하여 토지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환경오염의 예방이나 절감할 수 있는 도시권 문제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도시권 공간구조에 있어서 단핵중심의 집중형은 중심도시로 인구 및 기
능이 과다하게 집중되고 도시가 평면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외부불경제가 발생한
다. 도시과밀로 인한 혼잡비용이 조밀도시(compact city)로 인한 에너지 절약의
이익보다 더 클 수 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외확산은 에너지 비효율적인
공간구조를 간과하고 있다(심교언 2001, 16-18). 따라서, 도시권 내에서 기능을 적
정하게 분담하고 도시 내 토지이용을 고도화함으로써 에너지소비 및 환경오염을
감소시키는 다핵적 공간구조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이는 개별 단위지역이 아
닌 도시나 도시권 더 나아가 국가 전체적으로 토지 및 에너지의 이용을 최소화하
고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구조를 형성하여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공간틀로 활용하여야 함을 의미한다(그림 6-9 참조).

<그림 6-9> 자원절약형 공간구조 형성전략 흐름도

52) 토지이용을 근간으로 하여 주택 등 건물, 교통로, 각종 시설, open space 등의 입지 및 규모에 의해
나타나는 공간구조는 토지자원 활용의 결과인 동시에 다른 자원의 이용효율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토지이용계획과 여타 공간계획 및 환경계획과 정합성 확보를 통하여 자원효율적인 공간구조
를 창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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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
문제점

·도심 토지이용의 낮은 효율성과 도시의 외연적 확산
·광역적 공간구조 계획의 부재로 인한 비효율적 도시권 공간구조

과 제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체계화 : 공간구조 효율화

전 략

·자원절약형 공간구조 형성

시 행
방 안

·도시내부 토지이용의 효율화 및 토지재활용 강화
- 내부충진식 개발에 의한 토지공급 확대
- 도시특성을 고려한 토지재활용 추진
·분산적 집중형 도시권 공간구조 형성
- 거점도시의 분산적 선정과 자족기능 강화
- 토지이용계획과 녹지 및 교통계획 간 광역적 조화

(1) 도시내부 토지이용의 효율화 및 토지재활용 강화

□ 내부충진식 개발에 의한 토지공급 확대
도시적 토지수요를 대처함에 있어서 도심부 나대지 활용이나 노후불량주택지
구의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기성시가지의 토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정책
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내부충진식 개발(Infill Development)은 신규개발
수요의 일부를 감소시킴으로써 토지절약적인 도시개발이 가능한 동시에,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완화하고 도시권 공간구조의 에너지효율성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
다. 네델란드 암스테르담(Amsterdam) 및 라이덴(Leiden), 스위스 취리히(Zürich)
등 유럽에서의 내부충진식 개발은 도시 내 쇠퇴한 부두, 폐철도 부지, 공장부지
등의 재활용을 통한 compact city 정책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부록 2-1, 2-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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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따라서, 일반적으로 고밀개발된 우리 도시 중에서도 특히 대도시에 단순
한 적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 도시에서 내부충진식 개발이 추진되기 위해
서는 도시 내에 충분한 공원·녹지가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내부충진
식 개발은 편리성과 수익성 때문에 기성시가지 외곽에 신시가지나 대규모 택지
를 조성하는 지방중심도시나 농촌소도시에서 토지의 절약적 이용을 위하여 강력
하게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부충진식 개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군)계획에 의하여 계획기간 중에
소요되는 개발예정용지를 추정할 때 기성시가지 내 나대지나 재건축·재개발에
의한 토지공급량의 하한을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베를린(Berlin)은
2010년까지 도시개발의 90%를 노후화된 공업지역, 나대지 등에서 수용하는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하였다(부록 2-4 참조). 우리의 경우도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의
하면 목표년도인 2020년에 신규택지수요는 기성시가지 정비에 의해 40%, 신규개
발을 통해 60% 공급할 예정이다(국토연구원 1999b, 174). 따라서, 중앙정부나 광
역지자체는 시(군)계획에서 택지를 포함한 개발예정용지를 설정함에 있어 지역
실정에 맞는 분배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유연한 기준을 시(군)계획 수립지침에서
제시하고, 시·군은 기성시가지 내 나대지 현황을 분석하고, 재건축·재개발 추
진계획을 수립하여 기성시가지에서 5년 단위로 토지공급가능량을 산정하여 제
시할 수 있어야 한다.
□ 도시특성을 고려한 토지재활용 추진
폐도로·폐선·폐공장부지, 하천부지, 이전적지, 사용종료된 폐기물매립장 등
용도가 변경되거나, 저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재활용을 통해 자원절약적이며 친
환경적 도시환경이 창출될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 토지재활용은 국가 및 도시
특성을 반영하여 상이한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다. 미국 로스엔젤레스
(LosAngeles)시에서는 도시 내 오염된 공장부지나 폐기물처리장소를 재개발하
기 위해 Brownfield Program(부록 2-5 참조)을, 영국의 래스터(Leicester)시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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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따라 흐르는 강을 따라 강변축(river corridor)을 구축하려는 Riverside Park
Program(부록 2-6 참조)을, 독일의 라이프찌히(Leipzig)시에서는 도시주변을 둘
러싸고 있는 폐철도부지를 방사형 녹지대(green radial)로 개발하는 생태적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부록 2-7 참조)를 추진하였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도시별로 개발밀도,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차별적인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과밀개발된 대도시나 그 주변지역, 또는 지방중심도시에
서는 주거지에 인접한 공원·녹지 등 오픈스페이스가 부족하고, 도로·학교·하
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하므로 공원·녹지조성 위주로 재활용정
책을 추진하여 도시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에 중소도시나
농촌도시에서는 기성시가지 내 용도가 변경되거나, 저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도
시적 용도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compact한 도시공간구조를 창출하여 기반시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그러나 하천부지나 폐기물매립장 등은 도시
특성에 관계없이 산책로, 자전거길, 체육시설부지, 공원 등으로 재활용하여 도시
의 쾌적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분산적 집중형 도시권 공간구조 형성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의 외연적 확산으로 도시권은 에너지 비효율적인 일
극집중형 공간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권 내에서 기능을 적정하게 분
담하고 토지이용을 효율화함으로써 중심도시의 과밀화 방지, 중심도시와 주변지
역의 균형발전, 교통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적정 오픈스페이스의 확보, 환경오염
의 감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자원절약적인 분산적 집중형 도시권 공간구조의 구
축이 장기적인 공간계획하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토지공급에 있어서도 수요대응
을 위한 대도시 근접형 도시개발에서 탈피하여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분산적 집중형 대도시권 공간구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에서도 일드프랑스(Ile-de-France) 지역, 베를린(Berlin)
대도시권, 쮜리히(Zürich)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분산적 집중형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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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형성을 계획목표이자 수단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드프랑스 지역에서는 지
역 내 22개 레지옹(Region)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방사형으로 발전거점망과 환
상형 교통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도시권의 자연환경과 도시환경의 조화 및 보전
을 위해 농지 및 녹지벨트(yellow and green belt)를 설정하였다(부록 2-8 참조).
베를린대도시권에서는 분산적 집중이라는 독일 국토공간구조의 이념상에 맞추
어 지역발전중심지를 분산적으로 설정하고, 대중교통 위주로 교통망을 확충하며,
취락경관의 보전과 친환경적 이용을 위하여 지역공원(regional park)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광역계획을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주가
공동으로 수립하였다(부록 2-9 참조). 쮜리히지역에서는 시가전차(S-Bahn) 등 대
중교통 중심으로 성장이 집중될 11개의 주요지역을 주계획에서 선정하였다(부록
2-10 참조).
외국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분산적 집중형 도시권 공간구조는 분산된 거점도
시를 중심으로 개발을 집중하되 중심도시와 거점도시, 그리고 거점도시 상호간
을 녹지 등의 오픈스페이스로 분리하는 동시에 대중교통망으로 연결함으로써 형
성된다. 이를 통해 중심도시 주변지역의 난개발과 도시연담화를 방지하고, 교통
에너지 이용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대기오염을 감소시키며, 개발이 유보되
는 도시 주변지역을 근교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분산적 집중형
공간구조는 환경친화적 공간구조라 할 수 있다. 분산적 집중형 공간구조의 형성
을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과 녹지 및 교통계획간의 광역적 조화라는 원칙하에서
거점도시 선정 및 육성, 녹지축 설정 및 연결, 개발예정용지 설정 및 단계적 개발,
근교자연공원 조성, 광역대중교망 구축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그림
6-10 참조).

<그림 6- 10> 분산적 집중형 도시권 공간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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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도시 주변지역에 거점도시의 분산적 선정과 자족기능 강화
분산적 집중형 도시권 공간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 거점도시는 중심도시에 밀
집된 인구와 기능을 수용하되, 중심도시와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여 연담화를 방
지하고 자족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거점도시 선정기준으로
는 현재의 도시규모 및 기능과 함께 도시의 발전잠재력, 광역적 차원의 개발축
및 교통축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중심도시와 거점도시간의 공간적 거리는 중심도
시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의 중심성이 매우 높
기 때문에 도시권 내 거점도시는 서울로 향하는 통근 및 구매통행을 흡수하고
주변 배후지역의 중심지로서 기능하기 위하여 40㎞권 외곽이 바람직하다.
거점도시가 중심도시의 침상도시로 전락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네델란드 그로
닝겐(Groningen)시의 Better-Inner City Program(부록 2-11 참조) 등과 같은 도심
기능 활성화 정책과 함께 고용기회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거기능 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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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신도시나 택지개발을 지양하고 업무·상업·문화여가기능이 복합된 토지
이용이 바람직하다(부록 2-12, 2-13 참조). 복합적 토지이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요계층 및 기능 등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토지이용계획과 주택분양시 직장위치
를 고려한 우선공급을 통한 직주근접효과 극대화 전략 등이 고려될 수 있다(이주
형, 기윤환 2000, 34).
거점도시 및 그 인접지역에는 개발축과 교통축을 고려하여 개발예정용지를 설
정하여 도시발전에 필요한 토지공급이 안정적으로 가능하도록 한다. 이렇게 설
정된 개발예정용지에 대해서는 개발우선순위를 높게 부여함으로써, 거점도시에
서의 도시개발이 도시권 내에서 우선적으로 집중될 수 있는 방향으로 광역 토지
이용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 토지이용계획과 녹지계획 간의 조화
도시권의 개발방향과 규모를 정함에 있어 녹지축·개발축·교통축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우선적으로, 도시권의 생
태계를 보전·연계하기 위하여 보전지역을 대상으로 광역적으로 녹지축을 녹지
계획에서 설정하고, 이를 토지이용계획에서 반영하여야 한다. 광역녹지축은 축
선 상에 놓인 자연생태계를 보전함과 동시에, 이를 도시 내외의 하천·녹지·산
지·산지주변 등과 연결함으로써 도시권의 자연환경을 개선하며, 도시 내에서
동식물의 서식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각종 개발계획 수립시 지역
의 주요산림 및 이와 연결된 구릉지 산림, 시가지 내 잔존산림을 녹지축으로 최
대한 보전하도록 하고, 시가지 내 공원·녹지를 새롭게 창출하거나 정비하여 녹
지축과 연계하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녹지축 선상에는 없으나 개발이 집중
되지 않는 주변지역은 산림·하천·호소 등을 활용하여 근교자연공원으로 조성
함으로써 자연생태계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도모한다.

□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 간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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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도시와 거점도시, 거점도시 상호간, 그리고 거점도시와 배후지역의 연계
는 승용차통행 및 대기오염을 최소화하여 자원절약적인 공간구조가 되도록 버
스, 지하철, 경전철, 철도 등 대중교통 위주의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해 확보하여
야 한다. 또한, 거점도시나 개발예정용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전철역이나 환승역
등 대중교통중심의 도시개발(Transit-Oriented Development) 전략을 채택함으로
써 역 주변으로 도시개발을 집중하고 교통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이
와 같은 토지이용과 교통계획의 연계를 통해 교통혼잡 및 사고, 대기오염을 감소
시킬 수 있으며,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특히, 대중교통수단과 연
계된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교통 에너지의 효율이 제고되며 대기오염이 감소될
수 있다.
토지이용과 교통계획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대폭 정비
하고, 재정적 유인책을 강구하며,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 영국은 도시계획정책지침(Planning Policy Guidance)과 지
방교통계획(Local Transport Plan)지침을 상호 연계시키고, 개발계획과 교통계획
의 목표설정, 전략개발, 계획추진과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해야만 중앙정부로부터
교통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간의 조화를 추
구하고 있다(부록 2-14 참조).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의 연계는 지역특
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통해서도 확보될 수 있다. 도시의 기능별
로 입지 및 접근특성을 충분하게 고려하여 적절한 장소에 적정한 기능이
입지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자동차통행수요를 관리할 수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경우, 도시기능을 입지 및 접근성 특성에 따라 A, B, C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
고, 이 유형별로 도시교통특성을 감안하여 기능재배치를 유도하고 있다(부록
2-15 참조).

3) 도시적 토지이용의 생태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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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적 토지이용에서 환경가치를 내재화하여 쾌
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욕구가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는 기능성,
경제적 효율성 위주의 토지이용에서 벗어나 생태효율성53)의 제고를 의미한다.
도시의 쾌적한 자연환경 창출을 위하여 도시내부 및 주변의 산림, 도시공원, 하
천, 주거지의 정원, 가로수 등의 개별적인 생물서식공간을 확대하면서 이를 생태
통로로 연결하여야 한다. 또한, 토지이용계획과 환경계획을 연계하여 도시미기
후를 개선하는 노력도 요구된다.

(1) 도시생태계 확충과 연결

□ 도시 내 생물서식공간의 확충과 연결
도시생태계를 확충·연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시내부 및 주변의 산림, 도시
공원, 하천, 주거지의 정원, 가로수 등의 개별적인 생물서식공간을 보전·확충하
고, 이를 연결하여 생태통로로 활용하여야 한다. 생물서식공간은 도시 내 생물다
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규모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시 내 생물
서식공간은 기존의 녹지를 보존하고 자연식생의 구성종이나 식재수종을 다양화
하여 녹지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며, 녹지의 균형적인 분포를 가능하게 하는 도시
녹화프로그램을 통해 확충될 수 있다. 따라서,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
는 자료 구축과 녹지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지자체는 이를 위하여 녹지관리계획
을 수립하여 기존녹지 관리 및 새로운 녹지 확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도시
내 자연녹지 등을 부득이 하게 개발하는 경우에는 생태주거단지, 생태관광지, 생
태산업단지 등 자연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토지이용이 이루어질 수

53) 생태효율성(eco-efficiency)의 개념은 자원·에너지의 최소이용과 효과의 극대화를 의미한다. UN의
환경과개발에관한세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는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생태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 전략과 관련해서 토지이용
의 생태효율성은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는 토지이용, 또는 도시내 자연환경을 개선하는 토지이용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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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림 6- 11> 도시적 토지이용의 생태효율성 제고전략 흐름도
현황과
문제점

·도시적 토지이용의 증가로 인한 친환경적 토지이용 감소
·토지이용에 있어서 환경가치 내재화의 미흡
·(광역)녹지축 설정 및 수변공간 관리체계 미흡

과 제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체계화 : 토지이용 생태효율성 제고
·생태계의 보전과 연계
·환경오염의 사전예방과 치유

전 략

·도시적 토지이용의 생태효율성 제고

시 행
방 안

·도시생태계 확충과 연결
- 도시 내 생물서식공간의 확충과 연계
- 녹지총량제 도입 및 공원녹지 확보를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 자연형 하천정비 및 수변공간 조성
·도시미기후를 개선하는 토지이용
- 도심 바람통로 확보
- 도시녹화사업 추진

또한, 녹지확충과 연결에 있어서 도시주변의 산림, 농지, 하천, 도시공원, 완충
및 경관녹지, 가로수 등을 연계하여 도시민의 접근이 용이하고, 생물종의 도시
내 녹지로 이동이 가능한 쐐기형 녹지(Finger Plan) 개념을 도입하여 최대한 많
은 양의 녹지를 창출하고 정비하는 전략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림 6-12
참조). 덴마크 코펜하겐은 Finger Plan을 통해 장기적이고 일관되게 도심에서 접
근이 용이한 녹지를 보전하고 있다(부록 3-1 참조).
생물서식공간의 연결을 위해서는 도시주변의 산을 생물서식공간의 핵으로 하
고, 도시내부의 산이나 도시공원 등을 거점, 하천을 선, 가로수·정원 등을 점으
로 하는 <그림 6-13>과 같은 생태통로(Eco-Corridor)를 구축하도록 한다(환경부
cxl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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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86-88). 일본 사이따마현은 1990년에 주요시책으로 비오톱 창조 추진사업
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의 목적은 풍부한 자연환경을 도시 내에서 보전·창조·
복원하여 이를 네트워크화하는 것이다. 사이따마현의 각 시정촌(市町村)은 1차·
2차·3차년도로 구분하여 지역별 생태환경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비오톱 보
전·복원·창조에 관한 계획을 추진하였다(부록 3-2 참조). 도시 내 생태네트워
크 구축사례는 일본 요코하마시 뉴타운의 그린메트릭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부록 3-3 참조). 생태통로는 구축하는 것 못지않게 이미 구축된 생태통로가 각종
개발사업으로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각종 개발사업
의 계획단계부터 개발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전략영향평가 도입 등의 제도적 장
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림 6- 12> 쐐기형 녹지 개념도

출처 : 환경부. 2001.「백두대간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 관리범위 설정을 중심으로 -」. p192.

<그림 6- 13> 생태통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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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부. 1995.「전국 그린 네트워크화 구상」. p87.

□ 녹지총량제의 도입 및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녹지에 대한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관리를 위하여
녹지총량제의 도입이 요구된다. 녹지총량제는 지역 녹지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
계획이다. 일본의 경우 녹의 기본계획, 녹지보전지구제도, 녹지협정제도, 시민녹
지제도, 녹지관리기구제도 등 도시녹지보전을 위한 다양한 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부록 3-4 참조). 녹지총량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초자료와 GIS시스템의
구축, 총량제 지침 및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법에 녹지총량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녹지관련 제도의 개정과 관련기관의 협의·조정 체계의 운영이 요
구된다. 이러한 녹지총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현황분석, 협의기구 구성, 녹지변
수지표, 총량지표 등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천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공원녹지 관련제도 정비과정에서 관련 전문가, 환경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
민 및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태적
식생관리, 공원청소 및 운영 등의 공원녹지관리에 지역공동체의 참여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특히, 자연환경보전에 관심을 가지는 비정부기구(NGO)에게 도시
녹지의 현황파악, 관련 기초자료조사, 녹지훼손 감시 등의 임무를 부여하는 방안
을 검토할 수 있다. 일본 가나가와현의 경우 도시공원시설을 가나가와현 공원협
회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가나가와트러스트 녹지기금, 가나가와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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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녹지재단이 중심이 되는 가나가와현 프런티어(fronteer)와 트러스트(trust)
운동을 전개하여 지역주민 중심의 공원녹지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부록 3-5
참조). 독일의 칼스루헤(Karlsruhe)시도 도시 내 녹지 및 공원을 네트워크화하고
있으며, 공원조성후 시민평가를 받게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부록
3-6 참조).
□ 자연형 도시하천정비 및 수변공간 조성
도시하천은 도시생태계의 근원으로서 야생동식물의 서식처이며,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므로, 가능한 한 자연상태를 유지 하거나 환경친화적으로 정비하
여야 하며, 그 주변에 친수공간을 조성하여야 한다. 환경친화적 하천정비는 자연
하천 정비사업, 오염된 하천의 정화사업, 수생동식물 복원사업 등으로 추진된다.
또한, 도시 내 하천을 자연하천으로 복원함으로써 수변공간 및 레크리에이션 공
간이 확대되어 시민들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도심부 소하
천의 복개된 상부 콘크리트를 걷어 내거나 수변공간의 복원을 통해 수질개선, 공
동체의식 함양,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부록 3-7 참조). 도시
하천 복원사업은 캘리포니아주에서만 1985년에서 1995년까지 160개 하천에서
추진되었다. 스위스 취리히에서도 복개된 운하의 지면을 걷어 냄으로써 도시 내
자연생태계를 확충하였다(부록 3-8 참조).
도시하천 주변에는 각종 오·폐수를 방출하는 시설들이 입지하고 있으므로 여
기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생태학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천주변에 녹지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수변공간의 녹화와 더불어 그 배후지역에서 발생
된 오염물질을 저감시켜 자연적인 하천을 조성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천주변
의 수변녹지는 자원의 가치, 유역의 특징, 토지이용, 완충지의 수질 및 서식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이에 적용될 수 있는 토양조사와 토양 특성
평가 등이 요구된다. 영국의 신도시 밀턴케인즈(Milton Keynes)는 녹지와 연계
된 수변공간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오즈(Ouse)강, 오젤(Ouzel)강, 라우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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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ghton) 하천을 따라 공원을 배치하여 홍수 조절기능, 수질 정화기능의 역할
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부록 3-9 참조). 또한, 수변녹지 조성을 자연형 하천정비
를 연계하여 수행함으로써 하천의 친수환경을 강화하고 도시 내 물과 녹지의 네
트워크를 형성하여 수변공원, 물놀이 관련 위락기반을 조성하여 여가공간을 확
대할 수 있다.
(2) 도시미기후를 개선하는 토지이용

□ 도심 바람통로 확보
도시열섬(urban heat island) 현상은 건축물, 교통 및 산업활동 등에서 발생한
열이 도심의 온도를 상승시키며, 이것이 스모그와 결합되면서 대기질을 악화시
키는 것을 말한다. 악화되는 도심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및 토
지이용계획에 도시기후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도시기후에 영향을 미치
는 기온, 바람, 녹지의 상관관계의 연구와 신선한 바람이 흐르는 바람통로를 확
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녹지계획, 건축물의 배치기준, 대기보전계획 등 기후를 고
려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러한 바람통로를 고려한 도시계획은 도시화로 심각해
지는 대기오염문제를 개선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심의 바람통로는 녹지, 물, 오픈스페이스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간의 온도차
에 의해 산이나 바다로부터 유입되는 공기의 흐름이며 도심에 신선한 공기를 흐
르게 하는 바람의 길을 의미한다. 즉, 산이나 바다의 신선한 공기가 도심으로 흐
르는 길을 만들어 도심부의 열섬(Heat Island)현상의 완화, 대기오염물질의 확산,
에너지 절약이나 이산화탄소의 삭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업이 발달하여 대기오염이 심각했던 독일 슈투트가르트(Stuttgart)는 도심에
가까운 구릉지에 신규 건축행위 금지, 바람통로에 건축물을 5층 이내 제한, 건축
물 간격을 3m이상 설정, 대도로와 소공원 100m 폭 확보, 높은 나무 식재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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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확산 유도 등 바람통로 개념을 도시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부록 3-10 참조).
슈투트가르트는 녹지네트워크 정비는 토지이용계획(F-Plan), 구체적인 도시계획
상 규제는 지구상세계획(B-Plan)에 명시함으로써 바람통로를 이용하여 대기질
정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지역이다. 토지이용과 대기질을 연계하는 시도는
독일 프라이부르그(Freiburg)시의 투영건설, 자르부르켄(Saarbrücken)시의 기후
지역계획, 베를린(Berlin)의 기후보호우선지역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부록
3-11 참조).
<그림 6- 14> 바람의 통로 개념도

출처: Murakami et al. 1999: 58. CFD analysis of wind climate from human scale to urban
scale".「都市氣候·市街地氣候の解析」. p114.

□ 도시녹화사업 추진
미국 산림청(US Forest Service)이 지원하는 도시산림기후 프로젝트(Urban
Forest Climate Project)에서는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는 녹화 프로젝트로 도시열
섬현상(urban heat island)을 완화시키는 데 도시 숲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쾌적한 도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
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미국환경보호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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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도시열감축안(Urban Heat Reduction Initiative)을 통해 정부의 도시환경
정책의 변화를 유도하고, 토지이용 및 건물디자인 규제가 도시기후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도시녹화 등 토지이용을 통한 도시기후 개선은 도시에 따라 다양한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미국의 시카고는 도시열섬효과 억제를 위해 보조금제도를 도
입하여 옥상공원 조성, 건물지붕 색깔 및 건축재질 선별, 콘크리트 주차장의 녹
지공간화, 투수성 포장 등을 장려하고 있다(부록 3-12 참조). 미국의 오스틴은 매
년 3,000그루씩 20,000그루의 나무심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1층 건물이
나 주차장 녹화에 주력하고 있다(부록 3-13 참조). 일본 동경도는 1999년 개정된
녹화기준에 따라 건축면적에 녹화 가능한 옥상면적을 대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부지면적(민간시설 1,000㎡, 공공건물 250㎡)을 가진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시 옥상녹화를 의무화하여 옥상면적의 20%를 녹화하도록 하고 있다(부록 3-14
참조).
우리나라의 도시기후와 관련된 법률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3조의 도시기본
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서 기후·지형·자원·생태 등 자연적 여건 조사
의 한 부분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실정이므로 도시기
본계획 수립지침에 이를 포함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에 토지이용을 고려한
대기환경보전계획의 수립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철도위주의 간선교통체계 구축
철도는 대표적인 궤도 시스템으로 지역 간 여객수송에 있어 자동차 위주의 노
면교통에 비하여 고밀도·대량수송이 가능한 에너지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수송수단이다(표 6-2, 6-3 참조).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시민들이 시간가치를 중요
시하게 되어 고급·고속 교통수단을 선호하게 되고, 환경공해에 대한 인식이 고
조됨으로써 공로보다는 대량수송이 가능하고 정시성과 안전성이 높은 철도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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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통체계 구축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54) .
우리나라 철도의 경우 1997년 여객 1명의 탑승거리는 36.1km로, 도로의 6.3km
에 비해 5.7배(교통개발연구원 1998, 11)에 달한다. 화물의 경우도 1톤의 운반거
리가 236.1km로, 44.5km의 도로보다 5.3배 이상의 장거리 운송을 하고 있다. 아
울러 최근의 도시철도는 대도시 통근통학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표 6-2> 수송수단별 에너지소비량 비교(일본)

100

영업용버스(여객)
영업용트럭(화물)
176

자가용승용차(여객)
자가용트럭(화물)
587

100

603

1,943

구분

철도

여객
화물

해운(화물)
105

주 : 1) 철도를 100으로 비교한 수치임.
2) 여객 및 화물은 1인 또는 1톤을 1km 수송하는 데 소요되는 에너지
자료 : 일본운수성 운수정책국. 1996. 운수관계 에너지요람 .

<표 6-3> 수송수단별 오염물질 배출량
(단위 : g/ 인·km, g/ 톤·km)

오염물질
CO
NOx
HC
SOx

철도
여객
0.27
0.67
0.11
0.09

항공
화물
0.61
1.54
0.24
0.21

여객
1.21
5.31
0.48
-

해운

화물
74.63
328.36
29.85
-

여객
27.42
65.81
14.63
7.31

도로
화물
0.32
0.78
0.17
0.09

여객
14.52
6.48
1.78
3.12

화물
55.35
24.69
6.80
11.88

자료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997. 디젤기관의 배출가스 대기오염현황 및 저감방안에 관한 연구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철도노선망은 1940년대까지 형성된 철도 건설초기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그 동안 비약적으로 증대한 인구 및 산업활동을
54) 철도의 환경친화성 외에 우리나라는 철도가 발전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단위면적 당
철도연장(km/ ㎢)은 우리나라가 31.4km로 독일의 114.4km, 프랑스의 58.2km, 일본의 53.3km보다 작
지만 여객의 영업 km당 수송밀도(1일 기준:인·km/ 영업km/ 365)는 일본이 34,226인, 프랑스가 5,120
인, 독일이 3,980인, 스웨덴 1,272인에 비해 우리나라는 25,975인으로 일본 다음으로 높다. 구간별로도
서울-부산축에 우리나라 인구의 50～60% 정도(2,000만명)가 집중되어 있어, 일본의 토쿄-오사카축
2,000만명, 프랑스 파리-리용구간의 환승수요를 포함한 600만명 이상의 인구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아
철도수송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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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토균형개발의 정책목표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의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부족은 전반적인 용량부족을 초래하
였으며, 이로 인해 주요 간선철도노선 곳곳에 병목구간이 발생하여 전체노선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 특히, 경부선의 수원～대전 간의 용량부족으로 연결된
호남선, 장항선, 충북선 등은 활용이 불가능한 정도이며, 전라선 및 영동선 일부
구간도 여유용량 부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현재 시설수준을 2002년 확정사
업55) 이후 별도의 투자 없이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02년경부터 경부선 일부구간,
전라선, 중앙선, 태백선, 경전선, 대구선, 동해남부선 등 대부분의 간선철도구간
에서 용량 초과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0년경에는 고속철도가
운행되는 경부선 구간을 제외하고는 현재 기존선 용량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노
선구간이 용량초과를 보이고 있어,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가 시급함을 알 수 있다
(그림 6-15 참조).
또한, 여객, 특히 경부축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철도망의 재편도 요구된다. 장
거리 대량수송에 장점이 있는 철도는 여객뿐만 아니라 화물에도 역점을 두고 운
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객위주의 운행은 자칫 화물부문을 소홀히 하게 되어 국
가전체 측면에서 물류비와 에너지 사용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경부축 위주의 철도망으로 경부축에서는 철도가 타교통수단
과의 경쟁력이 매우 높으나, 호남선을 포함한 경부축 이외의 노선들은 타교통수
단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 간 수송 및 도시 내 통행에 있어서 철도 및 도시철도가 주가 되
고, 고속도로를 비롯한 공로가 철도의 지선역할을 담당하는 수송체계를 마련하
여야 한다. 경쟁수단인 도로와의 역할정립에서 볼 때 장거리·대량·고속수단이
담당할 부분과 그렇지 않는 부분을 나누어서 국가전체 측면에서 효율성이 가장
높은 체계를 구축한다.
55) 경부선의 수원～천안 2복선 전철화, 호남선 송정리～복포 복선화, 충북선 조치원～봉양 전철화 사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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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15> 철도 용량초과구간(2020년)

철도 위주의 간선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첫째, 기존 철도의 전철화, 복선
화 등의 시설개량과 광역급행열차 운행 등을 통해 철도이용상의 편의를 증진시
켜야 한다(그림 6-16 참조). 전 구간을 이용하고 있는 운영방식을 개량하여 수요
형태에 맞게 지역운영 방식을 도입하거나, 현재 4단계로 되어 있는 여객서비스의
등급을 조정하여 선로용량을 개선하도록 한다. 수송용량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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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C(Centralized Train Control)체계의 확대, 선로개량, 전철화, 열차장대화 등을
계속적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도시철도교통 육성발전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단위면적 당 인구규
모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철도망이 잘 구축된 외국의 대도시권들에 비해서 인구
밀도가 높다는 점은 수송수요의 확보와 사업성에서 유리한 점이다. 특히, 수도권
은 현재 서울도심으로부터 30～60km까지 통근권이 확대되고 있는데, 대량교통
수단인 전철교통으로 이러한 광역교통수요를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철도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용자들의 여행에 대한 총비
용을 감소시켜 경쟁력을 가진 수송수단이 되도록 철도역까지의 수송체계 구축으
로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하도록 한다.
<그림 6- 16> 철도위주의 간선교통체계 구축전략 흐름도
현황과
문제점

·대기오염
·수송부문 에너지소비의 증가
·도로위주의 교통정책

과제

에너지절약형 교통체계 구축

전략

철도 위주의 간선교통체계 구축

시행
방안

·전국 간설철도망 구축
- 대량·대중수송기능의 간선철도망 구축
- 철도 미연결 구간 해소
- 열차운영방식의 다양화
·도시철도망 확충
- 다양한 시스템 응용 및 단거리 다수 노선 건설
- 도시철도 국고지원 기준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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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 간선철도망 구축

기본적으로 지역 간 수송에 있어서 철도가 주간선 기능을 담당하고, 고속도로
를 비롯한 공로가 보조기능을 담당하는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속
철도와 지역 간 철도, 지선철도, 광역철도 등 철도망 상호 체계 간의 기능별 위계
에 대한 기본개념 및 투자우선순위를 확립하고, 도로 등 타 수송수단과의 연계방
안, 기존철도의 현대화 및 운행효율화 방안 등을 강구한다.
철도의 네트워크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철도만으로 주요 도시를
상호 연결할 수 있는 자족적 철도망(Self-Sufficient Network)이 구축되어야 한다.
각 노선 간, 또는 각 위계 간 상호 연계성과 연속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고속
화, 직통운행, 운행빈도의 증대가 가능한 철도망의 구축과 함께 타수단과의 연계,
고속철도, 간선철도, 지선철도, 광역철도 등 위계 간의 연계를 고려한 역의 기능
강화도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교통수단으로 철도의 우위성을 인정하고 1990년 이후
철도망 확충계획을 장기계획으로 확정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유럽국가들은
기존선과 고속철도를 연결하는 통합철도망의 형태이며 기존선을 부분적으로 개
량하여 속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철도망을 건설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기존선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고속간선망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기존선과 고
속철도를 통합운영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고속철도 서비스 지역 7,120km 중 신
선은 1,120km(15%)에 불과에 불과하다(부록 4-1, 4-2 참조).
□ 대량·대중수송기능의 간선철도망 구축
수도권과 주요권역을 연결하는 X자형 한반도 종단 고속철도망을 구축하도록
한다. 주요 간선철도는 기본적으로 고속철도 신선과 연결하여 고속철도 차량을
직접 운행할 수 있도록 선로를 개량하고 전철화한다(그림 6-17 참조).
현재 2010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경부고속철도는 경부선의 수송능력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속철도 완공 후 기존 경부선은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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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화물수송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화물위주로 운영될 계획이다. 경부축
과 함께 우리나라 양대축인 서해안축 개발에 따른 수송수요 증가에 대처하고 지
역균형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목포 간 고속철도의 조기착공이 바람직하
다.

<그림 6- 17> 간선철도망 계획(2020년)

자료 : 건설교통부. 1999.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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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남북교류활성화에 대비하여 현재 추진 중인 남북철도망 연결사업을 조
속히 완결하도록 하며, 동해축 철도망연결을 위한 고성～군사분계선 간 철도건
설도 적극 추진한다. 수출입 화물의 철도수송 분담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불공단,
평택(아산), 광양, 부산신항 등 항만과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철도망의 확충이 필
요하다. 동시에, 수도권 및 대전, 대구, 광주, 부산권 등 대도시권 광역전철망 사
업을 간선철도망 구축과 연계하여, 철도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여객통행을 철도로 흡수하도록 한다.
독일 철도는 연계기능에 따라 Inter CityExpress(ICE), InterCity/ EuroCity(IC
/ EC), InterRegio(IR), Regional Bahn(RB), Regional Express(RE)와, 근거리 철도
의 경우에는 Stadt Bahn, Stadt Express 등으로 구분된다. 시속 280㎞로 쾌속주행
하며 정확한 스케줄과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독일 내에서도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ICE는 스위스와 비엔나 등 인접국가의 대도시까지 1시간, 또는 2시
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다. IC는 시속 200㎞로 독일의 주요 도시 간을 빠르고
편안하게 연결한다. EC는 IC시스템의 일부로 유럽 인접국가들과 국제적으로 통
일된 기준에 의하여 연계된다. IR은 독일 내 거의 모든 지역에까지 조밀하게 노
선망이 갖추어져 있으며,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2시간 간격으로 운행된다.
또한, 대부분의 관광지까지도 바로 연계되어 있다. IR은 모든 장거리철도 노선과
운행계획이 효율적으로 연계되어 신속한 환승이 가능하다.

□ 철도 미연결구간 해소
미연결구간(Missing Link)은 철도 네트워크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열차를 원하는 지점으로 운행시키고자 하나 시설여건상 운행이 불가능한
이유는 선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단순 미연결 구간, 노선의 일부 구간에서 열
차운행회수가 선로용량한계에 도달한 구간, 또는 신호체계가 상이하여 열차운행
이 상호 불가능한 미연결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연결구간은 열차
의 우회운행 등으로 운행상 비효율적인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어 미연결구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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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노선신설은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설개선부문에 있어 구간별
애로구간의 해소와 함께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부문이다.
광주를 우회하는 경전선 보성～목포구간, 삼랑진을 우회하는 사상～마산구간
등과 같이 기·종점을 직접 연결하는 철도노선이 없는 구간에 기·종점을 직접
연계할 수 있는 노선을 신설하면 운행시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호남선의 운행이 천안에서 서대전으로 우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천
안～공주～논산으로 직접 연결하는 노선의 신설이 요구되며, 원주～강릉구간도
중앙선을 이용하는 관계로 인해 많은 거리를 우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수원～인천을 연결하는 수인선의 경우에도 화물수송에 있어서 비효율
적인 미연결구간이며, 수서～왕십리, 분당～수원구간도 수도권 전철의 미연결구
간이라 할 수 있다. 이들 구간은 노선의 복원 및 신설이 계획 중에 있다. 중앙선
제천～도담구간의 경우는 현재 단선구간으로 시멘트수송에 의해 용량이 부족하
므로 복선화를 통하여 용량의 일관성을 부여하여 철도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해
야 한다. 전철화된 노선사이의 비전철구간도 일종의 미연결구간으로 볼 수 있다.
전기기관차를 통해 산업선의 화물을 수도권으로 운송하기 위해서는 중앙선 제천
역과 경부선 조치원역을 연결하는 충북선 전구간과 경부선 수원～조치원간의 전
철화가 조속하게 완료되어야 한다.

□ 열차운영방식의 다양화
현재 장단거리에 관계없이 운용되고 있는 열차 운영을 장거리열차 위주로 열
차운영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거리 구간을 이용하는 승객의 경우
는 여행의 편안함 및 시간단축 등을 감안하여 상위등급의 열차를 주로 이용하게
되며, 단거리 구간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승차감이나 시간단축에 관계없이 요금
이 저렴한 열차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시종착 중심의
장거리 열차를 운행하는 것보다는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장거리 구
간에 대해서는 상위 등급의 열차를 운영하고, 단거리구간에서는 하위열차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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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여 통근·통학으로 통행수요를 처리하는 등 간선 및 지선, 광역철도와 지역
철도의 역할을 고려한 네트워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구간별 수요에 입각하여 간선철도에 연결되는 지선구간을 반복운행하
는 구간반복열차를 운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특히, 서울～천안 간 재차
율이 높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해 구간반복열차를 운행하면, 전체 노선에 대한
증편운행에 못지않은 수송효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화물운송에 있어서
화물열차의 이단적재, 피기백수송 등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 교통세 배분비율 개선
현행 교통세는 부족한 교통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일반세인 휘발유특별소비
세와 경유특별소비세를 교통시설투자에만 쓰이도록 세출용도를 지정한 조세로,
교통세법에 의해 2003년 말까지 유효한 한시적인 목적세로 되어 있다56) . 교통세
세입의 계정 간 재원배분비율은 도로 65.5%, 광역교통시설 2.0%, 철도 18.2%, 공
항 4.3%, 유보 10%로 고정되어 있다. 현행 계정 간 배분비율은 도로에 치중하고
있어 자동차에 의한 도로이용을 촉진하며, 수송효율이 큰 철도나 대중교통 등에
대한 시설투자를 상대적으로 위축시키고 있다. 또한, 국가의 장래 교통정책방향
인 대중교통, ITS, 신기술 개발 등에 대한 계정이 없어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다. 계정 간 법정 비율의 합리적인 기반이 미흡하며, 투자
항목이 한정되어 있어 투자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교통투자소요에 따른 배분비율의 조정과 투자우선순위의 설정을 통한
배분비율의 새로운 조정을 통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장래 교통정책의
56) 근래 들어 교통세를 일반소비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목적세인 교통세를 일반세
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은 재원의 용도가 지정된 상태에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이룰 수 없어
경제적 후생이라는 목적함수의 최대화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논리에 근거한다. 그러나 재원배분의
의사결정 과정에 정치적인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교통세를 일반세로 전환하
게 되면 도로이용자에게 비용만을 부담시키고 시설투자나 유지보수는 등한시하는 불균형의 문제만
남길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교통시설 이용과 부담을 결합시키는 메커니즘으로서 교통세를 존치
하고, 활용하는 틀 속에서 교통세제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홍갑선 1999).
제 6 장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전략 및 시행방안

clix
159

방향에 부합하는 대중교통, ITS, 물류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사업에 대한
재원확보와 지자체의 지원을 위하여 대중교통계정을 신설하고, 유보분을 지속하
여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시급하다. 철도계정과 광역교통시설계정 중 중복
되고 있는 광역철도 지원항목에 대해서는 철도계정으로 일원화하여야 하며, 광
역교통시설계정에는 시도 간 국도, 환승주차장 등의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지원
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계정의 비중을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2) 도시철도망 확충

지하철과 경전철 등 도시철도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기술이 발전
하고 있으며, 많은 도시에서 이미 건설되었거나 건설 중에 있다.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을 자동차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 도시
교통 시스템으로서의 고용량인 지하철과 경전철이 대중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
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도시철도는 2000년 12월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에서 12개 노선 393.4㎞가 운행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는 전철 7개 노선 178.2㎞
기 운행 중이다(표 6-4 참조). 2007년까지는 서울 지하철 9호선을 비롯하여 7개
노선 144.1㎞가 추가 건설될 예정이며, 광주 지하철 1호선과 대전 지하철 1호선
도 건설 중이다. 한편, 경량전철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지하철에 비해 상대
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건설이 가능하므로 선호되고 있다(표 6-5 참조).
□ 다양한 시스템 응용 및 단거리 다수 노선 건설
지금까지 도시철도의 건설은 건설비가 크게 소요되는 지하철도 방식에 편중되
어 사업비의 막대한 규모로 인해 건설부채의 증가와 재정부담을 초래하였다. 도
시철도망 확충을 위해서는 기존의 지하철도 방식 일변도에서 벗어나서 건설비가
저렴한 경전철이나 개량된 노면전차 등 신교통수단을 응용하여 도시철도 시스템
의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투자되어야 한다. 도시철도건설에 대한 국고 지원체
제도 현재의 건설비 50% 수준으로 고정된 형태보다는 사업비가 저렴한 경량전

clx
160

<표 6-4> 도시철도 운영 및 건설 현황(2000)
(단위 : km, %)

구분
계
서울
(전철)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운 영 중(㎞)
12개노선 : 393.4
(19개노선 571.6)
1～8호선 : 287
(7개노선 178.2)
1·2호선: 54.2
1호선 : 27.6
1호선 : 24.6
-

건설중(㎞)
7개노선: 144.1
(10개노선 187.4)
9호선 : 25.5
(3개노선 : 43.3)
2·3호선: 46.2
1·2호선: 29.7
1호선: 20.1
1호선: 22.6

2007까지(㎞)
537.5
(759)
312.5
(221.5)
100.4
57.3
24.6
20.1
22.6

수송분담율(%)
'00

2004

35.3
11.5
6.6
17.4
-

39.9
22.9
17.0
25.1
7.3
4.7

주 : 1) ( )는 수도권전철 포함, 운영중 노선길이는 영업거리임
2) 서울 시계내 도시철도(지하철+전철) : 287+54.6=341.6㎞
자료 : 철도청 도시철도과. 2001. 도시철도통계 2001.5. . p1.

