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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광주 세계인권도시포럼 주제회의 논문 "도시와 환경"

생물 다양성 및 도시 개발 – 베를린으로부터 배운 교훈

호이저(Tilmann Heuser), 베를린 지구의 벗(BUND) 사무총장

다양성 및 생태계 체제–도시 내와 도시 경계 너머 모두의-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중요한 부분이며 우리 도시와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것들은 음식와 식수를 제공하고, 온도를 조절하며, 공해물질을 흡수
하고, 취약점과 재해 위험을 줄이고, 인간의 행복과 경제적 안정성, 물리적인 보안을 해주는 
살아갈만한 장소와 즐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도시 사람들에게 중요하다. 생물다양
성의 내재된 가치 외에도 에코시스템 체제는 예를 들어 미학, 환경 교육, 그리고 신체적, 정
신적 건강 증진 요소 등 시민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제공한다. 

예견된 도시 성장과 스프롤 현상은 자연 서식지가 파괴되거나 기반 시설의 건설과 도시 확
장을 통해 대체될 때 상당한 생물다양성 손실을 야기하게 될 것 같다. 홍수, 가뭄, 그리고 
열파와 같은 예상되었던 기후 변화의 영향은 남아있는 도시 생태계에 대한 부담을 더욱 악
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결합요소들은 도시의 필수적인 생태계 체제의 생성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고, 도시 거주자의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도시 생태
계 체제의 상실은 더욱 악화된 공기의 질과 자연 재해에 대한 복원력 감소를 의미한다. 이
러한 변화에 가장 취약한 것은 보통 취약지구나 오염이 심한 지역에서 살고, 변화에 적응할 
자원이 부족하며, 그들의 생계와 복지를 위해 지역 생태계에 많이 의존하는 도시 빈곤층이
다.

그러므로 도시생활의 질과 도시가 어떻게 천연자원을 사용하고 관리하는지 사이의 강한 연
관성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대한 통합된 접근 방식을 가지는데 필수가 된다는 것은 상식
이다. 그런 이유에서, 생물다양성의 도시계획으로의 통합은 세계적인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도 지속가능성 목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지속가능한 도
시 개발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모든 성장중인 대도시 지역에
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는 어떻게  지속가능성을 구현하는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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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수도는 유럽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도시 중 하나다: 이 도시의 거의 44%는 녹지이자 
개방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숲 18.3%, 공원 14.5%, 호수와 강 6.7%, 농지 4.4%). 베를
린은 20,000종이 넘는 동식물의 서식지이다. 하지만 반면에 베를린의 토종 동식물의 31%는 
멸종위기에 처해있다. 13%는 이미 멸종했거나 멸종한 것으로 여겨진다. 기온상승과 폭우 현
상은 기후 변화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연 경관 및 녹지(공원과 공공 정
원)는 도시의 성장으로 부담을 받고 있다. 향후 15년 동안 베를린은 25만 명 이상의 인구가 
380만 명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확장은 건설 지역 및 운송 인프라를 증가시
키고 녹지에 대한 높은 부담을 야기할 것이고 이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큰 도전이자 또
한 큰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림1:베를린의 토지이용: 녹지와 수원, 자원: Senatsverwaltung für Stadtentwicklung 
und Umwelt, Umweltatlas Berlin (2015) 

도시녹지 보호 및 확충방안

베를린의 자연 보호와 녹지계획은 법적 및 비법적 계획 수단의 조합으로 특징지어지며, 모
두 도시 계획 기구와 강한 연관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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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을 갖는 경관계획(LaPro)은 주제별 프로그램 계획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경관계획이다:(1) 생태계와 환경 보호, (2) 생태와 종 보호, (3) 경관, 그리고 (4) 여흥 및 개
방공간의 이용. 2004년 이후, 보상 조치 우선 지역을 정의하는 일반도시 저감방안도 포함하
고 있다. 

법적인 계획은 도시의 환경 품질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구속력이 없는 전략은 사회적 
다각화, 기후 변화 또는 생물다양성 손실과 같은 다가올 도전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목
표로 한다. 특히 구속되지 않는 전략은 다음과 같다: 

생물다양성을 위한 베를린 전략(2012)는 도시의 확장및 발달에 균형을 맞춰 서식지, 
생태계, 종, 그리고 그들의 유전적 자원의 보존을 목표로 한다.

도시기후발전계획(2011) - 기후 보호로서, 주거지역과 녹지, 개방공간, 수질, 폭우 등
에 초점을 맞춘다.

● 도시경관전략(2011) - 기후 변화의 대상과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도시, 인구
통계학적 변화와 문화적 다양성, DIY 문화, 도시와 농촌 생활양식의 결합, 이동 형태의 
변화 등과 같은 새로운 사회 흐름에  초점을 맞춘다. 