<표 6-5> 경량전철 건설계획
사업명
서울-하남
간 경량전철

노선연장
서울지하철 5호선
상일역～하남시

추진계획
-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개시
('00.10.11)

창우동, 7.8km
-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 '02.상반기
부산-김해 사상역～김해공항～김 -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협약체결 협상('00.10.11)
간 경량전철 해시 삼계동, 23.9km -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 사업시행자 지정 : '01.하반기
-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 확정('00. 11. 24)
수도권 전철
의정부
-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경량전철 회룡역～의정부시청～
심의(기획예산처) : '01하반기
송산동, 10.3km
-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의정부시) : '02.상반기
-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재지정(기획예산처) : '99.12.28
신갈～용인시～포곡면
용인
- 도시철도기본계획(안) 제출 및 심의: '01하반기
경량전철 ～에버랜드, 21.3km
- 시설사업기본계획(안) 수립(용인시): '01하반기 이후
- 노선통과구간(680m)인 미군 하야리아부대 이전 협상
부산초읍선 사직운동장～서면,
- 적정요금 수준유지 및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확보를
7.3km
경량전철
위한 재정지원 규모에 대하여 협상추진
부산역～태종대,
부산영도선
- 부산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시기를
경량전철
재조정한 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 추진
11.1km
자료 : 철도청 도시철도과. 2001. 도시철도통계 2001.5. . pp10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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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등의 시스템을 선택할 경우는 오히려 국고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하는 시스템별
차등지원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경량전철은 지하철과 버스의 중간규모 수송능력을 갖추고 기존 도로상에 고가
로 건설되는 도시철도 시스템으로 인한 건설비 및 운영비 절감이 가능하여 경제
적이다(표 6-6 참조). 또한, 대기오염 및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고
에너지 절감에도 효과적이어서 환경친화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눈길을 모으고
있다. 경량전철은 기존 도시철도와 같이 정시성, 안전성 등의 장점을 갖고 있으
며,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 위주로 운영되는 기존 지하철과 달리 대도시와 중소도
시를 유기적으로 연결,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6-6> 기존도시철도와 경량전철 특성 비교
구 분

重量전철(HRT)

中量전철(MRT)

輕量전철(LRT)

최대수송용량

4만명이상

2만～4만명

1만～2만명

폭원 : 2.7～3.2m

폭원: 2.4～2.8m

폭원 : 2.0～2.6m

차량크기(량당)

높이 : 3.7～4.2m
길이 : 20～22m

높이: 3.2～4.0m
길이: 12～18m

높이 : 2.3～3.0m
길이 : 6～8m

최고속도

80～130km/ 시

80～130km/ 시

60～80km/ 시

운행속도

30～35km/ 시

32～38km/ 시

35～40km/ 시

대도시

대도시

간선교통축 중심

간선교통축

운행형태

지하철지선
위성도시·대도시 연계
중소도시 간선
위락·관광지역 노선 등

운
행

외국

뉴욕, 도쿄, 홍콩 등

국내

서울

사
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자료 : 철도청 도시철도과. 2001. 도시철도통계 2001.5. . p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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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타이페이, 고베,
요코하마, 오사카 등
-

우리나라의 지하철 노선들은 외국의 도시철도들에 비하여 상당히 장거리 노선
으로 건설되고 있다. 광역전철과 도심 내 지하철의 위계를 차별화하지 않고, 지
하철이 단일화된 기능을 목적으로 건설되고 있으며, 중량(重量)전철 위주로 도시
철도를 건설하기 때문에 차량기지의 규모가 커지고, 그에 따라 용지확보가 어려
워 도시 외곽으로 노선을 연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수의 장거리 노선보다는
다수의 단거리 노선 체계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랑스 낭트(Nantes)시는
1985년 시가지 경전철을 도입하였다. 전체적으로 경전철 체계와 연결된 대중교
통망을 구축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시가전철노선은 도시를 관통하
여 교외지역까지 연결되었다. 경전철 도입결과 대중교통 이용이 1980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는 효과를 거두었다(부록 4-3, 4-4 참조).
□ 도시철도 국고지원 기준의 개선
현행 도시철도 건설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은 도시의 규모나, 적용 시스템, 노
선의 형태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비율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다양한 시스템을 적용하고, 다수의 단거리 도시철도 노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 국고지원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현재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한해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조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의 도시철도 건설도시들 중 36%가 인구 100만 이
하의 도시들이고, 인구 50만 내외의 도시도 상당수 포함되는 점을 감안하여 기준
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스템별로 차등적인 국고지원 비율을 설정함으로
써 지자체가 스스로 건설보조형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가의 재정부
담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일반적인 시스템별 단
가를 고려하여 km당 국고지원 기준액을 설정함으로써 과다한 투자계획을 방지
하고 보다 합리적인 투자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
구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의 차등 산정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자체
들이나 지역주민들은 철도시설을 도시발전의 장애요소로 인식하는 경우가 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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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에 따라 지하철 방식의 노선을 선호하게 되어 도시철도 사업비가 불필요
하게 과다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단일의 도시철도 사업에 대해서도 구간별
로 지하구간, 고가구간 또는 기존도로 활용구간 등 구간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
필요하다.
(3) 철도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는 대부분 철도역사를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으나, 도시
가 점차 성장하면서 철도시설은 교통상의 장애, 철도 양측 지역 간의 불균형 발
전 등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도심은 철도 시설과 떨어져 발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도심과 철도 역사가 상당한 거리를 두고 위치하게 되어 지역 간 철도 이용
하기 위해서는 버스, 택시, 도시철도 등 도시 내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철도역사
에 접근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철도
이용 후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불편이 따른다.
서울시와 부산시의 경우 지역 간 철도 역사와 도시 내 지하철 노선이 근접하여
철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철도역사와 지하
철역사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아 환승시 번거롭다. 현재 대전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들 노선의 건설시 지역
내의 지역 간 철도와 원활히 연결되도록 노선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연결시 환승을 위한 이동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승역사 및 통로 설
계에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시가전차와 기존철도(Deutsche Bahn)를 결합하여 열차의 환승 없
이 장거리 통행이 가능하다. 교외에서도 시가전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외철로를 통해 화물 및 장거리 승객에 대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
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회사가 운영하는 대중교통 이용자가 1986년 1천1십만 명
에서 1992년 2천3백4십만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도시철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자가용 이용자의 도시철도 환승을 유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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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대도시로 접근하는 시계접근 교통축 상에 역세권주차장, 버스터미
널 등 환승시설과 첨단교통안내시스템을 포함한 교통환승센터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의 대중교통의 편의성 증진에서 상세히 다룰 것이
다.

5) 대중교통의 편의성 증진
에너지 효율적이며 저공해성 교통수단인 철도·지하철·버스 등의 대중교통
은 대도시 교통문제를 해소하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고,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용차 대중화시대 등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지 못한 채, 버스노선 증설과 같은 단기적 수요처리대책에 급급한 나머지, 대
중교통의 이용률은 급격히 증가하는 개인교통수단에 의해 감소하는 추세에 있
다. 따라서, 대중교통의 활성화 방안은 이러한 대중교통 관련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용자 편익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본 절에서는 대중교통수
단 간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져 환승에 대한 저항이 적으며, 개인교통수단 이용에
비해 편리함이나 쾌적성이 뒤떨어지지 않으면서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는 대중교
통체계의 구축을 위한 시행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그림 6-15 참조).
개인교통수단 이용자가 대중교통수단으로 전환할 때 얻어지는 에너지 효율성
의 향상은 크게는 대중교통수단과 개인교통수단 간의 에너지 효율성 차이와 각
교통수단의 평균수송인원의 차이에서 얻어질 수 있다. 승용차의 에너지 효율과
대중교통수단의 에너지 효율성을 비교해 보면 모든 면에서 대중교통수단이 에너
지 효율적이다(표 6-7 참조). 따라서, 대중교통수단의 정시성을 확보하고, 노선의
확대 등 전반적인 서비스질의 개선을 통하여 대중교통 이용률을 향상시키는 것
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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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18> 대중교통의 편의성 증진전략 흐름도

현황과
문제점

·수송부문 에너지소비의 증가
·개인교통수단 선호

과제

·에너지절약형 교통체계의 구축

전략

·대중교통의 편의성 증진

시행
방안

·광역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 광역직행버스의 확대
- 광역급행열차 운행
- 버스의 정시성 확보 및 운행여건 개선
·대중교통 환승체계의 구축
- 환승주차장 및 환승센터 활성화
- 환승요금할인제도의 도입 등 경제적 혜택 부여

<표 6-7> 승용차와 공로 대중교통수단의 에너지 효율성 비교
평균 재차인수

평균에너지 소비율
(MJ/ 인·km)

출퇴근 통행

1.3

2.8

고속도로 통행

1.1

2.6

일반 시외버스

8～16

1.0～0.6

고속버스

12～25

1.0～0.5

통행구분

승용차

공로 대중교통수단

주 : 1MJ(Mega-Joule)은 239kcal
자료 : 교통개발연구원. 1998. 교통부문의 환경문제와 대응방안 . 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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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역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대중교통 서비스가 부족한 채로 신도시 및 위성도시에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
행되어,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 환경악화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장
기적으로는 광역전철망이 확충되어 간선교통 기능을 담당하고, 버스가 지선기능
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광역전철망 확충사업 등은 장기간이 소요
되기 때문에, 단기간 내 신도시 주민의 출퇴근 교통난 완화와 자가용 도심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서울을 비롯한 지방 대도시의 도심과 연결되는 광역버스의 운
행을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수도권 전철을 광역급행열차와 유사한 형태로 운행
하여 장거리 통근자들로 하여금 철도를 이용토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야 한다(부록 5-1, 5-2, 5-3 참조).

□ 광역직행버스의 확대
광역전철망 구축 전에는 도심을 직결하여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분
적으로 부도심에서 회차하는 노선을 운행하도록 한다. 수도권의 경우, 현재 지하
철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통행수요가 많아 추가로 버스공급이 요구되는 지
역과 수도권 외곽지역의 택지개발로 인해 버스노선이 별도로 요구되는 지역이
많다.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외곽도시의 주요 생활거점과 서울의 도심 및 주요
지하철 환승역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을 운행한다. 광역전철망 구축 후에는
광역직행버스는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노선을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광
역전철이 구축된 후에는 광역 전철망 구축사업이 완료되어도 전철 서비스가 제
공되지 않는 지역이나 교통수요에 비하여 대중교통의 공급능력이 부족한 지역
등을 운행하며 외곽도시들 가운데 서로간의 통행수요가 많은 도시를 연결하도록
한다.
광역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노선에 대하여서는 차량을 고급화하고,
지속적인 증차를 통하여 배차간격 단축 등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
한, 지자체 간의 업무협조로 타당성 있는 노선은 적극 신설하여야 하며, 노선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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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시에는 노선을 직선화하고 중간정류장을 최소화하여 운행시간을 단축하도록
한다.
해외에서 운행되고 있는 광역버스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쟁관
계에 있는 전철 등 다른 대중교통수단에 비하여 독자적인 서비스 영역을 확보하
고 있다. 출퇴근 시간대에 도심과 외곽지역을 운행하면서 장거리 통근자들에게
정시성을 확보해 주고 안락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편의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광역버스는 고급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철도 서비스의 틈새수
요 처리, 타 교통수단과의 통합운영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본 나고야에서는 효율적인 버스 교통체계의 확립을 위해 버스기간노선을 주
축으로 해서 각 지구를 서비스하는 지선과 연대한 체계적인 버스망 시스템을 구
축하여 일반버스와 간선노선이 상호간에 기능을 분담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부록 5-2 참조). 샌프란시스코의 골든게이트 트랜짓은 금문교(Golden Gate
Bridge) 통행세의 일부를 보조받으면서 엄격한 정시운행 스케줄에 의해 운행되
는 고급버스로 상당한 양의 승객을 수송하고 있다. 골든게이트 트랜짓은 세 가지
형태의 버스노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 트랜스베이 서비스는 샌프란시스코
도심에 있는 트랜스베이 터미널을 낮시간, 저녁, 주말 모든 시간대에 걸쳐 운행
되고 있다. Marin 카운티 내의 국지노선들은 트랜스베이 노선과 연계하여 승객
들이 더 광범위하고 다양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지선노
선은 Sausalito와 Larkspur에서 샌프란시스코 도심에서 오는 골든게이트 페리와
만나서 육지로 이동할 수 있게 한다. 이 페리들은 골든게이트 버스와 마찬가지로
고급좌석서비스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부록 5-1 참조).
□ 광역급행열차 운행
도로교통의 사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래에 도시철도가 보다 크
게 기여할 수 있는 분야는 무엇보다도 급행의 광역적 도시철도망을 활용한 대도
시 주변 생활권의 통근수요의 처리일 것이다. 외국의 경우 장거리 거점지역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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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의 표정속도는 60～70km/ h 이상으로 높임으로써 장거리 통행에 대한
시간을 단축시켜 주고 있으나, 수도권의 경우는 표정속도가 노선거리에 관계없
이 40km/ h 이하에 불과하다. 중장거리일수록 수단간 비교우위성을 보여야 할
철도가 완속운행함으로써 승용차대비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프랑스 파리의 경우 이들 거점과 비슷한 광역지역인 La Dèfense～Nation 구
간을 이동하는 경우 소요시간이 20분 미만인데 반해, 서울의 도시공간 구조상 중
요한 역할을 하는 도심거점 간 도시철도 이용시 소요시간이 과다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표 6-8 참조). 이는 일부 노선의 경우 거점 간의 노선이 굴곡되어 있는
데에도 기인하지만, 그보다는 모든 열차가 각 역마다 정차하는 방식으로 열차를
운행하기 때문에 표정속도가 낮고 정차시간도 길어져 전체 노선의 운행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하철 방식이 아닌 수도권 전철의 경
우에는 주민의 요구 등에 따라 기존 역 사이에 새로운 역을 신설하는 경우가 종
종 있었다. 이 경우 역간 거리가 짧아져 열차의 표정속도는 더욱 낮아지고, 정차
시간도 연장되어 총 운행시간은 증가하였다. 프랑스의 광역급행전철(RER)은 고
속운행을 위하여 도시부에서의 역간거리를 3km 정도로 설계하고, 외곽지역의
정거장도 표정속도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Skip & Stop 방식으로
무정차통과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표 6- 8> 수도권 외곽지역과 서울시 거점간 도시철도 소요시간 비교
(단위: ㎞, 분)

이동구간
일산 대화역～
강남 삼성역
분당 서현역～
종로3가역
수원역～서울역
안산역～서울역
인천역～서울역

노선거리
(A)

직선거리
(B)

굴곡도
(A/ B)

소요시간

Paris 기준
추정소요시간

48.5

33.1

1.47

83

45분 이내

34.5

22.6

1.53

64

31

41.5
45.3
38.7

31.1
29.5
32.0

1.33
1.54
1.19

57
66
65

42
40
43

자료 : 교통개발연구원. 2000. 수도권 개발확산에 대비한 광역교통대책의 기초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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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동경권에서 1965년부터 건설에 착수하였던 다마(多摩) 신도시의 경우에
도 동경도심까지 철도로는 35분 거리이나 차량을 이용하면 2시간이 소요되어 승
용차보다는 철도에 자연스럽게 의존토록 하고 있다. 도쿄 도시철도는 시스템이
매우 다양하다. 도심을 중심으로 거의 모든 도시철도 노선에서 쾌속특급, 급행,
준급, 보통 등으로 구분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대부분의 구간은 복선이며,
역에 통과선이 설치되어 있어 쾌속열차가 역을 통과하는 동안 보통열차는 역에
서 기다리는 형식으로 운행한다. 특급의 운행속도는 노선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최고속도가 120㎞/ h가 넘는 것도 있고, 표정속도가 70㎞/ h 이상인 경우도 있다.
또한, 쾌속특급열차는 보통열차와 차량의 색상이 다르고 성능이 보다 우수하며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준다.
우리나라도 서울-수원, 용산-부평 등 일부구간에 이와 같은 급행열차가 운영
중에 있다. 앞으로 시행구간을 점차 확대하여 도시철도의 통행속도를 향상시켜
야 할 것이다.
□ 버스의 정시성 확보 및 운행여건 개선
버스의 정시성 확보 실패 및 운행여건 악화에 따른 시간지체는 버스 이용자가
가장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간 요인을 개선하여 버스이용자
가 타 교통수단으로 전이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버스 이용증진을 도모하여
야 한다(부록 5-4 참조).
버스운행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굴곡이 심한 노선을 직선화하여 운행시간
을 단축하고, 버스 전용차로제를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버스전
용차로제는 운행시간을 단축할 뿐만 아니라 정시성의 확보에도 중요하므로 위반
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전용차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도심
지 교차로에서는 버스전용차로제와 함께 버스에 대한 신호우선 정책을 시행하여
버스 지연 운행의 가장 큰 요인인 교차로 대기시간을 감축시켜야 한다. 버스신호
우선정책은 버스에 설치된 무선장치를 통해 버스가 교차로에 접근할 때 교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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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녹색으로 바꾸거나 통과 진행할 수 있도록 녹색신호 시간을 연장하는 방법
이다.
영국 런던의 레드루트(Red Route: RR)는 런던의 주요 도로축을 대상으로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고안된 교통운영 패키지이다. 레드루트는 버스전용차
로를 포함한 버스우선시설,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화물의 적재·하차, 도
로상 특별표시시설, 도로시설 정비, 도모 및 자전거 통행자를 위한 새로운 또는
개선된 도로횡단시설, 접속도로의 진입처리 및 교통억제 정책 등을 포함하고 있
다. 레드루트의 시범시행 결과 버스 운행시간은 17%, 버스의 정시성은 약 33%의
긍정적 개선효과를 보였다. 런던에서는 레드루트와 함께 버스우선신호(Bus
Priority at Signals)도 실시하였다. 1998년 현재 약 350개의 교차로에 버스우선
신호가 설치되어 있으며, 향후 1,200개소의 교차로에 버스우선 신호를 설치할 계
획이다. Shephere's Bush Green의 경우 이 제도를 통해 버스의 운행시간이 약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자로부터 버스운행의 정시성에 대한
신뢰도 획득하였다.
(2) 대중교통환승체계의 구축

도시규모가 커짐에 따라 도시철도역을 중심으로 여러 종류의 교통수단이 상호
연계되어 환승되고 있으므로 이들 교통수단을 복합적으로 연계정비함으로써 교
통수단 간 환승을 용이하게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중교통의 효율적 연계
를 위해서는 환승시 통행자들이 겪는 환승부담(transfer penalties)을 최소화하여
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중교통수단 간 연계시설이 미흡하여 효율적
인 환승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행시간 증가, 차량대기시간 증가, 이중요금 부담
등으로 수단 간 환승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서는 단말교통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에서는 단말 교통수단이라 할 수 있는 마을버스와 자전거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마을버스의 경우 시내버스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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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기는 하지만, 시내버스나 지하철과 경쟁관계에 있거나 대체수단으로 기능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자전거의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망을 비롯한 관련시설이
충분히 확충되지 않아 연계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에는 많은 불편이 따른다. 본
절에서는 대중교통 환승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부
록 5-5, 5-6, 5-7 참조).
□ 환승주차장 및 환승센터 활성화
환승주차장의 본래 목적은 승용차를 이용하여 교외에서 지하철역까지 접근한
후에 지하철 이나 버스로 환승하게 함으로써 도심으로 유입되는 승용차를 억제
하는 데 있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하여 도시철도가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지자
체에서는 승용차 이용자의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을 위해 환승주차장을 운영하
고 있다. 그러나 기존 환승주차장의 대부분은 시가지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환승
률이 낮아 환승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며, 오히려 타 주차장에 비하
여 요금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주변의 업무나 상가지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따라서, 지역적 특성에 따라 차
별적으로 환승기능을 정비하고,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환승센터로서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월정기권 이용자에게만 할인혜택을 주어, 환승주차장을 비정기적으로 사
용하고자 할 때에는 할인제도가 전혀 없는 실정이며, 월정기권의 할인율도 입지
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다(표 6-9 참조). 3급지의 경우는 그 위치가 도심
에 근접해 있어서 환승주차장의 기능이 상실되었고, 4급지 및 5급지에 입지한 환
승주차장에서 환승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환승객의 할인율은 3급지의
경우 월정기권에서 60%, 4급지는 20%, 3급지는 할인율이 0%로 나타나 도심에
가까울수록 할인을 많이 해 주어 오히려 승용차를 유인하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한다. 역세권 환승주차장 요금이 수도권 위성도시인 외곽은 1일 2～3만원, 서울
시내 요금은 2～4천원으로 오히려, 외곽보다 서울시 내부의 주차요금이 싸서 승

clxxii
172

용차의 도시유입을 조장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6- 9> 환승주차장 이용시 환승승객과 일반승객의 요금 및 할인율
(단위 : 원, %)

1회 주차시

월정기권

일반이용객
환승이용객
일반
환승 환승객
이후
이후
환승객
이용객 이용객 할인율
최초30분
최초30분
10분마다
10분마다 할인율
3급지
1,000
300
1,000
300
0
100,000 40,000
60
급지

4급지

500

200

500

200

0

50,000

40,000

20

5급지

300

100

300

100

0

30,000

30,000

0

자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8. 도시철도 이용증진을 위한 연계교통시설 개선방안 연구
p47.

또한,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환승주차장에 대한 월정기권 할인제도를 경기도
와 인천시에서는 시행하지 않아 주차요금이 행정구역 간 불균형이 보이며, 경기
도·인천시 소재 주차장이 서울시 주차장보다 요금이 비싼 경우가 발생되어 오
히려, 서울시로 차량을 유입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57).
환승주차장을 본연의 취지에 맞게 활용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서는 도시철도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도록 해야 한다. 환승목적의
일회권 및 일일권을 도입하여 비정기적으로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도
할인의 혜택을 주는 반면, 비환승 목적으로 주차하는 이용객의 주차요금은 인상
하여 주차장 이용목적별로 주차요금의 차이를 크게 하여야 한다. 할인된 주차요
금에 철도이용요금을 포함시킨 주차권을 발행하는 방법은 환승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비용부담을 덜어 주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승주차장에 비하여 외곽에 위치한 환승주차
장 요금이 비싼 경우 도심으로 유입되는 승용차를 억제하고자 하는 환승주차장
의 취지가 약해지므로 최소한 서울시 환승주차장 요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운영
57) 인천시의 경우 월정기권 60,000～75,000원, 경기도의 경우 시/ 군별로 30,000～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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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인천시 및 경기도의 주차요금을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마중형, 또는 배
웅형의 경우 환승주차장 이용시 시간경과 규정을 두어 무료주차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승용차 이용자가 아닌 타 교통수단 이용자의 환승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환승센터의 구축이 필요하다. 프랑스 및 캐나다, 일본 등 선진외국의 경우 도시
철도역사에 바로 버스 및 전차정류소가 연계되어 있어 출입구에서 나와 연계버
스와 노면전차로 갈아타도록 되어 있어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 서울시 시내버스 종류별로 도시철도와의 연계현황을 살펴보면 도시형버스
는 평균 6.3개소, 좌석버스는 평균 8.8개소, 마을버스는 평균 1.6개소의 지하철역
과 연계되어 있어 좌석버스가 가장 높은 연계율을 보이고 있다(표 6-10 참조). 그
러나 운행거리(노선길이)를 고려한 km당 연계역수는 마을버스가 0.21개소/ km
로 가장 높아 마을버스가 도시철도의 주요한 연계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철도 이용객의 접근교통수단 분담율에서도 마을버스가
20.6%로 높으며, 수송의 효율성에서도 일반버스에 비하여 높아, 중요한 연계교통

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도시철도역 주변의 교통체계를
접근기능이 우수한 교통수단(마을버스/ 순환버스 등)에 높은 우선순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접근교통체계의 위계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표 6- 10> 도시철도와 버스의 연계 현황

(단위: ㎞, 개소)

버스종류
연계현황

도시형버스

좌석버스

마을버스

평균운행거리

31.4

48.8

7.7

평균연계역수

6.3

8.8

1.6

km당 연계역수

0.20

0.18

0.21

자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8. 도시철도 이용증진을 위한 연계교통시설 개선방안 연구 .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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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승요금할인제도의 도입 등 경제적 혜택부여
대중교통환승요금을 할인할 경우 자가용이나 택시 이용자로부터의 수요전환
이 이루어져 도심으로 들어오는 승용차 및 버스통행량 감축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장거리 통행자들의 경우에는 통행시간과 통행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거둘 수 있어 추가적인 수요증가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지하철과 보완관계를
지닌 버스노선에 대해 환승요금할인 혜택을 시행할 경우에는 지하철과 버스의
상호 경쟁적이고 배타적인 기존 운행체계에서 상호보완적 운행체계로 전환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운임제도의 개선으로 현재 여러 종류의 시책이 다양한 도시와 지역에서 실시
되고 있다. 승차권 할인제도는 환승시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며, 균일
운임제는 도시, 혹은 도시권 내에서의 운임을 균등하게 부과하는 제도이다. 공동
운임제는 다른 교통수단과 운임체계를 공동으로 적용하는 제도이며, 시차 요금
제도는 출퇴근 시간과 같은 피크시의 요금을 비첨두시에 비해 높게 해서 이용의
분산화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수도권전철, 서울시 지하철과 서울 시내버스간 환승시 2차
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요금을 추가로 할인하여 주고 있다(할인금액 50원).
그러나 마을버스와의 환승 또는 버스-버스의 환승에서는 할인이 되지 않으며, 서
울시와 인접한 경기도, 인천 버스와의 환승에서도 요금할인 혜택이 없다. 특히,
수도권 전철을 이용하여 장거리를 이동하는 경우, 철도 정액권 이용시보다 할인
율이 적어(철도 정액권 이용할인 일반요금 기준 16.6%, 환승할인 시내버스 기준
9.0%, 좌석버스 4.5%), 대중교통 이용의 유인효과가 떨어진다.
장기적으로는 마을버스를 비롯한 수도권 내 전철, 지하철, 버스 등에도 확대시
행하고, 이용자가 혜택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할인율을 높여 대중교통수
단으로의 수요전환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하철 및 버스의 정
기권 및 정기권 할인요금제도를 도입하고, 대중교통요금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해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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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6) 교통수요관리 강화
교통수요관리란 교통행위자의 통행행태의 변화를 통해 사회적으로 적정 수준
의 통행량을 구현하기 위해 집행되는 다양한 교통관리 기법으로, 출근 패턴을 전
환하여 승용차의 이용을 감소시키거나, 차량당 이용승객수를 늘림으로써 교통체
계에 대한 부담을 줄여 교통혼잡을 완화하는 방법이다(그림 6-19 참조).
<그림 6- 19> 교통수요관리 강화전략 흐름도
현황과
문제점

·대중교통환승체계 구축 미약
·교통수요관리 정책 미흡

과제

·에너지절약형 교통체계의 구축

전략

·교통수요관리 강화

시행
방안

·교통수요의 원인 차단
- 원격근무제 및 탄력적 근무시간제 도입
- 전자서류발송 추진
·승용차의 도심통행 제한
- 혼잡통행료 징수
- 주차수요 관리

승용차 수요관리 중 가장 일반적인 방안은 통행수단 간의 전환을 꾀하는 것이
다. 이러한 승용차 수요관리방안은 크게 경제적 인센티브, 법적·제도적 승용차
이용억제, 대체수단 이용장려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경제적 인센티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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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 방안은 승용차의 이용억제와 동시에 교통관련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
한 재원확보 가능성과 후생증진 측면에서 시행여부가 빈번하게 논의되어 왔다.
대표적인 방안으로는 연료세 인상, 도심통행료, 도로사용료, 주차요금정책, 대중
교통 보조 등이 있다. 전술한 효율적인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증진도 엄밀히 말하면 교통수요관리에 포함되는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분리하
여 다루었다.
교통수요관리는 대도시에서는 교통혼잡 완화뿐만 아니라 교통으로 인한 대기
오염저감정책의 일환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교통수요관리방
안은 교통자체의 발생차단, 통행수단 이용의 전환, 통행의 시간적 재배분, 통행발
생 및 목적지 전환에 따른 통행의 공간적 재배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교통
수요관리 기법들은 1980년대 이후부터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싱가
폴의 ALS/ ERP, 미국 LA의 규제조치15호, 아테네의 2부제, 하와이 공무원 시차
출근제 등이 그 시행사례이다.
통신매체를 적극 활용하거나 생활패턴을 변화시켜 교통수요 원인 자체를 근원
적으로 차단한다. 개인통행수단 이용에 대한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증가시켜 대
중교통수단을 비롯한 다인승차량으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1) 교통수요의 원인 차단

교통수요 자체를 저감시키는 정책은 자동차의 운행기회를 절대적으로 감소하
게 함으로써 자동차 배출가스량의 축소와 이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감소를 유
발시킨다. 종합적인 측면에서 보아 교통혼잡의 완화, 에너지의 절약, 사고율의 감
소 등 폭넓은 사회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원격근무제 및 탄력적 근무시간제 도입
원격근무제란 발달된 통신서비스 기술을 활용하여 교통수요를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집이나 회사가 아닌 장소에서 컴퓨터, E-mail, 전화, 영상회의 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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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무 수행으로 출퇴근 교통수요를 획기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다.
원격근무제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원격근무에 대한 고용자의 인식제고와 직
장인의 원격근무에 대한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원격근무자와
사무실 근무자 간에 교육훈련, 승진, 후생 등에 대해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고, 해
당 기업체의 중견 사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면 도입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 내의 여건조성과 함께 민간기업 및 단체의 원격근무센터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적·경제적 여건 조성과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데, 특히 비정규직 원격
근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통
신회선수의 부족으로 접속지연 및 접속중단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기반시
설의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
미국에는 1997년 현재 전국적으로 50개의 재택근무센터가 있다. 워싱턴 대도
시 위원회(MWCOG: Metropolitan Washington Council of Government)의 조사
에 의하면 워싱턴 지역(Washington Metropolitan Region) 근로자의 6.8%가 재택
근무를 하고 있으며, 전체 근로자의 2.6%인 59천명이 일주일에 2일 이상 재택근
무를 실시하며 18%인 382천명이 재택근무에 관심이 있는 잠재인구인 것으로 조
사·분석되었다(부록 6-1 참조).
원격근무제가 통근통행을 근원적으로 감소시키는 정책인데 반해 자율출근시
간제는 통근통행을 분산시키는 정책이다. 통근통행을 분산시키는 것은 단순히
교통혼잡을 완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혼잡의 감소로 인해 자동차가 적정한 연
비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여
대기환경 개선에도 기여한다.
자율출근시간제 및 근무시간 조정제도는 근무시간을 특정화하지 않고 어느 정
도 폭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 통상은 코어 타임(core time)을 설정하여 그 시간대
는 구속되지만 그 외의 시간대에 대해서는 구속받지 않는 시스템이다. 원래 업무
의 효율화와 취업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한 것이지만 통근교통의 특정시간 집
중을 해소함으로써 교통혼잡을 완화하여 통근의 쾌적성을 향상시키는 역할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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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되었다. 근무시간의 단축이나 연장시 임금조정에 관련되기 때문에 시행
전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벤풀, 카풀 이용자들이 서로 합의한 시간대
에 출퇴근이 가능토록 협의를 유도하여야 한다.
1990년 4월부터 혼다기술연구소가 교통혼잡 해소를 목적으로 자율출근시간제
를 도입하였다. 종래 오전 8시 15분부터 시작되는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오전 7시
30분에서 10시까지를 출근시간으로, 오후 3시에서 오후 10시까지를 퇴근시간으
로 해서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를 코어 타임으로 하는 자율출근시간제로
변경한 것이다. 출근시간의 분산화에 의해 野高谷 교차점에서의 정체길이가 실
시 전에는 피크에서 약 4km이었던 것이 1km로 완화되었다. 정체의 완화에 의해
통근시간도 감소하여 혼다 사원의 평균통근시간이 실시 전 42.9분에서 실시 후
37분으로 약 6분이나 단축되었다(부록 6-2 참조).

□ 전자서류발송(EDI)58) 확대
일상의 통행이나 업무 통행 중에서는 각종 민원서류를 준비하거나 접수하기
위한 통행도 빈번히 발생한다. 현재 일부 민원서류는 인근 동사무소에서 팩스로
받아 볼 수도 있고, 서울시내 몇몇 지하철역에는 관할 구청에서 민원서류를 발행
해 주는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그 시행이 아직까지는 제한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이나 사업장에서 요구하
는 서류의 종류는 불필요하게 많은 편이므로 그 한계가 있다.
정부는 행정기관의 사무를 전자화함으로써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
한법률 을 제정하여 2001년 6월 공포하였다. 이 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전자화에 앞서 각종 증빙서류의 종류를 줄일 필요가 있으며, 정부 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해 정보관리라는 차원에서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관한 법적 규정
58) EDI란 각종 서류를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바꾸어 전용선을 통해 주고받는
전자문서 교환 시스템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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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마련해야 한다. 민원접수나 세무신고 등을 인터넷 등의 통신수단을 통해서도
신속하고 안전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현재의 시스템과 업무행태를 개선하는 것
이 시급하다. 또한, 필요한 서류를 직접 관할기관을 찾지 않고도 가까운 곳에서
발급받고, 접수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은행, 전철역
등)에 단말기(touch screen)를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2) 승용차의 도심통행 제한

교통환경과 관련된 대표적인 경제적 인센티브 정책방안에는 교통수요를 가격
메카니즘을 통하여 규제하려는 정책대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1980년대 이후
특히 북미주와 유럽의 경우에 정부의 개입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추세와, 공해
방지정책의 경우 정책수단 간의 조화 내지는 일체성을 확보하려는 경향과 정책
수단의 비용효과성을 높이려는 노력의 결과로 지금까지 재원확보 측면에서 주로
고려되었던 소극적 경제적 인센티브 정책에서 공해저감을 겨냥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 혼잡통행료의 징수
혼잡통행료는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수요를 줄이기 위한 가격정책의 하나로
일정구간, 또는 권역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징수하는 교통관리 방안
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996년부터 서울 남산 1·3호 터널 통과차량
을 대상으로 혼잡통행료를 부과하여 왔다. 도입 당시에는 혼잡통행료 징수 효과
를 분석하여 점차 확대 실시키로 하였으며, 단기적인 분석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도입 후 5년여의 시간이 경과한 지금 중·장기적인 효과분석과, 확대 시행을 위
한 검토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혼잡통행료 징수는 적절한
가격기구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일부 지역 주민에 대한 불평등
행정이라는 비난도 받고 있다. 혼잡통행료 징수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
는 현재와 같은 소수 구간 통행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방법보다는 싱가포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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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정권역을 정하여 그 경계에서 진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징수
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승용차의 이용을 억제하는 정책을 시행하
고 있으며, 이를 가장 성공적으로 유지하고 있다59) . 싱가포르 정부는 약 1년 6개
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975년 6월 도심지역에 대한 면허통행제(ALS, Area
Licensing Scheme)를 시행하였다. 통행허가제는 시행 초기에는 오전 7시 30분부
터 오전 10시 15분까지 적용하였으며, 이 시간대에 도심지역으로 통행하려는 모
든 승용차는 통행료를 지불해야만 한다(표 6- 11 참조). 도심지역의 주차장 요금
도 인상되었으며, 도심지역의 승용차 통행을 대체할 수 있도록 도심접근로에 환
승주차장도 제공하였다(부록 6-3 참조).

<표 6- 11> 싱가포르 도심진입 규제내용의 변화
구

분

목

적

최초의 ALS

변경된 ALS

- 승용차 이용 관리
- 혼잡 통행료의 부과
- 1975년 610ha, 1986년 이
규제구역
- 752ha
후 710ha로 증가
규제시간대 - 오전 7:30～10:15
- 오전 7:15～10:15, 오후 4:40～6:30
규제대상
- 개인 및 회사용 승용차, 택시, 화물차, 노선외
- 개인 및 회사용 승용차
차 량
버스 및 오토바이
- 택시 S$ 2
- 개인승용차, 택시, 화물차 및 노선외버스 S$ 3
통 행 료 - 개인 승용차 S$ 5
- 오토바이 S$ 1
- 회사용 승용차 S$ 10
- 회사용 승용차 S$ 6
자료 : 교통개발연구원. 1998. 교통문제의 환경문제와 대응방안 . p67.

이 제도의 시행으로 싱가포르에서 도심진입 승용차는 대폭 감소하였으며, 합
승 승용차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였고, 대중교통 이용자도 역시 증가하였다. 시행
59) 한때 홍콩에서는 도심통행료징수 제도를 도입하려고 그 타당성조사도 하였다. 당시 연구결과, 이 제
도는 기술적으로는 성공적이었다고 판정되었지만 시민의 반대로 취소되었다. 그리고 방콕이나 쿠알
라룸프르 등에서도 도시교통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비슷한 방법이 세계은행측으로부터 제안되었으나,
모두 거부되었다.
제 6 장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전략 및 시행방안
clxxxi
181

후 오전 규제시간대의 통행량은 약 77%가 감소하였으며, 대중교통인 버스의 이
용객이 33%에서 44%로 크게 증가하고, 버스 업체의 수지도 호전되었다. 또한,
도심지역의 통행량 감소는 대기오염의 감소를 가져왔다. 도심지역에서 측정된
바에 의하면,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스모그 수준 등이 통행료 징수
이전보다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9년 6월 이후부터는 도심지역의 통행
규제 시간대가 오후까지 확산되고 대상 차량도 이륜차와 4인 이상 탑승한 카풀
차량에까지 확대되었다.
노르웨이의 베르겐, 트론드하임, 오슬로 등에서도 도심진입차량에 대해 통행
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들 도시는 통행량 감소보다는 교통시설투자비 확보에 중
점을 두고 있다. 통행료 징수 결과, 교통량의 감축 및 대중교통 이용 형태 변화에
는 큰 영향이 없었으나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통행횟수는 약간 감소하였으며,
첨두시 집중률을 다소 완화하여 도로 혼잡이 감소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 주차수요관리
주차는 자동차 이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요소이다. 따라서, 주차수요관리
는 주차와 관련된 이용자 비용항목, 즉 금전적 비용, 시간비용 및 편의도를 조정
함으로써 자동차 이용을 저감시키고자 하는 방안을 통칭하는 것이다. 주차수요
관리정책은 승용차 이용을 저감시키는 데 매우 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차수요관리의 정책방안에는 주차요금 정책, 주차공간 제한, 주
차비용환급제 등이 있으며, 카풀 및 다인승 차량(HOV)에 대한 주차우대정책도
포함된다(부록 6-4, 6-5 참조).
주차요금 정책은 주차요금을 증가시켜 자동차 이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것
이다. 시청 및 구청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것은 물론 기존의 무료
주차량을 유료화하고, 주차장 관련세금을 부과하여 주차요금 인상을 유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기존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주차요금의 인상은 자동차 운행과
관련된 다른 어떤 비용보다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료비용 등
clxxxii
182

주기적으로 가끔 지출하는 비용보다 매 주차시마다 지불되는 비용은 이용자의
인식비용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교통개발연구원 1998a, 108).
도심에 주차공간의 설치를 규제하여 도시 내 총 주차면수를 줄이는 방안도 고
려해 볼 수 있다. 주차공간 설치규제는 도심의 지역·지구별 최대 주차장 면적을
규제하거나 최소 주차장 확보에 대한 규정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주차공
간의 축소정책과 함께 다인승차량(HOV)에 대한 주차혜택 부여정책은 축소된 공
간의 효율적 사용과 차량통행저감효과 측면에서 상승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주차장 이용시간 규제는 부족한 주차시설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
으로, 장시간 주차하는 것을 억제하기도 하는 방법이다. 장시간 주차하는 경우에
는 주차요금의 누진제의 적용을 통하여 재원확보가 가능하다.
독일의 경우 주차장을 이용한 수요관리는 지역적인 주차관리 정책을 취하고
있다. 지역적 주차수요관리 정책은 도심과 그 주변부, 그리고 교외지역으로 구분
하여 적용되는데, 도심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지 않도록 하고, 장시
간의 진입은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교외지역에는 프린지 파킹(fringe
parking)을 만들어 무료의 환승주차장(park and ride)으로 활용하며, 가능한 한
주거지구에 가까운 곳에서 환승될 수 있도록 주차시설을 설치한다(부록 6-6 참
조).
영국에서는 1970년 이후 자동차 교통량의 증가억제 및 대중교통 우선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공급을 제한하는 주차수요관리정책을 도입하였다. 새
로운 건축물의 건설시 주차장 면수의 제한하고, 기존 민영주차장의 영업을 면허
제로 전환하여 설치기준을 강화하였다. 또 비거주자의 주거지역 주차제한 정책
등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974년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Road Traffic Act)에서는 각각의 차량에 대해 소유주, 운행주 및 운전자를 등록
하도록 하였고 이때 주차위반은 운행주의 책임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주요 간선축에 주·정차금지를 위한 장소(Axe rouge)를 지정하
여 주차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주택가에서는 이면도로를 정비하여 일방통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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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운영하면서 노상주차를 실시하고 있다.