떠오르는 새로운 주제는 공원 복원과 물 관리다. 특히 침수, 저장 및 용수 사용과 같은 기
후 변화 주제에 관한 중요성이 커진다. 또 다른 중요한 이슈는 환경적인 정의다. 독일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에 해로운 주거 환경 조건, 그리고 그 인과 관계는 철저히 조사되
지 않았다. 따라서 광범위한 건강 관련 위험 분석과 평가는  부족하다. 이는 통합 전략, 개
념, 조치의 개발 및 실행과 관련되며, 특히 고밀도 영역에 적용된다.

" " 계획 및 전략의 실현

이러한 계획과 전략의 실행으로, 베를린은 기존의 녹지 보존과 건물과 지붕을 녹화 및 이전
의 브라운필드 영역읊 재생함으로써 보다 친환경적인 도시가 될 것이다. 베를린에는 지속가
능성이 어떻게 현실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예가 많이 있다: 새로운 도시 공원의 개발, 
강변 재건, 지속 가능한 건물(녹지 및 개방 공간의 동시 보호를 통한 공간 절약형 건축), 환
경친화적인 교통 수단 확대 및 재생 에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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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개발을 살펴보면, 지속가능한 개발과는 아직 거리가 있다. 새로운 개발 지
역과 도로 네트워크의 확대는 희박한 녹지를 계속 위협하고 있다. 개인적이고 금융적인 자
원 부족은 대부분의 경우에 민간 투자자들이 높은 환경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그들의 
계획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도로 집중된 이용과 도시 내 다수의 비교적 큰 
도시 녹지 및 청색 공간의 존재와 결합된 한정된 도시 예산으로 인해 품질 기준을 유지하는 
것은 또 다른 주요 관심사다.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지속가능한 개발의 진정한 도전은 
현실에서 폭넓게 받아들여지는 전략 계획의 전반적인 실행에 달렸다. 이것은 정치와 행정의 
일관성 있는 활동뿐만이 아니라 시민들과 환경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여를 요구한다. 
이는 또한 도시개발에서의 갈등이 좋은 해결책과 혁신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공개
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환경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베를린은 이른바 “Charta für das Berliner Stadtgrün(도시녹
지 보호를 위한 헌장)”의 개발 과정을 시작했다. 주된 목표는 기존 녹지를 확보하고, 생활권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품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2019년 말에 예상되는 과정과 결과는, 베를
린이 시민들에게 모든 혜택을 주는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실행 가능한 전략을 개발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도시녹지 인프라 계획과 관리에 대한 보다 더 풍부한 정보: 

https://greensurge.eu/products/case-studies/Case_Study_Portrait_Berlin.pdf

연락처: 틸만 호이저(Tilmann Heuser), BUND Berlin, Crellestrasse 35, D-10827 Berlin, phone: 

++49-30-78790013, mobil: ++49-177-7879013, mail: heuser@bund-berlin.de, twitter: 

@til_he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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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diversity and urban development – lessons 
learned from Berlin

Background-Paper to the thematic session “City and Evironment” at the World 
Human Rights City Forum 2018, Gwangju

Tilmann Heuser, General Secretary, BUND Berlin (Friends of the Earth Germany, 
Berli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 both within cities and beyond their 
boundaries - are a crucial part of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and play a 
key role for the health of our cities and citizens, the quality of life and the 
fight against the climate change. They are important for the urban population 
as they contribute with food and drinking water, regulate temperature, absorb 
pollution, reduce vulnerabilities and disaster risks, and provide liveable places 
and recreational opportunities that contribute to human well-being, economic 
stability and physical security. In addition to the inherent values of biodiversity, 
the ecosystem services offers significant benefits for citizens, for example, for 
aesthetics and environmental education, and as a physical and mental health 
promoting factor.

Projected urban growth and sprawl is likely to result in significant biodiversity 
loss when natural habitats are fragmented or replaced through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and through city extensions. Predicted impacts of climate change 
such as floods, droughts and heat waves will exacerbate the pressure on 
remaining urban ecosystems even further. These factors combined will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generation of essential ecosystem services in cities, 
impacting the human well-being of city residents negatively. Loss of urban 
ecosystem services means, for example, worse air quality and reduced 
resilience to natural disasters. Most vulnerable to these changes are the urban 
poor who often live in vulnerable or highly polluted areas, who have fewer 
resources to adapt to changes, and who depend to a large extent on local 
ecosystem service for their livelihoods and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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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 it is common sense, that the strong linkages between urban quality of 
life and how cities use and manage natural resources becomes essential in 
having integrated approaches to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Accordingly, 
the integration of biodiversity into urban planning is anchored in the 
sustainability goals - not only at the global (SDG), but also on national and 
regional level. The concepts of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are basically 
known – the still unsolved challenge in all growing metropolitan areas 
worldwide is, how to implement sustainability in real. 

Green City Berlin?