7) 국토보전지대의 설정 및 통합적 관리
국토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통합생태네트워크는 전국의 주요산맥, 10대강, 3대
연안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야생동식물의 이동통로 및 다양성 확보, 물순환
의 건전성, 녹지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한반도의 생태골격이다(국토연구원
1999a). 특히, 생태네트워크는 단편화된 생태계를 연결하는 자연환경 보전사업으
로 산·하천·바다·도시·농촌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국토를 하나의 생태계
로 통합관리 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태적인 측면에서 국토통합생태네트워크는
개별적인 서식처와 생물종을 목표로 하지 않고 지역적인 맥락에서 모든 서식처
와 생물종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상의 계획을 의미한다.
대규모의 상업 및 도시화로 인하여 자연생태계가 단편화되고 자연환경이 악화
되고 있으며, 생물서식처가 파괴되고 있다. 특히, 도심의 중요한 생물서식처가 인
공공간으로 대체되어 생태공간은 더욱 고립화되고 있다. 따라서, 산·하천 및 연
안의 생태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국토관리방안으로 통합적 관리가 필
요하게 되었다. 생태통합네트워크에 포함되는 곳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보존·
관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토의 커다란 녹지축을 실현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림 6-20 참조).
(1) 국토자연환경 관리체계 구축

□ 한반도 통합생태네트워크 구축
국토보전지대의 설정 및 통합적 관리를 위해 백두대간 생태축, 중국·러시아
접경지대 생태보전축, 남북접경지역 생태보전축, 도서보전축, 경관보전축, 습지
생태보전축의 6개 축과 주요 하천유역권이 조화를 이루는 전(田)형의 한반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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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네트워크를 구축한다(그림 6-21 참조).
<그림 6-20> 국토보전지대의 설정 및 통합적 관리전략 흐름도
현황과
문제점

·국토환경의 체계적, 과학적 조사 미흡
·환경관련 정보의 분산에 따른 비효율화

과

제

·자연환경의 보전와 생태계 연결

전

략

·국토보전지대의 설정 및 통합적 관리

시행
방안

·국토자연환경 관리체계구축
- 한반도 통합생태네트워크 구축
- 백두대간 및 산림생태계 관리방안
- 수변공간 보전 및 관리방안
- 갯벌 및 습지생태계 보전방안
- 생태복원사업 추진
·국토환경정보체계 구축
- 국토환경조사
- 환경지도 작성 및 환경성 평가
- 환경정보망 구축

국토통합생태네트워크는 1개 정간(正幹), 13개 정맥(正脈)의 산줄기와 녹지자
연도 8등급 이상의 산림을 포함하는 국토의 골격을 형성하는 지역으로 국토의
오염을 정화시키며 다양한 야생동식물의 서식처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환경부 2001a). 국토 생태축상에서의 개발사업을 제한하며, 불가피한 경
우에는 환경친화적인 사업이 되도록 유도한다. 특히, 도로에 의해 단절되는 백두
대간에 생태이동통로를 조성하고, 훼손된 녹지에 대해서는 복원사업을 실시한다.
일본은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계획으로 1998년 국토종합개발법에 의거 21세
기 국토의 그랜드디자인의 수립을 결정하였다. 이것은 균형 있고 안정된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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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보하고, 국토의 연속성과 일체성을 위해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개발사업에서 보전할 곳은 가급적 개발을 피하
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우선적으로 수립하였다(부록 7-1, 7-2 참조).
<그림 6-21> 전(田)자형 한반도 생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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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부. 2001.「21세기 자연환경보전정책 발전방향」.

□ 백두대간 및 산림생태계 관리방안
백두대간의 자연환경조사 결과에 의해서 국토생태축의 세부지정과 개발사업
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하여 백두대간의 관리대상과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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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여 자연적·지리적·인문적 현황에 따라 권역을 구분하고 적절한 관리방
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백두대간의 문화 및 생태조사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관광자원과 연계하고, 생태적 체험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백두대
간을 포함한 산림생태계 보전 및 관리방안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 지방자치단
체 담당자,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산림생태계관리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협력체
계를 구축한다. 독일에서는 개발관련기관과 환경보전 관련기관 간에 생태계 보
전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주민참여방식과 생태우선방식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데,
점점 주민참여 방식으로 변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보전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있어 때때로 지역주민 참여에 의한 상향식 접근방법이 필요할 때도 있음
을 보여 준다(부록 7-3 참조).
한편, 산림이 생태계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태적 산림관리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효율적인 산림기능 촉진을 위해 산지관리도의
정비와 산림의 생태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증진시킬 수 있는 관리방안이 요구된
다. 현재 행정구역별로 관리되고 있는 산림관리체계를 산림생태계의 특성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산림유역별 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즉, 산림유역별 산
림관리계획에 수질오염정화기능을 포함시키고, 생물종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산림의 보전방안으로 다양한 식재사업을 통해 산림생태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각 지역의 경관특성별로 산림생태계를 포함하는 경관보전계획
을 수립한다. 산지의 생태적 보존과 관리를 위해 산지를 이용형태별로 구분하고,
보전과 이용대상 산지를 구분하여 환경친화적 산지이용방안을 마련한다. 즉, 휴
양자원으로써 활용이 가능한 산림자원을 구분하여 보전할 지역을 설정하고 개발
할 지역은 주변 경관과 생태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환경친화적인 개발
이 되도록 한다.
□ 자연형 하천정비 및 수변공간 관리
하천이 가지는 환경적 요소를 강조하여 종전의 치수·이수기능 중심의 일률적
인 하천정비에서 탈피하여 하천의 다양한 매력과 하천생태계의 중요성을 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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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정비가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하천의 콘크리트 제방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자연재료를 이용한 호안 설치 등 자연형 하천정비공법이 필요하다. 독일은 1960
년대 들어 하천복원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근자연형 하천
공법 을 개발하여 하천의 직선화를 배제하고 자연적인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고,
가급적 자연재료를 이용하여 자연형 하천을 복원하였다(부록 7-4 참조).
수변공간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수질오염이 적은 환경농업의 지원방안을 활성
화하고, 하천의 상류지역 등에 나무심기사업을 추진하며, 토양침식이 큰 경작지
는 산지로 환원한다. 환경친화적이고 다양한 수변공간 조성을 위한 자연하천복
원사업을 통해 하천의 생태기능을 강화·복원한다. 이러한 자연형 하천은 치수
및 안전을 고려하여 복원하고 주변 녹지와 수공간은 네트워크로 연결한다. 오염
부하가 큰 하천은 습지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수질오염을 줄이고 하천경관을 개
선한다. 독일은 자연형 하천 복원을 위해 자연적인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유
수지를 적절히 배분·배치하고, 하천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자연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변생태계는 주변의 녹지와 연결되도록 하여 물과 녹지가 중심이 된 생물서
식공간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생태적으로 가치가 있는 곳, 경
관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과 같이 수변구역에서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을 별도의
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수변구역의 난개발과 수질오염을 사
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변구역의 토지이용, 주변 생활환경, 공공시설확충 등에 관
한 지침이 포함된 통합적인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통합관리계획은
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지역주민 등의 참여를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
현재 수변구역과 관련된 법률인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공유수면관리법, 호소
수질관리법은 홍수예방, 수면의 점용·사용, 오염방지, 배후지 형질변경, 건축물
의 신·개축 등을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표 6-12 참조). 따라서, 수변구역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기존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수변구역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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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과
정비가 필요하다.
<표 6- 12> 수변구역 관련법 현황
법률
하천법
연안관리법
소하천정비법
호소수질 관리법

목적
·하천유수의 피해예방
·하천사용의 이익증진과 하천환경의 정비·보전
·연안환경보전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 도모
·소하천 재해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
·호소수의 이용목적에 따른 수질보전대책의 수립·시행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한강수계 상수원의 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출처 : 국토연구원. 1999.「제4차 국토종합계획시안-부분별 보고서(제1권)」. p425.

□ 갯벌 및 습지생태계 보전방안
갯벌 및 습지는 홍수피해의 감소, 토양의 침식방지, 오염물질의 정화, 각종 야
생동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여 생태적으로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우
리나라는 경제적인 가치만을 내세워 갯벌이나 습지를 매립하여 농경지, 공업용
지로 이용하면서 갯벌 고유의 생태계를 파괴하여 왔다. 따라서, 갯벌 및 습지가
지니는 고유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태적 조건을 고려한 환경친화적인
이용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갯벌 및 습지의 이용은 우선적으로 환경가치를 기초로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동시에 지역주민의 생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습지의 다양한 기능과 갯벌의 오염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제적·생태적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정책의 수립 및 조정이 요구
된다. 또한, 갯벌 및 습지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주변생태계의 오염현황, 주변의
토지이용상황 등을 조사하여 전국적으로 습지 및 갯벌에 대한 생태지도를 작성
cx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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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지역주민에게 갯벌에서 생산되는 생물자원 등의 지역생산물에 대한 이용권
리를 보장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 생태복원사업 추진
산, 하천, 연안의 자연생태 훼손정도와 현황을 파악하여 생태복원사업을 추진
한다. 즉, 생물종 서식지, 강·호소, 갯벌, 산림복원사업을 통해 단절된 한반도 생
태계를 복원하고, 남북한 공동생태복원사업으로 백두대간 민족생태공원사업, 비
무장지대 평화생태공원사업 등을 검토한다. 이러한 생태복원사업은 생태네트워
크 연결이 필요한 지역에 실시하는데, 생태복원에서는 초본식물의 도입이 아닌
목본식물의 생육이 가능한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식물
을 식재하기 보다는 종자로부터 성장하여 자연생태계의 천이가 자연스럽게 이루
어지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환경적으로 복원이 어려운 지역의 생태환
경 복원은 고도의 생태환경 복원기술이 요구되므로, 식물이 발아·생육하기 위
해 적합한 생육환경을 조성하고, 자연회복을 위한 기술과 비탈면 등의 복원·녹
화기술을 연구·개발해야 한다.
자연생태계의 복원·녹화기술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기존의 대기·수
질·폐기물처리 기술은 물론 생태계 복원분야를 핵심적인 환경기술로 인식하고,
연구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여 생태계 복원분야의 연구개발 사업비 지원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생태계 복원분야의 연구개발 결과에 대해 신기술
인정을 확대·활성화하고, 생태계 복원 관련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지원하며,
생태계 복원업종에 대한 금융지원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전문업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국토환경정보체계 구축

□ 국토환경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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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및 계획의 수립에 있어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국토환경조사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
난 1986년부터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전국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있으
나 지금까지의 자연환경조사는 예산지원과 전문가 부족 및 전문 조사기관 부재
로 정밀하고 과학적인 측면이 미흡하였다.
국토환경조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경관·오염현황·토지이용 등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며 10년마다 조사하는 정밀국토환경조사, 일정기간이 지남
에 따라 변화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조사하는 간이국토환경조사, 환
경오염이 심각하여 특별한 환경대책이 필요한 경우나 간이조사 결과 새롭게 발
견된 보전가치가 높은 생태계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조사하는 특별국토환경조사
등으로 구분된다. 이는 국토환경에 대한 실태파악을 가능하게 하고 국토환경에
대한 과학적 자료구축 및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데 기여한다.
□ 환경지도 작성
국토환경조사를 자료화하기 위한 환경지도는 국토생태환경의 종합적 관리계
획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환경현황을 시각적으로 표현함으
로써 국민에게 환경훼손 실태를 보여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러한 환
경지도는 국토환경조사를 기초로 작성되는 토지피복분류도, 녹지자연도, 비오톱
도, 생태자연도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주제별 생태지도를 의미한다. 즉, 자연경
관, 생물분포 및 토지이용 현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환경지도는 국토환경을
효율적으로 평가·관리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 국토환경의 실상에 대한 설명
력을 향상할 수 있어 매우 필요하다. 또한, 각종 국토개발사업 추진시 입지선정
부터 사업완료시까지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지침을 제공하
여 보전과 개발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 환경정보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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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국제협력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정보와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지구환경의 감시·관측·보호에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여러 분야로 흩어진 환경정보를 종
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정보망의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환경정보망을
구축하는 단계는 환경관련 정보의 범위 및 성격을 규명하여 각 유관기관별로 분
산되어 있는 정보의 소재를 파악하고 각 부처 및 관련기관 간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하에 이를 정형화하여 종합적인 정보관리를 위한 정보분류 체계를 설정한
다. 그런 후에 체계적으로 분류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
간분석과 시각화를 통해 환경변화를 예측·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8) 수자원의 수요관리 강화와 친환경적 이용
수자원은 모든 경제·사회활동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원이다. 1인당 최대 사
용가능 수자원은 1,546㎥로 우리나라는 물 부족이 심각한 나라중의 하나로 분류
되고 있는데60), 연간 사용량은 최대 사용가능량 697억㎥중 그 사용률이 43%인
약 320억㎥으로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을 있다고 할 수 있다61) . 또한, 지역별 물
부족현상도 매우 심각하여 지역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수자원의 친화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은 자원의 절약적·효율적 이용에서 가
장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이다. 수자원의 절약적·친환경적 이용은 자원의 부족
문제와 자원의 이용에 따른 환경문제를 최소화하여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수자원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하여 낭비를 없애고, 절약적
이용으로 소비를 최소화하여 자원소비자체를 줄여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성을
60) ESCAP(아시아 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이 조사한 아시아 28개국의 1인당 1년 평균은 4,143㎥로 우리
나라는 아시아 평균의 37%인 물 부족이 가장 심각한 나라이다.
61) 국제연합은 이 사용률을 가지고 국가의 '물 스트레스 를 구분하고 있는데, 사용률이 10%미만이면
물 스트레스는 문제가 안 되며, 10～20%이면 보통 정도로 물의 가용여부가 일반적인 제한요소로
작용되고, 20～40%수준이면 보통보다 높은 수준으로 수요와 공급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40%이상이면 심각한 물부족 현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음(김승 1998,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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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수자원의 이용과 개발에 있어서 가급적 자연
의 원상태를 유지하며 이용하여 자연자원의 훼손을 방지하는 동시에 자연과의
조화로운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자연의 가치를 활용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증가,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수자원 이용이 증가하고 있
다. 그러나 수자원개발 적정입지의 한계와 주민과의 갈등으로 계획 댐의 취소와
신규 댐 건설의 어려움 등으로 수자원 개발여건은 계속 악화되고 있어 수자원의
지속적인 개발보다는 용수자체의 수요를 감소시킬 방안의 모색이 절대적으로 필
요하다. 대규모 댐의 건설은 귀중한 자연환경의 영구적 상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
라 기후변화 및 주민의 주거터전의 상실 등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
우 크다62) . 그러나 우리의 수자원이용은 용수공급 시설의 노후와 관리미흡으로
생산량의 15% 이상이 수요자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중간에서 누출이 되고 있어
낭비적 요소가 많다. 또한, 도심의 하천은 하수도화 되어 하천의 기능이 상실된
곳이 많아 오픈 스페이스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으며, 치수·이수중심의
수자원 개발로 수자원의 다목적 활용이 매우 미흡한 편이다. 이는 그 동안의 수
자원 이용과 관리가 공급시설위주의 계획과 타 계획과의 유기적 연계가 이루어
지지 못하였으며, 친수환경조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자원의 친환경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수요대응을
위한 시설공급 확대위주 정책에서 수요자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
이 요구되며, 수자원 개발과 이용에 있어서 친수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그림
6-22 참조).
<그림 6-22> 수자원의 수요관리 강화와 친환경적 이용전략 흐름도
62) 대규모 댐이 건설되어 큰 저수지가 형성되면 안개일수 증가, 서리일수 변화 안개지속시간 연장, 일조
시간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나며 이로 인해 농작물의 수확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 춘천과 안동의
경우 댐 건설 이후 안개일수가 증가하고 안개지속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조시간도 크
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벼 수확량도 약 10%정도 성장 둔화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됨(윤
양수, 김선희, 최지용 1993, 12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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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
문제점

·에너지의 과다이용 및 비효율적 이용
·지속적 용수수요 증가와 수자원의 비효율적 이용

과제

·자원의 절약적 이용과 효율적 관리

전략

·수자원의 수요관리 강화와 친환경적 이용

시행
방안

·수자원의 효율적·절약적 이용
- 물 관리의 효율화
- 중수도 및 절수형 기기의 보급확대
- 기존 저수시설의 공급능력제고 및 누수방지
·수자원의 친환경적 이용과 관리
- 녹색댐 조성 및 수원(水源)지역의 역할과 기능강조
- 환경친화적 댐의 조성
·수자원의 합리적 관리체계 확립
- 용수수요 추정방식의 개선
- 수자원의 다목적 이용
- 유역별통합관리체계 구축

(1) 수자원의 효율적·절약적 이용

□ 요금체계 개선을 통한 물 관리의 효율화
수자원개발은 댐 개발의 적정입지 한계와 수자원개발에 대한 환경파괴, 주민
의 생활에 대한 부정적 영향으로 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되어 개발여건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어 수자원 공급확대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수자원의 이용관리는
공급위주의 관리에서 수요관리로 전환해야 한다(부록 8-1부터 8-10 참조).
수자원 수요관리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물에 대한 사회적 적정가격화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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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시장원리를 이용하여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의 물 가격은 물 공급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
로 절수효과가 미흡하며, 물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용수는 적
정한 가격이 책정되지 않아 절약노력이 부족하다63). 또한, 요금체계가 복잡하여
물 이용의 효율성을 담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현행 용도별 차별요금
이나 누진요금제를 단일화하되 용수사용이 많은 특정한 시기, 시간, 즉 첨두부하
때는 정상요금과 다르게 부과하고, 절수형 요금제도 도입 및 가정용요금 현실화
로 시설투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도록 한다(표 6- 13 참조).

<표 6- 13> 외국의 절수형 요금제도 사례
1. 절수카드제(Florida, Boca Raton)
- 각 가정에 전자계량기를 설치하고, 월간 할당량이 기록된 절수카드를 구입, 계량
기에 삽입하여 수돗물 사용
- 할당된 수량을 모두 사용하면 자동으로 물 사용이 차단
- 새로운 카드를 구입할 때는 물 아껴쓰기 지원기금으로 비싼 비용 지불
2. 계절요율제(Seasonal Rate Variation, Delaware)
- 물 사용량이 많은 계절, 또는 관광 씨즌에 일 최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정해진
기간 내에는 비싼 요금을 부과
- 씨애틀에서는 여름 4달 동안은 평상시 요금의 1.5～2.6배 부과
자료 : 환경부.「절수기기 설치」. 인터넷 자료 검색. 물 분야 45번.

현행 수도요금은 정액요금과 사용요금으로 구분되는데 정액요금의 비중이 높
은 경우 사용량에 따른 요금 증가율이 낮아져 절수형 요금체계에 부적합하므로
정액요금을 낮추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업종간 요금수준이 차이를 보이

63) 우리나라 농업용수의 대부분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공급이 되는데 농업용수 사용에 대하여 농민들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물값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과거 농지개량조합이 있을 때는 조합
비라는 명목으로 지불하였지만 이것도 물 사용량이 아닌 몽리면적에 대하여 지불하였는데, 1989년
에 지불한 조합비는 몽리면작 10ha 당 쌀 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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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 요금부담의 형평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가정요금의 현실화가
더욱 필요하다64).

□ 중수도 및 절수형 기기의 보급확대
중수도란 빌딩, 주택단지 등의 하수를 처리한 후 음용수 이외의 생활용수로 재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법적으로는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수도법 제3조 14)로 규정하고 있다. 중수도는
하·폐수의 발생단계에서부터 근원적으로 재이용한다는 점에서 많은 장점을 갖
고 있지만 실제 추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중수도시설 설치
규정을 권장에서 의무로 바꾸고, 위반시의 처벌규정도 강화하였으며, 다양한 재
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중수도의 확대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조세감면 폭의 확대와 물값 인상을
통한 중수도 이용의 경제성을 제고하도록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건축물에
중수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중수도 시설 설치자에 대해서는 수도요금 감면
이 요구된다65) . 구체적인 추진계획으로서는 첫째, 현재로서는 중수도는 물 사용
량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통해 중수도의 경제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물사용량이 많아 중수도 사용의 효
율성이 높은 공공용, 목욕탕용 등에 대한 우선적인 추진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둘째, 중수도를 설치하는 민간 사업자나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등에 대
64) 현재 가정용수 사용은 전체 사용량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나 요금수입은 전체의 4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가정용수의 경우 누수율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65) 현재 중수도 설치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 중에 있다. 2000년 3월에 수도법을 개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 건물에 대하여 중수도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시설 설치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시설의 설치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중수도 시설 설치자에게는 설치비 세액을 5～10%
감면해 주고, 설치자금을 환경개선자금(재특)에서 시설당 30억원까지 융자해 준다. 또한, 상수도 요
금은 50～70%, 환경개선 부담금은 25% 감면해 주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전액 면제시켜 주는
등 다양한 경제적 지원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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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지방양여금이 지원되고 있으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중수도에 대한 지방양여
금 지원이 문제시되지는 않을 것이다. 셋째,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중수도를 활
용할 수 있도록 도시별·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최적의 방식을 선정하여 적은 비
용으로 중수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절수형 수도기기의 설치 의무화 및 보급 확대를 추진하기 위하여 절수형 수도
기기 설치 대상을 신축건물뿐만이 아니라 기존 건축물 및 주택으로 확대하도록
하며, 절수기기로 대체할 경우에 지원을 확대하여 절수기기 부착의 확대를 유도
한다66) . 절수기의 설치는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자체부담으로 실시하고,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공공투자를 통해 절수기기를 설치하고, 용수 다량사용업체에
대해서는 절수기기 설치에 따른 경제성을 홍보하여 민간부담으로 자율적으로 설
치를 추진하되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다(표 6-14, 6-15 참조).

<표 6- 14> 서울시의 절수형 양변기 설치효과 분석
구분

세대수 설치수 설치율

절수효과

(세대)

(%)

1999.12

2000.12

절수량(㎥)

절수율(%)

40,086 30,382

75.8

1,248,868

1,122,756

126,112

10.1

(세대)
계

사용량(㎥)

자료 :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 2001.

<표 6- 15> 국내·외 절수기기 보급 및 용수절약 노력

66) 우리나라는 1998. 3월부터 신축건물의 변기에 절수형 변기의 설치를 의무화한 데 이어 200. 1월부터
는 수도꼭지 및 샤워기도 절수형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구분

종전물사용량

변경

양변기

13 ～ 19ℓ/ 회

9ℓ/ 회 이하

수도꼭지

11 ～ 27ℓ/ 분

9.5ℓ이하/ 분

샤워기

17 ～ 19ℓ/ 분

10.0ℓ/ 분

주 : 공중화장실은 5ℓ이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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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플로리다주 템파시는 절수기기를 무료로 제공하여 사용량을 7% 절감
- 산호세시에서는 10년 동안 10% 절감계획을 수립
외국

- 코네티커트주에서는 1990년 용수절약형 기기사용법 제정
·샤워는 2.5g/ min, 수도꼭지는 2.5g/ min, 변기는 1.6g/ flush
- 뉴욕시는 누수방지를 위하여 10천㎞의 상수도관을 정밀 조사하여 15만톤 절약
- 앰배서더호텔은 1998년 모든 수도꼭지 및 변기에 1,255만원을 들여 858개의 절
수기기를 설치한 결과 월간 약 1,458톤의 물을 절약(9.6%)하여 월 220만원의
수도요금이 절약되어 설치후 약 6개월 후에 시설비 회수

국내

- 제주도 목욕업체에서는 관내 156개소 전체에 대하여 수도꼭지 및 샤워기 5,182
개를 모두 절수형으로 교체하였음. 투자비는 725백만원이었는데 시설비중 592
백만원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였음. 설치결과 1개 업소당 평균 19,683톤의 지하
수를 절약(48%)하였으며(전체적으로는 제주도 연간 상수도 생산량의 4.5%인
3백만톤) 연간 평균 1,360만원의 운영비를 절감

□ 기존 저수시설의 공급능력 제고 및 누수방지
신규댐 개발여건이 어려운 상황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우선
적으로 기존 수자원시설의 효율적 이용이 바람직하다. 기존 시설의 효율적 활용
을 위해서는 먼저 기조성된 댐의 수계별 연계 운영으로 용수공급능력 및 수자원
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한강수계를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에 의하면
수계별 연계운영으로 용수공급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발전량의 증가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한정된 수자원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김광묵, 이재응 1998).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기존시설의 저
수용량의 확충이다. 기존 댐과 저수지 등에 대해서는 토사누적 실태파악을 통하
여 토사의 준설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홍수 등으로 인해 댐 등에 누적된 토사
의 준설을 통하여 기존 댐의 실질적인 용수공급 능력을 제고하도록 한다. 2001년
에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20년 수요의
22.8%인 약 6억톤을 댐 연계운용으로 확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현재 많

제 6 장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전략 및 시행방안cxcix
199

은 농업용 수리시설은 상당수가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으므로67) 기존 흙 수로의
구조물화, 노후된 수리시설의 개·보수 등 수리시설을 정비하고, 자동물관리시
스템의 도입 등으로 물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한다68) .
1999년 현재 우리나라의 상수도 공급의 누수율(漏水率)은 16.1% 정도로 추산
되고 있어 상수도 생산량 약 58억㎥ 중 연간 약 9.3억㎥의 수돗물이 누수되고 있
는 실정이다69). 누수는 상수도 재정악화의 주요 요인일 뿐만 아니라 깨끗한 수질
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도 최대한 억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누수율을 없앨
수 있다면 연간 거의 10억톤의 물을 유용히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댐 2～3개의
건설 효과를 제공하여 불필요한 시설개발투자를 막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무수
율의 감소는 신규 용수공급시설의 추가 조성 없이 그리고 자연환경에 대한 기존
의 훼손이 전혀 없이 공급확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수자원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에 매우 중요한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후관의 지속적인 교체와
함께 계량기의 정기적 점검과 교체가 필요하므로 지속적인 추진계획과 누수탐사
기술의 개발 등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의 효율성을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70).

(2) 수자원의 친환경적 이용과 관리

□ 녹색댐 조성 및 수원(水源)지역의 역할과 기능강조
산림은 홍수조절과 갈수기 문제를 완화시키는 수원함양기능을 갖고 있는 천연
의 녹색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수질정화 기능을 발휘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71) .
67) 전체 농업용수로의 69%가 흙수로 손실률이 15～20%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68) 일본의 저수량 500만톤 이상되는 댐 가운데 퇴사발생량이 많은 20대 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댐 완공 후 25년부터 30년 사이에 이미 90% 정도가 퇴사한 댐으로 조사됨(김선희 1998, 136).
69) 서울의 누수율이 18.2%인 반면 선진외국 주요 도시의 누수율이 독일 베를린 5%, 스위스 제네바
7.9%, 일본 동경 8.9% 등 10%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누수가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70) 1999년 현재 우리나라의 수도관 총연장은 115,740㎞로 이중 9.5%인 10,963㎞는 설치된지 21년 이상
경과되었으며, 18.0%인 20,897㎞는 15년～20년, 25.3%인 29,315㎞은 10년～14년, 5년～9년된 관은
29.0%인 33,545㎞는 5년～9년, 4년 이내인 관은 18.2%인 21,020㎞이다.
71) 오염물질에 대한 산림의 자정능력은 여러 실험결과 그다지 높지 않으므로 산림의 수질정화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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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산림의 기존 산림의 계획적·종합적 관리로 산림의 수원함양 능력을(저
류 및 정화)제고하여 산림의 녹색댐 기능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신규댐 건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인공댐의 효율과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림
의 녹색댐 기능을 확대를 위한 산림의 수원함양 기능의 제고방안으로는 간벌사
업, 가치치기, 복층림조성, 수종갱신, 벌기연장 등 임업적 방법과 토목적 방법을
이용한 치산시설 조성방법이 있다.

□ 환경친화적 댐의 조성
2000년 말 현재 우리나라에는 52개의 다목적댐, 하구둑, 발전용댐, 생공용수·
농업전용 댐들이 있으며 3개의 댐이 건설 중에 있다. 또한, 2020년의 과부족량
26억톤 중 댐 연계운용과 해수의 담수화 등을 제외하면 나머지 18억톤 이상은
신규댐을 중심으로 공급이 되어야 한다. 대규모 댐의 건설은 사회·경제적 문제
외에 부영양화, 냉수 등의 수질문제와, 미시기후변화, 자연 훼손 및 생태계 변화
등 부정적인 환경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부득이 댐을 건설하여야 할 경우
에는 댐 건설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와, 친화경적 공
법의 활용, 그리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환경친화적 댐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댐 건설 단계별로 환경고려사항을 설정하
고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정책의 결정단계에서는 대체수원의 모색, 입지,
규모 등의 대안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댐 개발계획의 사전 환경성을 평가하여
야 한다.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는 댐 개발에 따른 자연적, 인문적, 사회적 영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시행하고, 기존지형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친환
경적 배치와 설계를 도모하며, 댐 건설 후 예상되는 기상변화, 농작물 피해, 수질
오염 방지 등 환경오염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사업의 실시 및 운영관리단계에서
는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행하며, 댐 건설에 따른 사후
환경영향평가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부록 8-11, 8-12, 8-13 참조). 미국 테네시주
과신하여 산림에 오영물질을 버리거나 계류에 오염원을 방치하는 것은 곤란하다(정용호 1998,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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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리코댐(Tellico dam) 건설시 스네일다터(snail darter)라는 조그만 물고기 때문
에 건설자체가 거의 취소될 뻔한 사례는 환경문제를 얼마나 중요시하는가를 보
여 주는 좋은 사례이다.
<표 6- 16> 환경친화적 댐 개발사례
구분

내용
·하인브르크댐(오스트리아)

-댐의 환경성검토 후 댐 건설 포기, 국립공원지정
환경성을
-생태계 복원을 위한 국민성금모금
고려한
·테네시강 테리코댐(미국) : 멸종위기의 스네일다터의 유일서식지 보전
정책·사업의
을 위해 댐건설 일시 중지
구상
·내린천댐(우리나라)
-자연생태계보전 및 지역주민의 민원을 수용하여 댐 건설계획 취소
·킨사우댐(독일)
-25개의 댐 건설공사 대안에 대한 종합공사계획 마련 및 장단점분석
-B/ C분석후 생태친화적 공사선정
환경친화적
입지 및 계획

-보조댐, 어도, 박쥐서식지 설치
-댐상류지역에 생태계보호지역 지정 및 자연식생 이전식재
·조르페탈댐(독일)
-Pre-Dam의 건설
-댐주변지역 국유화를 통해 개발 방지
·보령댐, 용담댐(우리나라)
-댐하류사면 및 배면의 녹화사업 추진

환경친화적
공사

-댐수몰지내 지장물의 적정처리
·이이따댐, 미아가세댐(일본)
-댐 주변부 공원조성 및 사면녹화
-자연훼손 최소화를 위한 골재운반용 콘베이어벨트 설치

사후환경관리

·클렌케니언댐(미국)
-자연생태복원을 위한 인공홍수프로젝트 실시

자료 : 윤양수, 김선희, 이승복. 1998.「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추진방안연구」. p87.

댐 건설 후에도 양질의 수자원 확보는 중요한 과제이다. 양질의 수원을 확보하
기 위해서는 산림지역과 댐 주변지역의 역할과 기능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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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상수원지역으로서 각종 불이익 등에 따른 상대적인 박탈감과 상실감을
극복하고, 수자원의 관리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수자원 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동
기부여가 필요하다.

□ 자연친화적 하천환경의 조성
최근의 수자원관리는 이수, 치수기능과 함께 친수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하천
의 친수기능은 하천은 단순히 물이 흘러가는 곳이 아니라 도시 내, 또는 지역의
오픈스페이스이며 활용공간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다. 하천의 친수기능을 확보하
고 다양한 기능을 유지한 방안으로서는 첫째,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계획을 수
립·추진한다. 미개수 하천 및 하천정비 재수립하천에 대해서는 계획초기에 찬
환경적으로 하천정비를 추진하고, 기존하천 정비구간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자
연친화적 하천정비사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도시하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도시하천생태계의 복원, 친수시설, 휴식시설 설치 및 경관가치를 창출
하고, 건천화한 도시하천의 하천유지유량 확보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둘째, 하
천환경의 보전 및 복원으로 이를 위하여 하천환경 보전과 자연형 하천환경복원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각종 생태복원 공법에 대
한 설치기준 설계기준 등을 작성하고 현장에 활용토록 한다. 셋째는 건전한 물문
화의 회복과 하천의 다목적 활용으로 하천 인접지역의 역사, 문화적 특성과 연계
하여 관련 시설을 복원하고, 관광자원화하여 물 문화를 육성하도록 한다. 특히,
하천 또는 수변공간을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이를 지역개발계획
수립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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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자원의 합리적 관리체제 확립

□ 유역별 통합관리체계 구축
그 동안 물 관리는 대부분 부문별·국지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물을 둘
러싼 배분, 수질관리, 하천생태계 관리 등 종전의 물 관리방식로는 대처할 수 없
는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수자원 문제를 지역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다룰 수 있
는 유역통합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72). 유역통합관리는 지
형학적 경계와 물의 배출구에 있는 지역의 다양한 정부주체가 각각의 이해관계
에 국한된 단편적 관리를 지양하는 대신에,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여 토지이
용계획과 수자원계획, 수자원의 양과 질, 상·하류간, 수자원 개발·이용·관리
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그림 6-23 참조).
유역별 통합관리는 전국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의 4대 유역
권과 제주도, 해안 및 도서지역으로 구분하여 유역생태계(watershed ecosystem)
와 수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유역별 전담
기구를 설치하여 대규모 용수수요 유발시설의 입지를 조정·관리하고 보다 효율
적인 물 관리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도시개발, 산업입지 계획 등 유역권별 토지
이용 및 개발계획을 유역별 수자원 이용 가능량 및 수질오염 대책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한다73) .
유역별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전담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수량도 수계별이나 유역별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수량관리 부서도 용수의
사용목적에 따라 다원화되어 있는 현실에서는 유역별 통합관리를 위한 새로운
하천관리 조직을 신설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유역별·부문별 통
72) 유역통합관리란 수문학적 단위 내에서(유역) 지하수와 지표수 모두를 고려한 유역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공공 및 민간부문의 노력에 초점을 맞춘 유역의 수량, 수질, 하천생태계 등 유역의 환경관리
를 위한 협조적 틀로서, 하나의 유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수, 치수, 하천환경, 토지이용을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유역관리 당국에 의하여 통합적으로 계획되고 이행되는 것을 말하며, 유역계획의 수립에
서부터 이행단계까지 제도적으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73) 유역별 통합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천유역별 통합 물관리체계 연구(김종원 2000) 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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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관리, 중앙·지자체 공동의 유역위원회 신설, 독립된 유역당국 신설 등의 3단
계로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표 6-17 참조).
<그림 6-23> 유역통합관리 개념도

자료 : 김종원. 2000.「하천유역별 통합 물관리체계 연구」. 국토연구원. p16.

<표 6- 17> 단계별 유역통합관리 방안
단계

유형
장점
유역별·부분
-현행체제유지
1단계 별 통합관리
-통폐합의 단점보완

단점
- 쟁점사항에 대한 부분별 협조 불확실
- 중앙정부 주도:지자체 및 주민참여 부

진으로 의견수렴에 애로
중앙·지자체 -유역위원회에서 문제 - 중앙정부 주도로 될 가능성이 있어 현
2단계 공동의 유역 파악·해결가능
재의 유역관리와 유사하게 될 소지가
위원회 신설
3단계

-지자체의 참여 확대
-유역내 지자체 중심으

독립된 유역
로유역문제 해결
당국 신설
-지방정부 인력양성

있음.
- 집행기능 이양에 따른 중앙부처와의 의
견조율에 따른 문제

자료 : 김종원.「하천유역별 통합 물관리체계 연구」. 국토연구원. 2000. 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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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자원의 다목적 이용
기존의 댐 주변의 토지이용은 환경오염 방지 차원에서 이용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계획적 활용으로 댐 자체는 물론 주변지역을 관광자원화하고, 하천의 물류
수송 이용, 도시주변 하천의 수변공원화를 추진하여 수자원의 다목적 이용을 도
모하여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경인운하 외에 주요 하천 본류 하류지역에서의
주운 가능성을 검토하여 연안 수송능력의 재고방안을 강구한다. 이와 함께 영산
강 뱃길 복원사업 등 관광루트를 개발하여 수자원을 최대한 관광자원화하여 다
목적 이용을 가능토록 한다.
그러나 수자원과 댐 주변을 이러한 용도로 활용할 때는 수자원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따라서, 반드시 사전에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철저
히 검토하고 환경오염방지 시설을 완비하여 주변지역 이용에 따른 수질저하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호소 주변의 생태서식처 복원과 각종 어류 및 조류
의 서식처를 유지하고 제공할 수 있는 공법을 개발하여 적용토록 한다.

□ 용수수요 추정방식의 개선
그 동안 수자원계획에 있어서 용수수요의 산정은 공급의 확대가 곧 생활환경
의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수립되어 왔다고 할 수 있으며, 용수절약에 대한 고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74) . 뿐만 아니라 용수추계 기본이 되는 인구지표가 국토
계획에서 제시된 것과는 달리 용수수요 또한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김선희
1998, 123). 따라서, 이 때문에 향후 용수계획의 수립은 반드시 자원의 지속가능
한 이용이라는 관점에서 절약성과를 감안하여 용수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
다75). 과거와 같은 용수수요 추세방식에 의한 수요 추정과 시설 공급계획은 용수
의 사용이 계속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작성되는 것이므로 용수의 사용이 일정 수
74) 그러나 2001년에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Water Vision 2020)에서는 미래의 용수수요와 공급계
획에서 물 절약 방안과 댐 연계운용방안을 고려하였다.
75) 2001년에 수립된 수자원 장기계획에서는 1996년의 계획과 비교하여 용수수요가 2001년에는 832백만
㎥, 2011년에는 774백만㎥가 절감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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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 도달한 현재로는 부적당하며 지속가능한 자원이용에 부적합하다. 따라서
현재 생활용수 수요 추정에 사용되고 있는 1인당 용수사용량의 정확한 분석하에
과거의 추세치에 의한 연장이 아닌 zero base'에 의한 추계를 하여 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1970～1991년의 21년간 용수사용량은 350
ℓ/ 일에서 390ℓ/ 일로 10% 정도만 증가하였으며, 미국도 1990년 650ℓ/ 일에서
사용량이 거의 늘지 않고 있다.

9)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활용하는 여가 및 관광개발 활성화
기존의 관광정책에서 자연과 문화경관을 이용하는 형태는 대규모 시설을 조성
하고, 외지 대자본을 유치하여 관광산업을 진흥시키는 방향이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제시되면서 자연자원의 이용 형태의 변화가 필요하게 되
었다. 사회적으로는 여가시간의 증대 및 소득향상,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 여가
를 위한 공간적 수요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연과 문화경관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커지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가족중심의 여가 문화, 농촌
경제의 활성화, 체험형 관광의 활성화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역자원을 활
용하는 관광정책이 중요하게 되었다(부록 9-1 참조).
이를 위하여 우선, 지역의 특징적인 자원과 문화를 활용하는 관광정책과 프로
그램이 필요하다. 대규모 시설위주의 관광개발을 지양하고 지역의 자원과 문화
를 소개하고 활용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둘째, 지역 생활권과 연계한 여가공간
을 확보해야 한다. 도시근교 주변지역에 여가공간을 마련하고 생활권 안에서 여
가를 해결하도록 여가 형태가 변해야 한다.
(1) 생태관광 및 녹색관광의 활성화

자연 이용의 기본원칙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면서도
그 파괴와 변형 및 지역문화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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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이러한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고 자연을 체험하는 방안으로 생태관광
및 녹색관광이 필요하다.
<그림 6-24>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활용하는 여가 및 관광개발 활성화 전략 흐름도
현황과
문제점

과

제

전

략

시행
방안

·주말 여가공간의 부족
·인위적 대규모 관광개발

·자연환경의 보호와 생태계 연계
·자원의 절약적·효율적 이용과 관리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활용하는 여가 및 관광개발 활성화

·생태관광 및 녹색관광 활성화
-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프로그램 개발
- 생태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시설 도입
- 지역주민의 참여 증진
·주말 여가공간으로의 접근성 제고
- 여가공간 확충
- 근교휴양공간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

생태관광(ecotourism)의 개념은 초기에 관광대상에 대해 관광객이 환경에 대
한 인식을 가지고 원형 그대로인 자연환경지역이나 특이한 야생생물과 생물자원
을 가진 자연생태계를 관찰, 학습, 체험하는 여행으로 한정되었다. 하지만 최근에
는 지역사회의 문화 존중과 지역사회의 경제적 효과 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자연생태계의 보전 수단을 중요시하는 추세이다. 생태관광을 정착시켜서 지역
사회에는 자원에 대한 책임감을 높여 주인 입장에서 자연과 관광을 관리하게 하
고, 관광객에게는 잘 보전된 자연을 통해 질 높은 경험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또한, 농촌은 자연경관과 문화자원이 잘 보전된 지역이므로 이를 활용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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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녹색관광 활성화가 요구된다. 녹색관광은 개별농가 중심, 숙박중심의 관광에
서 탈피하여 자연환경+농특산물+전통문화를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이
를 통해 오늘날 당면한 도시민의 여가요구 충족, 농외소득 증대, 국토의 균형개
발, 환경보전 등 다면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생태관광과 녹색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지역자원을 반영하는 프로그램 개발이고, 둘째는 생태적 영향
을 최소화하는 시설을 도입하고, 셋째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프로그램 개발
국내에는 생태관광지가 있으나 생태관광자원의 가치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제
공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미비하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환경교육과 경관
관리를 포함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생태관광을 활성화시키면서 지역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은 자연생태계 및 문화에 대한 관광객의 욕구를 만족시키면
서 지역의 자연과 경관의 특색을 활용하는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농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는 잘 보전된 자연과 환경친화적인 시설, 자연
과 문화를 느끼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인정과 감동으로 환대하는 서비스가 핵
심이다(표 6-18 참조). 또한, 도시인들의 농촌에 대한 기대는 풍요로운 자연과 전
통이 그대로 남아 있는 농촌에서 조용함을 맛보거나 휴식을 보내는 것이므로 농
촌지역에서는 도시적 개발을 지양하고 어메니티(amenity)를 고려한 생태적 경관
조성과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도할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 코스타리카에서는 생태관광 안내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30여명의 안내인들이 있으며 그들은 생물학이나 지리학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안내를 위한 전문 훈련도 받고 있다. 최근에는 라틴아
메리카 과학기술대학에서 생태관광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는데 이것은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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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자연사, 관광학, 경영학 등을
가르치고 있다(부록 9-2 참조).
<표 6- 18> 적용 가능한 체험 프로그램
체험 유형
농사체험형

프로그램 예시
·씨앗 뿌리기, 모내기, 김매기, 솎아주기, 수확 및 저장하기, 가공하기,
유기농산물 생산 및 수확하기

문화체험형

·농가생활 체험, 전통음악 및 춤 등 문화 감상 및 전수, 전통술 담그기,
김치, 된장과 간장 담그기, 옹기 및 도자기, 목공예, 짚 공예 등 공예품
제작 체험, 명상, 종교 체험 등

환경·생태체험형

·갯벌 및 산림생태, 곤충과 물고기 등 동식물의 생태관찰, 탐조, 등반,
트래킹, 낚시 등

단순 숙박형

·경관 감상 및 문화 순례, 레저 등과 관련된 단순 민박

자료 : 정기환. 2001. 그린투어리즘 정책방향과 과제 . p25.