The German capital city is one of the greenest cities in Europe: nearly 44 
percent of the city’s land area consists of green, open spaces (forest 18.3%, 
public green space 14.5%, lakes and rivers 6.7%, agriculture 4.4%). Berlin is 
the habitat for more than 20,000 species of plant and animal life. But on the 
other hand 31% of native plant and animal species in Berlin are endangered; 
13% have already disappeared or are considered to have died out. Increasing 
temperatures and heavy rain events show the need for the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Natural landscapes and green spaces (parks and public 
gardens) are under pressure of a growing city: Over the next 15 years, Berlin 
is expected to grow by more than a quarter of a million inhabitants to 3.8 
million. This expansion is likely to increase built-up areas and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and causes a high pressure on green spaces – a big challenge 
to a sustainable development, but also a big ch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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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Land use in Berlin: green spaces and water, Source: Senatsverwaltung für 
Stadtentwicklung und Umwelt, Umweltatlas Berlin (2015)

Instruments for the protection and enhancement of urban green space in Berlin

Nature Protection and green space planning in Berlin are characterised by a 
which are strongly associated with urban planning instruments. 
The Landscape Programme (LaPro), which is binding for public authorities, is a 
strategic landscape plan based on thematic programme plans: (1) Ecosystem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2) The Protection of Biotopes and Species, (3) 
combination of statutory and non-statutory planning instruments, both of 
Landscape Scenery, and (4) Recreation and the Use of Open Space. Since 2004 
it also contains the General Urban Mitigation Plan which defines priority areas 
for compensation measures.
While the statutory planning aims at securing the city’s environmental quality, 
the non-binding strategies aim at innovative solutions for upcoming challenges 
such as social diversification, climate change or biodiversity loss. These 
non-binding strategies include integrated approaches to strengthen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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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different sectors of administration, to enhance cooperation with 
non-governmental actors and enable multiple uses of urban green space. In 
particular the non-binding strategies are:

· Berlin Strategy for Biodiversity (2012) - aims on preservation of habitats, 
ecosystems, species and their genetic resources in balance with the city’s 
expansion and development 
· Urban Climate Development Plan (2011) - focuses on bio climate in the 
settlement area, greenery and open spaces, water quality and heavy rains as 
well as climate protection 

· Urban Landscape Strategy (2011) - focuses on the subjects of climate change 
and the city using its resources efficiently, demographic change and cultural 
variety, new social trends, such as the Do-It-Yourself culture, the merging of 
urban and rural lifestyles and a changed type of mobility.

New themes on the rise are park restoration and water management. Especially 
in regard to climate change themes such as infiltration, storage and use of 
precipitation water gain importance. Another important issue becomes 
environmental justic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residential environment conditions hazardous to health – and their causal 
relationships – has not been thoroughly examined in Germany so far. Thus a 
largely health-related risk analysis and evaluation is lacking. This is especially 
relevant with respect to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integrative 
strategies, concepts and measures, and it applies particularly to high-density 
areas.

Implementation of “green” plans and strategies

Implementing these plans and strategy, Berlin would become a greener city, 
both by conserving existing green space, greening the buildings and rooftops 
and regenerating former brownfield sites. There are many good examples in 
Berlin how sustainability can become reality: development of new city parks, 
renaturation of rivers, sustainable buildings (space-saving construction with 
simultaneous protection of the green and open spaces), expansion of 
environmentally friendly means of transport and renewable energi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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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looking at the overall development, it is still far away from sustainable 
development. New development areas and the expansion of the road network 
continue to threaten the scarce green spaces. Insufficient personal and 
financial resources mean that in many cases private investors can enforce 
their plans even if high environmental standards are not met. Due to a tight 
city budget combined with highly intense use and the presence of multiple and 
relatively large urban green and blue spaces within the city, keeping quality 
standards represents another major concern. Like in other cities the real 
challenge of sustainable development remain in the overall implementation of 
the broad accepted strategies plans in reality. This requires not only a 
consistent action of politics and administration, but also the active engagement 
and participation of citizens and environmental organisations. It also requires 
that conflicts in urban development are openly debated to find good solutions 
and innovative approaches.

Based on the demands of environmental organizations, Berlin has just (Oct 
2018) started the process of developing a so-called “Charta für das Berliner 
Stadtgrün” (charter to protect the urban green). Central objectives are to 
secure the existing green spaces, to extend the biotope network and to improve 
their quality. The process and the results, which are expected at the end of 
2019, will show, whether Berlin can develop a viable strategy for the protection 
of biodiversity with all their benefits to the citizens.

More and deeper informations on urban green infrastructure planning and 
governance in Berlin: 
https://greensurge.eu/products/case-studies/Case_Study_Portrait_Berlin.pdf 

Contact: Tilmann Heuser, BUND Berlin, Crellestrasse 35, D-10827 Berlin, phone: 
++49-30-78790013, mobil: ++49-177-7879013, mail: heuser@bund-berlin.de, 
twitter: @til_he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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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도시 ; 생물다양성과 도시 미래

김 종 일(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목  차】

1. 서언

2. 환경 여건의 변화

3. 생물다양성 현황

4. 생물다양성 보전 노력

5. 사람과 동식물이 공존하는 도시 만들기

1. 
  ◦ 생태계를 구성하는 한 요소이며 생태계로부터 다양한 서비스를 받고 있으나, 

생태적 수용력을 넘는 인간의 활동은 생태계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
로 생태계 서비스의 질적 악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생태계의 위기는 곧 인간의 위기이
기도 함 

  ◦ 광주시의 도시화와 산업화는 필연적으로 자연환경의 변화를 수반함. 특히 토지이용 변
화는 야생동식물의 서식지의 축소, 이동통로의 단절 등을 야기함

  ◦ 인간과 자연의 공존의 측면에서 볼 때 인간 중심적인 급속한 도시화․산업화로 말미암
아 생물다양성이 크게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함 

  ◦ 포용성의 관점에서 볼 때 광주시의 도시화와 산업화는 지속가능성, 회복력 등이 부족
하고, 인간과 동․식물의 조화로운 삶을 배제함

  ◦ 본 발표는 포용도시의 관점에서 광주시의 생물다양성 현황과 보전 노력을 진단하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미래도시를 지향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환경 여건의 변화
 □ 토지이용
  ◦ 광주시는 지난 25년(1990～2014) 동안 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라 인구가 급증하고, 생

물다양성의 기반인 산림, 농경지, 하천, 습지 등이 잠식되거나 훼손되어 야생동식물의 
서식환경이 크게 악화되었음

    - 인구증가 : 1,115천명(1990년) → 1,493천명(2014년)
    - 토지이용은 전, 답, 임야 등의 면적이 65.8㎢(광주시 면적의 13.1%) 감소하고, 대지, 

공장용지, 도로용지 등의 면적이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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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면 시가화 지역이 도시 전체 면적의 22.41%를 차지하며, 기존 도심부
에서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지역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음

  ◦ 앞으로도 산업단지 조성(빛그린산단, 도시첨단산단, 평동3산단 등), 도시개발(하남3지
구, 용산․내남․선교지구, 첨단3지구, 광주군공항 등), 도로 건설 등이 계획 또는 추진되
고 있어 도시 외곽의 토지이용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 2020년 7월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시민의 휴식처였던 도시공원 면적이 
크게 축소되고 거기에 주거․상업․업무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임 

   - 일몰제 적용 대상 도시공원 25개소 중에서 규모가 큰 10개소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
로 공원 조성 및 개발이 추진되고, 15개소는 부지 매입후 공원을 조성할 예정임

 □ 불투수면적
  ◦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적의 증가로 지하수위 저하, 도시하천의 건천화, 도시의 사막화 

등과 같은 자연환경 기반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음
  ◦ 광주시의 불투수면적률은 27.03%로 전국 7대 도시중에서 서울, 부산 다음으로 높으며, 

특히 광주천유역의 불투수면적율은 46.92%에 달함1)  

 □ 수환경
  ◦ 도시화 과정에서 광주천 양동복개상가 구간을 비롯해 서방천, 극락천, 용봉천, 동계천, 

경양지천 등 광주천의 지류들과 외곽의 소하천들이 복개되었음
    - 광주시 복개하천 : 15개 하천, 복개구간 연장 37,461m
  ◦ 도시하천이 복개됨에 따라 수변공간이 줄어들었는데, 특히 광주천유역은 도심구간의 

수변공간이 크게 축소되어 하천생태계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도
심에서 수변공간이 사라지고 사막화기 심화되었음

  ◦ 일제강점기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하천정비 과정에서 하천길이의 단축, 하천공간의 
축소, 하천생태계 변화, 친수공간의 소멸 등을 야기함

  ◦ 도시개발, 산단 조성 과정에서 저수지를 매립해 습지의 면적이 감소하였음
    - 저수지 개소 : 163개소(1987년) → 139개소(2014년)
    - 소멸된 저수지 : 경양지, 유안제, 조봉제, 송정제, 오치제 등 

1) 한국환경공단, 2013, 전국 불투수면적률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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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970년대 B. 2000년대

   : 김종일, 양해근, 2002, 광주천 하천유지수량 확보방안, 광주전남발전연구원
   ‣ 수계망의 변화
 □ 기후환경
  ◦ 최근 30년간(1981～2010) 연평균강수량은 1,391mm로서 다우지역에 속하나, 강수량의 

연간․계절 변동이 심해지고 있음
  ◦ 기온은 지난 46년간(1970～2015) 연평균 0.041℃씩 상승하고 있으며, 봄과 여름이 길

어지고, 가을과 겨울이 단축되고 있음

 □ 자연생태
  ◦ 주거단지, 산업시설, 도로 등이 확충되면서 자연생태계의 핵심지역인 무등산, 어등산 

등 산림생태계가 고립되거나 파편화 되고, 영산강, 황룡강, 광주천 등 하천생태계도 
횡적․종적 연결성이 단절되어 가고 있음 

  ◦ 이와 같은 도시화에 따라 생물다양성의 기반이 악화됨은 물론이고, 도심부에 남은 시
민들의 주거환경과 생태계서비스의 수준도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3. 현황
 □ 동물상과 식물상
  ◦ 문헌조사에서 확인된 광주시의 식물상은 총 1,333종, 동물상은 포유류 27종, 조류 174