□ 생태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시설 도입
생태관광에 적합한 시설물 개발의 특징은 소규모 개발을 통해 시설물 도입을
최소화하여 대상지의 생태자원과 경관자원 및 문화자원을 인위적 파괴로부터 보
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락시설이나 대규모의 집단적 숙박시설 등은 설치하
지 않으며, 환경해설 및 환경교육을 위한 시설이 가장 중심적으로 도입된다. 한
편, 각 시설과 구조물은 생태적 설계 기법이 적용되어 생태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관광객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계획해야 한다. 생태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시설에는 탐방시설과 지원시설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 <표 6-19>와 같다
(부록 9-3 참조).
영국의 Brecon Beacon 지역에서는 지역에 위치한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
다. 이 지역은 국립공원으로서 이 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한다.
숙박시설은 보통 농촌 가옥 두 채를 합쳐서 침실, 거실, 주방 등을 갖추고 있으며
관광객들은 집 근처의 하이킹 코스, 문화유적탐방 코스, 자연생태계관찰 코스,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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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코스, 낚시 지점 등을 이용할 수 있다(부록 9-4 참조).

<표 6- 19> 생태관광의 주요시설
구 분
탐방시설

지원시설

주요시설
·박물관, 연구소, 자료실, 방문객센터
·조류관찰소, 관찰테크, 탐방로, 접근로
·안내해설 시스템
·수질정화시설, 태양열 집열시설, 집·배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휴식시설, 숙박시설(호텔, 민박, 캠프장)
·작업장, 주차장

자료 : 강신겸. 1998. 생태관광시설 및 활동 프로그램 .「환경과 조경」제125호 . p140.

□ 지역주민의 참여 증진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관광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때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다. 생태관광과 녹색관광
의 초기 도입단계에서는 환경보전과 관광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가 부족하고 무
관심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즉, 지역주민에게 올바
른 생태관광과 녹색관광을 책임질 수 있게 하려면 충분한 경제적 편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또한 지
역주민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의 참여
가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계획단계별로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스페인의 캘비아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계획과정 속에 공동
체의 참여를 포함시키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지방의제21 모델을 채택하였다. 이
러한 논의의 과정 속에서 시민 그룹의 대표들, 기업, 관광설비와 상업조합이 지
역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에 대한 선택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부록 9-5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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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말 여가공간으로의 접근성 제고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은 상대적으로 오픈스페이스가 부족하고, 여가 행태가
대량화, 동시다발화하며 계층화가 뚜렷하여 다양한 자원과 시설의 공급이 요구
되는 지역이다. 이에 따른 문화·관광수요 특성을 감안하여 문화·관광자원 및
시설의 개발과 배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문화적이고 체험적인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여
도시민이 여가공간 부족으로 시외에 나가는 것을 줄임으로써 이로 인한 환경적
피해를 줄일 수 있다.
□ 여가공간 확충
도시에서 1～2시간 거리 안에 많은 여가 공간의 확충이 필요하나 현재 있는
자연 및 도시공원이나 자연휴양림, 그리고 주말농장 등은 현실적으로 도시의 다
양한 여가 수요를 수용하기에는 절대수가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실제로 확보 가능한 토지를 활용하여 공원녹지를 확충하는 데 노력해
야 한다. 대도시 내 공장 등의 이전적지에는 일정규모의 공원녹지를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관공서 및 학교 등의 담장을 제거하여 휴게공간을 설치한다. 그리고
주거지 가까이의 오픈스페이스를 늘리는 방안으로 노인, 어린이 등의 이용이 많
은 골목길을 안전하게 조성하고 소규모 필지나 자투리땅을 활용한 쌈지공원 등
을 조성한다.
주거지 내의 녹지는 주거지 외연의 원 자연과 단절되어 있어 외연부의 풍부한
생태자원이 주거지 안으로 침투하여 확산되지 못하므로, 파편화되지 않은 최소
면적을 확보한 도시공원 조성이 필요하다. 대도시 주변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은 보전과 자연친화적 토지 이용관리가 되도록 하여 도시주변의 아름다운 경관
을 보호하고, 도시민의 옥외 레크리에이션 등 자연접촉기회를 유지하게 한다. 일
본 가와사끼의 도시만들기 중점과제에 이러한 내용을 볼 수 있다. 가와사끼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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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환경방침으로는 도시공원을 정비하고, 사면녹지와 농지를 보전하고, 지역특성
을 살린 가로형성, 역사적 문화유산의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지난 1992년에서 1999년까지 자연휴양림 이용객은 무려 3배가 증가
(1,025천명에서 3,132천명)76)하였지만, 수도권 내에 자연휴양림은 6개 뿐으로 도
시민의 여가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부족
한 여가공간은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여 다양화시킬 수 있다.
국내에서는 댐 주변의 개발이나 활용이 금지되어 있는 반면에, 미국의 경우에
는 댐 주변 지역이나 수변지역에 보트와 낚시 등의 레크레이션을 개발하고 있다.
개발방식은 연방기구와 지방정부 간 비용분담 원칙에 의거하여 개발한다(표
6-20 참조). 각각의 개별시설들이 연방 환경청의 규제나 지방정부에서 요구하는
환경규제 등에 충족하여야 하며, 댐 건설 단계에 사업계획을 결정하여 댐 건설과
동시에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6-20> 미국의 재원분담 방식에 따른 레크레이션시설 유형구분
시설유형

기준

재원분담

대상시설(예)

최소필수시설

주민의 보건과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연방정부
(연방 기구)

우회도로, 방문객 센터,
바리케이터, 가드레일 등

용도가 연방정부의 필요성에
연방정부 외
산책로, 주차장, 전망대 등
비연방 시설 의하지 않는 시설(현지주민을
(지방정부 등)
위한 시설)
국지적 용도로 사용되나,
연방정부와
테니스코트, 야구장,
비용분담시설 원거리 지역주민의 이용도
지방정부간
골프장 등
발생하는 기설
50：50
출처 : 김광묵. 2000.「수자원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한 출장보고서」.

□ 자연휴식지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
현재 도시근교에 위치한 자연휴양림은 산림청, 주말농장 및 관광농원은 농림
76) 산림청 홈페이지, http :/ / www.foa.go.kr:9100/ ext/ it/ major/ major0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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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주말농장과 관광농원은 관리 부실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
이다. 이러한 관리체계의 부족과 함께 농촌은 관광을 추진할 만한 내부역량이 부
족하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외부와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
이 필요하다.
특히, 농촌관광 시설이 호텔, 콘도 등 전체 관광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자들이 주도하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
다. 전국적,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동일한 유형의 농촌민박을 연계하여 통합·운
영할 경우에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여 경영효율을 높일 수 있다. 조직본부는 시장
조사, 공동 마케팅, 사업안내, 회원관리, 사업자 교육, 컨설팅, 품질관리 및 예약
시스템 운영, 정보제공 등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
다.
프랑스 민박 지트(Gites)는 지트 드 프랑스 전국연맹 의 프랑스 최대 민박 네
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맹은 프랑스에서만 95개 지부, 38,000명의 민박소
유자, 55,000개의 민박수를 보유하여 종합적인 투자와 홍보를 담당하고 있다. 최
근에는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의 네트워크화를 추진하
여, 몇 개의 지역을 순례하는 코스를 만들고 있다(부록 9-6 참조).
또한 시설 및 서비스 등급 시스템을 도입하여 이용객에게 전국 어느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안심할 수 있도록 신뢰를 심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등급별로 표
준화된 시설 및 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품질을 유지하도
록 해야한다. 현재의 관광농원처럼 관 주도의 획일적인 시설기준을 강제하지 않
고, 회원들의 자발적인 주도하에 시설과 서비스 기준을 작성, 등급을 부여하고
평가하도록 한다. 지트 드 프랑스 는 대가민박의 경우 ①환경과 옥외설비, ②건
물의 상태, ③실내설비, ④실내장식 항목에 대한 각각의 평가를 기초로 민박 등
급을 4개로 나누어 이용객에게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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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역환경오염 예방 및 처리체계의 구축

지역환경오염 예방 및 처리체계는 지역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각종 개발사업
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절감하며 배출된 환경
오염물질을 지역 내에서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을 의미한다.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훼손 내지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환경기
초시설의 확충 및 적정운영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
리의 환경정책은 수질·대기·폐기물 등의 매체별 환경오염물질 배출의 통제 및
처리에 관한 사후처리 중심으로 되어 있어 많은 비용이 들고 그 효과 또한 미흡
하다. 따라서, 사전예방적 환경관리로의 전환과 함께, 각종 환경정보를 체계화하
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환경기초시설을 합리적으로 확충하고 효율적으
로 이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그림 6-25 참조).

(1) 사전예방적 수질관리

□ 도시하천의 수질오염방지대책 수립
하천 및 호수의 수변구역은 각종 오·폐수를 방출하는 시설들이 무분별하게
입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즉, 수변녹지 조성을
통한 관리방안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주변 산림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가능한
그 지역의 토착 동식물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변녹지와 더불어 배후지
역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저류지 및 습지의 조성과 같은 비점오
염원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도시하천에 대한 효과적인 수질오염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수질정보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수질정보시스템은 자료수집, 데이터베이스, 모델 및
분석 시스템으로 구성되며 오염원 현황, 배출특성, 수질현황, 수질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 등의 정보를 통해 장래의 수질변화를 예측함으로써 종합적인 수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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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을 수립하는 토대를 제공한다(이창희 2001, 89-90). 이를 위해 기초적인 수질
관련정보의 단순한 입출력이 아닌 기존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질예측모델 자
료 등의 정보를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림 6-25> 지역환경오염 예방 및 처리체계 구축전략 흐름도

현황과
문제점

과제

전략

·대기 및 수질의 악화와 폐기물 처리의 어려움
·환경기초시설의 부족과 입지확보의 어려움

·자연환경의 보호와 생태계 연계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및 친환경적 처리

·지역환경오염 예방 및 처리체계 구축

·사전예방적 수질관리

시행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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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하천의 수질오염 방지대책 수립
-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대책 수립
- 수질환경기준 강화를 위한 총량규제 확대
·녹색교통 활성화를 통한 대기오염예방
- 자전거 도로망 확충
- 자전거 주차장 및 자전거 환승주차장 확충
- 보행환경 개선
- 보행자 전용거리 설치
- 천연가스버스의 보급
·환경기초시설의 확충과 협력적·보완적 이용
- 환경기초시설 설치 촉진
- 환경기초시설의 협력적·보완적 이용 강화

□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대책 수립
하천, 호소 주변의 도시적 토지이용 확대는 수질오염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토
지이용계획 수립시 유출수의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식생대를 조성하는 것이 필
요하다. 그리고 단지설계 단계에서는 비점오염원의 발생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토양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불투수성 표면의 설치를 피해야 한다. 즉,
환경적으로 민감한 급경사, 고밀도 식생지역, 침식성 토양, 배수로, 호수, 하천 연
안지역의 개발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점오염원을 규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기술적 방법으로는 저류기법, 침투기
법, 식생이용법, 직접처리법 등이 있다. 저류기법은 우수유출수를 저류 후 침전시
켜 방류하는 방법으로 연못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침투기법은 오염
수를 지하로 침투시켜 비점오염원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오염물질 대부분과 독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
□ 수질환경기준 강화를 위한 총량규제 확대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는 공공수역의 수질을 지정목적에 적합한 수준으로 개선
하기 위해 해당 수역으로 유입되는 대상오염물질의 부하를 총량에 근거하여 제
한하는 수질관리제도이다. 이러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는 지속적인 오염저감 대
책에도 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기존의 사후처리 위주의 농도규제의 한계성을 인
식하여 사전예방적인 관리방안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국내의 한강수계와 낙동강수계를 중심으로 총량관리제의 시행을 추진하고 있
으나 현재까지 시행된 사례는 없고, 한강수계에서는 광주군과 양평군이 총량관
리계획을 수립 중이며 낙동강수계에서는 200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강수계
는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기존의 각종 규제로 인해 전체적
으로 총량관리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해당 시군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점차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낙동강수계는 한강
수계와는 달리 특별한 규제제도가 없어 총량관리제가 의무적이고 광역적 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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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기본지침수립, 광역자치단체의 기본계획수
립,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총량관리계획수립 및 시행의 체계적 추진체계가 가능하
다.
총량관리제는 국가의 사회경제적 인식 변화, 지역적인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
립되어야 한다. 또한, 총량관리제를 지원할 수 있는 기존 수질규제를 강화하여
점오염원인 경우 추가적인 총량규제기준 설정이 필요하고 비점오염원인 경우 부
하량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수질오염저감대책으로 총량
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수질의 지속적인 악화를 방지하고, 처리기술 및
시설의 발전촉진, 난개발 방지 측면에서 사전예방적인 효과를 가능하게 한다.

(2) 녹색교통 활성화를 통한 대기오염 예방

녹색교통수단(green modes)이란 자동차와 같이 동력을 갖춘 교통수단(적색교
통, red modes)이 아닌 무공해 교통수단을 일컫는 말로, 주로 보행과 자전거를
지칭한다. 승용차 위주의 교통 및 도시구조에서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로 변화되면 최소 10% 이상의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 저감 가능성이 보고
되고 있어서 자전거를 비롯한 녹색교통의 확충은 에너지자원의 고갈, 지구온난
화를 비롯한 제반 환경 문제의 사전 방지 및 해결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녹색교통의 대표인 자전거는 인간에게 매우 친밀하며,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
으로 소음이 매우 적고, 오염 물질을 발생시키지 않는다(표 6-12 참조). 자전거는
에너지도 거의 소비되지 않는 교통수단이다. 또한 자전거는 도시에서 중요한 자
원 중의 하나인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한다. 이동시에는 매우 적은 공간을
필요로 하고, 한 면의 자동차 주차 공간으로 10여대의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산업화나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인 1970년대까
지는 자전거와 보행이 주요한 교통수단으로 많이 이용되었다. 그러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거대도시화로 인한 생활권의 확대와
자동차의 증가로 인해 자전거는 교통수단으로의 위치를 잃게 되었다. 1997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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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통근인구의 약 1.8% 정도만이 자전거
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체 통행의 약 3% 수준이다. 네덜란드
의 29%, 덴마크의 18%, 서독의 11%에 비해 매우 적은 숫자이다(박병호 2000,8)
(부록 10-1 참조).
<표 6-21> 자전거와 승용차의 비교
비교항목

자전거

승용차

승용차/ 자전거

차량운행비용(원/ ㎞)

5

100

20

도심통행속도(㎞/ 시)

12～15

15～20

1.3

에너지소모량(칼로리/ 인·㎞)
공간이용효율

22

1,153

52

최소주행면적(㎡/ 대)

2.2

18

8

주차면적(㎡/ 대)

1.5

30

20

없음

극심함

-

대기오염, 소음, 분진 등

자료 : 박병호. 2000. 녹색교통 자전거 계획과 설계 . p13.

□ 자전거 도로망 확충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와 속도의 향상은 자동차와 함께 도로를 이용하는 자전
거 이용자들에게 심각한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고등
학교에서 자전거 통학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 도로시스
템이 자전거 이용자들에 대한 고려 없이 자동차 위주로 설계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 이용자체를 포기하게 된 것이다. 자동차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자전거 주행환경이 제공되어야 자전거의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다.
기존도시에는 자전거 전용 도로망을 건설하거나 기존 도로에 자전거 전용차선
을 추가하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전거·보행 겸용도로를 건설하여 자전
거 통행로를 확보하도록 한다.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나 신시가지에는 기본계획
에서부터 의무적으로 자전거 이용관련시설을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큰 효과
를 도모하도록 한다.
이제까지의 자전거 도로계획은 실제 이용행태와는 상관없이 행정편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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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된 사례가 빈번하였다. 그 결과,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고 오히
려 보행자나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다시 폐지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따라서, 실제 자전거 이용자들의 행태와 밀집도를 고려하여 자전거 도로를 계획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인
구가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2·30대 직장남성, 근거리 쇼핑객이라는 점을 고려
하여 중고등학교 및 전철역, 상업지역 등을 중심으로 자전거 이용 반경 내에 자
전거 도로를 설치하고, 이러한 권역이 확대되는 형태의 자전거 도로망 계획을 수
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를 없애 연속성을 유지
하고, 자전거 통행에 불편을 주는 도로 시설물 등도 개선되어야 한다.
스위스 체리에서는 대기오염과 소음을 규제할 목적으로 자동차 이용 10% 감
축을 목표로 주차장을 제공하지 않는 등 다양한 시책이 실시되고 있다. 그 중에
서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화를 추진, 자전거 도로를 100㎞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
하여 1992년 현재 이중 75㎞가 완성되어 있다. 이에 의해 자전거의 이용이 33%나
신장되었고, 일상교통수단의 약 23%의 분담률을 가지게 되었다. 독일 프라이브
르그에서도 자동차 이용의 저감을 목적으로 한 자전거 장려정책을 추진하여 자
전거의 교통수단 분담률을 30%까지 높인 사례가 있다.
네덜란드 역시 자전거가 일상의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은 나라 중의 하나이다.
네덜란드는 1970년대 에너지 위기를 겪으면서 교통정책은 에너지소비적이지 않
고, 공간소비적이지 않은 교통수단을 중심으로 수송분담의 변화를 꾀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었다. 이에 델프트에 도시 자전거도로망을 건설하는 시범사업이
이루어졌다. 자전거 도로망 건설 결과 자전거 도로망이 연결되지 않은 지역에서
자동차의 수단분담비가 약 10% 증가한 데 비해 자전거 도로망으로 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에서는 자동차 통행이 감소되고, 총 통행 중 자전거의 분담율은 6～8%
나 증가하였다(부록 1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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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주차장 및 자전거 환승주차장 확충
자전거를 이용한 통행뿐만 아니라 자전거 이용자의 주차편의를 위해서는 자전
거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전거를 보관할 만한 시설이 매
우 부족할 실정으로, 특히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내 자전거를 보
관할 만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드물다. 설치되고 있는 자전거보관소도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드는 노천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노천형 주차장은
우천시 자전거를 쾌적한 상태로 보관할 수 없으며, 절도의 우려도 있다. 따라서,
악천후와 절도에 대비할 수 있는 자전거 보관소를 아파트 단지 내, 또는 동·면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물론이고 샤워 및
탈의시설 등 보조 편의시설도 점차 확대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과의 연계 체계 확보를 위해서는 자전거 환승주차장
과 같은 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해 볼 만하다. 자전거 통행은 주로 근거리 통행에
집중되어 있고 기상조건 등의 영향에도 민감하므로, 장거리 여행과의 연계가 가
능하도록 지하철이나 버스 등과의 연계 편의를 높이는 것은 이용증진에 큰 도움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전거 환승주차장(cycle and ride)은 자전거의 이용률이 높은 일본의 많은 교
외 철도 및 전철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시책으로, 철도역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
하여 철도역까지는 자전거를 이용하고, 철도역에서부터는 철도로 환승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과거에는 역 주변에 방치되어 있던 자전거 대책으로 자전거주차장
을 정비해 왔으나 최근에는 보다 적극적인 교통정책의 일환으로 철도역 주변의
지하에 자전거 주차장을 정비하거나, 철도역과 지하 자전거 주차장을 연결하는
등 역과의 연속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철도의 단말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
을 촉진하기 위해서 새로운 유형의 시스템이 계획 실시되고 있는데, 임대 사이클
방식의 자전거 주차장을 역에 설치해서 아침·저녁은 통근자를 위한 시설로, 낮
에는 역에서 외부로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되고 있다(부록 10-3, 10-4, 1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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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환경 개선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는 차량의 소통에 중점을 두어 교통계획이 이루
어지고 있어 보행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차량의 주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횡단보도의 설치를 최소화하였기 때문에 길을 건너기 위해서는 육교나 지하도의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된 횡단보도까지 우회해야 하는 경
우가 많다.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도 주차된 차량과 오고가는 차량들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갈아타는 데에도 많은 불편을 겪게 한다.
보행이 불안하고 불편하다는 것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 보행
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과 직결된다. 본 과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효율적인
대중교통 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도 보행환경의 개선은 매우 중요하다.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걸어야 한다. 그러므로 대중교통 이용자는 곧 보행자
라 할 수 있다. 출발지에서 정류장이나 역까지 걸어야 하고, 갈아타기 위해 또한
걸어야 하며, 내린 뒤 목적지까지 가는 데에도 보행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버스
와 지하철을 쾌적하게 하고 안내체계와 요금지불 방식 등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대중교통수단에의 접근이나 환승을 위한 보행환경의 개선 또한 매우 중
요하다.
편안하고 편리한 보행을 보장하기 위해 보도의 구조와 포장은 물론, 보도 위
도로시설물을 정비해야 한다. 주택가와 이면도로 및 아파트 단지처럼 자동차의
통행보다는 보행자의 보행과 주민의 생활이 우선시 되어야 할 곳에서는 통과교
통을 제한하고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네덜란드에서는 본넬프(Voonerf) 기법을 활용하여 주거지나 학교주변에서 자
동차의 위협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여 보행환경 악화를 방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본넬프 기법은 보차공존도로라는 개념으로 알려져 있는데, 차도
와 보도를 구분하지 않아 보행자가 마음놓고 통행하고, 길을 건널 수 있도록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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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되어 있다. 자동차가 속도를 낼 수 없도록 도로조건 및 도로구조를 조정하기
때문에 통과하는 차량들은 속도를 낼 수 없으므로 불필요한 통과교통이 억제되
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부록 10-6 참조).
시설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규정의 개선과 함께 관리주체가 서로 다름으로 인
한 관리행정의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 보행환경을 구성하는 시설은 매우 다양
하고, 그 수도 많으며 각각의 시설물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부서 또한 서로 달라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문제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 또한 쉽지 않다.
특히, 횡단보도, 신호등과 같은 교통안전시설 및 안내표지 등의 설치 및 규제
는 경찰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반면 예산지원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점이
문제이다. 이 때문에 횡단보도나 신호등의 설치에 대한 주민의 요구에 대한 지자
체의 신속한 대응이 곤란함은 물론이거니와, 보행환경을 구성하는 제반시설물에
대한 일체적, 체계적, 효율적 관리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게 된다. 또한 도로상
의 맨홀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관리주체와 정비주체가 달라 공사가 중복
되거나 신속한 유지관리가 쉽지 않으며, 동일한 행정기관 내에서도 시설물별 관
리부서가 다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또한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시설물 관리
주체가 다름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리주체를 일원화하여 운영하
거나 주무부서를 명확히 하고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통합관
리해야 할 것이다.
□ 보행자 전용거리 설치
주거지와 학교 주변지역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것 외에 보행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에 보행자 전용거리(Pedestrian Mall)를 설치하는 것도 개인 승용차의 이용
을 억제하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구미 각국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
여 차량 금지구역을 점차 늘려가고 있는 추세로 유럽에는 보행자 전용지구가 주
요 철도역과 도심지 주변에 많이 설치되어 있다(표 6-22, 부록 10-7, 10-8 참조).
보행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보행서비스 수준이 열악한 지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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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화재 또는 역사적 가로로서 보존이 요구되는 지역, 대중교통수단의 연계체
계가 양호하여 도보, 자전거, 전철 등의 수단으로 통행전환이 용이한 지역에 대
중교통전용지구나 보행자 전용거리를 설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
성토록 해야 한다. 보행자전용거리의 설치는 보행환경의 향상 외에도 대중교통
의 서비스개선과 지구내 상점가의 활성화에 따른 구매력 증가, 차량통행감소로
인한 도심 대기오염 감소 등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부록 10-9, 10-10 참조)

<표 6-22> 자동차 통행제한지구제도 현황
구분

시행내용

시행효과

스웨덴

- Visby지역은 관광지로서 1987년 2개월간 대
중교통수단을 제외한 차량의 도심진입을 금 - 도심차량이 40% 감소
지하였음.

독 일

- Aachen과 Luebeck지역은 토요일에 한해 - 차량통행이 8% 감소
- 소음 및 대기오염 감소
도심부로의 차량진입을 금지함.

자료 : 교통개발연구원. 1998.「교통부문의 환경문제와 대응방안」. p79.

□ 천연가스버스의 보급
천연가스버스는 기존의 경유버스보다 70%이상까지 배출가스를 저감시킬 수
있으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매연은 전혀 배출되지 않고 오존영향물질도 70%이상
까지 저감시킬 수 있어 오존발생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표 6-23 참조). 특히, 경유차의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미세먼지
의 배출은 전혀 없으며, 기후변화협약의 온실가스 감축대상 물질인 이산화탄소
도 경유차보다 15%이상 적게 배출하고 있다. 또한 반응성 탄화수소(NMHC) 및
일산화탄소(CO)의 배출량도 매우 적고, 연료 중에 황 성분이 없기 때문에 SOx가
배출되지 않으며, 전자제어엔진과 희박연소 등의 신기술 적용으로 NOx의 배출
량도 최대한 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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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3> 오염물질 배출수준 비교
구 분

휘발유차

LPG차

천연가스차

발암물질

100

40

23

대기오염물질

100

72

30

주 : 휘발유차를 100으로 설정하여 비교
자료 : 환경부. 2001. 8. 환경부 내부자료.

우리나라에서는 대도시의 조속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00년부터 범정부차
원에서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을 추진하여 2007년까지 전국 도시지역 시내버스
전량(2만대)을 교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천연가스버스의 보
급확대를 위해 경유버스와의 차액을 보조하고, 취득세 및 환경개선부담금을 면
제하는 등의 지원을 하는 한편, 천연가스의 가격을 경유가격보다 낮게 유지하고,
운행손실을 보전하여 버스업계의 참여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천연가스버스의
보급실적이 저조하여 2001년 8월 현재 전국에서 822대가 계약되어 있으며, 이 중
277대가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표 6-24 참조).
<표 6-24> 천연가스버스 보급 현황
(단위 : 대)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전주

계

1,099

457

60

87

75

51

73

100

167

29

계약

822

383

40

48

73

31

41

100

77

29

운행

277

74

20

39

2

20

32

-

90

-

자료 : 환경부. 2001. 8. 환경부 내부자료.

이처럼 천연가스 보급 추진이 미진한 이유는 CNG 충전소에 대한 불신감, 지
방자치단체의 의지부족, 버스사업자 간의 이해관계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중 가
장 심각한 원인은 충전소 건설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 2001년 8월 현재 천연
가스 충전소는 경기도 4개소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13개소가 가동중이며, 33개소
가 추진 중이다(표 6- 25 참조). 정부에서는 충전소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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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상업·녹지지역 내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시행령을 개정
하고, 충전소 안전거리를 완화하는 한편, 충전소 설치비용 법인세 감면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하였다. 그러나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이 충전소를 위험시설로 인식
하여 지역내 건설을 반대하고 있어 인천, 울산, 전주, 경상남도에는 충전소가 없
는 실정이며, 나머지 도시들도 충전소의 부족으로 버스들이 충전을 위해 장거리
이동을 하고 있다. 충전소를 건설한 경우에도 버스노선 조정 문제로 버스업자 사
이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와 지역주민들도 천연가스 버스의 도입 및 운행으로 인한 대기환경 개
선 등의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므로, 천연가스 버스의 원활한 운
행을 위한 충전소 설치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안전성에 대해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표 6-25> 충전소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전주 경남

계

46

24

1

4

2

2

2

2

6

2

1

가동

13

2

1

2

-

2

2

-

4

-

-

추진중

33

22

-

2

2

-

-

2

2

2

1

자료 : 환경부. 2001. 8. 환경부 내부자료.

미국에서는 심각해지는 대기오염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환경청(EPA)에서
천연가스 소비 장려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1960년대부터 천연가스자동차 도입이
본격화되었으며, 1990년대 들어서도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에 주력하고 있다. 이
처럼 천연가스자동차의 보급에 힘쓰는 이유는 석유류의 해외의존도를 줄여 에너
지 자립에 기여하고 도시지역의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미국내 매장량이 풍부한 천연가스 사용량을 늘림으로
써 무역적자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현재 약 7천만대의 자동차가 운행 중인데, 지나친 석유의존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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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추기 위하여 2010년까지 천연가스 자동차 100만대 보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하고 있다. 천연가스 자동차의 보급은 정부의 지원으로 도시가스사업자가 주도
하고 있는데 이미 관계기관의 협력을 얻어 경자동차, 승용차, 밴, 트럭, 대형버스
등 다양한 용도의 차량을 보급하고 있다.
(3) 환경기초시설의 확충과 협력적·보완적 이용

□ 환경기초시설 설치 촉진
환경기초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서는 우선 각종 도시개발사업에서 환경기
초시설의 사전확보가 가능하도록 입지기준, 확보기준, 비용부담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재정비) 등 공간계획에
부지확보의 기준, 절차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볼 때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를 촉진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의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고려방
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즉,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중 설치비 전액을 중앙정부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를 활용하여 부담하는 방법과 재정능력이 극히 취약한 기초자
치단체에 대하여 재정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다. 운영비
보조를 위하여 환경관련 각종 부담금을 기초자치단체의 수입으로 전환하는 방안
을 검토하고,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와 소극적인 지자체를
구분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환경기초시설을 집단화하여 설치·운영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다. 이는 하
수·공단폐수·축산·분뇨·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가능한 통합 설치하는 방법
으로 님비(NIMBY)로 인한 주민반대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설치·운영상의 효
율도 기할 수 있다. 동시에,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및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즉,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지원과 주민복지 및 편의시설 설치지
원을 연계시킴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촉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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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환경기초시설의 원활한 설치와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주체인 주민의 참
여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주민참여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의 계획과 결정과정에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키고, 입지 및 처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기초로
지역주민들에게 환경적·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알림으로서 제고될 수 있
다. 지역주민의 참여방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입안에서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주민이 자치적·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 바람직하다(Lee 1999,
186). 이를 위해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이용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정책집행의

목적 및 의의를 명확하게 납득하게 하고, 민주적 행정과 주민참여를 보장하며,
GIS 구축과 같은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에 기초하여 상호간의 불신풍조 해소
에 노력해야 한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결정 후 관리과정에서 운영 및 추진기구에
주민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 환경기초시설의 협력적·보완적 이용 강화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둘러싼 갈등은 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넘어서 공간적으
로 누출되는 부(負)의 외부효과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 해소의 기본은 지방자
치단체의 자기책임의 원칙의 강화에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해를 조정
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문제해결의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 즉, 환경기초시설의 설
치·운영에 있어서 배출지역이 처리지역에 대하여 처리비 외에 환경적인 피해
정도도 같이 보상하는 지역보상제도(community fee)의 확립이 필요하다(정회성,
강철구 1997, 130). 그리고 배출권 거래제도를 하수처리 및 폐기물처리에 도입하
는 방안도 도입될 수 있다. 폐기물 배출권 거래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
배출권을 부여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 발생량을 억제하여 폐기물 배출을 설
정된 배출량보다 적게 한다든가, 발생한 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한 경우에 당
해 폐기물 배출권을 양도·매매·교환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
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감량화의 유인이 강화되고, 지역 간 및 지방자치
단체 간의 환경오염물질의 교환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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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와 확충이 보다 용이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지역자율환경 관리체계
의 구축과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용이성과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
기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높다(이용우, 배용수
2000, 120-121). 이는 동일지역에 하수, 분뇨, 공단폐수,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가
능한 한 통합설치하여 연계처리를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님비에 의한 주민반
대에 대처하고 설치·운영상 능률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입지를 각각 별도의 장소에 설정한다면 매번 주민반대가 예상되
나, 통합설치를 하면 한 번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기초시설을 하나만
설치할 경우에도 부지를 크게 잡아 다른 환경기초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방법은 특히,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환경기초시설의 입지를 적절히 고
려하여 시설관리의 효율화와 주민 피해를 극소화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회성, 이송호 1995, 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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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 H A P T E R
실천력 제고방안

이상에서 국토개발의 현황과 문제점을 토지이용, 교통, 자원보전과 이용 등에
있어서 자원의 비효율적 이용, 자연생태계의 훼손, 환경오염의 발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을 위한 원칙과 과제, 그리고
전략과 시행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다양한 전략과 시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하
여 환경선진국의 환경친화적 국토발전 전략사례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우리나
라에서의 적용가능성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을 위한 과제로 토지이용의 효율화 및 체
계화, 에너지절약형 교통체계 구축, 자연환경의 보존과 생태계 연결, 자원의 절약
적 이용과 효율적 관리,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및 친환경적 처리를 설정하였다.
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은 개발가능지역의 계획적 관리체계 구축, 자원절약
형 공간구조 형성, 도시적 토지이용의 생태효율성 제고, 철도위주의 간선교통체
계 구축, 대중교통의 편의성 증진, 교통수요관리의 강화, 국토보전지대의 설정 및
통합적 관리, 수자원의 수요관리강화와 친환경적 이용,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활용하는 여가·관광개발 활성화, 지역 환경오염예방 및 처리체계의 구축 등 모
두 10개가 제시되었다(그림 7-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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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1>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을 위한 과제와 전략
·전 국토의 계획적 관리의 어려움과 준농림지역 난개발

현황과
문제점

원 칙

·도시개발의 외연적 확산과 비효율적인 도시권 공간구조
·친환경적 토지이용의 감소로 인한 생활환경의 악화
·대기오염 심화 및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의 증가
·도로위주의 교통정책과 대중교통체계의 구축 미흡
·자연생태계 보전과 이용간의 갈등심화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 미흡
·자원공급의 한계 및 비효율적 이용
·여가공간의 부족과 인위적 관광개발에 따른 환경훼손
·환경오염의 심화 및 처리시설 미흡

·공존성

·미래성

·경제성

·광역성

·수용성

·예방성

·형평성

·참여성

·토지이용의 효율화 및 체계화
·에너지절약형 교통체계 구축
과 제

·자연환경의 보전과 생태계 연결
·자원의 절약적 이용과 효율적 관리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및 친환경적 처리

전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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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가능지역의 계획적 관리체계 구축
·자원절약형 공간구조 형성
·도시적 토지이용의 생태효율성 제고
·철도위주의 간선교통체계 구축
·대중교통의 편의성 증진
·교통수요관리 강화
·국토보전지대의 설정 및 통합관리
·수자원의 수요관리 강화와 친환경적 이용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활용하는 여가 및 관광개발 활성화
·지역 환경오염예방 및 처리체계 구축

본 연구에서 제시한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을 위한 과제, 전략, 시행방안의 당위
성이나 필요성, 그리고 충분성이나 대표성 등에 관한 이론적인 논의는 반드시 필
요하다. 그러나 국토정책의 실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실천이며, 이는 제6장에
서 제시한 10대 전략 및 전략별 시행방안의 실천력을 제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따라서, 제7장에서는 결론을 대신하여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전략 및 시행방안
의 실천력 제고방안을 제도정비 방안, 중점추진과제 선정, 추진기반 강화로 나누
어 제시하고자 한다.

1. 제도정비 방안
2001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한 국토기본법 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는 지속가능한 발전, 또는 환경친화적 발전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앞
으로의 과제는 유관 법이나 정부지침, 그리고 공간계획에서 이를 반영하거나 구
체화하고, 기초자료의 축적을 위하여 각종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제도정비방안은 제6장에서 제시한 10대 전략 및 전략별 시행방안을 추진함에
있어서 개선이나 도입이 요구되는 법·계획·지침·조사 등을 중앙정부·지방
정부·민간 등의 추진주체별로 구분하여 제시되었다(표 7-1 참조). 본 절에서는
제도의 종류를 법·계획·지침·조사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제6장에서 제시한
모든 전략 및 시행방안의 실천을 위한 전체적인 제도정비방안을 포함하지는 못
하였다77). 또한 법·계획·지침·조사의 구체적인 정비내용에 대해서도 다루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제도정비방안의 하나 하나가 개별적인 연구를 통해야만 구
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 제시한 제도정비방안은
향후 정책과제이자 연구주제로서의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77) 예를 들면, 분산적 집중형 공간구조 형성을 위한 거점도시 선정, 녹지축 설정, 광역직행버스, 광행급
행열차 등 광역교통수단의 확충 등과 관련한 제도정비 내용은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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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의 종류 및 도입여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용도지역 개편, 시(군)계획 수립, 제
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을 위한 시행방안과 관련한 제도
정비가 가시화되고 있다. 다만 개발우선순위가 높은 개발예정용지에 개발을 유
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용적률 제도와 토지이용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발권양
도제가 상기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추후 반영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동
시에 각종 토지세제 및 토지보상제도가 토지이용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지자체 간 합의의 의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활성화될 수 있도
록 사업비 국고지원 확대, 사업 우선시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개정이 요구된
다. 또한, 철도에 대한 예산배정 증가와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합리화를
위하여 교통세배분 및 국고지원 관련법의 개정도 필요하다. 자원의 보전과 이용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산림생태계관리협의회 구성, 유역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이 법에 명시되어야 하며, 산지관리제도, 생태계보전협력금 운영, 환경기초시
설 설치시 주민참여와 지역보상제도 관련법들의 개정도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은 법보다는 계획, 지침, 조사 등을 통해 구체화된
다.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을 위해 도입이 필요한 계획은 재건축·재개발 추진계
획, 도시녹지계획, 대기환경보전계획, 수변구역 통합관리계획, 용수절감계획, 댐
연계 운용계획, 하천환경정비계획 등이다. 또한, 개발예정용지의 단계적 개발, 토
지재활용, 녹지총량제, 버스 우선신호제, 농촌민박시설 및 서비스등급제, 자전거
관련 보험상품, 하천 수질정보시스템, 환경기초시설 통합관리체계 등과 관련한
지침이 새로 마련되어야 한다.