종, 양서․파충류 25종, 어류 64종, 곤충류 130종 등이 분포함2)

  ◦ 무등산국립공원내 생물종은 자연자원조사에서 3,035종이 확인되었는데, 무등산과 같이 

2) 임동옥, 2008, 광주 야생동식물 보호종 지정 및 생태탐방로 조성을 위한 조사연구, 광주
환경기술개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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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하고 면적이 비슷한 북한산 및 계룡산 국립공원과 비교할 때 생물종이 매
우 풍부한 것으로 조사됨3)

    - 북한산 국립공원 2,072종, 계룡산 국립공원 2,226종
  ◦ 영산강, 황룡강의 주요 습지에는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함
  ◦ 국립생물자원관은 광주시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을 7종으로 확인하고 있으나4), 과거 

조사 및 문헌에서는 보다 많은 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됨
    - 서울 7종, 부산 24종, 대구 6종, 인천 37종, 대전 5종, 울산 6종, 세종 3종
  ◦ 생태계교란종은 황소개구리, 파랑볼우럭, 큰입배스, 돼지풀, 가시상추 등 15종 서식

 □ 자연환경 보호지역
  ◦ 무등산국립공원 지정(총면적 75.425㎢, 광주 47.654㎢, 전남 27.771㎢)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카테고리 시스템에 의하면 무등산은 카테고리 Ⅴ(경관보호

지역)에 포함됨 
  ◦ 무등산권의 지질학적인 가치와 경관이 우수하여 UNESCO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
    - 총면적 1,051.36㎢(광주 501.18㎢, 담양 455.0㎢, 화순군 95.18㎢)
  ◦ 광주시와 담양군의 경계에 위치한 담양하천습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총면적 

0.981㎢, 광주시 0.09㎢)
  ◦ 제4수원지, 용추계곡, 평두메, 금곡지구 등 4개소가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됨
 □ 습지
  ◦ 영산강, 황룡강 등의 주요 하천과 저수지 등지에 다수의 습지가 분포하며, 전국 내륙

습지 일반조사에서 습지의 보전가치가 ‘상’으로 평가된 습지는 임곡습지, 섬톱습지, 장
록습지, 월산보습지, 유덕습지, 청동습지, 담양습지, 백마산습지 등 8개소임5)

  ◦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영산강살리기사업에 송산습지, 장록습지, 월산보습지, 
송정습지, 용산습지, 연제습지, 유덕습지, 극락강습지, 청동습지, 동림습지, 담양습지 
등이 포함되어 습지의 자연성이 훼손됨

 □ 기타
  ◦ 운암산과 어등산 자락에는 백로류 번식지가 위치하며, 인근 영산강, 황룡강과 주변 농

경지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음6)

  ◦ 백로류의 집단 서식에 의한 소음, 분변, 조류 인플루엔자 등을 우려하여 인근 주민들

3) 국립공원연구원, 2014, 2013 무등산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4) 국립생물자원관 한반도의 생물다양성(https://species.nibr.go.kr)

5) 환경부, UNDP/GEF 국가습지보전사업관리단, 2008, 전국 내륙습지 일반조사
6) 임동옥, 2010, 기후변화가 광주광역시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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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나타나 사람과 새의 공존을 위한 해법 모색이 요구됨

4. 보전 노력
 □ 보호지역 지정
  ◦ 광주시는 생물다양성의 핵심지역(hot spot)인 무등산 일원의 자연생태 보전과 지속가

능한 이용을 위해 전라남도(담양군, 화순군), 시민사회 등과 공동으로 국립공원, 국가
지질공원,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하였음

    - 2013년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2014년 무등산권 국가지질공원 지정, 2018년 무등산권 
UNESCO 세계지질공원 인증

  ◦ 2004년 영산강 상류 구간을 담양군과 공동으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 황룡강 하류에 위치한 장록습지 일원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중(2018년 국립습지센

터의 습지 정밀조사 대상지역으로 선정)

 □ 생태계 보전․복원
  ◦ 무등산 정상 훼손지의 자연경관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해 군부대 이전, 장불재․중봉 일원

의 방송․통신시설 이설 추진
  ◦ 생태통로 조성, 인공지반 녹화, 습지 비오톱 조성 등 보전․복원사업 시행

 □ 생물다양성 보전․이용 인프라 구축
  ◦ 인수(人獸)공통 감염병의 피해 예방과 야생동물에 의한 질병연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을 광주시에 유치하여 건립중
  ◦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야생동물의 보호 및 구조관리의 중추기능을 수행하게 될 야생동

물 구조관리센터 건립중
  ◦ 광주시의 기후변화 현황을 분석하고 시의 여건에 적합한 대응 정책의 연구․개발 및 교

육․홍보를 위해 2013년 국제기후환경센터 설립․운영중
 □ 생태․휴식공간 조성
  ◦ 무등산국립공원내에 위치한 평촌마을이 국립공원 명품마을, 환경부 생태관광지역으로 

각각 선정되어 민박, 쉼터, 판매장, 도예공방, 친수공간 등의 기반시설이 조성되고, 각
종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장기간 방치된 남구 월산근린공원을 대상으로 생물서식공
간, 자연관찰 및 체험․탐방시설 조성 등 추진

  ◦ 동광주IC 일원 폐도로부지에 인공습지, 숲 동산, 도시텃밭 등 조성 추진중
  ◦ 가야제, 도천제 등 소규모 습지의 식생 및 서식처 보전,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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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공간 조성 추진중

 □ 기타
  ◦ 제3차 자연환경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광주의 생태계를 대표하고 생물다양성 증진의 지

표로 활용될 생물종인 깃대종 선정 사업 추진중
  ◦ 영산강․황룡강 숲길, 푸른길-광주천 등 도심숲 연결, 도시재생과 연계한 광주의 옛 5림

(운림․방림․양림․덕림․서림) 복원 등 광주 100년 숲 조성중
  ◦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에 광주시가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상무

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물순환관리 기본계획 수립중
  ◦ 공원․녹지 분야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초록도시 거버넌스를 발족하고 정책사업, 교육

연구사업, 거버넌스 실천사업 등 추진
  ◦ 광주시는 민관 거버넌스의 대표기구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립해 광주환경선언, 지

속가능발전 비전선언 등을 채택하고, 시의 특성과 여건 변화를 반영해 각종 계획을 수
립해 다양한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실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주요 계획 : 21세기 푸른광주 실천계획, 제2차 푸른광주21 행동계획, 제3차 지속가능
한 광주만들기, 제4차 의제, 제5차 의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등

    - 주요 실천사업(환경) : 물 순환도시, 도시숲, 바람길이 통하는 시원한 도시, 유해화학
물질에서 안전한 도시, 자원순환도시 등의 만들기

  ◦ 민간단체들은 도시하천과 습지의 보전․복원을 위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토론회, 교
육․홍보, 조사․모니터링 등을 통해 시민인식 증진, 시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음

5. 동․식물이 공존하는 도시 만들기
  ◦ 광주시와 시민사회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물다양성 전략 수

립,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지도) 작성 및 활용, 생태 네트워크 구축 등의 분야는 아
직도 미흡한 실정임

    - 중앙정부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계획과 환경계
획의 연동제를 본격 시행하고, 자원자원 총량제도를 도입해 불가피하게 훼손된 자연
자원 가치만큼 복원 또는 대체를 의무화할 계획임

    -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동제 시행과 자원자원 총량제 도입에 대비해 도시생태현황
지도의 작성 및 정기적인 갱신, 행정․기업․시민 등의 활용 촉진이 필요함

    - 광주시의 생물다양성 보전, 생태계서비스 증진, 시민의 인식 개선, 참여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 ‘광주생물다양성전략’ 수립 및 이행이 시급한 과제임

  ◦ 광주시가 포용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생태복지사회를 지향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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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함
    - 도시 외곽의 신 개발지역은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부유층 유인, 기존 도심은 주거환경

이 불량해지고 저소득층 거주공간으로 전락, 대규모 자본에 의한 도시재개발은 저소
득층을 또 다른 곳으로 내 몰아내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남

    - 생태계 파괴, 자원고갈, 도시의 사막화, 열섬 현상 심화 등 도시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은 노약자, 저소득층에 더 크게 미치고 있음

    - 생태복지사회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가치관의 대전환을 통해 생태파괴와 자
원고갈을 최소화하면서 인간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를 말함

  ◦ 주요 과제
    - 주요 보호종 서식지의 보전․복원
    - 산～공원․녹지～샛강～강을 잇는 생태 네트워크 구축
    - 생활공간 주변의 생태환경 보전․복원
    - 물, 에너지 등 자원의 순환이용 체계 구축
    - 기존 도시개발 방식 지양, 도시재생 역점
    -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반 강화
    -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 인식 증진과 참여 확대
    - 광주지속가능발전전략의 착실한 이행 및 평가

< 선임연구위원 김 종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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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 Humans are part of the ecosystem, which benefits humans in various ways. 
However, as humans’ activities exceed the level that the ecosystem is 
capable of accommodating, the ecosystem now suffers from seriously 
negative impacts. This deteriorates the quality of the ecosystem’s service 
that human enjoyed. So, this situation means a crisis for humans.

◦ The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of Gwangju City necessarily entails the 
changes in the natural environment. The change in land use has resulted 
in the reduction of wild life habitats and disconnection of their passage.

◦ In light of the coexistence of humans and nature, the rapid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for humans has led to the great destruction of biodiversity. 