□ 추진주체
제도의 종류 중 법과 지침은 성격상 대부분 중앙부처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
부처별로 보면, 토지이용 및 교통 관련법의 정비는 건설교통부, 대중교통요금 지출
에 대한 소득공제는 재정경제부에서, 원격근무제 및 탄력근무시간제 도입, 문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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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법 제정 등은 행정자치부에서, 생태계보전협력금, 생태계관리협의회, 산지관리제
도, 총량규제,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관련 지역주민참여제도와 지역보상제도
등은 환경부에서 각각 그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반면에, 버스전용차로제 단속,
버스 우선신호제, 환승주차장 요금체계, 대중교통환승요금 할인제도, 주차장 설치,
주차요금 누진제 등 교통정책 관련사항과 개발예정용지의 단계적 개발프로그램 등
은 지방정부에 의해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지침들은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을 충분하게 반영하여 수립함으로써 실천력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친화적 국토발전 관련계획은 댐연계 운영계획 등 일부 중앙차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침과 마찬가지로 지방정부의 주도로 지역실정을 반
영하여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에, 토지적성평가, 국토환경조사 등은 중
앙정부에 의해 동일한 항목과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한편, 토지적성평가의 시행과 이에 따른 용도지역 개편, 국토환경조사와 국토
환경종합정보망 구축, 유역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은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기초
자료를 공유하며 상호 협력하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지세제 및 토지
보상제도 개선, 개발권양도제 도입, 교통세 배분원칙과 도시철도 국고지원 기준,
대중교통요금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등도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
처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 추진시기
제도정비 중 개발권양도제, 원격근무제 및 탄력근무시간제 등은 사회여건을
고려하면서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하므로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 외의 법제정 및 개정, 계획 및 지침수립, 조사 등은 단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
다. 다만, 이 모든 제도정비를 한꺼번에 추진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중요도와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추진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전략이나 시행방안 등
은 다음 절에서 중점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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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1>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전략의 추진을 위한 제도정비 방안
시행방안

제도정비내용

제도 도입 추진
종류 여부1 ) 주체2 )

전략 1 : 개발가능지역의 계획적 관리체계 구축
·토지적성평가의 시행
·개발가능지역 설
정과 용도지역 개 ·용도지역개편(관리지역 구분)
편
·관리지역 관리지침(용적률, 건폐율)
·시(군)계획(기본계획-관리계획)
·제2종 지구단위계획
·개발예정지역의
계획적 개발제도 ·개발예정용지의 단계적 개발프로그램
정립
·인센티브 용적률
·적정기반시설 확보제도
·공익과 사익의 조 ·토지세제 개선
화를 통한 토지이 ·토지보상제도 개선
용의 공공성 강화 ·개발권양도제 도입

조사

예정

중앙

법

예정

중앙

지침

예정

중앙

계획

예정

지방

계획

예정

지방

지침

필요

지방

법

필요

중앙

법

필요

중앙

법

개선

중앙

법

개선

중앙

법

필요

중앙

전략 2 : 자원절약형 공간구조 형성
·도시내부 토지이 ·재건축·재개발 추진계획
용의 효율화 및
토지재활용 강화 ·토지재활용 지침

계획

필요 지+민

지침

필요

중앙

·분산적 집중형 도
·지방정부 주도적인 광역도시계획 수
시권 공간구조 형
계획
립
성

개선

지방

전략 3 : 도시적 토지이용의 생태효율성 제고
·도시생태계의
충과 연결

확 ·도시녹지계획 수립

계획

필요

지방

·녹지총량제 도입

지침

필요

중앙

계획

필요

지방

·도시미기후를 고
·대기환경보전계획 수립
려하는 토지이용

주 : 1) 도입여부: 개선(기존제도 개선), 예정(제도도입 예정), 필요(제도도입 필요)
2) 주체: 중앙(중앙정부), 지방(지방정부), 중+지(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민간·NGO·시
민, 지+민(지방정부와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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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방안

제도
내용

도입 추진
여부 주체

·교통세 배분원칙 개선

법

개선 중앙

·도시철도 건설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
개선

법

개선 중앙

지침

개선 지방

지침

필요 지방

지침

개선 지방

지침

개선 지방

법

필요 중앙

법

필요 중앙

·문서감축법 제정

법

예정 중앙

·혼잡통행료 징수 확대 검토

법

개선 지방

·주차장 설치 규제

지침

개선 지방

·주차요금 누진제 도입

지침

개선 지방

제도정비내용
전략 4 : 철도위주의 간선교통체계 구축

·전국
구축

간선철도망

·도시철도망 확충

전략 5 : 대중교통의 편의성 증진
·버스 전용차선제 단속 강화
·광역대중교통수단
확충
·버스 우선신호제 도입
·환승주차장 요금체계 정비
·대중교통환승체계 ·대중교통환승요금 할인제도 개선
구축
·대중교통요금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전 략 6: 교 통 수 요 관 리 강 화
원인 ·원격근무제 및 탄력근무시간제 도입

·교통수요의
차단

·승용차의
행 제한

도심통

전략 7 : 국토보전지대의 설정 및 통합적 관리

·국토자연환경
리체계 구축

관

·산림생태관리협의회

법

필요 중앙

·산지관리제도 정비

법

개선 중앙

·경관보전계획 수립

계획

개선 지방

·수변구역 통합관리계획 수립

계획

필요 지방

·갯벌 및 습지관리계획

계획

개선 지방

조사

개선 중앙

지침

개선 중앙

·국토환경정보체계 ·국토환경조사
구축
·종합환경정보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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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방안

제도정비내용

제도
내용

도입 추진
여부 주체

전략 8 : 수자원의 수요관리 강화와 친수환경의 조성
지침

예정 지방

계획

필요 지방

·댐 연계운영

계획

필요 중앙

·댐 건설의 환경성 강화

지침

개선 중앙

·하천환경정비계획 수립

계획

필요 지방

·용수수요 추정방식의 개선

지침

개선 지방

법

필요 중앙

·절수형 수도요금체계 도입
·효율적·절약적
·용수절감계획의 수립
이용

·친환경적
리

·합리적
확립

이용관

관리체계

·유역통합관리체계 구축

전략 9 :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활용하는 여가 및 관광개발 활성화
·생태관광 및 녹색 ·녹색관광 지원제도
관광 활성화
·생태계보전협력금 운영개선
·주말 여가공간 접
·농촌민박시설 및 서비스등급제 도입
근성 제고

계획

예정 중앙

법

개선 중앙

지침

필요 지방

전 략 10 : 지 역 환 경 오 염 예 방 및 처 리 체 계 구 축

·사전예방적
관리

수질

·하천수질정보시스템 구축

지침

필요 중앙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수립

계획

개선 지방

법

개선 중앙

법

개선 중앙

지침

필요 민간

법

개선 민간

법

개선 지방

지침

필요 지방

·총량규제 확대
·녹색교통 활성화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를 통한 대기오염
·자전거 관련 보험상품 개발
예방
·지역주민참여제도 확대
·환경기초시설의
확충과 협력적· ·지역보상제도 도입
보완적 이용
·환경기초시설 통합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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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추진과제
중점추진과제는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을 위한 시행방안이나 제도정비사항 중
에서 계획 간의 상호 연계를 통해 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높아질 수 있거나,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전자는 토지이용·교통계획 등 공간
계획과 대기질·수질관리계획, 자연생태계보전계획 등 환경계획 간의 조화, 토
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 및 녹지계획 등 부문별 공간계획 간의 조화를 통해 토지
및 에너지 이용을 최소화·효율화하고 환경오염을 저감시키며 자연생태계를 포
함하여 국토의 보전지향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과제에 해당한다. 이러한 과제
는 국토공간구조나 토지이용제도에 관련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효과가 단기
간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토지
적성평가의 시행,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개발·녹지축 설정·근교 주말여가공간
조성 등을 통한 분산적 집중형 도시권 공간구조 형성, 도시철도망 확충, 국토보
전지대 설정, 국토환경조사 시행, 유역별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후자는 넓게 형성된 국민의 공감대 위에서 정부의 제도정비나 정책의지에 따
라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어 단기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제에는 개발예정용지의 단계적 개발제도, 적정기반시설 확보제도, 중
소 및 농촌도시의 내부충진식 개발, 대도시의 녹지·공원창출형 토지재활용, 도
시녹지계획의 수립, 광역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국토환경정보체계 구축, 비점오
염원 관리대책 수립, 녹색교통수단 보급확대, 환경기초시설의 보완적·협력적
이용, 수자원 수요관리 강화 등이 해당된다.
한편, 제도정비 중에서 용도지역 개편, 관리지역 관리지침, 시(군)계획 수립, 제
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광역도시계획 활성화 등과 같이 법정비가 완료되었거나
시행되고 있는 사항은 중점추진과제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사항들은 현재 담
당부처에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입법취지나 정책의지에 따라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있거나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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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중점추진과제로 13개를 설정하였으며, 이들은 내용상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 교통, 자연생태계 보전, 환경오염예방 및 처리, 그리고 수자원 분야
로 구분된다(표 7-2 참조).
□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
토지적성평가는 그 결과가 개발가능지역 및 보전지역의 설정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용도지역 개편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보전지향적이며 계획적인
국토관리의 출발점이다. 개발예정용지의 단계적 개발체계 구축은 계획기간 중에
필요한 토지수요에 상응하는 개발예정용지를 개발가능지역 중에서 지정하여 개
발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발하게 하므로 국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이를 위하여 시(군)계획 수립, 적정기반
시설 확보제도 도입, 토지이용의 공공성 확보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내부충진식 개발과 토지재활용을 통한 도시적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는 토지
이용의 절약과 신규 도시개발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필수적이다. 그러나 중
소도시의 과소개발과 대도시의 과밀개발을 감안한다면 내부충진식 개발은 중소
도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대도시에서의 토지재활용은 공원·녹지
등의 오픈스페이스를 창출하여 도시의 쾌적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원절약적이며 환경오염 저감적인 도시권 공간구조를 창출하
기 위하여 토지이용, 교통, 여가, 녹지계획 등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분산적 집중
형 도시권 공간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도시권 거점도시 일원에 대
중교통중심의 도시개발(Transit Oriented Development)이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동시에 도시권 내 주요 산·하천·해안 등을 녹지축으로 설정하여 보전하
고, 도시 주변지역의 산림·하천·호소 등의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녹색·생태관
광 위주의 근교 주말여가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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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을 위한 중점추진과제
분야별 중점추진과제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

주요 관련내용

의의 및 특징

·개발가능지역과 보전지역 설정
·용도지역 개편
·시(군)계획 수립
2. 개발예정용지의 단계적
·적정기반시설 확보제도
개발체계 구축
·토지이용의 공공성 강화
·녹지창출형 토지재활용 강화
3. 도시적 토지이용 효율화
·중소도시 내부충진식 개발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개발 활성화
4. 분산적 집중형 도시권 공
·녹지축 설정
간구조 형성
·근교 주말여가공간 조성
교통
·광역직행버스·급행열차 확충
5. 광역 대중교통체계 구축 ·도시철도망 및 환승시설 확충
1. 토지적성평가 시행

·보전지향적 국토관리
의 출발점
·국토 난개발 방지
·생활환경 개선
·도시 확산 방지
·토지이용·교통여가
·환경계획 간 조화

·교통·토지이용·환
경계획 간 조화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개발 활성화
·자전거 이용 활성화
·환경·교통계획 간
6. 녹색교통수단 보급 확대
·보행자 전용거리 조성
조화
자연생태계 보전
7. 한반도 통합생태네트워크 ·田자형 네트워크 구축
·공간화된 환경계획
구축
·국토자연환경 관리체계 구축
·환경지도 작성
8. 국토환경조사 시행
·국토환경자료 축적
·환경정보망 구축
·생물서식공간 확충과 연결
·환경·토지이용계획
9. 도시녹지계획 수립
·녹지총량제
간 조화
환경오염 예방 및 처리
10.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수 ·사전예방적 수질관리
·환경·토지이용계획
립
·도시적 토지이용의 생태효율성 제고 간 조화
11. 환경기초시설 협력적· ·환경기초시설 확충
·환경오염의 친환경적
보완적 이용체계 구축 ·개발가능지역의 계획적 관리
처리
수자원
·절수형 요금제도 도입
·공급위주 수자원정책
12. 수자원 수요관리 강화 ·중수도 및 절수형 기기 보급확대
의 전환
·노후 용수공급시설 개선
13. 유역별 통합관리체계 구 ·수자원의 합리적 관리
·수자원계획의 지역화
축
·개발가능지역의 계획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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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효율적인 교통에너지 이용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해 광역직행버스, 광
역급행열차 등의 광역 대중교통수단 및 환승시설의 확충을 통한 광역 대중교통
체계의 구축이 중요하다. 도시철도는 도시 내 뿐만 아니라 도시와 주변지역을 연
결할 수 있도록 노선이 확장되어야 하며, 광역대중교통의 결절점을 중심으로 도
시개발이 집중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교통계획과 토지이용계획 및 환경계획
간 정합성이 확보될 수 있다. 또한, 에너지소비 저감 및 대기질 보전을 위해서
자전거 도로망·주차장·환승주차장 확충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보행자 전용
거리 설치 등 보행환경 개선, 천연가스버스 도입 등 녹색교통수단의 보급확대가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자연생태계 보전
백두대간, 중국·러시아 접경지대, 남북접경지역, 연안역, 주요 하천유역 등을
연결하는 한반도 통합생태네트워크는 단편화된 생태계를 연결하는 자연환경보
전사업이다. 이는 지역적인 맥락에서 모든 생물종과 서식처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화된 환경계획의 성격을 가진다. 이를 위하여 백두대간·산림생태계·
수변공간·갯벌·습지생태계 등 국토자연환경에 대한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한반도 통합생태네트워크의 구축과 국토환경에 대한 자료축적 및 모니터
링을 위해서는 국토환경조사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도시생태계
확충을 위해서 녹지의 양적·질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도시녹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는 환경계획과 토지이용계획 간의 조화를 의미한다.
□ 환경오염 예방 및 처리
환경오염의 사전예방과 근본적인 수질관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등
한시되었던 비점오염원의 관리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은
토지이용특성을 반영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동시에 도시적 토지이용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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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서식공간 확충, 수변공간 조성 등을 통해 비점오염원 발생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사전예방적 관리대책이 철저하게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발생하기 마련인
환경오염을 처리하기 위해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님
비(NIMBY)를 극복하고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기초시설의
협력적·보완적 이용 활성화가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수자원
기존의 공급위주 정책 및 투자에서 탈피하여 물가격의 현실화, 중수도 및 절수
기기의 보급확대, 기존 저수시설의 공급능력 확대 및 누수율 감소 등 수요관리정
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수자원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유역별 통합관리체
계 구축이 중요하다. 수자원의 유역별 관리는 도시개발 및 산업입지 등 유역권별
토지이용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 추진기반 강화
이상에서 제시된 제도정비방안이나 중점추진과제, 그리고 전략 및 시행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하게 추
진기반이 강화되어야 한다.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의 추진기반은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전략 및 지표의 제시, 계획간 정합성 확보, 환경영향평가제도 정비, 시범사업
추진, 주체 다양화 등 전반적인 틀의 정비를 통해 강화될 수 있다. 이러한 기반하
에서 전략과 시행방안, 그리고 중점추진과제가 집행되고 제도정비가 이루어질
때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이 현실화될 것이다.

□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전략 수립 및 지표체계 구축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전략이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강력
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이 수립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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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전략은 개발이나 환경부처에 국한되지 않고 범부처적
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이에는 생태적 수용가능성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영국, 독일 등에서는 범부처적으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였거나 현재 수립 중에 있다.
또한, 현재 국토발전의 환경친화성을 측정하는 동시에 미래 국토발전의 방향
을 제시하는 실천적 지침으로서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의 평가지표 개발 및 객관
적 평가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이미 영국에서는 부문별 전략의 추진성과를 평
가할 주요지표와 세부지표를 마련하였으며, 독일에서도 그 지표를 개발하고 있
다. 환경친화적 국토발전 지표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평가지표와 상호 연계하에
서 유관부처나 연구기관에 의해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측
정할 수 있는 평가기구의 설립 등 객관적 평가체계의 구축도 필요하다.
□ 공간계획과 환경계획 간, 그리고 부문 공간계획 간 연계 강화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공간계획과 환경계획, 그리고 공간계획
의 부문계획 간 연계가 강화되어 상호 정합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자원관리, 자
연생태계 보전, 환경오염 예방 등과 관련하여 환경정책적 차원에서 다양한 전략
이 강구되고 있지만, 환경요소별 부문계획의 성격이 강하여 공간계획에서 활용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공간계획에서 환경가치를 내재화할 수 있는 장치가
빈약하고 부문계획 간 정합성이 미약하여 자원의 비효율적 이용과 자연생태계의
훼손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환경가치를 내부목적화하는 공간계획과 지역
화된 환경계획이라는 쌍방향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동시에 토지이용계획, 교통
계획, 여가·녹지계획, 광역시설계획 등 부문별 공간계획 상호 간에 정합성이 확
보되어야 한다.
환경가치를 내부목적화하는 공간계획은 영국의 지역개발 부문별 정책지침
(Planning Policy Guidance, PPG)이나 지역별 발전전략지침(Regional Planning
Guidance, RPG)에서 제시된 도시개발에 있어서 토지, 교통에너지 등 자원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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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지침, 독일의 지속가능한 취락발전전략, 일본의 환경
정책대강, 도시환경계획 등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환경계획의 지역화는 독
일의 경관관리계획, 일본의 녹의 정책대강 및 녹의 기본계획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공간계획의 부문 간 정합성 유지는 영국에서 PPG와 지방교통계
획(Local Transport Plan)지침을 상호 연계시키고 개발계획과 교통계획의 목표설
정, 전략개발, 계획추진과정에서 교통과 토지이용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중
앙정부로부터 교통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좋은 예이다(김광식
2001, 29-52). 우리의 경우도 영국의 PPG나 RPG와 같이 국토개발 및 계획의 실
제에 있어서 자연생태계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
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각종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실화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 검토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 조성함을
목적으로 1980년대 초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된 이후 사업의 최종승인 이전단계에 실
시되므로, 사업에 대한 입지 및 규모의 변경, 사업의 취소 등과 같은 전반적인
의사결정수단이 아닌 제안된 사업의 실시로 인한 환경영향을 저감하는 정도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략환경평가제도78)의
도입이 바람직하다. 우리의 경우 전략환경평가와 유사하게 계획단계에서 환경평
78)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용 중에 있는 외국에서도 단위 개발사업 시행시 실시되는 환경영향평가제도
의 한계성을 경험하였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략환경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A)를 실시하고 있다. 전략환경평가란 의사결정의 상위단계인 정책(Policy), 계획
(Plan), 프로그램(Program) 단계에서부터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환경적인 영향을 사전에 평가
하는 과정을 말한다. 정책, 계획 등과 같은 상위단계에서 환경평가를 제대로 실시하는 경우, 상위단
계에서의 결정에 따라 시행되는 하위단계인 개별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시 근본적인 논란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제 7 장 실천력 제고방안ccxlv
245

가를 실시하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법제화되어 시행 중에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함으로써 전략환경평가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환경정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검토기능이 강화되어 입지
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과 같은 면밀한 환경성평가를 위한 토대가 구축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전략환경평가 차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행절차의 개선, 적용대상 범위의 확대 등에 대한 법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양질의 검토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평가전문가의 육성, 종합적인 환경정
보망의 구축, 원활한 협의업무지원을 위한 전문검토기관의 육성 등도 필요하다.
□ 시범사업을 통한 지방주도적 실천 및 다양한 주체의 참여
환경친화적 및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이론적·이상적 논의에서 끌어내려 실
질적인 국토정책 및 계획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의 다양한 시범사
업을 기획하여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시범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고리로서 중앙정부는 많지
않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지방정부의 창의력과 잠재력을 유발하는 장점이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범사업 중에서 환경친화적 국토발전과 관련이 있는 것
은 환경관리시범지자체 지원사업(환경부), 지역에너지 지원사업(산업자원부), 소
하천정비 시범사업(행정자치부), 자전거도로 정비시범사업(행정자치부) 정도가
있다. 시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대상사업의 다양화가 전제되어야 한
다. 환경친화적 국토발전과 관련해서는 도심부재개발이나 주택개량재개발, 토지
재활용, 혼합적 토지이용, 수변공간 조성, 보행자공간 조성, 대중교통 위주의 도
시교통체계 구축 및 도시개발(TOD), 도시 내 생물서식공간 확충과 연결, 공원녹
지 확충, 바람통로 조성, 중수도 및 절수형 기기 보급, 환경기초시설의 광역적 설
치 및 이용 등에 대한 시범사업제도의 도입이 검토될 수 있다. 시범사업의 효율
적 추진을 위해서는 재정지원을 포함하여 사업절차 간소화 등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시범사업의 선정절차가 객관적이고 투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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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2000f, 159-160).
또한, 시범사업을 비롯하여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전략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인접 지방정부, 지역 내
비정부기구(NGO), 민간기업, 그리고 시민과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지속가
능한 추진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물론 개별시민의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은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므로, 이를
제고하는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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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Strategies for Environment - Friendly N ational Territorial
D evelopment

Yong-Woo Lee, Yang-Soo Yun, Yang-Ho Park, Jong-Ik Lee,
Yeon-Kyu Kim, Byung-Seol Byun

As the harmony of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becomes the hot
issue with the formulation of the 4th Comprehensive National Territorial
Plan, the discussion about the concept of environment-friendly
development planning is being made actively and the development of
practical strategies to implement environmental-friendly development is
urgently needed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practical
strategies for the environment-friendly national territorial development.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environment-friendly development is
differentiated from the concept of the su stainable development and was
confined to the development of spatial strategies of the environmental
aspects. In this stu dy, firstly, the concept of environment-friendly
national territorial development was clarified, and then the present
conditions and problems of national territorial development from the
environment-friendly point of view were identified .
The problems in terms of environment-friendly national territorial
development can be summarized as follow s; 1) difficulty of the
SUMMARY ccl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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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atic management of the entire national territory and disorderly
development of quasi-agricultural land, 2) continuous extension and
dispersion of the urban development and inefficient urban spatial
structure 3) deterioration of the living environment caused by decrease
of the environment-friendly land use, 4) increased air pollution and
energy consumption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5) road-oriented
transportation policy and insufficient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6)
increase in natural ecosystem damage and conflict between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7) lack of the national environmental information
system, 8) limited supply of resources and inefficient use, and 9)
increased

envir onmental

pollution and insufficient environmental

facilities. The following five topics were selected as the major tasks for
the environment-friendly national territorial development to solve these
problems. They are 1) efficient and systematic use of land, 2)
establishment of energy-saving and minimum pollution-producing
transportation system 3)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natural
environment and eco-system. 4) efficient use and environment-friendly
management of the natural resources, 5) prevention and abate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in accordance with these present
conditions, problems, tasks and principles, the following 10 strategies
and

implementation

measures

were

suggested

for

the

environment-friendly land use, transportation and resources use.
1. establishment of systematic national land management system
through selection of potential development area, reorganization of zoning
system, and planned development of future development area
2. formation of resource-saving spatial structure through efficient use
of inner urban land, strengthened land reuse, and decentralized
concentration urban spatial structure.
3. expansion and connection of urban ecosystem through preservation
of urban biosphere, arrangement of natural stream and cre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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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ater-front area, and utilization of urban micro-climate.
4. establishment of railw ay-oriented major transportation network so
t hat the function of railway can be stren gthened in urban tr an sp ortation

as well as in inter-regional tr an sp ortat ion.
5. increase in

convenience

of public transportation

through

improvement of park and ride facilities betw een public transportation
means and providing incentives to the public transportation users.
6. strengthening 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 through w orking
at home, time-different attendance system, and collection of congestion
fee.
7. establishment and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national

conservation area thorough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the
environmentally

sensitive

and

important

areas

such

as

Baekdoodaegan (major mountain range in Korea), forest eco-system,
w ater-front area, mu d flat and marsh ecosystem, systematic survey of
the national environment resources and mapping, and establishment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network
8.

strengthening

water

resources

demand

management

and

environment-friendly use of water resources.
9. promotion of the eco and green tourism to take advantage of natural
resources and cultural resources
10. strengthening preventive management of water and air qu ality
through employing total emission control system, management of
non-point pollution sources, and expansion of the green transportation,
and cooperative u se of environmental facilitie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pollution prevention system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 and strengthening of the implementation
measures are required to make the strategies and programs suggested
above to be more practical. Implementation

measures include

formulation of spatial plan which internalize environmental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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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ion of environmental management plan and spatial plan . For the
harmony

between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the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ystem should be employed. Also detailed
guidelines which spell out the enforcement procedures such as kinds
of projects to be applied and scope of the assessment should be prepared
to develop preliminary environmental impact analysis into the level of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In addition to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e objective evaluation system with environment-friendly
development index which play as the practical guidance to lead the
futur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national territory and to measure
environment-friendly nature of the national territorial development.
Finally, to implement the strategies, various pilot projects has to be
initiated by the local government and also, mutual cooperation system
is necessary betwee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private sector and
citizens along with that role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s
stress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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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외국사례 :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전략

<부록 1- 1> 영국의 국토이용계획체계 : 도·농 통합적 2단계 계획체계
영국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전국계획지침(National Planning Policy Guidances),
지역지침(Regional Planning Guidances), 계획(Development Plans), 기타 지침
(Other Guidances)의 네 가지
도시및농촌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90)에 의거, 전 행정구
역(53개 카운티와 369개 디스트릭트)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공간계획은 구조
계획(structure plan)과 지방계획(local plan)의 2단계 구조이며, 대도시권은 통
합개발계획(unitary development plan:UDP) 수립
구조계획은 광역자치단체라 할 수 있는 카운티(county)가 전 행정구역을 대상
으로 중앙과 지역의 정책지침을 고려하여 수립하는 기본계획으로서 지방계획
의 기본틀을 제공하며 계획기간은 15년
- 개략적인 토지이용 방향, 자연보전정책, 물리적 환경 및 교통관리 개선방안
등을 서술형으로 기술
지방계획은 기초자치단체인 디스트릭트(district)가 수립하며, 구조계획이 제
시한 정책과 제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발 및 토지이용정책의 실천계
획으로서 계획기간은 10년
- 구체적인 개발 및 토지이용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토지이용 및 개발에 관한
지방정부의 정책이 기술되고 지도에 표시
- 공공 또는 민간에 의한 개발사업 추진이 필요한 지역은 사업지구(action
부록 외국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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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로 지정
1986년 런던 및 기타 대도시권의 광역자치단체 폐지로 도입한 통합개발계획
(UDP)은 런던 버로우(borough)와 대도시권의 디스트릭트가 수립하는 계획으
로, 구조계획과 지방계획을 통합한 계획
2단계의 계획에는 개발지침은 있으나, 구체적인 규제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인 개발규제는 지방계획당국의 심사에 의한 개발허가를 통해 수행
- 개발규제는 일반개발명령(General Development Order)과 용도등급제(Use
Class Order)를 통해 이루어지며, 전자는 계획허가의 조간을 후자는 용도변
경에 관해 원칙을 규정
토지이용은 지방정부 주도로 이루어지지만, 중앙정부(DETR)도 전국계획지침
(Planning policy guidance notes : PPG)과 지역계획지침(Regional planning
guidance : RPG) 등 토지이용을 통제할 다양한 수단을 보유
출처 : 건설교통부. 2000.「국토이용 계획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pp146-150.

<부록 1- 2> 독일의 국토이용계획체계 : F- Plan과 B- Plan의 2단계 계획
체계
건설법전(Baugesetzbuch 1987)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인 13,000여 시군구
(Gemeinde)는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건설기본계획(Bauleitplan)을 수립,
계획후 개발체제 를 구축
- 건설기본계획은 토지이용계획(F플랜)과 지구상세계획(B플랜)의 2단계 구조
로 구성되며, 각 지자체는 필요시 비법정계획인 도시발전계획, 도시일부개발
계획을 내부계획으로 수립
토지이용계획은 지자체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장래 발전전망에 따라 용
도지역제를 내용으로 필요한 토지이용의 기본적 틀을 제시
지구상세계획은 가구단위로 토지이용을 상세히 규정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집
행하는 계획으로서 계획기간은 5년 단위이나 지구의 크기(5～20㏊) 및 계획내
용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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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건축적 이용구분, 도로·주차장 등 교통시설 및 기타 공공시설, 건축
허용한도(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양식 등을 포함
건축허가를 위해 독일은 건설기본계획과 관계없이 전 국토를 개발허가구역
(내부지역)과 개발억제구역(외부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
출처 : 건설교통부. 2000.「국토이용 계획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pp164-167.

<부록 1- 3> 미국의 국토이용계획체계 : 용도지역제 중심의 1단계 계획체계
미국은 국가수준의 통일적인 도시계획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전 국토를 대상
으로 하는 종합개발 및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도 없음
- 각 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의 수립과 용도지역제(Zoning)를 시행하고 있으나,
농촌지역은 일반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 지역 전체를 대
상으로 하는 토지이용계획제도가 없음
미국의 토지이용계획체계는 비구속적 토지이용계획이라 할 수 있는 마스터플
랜(Master Plan)과 구속적 토지이용계획이라 할 수 있는 용도지역제의 2층제
시스템을 채택
- 도시기본계획제도(Master Plan, Comprehensive Plan 또는 City Plan)는 20년
정도의 계획기간을 갖는 장기계획으로서 도시개발에 대한 주요정책을 기술
하며 법적 구속력은 없음
구속적 토지이용계획인 용도지역제는 자치단체가 주로부터 수권 받아 독자적
으로 조례를 제정하며, 용도지역제의 채택 여부는 자치단체가 판단하나 모든
도시가 이를 채택
용도지역제는 미국 토지이용계획의 중심으로서 매우 엄격하게 운용하며, 도
시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용도지역 구분, 지역별 허용가능한 건물의 위
치, 규모, 형태, 용도 등을 규정
- 뉴욕시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대구분하나, 주거지역 31종류, 상업지역
41종류, 공업지역 12종류 등 총 84종류의 용도지역으로 세분화
그밖에 토지구획규제(subdivision), 公圖制(official map), 건축조례(building
부록 외국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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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등이 토지이용규제시스템으로서 기능
경직적인 용도지역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탄력적 용도지역제(flexible
zoning), 계획단위개발(planning unit development), 인센티브 용도지역제
(incentive zoning), 개발권이양(TDR) 등 다양한 특별용도 지역제도를 도입
출처 : 건설교통부. 2000.「국토이용 계획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pp155-158.

<부록 1- 4> 일본의 국토이용계획체계 : 용도지역 중심의 1단계 계획체계
일본의 국토이용관리체계는 우리나라와 유사하나, 광역자치단체인 都道府縣
이 토지이용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별 법에 기초한 토지이용을 조정하는 장
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
-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한 토지이용기본계획을 상위계획으로 토지이용규제의
기본을 삼고, 도시계획법, 농진법, 자연환경보전법 등의 개별법을 통해 구체
적으로 토지이용을 규제
- 토지이용기본계획을 강화하기 위해 시정촌은 토지이용조정기본계획 수립은
물론, 지역주민 중심의 토지이용조정에 관한 협의회를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토지이용조정시스템을 추진
법적 지위를 갖는 상위계획으로서 마스터플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용
도지역제를 중심으로 토지이용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유사
- 교외지역의 토지이용을 정하는 구역구분제도인 시가화구역과 시가화조정구
역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
출처 : 건설교통부. 2000.「국토이용 계획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pp175-177.

<부록 1- 5> 미국의 도시개발에 있어서 공공시설 충분성 조건
공공시설 충분성 조건(adequate public facilities requirements)은 지방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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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허가를 검토하는 시점에서 개발예정지 주변지역이 당해 개발사업이 완료
된 후에도 현재의 공공서비스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공공시설 용량
여유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개발을 허가하지 않는 제도
- 간접적으로 개발의 입지 및 개발허가 시점을 규제하는 수단이 됨
플로리다주의 브로와드 카운티의 경우 개발의 허가여부를 개발예정 주변지역
의 간선도로망, 집산도로, 우수관로 및 우수처리시설, 상수도시설, 하수처리시
설,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공원, 학교부지 및 건물, 치안 및 소방서비스 등
10가지의 공공시설에 대한 충분성 정도를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법률로 규정
플로리다주의 경우 1985년 입법화된 지방정부 종합계획 및 토지개발규제법
(Local Government Comprehensive Planning and Land Development
Regulation Act)을 통하여 모든 지방정부로 하여금 다양한 공공시설에 대하
여 충분성에 관한 자체적 기준을 설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모든 지방정부에
의해 채택되고 있음
캘리포니아주의 리버모어시는 시민주도하에 개발허가유예제도(moratorium)
를 확립함으로써 기반시설의 충분성 요건을 제도화한 특수한 예
- 성장이 너무 급속하게 일어나 학교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의 용량 부족현상이
초래되자 주민들의 자발적 발의로 모든 개발허가를 학교의 2부제 수업이 해
제되고 하수처리수준이 법적기준을 충족시키게 되는 시점까지 완전 유보시
키는 법안을 마련
- 이 제도는 후에 연간 개발허용치를 설정하는 일종의 총량규제제도로 대체됨
출처 : 최상철. 2000.「도시성장관리정책의 국제비교연구」. pp9-10.

<부록 1- 6>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의 농지보전프로그램
미국의 수도 워싱톤D.C.의 바로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메릴랜드주 소속 몽고
메리 카운티(Montgomery County)는 1970년대 동안 광범위하고 급격한 개발
압력을 경험
- 1950년 이후 1979년까지 21만 3,000에이커의 농지 가운데 8만 에이커 이상이
부록 외국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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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농업용지로 전환
카운티정부는 더 이상의 손실을 막기 위해 1980년 농지와 오픈스페이스를 보
전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개발권양도제(TDR)를 채택
몽고메리 카운티는 약 8만 9,000 에이커의 우량농지를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25에이커당(약 3만평) 1단위의 주거지만 허용하되, 1단위의 주거지는 1,124평
을 넘지 못하도록 건축행위를 대폭 제한
- TDR을 적용하기 이전에는 5에이커당 1단위의 주거지가 허용되었으므로 보
전지역의 토지소유주들에게는 5에이커당 1개의 TDR을 교부
- 실제로 이들은 자신들의 TDR을 수용지역에 판매하여 얻은 돈으로 인근의 우
량농지를 대량 매입하여 영농규모를 확장하였으므로 농지보전 효과가 컸음
출처 : 서순탁. 2001. 지속가능한 국토이용 및 관리를 위한 개발권양도제 도입방안 .「새
국토연구협의회 창립 1주년 종합대토론회

우리 국토, 젊고 건강하게 」. p50.

<부록 1- 7> 뉴저지주 파인랜드의 환경 및 농지보전 프로그램
뉴저지주 파인랜드(Pinelands, New Jersey) 지역은 습지와 비옥한 농토가 많
고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가 분포되어 있어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미연방정부는 1978년 이 지역을 보전지역으로 지정
그러나 인근 대도시(Atlantic City 등)의 개발압력으로 이 지역의 보전이 어렵
게 되자, 뉴저지주 정부는 파인랜드 위원회를 구성하여 파인랜드 종합관리계
획을 수립함
- 이 계획은 전지역을 7개로 구분하여 성장유도지역(Regional Growth Area)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개발을 규제하여 가능한 한 개발은 성장유도지역
에서 이루어지도록 함
- 그러나 광대한 지역의 보전계획인 만큼 사유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개발억
제에 따른 주민의 반발이 대두
그러자 규제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고 개발을 성장유도지역으로 유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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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TDR제도를 채택
- 개발권은 보전지역과 농업지역에만 교부하되, 환경성과 개발가능성을 고려
하여 결정
- 이때 개발권 시장 확보를 위해 산림지역엔 개발권을 배정하지 않음
- 예컨대 보전지역 토지소유자들에게는 39에이커당 1점(credit), 경작이 가능한
임야는 39에이커당 1점, 미개발습지는 0.2점을 교부
- 이때 1점은 수용지역에서 4단위 주택을 지을 권리에 해당
출처 : 서순탁. 2001. 지속가능한 국토이용 및 관리를 위한 개발권양도제 도입방안 .「새
국토연구협의회 창립 1주년 종합대토론회

우리 국토, 젊고 건강하게 」.

pp50-51.

<부록 2- 1>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Compact Citie s Polic ie s
□ 개요
암스테르담(Amsterdam)에서는 외곽지역이 성장하여 도시중심부의 인구를
흡수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1978년부터 Compact Cities
Policies를 추진
결과적으로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시내부를 개발하거나 재개발하게 됨
- 그 대표적 사업으로, 19세기에 매우 활발한 부두였고, 서부에 다른 부두가가
생기면서 쇠퇴한 '동부 부두(dockland)지역의 재개발'이 정책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됨
특징
암스테르담의 동부 부두의 재개발의 주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Java섬(eiland)
은 새로운 '집중적인 urban village'의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암스테르담의 중심부(centrum)와 매우 근접함
이 곳에서는 새로운 네덜란드의 개발에서 매우 전형적인, 건물과 건축 디자인
의 다양성을 강조
부록 외국사례
cclxix
269

출처 : 이정형. 2001.「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의 개념 및 시책 : 외국사례를 중심으
로」. p66.

<부록 2- 2> 네덜란드 라이덴의 Infill Proje ct
개요
창조적인 Infill Project는 집중화된 도시 형태(compact urban form)를 추구하
는 유럽의 도시들에서 많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음
- 라이덴(Leiden)시에서는 도시 내에 마지막 남은 토지(parcels)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이 토지는 면적이 130,000㎡(13 ha)인 철도부지(rail yard)였고, 시에
서는 이곳에 300-400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지를 건설하려고 함
특징
시에서는 infill project의 설계에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고 느끼게 되어 이러한 접근방식을 택했고, 주민들과 협력하여 부지의 생태에
대해서도 연구를 위임받게 됨
생태연구를 통해서 야생동물이 사는 곳과 이동하는 통로는 개발하지 않게 됨
목적
네덜란드의 정부는 라이덴시와 같은 infill을 Stad en Milieu 라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러한 접근방식을 더욱 발전시킴
라이덴은 이 프로젝트에서 결과적으로 거주자들에게 더 많은 어메니티를 제
공하거나, 소음이 적은 건물자재를 사용하게 하는 대신, Stad en Milieu에 의
하여 법에 규정된 소음이나 다른 기준들을 약간 초과해도 되는 유연성을 가짐
- 라이덴과 다른 많은 도시들은 높은 도시의 삶의 질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부
지들을 재개발하고 재사용하는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임
출처 : 이정형. 2001.「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의 개념 및 시책: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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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3> 스위스 취리히의 Ze ntrum Noo rd S ite
개요
집중적 개발전략으로서 또 다른 하나는 취리히(Zürich)의 주(Canton)에서 행
하는 토지의 재사용이다. Zürich의 공업지역이었던 부지들은 재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재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취리히에 있는 Canton의 계획은 구체적으로 장래 재개발이 될 지역으로 11
개 지역을 명시하고 있는데, 한가지의 중요한 사례가 'Zentrum Noord' 부지
특징
시에서는 설계공모전을 열었고, 당선된 계획안은 기존 도시의 맥락 유지
프로젝트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움
또한 설계안에서는 5만㎡의 공개공지를 포함하고, 프로젝트는 주요철도 역과
근접한 곳에 건설되고, 철도역과 가까운 곳에 가장 고밀도의 주거지가 설계됨
새로운 도시의 버스 노선은 주거지를 관통하고, 버스노선을 따라 보행로와 자
전거 도로가 만들어짐
출처 : 이정형. 2001.「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의 개념 및 시책: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p66.

<부록 2- 4> 독일 베를린의 Infill Proje ct
개요
많은 도시들에서, 기존의 개발된 지역에 infill development와

집중화

(intensification), 그리고 도시의 핵심부에 있는 버려지고 황폐해진 토지를 효
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토지이용계획의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베를린(Berlin)의 토지이용계획은 2010년까지 일어나는 개발의 90%는 도시
지역내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고, 'Infill'이라는 전략아래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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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다음의 표를 보면 미래의 성장이 일어나도록 계획되어 있는 장소를 알 수 있
고, 현재의 옥상을 아파트로 개조하는 것도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규모
의 핵가족을 위한 부지를 나누어 개발하는 것도 포함
<표> 베를린의 2001년 토지이용계획
베를린에서의 새로운 개발을 위한 지역
(Areas Planned for New Development in Berlin)

23%

도시내 오래된 공업지역 (industrial site)

24%

도시동부의 공지(vacant site); 2차 세계대전으로 파괴된 지역의 왼쪽

25%

동부의 대규모 가족 부지의 한 부분

7%

대규모 주거지

11%

옥상개조

10%

현재 미개발인 녹지지역의 새로운 개발

출처 : 이정형. 2001.「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의 개념 및 시책: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p67.

<부록 2- 5> 미국 로스엔젤레스의 Brownfie ld Prog ram
개요
Brownfield 란 도시내에 버려지고, 사용되지 않고 있는 과거의 산업·공업부
지였던 토지로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 재개발이 어려운 부지를 말함
- 로스엔젤레스(Los Angeles)에서는 이러한 장소를 효율적으로 재개발하기 위
하여 Brownfield Program을 시행하고 있는데, Brownfield Team을 구성하여
토지의 복잡한 소유관계를 해결하는 등 재개발을 촉진시키는 의무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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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몇 가지를 예로 들면, Former Crown Coach 부지는 20에이커의 오염된 부지
로서 과거에 11개의 건물에서 음식물 처리를 하던 곳
-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 부지를 구입하여 교도소를 건설하려 하였지만, 주민
들의 반대로 무산됨
- 그 후에 주에서 Brownfield Program의 비용으로 약 40,000톤의 오염된 흙과
중금속, 살충제, 방사능 물질 등을 제거하였고, 이 지역은 한 제조업체에 의
해서 구입되었고, 다시 공장부지로 사용됨
Wilmington Industrial Park 부지는 232에이커의 부지로서 과거 기름을 추출
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서 물리적·경제적으로 고사한 지역이라는 평가를 받음
- 이곳에는 매우 환경이 좋지 않은 주거지와 석유추출장비(oil-extraction
equipment), 기름저장탱크, 자동차 폐차장, 지저분한 거리와 골목길들이 있
음
- 시에서는 연방정부로부터 기금을 얻어, 석유가 있는 장소(oil well)를 지도상
에 정확하게 명시하고 이를 컴퓨터상의 데이터베이스로 보관하였으며, 개발
업자들의 흥미를 끌게 하기 위하여, 이 지역에 경제적으로 적합한 산업용도
가 무엇인지 새로운(innovative) 방법으로 조사
출처 : 이정형. 2001.「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의 개념 및 시책 : 외국사례를 중심으
로」. 안양 : 국토연구원. pp70-71.

<부록 2- 6> 영국 래스터의 Rive rs ide Pa rk Prog ram
유럽의 많은 도시들에서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수복하는 정책을 시행
래스터(Leicester)에서는 도시를 따라 흐르는 강변을 따른 축(river corridor)을
수복하려는 정책을 시행
1970년대에 12마일, 2,400에이커의 Riverside Park가 버려진 토지에 건설되었
고, 시에서는 British Waterways와 같은 민간조직과 National Rivers
Authority, 토지 소유자들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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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Riverside Park는 도시의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
출처 : 이정형. 2001.「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의 개념 및 시책 : 외국사례를 중심으
로」. pp70-71.