◦ In light of inclusiveness, Gwangju City is lagging behind in terms of 
sustainability and resilience in the process of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and has excluded the harmonious interface between 
humans and nature. 

◦ This presentation will examine the status of biodiversity in Gwangju City and 
the preservation efforts in light of inclusive city. It aims to suggest the 
policy idea envisioning a rich biodiversity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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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hanges in the environment
Land use

◦ The environment for biodiversity, forests, farmlands, rivers, and marshes in 
Gwangju City has been much destroyed or disrupted due to rapid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over the past 25 years (1990～2014), 
which has degraded the habitat for fauna and flora.

- Population growth: 1,115,000 (1990) → 1,493,000 (2014)
- The area of rice pads, farm land and forests decreased by 65.8㎢ (13.1% of the 

total area of Gwangju City). The area of the land for factories and roads 
greatly increased.

◦ The land cover map shows that the urban areas take up 22.41% of the entire 
city. The urban areas sprawl from the old downtown areas to Seo-gu, 
Nam-gu, Buk-gu and Gwangsan-gu increasingly.

◦ The land use in suburban areas will go through big changes due to the 
industrial complexes (Bitgrin Industrial Complex, Dosi Cheomdan Industrial 
Complex, and Pyeongdong 3 Industrial Complex) and urban development 
projects (Hanam3, Yongsan, Naenam, Seongyo district, and Gwangju Military 
Airport, etc.) and road construction project.

◦ Much area of parks in cities that has served as a resting space for citizen will 
disappear when the City Park Sunset System will enter into force from July 
2020. The parks will be replaced by housing units, commercial and business 
facilities.

- Ten large areas out of a total of 25 park areas in cities designated for the 
program will be developed as private park development projects and land 
will be purchased to create 15 parks.

□ Impermeable area
◦ An increase in the impermeable area due to urbanization results in negative 

impacts on the natural environment such as sinking underground water 
level, dry streams, desertification of urban areas, etc.

◦ The proportion of impermeable area in Gwangju City is 27.03%, the third 
highest after Seoul and Busan among the seven large cities of the country. 
Especially, the rate of the areas of Gwangju Stream reaches 4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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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 the 1970s B. in the 2000s

Water environment
◦ During the process of urbanization, the stream areas have been reclaimed, 

including the Gwangju Stream areas near Yangdong Bokgae Shopping 
Center, the branches of Gwangjus Stream and other small streams such as 
Seobangcheon, Yongbongcheon, Guknakcheon, and Gyeongyangjicheon.

- Reclaimed streams in Gwangju CityL 15 streams, total length combined 37,461m
◦ With the reclamation of streams in the city, the waterfront space has 

decreased. In particular, the basin areas of Gwangju Stream saw a marked 
decrease in waterfront space, which has a significantly negative impact on 
the ecosystem. In urban areas, the waterfront space is disappearing and the 
desertification problem is deteriorating. 

◦ The river development projects undertaken aft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have led to shortening of the length of rivers, decreasing of river areas, 
changes in the ecosystem, and the destruction of waterfront space.

◦ The area of marshes has been reduced due to the reclamation of the 
reservoirs due to the development projects of urban areas or industrial 
complexes.

- Number of reservoirs: 163 in 1987 → 139 in 2014
- The reclaimed reservoirs: Gyeongyangji, Yu’anje, Jobongje, Songjeongje, Ochije.

Source: Kim Jongil, Yang Haegeun, 2002, Gwangju Stream Flow Management, 
Gwangju Jeonnam Research Institute

‣ Changes in stream flow channels in the Gwangju Stream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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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ate
◦ The yearly precipitation over the past three decades (1981-2010) recorded 

1,391mm, making the area a high rainfall area. The variance of 
precipitation grows yearly and seasonally. 

◦ The temperature has risen by an average of 0.041℃ on a yearly basis over 
the past 46 years (1970-2015). Spring and summer grow longer while fall 
and winter become shorter.

□ Ecosystem
◦ With the expansion of residential areas, industrial facilities, and roads, the 

forest ecosystems in Mount Mudeong, and Mount Eodeung become 
disconnected or turn fragmented; River ecosystems such as the Yeongsan 
River, Hwangnyong River, and Gwangju Stream become disconnected 
vertically and horizontally.

◦ As a result of urbanization, the environment for biodiversity deteriorated. The 
living environment for the residents in downtown areas and the level of 
ecosystem service are on the decline.

3. Status of biodiversity
□ Flora and fauna
◦ The review of literature and reports found that Gwangju City has a total of 

1,333 plant species, 27 species of mammals, 174 species of birds, 25 species 
of amphibians and reptiles, 64 species of fish, and 130 insect species.

◦ It was found that a total of 3,035 species live in the national park of Mount 
Mudeung, which is much greater in comparison with other mountains 
located in urban areas in similar sizes such as Bukhansan National Park 
and Gyeryongsan National Park.

- 2,072 species in Bukhansan National Park and 2,226 species in Gyeryongsan 
National Park.