<부록 2- 7> 독일 라이프치히의 생태적 도시재개발
개요
도시환경을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프로젝트 중에서는 라이프치히(Leipzig)시
의 시책을 좋은 사례로 들 수 있음
- 라이프치히시에서는 생태적인 도시재개발(Ecological Urban Restructuring)
의 개념에 바탕을 두고, 도시의 단면을 푸르게 만드는 프로젝트가 시행되었
고, 주요한 디자인의 요소는 도시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버려진 철도를 중심
으로 교외지역을 연결시키는 방사형 녹지대(Green Radial)를 만드는 것
- 2km의 방사형은 다시 디자인되어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용 공개공지를 만들
었고, 레크리에이션 시설도 건설
특징
용도혼합의 새로운 주거지가 방사형의 녹지대를 둘러싸고, 새로운 공동체 정
원으로 녹화되었으며, 재활용 콤포스트 시설 등 많은 생태적 시설들이 건설됨
새로운 주거지의 생태적 공동체는 도시에서 운영하는 농장과 함께 생겨났고,
농산물을 통하여 이익을 얻게 됨
방사형 녹지대는 근린지구안에서 실현될 수 있는 혁신적인 생태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 열차보관소로 쓰였던 곳에서는 생태학 교육과 워크숍을 열어서,
이곳에서는 많은 도구들을 빌릴 수 있고, 공공 미팅과 공청회를 열어 생태학
적 개발에 대한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음
출처 : 이정형. 2001.「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의 개념 및 시책: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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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8> 프랑스 일드프랑스 지역의 분산적 집중형 공간구조
□

일드프랑스(Ile-de-France)

광역도시계획(Regional

Master

Plan

of

Ile-de-France)
지방분권화, 경제성장, 국제경쟁력 강화 등에 따라 1994년 중앙정부, 파리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의해 일드프랑스 광역도시계획(Regional Master
Plan of Ile-de-France)이 수립됨
- 2001년 말 수립완료를 목표로 재수립하고 있으며, 주요 이슈는 교통과 지역
자연공원 조성, 수질 및 페기물관리 등 환경이 주대상임
□ 광역도시계획의 목표이자 수단으로서 분산적 집중형 도시권 공간구조
일드프랑스 광역도시계획의 기본목표는 22개 레지옹(Region)의 균형발전에
있으며, 이를 실현하는 주요수단이자 계획목표로서 분산적 집중형 공간구조
-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방사형의 발전거점망을 구축하며, 이를 지원하
기 위하여 환상형 교통체계로 교통효율성을 제고함
- 과거 거점개발을 반영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농촌지역의 전통을 유
지하면서 새로운 거주자를 유입시키는 전략, 거주 및 고용간 균형을 유지하
기 위한 전략 분산적 집중전략의 보완책으로 수립
도시권의 자연환경과 도시환경의 조화 및 환경보전을 위해 농지 및 녹지벨트
(yellow and green belt) 설정
- 도시의 중심부에 녹지를 배치하고, 하천, 개울, 운하, 레저 및 생태적인 주요
요소를 강조하며, 하천둑을 보수하여 산책로로 개방함
- 도시지역에서 녹지는 휴식 및 놀이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제고함
출처 : Prefecture of Ile de France Region, Regional Direction of Infrastructure
and Construction . 1992.「Ile-de-France, Résumé du Projet de Schéma
Direct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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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9>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주의 분산적 집중형 공간구조
□ 베를린(Berlin)-브란덴부르크주 공동주계획 수립과정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주는 1995년 4월 공동주계획 수립에 대한 국가계약을
체결
- 이에 따라 共同州計劃局(Gemeinsame Landesplanungsabteilung, Joint
Spatial Development Department)을 설립하여 1998년 베를린-브란덴부르
크 공동주계획을 수립
□ 분산적 집중형 공간구조 형성을 위한 지역중심지 설정 및 광역교통·경관계
획
공동계획의 목표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균등한 삶의 조건 형성, 균형발
전
- 분산적 집중이라는 국토공간구조의 이념상에 맞추어 베를린과 그 주변, 브란
덴부르크 주변간의 이해조정
- 지역발전은 인구밀집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체계획권역지역에서 분산적
으로 이루어져야 함
- 구체적으로 공공인프라 확충, 지방 및 기업지원, 공공시설이나 중요한 개별
사업의 유치 등
분산적 집중을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 지역발전중심지 설정, 교통망 확충, 자
연경관 보전 등의 전략
- 지역발전중심지(Regional development centre) 5개는 공동주계획에서 결정
- 지역거점에서 신규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성시가지 내에서 하도록 하되,
기성시가지 외에서는 공동주계획에서 허용범위를 설정함
- 교통은 대중교통 위주로 하되, regional express train을 확충하여 중심도시
베를린과 지역거점과의 연계를 개선하고, 지역물류거점을 선정함
- 취락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경지, 산림, 군사시설주둔지, 호수 등에
regional parks를 조성하여 주요 경관요소를 보전하되, 보전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농업, 여가, 산림 등에 있어서 친환경적으로 이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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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베를린-브란덴부르크주의 분산적 집중형 공간구조

처 : Senatsverwaltung für Stadtentwicklung, Umweltschutz und Technologie,
Miniserium

für

Naturschutz

und

Raumordnung

des

Landes

Brandenburg. 1998.「Joint Planning for Berlin and Brandenb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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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10> 스위스 취리히 캔튼의 도시계획
개요
스위스에서 캔튼(Canton)이라 하면 미국에서의 주(州) 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음
- 스위스의 계획체계를 보면 주레벨인 캔튼에서의 도시계획(Guding Plan)이
있고, 시의 도시계획(Municipal Plan)에 있어서 시 도시계획은 주 도시계획
의 방향을 따라야 함
- 취리히(Zürich) 캔튼은 집중적 성장(compact growth)을 장려하는 것에 기반
을 둔 도시계획을 채택하였는데, 모든 개발이 S-bahn 철도선을 따라 일어나
도록 방향을 잡았다.
특징
취리히 캔튼 도시계획의 기본적인 개념은, 성장은 중간크기의 도시들
(medium-sized cities)내부의 대중교통망위의 주요한 지점에서 일어날 것이
라는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음
- 캔튼의 도시계획은 어느 곳에서 도시 개발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확실히 명
시하고 있고, 이 지역을 넘어서면 개발은 허용되지 않음
- 현재 계획에 의하여 취리히 캔튼의 25%는 주거용도로, 30%는 녹지, 45%는
농지로 활용
더 구체적으로 주 도시계획은 11개의 중요지역 (Central Areas of Cantonal
Importance)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 지역들은 대중교통체계를 따라서 도시집
중과 재개발이 일어나는 중요지점임
- 이 11개의 지역들은 주의 정부투자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가짐
출처 : 이정형. 2001.「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의 개념 및 시책: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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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11> 네덜란드 그로닝겐의 Bette r- Inne r City Prog ram
많은 도시들에서 도시 중심부의 기능, 느낌,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우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로닝겐(Groningen)에서는

'better-inner city program'을 시행
- 이는 도시중심을 향상시키는 요소들의 집합 (cohesive set of measures to
improve the center)이라고 일컬어짐
이 요소들에는 보행자 전용의 쇼핑센터(두 개의 연결된 원형의 보행체계 구
축)와 노란 벽돌로 포장된 보행로, 새로운 street furniture, 새로운 대중교통
개념 등을 포함
대중교통의 새로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중심부에 차량통행 금지, 중심
부를 둘러싸는 원형의 주차장 설치, 버스를 통한 중심부로의 직접 접근 등을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도시중심의 매력적인 요소들을 향
상시키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
출처 : 이정형. 2001.「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의 개념 및 시책: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p68.

<부록 2- 12> 영국 래스터의 Living Ove r The Shop Prog ram
개요
어떤 도시들은 도시중심부나 상업지역에 주거지를 끼워 넣는 시도를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시도의 목적은 도시 중심지역에 주거를 위치시켜 생동감과 활
기를 불어넣기 위함
더블린(Dublin)과 래스터(Leicester)에서는 도시중심부로 이주하는 사람들에
게 재정적인 incentive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성공을 거두었는데,
이러한 노력중의 하나가 Living Over The Shop Program 으로, 전통적인 주
거의 이점을 주상복합의 주거에서도 추구하고자 한 것

부록 외국사례
cclxxix
279

특징
주상복합형태의 주거는 네덜란드와 독일에서는 보편적인 형태이지만, 더블린
같은 곳에서는 보편적이지 않음
그러나, 건물 위에 또 건물을 올리는 것에 대한 비용과 화재규정(fire code),
상가의 주인들이 세금감면혜택을 제대로 활용하기 힘든 점 등 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 Living Over The Shop Program 은 지속가능한 도시형태를 만들
고, 미래의 주거지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전망있는 전략으로서 인정받음
출처 : 이정형. 2001.「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의 개념 및 시책: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p69.

<부록 2- 13> 유럽도시들의 혼합적 토지이용
대부분의 친환경적인 도시들에서 중심지역의 토지는 많은 주거지가 포함된
용도혼합으로 이용되고 있고, 일반적인 패턴은 상가와 오피스 위에 주거지가
위치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에서는 대부분의 도시들이 이런 방
법으로 토지를 이용
독일 먼스터(Munster)에서는 12,000명의 거주자들이 오래된 도심에서 살고
있고, 도시인구의 큰 부분을 차지
암스테르담(Amsterdam)에서는 약 80,000명의 주민이 역사적인 도시내부에서
살고 있고, 도시중심은 큰 덩어리의 경제적인 심장으로 기능함
코펜하겐(Copenhagen)에서는 65,000명의 주민이 도시의 역사적인 지역의 핵
심부에 살고 있고, 볼로냐에서는 55,000명의 주민이 역사적인 지역에 살고 있
음
Odense에서는 70,000명의 거주자가 도시중심의 조용한 지역에서 살고 있고,
이러한 도시에서는, 도시중심부의 매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보행로와 많은
도시의 어메니티들을 계속 만드는 중
출처 : 이정형. 2001.「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의 개념 및 시책: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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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14> 영국의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 연계방안
□ 제도적 기반
영국은 1997년에 환경부와 교통부를 통합하여 환경·교통·지역부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Transport and the Regions, DETR)를 신
설하여 토지이용·교통·환경을 통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을 구축
- DETR는 1998년에「모든 사람을 위한 보다 나은 교통의 새로운 거래: A new
deal for transport: Better for everyone」백서를 출간하였으며, 이에 입각하
여 1999년에 도시계획정책지침 제13호를 개정
□ 도시계획정책지침 제13호
개정지침에는 통합 교통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간주하여 토지이용의 입지, 규모, 밀도, 설계, 복합의 정도
에 따라 통행수요, 통행거리, 교통안전,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이 결정된다
는 점을 강조
주요내용
- 개발계획 전략과 지방교통계획 전략의 일관성 유지
- 개발계획과 교통투자 및 우선순위 연계
-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은 대중교통환승시설이 인접한 도심지나 지구중심지에
입지하고, 근린시설은 보행이나 자전거로 접근이 용이한 지점에 입지하게 함
- 주택은 대중교통, 보행, 자전거에 의한 접근이 편리한 지점에 건설
- 농촌지역에서 주택, 직장, 상가, 여가 등의 시설을 설치할 때 개발계획에서
지정한 농촌지역 서비스중심지에 건설하도록 유도
- 지방정부는 주차정책을 통하여 통근, 업무통행의 자동차 의존도를 줄임
- 도심지 또는 복합용도 지역에는 차량보다 사람통행에 우선권을 부여
- 계획정책과 교통관리 대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
도록 함
- 지방정부는 장래 여객과 화물교통 시설개발에 꼭 필요한 단지나 노선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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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도록 함
□ 개발계획과 지방교통계획의 연계
개발계획과 지방교통계획은 ①교통계획과 토지이용의 연계, ②교통수단 상호
간 연계, ③지능형 교통체계와 전통적 수요관리 기법의 연계, ④간선도로망과
지방도로망 연계, ⑤역세권주차장과 보행자전용구역의 연계, ⑥화물수송과
여객수송의 연계, ⑦교통프로그램과 건강증진프로그램의 연계 등을 통하여
부문별, 시설별, 수단별 통합을 추구
양 계획간 연계체계 구축의 특징은 지방교통계획에서 환경, 교통안전, 교육,
경제발전, 보건부문을 교통측면에서 고려하여 계획안에 반영한 점
- 그리고 관련 도시계획정책지침이나 지역계획지침에 제시된 사항을 획일적,
기능적으로 나열하기보다, 지역의 토지이용 및 교통여건에 맞게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역할과 창의성 강조한 점
- 이해당사자간의 협력과 참여를 통하여 합의에 도달하도록 유도하는 점
□ 시사점
우선, 교통과 토지이용을 계획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관련법과
지침을 연계시킴
- 우리의 경우도 도시계획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의 정비를 통하여 한 도시
나 지역의 교통과 토지이용계획이 하나의 계획과정에서 서로 연계 또는 통합
될 수 있는 체계구축 필요
단일지방정부가 구성되고 단일개발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시의회의 책임하에
교통, 토지이용, 환경부서간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계획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유지할 수 있고, 계획수립에서 승인단계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
- 우리도 교통시설이나 교통운영에 관한 계획을 명시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교통간의 위계체계 재정립 필요
지방교통계획은 중앙정부 예산의 기계적 배정 대신에, 지방정부간의 경쟁을
통하여 중앙정부로부터 교통보조금을 받기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가 설정한 정책목표와 관련 법규 및 지침에서 정한 내용을 수용하므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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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의 충실성과 집행가능성을 제고
- 우리도 교통계획이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정부
간의 경쟁을 통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재원을 조달하도록 하는 제도도입 필요
출처 : 김광식. 2001. 교통계획과 토지이용계획간의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영국의
PPG 13과 LTP 사례를 중심으로)".「대한교통학회지」제19권 제1호. pp29-52.

<부록 2- 15> 네덜란드의 ABC 정책
1990년부터 네델란드의 주택도시계획환경성 이 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바른
장소에 바른업무(The Right Business in the Right Place) 의 개념하에 토지이
용이 교통수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적절한 토지이용에
의해 대량수송기관의 이용을 촉진하고 낭비적인 자동차교통의 증가를 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시책
현재 네덜란드 헤이그를 모델도시로 실시하고 있는데, 도시의 다양한 기능을
가진 교통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장소에 적정한 기능이 입지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으로, 입지와 도시기능을 적정화시키기 위해, 입지를 A, B, C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에 따라, 기업의 활동특성과 입지특성을 부합
시키는 입지를 유도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
이 시책의 전개를 위해서는, 기존의 업무활용에 대한 충분한 특성파악을 전제
로 하면서, 업무기능을 유형화해, 도시교통특성과의 연계특성을 감안하여, 도
시 내 업무기능배치를 유도해나가야 함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대해 친환경 이라는 시점에서 어떻게, 얼마만
큼 토지이용정책으로 합의형성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가 시책의 승부를 가름
하게 될 것이며, 기존의 지역지구제(Zoning)와의 연계를 통해 시책의 전개가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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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BC 유형의 입지와 기능 수
Accessibility Profile
입지특성

Mobility Profile
적정한 기능

Access수단

ㆍ종업원밀도가 높은 기능
A.입지

대량수송수단에
편리

대량수송수단,
B.입지

간선도로,
고속도로에 편리

C.입지

고속도로,
간선도로에 편리

공공교통

ㆍ방문객이 많은 기능

중심

ㆍ업무용자동차가 적다
ㆍ화물 반출입이 적다
ㆍ종업원밀도가 중밀도

자동차
공공교통

ㆍ방문객이 중간정도
ㆍ자동차의존도가 중간정도
ㆍ화물반출입이 중간정도

자동차교통
중심

ㆍ종업원이나 방문객이 적다
ㆍ물류나 사람의 자동차의존도가 높다

출처 : 이정형. 2001.「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의 개념 및 시책: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p85.

<부록 3- 1> 덴마크 코펜하겐의 핑거시티
코펜하겐(Copenhagen)은 코펜하겐시, 코펜하겐주, 프레데릭스버그시, 프레
데릭스버그주, 로스킬데주의 5개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1989년 수립된 광
역코펜하겐계획에 기초하여 지역계획을 수립
- 지난 50여년 동안 도시권개발에서 도시성장관리에 기초한 핑거시티(Finger
city) 개념을 도입하여 녹지공간 보전과 대중교통을 촉진
코펜하겐시의 토지 및 교통계획은 장기간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여 계획목적
이 변경되어도 핑거시티의 개념을 유지
- 역세권개발을 통해 업무시설을 집중시키고, 녹지지역을 확대시키는 전략은
타당성이 인정되었음
- 1947년 코펜하겐 지역계획에서 최초로 수립된 핑거플랜 은 손가락형태의
도시구조로 정의. 즉, 도시 간선철도를 따라 도시개발을 제한하기 위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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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시가화지역 사이의 녹지공간 보호에 목적
광역코펜하겐계획은 핑거의 개념하에 도심밀집을 완화시키고 인구와 교통의
분산에 목적을 둠
- 도시개발은 도시간선철도를 따라 위치한 새로운 부도심에 집중시켜 도심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핑거와 교차하는 새로운 지점에서 도시성장을 촉진
- 부도심은 1989년 지역계획에서 수립된 핑거플랜에서 교통집중과 도시개발을
조절하기 위한 개념으로 산업시설과 업무시설의 무분별한 확산의 방지를 위
해 도시개발과 재개발은 도시철도역 주변이나 주요버스정류장 주변에 우선
적으로 개발시키는 지역
- 그린시티(Green city)계획은 녹지공간과 생태적 녹지의 보전을 위해 핑거
(finger)사이의 쐐기형 녹지를 확보하고 보호할 수 있음
코페하겐 핑거플랜(Finger Plan)은 대중교통을 확대하고, 부도심의 성장을 성
공시켜 직장과 접근성이 좋은 교외지역에 인구를 분산시키는데 성공. 이를 통
해, 코펜하겐 도심의 교통집중완화와 쐐기형 녹지를 보호하고 확대가 가능함
출처 : ICLEI, http:/ / cites21.com

<부록 3- 2> 일본 사이따마현 비오톱 네트워크
일본 사이따마현(埼玉縣)은 자연환경복원연구회와 협조하여 비오톱 조성계획
을 추진
- 1990년에 주요시책으로 비오톱 창조 추진사업 을 시작하였는데, 그 목적은
풍부한 자연환경을 도시내에서 보전·창조·복원하여 이를 네트워크화하여
현지역 전체의 자연도를 향상
사이따마현의 각 시정촌(市町村)은 3년에 걸쳐 기초조사에서 전체계획 수립
- 1차 년도에는 전 행정구역에서 조류상과 식생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전지역을 선정
- 2차 년도에는 중요지역의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어류, 식물 등 생태계
동식물을 중점조사하고 그 외의 장소는 현황조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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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년도에는 지역별 특성평가와 분석을 통해 보전·복원·창조에 관한 근
거로 정책적 검토를 실시
추진절차는 먼저 대상지역 전체의 자연생태계의 질적인 분포현황을 파악. 즉,
어류와 조류는 생태계내 고차의 소비자이고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종이 서
식하며 조사하기가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생태계의 질적 상태의 지표로 사
용하기 좋음
- 구체적으로 조류의 번식기(5월 -7월), 월동기(12월- 2월)에 한번씩 약 500m
범위 설정구간에서 1km 조사 루트를 설치하고 조류의 종류와 개체수를 기록
- 출현조류를 구간마다 종의 희소도, 군집의 다양도 등의 관점에서 환경별로
평가·해석후 보전 중요도를 산출
- 이와 함께 조사된 현존식생도를 중첨시킴으로써 생태적으로 중요한 보전지
역의 영역도가 작성
출처 : 환경부. 1995.「전국 그린네트워크 화 구상」. pp59-60.

<부록 3- 3> 일본의 요코하마시 뉴타운의 그린메트릭스
일본 요코하마(港北)시 뉴타운의 그린메트릭스는 녹지네트워크를 잘 보여줌
- 그린메트릭스란 녹도를 주골격으로 하고 집합주택, 학교, 기업용지 등의 수
퍼블럭내 경사면, 가옥림 등 민유녹지를 공원녹지 등 공공녹지와 연속되게
하고, 역사유적, 수계 등과 연계하여 지구 전체를 연결하는 시스템을 의미
그린메트릭스 기본계획은 공원, 운동장, 학교, 계획건설용지 내의 녹지, 문화
재 보전녹지, 신사, 불각, 가옥림, 수림지 등의 녹지자원을 보행자 전용도로와
녹지로 연결시키는 계획
- 녹도는 지구전체에 폭이 10～40m로 5개이고, 보전녹지, 광장, 학교, 하천, 연
못 등을 연결하듯 보행자도로가 네트워크화 되어 보행자 중심으로 공간 구성
- 경관과 조화된 녹도는 경사면 보존녹지와 가장 낮은 부분에 물을 흐르게 하
며 시냇물의 길이는 8km, 6개의 수계가 설치되었고 공원에는 연못을 배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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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물순환은 자연용수와 자연유하방식을 채택하여 가장 자연에 가깝
게 하였고, 어린이들을 위한 생태학습장으로도 활용
출처 : 환경부. 2001.「21세기 자연환경보전정책 발전방향」. p131.

<부록 3- 4> 일본의 도시공원·녹지제도
일본의 녹지보전에 관련된 법제도는 도시공원법, 도시공원 등 정비긴급조치
법, 도시녹지보전법, 생산녹지법 등
- 도시녹지보전법은 녹의 기본계획, 녹지보전지구제도, 녹지협정제도, 시민녹
지제도, 녹지관리기구제도 등의 체계로 구성
- 녹의 기본계획은 녹의 마스터플랜 , 도시녹화 추진계획으로 구성되며 민관
이 일체가 되어 녹지의 보전과 녹화 등을 전개하는 지침을 제공
녹지보전지구제도는 도시 토지이용에 대한 보전조치, 도시의 종합적 정비·
개발·보전 방침을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설정하는 제도
- 설정 대상지역은 무질서한 시가화방지, 공해·재해 방지를 위해 적절한 위치
에 일정한 규모와 형태를 갖추고 있는 지역, 신사·사원, 풍속·관습과 연계
되어 문화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지역, 주변 경관이 좋아 지역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가 필요한 지역
- 녹지협정제도는 지역의 양호한 녹지환경의 보전과 녹화추진을 목적으로 지
역주민의 자주적인 합의를 제도화한 것이고, 시민녹지제도는 공공단체나 녹
지관리기구가 토지소유자와 계약을 통해 일정기간 지역주민이 이용할 녹지
를 설치하거나 공개 녹지화하는 제도
- 녹지관리기구제도는 도도부현(都道府縣) 지사가 녹지를 정비하고 관리하는
공익법인으로 녹지관리기구 를 지정하며, 이 기구에서 녹지보전·창출·관
리 등을 담당하게 하는 제도
출처 : 노태욱 외. 2001. 특집: 도시공원·녹지의 현황과 과제 .「도시정보」통권227호.
pp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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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5> 일본 가나가와현 도시공원관리 사례
일본의 가나가와현의 도시공원 유지관리 체계는 도시공원의 유지·정비는 각
지역 토목사무소에서 담당하고, 도시공원 시설의 이용·유지는 가나가와현
공원협회에 위탁하여 관리
- 위탁관리업무는 식물·시설·청소·운영관리이고, 현(縣)이 공원관리인은
광열관리, 야간경비, 소규모 보수 등 업무 수행
공원의 운영관리에서 가나가와현은 공원의 운영에 민간의 참가와 협력을 추
진하여 가나가와트러스트 녹지기금, 가나가와트러스트 녹지재단이 중심이 되
는 가나가와현 프런티어(fronteer)와 트러스트(trust)운동을 전개
녹지에 대한 의식향상을 위해 도시공원에서 각종 이벤트 개최, 공원녹지 사진
대회, 그린켐폐인, 정기간행물 발행 등과 같은 계몽활동 추진
출처 : 경기개발연구원. 1997.「도시공원의 확대전략에 관한 연구」. pp111-120.

<부록 3- 6> 독일 칼스루헤시의 도시공원관리 사례
독일 칼스루헤(Karlsruhe)시는 도시전체면적의 60%가 자연보전구역과 녹지
대이며 도시공원은 놀이공원, 시민광장, 녹색마당, 역사공원 등으로 분류
- 도시공원·녹지가 대부분 조성이 완료되어 새로운 공원보다 유지관리에 중
점을 둠
도시공원을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의하고 이에 주력하고
있으며 도시공원 조성 등 공원·녹지 확충정책은 정책적으로 관련법규, 시의
회를 통해 결정되고, 이에 따른 마스터플랜, 토지이용계획, 지구계획 수립
-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를 위해 상위법인 자연보호법을 철저히 적용하고 가로
수의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
- 녹색네트워크상의 토지 소유주가 매매를 원할 때, 시정부가 우선매입권을 행
사하고, 자연보전지역내 개발행위를 불허
- 도시공원의 유지관리는 유지관리인과 전문 정원사에 의해서 관리되며 공원
288
cclx x x v iii

조성후 평가는 6～7년에 한번씩 시민들에 의해 실시하고, 공원유지관리비는
잔디깎기, 녹지공간 청소 등에 사용되며 대부분 민간이 위탁하여 관리
도시계획으로 자연보전지구를 지정하여 종의 다양성 보전과 생물서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비오톱(Bitope) 계획과 녹색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있는데, 수목
보전을 위해 특별한 토양제공·교체 등을 통해 수목을 유지
- 칼스루헤시 Green 21계획에서는 녹색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기존공원의 개선
돠 신규공원지역의 토지매입
출처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7.「서울시 녹색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녹지 확충 방안」.
pp70-75.

<부록 3- 7> 미국의 도시하천 복원사업
미국의 경우 산업화·도시화 과정을 겪으면서 도시 내 많은 하천들이 복개되
었거나 하수구로 변하였으나, 이제는 많은 도시 하천들이 자연형 하천으로 복
원되고 있음
토양침식 방지와 홍수피해 저감 : 캘리포니아 도시하천 위원회(Urban Creek
Council)는 하천의 토양침식이나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비용이 적게 들고 환
경친화적인 사업을 벌이는 지방자치단체나 지역단체에 보조금이나 기술지원
- 위원회는 1995년까지 35개 지부와 5개 분회로 조직
- 위원회의 활동으로 주정부예산으로 운영되는 도시하천 복원계획(Urban
Streams Restoration Program)이 성립
- 1985년부터 1995년까지 160개 하천복원사업에 예산을 지원
공동체의식 재창조 : 1988년 로스앤젤레스 강의 친구들(The Friends of the
Los Angeles River)이 조직
- 이 단체는 직강화된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시키고, 서로 떨어져 있는
여러 동네들을 연계시켜 광역적 차원의 정체성을 새롭게 인식시킴
관광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 텍사스주 샌 앤토니오 강(San Antonio Rever)
은 하천복원사업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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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형하천으로 복원된 강 양안에 환경기초시설이 완비되고 자연경관과 조
화를 이룬 상점, 식당, 호텔들이 입지
캘리포니아주 소노마 카운티의 나파 밸리(Napa Valley)에 있는 나파시는 복
개하천을 원상회복시킨 미국 최초 도시 중의 하나
- 도심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관광객들을 도시 내부로 끌어들이기 위한 의도
에서 시작
산책로 조성 및 생태계 보전 : 하천수변공간을 각종 운동이나 달리기 장소로
활용하고, 이 지역의 경관 및 자연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 중요
수질개선 : 1988년 버지니아주는「체사피크만보존법」을 통과시킴
- 이 법은 TideWater 지역 내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강 하류 부분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것을 정한 법
- 체사피크 만의 수질오염을 막고 수질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완
충지역을 설치
미국의 도시들에서 복개된 상층부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자연형 하천의 모습
대로 복원하는 사례가 많음
- 예전에는 무시되었던 환경적 가치가 이제는 제대로 평가를 받음
- 우리나라도 하천복원, 생태복원사업을 통해 수질의 개선 및 도시 어메너티의
개선은 물론 공동체의식의 함양과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필요
출처 : 이창우. 2001. 자원의 보전과 친환경적 이용 : 외국사례 .「환경친화적 국토발전
을 위한 전략 세미나」. pp175-178.

<부록 3- 8> 스위스 취리히의 하천복원사업
취리히(Zurich)에서는 100km의 시내가 지하에서 운화화(canalized)됨
시에서는 이 지역의 지면을 걷어내어 물길을 드러나게 하고 있으며, 40km중
에서 25km를 완성
이 새로운 작업은 개천이 원래 위치하고 있던 역사적인 기록에 바탕을 두고
진행되었는데, 과거에 녹지, 보행로와 연결되는 지점도 정확하게 맞추려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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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결과적으로 도시지역에 나무와 채소들을 자랄 수 있도록 함
출처 : 이정형. 2001.「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의 개념 및 시책 : 외국사례를 중심으
로」. pp70-71.

<부록 3- 9> 영국의 밀턴케인즈의 수변공간계획
밀턴케인즈(Milton Keynes)는 런던 북서쪽에 신도시로 1967년에서 1992년까
지 20년 간의 장기적인 계획하에 추진되었으며 인구 약 25만명을 수용
밀턴케인즈의 수변공간계획은 오즈(Ouse)강,

오젤(Ouzel)강,

라우톤

(Loughton) 하천을 따라 공원을 배치하여 도시 전부분을 연결한 체계로 조
성되어 있으며 오젤과 라우튼 유역의 공원은 홍수의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
- 오젤강은 지역주민들의 연결된 이동로 역할을 하는 그랜드 유니온 운하
(Grand Union Canal) 제공하여 도시와 수변을 더욱 밀접하게 함
출처 : 한국토지공사. 1997.「친수형 단지계획기법에 관한 연구」. pp128-129.

<부록 3- 10> 독일 슈트트가르트의 바람길을 배려한 토지이용계획
개요
기후풍토에는 기온, 온도, 바람 등이 있지만, 특히 기온과 습도를 동시에 규제
할 수 있는 바람의 통로 에 주안점을 둔 시책
이러한 시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녹지와 토지이용계획을 동시에 전개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도시계획에 있어 공원녹지 네트워크나 녹화시
책,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 건축형태규
제 등 기존의 수법적용을 통해 환경대책을 총괄적으로 행할 수 있다.
특징
독일 슈트트가르트市에서는 도시문제가 되는 대기오염을 해소하기 위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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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길 계획을 책정
바람길 계획에서는 바람의 통로를 포함해, 시의 녹지계획으로서의 녹지회랑
(green corridor)이 토지이용계획(F플랜)에 포함
- 이러한 기본적인 계획에 근거해, 교외에서 도심으로 바람의 흐름을 유도하도
록 도시계획상의 대응책을 실시하고, 이러한 내용은 지구상세계획(B플랜)에
반영되어 구체적인 규제가 행해지고 있음
규제내용
도심에 가까운 구릉지에는 녹지의 보전, 도입 이외에 신규의 건축행위는 금지
도시중심부의 바람통로가 되는 부분에서는 건축물에 대해 5층을 상한으로 건
물의 간격을 최소 3m이상으로 함
바람의 통로가 되는 광폭도로나 소공원은 100m의 폭을 확보
바람의 통로가 되는 산림에는 바람통로를 만듦
고목으로 신선하고 차가운 공기가 머무를 수 있는 공기댐을 만들어 강한 공기
의 흐름을 확산시킴
효과
도심부에는 매시간 190㎦의 신선하고 청량한 공기를 흡입할 수 있게 됨으로
서 도심부의 오염된 공기가 정화되고, 여름철 도시열섬현상이 완화되는 효과
를 가져옴
출처 : 이정형. 2001.「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의 개념 및 시책 : 외국사례를 중심으
로」. pp79-80.

<부록 3- 11> 독일의 도시 내 기상완화시책
독일 Freiburg : 투영건설(Transparent Construction)
Freiburg의 계획은 지역의 기후조건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구체적으
로 시 주변에 있는 Black Forest에서 차가운 바람이 도시로 잘 유입되도록 함
시에서는 투영건설(Transparent Construction)이라는 시책을 시행하고 있는
데, 특정한 바람이 부는 지역에서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막지 않도록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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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도록 하고 있음
- 예를 들면 시의 축구경기장은 바람의 방향을 고려하여 설계된 대표적인 사례
독일 Saarbrucken : 기후지역계획(climate zone plan)
1997에 Saarbrucken에서는 기후지역계획(climate zone plan)을 수립
이 계획에서는 바람의 방향을 막는 장애물에 대한 지침과, 숲 등의 기후적으
로 중요한 지역들에 대하여 계획방향 및 금지사항을 명시
- 이것은 지도로 작성되었고, 토지이용계획을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쓰임
도시로 신선한 공기가 흐르는 골짜기와 농업지역은 도시의 중요한 규제지역
으로 되어 있고, 이 지역의 대부분은 시의 개발계획에서 제외
독일 베를린 : 기후보호우선지역(Climate Protection Priority Area)
독일 베를린에서는 여름에 정상보다 높은 고온을 경험하고 있는데, 베를린의
숲지대(woodlands)는 기후의 중요한 통로 (alimte lanes)역할을 하고 있고,
더운 날씨에 도시로 차갑고 깨끗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해줌
시에서는 기후보호우선지역(Climate Protection Priority Area)을 선정하여, 이
곳을 중심으로 아스팔트를 뜯어내는 등의 녹지계획을 펼치고 있음
출처 : 이정형. 2001.「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의 개념 및 시책 : 외국사례를 중심으
로」. pp80-81.

<부록 3- 12> 미국 시카고의 도시열섬 억제프로그램

□ 개요
시카고(Chicago)시에서는 1995년 도시열섬효과에 의해 실내 공기온도의 상승
하여 700명 정도의 노약자 인명피해가 보고
- 특히, 평균온도 이상의 추가온도 상승은 냉방에너지의 소비량과 스모그 일수

증대를 유발하며, 이의 원인은 태양열 흡수 구조물을 이용한데서 비롯된 것
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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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지공간을 몰아내고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덮여진 결과에 의해 파생되는
도시 열섬효과는 안락하지 못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과다소비와 대기오염의 부가적 요인으로 인식
이에 시키고시는 도시열섬 효과의 억제, 아름다운 시카고 미화운동, 일반시민
의 교육을 위해 녹색개념을 중시하는 참여 보조금 제도를 시행
목적
이의 주된 목적은 시민들로 하여금 도시 대기온도를 낮추는데 기여하거나 전
력소비의 절약, 대기오염 저감, 녹지공간 확충 등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
하도록 유인하는데 있음
특히,열섬효과 억제 프로그램에서는 옥상공원 조성, 건물지붕 색깔 및 건축재
질 선별, 콘크리트 주차장의 녹지공간화, Grasscreste 및 침투성 재질을 이용
한 포장을 사용할 것 등이 주된 내용
특징
대표적인 예로, 시청옥상의 대규모 정원을 조성사업을 들 수 있는데, 50종의
20,000여가지 식물과 나무가 자라고 있는 1,866㎡의 정원을 만들었고, 바람과
물 공급이 가장 큰 난제이나, 시카고시 지역의 자연조건에 적응할 수 있는 식
물과 나무를 식재하여 큰 어려움 없이 진행
시청 옥상에 정원을 조성하여 매년 4,000$ 상당의 에어컨 가동 및 난방 비용을
절약하고, 부가적으로 오존오염과 스모그를 저감하여 대기환경 개선효과
- 비록 시청 옥상정원은 일반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으나, 일반 시민에게 심미적
인 안락감을 제공하고 있는 명소로서도 자리잡고 있음
출처 : 이정형. 2001.「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의 개념 및 시책 : 외국사례를 중심으
로」.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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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13> 미국 오스틴의 Tre e Planting Prog ram
개요
오스틴(Austin)시는 이러한 나무의 자연적인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The
Parks and Recreation Department(PARD)의 주도로 나무심기 프로그램(Tree
Planting Program)을 실시
1999년과 2000년 동안 1,000그루의 나무를 심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고,
NeighborWoods 프로그램을 통하여 나무심기와 식재 관리를 위해 지원자들
에게 나무를 제공
특징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매년 3,000그루의 나무를 심으며 6년 이내에
NeighborWoods 지원자들이 20,000그루를 심도록 하는 것
나무심기는 밀도증가와 infill의 목표에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빈 공터가 건강
에 좋은 나무나 덤불로 덮이게 되고, 1층의 건물이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
는 곳에 나무를 심으면 더욱 미적이고 생태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음
출처 : 이정형. 2001.「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의 개념 및 시책 : 외국사례를 중심으
로」. pp83-84.

<부록 3- 14> 일본 동경도의 옥상녹화조례
개요
현재 동경도에서는 자연보호조례 및 녹화지도지침에 근거해, 공공시설 250㎡
이상, 민간시설 1000㎡이상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신축, 개축, 증축 시,
기본적으로는 지상 및 수목을 우선하면서 특히 접도부(接道部) 및 건축물녹
화에 중점을 두고 행정지도를 행하고 있음
시가지 녹화의 필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도시건축 녹화사례가 증가하면서
1994년도에 녹화지도지침 을 개정하여 1995년 4월 1일부터 옥상녹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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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면적 등에 조건부로 조례의 기준을 달성한 녹화면적이나 접도부 녹화율
에 100% 산입할 수 있도록 함
<그림> 동경도 녹화지침의 개정내용
현 행

개정후

건축물
지상

원칙
20%
이상

옥상

녹화면
적
수목

⇒

건축물

구배
지붕

옥상

원칙
20%
이상

구배
지붕

녹화 면적

수목

수목,
화초 등

특징
1999년12월20일 개정된 녹화기준에 의하면, 종전의 녹화기준에서는 대지면적
가운데 녹화를 하지 않아도 되는 면적(건축면적) 을 공제한 나머지 면적의
20%이상에 대해 수목의 식재를 행하도록 지도(현행기준=(대지면적-건축면적)
×0.2 이상)
그러나, 새로운 녹화기준은 건축면적에 녹화 가능한 옥상면적을 녹화대상면
적에 첨가(그림 참조)
- 즉, 공공시설250㎡이상, 민간시설 1000㎡이상 대지에서의 건축물의 신축, 개
축, 증축 시 옥상녹화를 의무화하여 옥상면적의 20%를 옥상녹화 하도록 함
(개정기준=현행녹화 기준면적+(옥상면적×0.2) 이상)
- 또한, 이를 위한 사전상담(事前相談)을 의무화
또한, 도시열섬현상의 완화에는, 동일한 면적이라면 체적이 있는 수목이 효과
가 높지만, 옥상의 경우 수목으로 한정하면 식재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잔디, 화초 등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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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새로 개정된 기준에서는 벽면녹화도 옥상부분의 녹화면적에 산입 되도
록함
출처 : 이정형. 2001.「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의 개념 및 시책 : 외국사례를 중심으
로」. pp83-84.

<부록 4- 1> 미국의 간선철도정비계획
1급 화물철도의 간선철도 정비에 있어 각 화물철도사업자는 철도선로, 차량
등의 현대화 등을 추진
국영여객철도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북동노선에 대해서는 1976년 연방운수성
에 의해서 북동노선 개선계획 이 수립되어 있음
- 워싱턴DC～뉴욕간(364km)의 철도선로, 역, 신호보안시스템 차량 등의 근대
화를 이룩함으로서 최고속도 200km/ h의 고속화
1991년에는 연방운수성에 의해서 북동노선고속철도개선계획 이 수립됨
- 뉴욕～보스톤간(372km)의 전철화, 철도선로, 역, 신호보안시스템, 차량의 근
대화
- 최고속도 240km/ h의 고속화를 실현, 뉴욕～보스톤간을 3시간 이내로 연결
하는 계획
국영여객철도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북동노선이외의 노선정비계획은 여객역,
차량, 차량정비공장 등의 현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 외에도 고속여객철도를 건설하려고 하는 계획이 각지에 있음
- 플로리다주의 탬파～올랜도～마이애미간(약 500km)의 고속신설건설계획
- 캘리포니아주의 새크라멘토～베이커스필드～로스엔젤레스～샌디에이고간
(약 1,000km)의 기존선 고속화 계획 등이 추진중
출처 : 교통개발연구원·한국철도기술연구원. 1998.「21세기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
수립 - 최종보고서(제2권) - 철도교통의 현황 및 개선방안」. pp15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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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2> 독일의 철도망 확충
독일철도는 선로부문을 별도의 자회사로 분리시켜 선로 현대화작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구동독 지역의 철도망 확충과 ICE 노선의 신설 등 최근 10여 연간 선로부문에
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었으며, 이 결과 독일은 현재 37,500㎞의 방대한 철도
망을 갖게 되었음
독일 철도는 연계기능에 따라 InterCityExpress(ICE),
InterCity/ EuroCity(IC/ EC), InterRegio(IR), Regional Bahn(RB), Regional
Express(RE)와 근거리 철도의 경우에는 Stadt Bahn, Stadt Express 등으로
구분됨
- ICE : 시속 280㎞로 쾌속 주행하며 정확한 스케줄과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제
공하며, 독일뿐만 아니라 스위스와 비엔나 등 인접국가의 대도시까지 1시간
또는 2시간 간격으로 운행됨
- IC : 시속 200㎞로 독일의 주요 도시간을 빠르고 편안하게 연결
- EC : IC시스템의 일부로서 유럽 인접국가들과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
하여 연계
- IR : 독일 내 거의 모든 지역에까지 조밀하게 노선망이 갖추어져 있으며, 아
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2시간 간격으로 운행됨. 또한 대부분의 관광지까지
도 바로 연계되어 있음. IR은 모든 장거리철도 노선과 운행계획이 효율적으
로 연계되어 신속한 환승이 가능
출처 : 이창운, 이선하. 2001. 오랜 역사를 지닌 유럽철도 .「한국철도의 르네상스를 꿈
꾸며」.

<부록 4- 3> 독일 칼스루헤시의 시가전차체계
배경
칼스루헤(Karlsruhe)시 인근 도시포함 인구는 40만명(500㎢)이고, 교외통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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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포함시 50만명에 이르고, 광역적 차원에서는 2,700㎢ 면적에 100만명에
달함
칼스루헤시 간선로에 인접하여 사법, 행정시설 및 상업, 문화, 금융업무 발달
200,000명 승객의 60%이상이 매주 이 도로를 이용
목표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정책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도시의 유지
실행수단 : 시가전차와 기존 철도(DeutschBahn:이하 DB)의 결합의 장점
열차의 환승없이 장거리 여행 가능
교외에서도 에너지 절약적인 시가전차의 이용 가능
교외 철로를 통해 화물 및 장거리 승객에 대한 서비스 지속적으로 제공
자가용 이용자 끌어들이기
일정속도와 정시성 확보를 위해 시가전차에게 통행우선권 부여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100개 이상의 교차로에서 교통신호를 신속화
도심전차는 10분 배차
기존의 하부시설로 외곽지역과의 연결
시가전차선로의 확장은 낡은 협궤 Alb Vally Railway를 Bad Herrenable로 현
대화 개조하는 것으로 시작
두 개의 선로추가로 용량 향상
재정
Karlsruhe-Bretten간의 전차노선확장에 8천만DM 투자
시교통재정법에 의거, 연방정부가 60% 보조, Baden-württemberg가 25%,나머
지 15%는 전차의 서비스를 받는 Karlsruhe, Walzbachtal, Bretten시가 부담
새로운 차량 10대 구입에 든 4천3백만DM는 시에서 자체 부담. 이후 추가부담
은 모두 시정부가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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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Albtal대중교통회사가 운영하는 대중교통이용자가 1986년 1천1십만명에서
1992년 2천3백4십만명으로 증가
Bretten의 중심에서 Karlsruhe의 시가전철사이에 37분소요, 15분단축 효과
(DB철도를 타고 Karlsruhe역에서 갈아타는 데 비해)
교통비의 현저한 절약과 운임 순수익의 증가
출처 :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6.「환경친화적국토개발에 관한 연구(1)」. p53.

<부록 4- 4> 프랑스 낭트의 경전철 시스템의 부흥
낭트(Nantes)시는 1970년대부터 교통 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대중 교
통 시스템의 도입을 추구하는 당시의 국가 차원의 대중 교통 정책을 수용
1985년 정부시책에 의한 시가지 경전철 최초 도입
실행수단
- 시가전철망은 승차공간, 정시 운행, 속도와 용량 면세어 이용자편익을 극대
화하도록 설계
- 대중 교통망은 전체적으로 경전철 체계와 연결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 시가 전철노선은 직경 방향으로 도시를 관통하여 교외의 지역까지 연결
- 방사상의 버스노선 또는 직경방향의 노선은 2차적인 서비스를 제공
- 교외의 환상 버스노선은 도심을 통과하지 않고 교외간의 연결 서비스 제공
- 외부지역과 공업지역을 운행하는 특별 버스노선은 시가전철의 종점에 연결
결과
- 대중교통은 1980년 매일 도시 내부 지역의 1,333천명의 여객을 수송하였고
1990년에는 31% 증가한 1,746천명의 여객을 수송
- 반면에 자가 차량의 수송 분담은 1980년 150천명에서 1990년은 225천명으로
전체의 59%를 담당
- 1985년 버스는 한해동안 5천만명을, 시가전철은 8백만명을 수송했지만 10년
후 1995년에는 버스가 4천8백만의 여객을, 그리고 시가전철은 3천7백만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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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게 되는 극적인 변화가 나타남
출처 :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6.「환경친화적 국토개발에 관한 연구(1)」. p84.

<부록 5- 1> 샌프란시스코의 골든게이트 트랜짓
샌프란시스코(sanfrancisco) 북부의 Marin과 Sonoma 카운티 소속 골든게이트
트랜짓은 안락성과 편리성에서 승용차와 경쟁관계에 있음. 엄격한 정시 운행
스케줄에 의해 최상으로 유지 관리되는 고급버스로 상당한 양의 승객을 수송
금문교(Golden Gate Bridge) 통행세의 일부를 보조받음
세 가지 형태의 버스노선을 운영
- 트랜스베이 서비스 : 샌프란시스코 도심에 있는 트랜스베이 터미널을 낮시
간, 저녁, 주말 모든 시간대에 걸쳐 운행
- Marin 카운티 내의 국지노선 : 트랜스베이 노선과 연계하여 승객들이 더 광
범위하고 다양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함
- 지선노선 : Sausalito와 Larkspur에서 샌프란시스코 도심에서 오는 골든게이
트 페리와 만나서 육지로 이동할 수 있게 함. 이 페리들은 골든게이트 버스와
마찬가지로 고급좌석 서비스가 특징
1997년 골든게이트 트랜짓의 버스 통행량은 주중에 평균 약 3,700통행에 달함.
국지노선의 일부는 트랜스베이 노선의 지선 역할을 하면서 서로 연결·통합
된 시스템을 형성
출처 : 교통개발연구원. 2000.「수도권 광역버스의 노선계획 및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부록 5- 2> 일본 나고야의 기간버스
기간버스(Key Route System)는 효율적인 버스 교통체계의 확립을 위해 버스
기간노선을 주축으로 해서 각 지구를 서비스하는 지선과 연대한 체계적인 버
부록 외국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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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망 시스템
기간버스는 철도, 지하철과 함께, 간선적 교통수단으로서 위치가 부여되어 보
다 상세한 서비스를 하는 일반버스와 간선노선이 상호간에 기능을 분담해서
네트워크를 형성
도로 중앙부에 전용차선을 설치하고, 환승은 전용차선을 따라서 설치된 교통
섬에서 이루어짐
버스우선신호에 따라서 교차점에서의 정지를 없애고, 정유소간격을 지하철과
같은 수준의 800～1000m정도로 함으로서 표정속도 25㎞/ h를 유지
지하철 등과의 연결은 노외에 설치한 전용터미널에서 물리적인 저항을 최소
한으로 한 설비를 통해 이루어짐
지하철의 대체기관으로서 이미지를 강조하고 환승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 요금체계는 지하철과 일체적인 시스템으로 하고 있음
출처 : 교통개발연구원. 1999. 교통부문의 환경문제와 대응방안 .

<부록 5- 3> 토론토의 GO 트랜짓
지역간 광역버스와 통근열차, 시내버스간의 통합요금 적용과 환승시스템을
구축하여 시간적 손실없이 타 교통수단으로 환승할 수 있게 하고 있음
1967년 통근 열차시스템으로 출발하여, 1970년 이후 등받이가 높고 편안한 고
급좌석을 갖춘 지역간 통근버스로 철도서비스를 보충하여 왔음
- 철도와 버스 시스템은 여러 해에 걸쳐 계속 화장되면서 통합적으로 운영되었
고, 토론토 도심에서 반경 90km까지 서비스를 확충
1996-97년 사이 총 노선연장 1204km에 매주 23,900승객통행을 실어 나름
대부분의 GO 트랜짓 버스들은 잘 조율된 환승기반에 의해 광범위한 통근열
차 시스템의 지선역할을 하며 비첨두시간 동안에는 출퇴근시간대에만 운행하
는 열차를 대신하는 역할을 함
교외업무지구와 토론토 외곽지역의 급행전철역에 인접해 있는 상업중심센터
를 연결하여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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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트랜짓은 균일요금을 적용하는 Richmond Hill 시내버스를 제외하고는
지점대 지점, 요금통합방식으로 버스와 열차 모두에 사용할 수 있는 승차권을
발매하고 있음
- 버스 이용승객들이 추가적인 요금을 지불하지 않도록 일부 교외버스업체들
과 비용공유 협약을 체결
- 시내에서 운행되는 TTC 버스나 전철, 노면전차 등을 가끔씩 이용하는 승객
들은 각각의 분리된 요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GO 트랜짓을 이용해 출퇴근하
는 승객은 월정기권인 트윈패스(Twin Pass)를 구입하면 전철과 버스 두 시스
템에 모두 사용할 수 있음
출처 : 교통개발연구원. 2000.「수도권 광역버스의 노선계획 및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부록 5- 4> 영국 런던의 레드루트
런던에서는 지역 내 타 대중교통수단과 연계된 종합대중교통체계를 도모하
고, 이용자 편의제고를 위한 통합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음
레드루트(Red Route : RR)
- 런던의 주요 도로축을 대상으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고안된 교통운
영패키지
- 버스전용차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화물의 적재·하차, 도로상 특
별표시시설, 도로시설 정비, 도모 및 자전거 통행자를 위한 새로운 또는 개선
된 도로횡단시설, 접속도로의 진입처리 및 교통억제정책 등을 포함
- 시험적 시행결과 버스 운행시간은 17%, 버스의 정시성은 약 33%의 긍정적
개선효과를 보임
런던버스 우선 체계망(LPBN)
- 레드루트 계획을 보완하기 위한 버스노선망의 구축을 목표
- 첨두시간에 최소 25%이상, 비첨두시간에 최소 15%이상 버스운행시간을 단
축할 수 있도록 버스우선정책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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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주정차 등에 의한 버스운행 효율성의 저하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단속정
책도 병행
버스우선신호(Bus Priority at Signals)
- 런던지역에는 약 350개의 교차로에 버스우선신호가 설치되어 있으며 향후
1,200개소의 교차로에 버스우선신호를 설치할 계획 중
- 버스우선신호는 운영중인 약 5,000여대의 버스에 설치된 무선장치를 통해 버
스가 교차로에 접근할 때 교통신호를 녹색으로 바꾸거나 통과 진행할 수 있
도록 녹색신호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버스전용차로의 끝단에서도 버스우선신호를 부여하여 교통을 통제
- Shepherd's Bush Green의 경우 이 제도를 통해 버스의 운행시간이 약 50%이
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출처 : 교통개발연구원. 1999.「교통부문의 환경문제와 대응방안」.

<부록 5- 5> 일본 고베시의 대중교통환승 주차시스템
도심의 외곽부와 도심 주변의 철도역과 버스 터미널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도
심까지 철도와 버스를 이용하도록 함
일본에서는 인구의 교외화 등을 배경으로 많은 도시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도
심으로의 자동차 유입억제와 공공교통으로의 수단분담을 목적으로 시행됨
고베시(兵庫縣 神戶市)는 교외지역 주택지 개발시, 도심으로의 자동차 교통의
유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정부가 정비를 하고, 제3섹터
가 관리·운영하는 대중교통환승 주차시스템(Park and Ride : P&R)을 실시
- 1992년 현재 6개소에 P&R용 주차장을 정비
- 일부역에서는 각각 뉴타운 중앙센타의 상업시설 주차장을 이용해서, 평일의
여유분을 이용함으로서 시설의 유효이용을 도모
출처 : 건설교통부. 2000.「기존 환승주차장 이용활성화를 위한 운영개선 및 정비방안」.
pp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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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6> 일본 오사카시의 대중교통 상호환승시스템
Ride and Ride는 역할이 다른 대중교통수단 상호간의 환승시스템의 총칭으
로 버스-철도, 버스-버스, 철도-철도 등의 연계승차의 편리성을 높임으로서 공
공교통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
Ride and Ride 시스템은 원래 오사카시(大阪市)의 종합적 공공(대중)교통체계
로서 고안된 호칭
교통망을 선적인 간선교통망과 면적인 지선교통망(feeder)과를 분리해서 유기
적으로 결합하고 공공교통의 접근과 환승을 개선해서 공공교통전체의 편리성
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오사카시에서는 ride and ride 시스템계획의 일환으로서 1974년부터 버스계
통을 간선과 지선으로 분리하는 버스시스템을 도입
- 버스차량은 존 내를 순화하는 지선 버스의 경우 비교적 회전이 자유로운 중
형차량을 사용하고, 간선버스는 대형차량을 사용
버스와 철도의 환승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환승터미널정비와 승계운임 할인
제도에 의해,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환승하는 경우 운임할인을 실시
도입후 이용자 중 자가용으로부터 전환이 약 30%, 자전거와 도보로부터의 전
환이 약 41%에 이름
유럽에서도 버스와 철도가 동일 홈에서 다른 수단간에 환승할 수 있는 시설을
많이 볼 수 있음
출처 : 건설교통부. 2000.「기존 환승주차장 이용활성화를 위한 운영개선 및 정비방안」.
pp14-21.

<부록 5- 7>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환경정기권
환경정기권은 공영·민영의 모든 시내 전차, 버스를 자유롭게 탈 수 있고 동
시에 매우 저렴함
- 이 정기권은 동일한 것을 누구나 이용해 좋고, 동시에 휴일에는 1장으로 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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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전원(대인 2인, 어린이 4인까지)이 이용할 수 있음
- 환경정기권으로 탈 수 있는 공공교통기관은 시내 및 그 근교에서 총 연장
2400km에 달함
시전철의 노선연장, 환승의 편리성 향상, 시전철 우선의 신호제어 등을 실시
시전철의 기종점 역에 넓은 주차장을 만들어 Park and Ride의 이용을 촉진
환경면에서 시전차의 노선 바닥을 잔디로 바꾸는 시책도 전개
출처 : 이상광. 2000.「환경친화적 도시개발론」. p160.

<부록 6- 1> 미국의 재택근무 확대
미국에는 1997년 현재 전국적으로 50개의 재택근무센터가 있으며 이 중 21개
는 연방정부의 예산으로, 11개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부문과 합작으로 18
개는 민간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음
워싱턴대도시위원회(MWCOG: Metropolitan Washington Council of
Government)의 조사에 의하면 워싱턴 지역(Washington Metropolitan
Region) 근로자의 6.8%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으며, 전체 근로자의 2.6%인 59
천명이 일주일에 2일 이상 재택근무 실시하며 18%인 382천명이 재택근무에
관심이 있는 잠재인구인 것으로 조사·분석됨
재택근무자의 92%가 집에서 일하며 1%가 재택근무센터에서, 2%가 집과 센터
두 곳에서, 5%가 지방도서관과 같은 제 3의 장소에서 각각 일하는 것으로 나
타남
재택근무는 교통량, 특히 승용차의 통행량 감소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미국의 회계국(GAO: General Accounting Office)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공
무원 중 재택근무자는 1993년 3,000명에서 1996년 약 9,000명으로 증가
- 연방정부는 1998년까지 전체 공무원의 3%에 해당하는 60,000명을 재택근무
자로 확대시켜 나갈 방침이며 남부 캘리포니아 주정부(Southern Cali -fornia
Association of Governments) 또한 캘리포니아 지역 근로자의 l0.4%를 재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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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하도록 유도할 방침
- 주정부 및 연방정부가 이처럼 재택근무 활성화에 힘을 쓰는 것은 재택근무가
교통량을 줄여 교통소통을 향상시키고 대기오염을 줄이는 등 대도시 교통여
건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임
재택근무를 장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택근무가 일에 대한 생산성을 향상시
키기 때문
- Salt Lake시의 사회보장국 민원실(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s office of
Hearings and Appeals)에 따르면 자료입력 직원, 컴퓨터 프로그래머, 워드입
력자 등과 같은 업종은 일의 생산성이 25%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출처 : 교통개발연구원. 1999.「교통수요관리 종합개선안에 관한 연구」.

<부록 6- 2> 일본 혼다 기술연구소의 자율출근시간제
배경 및 목적
우베구우(宇部宮)시의 동부 교외에 위치하고 있는 기누천(鬼怒川) 좌안에는
많은 공업단지의 집적이 진행됨에 따라 출근 시 교통혼잡이 심할 때는 중심
부인 JR 우베구우(宇部宮)역까지 약 13km, 20거리가 아침 피크 시에는 1시간
정도가 걸리는 상황
이에 1990년 4월부터 테크노폴리스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혼다
기술연구소가 교통혼잡해소를 목적으로 자율출근시간제를 도입
내용
종업원 약 5,000명 규모의 혼다 기술연구소는 종래 출근시간 오전 8시 15분에
서 오전 7시 30분부터 10시까지를 출근시간으로, 오후 3시에서 오후 10시까지
를 퇴근시간으로 해서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를 코어 타임으로 하는 자
율출근시간제로 변경
도입효과
출근시간의 분산화에 의해 연구소 부근 교차점에서의 좌회전 교통량(혼다 기
술연구소 방면)이 분산, 정체길이가 완화되어 실시전에는 피크시 약 4km 이
부록 외국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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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것이 1km로 완화
정체길이의 완화에 의해 통근시간도 감소하여 혼다 사원의 평균통근시간의
실시전 42.9분에서 실시 후 37분으로 약 6분 단축
출처 : 황기연, 엄진기.「2001. 교통수요관리론 - 정책 및 분석실무 -」.

<부록 6- 3> 싱가포르의 면허통행제
싱가포르 정부는 1975년 6월 도심지역에 대한 면허통행제(ALS, Area
Licensing Scheme)를 약 1년 6개월간의 준비를 통해 시행하기에 이름
면허통행세 시행 이전에는 수입에만 의존하던 승용차의 보유를 억제하는 정
책을 지속적으로 사용
- 승용차 보유시에는 관세, 등록세, 부가등록세, 우대부가등록세, 도로세, 이전
료 및 디젤엔진에 대한 특별세 및 기타 비용이 부과됨
- 통행허가제는 당초 오전 7시 30분부터 오전 10시 15분까지 적용, 이 시간대에
도심지역으로 통행하려는 모든 승용차는 유료이용이 가능
- 도심지역의 주차장 요금도 인상되었으며, 도심지역의 승용차 통행을 대체할
수 있도록 도심접근로에 환승주차장도 제공
- 이 제도의 시행으로 도심진입 승용차는 대폭 감소하였으며, 합승 승용차 이
용자가 크게 증가하였고, 대중교통 이용자도 역시 증가
통과차량 대수를 줄이기 위해 각종 정책 추진
- 도심지역의 주차요금을 인상
- 버스 우선차선제를 도입하여 대중교통에 대해 우대
- 도시 외곽에는 환승주차장을 설치하여 승용차에서 대중교통으로 전환 유도
- 출근 시차제를 장려
- 카풀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세를 면제
시행 효과
- 시행후 오전 규제시간대의 통행량은 약 77%가 감소
- 통행료를 내지 않는 화물자동차, 택시 등은 교통량이 오히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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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진입차량 면허제가 시행된 후에, 신규차량의 등록관련 세금이 많이 인상
되었는데, 이로 인해 교통량이 더 많이 감소
- 대중교통인 버스의 이용객이 33%에서 44%로 많이 증가하고, 버스 업체의 수
지도 호전
- 도심지역의 통행량 감소는 대기오염의 감소를 가져옴. 도심지역에서 측정된
바에 의하면,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스모그 수준 등이 통행료
징수 이전보다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1989년 6월 이후부터는 도심지역의 통행규제 시간대가 오후까지 확산되고 대
상 차량도 이륜차와 4인 이상 탑승한 카풀차량에까지 확대됨
현재 싱가포르에서는 1991년에 개정된 자동차 규제구분～10시 15분, 오후 4
시 30분～6시 30분에 대해서 그리고 토요일의 경우에는 오전 7시30분～10시
15분 사이에만 적용
현재 통행료 자동징수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해 각 운전자는 스마트 카드를
이용하여 진입규제 지점에서 멈추지 않고 통행료를 자동으로 정산
출처 : 황기연·엄진기. 2001.「교통수요관리론 - 정책 및 분석실무」.

<부록 6- 4> 노르웨이 베르겐의 도심진입 통행료
노르웨이의 3개 도시(베르겐, 오슬로, 트론드하임)에서는 교통시설 공급을 위
한 재원마련의 한 방안으로 오래 전부터 도심 진입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통행료는 승용차 당 5～20 크로네(krone)(약 600원～5,000원)수준임
베르겐시는 1986년부터 도심으로 진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오전 6시～오후
10시 사이에 도심의 혼잡방지, 대중교통 서비스 지원 및 주변 도로건설을 위
한 재원확보의 일환으로 통행료를 징수
- 징수요금은 승용차의 경우 5크로네, 대형트럭의 경우는 도로 파손 및 환경악
화를 이유로 2배를 징수
- 통행료를 징수 직후의 연간 수입은 6,000만 크로네, 운영비는 1,000만 크로네
도심진입 통행료 징수 효과
부록 외국사례ccc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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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량의 감축 및 대중교통 이용 형태 변화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으나 통
행료 지불을 기피하는 일부 운전자들은 통행시간을 변경하는 등 통행료를 지
불해야 하는 통행횟수는 약간 감소
- 대체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전체 통행량의 감소에는 영향이 적었지만 시민들
의 통행시간을 다소 변경시키는 등 첨두시 집중률을 다소 완화
도심진입 통행료 징수제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도심지역의 강력한 주차규제
를 병행
출처 : 교통개발연구원. 1999.「교통수요관리 종합개선안에 관한 연구」.

<부록 6- 5> 뉴욕의 주차수요 관리
뉴욕시의 경우 주차장 상한제와 요금정책 등을 통해 주차수요 감소시킴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트윈타워 및 세계무역센터 등에는 최소한의 주차장
만을 확보하고 있으며 입주회사들을 위한 주차공간은 없는 실정
뉴욕의 맨해튼에는 무료 주차권을 제공하는 은행이나 음식점이 없으며 민영
주차빌딩의 경우 주차요금이 시간당 9～10 달러에 이르러 값비싼 주차요금을
통해 주차 수요를 감소시키고 있음
시당국에서는 버스 전용차선 도입, 대중교통 이용자 세금감면 및 맨해튼 도심
진입료 부과와 같은 수요관리정책까지 병행하고 있어 도심혼잡 감소에 상당
한 효과를 보고 있음
통근 교통량의 감소를 위해서 뉴욕시 공무원들은 임명 6개월 이내에 시내로
이주해야 한다는 규정의 만들었으며 도심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여 물리적
으로도 승용차 출퇴근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었음
뉴욕시의 불법주차단속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여 1차적으로 맨하탄에 진입
하는 교량과 터널에서 통행료를 징수하고 2차적으로는 일단 진입한 차량에
대해서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방식으로 통행수요를 저감시키고 있음
뉴욕 DOT에 소속된 4천 여명의 직원 대다수가 주차단속 업무에 종사하고 있
고 일단 불법 주정차로 인해 벌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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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주차단속의 강도가 상당히 강력한 것으로 유명함
출처 : 교통개발연구원. 1999. 교통부문의 환경문제와 대응방안 .

<부록 6- 6> 독일의 지역적 주차수요관리정책
독일의 경우 주차장을 이용한 수요관리는 지역적인 주차관리 정책 추진
지역적 주차수요관리 정책은 도심과 그 주변부 그리고 교외지역으로 구분하
여 적용·도심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지 않도록 하고, 장시간의
진입은 허용하지 않도록 함
- 교외지역에는 프린지파킹(fringe parking)을 만들어 무료의 환승주차장(park
and ride)으로 활용하며, 가능한 한 주거지구에 가까운 곳에서 환승될 수 있
도록 주차시설을 설치
- 도심주변부에서는 요금이 싼 환승주차장(park and ride)으로 하는 형태
주차 방출(지불의무, discharge) 제도
- 도심에서 건물부설의무로 정해져 있는 주차대수를 만들지 않는 대신에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에 지불하는 제도
- 예를 들면 1대당 2만 5000마르크로 실제는 100대 분을 만들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 100대를 곱(25,000×100대)해서 그 중 90%의 금액을 시 정부에 지불
-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그 가격도 싸지고, 지불의무로 걷는 비율도 적어짐. 이
지불의무로 모은 돈을 프린지 파킹과 결절점의 주차장 정비에 사용
출처 : 이상광. 2000.「환경친화적 도시개발론」.

<부록 7- 1> 일본의 국토 그랜드디자인
일본은 국민들의 자연적 요구와 생물다양성의 확보 요청 등에 부응하고 국토

부록 외국사례cccxi
311

규모의 생태네트워크 형성계획을 1998년 국토종합개발법에 의거 21세기 국토
의 그랜드디자인의 수립을 결정
- 야생동식물과 공존과 균형 있고 안정된 생태계의 확보를 위해 규모별로 다양
한 수준의 생태계 통합과 서식공간의 연속성과 일체성을 위해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자연환경보전의 핵심전략으로 설정
- 세끼료 산맥과 상호 연계되는 유역에 대한 다양한 야생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생물서식공간의 조성 및 유지하고 인공구조물 설치시 생물공간의 분단
을 방지하기 위해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등 적절히 배려
- 생태네트워크 계획도를 작성하여 야생동식물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개발사업에서 보전할 곳은 가급적 개발을 피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우선적으로 수립
- 이를 위해 환경정보의 체계적인 수집·정비와 정보활용체계 구축과 지역주
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를 하고, 개
발이 불가피한 경우 지역의 자연환경을 총량적 측면에서 계획적으로 정비
출처 : 국토연구원. 1999.「제4차 국토종합계획시안-부분별보고서(제1권)」. pp365-366.

<부록 7- 2> 네덜란드의 국토생태네트워크계획
네덜란드는 1990년 국토생태네트워크(NEN: National Ecological Network)계
획을 국토의 중요한 정책으로 채택
- 동식물 서식지의 단절을 막으면서 생태계의 평형 회복을 목적으로 경관생태
학적 조사를 통해 추진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이 협력하여 대대적인 생태 인프라를
정비하고, 간선도로와 교차하는 구간을 연차별로 동물이동통로 설치계획
출처: 국토연구원. 1999.「제4차 국토종합계획시안-부분별보고서(제1권)」. p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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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3> 독일의 보전지역 지정제도
독일에서는 연방정부가 아니라 주 정부가 보전지역을 지정하고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
- 1976년 제정된 연방 자연보전법이 보전지역 지정과정에서의 참여적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 정부간 이해
관계가 달라 합의에 어려움이 존재
독일의 자연보전지역(Natural Reserve)과 국립공원과 같이 최우선 보전지역
의 면적은 각각 독일 국토의 약 2%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물권보전지역이
4.4%, 경관보전지역이 24.9%, 자연공원과 같이 우선순위가 낮은 보전지역은
20% 정도를 차지
독일에서의 보전지역 지정 반대 이유는 자연보전 및 관리정책에 이해관계자
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주민들은 자연보전규정들이 개인
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하고, 자연보전에 대한 정형화된 해석이 지역주민
과 환경보전기관간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대화를 왜곡하기 때문
NARMS(Natural Resources Management by Self-help Promotion)는 보전지
역 지정 및 관리에 있어 참여적 접근방법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
- 독일의 개발협력기관들은 NARMS를 1992년 확립. 이 방식은 집중적인 제도
적 학습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자연자원관리 사업에 있어서 참여적이고 자조
적인 접근방법을 조장
- NARMS는 교육기술과 지역주민들의 제도적 능력 형성 메카니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자연자원 관리를 위한 기술적 조치는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련 조치들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독일의 경우 개발관련기관과 환경보전 관련기관간에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주민참여방식과 생태우선방식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데 점점 주민
참여 방식으로 변해 가는 경향을 보임
독일의 사례는 보전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있어 효과적인 상향식 참여를 보장
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하향식 접근방법이 필요할 때도 있음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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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창우. 2001. 자원의 보전과 친환경적 이용: 외국사례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을
위한 전략 세미나」. pp171-175.

<부록 7- 4> 독일의 자연형 하천조성 사례
독일은 1960년대 들어 자연환경 훼손이 심화되면서 복원의 중요성을 인식하
고 하천을 포함한 자연환경의 복원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
- 1976년 연방자연보전법 이 제정되면서 도시의 수변재생운동이 시작되어 개
별적으로 기초조사 및 사례연구 사업이 시행
- 특히, 수변을 다양한 생물의 서식공간으로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근자연형
하천공법 이 개발되었고, 실제로 이 공법은 알프스 지방, 바이에른주, 레피시
하천의 건설현장에 적용되어 성과가 매우 높았음
근자연형공법은 하천의 직선화를 배제하고 자연적인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면
서 유수지 및 홍수지를 적절히 배분·배치
- 도시내의 소하천의 자연복원사업은 하천중심의 도시 종합적인 자연복원사업
이 되도록 추진
- 또한 하상의 변화와 관련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실시하
여 장래 하상변화를 예측하여 자연적 하상의 복원이 되도록 하였고, 재료는
가급적 자연재를 사용
- 이러한 공법중 특징적인 공법중의 하나인 식생과 돌을 이용한 호안공법은 버
드나무를 돌사이에 끼워 돌틈에서 자란 버드나무 뿌리를 배후의 토사를 안정
시키고 돌사이를 강하게 결함시켜 호안을 보호
- 이 공법은 부드러운 버드나무 가지와 잎으로 호안을 견고하게 하고 동시에
물고기를 비롯한 수생생물의 피난처를 제공하는 역할 수행
출처 : 환경부. 1995.「전국 그린네트워크 화 구상」. pp14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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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1> 일본의 용수수요별 절수방안
용도

구분

내용
- 매스미디어, 홍보차 등을 활용한 지속적인 실시

홍보, 캠페인 - 국민의 절수인식 향상, 정보제공 및 절수 프로그램 참여 유
도
절수기기
도입
생활

누수방지

용수

- 생활용수 수요 억제
- 대도시 지역을 중심 실시, 상당한 절수 효과를 보임
- 추가적 비용이나 에너지 소비는 하수도 등의 배수처리시설
부담경감 등으로 상쇄

잡용수 이용

- 추가적 비용이나 에너지 소비는 하수도 등의 물수급이 어려
운 지역을 중심으로 보급, 1996년 말 전국 약 2,100여개 시설
을 설치, 생활용수의 약 0.8%에 해당하는 약 324천㎥/ 일 을
충당
- 추가적 비용이나 에너지 소비는 하수도 등의 지역의 실제 상

정책방안

황을 검토한 수질오탁방지법이나 조례에 의해 규제 절수방
안 시행

공업

평가

- 지하수 취수 지역, 가뭄 지역에서 효과적

용수
- 평균 각 지역별로 10%씩 수요가 억제될 것으로 예측, 목표
예상

년도에 는 공업용도의 담수 보급량은 전국합계 9억㎥/ 년 정
도 감소 추정

- 일본은 전통적으로 농업용수의 반복 이용과 가뭄시 차례대로 농업용수를
농업
용수

사용하는 번수(番水)와 같은 절수 방안을 확립
- 수자원 관리의 고도화 방안으로 관개시설의 정비에 의한 누수방지 등을 지
역 상황을 고려하여 실천

출처 : 김종원 외. 2000.「수자원계획과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의 연계」. 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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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2> 동경시의 물 절약정책
구분

상담전화개설

내

용

- 동경시청 주관, 실천 가능한 절수방안 홍보와 절수방안에 대해 시민
상담

- 누수의 주원인인 급수관을 스테인리스 재질로 교체
누수방지대책

- 누수 탐지와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
- 누수율 15%이상(1983년)에서 9.3%(1995년)까지 개선
- 2000년 7%로 누수율 목표 설정

- 잡용수를 수세식 화장실이나 세차 등에 이용
- 잡용수 이용보급을 위해서 순환이용시설과 우수이용시설을 도입, 비
용에 대한 법정비와 재정 지원 등을 국가에 요청
물의 효율적
이용 추진

- 공업용수 : 잡용수의 이용이 적어 "잡용수 이용에 관한 지도지침" 제
정(1983년 1월)
- "잡용수 이용에 관한 지도지침"에 따라 물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빌딩
건설 사업자에게 잡용수 순환이용시설의 설치를 권장하여 1996년 3
월말 334개소의 시설에서 가동중
- 생산자와 연계한 절수형 기기의 개발 및 보급 촉진

급수체체
정비

- 이상 기후 특히 갈수시 대비

출처 : 김종원 외. 2000.「수자원계획과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의 연계」. 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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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3> 후쿠오카시의 물 절약정책
구

분

물관리센터
수압조정실시
밸브 자동화
수도관 교체
잡용수 보급

내
용
- 후쿠오카 시내 전역에 원할한 급수를 위하여 정수장에서 수도꼭지사
이의 수압, 배수를 조절
- 누수방지를 위해 정수장간 배수의 상호 협조, 블록에 따라 적정한 수
압조정을 실시를 통해 누수 방지
- 누수방지에 대비헤 배수관에 부착되어 있는 유량계와 수압계의 정보
를 이용하여 감시원이 밸브의 개폐를 온라인으로 조정
- 일년동안 70km의 배수관 신설, 31km의 노후관 교체
- 1994년까지 광역순환방식, 지구순환방식, 개별순환방식의 3가지 방식

을 시내의 292시설과 2지구에서 실시
절수기기 보급 - 수도꼭지의 개폐시 물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절수기기 설치
홍보, 캠페인 - 절수의식 고양
출처 : 김종원 외. 2000.「수자원계획과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의 연계」. p137.

<부록 8- 4> 일본의 365일 물 아껴쓰기 매뉴얼
구

분

물의 중요성
갈수기의
물 부족 사례

내
용
일반인에게 일상생활 중에 어떤 용도로 어느 정도 양의 물이 사용
되는지를 설명함
인구와 도시기능이 집중된 수도권에서는 1964년 동경에서 50%의
제한급수가 실시된 것을 시작으로 1973년, 1978년, 1987년, 1990년
등 갈수기가 지속되어 심각한 물 부족 사태가 벌어진 사례

물 부족에 따른

가뭄으로 인한 생활의 악영향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함
생활의 불편함
물 아껴쓰기 목욕시, 세탁시, 주방, 세면대, 화장실 등에서의 물 아껴쓰기 방법
소사전
물 아껴쓰기

가정에서 가능한 갈수시의 물 아껴쓰기 방법을 25가지로 정리함
소사전에서 정리된 25가지의 물 아껴쓰기 방법을 실생활에서 적용

차

트

하기 쉽게 흐름도로 정리함
일반가정 68세대를 대상으로 물 아껴쓰기 소사전의 물 아껴쓰기 방

절수실험

법에 따라 1주일동안 실제 절수실험을 행한 결과 1인 평균 1일 물
사용량의 약 57%까지 물 사용량을 아껴 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출처 : 김종원 외. 2000.「수자원계획과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의 연계」. 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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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5> 영국의 물 절약정책
방

안

내

용

- 취수원의 개별적 운용보다 연계하여 그룹화 하는 것이 수자원의 생산· 운용에
효율적
- 커넷강 중류 및 하류에서 테임즈 수자원 공사가 추진 중, 뉴베리·레딩 지역에
취수원 연계

수자원을 공급하는 두 그룹의 취수원을 연계
- 이 계획은 하천 유량을 유지하고 취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웨스트 버크셔 지하
취수원을 개발, 수요가 많은 기간에 대비하여 장기간에 걸쳐 지하 취수원을 인위
적으로 보충
- 런던의 지하수층은 20세기 초반, 과도한 취수로 인해 대수층 수위 하강으로 지하
수원이 고갈
- 현재 런던 지역의 지하수 취수량 감소로 수위가 복구된 대수층의 지하수를 이용

지하수자원
개

하려는 방안 추진 중

발 - 물 이용량이 적은 겨울철에 연계된 시추공망을 이용해 대수층을 인위적으로 채
워서 여름철에 사용 가능하도록 수량 확보
- 콘(Colne)강 중류 및 하류에서는 쓰리 벨리즈 수도회사가 하천의 저수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하 취수원 개발 추진 중
- 남서부 옥스퍼드셔(Oxfordshire) 지역 저수설비 : 유량이 많은 경우 지역 저수설비
에 저류하여, 테임즈 강 상류 및 런런에 수자원
- 현재 수요 관리와 누수방지 등으로 수요 감소추세이므로 보류
- 환경적 충격이 적은 수자원 확보방안으로 겨울철 하천의 유량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

저수시설
이
용

- 저수설비의 다음사항을 검토 중(테임즈강 하천청)
① 저수설비 건설시 저수 지역에 미치는 영향
② 저수설비 건설기간 동안 발생하는 오염문제
③ 홍수 위험도 검토와 배수로 개발
④ 수류의 방향 전환 필요성
⑤ 저수된 물의 누수로 인한 지하수 및 유역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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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안

내

용

- 앵글리아(Anglia) 지역으로부터의 용수 이전 : 앵글리아 지역에 추가 저수지
건설, 앵글리아 지역의 미래 수요충족, 테임즈 지역으로 용수를 이전하는 방안
- 이를 위해 수도 공급회사와의 공조 및 하천간의 용수 이전에 대한 영향 및 이
익, 환경적 문제에 대한 검토 요망
- 세번(Severn)강으로부터의 수자원 수송 : 테임즈 강 하류에 있는 세번(Severn)
강으로부터 상류 테임즈강으로 수자원 이송
용수이전

- 수로구간과 배관시설을 이용한 하천간의 직접적 이송 외에 저수시설을 이용한
간접적인 이송을 포함
-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검토
① 세번 강에서 테임즈 강으로의 수자원을 이송할 경우 하천수의 혼합에 의한
생태적, 물리적, 화학적 영향
② 수자원 이송으로 인한 저유량 발생시의 수자원 확보
③ 수자원 이송에 관한 비용과 실현 가능성 및 기반시설 확충
④ 세번강의 환경영향에 따른 규제와 웨일즈 지역의 저수시설에 대한 필요성
- 테임즈 강 지역은 재활용수의 이용이 보편적, 주로 상류지역이 깨끗하게 처리
된 재활용수에 크게 의존
- 테임즈 강유역 공업단지와 발전용수에 재활용수의 이용이 활발히 이루어짐
- 생활용수 중 주로변기 세정용수 및 실외용수(공원, 분무식 관개시설 세차)등에

재활용수

사용
- 생활용수 중 고도의 정수 과정을 거친 재활용수는 런던 지역의 수자원 공급을
위한 취수원이나 해안으로 방출
- 재활용수의 활발한 보급을 위해 식용수의 처리기준 확립과 하천에 대한 수질
환경 보호와 같은 사항들이 검토

출처 : 김종원 외. 2000.「수자원계획과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의 연계」. pp14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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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6> 캘리포니아주에서 실행하는 절수방안
실천사항

수
요
가정용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업용 공업용 정부기관 누수량

1. 실내, 실외 수도검사
2. 배관신설 및 교체
a. 저유량 변기 설치
b. 교체
3. 급배수관 검사 및 누수 탐
지
4. 유량계 검정
5. 정원용수 검사
6. 정원수 절감
7. 대중 홍보
8. 학교 교육
9. 상업 및 공업부문 물 아껴
쓰기
10. 신규 상업, 공업용수 수
요 재검토
11. 절수가격제도
12. 주택의 정원용수 아껴쓰
기
13. 하수 규정
14. 물 아껴쓰기 감독 및 조
정 책임자 선정
15. 금전적 동기 설정
16. 저유량 화장실 변기대체
프로그램

출처 : 김종원 외. 2000.「수자원계획과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의 연계」. 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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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7> 미국 뉴앨비언시의 물 수요관리 수단
구

분

내

용

- 1995년 이후 물사용 상위 20%의 가구에 사용실적을 토대로 설문조사 실시,
응하지 않고 차년도에 상위 소비자로 남으면 세 통의 조사용지 연달아 발
송, 이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 단수와 같은 강력한 경고를 보냄.
- 물 사용 조사를 수행하는 city job training program을 통해 비교적 젊은 장
DMM1 :
단독 및 다가구
수요자를 위한
내·외부
회계감사

년층을 모집·교육
- 단독가구조사시에는 2인 1조로 약 2시간 소요 : 유속(flow rate), 변기누수탐
지, 샤워 및 수도꼭지 통풍장치(faucet aerator) 설치, 시의 ultral-low flush
변기 대체프로그램 관련 자료의 제공 등
- 정원의 물 공급시스템 조사 : 스프링 쿨러의 계절별 사용 스케쥴 등 설명으
로 용수절약 유도, 다가구주택(아파트)의 경우 소유자, 세입자, 단지관리인
과의 협조체계 요구.
- 각 가구의 정보기록 : 가구원수, 욕실수, 기기의 년수, 정원의 크기 등 기록,

DMM2:

DMM3

DMM4
DMM5
DMM6
DMM7:
초 절약형
변기교체프로그

소비자의 물 사용을 분석 및 프로그램의 개선에 이용.
- 구형장비의 개조를 통한 용수절약
- 급수시스템의 물 회계감사, 누수탐지 및 보수
- 누수율을 10%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한 년간 보수계획을 수립. 이 계획을 통
하여 누수율을 12%에서 5%로 감축하는데 성공. 예산은 유지보수비 항목에
서 충당
- 학교교육을 통하여 물 절약에 관한 교육 실시 : 조사요원의 정기적 방문교
육과 아울러 학교내의 모든 물 사용시설의 절약형 유도
- 가격, 물 공급서비스, 하수서비스
- 차등적 요율의 적용(block rate)
- 재정적 인센티브의 제공
- 대부프로그램운영
- 먼저 공공기관(시청, 시의회, 학교등)이 시행하고 일반가정으로 확대보급,
rebate로 약 $100 제공
- 재활용프로그램운영 : 구형의 변기는 파기후 도로 등 공사자재로 활용

램 (Ultra-low

- 시의 목표는 전체 변기중의 80%를 Ultra-low flush model로 대체

Flush Toilet

- 농업부문의 물 절수계획 : CIMIS(california irrigation management

Replacement)

information system)을 통한 농업부문의 물 절수계획 수립

출처 : 김종원 외. 2000.「수자원계획과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의 연계」. p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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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8> 일본의 물 수요관리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각종 용수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주요 수원지
의 수질이 악화되는 등 신규 수자원의 개발여건이 악화됨으로써 수요관리의
필요성이 대두
- 일본의 수요관리 정책목표는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균형적 용수수급 계획
<표> 일본의 물 수요관리
구분

세

분

실천방향및방안

주

요 -기존 시설의 공급능 ·기존 댐의 재개발, 댐군의 연계운영, 탄력적 댐
력 제고

정책방안
중앙

운영, 유역간 물이동 및 수리권 조정 등

-지하수의 관리 강화
-수원의 다원화

정부
용도별
절약방안

동경시

-생 활

용수

-공 업

용수

-농 업

용수

·수위·유속변화 기준 설정 및 지속적 감시,
지반침하, 염수화 방지, 필요시 지표수 전환 등
·중수도 보급 확대, 처리수 재이용, 빗물 저류,
해수의 담수화 등
·물절약 홍보, 절수기기 설치, 누수방지, 하수
처리수 재이용 등
·수질오탁방지법 등 법규 및 조례로 규제
·관개시설 정비, 누수방지, 번수(가뭄시 차례대로
물을 이용하는 것) 등

-정책방향 설정

·각종 시책·간담회 시행, 절수 연구기관 설치

-시 민 홍 보

·절수방안 홍보, 절수 상담전화

-절수기 보 급

·생산자와 연계한 절수형 기기 개발 및 보급 촉진

-누 수 방 지

·관재료 교체, 누수탐지기술 개발 등

-잡용수 이 용

·순환 이용시설·빗물이용시설 도입 및 관련제도

지방

정비·재정지원 등

정부
-정책방향 설정
후쿠오카

-시 민 홍 보
-누 수 방 지
-잡용수 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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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단

·절수형 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 물 관리쎈터 설치
(적정 배수 및 수압 조정), 시민조치요령 마련 등
·물절약의 날 운영, 각종 캠페인, 정수장 개방 등
·유량계·수압계 정보 온라인화 및 감시체계 구축,
노후관 교체
·수세식 화장실 및 가로수 급수 등에 활용

일본의 수요관리 대책은 크게 중앙정부 차원과 지방정부 차원으로 구분
-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기존 시설의 공급능력 제고, 지하수의 관리 강화, 수원
의 다원화 등을 주요 정책 방안으로 설정하고, 물 이용 용도별로 다양한 절수
방안을 추진
-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단들을 강구
- 지방정부의 물절약 시책은 물절약 도시라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물 관리기
구나 세미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 홍보, 절수기기 보급, 누수방
지, 잡용수 이용 등을 통해 물 절약을 실천
출처 : 김종원, 박태선. 2001.「물 수요분석을 통한 합리적 수자원 정책방향 수립에 관한
연구」.

<부록 8- 9> 영국의 물 수요관리
영국은 중앙정부의 물관리 부서인 환경청 주도하에 수요관리를 추진
- 용수수요 평가기준 마련, 취·저수허가 기준 마련, 공급자에 대한 평가 실시,
물관리기구의 설치 등을 기본적인 정책방안으로 설정하고 물 절약을 위한 다
양한 방안들을 추진
중앙정부에서 유역별 용수공급 회사의 누수율 감축 여부를 평가하고 취수권
을 제한 또는 취소함으로써 물절약을 도모하는 것이 특징
지방의 물관리는 유역단위로 이루어짐
유역별로는 수원의 연계운영, 지하수 관리의 강화, 유역간 용수이동, 재활용수
이용, 효율적인 수자원 이용방안 등을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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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영국의 물 수요관리
세

구분

실천방향및방안

분

-용수수요

주요 수단

평가 ·각종 수자원 관련자료의 수집·분석, DB화, 정보

기준 마련
의 제공 등
-취·저수 허가 ·수자원의 이용 감시·확인, 수원별 이용 가능량
기준 마련

조사, 법정 하한 유량 마련, 관련법규 정비
·용수공급회사가 누수 감소기준을 마련·규제,

주요

중앙

정책 -공급자에 대한
취수권의 제한 또는 취소 등을 통한 수요관리
방안 평가 실시
·누수탐지, 물 수요예측 및 감시, 계량기 개발보급,

정부

-물 관리기구
마련
-수원의

연계이

정부 즈강 이용
-유역간

용수이

물 절약관련 연구 개발 추진 등
·환경청 산하에 국립 물 수요관리썬터 설립( 93),
·관리쎈터 직원 교육, 물 수요관리전략 마련( 97)
·용수공급회사의 누수평가 등

·다수의 수원을 연계하여 물이용의 효율성 제고
용
-지하수관리강화 ·겨울에 충진하여 여름에 활용, 지하 취수원 개발
지방 테임 -효율적 수자원 ·잉여유량을 지역의 저류시설에 저장한 후 하류로
방류하여 이용

·신규 수자원개발후 물부족 유역에 용수를 공급
동
-재활용수 이용 ·공업용수, 발전용수, 세정용수, 관개용수 실외용수로 재활용

출처 : 김종원, 박태선. 2001.「물 수요분석을 통한 합리적 수자원 정책방향 수립에 관한
연구」.

<부록 8- 10> 미국의 물 수요관리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환경처에서 물 수요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전통적으로
주정부의 역할이 강하기 때문에 물 수요관리도 주별로 이루어짐
중앙정부에서는 환경처의 지원을 받는 물절약조합 에서 물 절약 관련 홍보
와 교육을 담당
- 이 조합은 물 소비자, 물 공급 및 관리자, 물 관련 전문기관의 조합원으로 구
성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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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미국의 물 수요관리
구분

중앙
정부

실천방향 및
주요 수단
방안
-규제 완화 및 ·환경처에서 물절약조합 지원(규제완화·애로사항 해결)
지원
등
-물절약 조합의 ·절수기기 설치 유도, 합리적 물사용 도모, 교육·홍보,
주
요 효율적 이용
하·폐수량 경감
정책방안
-물관련 자료의 ·환경처에서 홍보·각종 프로그램 개발, 자료개발, 정보공
활용 활성화
유 네트웤 개발 등
세

분

-농업용수
아리조나주

-생활용수

·작물별 용수수요량 추정 프로그램 개발, 관개배수 절수
시스템 개발(용수공급회사와 행정관청 주도)
·물 융통계좌 규정 운영(연간 최대이용 지하수량 할당)
·하수처리수 재이용, 지하수 저장, 관개관련정보 제공을
통한 물절약 등
·지하수·지표수·처리하수의 혼합용수를 도시용수로 이
용
·1인1일 연평균 물사용량 할당

-최적의 절수관
·절수연합회 구성, 최적의 절수관리방침 마련
리 체계 구축
-물절약 홍보및
·다양한 절수 프로그램 추진, 홍보 및 교육 등
교육
-수자원 재활용 ·전체 용수의 10%를 재활용수로 충당
-단계별 수요관 ·차등 요율제 도입, 공공기관 시행후 일반가정으로
지방 캘리포니아
리체계 구축
확대
정부
주
-절수기기 보급 ·초절수형 변기·절수형 세탁기 보급 등
·물절약을 위한 법규 정비, 임시법령 마련(물부족 단계별
감축량 규정)
-물 부족 대책 ·정수기 구입, 긴급 용수공급 체계, 물의 수입, 기존 댐 증
수립
고·준설 등
·지표수·지하수 연계이용, 해수 담수화, 빗물의 재이용
-기
타
등
·월 사용가능량이 적힌 절수카드를 구입케 함(사용량 초과
플로리다주 -절수 카드제
시 더 비싼 카드 구입)
-각종 절수계획 ·누수 확인·보수, 신·개축 건물의 절수기 사용 의무화,
시행
계절 요금제, 초과요금제 등
-관련법규 정비

델라웨어주
-홍보 및 교육

·절수 사례 홍보, 절수기술 관련 세미나 개최, 절수형 요금
체계 도입을 위한 공청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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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소비자들은 조합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물
절약 효과를 환경처에 보고
- 물공급 및 관리자들은 조합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며, 누수시설의 설치 및 대
중 교육 등을 담당
- 환경처에서는 조합의 활동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고, 홍보·교
육연수, 자료의 개발 및 제공 등을 담당
각 주별 주요 수요관리 방안을 살펴보면 절수연합회와 같은 단체의 구성, 최
적의 절수관리 방침과 같은 기본 틀 속에서 교육·홍보 그리고 관련법규의
정비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운영
- 또한, 단계별 수요관리를 위한 임시 법령이나 절수카드제와 같은 극한적 방
법도 있음
출처 : 김종원, 박태선. 2001.「물 수요분석을 통한 합리적 수자원 정책방향 수립에 관한
연구」.

<부록 8- 11> 오스트리아 하인브르크의 댐건설 포기 사례
오스트리아 하인브르크댐은 정책결정단계에서 댐건설 여부를 놓고 10년간의
논쟁을 벌인 후에 댐건설을 포기하고 자연생태계 보존을 선택한 대표적인 사
례
- 도나우강의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댐건설을 포기하는 대신, 이 지역일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기존의 직강하천을 자연하천으로 원상복구시키는
대역사를 추진
- 부족한 전력은 국민들이 절약을 감수하기로 결정을 내리는 등 환경정책측면
에서 많은 시사점을 줌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슬로바키아쪽으로 50㎞쯤 떨어진 도나우강 줄기의
하인브르크 지역에 대규모 댐을 건설한다는 오스트리아정부의 발표가 있자
1984년 여름 전 유럽의 환경단체들이 모여서 격렬한 반대시위를 벌였고, 이
시위로 오스트리아정부는 결국 댐건설 계획을 유보해야 했고, 당시 총리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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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는 정치적 파동도 겪음
- 오스트리아정부는 댐 유보결정 후 하인브르크 전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
하고 직강화된 도나우강을 과거 100년전의 꼬불꼬불한 자연하천으로 되돌리
기로 결정을 내림
- 도나우강은 그동안 건설된 9개의 댐으로 인해 수심이 매년 최고 9㎝, 평균
2～3㎝씩 깊어지면서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조류서식지를 앗아가는 등
생태계 파괴가 이루어짐
이를 막기 위해 오스트리아 정부는 매년 6～18㎝ 크기의 자갈 5만3천톤을 강
물에 쏟아 부었고, 환경단체들은 물론, 전문가, 시민들도 이의 부당성을 이유
로 댐 건설을 반대함
- 하지만 오스트리아정부는 당시 전력생산량이 부족해 독일 등지로부터 전력
을 수입해 쓰고 있는 실정이어서 하인브르크 댐을 건설하여 전력부족현상
을 해결해 보고자 하였기 때문에 환경단체와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음
오스트리아정부는 이처럼 팽팽한 논쟁이 계속되자, 4가지 방안을 놓고 각각의
방안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한 결과 댐 건설을 포기하고 하이브르크 전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자연하천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선택
- 또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해 하인브르크의 생태계복원을 위해 시민 1인당
40～80실링(2,800～5,600원)씩 낼 의사가 있다는 결과를 얻었고, 이 국민성금
에 차관을 끌어들이면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함
- 직강화된 도나우강을 100년전 수많은 지류가 복잡하게 얽혀 흐르는 자연하
천상태로 되돌리는 구체적인 공사방법과 총비용산출문제는 별도의 연구용역
을 수행 중에 있으며, 댐건설 포기에 따른 전력부족문제는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에 호소하고 있음
출처 : 윤양수, 김선희, 이승복. 1998.「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 추진방안」. pp1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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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12> 독일 킨사우 환경댐
킨사우댐은 환경보호와 개발의 논리가 첨예하게 맞부딪치는 상황에서 환경친
화적인 입지와 시설계획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댐건설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
여주는 사례
- 홍수를 막고 필요한 수력에너지를 끌어쓰면서도 자연생태계에 조금도 손상
을 입히지 않는 댐 개발기법은 지금도 계속 연구되고 있는 수리학계의 최대
과제중의 하나인데, 독일 킨사우댐은 댐 건설후에도 하천생태계를 그대로 복
원시킨 대표적인 환경댐으로 평가됨
킨사우댐은 독일 남부 뮌헨에서 스위스쪽으로 100㎞쯤 떨어진 레흐강 수계
바이에른주에 위치하고 있는 4.08㎿/ 일의 전력을 생산하는 수력발전댐
- 이 댐에는 다른 댐들과는 달리 보조댐 하나를 더 설치해 강의 일직선화와
강바닥의 침하현상에 따른 생태계 파괴를 미연에 방지
- 보조댐은 주댐보다 다소 낮은 높이로 세워져 주댐에서 넘어오는 물을 발전소
하류지역으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함
- 또한 댐 양안에 폭 2～3m 가량의 어도를 설치해 물고기가 댐 상류에서 하류
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
킨사우댐 건설관계자들은 상 하류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자갈섬 등 원래 지형
을 최대한 보전하고 생태계보호지역 등을 지정하여 생태계보호에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댐 하류지역의 황폐화되기 쉬운 자연경관을 살리고자 노력
- 특히, 우리나라와는 달리 댐 수몰지역 지장가옥을 모두 철거하지 않고, 일부
를 박쥐 등 생물서식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생태공간을 조성
- 한편 댐 하류에 지정된 생태계보호지역은 보조댐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이 스
며들면서 동식물 서식에 알맞은 늪지대로 유지
- 이는 물의 낙차를 극대화함으로써 발전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일반적 댐
건설공법과는 달리 킨사우댐은 자연공법을 선택함으로써 댐 주변의 자연생
태계를 조화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
킨사우댐은 1984년 공사계획 착수 후 8년만인 1992년에 완공되었는데, 공사책
임을 맡은 바이에른주 수력발전주식회사(BABAG)가 철저한 환경영향평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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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비경제적이지만 환경친화적인
댐(Eco-dam)을 건설한 것으로 평가됨
- 바바크는 킨사우댐의 건설목표를 자연생태계의 복원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댐 건설에 두어 댐건설=자연생태계파괴라는 환경보호론자들의 비판을 불
식시키고자 노력
- 이에 따라 바바크는 공사 착공전 생태계 조사부터 실시한 뒤 이 지역에 서식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참나무, 가문비나무 등 580여종의 동 식물 중 보호
가치가 높은 일부 생물을 공사전 인근지역으로 고스란히 이주시키는 작업부
터 실시
- 또한 강주변의 식생과 물의 흐름, 예상발생에너지 등을 고려한 모두 25가지
의 종합적인 공사계획안을 마련, 개별계획안에 대한 장 단점 및 비용편익분
석 검토를 수행하고, 25가지 대안중 공사비가 가장 많이 두는 대신 생태계
복원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최종 채택
- 최종 선택안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바이에른 주정부와 댐 건설
후 생태적 안정성에 대한 분석 협의과정을 거치고, 지역주민, 사냥협회, 낚시
협회, 자연보호단체 등 모두 40여개의 관련단체들과 협의를 거치면서 물고기
이동로, 보조댐, 자갈섬, 박쥐 서식지 등의 아이디어를 추가적으로 보완
바바크가 생태계 보호에 쏟은 비용은 총공사비 1억1천8백만 마르크(590억원)
의 21%인 2천5백만 마르크(125억원)로서, 이같은 조치는 경제적으로 볼 때
말도 안되는 넌센스이지만 댐 건설후에도 강물이 흐르고, 하천생태계가 살아
야 한다는 원칙이행을 위해서는 중요한 결정으로 알려짐
- 댐의 환경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용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보조댐을 만들어 강
물의 자연스런 흐름을 유지하고, 어도를 설치해 수생생물종의 이동을 확보하
는 것은 물론 위치선정에 있어서도 생태계보호를 최우선으로 함
- 현재의 댐 위치에서 1㎞ 정도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강폭이 지금의 위치보
다 1/ 2이상 좁은 반면 강수심은 2배 이상 깊어 낙차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
는 댐적지가 있어 현공사비의 1/ 2로 20%이상의 발전량을 생산할 수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강폭이 좁은 곳에 댐을 건설할 경우, 댐 하류에 일정량의 물
을 확보하지 못해 주변생태계가 파괴되고 상류지역 강바닥 침하현상이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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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입지를 결정하여 공사를 추진
출처 : 윤양수, 김선희, 이승복. 1998.「환경친화적 국토개발사업 추진방안」. pp103-105.

<부록 8- 13 > 댐건설에 있어서 생물서식지 고려 사례
테네시강의 지류인 리틀테네시강에 댐 건설을 포함한 종합적인 수자원 개발
사업이 착수된 것은 1963년임
- 환경영향평가도 통과했고 비용편익 분석에서 편익이 비용보다 1.7배나 높다
는 결과도 얻음
- 그러나 역사유적이 수몰되는 인디언과 저수지 건설이 경관을 해쳐 관광산업
에 해롭다는 주민의 반대가 계속됨
- 1973년 테네시대학의 한 생물학자가 스네일 다터라는 작은 희귀한 물고기를
이 강에서 발견하였고, 야생동물국은 이것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함
- 공사 반대자들은 1976년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977년 항
소심에서 원고가 이김
- 댐 건설은 공정의 90% 이상을 달성했고, 1억달러 이상이 투자된 상황에서,
사업주체인 테네시계곡당국(TVA)은 상고했으나 1978년 최고법정에서 기각
이후 사업자는 애초에 의회가 승인했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공정을 거의 완료
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
- 10%만 건설하면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것과 상업적 가치도 없는 하찮은 물고
기 보호를 냉정히 비교해 달라고 호소
- 의회는 이익이 명백히 크고 다른 합리적 대안이 없을 때는 멸종위기종법의
예외를 인정하는 법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위원회가 구성돼 이 문제를 검토함
- 결과는 승리였으나 테네시주의 한 상원의원이 끈질기게 댐 완성 법안을 냈
고, 마침내 의회는 댐을 완공시키라는 특별 결정을 내림
- 비슷한 시기에 생물학자들은 스네일 다터를 인근 하천에 퍼뜨리는 작업베 부
분적으로 성공했고, 주변을 샅샅이 뒤진 결과 이 물고기의 새로운 서식처를
찾아내어, 이 물고기의 법적 지위도 멸종위기에서 위험으로 약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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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진전이 처음 사업에 반대했던 카터 대통령으로 하여금 댐 완성 법
안에 서명하게 만듦
출처 : 환경부. 1996.「자연환경보전 방안에 관한 웍크샵」. pp89-91.

<부록 9- 1> 터키의 지속가능한 관광
1980년대 터키의 지중해연안은 관광시설의 거대화와 빠른 확장 때문에 경관
과 환경파괴가 심각
- 터키의 지중해연안은 관광산업의 의존도가 커서 1980년대의 대규모 환경파
괴 시설투자로 인하여 1990년대에 외국관광객의 수요가 미치지 못하자 지역
경제는 큰 위기에 직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자연과 역사적·사회문화적 가치를 지
녔지만 기존관광의 영향력에 둘러싸인 Cirali를 soft tourism(ecotourism)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유기농업을 유지하는 대표지역으로 선정
- Cirali는 터키에서 연안관리와 관광-Cirali와 Belek 이라 명명된 프로젝트에
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하고 생물다양성과 자연자원의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Clrali만의 독립된 목적은 Clrali 관리계획을 완성하고, 소규모의 관광을 통해
서 환경적이고 사회적인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
출처 : http:/ / www.bestpractices.org/ cgi-bin/ bp98.cgi?cmd=detail&id=6246

<부록 9- 2> 코스타리카의 생태관광
코스타리카의 관광마케팅 슬로건이 '코스타리카:이는 오직 자연(Costarica:It's
onlt natural)'인 것처럼 코스타리카는 생태관광으로 명성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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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가치 있고 파괴되지 않은 자연을 활용하기 위하여 생태관광을 도입
- 생태관광객들이 경험하고자 하는 자연자원은 국립공원과 야생동물보호기관
과 같은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지만, 사설보호단체에 의해 보호되
는 자연보전지역도 늘고 있음
코스타리카에는 생태관광의 발달로 인해 거의 십여개의 생태관광 회사가 있
으며, 생태관광 안내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약30명의 안내인들은 생물학이
나 지리학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안내를 위한 전문훈련을 받음
- 최근에는 라틴아메리카 과학기술대학에서 개발한 생태관광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었는데 현재 중앙아메리카에는 없는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민간분
야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학생들에게 자연사, 관광학, 경영학 등을 가르침
출처 : 심숙경. 1995. 환경과 지역경제를 조화시키는 생태관광 . 「환경운동」
27. pp77-81.

<부록 9- 3> 일본의 미찌노에키 위키하의 녹색관광
우키하정은 후쿠오카시에서 남동쪽으로 약 60㎞ 떨어진 곳에 위치
- 우키하는 4천738세대, 1만7천847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89.26㎢의 작은 중산
간 마을
- 해발 600-800m의 산들로 둘러싸여 있으며 산간지대, 중산간지대, 평야지대로
뚜렷이 나뉘어져 있고 각 지구마다 특이한 경관과 자원을 가지고 있다.
산간지대는 고세가와, 구마우에가와의, 고지오가와 세 유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유역마다 폭포, 암석, 반딧불의 독특한 경관을 형성
- 평야지대에는 아소산에서 발원한 치쿠고강이 마을을 감싸고 흐르고, 산록부
는 감, 포도, 배 등을 재배하는 과수원이 펼쳐져 있음
1995년 농림수산성의 그린투어리즘 육성 모델지구로 선정되면서부터 본격
적으로 농촌·도시 교류에 의한 그린투어리즘을 지역활성화의 핵심사업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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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부터 5년 후인 1999년 우키하를 방문한 관광객은 55만명(연평균 5.3% 증
가), 관광객소비액은 110억원으로 크게 증가
우키하는 평야지대, 산간지대, 중산간지대로 확연히 나뉘어져 있고 각 지구마
다 특이한 경관과 자원을 가짐
- 따라서 각 지구별로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되 이를 네트워크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미찌노에키 우키하의 성공요인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
- 건축물의 디자인 자체가 매우 특이하여 누구나 한 번 들어가 보고 싶은 충동
을 느낀다는 점
- 이 곳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마을의 아름다운 전원풍경 때문
- 400여 지역 농가가 생산한 신선한 농산물을 매일 공급하기 때문
- 우키하의 청정이미지
우키하는 산비탈에 위치한 계단식 논을 이용한 오너제도와 탐방행사, 반딧불
축제, 산림청으로부터 수원의 숲 백선에 선정된 조음(調音)의 폭포공원, 환경
청으로부터 명수백선에 선정된 청수용수(淸水涌水) 등을 활용하여 마을의 청
정 이미지를 가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
출처 : 김성진. 2001. 농촌관광은 6차산업이다 -미찌노에키 우키하의 사례- .「한국관광
정책」2001년 3호. pp92-95.

<부록 9- 4> 영국의 Bre con Be con 국립공원
Wales에 있는 Brecon Beacon 지역은 국립공원으로서 이 곳을 찾는 관광객들
에게 지역에서 제공하는 숙박시설이 제공
- 숙박시설은 보통 농촌 가옥 두 채를 합쳐서 침실, 거실, 주방 등을 갖추고 있
음
미리 예약을 하면 사용 전 3～5일 전에 집 열쇠를 전달받으며, 이 때에 집 근
처의 하이킹코스, 문화유적 탐방코스, 자연생태계 관찰코스, 승마코스, 낚시지
점 등의 정보를 상세히 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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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마을에 원하면 각종 코스를 안내해 줄 주민의 소개를 함께 받을 수 있고,
현지마을에 비지터센터가 있어 마을의 이벤트, 토속음식, 문화, 자연관찰, 탐
조 등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음
출처 : 이경재. 대안적인 녹색관광문화, 국내·외 현황과 새로운 가능성, 그리고 정부·
지방정부·기업 및 시민단체의 역할 . http:/ / ecotour.or.kr.

<부록 9- 5> 스페인 칼비아시의 지속가능한 관광
1994년 칼비아 시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
- 1980년대 후반부터 지중해의 휴양도시인 이 도시에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나타남
- 공무원 및 주민들은 전통적인 성장위주의 관광개발정책이 지역의 여건과 양
립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됨
- 대부분의 관광도시가 모두 그러하겠지만 칼비아 시도 자연환경 훼손, 전통문
화 파괴, 인구구조 변화, 계절적 실업 문제 등의 전형적인 문제들에 직면
칼비아 시에는 연간 150만명의 관광객이 몰려오고, 여름 시즌에는 상주인구가
36,000 정도로 증가하며 이때의 관광객수는 약 12만명에 이름
- 면적 145km2인 칼비아 시 경제의 95%는 관광산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에 걸쳐, 지난 30년간 추구해온 단기적이며
경제성장 중심의 관광개발정책에 의문이 제기됨
- 자연은 파괴되고, 도심은 혼잡해지고 각종 시설과 서비스는 낙후되기 시작하
며 여름 한철에만 몰리는 관광객으로 인하여 비수기 실업 문제도 심각해짐
- 시설이 낙후되면서 관광객도 서서히 줄어들었고 관광객의 선호도도 바뀌어,
태양과 해변만 있으면 무조건 좋다는 식이 아니라 이제 환경의 질, 자연, 그
리고 문화적 측면도 중시함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여 칼비아시는 미래지향적인 지속가능한 관광을 향한
통합적인 목표를 정하고 칼비아시의 미래를 걱정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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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년부터 4년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대화를 통하여 칼비아시의 지속가
능한 관광을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
- 이 행동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은 전문가, 지역단체, 공무원이 참
여하는 작업 팀을 만들어 지역 현황, 전국 및 세계적 관광 추세, 시가 직면하
고 있는 중요 문제 등을 조사하는 것
- 두 번째 단계는 경제학자, 사회학자, 지리학자, 과학자를 포함하는 50명의 팀
이 칼비아의 지속가능성의 상태를 평가
- 그 다음 단계로 칼비아시는 미래의 비전을 만들기 위하여 150명으로 된 시민
포럼을 구성
- 중요한 이슈별로 30명 정도의 위원들이 모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안과 계획 목표를 논의
주거지역 및 관광지역의 재생에서 시정부의 구조조정에 이르는 10가지 주요
목표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40개 행동과 이 행동을 실행하기 위한 목표
치가 제시된 행동계획의 초안이 만들어짐
- 이 계획은 1998년 7월 시민포럼에 의해 승인
시 정부는 이러한 시민주도의 움직임에 발맞추어 가능한 임무(Mission
Possible): 환경과 미래가 당신 손에 있습니다 라는 캠페인을 벌였으며 이 행
동계획의 내용을 홍보하고 홍보물을 만들어 배포하면서 시민의 참여를 촉구
- 이렇게 만들어진 칼비아 지방의제 21은 1998년 시 정부에 의해 공식 채택
- 행동계획의 이행 여부를 모니터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45개 지표가 선정되었
고, 2년마다 이 지표에 따른 평가결과가 보고서로 제출
이 행동계획의 결과 많은 변화가 일어남
- 호텔경영자들은 지역의 환경, 사회, 경제에 어울리는 관광시설의 중요성을
깨닫고 낡은 호텔시설들을 개선하여 낡은 시설을 허물고 녹지공간, 휴게공
간, 보행자도로, 고급 숙박시설들이 들어섬
- 다른 주요 행동계획으로 칼비아: 유럽의 겨울 이라는 캠페인이 있다. 지중
해 연안 관광도시는 여름 한철만 붐비게 되어 계절 실업과 호텔시설의 낙후
문제를 안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으로, 11월에서 3월까지 관광객에서 800개 이상의 여러 이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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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나 활동이 무료로 제공
- 이러한 무료 제공 프로그램에는 교통, 안내인이 붙은 자연 보도여행, 저녁식
사 및 각종 해변활동 등이 있음
- 이 프로그램의 실시 결과, 겨울철 관광수요가 약 25% 증가하였고 관광수입과
고용도 따라서 증가
출처 : 이창우. 2001. 자원의 보전과 친환경적 이용 : 외국사례 .「환경친화적 국토발전
을 위한 전략 세미나」. pp180-182.

<부록 9- 6> 프랑스의 농촌 민박 지트
프랑스에서는 18세기부터 귀족들 사이에 농촌에서 생활을 즐기는 것이 유행
하였으며, 1936년에 연간 15일간의 연차유급휴가제도가 도입되고, 2차대전 이
후 연차휴가일수가 늘어나 1981년에는 최장 5주간까지 됨
- 오늘날 프랑스인들은 바캉스(장기휴가, 연속 4일 이상 자택 밖에서 지내는
것)가는 것이 습관으로 정착되어 1년 중 중요한 생활이 되었음
이에 따라 값싼 숙박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으며, 한편으로 농촌의 건축물·
문화보전 운동이 전개되고, 추진자들은 농촌에서 지내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
을 제공하기 시작
- 또한 국가 경제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국토정비지방국의 협력하에 정비계
획이 실행
민박경영자에 대한 보조금이나 이자율이 낮은 융자제도가 있으며, 또 주민
세·소득세·부가가치세·직업세의 경감조치가 있음
- 민박에 대한 보조금은 농림부가 지급하는 형태였으나, 1980년대의 지방분권
화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 농가에 대한 우대조치로 농업종사자가 농업학교 등에서 관광사업에 대한 연
수를 받을 경우 농업경영자연수보장기금, 농업노동자연수보장기금에서 자금
을 지원함
프랑스 최대의 민박네트워크인 지트(Gites) 드 프랑스 전국연맹 은 전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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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와 여가를 대신한 대안을 제공
- 평범한 여행에서 느낄 수 없었던 자유와 선택을 휴가를 갖는 사람들에게 주
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방과 국가적인 자연과 문화 유산을 보전하
고, 지역에 투입되는 자원과 시설로 인해 지역발전에 기여
- 전국연맹에서는 프랑스에서만 95개 지부에서 600여명의 직원들이 있고,

지

트 드 프랑스 는 38,000명의 민박소유자와 55,000개의 민박수를 보유하여 10
억 프랑 이상의 직접적인 이익과 지역경제에 30억 프랑의 간접적인 기여를
함
- 또한 약 6억5천 프랑은 지역의 건축유산을 혁신하는데 투자
농촌에서 한가롭게 휴가를 보내는 것이 녹색관광의 기본이며, 농가레스토랑
에서의 식사, 와인 시음, 우유 짜기, 포도수확, 와인·치즈·빵 등의 구입, 고
성순례, 싸이클, 승마 등의 메뉴가 중심
- 이벤트로서는 마을축제, 연극, 페스티발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도시주민 수
요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의 네트워크화를 추진하여, 몇 개의 지
역을 순례하는 코스를 만들고 있는 것이 특징
출처 : 야마자키 미쓰히로 외. 1997.「녹색관광」. pp71-132.
http:/ / www.gites-de-france.fr/ eng/ formiles/ gite/ centre.htm

<부록 10- 1> 독일의 Bicyc le - Frie ndly Towns 시범 사업
도시교통에서 자전거의 이용을 촉진시키고, 시민들이 자전거를 환경적으로
유익한 이동수단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목표
1979년에 시범사업 계획이 발표되어 시범도시로 노르드하인-베스트팔렌주의
Detmold시와 Rosenheim 시가 선정
데트몰드시와 로젠하임시에서 적용된 시범 자전거시설
- 신호화된 '자전거 정지대'와 간접회전을 위한 대기지역의 도입
- 전차궤도와 평행한 자전거 도로 건설
- 한적한 주거지 가로와 신설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여 자전거 노선을 다양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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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역으로 확장·연결
- 표지판이나 정보안내체계를 갖추어 주요 자전거 도로망에 연결되는 위락자
전거 노선의 신설
- 일방통행가로에서 자전거이용자들이 반대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차선표시
- 기차역 근처에 자전거 임대센터 설립
- 지방정부 공무원들을 위해 자전거 구입
- 포스터나 홍보주간 등을 이용한 공공관련 활동
사업결과
- 1981년과 1986년 사이에 데트몰드시의 자전거교통이 13% 증가하고, 수송분
담율은 23%에서 26%로 상승
- 로젠하임시 총통행의 57%가 도보, 자전거 및 대중교통이며, 43%만이 개인동
력교통의 구조로 바뀜
- 두 시범도시에서 자전거교통의 증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해 직
장으로 출퇴근
출처 : 최창호 외. 1994.「녹색교통론」. pp241-254.

<부록 10- 2> 네덜란드 델프트의 자전거 도로망 건설
네덜란드는 국토의 대부분이 평지인 지형적 특성과 인구 고밀도 지역으로 거
리가 짧고, 밀집된 도로망 대문에 자전거가 매우 보편적인 교통수단
네덜란드에서도 1960년대 초반부터 자동차 차선을 확보하기 위해 자전거 도
로가 제거되기도 하였으나, 1970년대 에너지 위기를 겪으면서 교통정책은 에
너지 소비적이지 않고, 공간소비적이지 않은 교통수단을 중심으로 수송분담
의 변화를 꾀하는 것을 목표
1975년 교통부와 건설부는 기성시가지 외곽의 도로주변에 자전거도로를 건설
하는데 자금을 투자. 이에 델프트(Delft)에 도시 자전거도로망을 건설하는 시
범사업이 이루어짐
자전거 도로망 건설 결과 1982년과 1985년 사이에 자전거 도로망이 연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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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지역에서 자동차의 수단분담비가 약 10% 증가한데 비해 자전거 도로망
으로 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에서는 자동차 통행이 감소되고, 총 통행중 자전
거의 분담율은 6～8% 증가
자전거 통행수는 주로 학교나 직장으로 자전거를 타고 통행하는 남자들에 의
해 증가
흥미있는 결과는 통행시간은 변하지 않았는데, 통행거리가 증가. 이것은 평균
자전거 이용통행수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뜻하며, 더 먼곳에 있는 목적지가 자
전거 통행권 내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함.
- 예를 들면 Tanthoth 지역에서 자전거 통행은 6% 길어졌으며, 속도는 15% 증
가하였음
출처 : 최창호 외. 1994.「녹색교통론」. pp211-219.

<부록 10- 3> 독일 프라이브르크의 자전거 교통네트워크의 정비
독일 서남부 프랑스·스위스의 국경 가까이에 위치한 프라이브르크는 돌과
고딕건축의 교회가 아름다운 중세의 경관을 보유한 가로
최근에는 독일의 타 도시보다 앞서 환경행정에 가로정비를 주축으로 한 새로
운 지역시스템의 개발(Regio정책)을 반영
환경행정의 일환으로 교통정책은 자동차 이용의 삭감을 목적으로 한 자전거
장려책을 추진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어린이, 고령자, 약자 등의 이동을 쾌적하고 자동차
대체수단으로서 자전거 교통네트워크를 정비
-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 : 전장 140㎞를 정비(향후 400㎞까지 확대)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율을 30%까지 높임.
종래의 주차장을 줄이고 자전거 보관장소를 증설
출처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7.「서울시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구상 - 정비 5개년 계
획」.

부록 외국사례
cccxxxix
339

<부록 10- 4> 일본 동경 네리마타운의 자전거 환승주차장 시스템
제1단계로서 1989년 9월부터 네리마구 도시정비공사에 의해 세이부이케부쿠
로선(西武池袋線) 오이즈미(大泉)역에 설치한 회원제의 자전거 임대 그룹이
시험적으로 실시
- 1992년 4월부터는 제2단계로서 새로이 세이부이케부쿠로선 네리마역과 동무
상경(東武東上)선 네리마역에서 같은 시스템을 공동 개시
오이즈미 학원에 설치된 임대 사이클은 민간 빌딩 지하1층(약 600㎡)에 있어,
철도의 운행시간을 배려해서 아침 4시부터 밤 1시까지(현재는 전철 연장에 따
라 밤 1시20분까지)운영
준비된 자전거는 650대이고, 회비는 일반이 1개월 2,700엔, 3개월 7,400엔, 학
생은 1개월 2,000엔, 3개월 5,500엔
운영의 현실화에 이르기까지는 영업시간과 관리방법의 문제, 지역자전거 판
매상과의 협력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창의적인 연구
에 의해 이러한 문제를 극복
영업시간과 관리방식의 문제
- 대천학원의 첫차, 막차에 맞춘 영업시간의 설정
- 유인에 의해 운영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평면식 무인 게이트 시스템 (자
사 카드에 의해 자전거의 임대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채택
지역 자전거 판매상과의 협력 문제
- 임대 사이클 운영은 지역자전거 판매상의 반대가 예상되었으나, 회사와 지역
자전거 판매상의 반대가 예상되었으나 과의 협의 결과 전면적인 협력을 도출
네리마구에서는 간선도로에 병행하는 이면도로를 자전거 우선의 일방통행 우
회도로(바이패스)를 계획
출처 : 하동익. 1997. 외국도시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례 . 「도시문제」32호. pp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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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5>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그의 자전거 환승주차장
배경
- 스트라스부르그시는 프랑스에서 가장 긴 150km의 자전거 교통망을 가짐
- 도로 사용자중 15%가 자전거를 이용(프랑스 전국 평균은 3-4%)
- 1989년 시는 전차사업과 함께 도시중심부로의 차량진입의 감축을 시작
- 이에 따라 도심진입을 위한 새로운 교통수단의 모색이 필요. 1992년 2월 시내
외곽에 Heyritz 환승주차장을 설치
목표
- 도시에서의 삶의 질 향상과 보행자 중심의 도심지역
- 환경을 고려한 교통정책
- 장기적으로는 실업자의 직장생활로의 재통합
실행수단
- 자전거 사용자들에 대한 편의서비스 제공, 수리시설, 저렴한 요금 등을 통해
자전거대여의 아이디어를 지원
- 환승주차장에서 시내진입의 수단으로 버스뿐만 아니라 자전거 대여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위해 시에서 50대의 자전거를 구입, 현재는 170대의 자전거가
이 서비스에 투입됨
결과
- 매일 30～40개의 자전거가 대여. 자전거 대여자의 85%가 여행객들이며 이는
새로운 계절사업이 됨
- Vélociation 사업은 예상보다 성공적. 애초의 사업기간은 시내의 건축사업이
진행되는 6개월이었으나 시내의 건축사업이 종결된 후에도 시는 2개의
rental site를 증설하고, 보유자전거를 170대로 확장
- 공공의 이익 증대는 이 사업의 편익중 하나. 이 사업은 다른 도시와 스트라스
부르그시 주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킴. 결국 환경에 대한 폭넓은 이해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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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것
출처 : 임창호, 박태윤. 1996.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에 관한 연구(1) . p83.

<부록 10- 6> 네덜란드 본넬프의 환경친화적 교통정책
최근 유럽은 환경친화적 교통정책을 주도하고 있으며, 도보 및 자전거에 의한
통행을 선호하고 이를 실천. 대표적인 것이 네덜란드의 본넬프(Voonerf)
이 설계기법은 자동차의 위협이 가중되는 주거지역에서 환경을 보전하고 안
전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시작
- 본넬프의 뜻은 생활과 뒤뜰이라는 복합어로서 자동차와 사람이 함께 이용
하는 공간을 의미
- 이 수법은 보차공존도로라는 개념으로 알려져 있으며, 차량의 감속을 유도
하여 주거지의 환경악화를 막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시행
1976년에 법제화된 이 제도는 주거지뿐만 아니라 쇼핑센터, 역사유적지, 도심
지역 등에도 적용
이후 유럽의 많은 도시설계기법에 영향을 미쳐, 영국의 20마일 구역, 독일의
30km 구역 등을 만드는데 기여
이 제도는1986년 일부 수정되어 다음과 같은 기본요건을 갖추게 됨
- 주요 기능은 주거지에서 사용
- 자동차가 속도를 낼 수 없도록 도로조건 및 도로구조를 조정
- 강조할 점은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지 않음. 교차지점에 높낮이와 차이를 두
는 일이 없고, 보행자가 그러한 시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해당지역의 출입구는 눈에 잘 띄도록 해야 하며, 자동차의 유출입에 이용되
도록 함. 이런 유출입구는 교차지점의 도로에서 20m 정도 떨어져서 두도록
하고, 입구에는 표지판을 설치
- 해당지역의 구석진 곳의 도로 위에 한 대 혹은 두 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
도록 표시
- 해당지역의 안내정보를 제공함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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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넬프에서 사용하는 설계기법은 도로상에 접근하는 차량의 속도를 저감시키
기 위한 것이며, 계획적으로 도로를 유선형으로 함
도로의 가장자리에 주차차량을 어긋나게 두므로 이동하는 차량은 속도를 낼
수가 없고, 따라서 불필요한 통행도 억제
출처 : 교통개발연구원. 1999.「교통부문의 환경문제와 대응방안」.

<부록 10- 7> 자동차 통행제한 지구제 시행사례
자동차 통행 제한 지구제는 도심의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강력한 규제방안의
하나로 도심에 자동차의 출입을 금지하는 방안
구미 각국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차량 금지구역 증가 추세
유럽에는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주요 철도역과 도심지 주변에 설치되어 있으
며 설치 유형은 버스형과 궤도형 트렌짓몰 등 2가지
버스형 트렌짓몰의 경우 기존에 운행하고 있는 노선버스를 도입하는 것이 대
부분
- 영국의 런던시와 옥스퍼드 시에서는 대형상가 및 백화점이 밀집된 곳에 2층
노선버스의 운행을 허락하여 도심 중심가의 활성화 함
- 프랑스의 리용시에서는 트롤리 버스와 일반버스가 운행되고 있음
- 미국의 미네아 폴리스 니코렛트몰은 버스형 트렌짓몰의 대표적 사례
- 필라델피아에서는 지구내 버스에 의한 이동 편리성 향상, 도심 상업지구의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버스를 도입
궤도형 트랜짓몰의 경우 종전의 노면전차가 운행되던 거리를 트랜짓몰화한
것과 새로이 LRT 등을 도입하여 트랜짓몰을 정비한 경우가 있음
- 전자의 경우 프랑스의 그로노블, 쌩떼띠엔느, 취리히, 칼스루에, 암스텔담 등
의 유럽도시 등에 산재해 있고, 후자는 주로 북미 도시에 산재해 있음
- LRT위주의 트랜짓몰은 교외지역에서부터 운행되다가 도심 상업지구까지 연
결하여 접근성을 현저히 향상시킨 형태
- 프랑스의 스트라부흐에는 트램웨이가 도심을 관통하고 있으며, 파리의 북부
부록 외국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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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일부상업 중심가에서 트램웨이가 운행되고 있음
- 독일의 스튜트가르트와 프랑스의 리용은 지하철이 보행자몰 아래로 통과하
도록 되어 있음
출처 : 이상광. 2000. 환경친화적 도시개발론 . p156.

<부록 10- 8> 이탈리아 보로냐의 역사적 지구의 자동차 진입 규제
역사적 지구에서는 역사적 건조물의 보전을 위한 도로정비에 어려움이 많음.
때문에 자동차 교통의 유입 억제책과 보행자 전용도로, 트랜지트몰 등을 복합
화시켜, 자동차에 의지하지 않는 도시 교통체계를 실현시킬 필요가 있음
이탈리아 보로냐(인구 약 43만인)에서는 역사적 건축물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 교통유입억제책을 실시하여, 1986년 4월에는 도심부 도로망의 교통규
제가 일단 완성됨
이 실시안에서는 도로를 6개의 유형으로 분류
- 보행자 전용도로(종일)
- 트랜짓 몰 : 평일의 7:00～20:00은 버스, 택시, 이륜차만의 운행가능. 단 화물
의 반출입에 한해서 7:00～10:00 및 14:30～17:30의 통행이 인정
- 보조도로1 : 종일, 주거자, 서비스차, 이륜차의 통행만 허용
- 보조도로2 : 7:00～20:00에 거주자, 서비스차량, 2륜차만을 허용
- 주요도로1 : 피크시(7:00～10:00 및 14:30～17:30)는 버스, 택시, 화물차 및 거
주자와 이륜차만이 통행가능, 또한 주차도 30분 이내로 제한
- 주요도로2 : 규제 외의 도로로, 역사적인 중심부에는 해당도로가 없고, 규제
지역의 환상도로 등이 이에 해당
이들 정책은 다양한 시책을 복합화 시키고 있는데, 역사적 도심부는 보행자
전용으로 해서 버스차선을 많이 쓰는 공공교통을 우선시키고, 통과교통을 배
제하며 또한, 도심부에서는 주차장공급 억제책을 실시
역사성을 갖는 도시의 경우 중심시가지로의 통과교통 배제는 교통정책상의
과제라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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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은 도시에서의 교통수요관리는 환상도로정비, 도심 녹변부의 주차장 공
급, 보행자전용도로의 확보 등 물리적인 교통기반시설의 정비가 전제가 되어
야 할 것임
출처 : 이상광. 2000. 환경친화적 도시개발론 . p156.

<부록 10- 9> 미국의 덴버의 트랜짓 몰
트랜짓 몰은 상점가에서 자동차를 배제하여 보행자 전용공간으로 한 쇼핑 몰
로 노면전차, 버스 혹은 트롤리 버스 등 노면을 주행하는 공공(대중)교통기관
을 도입한 공간
도심에서의 보행자 공간을 질적으로 개선해서 보행자의 안전성의 향상, 자유
로운 공간의 확보 등으로 도심상업지구에서의 매력을 향상시켜 도심의 상업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크게는 버스형과 철도형, 혼합형 등 3가지 유형이 있음
도입경위
- 1977년 프로젝트 개시
- 1982년 운전개시
- 1989년 5대의 매트로 버스운행
- RTD(지역운수국)이 중심이 되어 시, 시의회, 도심개선협회의 협력을 얻어 실
시
덴버시 트랜짓 몰 계획 내용
- 도심(down town) 활성화와 운행, 수송의 개선을 목적으로 함
- 요금은 무료이고, 저상버스로 서비스 제공
- 노선은 도심의 중심부에 있는 16번가 쇼핑센터와 RTD(지역운수국)마켓트-스
트리트-스테이션을 연결
- 트랜짓 몰의 연장은 1마일 정도이며, 도로폭원은 24.4m
출처 : 교통개발연구원. 2000.「고유가 시대의 교통정책 추진방향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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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10> 독일 뮌헨의 보행자몰 확장
뮌헨시 보행자몰의 확장은 1972년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대중교통을 향상시키
기 위한 지하철 및 광역철도 건설과 더불어 시행되었음
뮌헨시 보행자시설의 성공비결은 단순히 보행자거리를 확장한 것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의 쇼핑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하고 그 지역특성에 맞는 시설을 설치
한 것에 기인
- 교회와 같은 역사적 건물과 신구 도심의 조화 그리고 이러한 거리에서 계속
적으로 이어지는 상가와 인구가 집중되는 백화점 등이 잘 어우러지게 설치
보행자전용 지역은 주 쇼핑몰에서 점차적으로 확산되어 부도심지역까지 설치
가 이루어 졌음
초기에는 주민들의 광범위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승용차 이용자 및 상가주민
들의 반대가 심하였음
- 상가주민들은 상권이 약해지는 것을 염려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상권이
활성화되면 대규모 상점들이 들어오고 임대료도 올라갈 것을 우려하고 있음
- 정치적으로 보행자시설 계획은 축소되었고 일부 보행자시설은 차량통행을
허용하는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설치되기도 하였음
1992년 뮌헨에 위치한 차량제작사인 BMW에 의해 차량금지를 포함한 보행자
시설 설치 계획이 제안되었으며, 1995년 뮌헨의 보행자시설 지역은 중심상가
를 중심으로 반경 7Km까지 확장
이 보행시설 지역의 문제로 상가임대료가 상승하였고, 많은 보행자가 몰려서
용량을 초과하게 됨
- 토요일의 경우에 시간당 2만명이 몰리고, 평일의 경우는 10만에서 15만까지
통행
- 초기에 설치한 시설물을 제거하여 보행자 통로를 넓히고, 포장의 경우도 재
포장하게 되었음
출처 : OECD. 1995.「Sustainable Transport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ities」.
Bucharest, Romania. pp1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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