◦ Various animal and plant species including endangered species live in the 



- 24 -

marshes along the Yeongsan and Hwangnyong Rivers
◦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confirmed that there are seven 

endangered species in Gwangju Sity but the actual number is presumably 
higher than that according to article review.

- Seven species in Seoul, 24 in Busan, six in Daegu, 37 in Incheon, five in 
Daejeon, six in Ulsan, and three in Sejong

◦ 15 invasive species include bullfrogs, bluegills, largemouth bass, annual 
ragweed, and prickly lettuce.

Nature reserves
◦ Designation of Mudeungsan National Park (total area 75.425㎢ is comprised of 

47.654㎢ in Gwangju and 27.771㎢ in South Jeolla province)
- Under the IUCN category, Mount Mudeung is classified into category V 

(Protected landscape)
◦ Mount Mudeung was recognized for the geological value and landscape and 

was designated as UNESCO Global Geopark.
- Total area 1,051.36㎢ (501.18㎢ in Gwangju, 455.0㎢ in Damyang, and 95.18㎢ in 

Hwasun-gun)

◦ Marshes near the Damyang Stream located on the border between Gwangju 
City and Damyang-gun was designated as marsh protected area (total area 
0.981㎢, 0.09㎢ in Gwangju City)

◦ The fourth water source, Yongchu valley, Pyeongdume, and Geumggok district 
were designated as wild life reserves.

□ Marshes
◦ Many of marshes are located near streams and reservoirs including the 

Yeongsan River and Hwangnyong River. According to the national 
assessment of inland marshes, the marshes rated the top level of 
preservation are as follows: Imgok marsh, Seomtop marsh, Jangnok marsh, 
Wonsan marsh, Yudeok marsh, Cheongdong marsh, Damyang mar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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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kmasan marsh.   

◦ The Yeongsan River restoration project as part of Four River Restoration 
Project resulted in the destruction of the ecosystem of the marshes 
including Songsan marsh, Jangnok marsh, Wolsan marsh, Songjeong marsh, 
Yongsan marsh, Yeonje marsh, Yudeok marsh, Geugnakgang marsh, 
Cheongdong marsh, Dongnim marsh, Damyang marsh.

Others
◦ The habitats of White Herons are located in the skirts of Mount Unam and 

Mount Eodeung. They feed in the Hwangnyong river areas and nearby 
farmlands. 

◦ The residents in the vicinity areas complaint on the issues of bird noise, 
waste, bird flu concerning the White Heron habitats. The situation calls for 
a solution for the coexistence of humans and birds.

4. Efforts to preserve biodiversity

□ Designation of protected areas
◦ Gwangju City in collaboration with the government of South Jeolla province, 

and the civil society succeeded in designation of Mount Mudeung as a 
National Park, National Geopark, and the Global geopark for preservation of 
the natural ecosystem and sustainable use of the mountain.

- Designation of Mount Mudeung as a National Park in 2013, the National 
Geopark in 2014, and UNESCO Global geopark in 2018 

◦ Gwangju City has successfully worked with Damyang-gun to designate the 
upstream of the Yeongsan River as a wetland reserve in 2004. 

◦ It is now working to designate the Jangnok marsh near the downstream of the 
Hwangnyong River as the wetland reserve (selected for the wetland 
assessment by the National Wetlands Center i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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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the ecosystem
◦ Currently, the relocation of the military base and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facilities in Jangbuljae and Jungbong areas is underway to 
restore the landscape and the ecosystem of the top areas of Mount 
Mudeung.

◦ Implementing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projects such as building ecological 
corridors, artificial ground landscaping, biotope creation

□ Building the infrastructure for the preservation of biodiversity
◦ National Wildlife Health Research Center is hosted in Gwangju City. Now the 

construction of the center building is underway. IT will serve as a control 
tower on the research on the zoonotic infections and prevention. 

◦ The construction of the building of the Wildlife rescue control center is 
underway to play a key role in protecting and rescuing wildlife including 
endangered species.

◦ International Climate and Environment Center was established in 2013. It has 
been operated to analyze the climate change and situation and research, 
educate, and promote relevant policies. 

□ Building eco-friendly rest areas
◦ The Pyeongchon Village inside the Mudeung National Park was designated as 

‘National Park Premium Village’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s ‘Eco 
Tourism Zone.’ Accommodations, rest areas, shops, pottery workshop, and 
waterfront area have been established inside the village. Also, various 
activity programs are being operated.  

◦ Work is going on to create habitats for living things, facilities for observation, 
experience, and exploration of nature in Wolsan park in Nam-gu which had 
long been neglected after the designation of an urban park.

◦ The project to create artificial wetland, forest, and vegetable garden is going 
on in the areas of unused land near East Gwangju Interchange.

◦ A project is going on to create eco-friendly and rest areas to protect the 
habitats in small marshes (Gayaje and Docheonja, etc) and promote 
eco-system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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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s
◦ A program is being implemented to select the flagship species as indices for 

the promotion of biodiversity and the representation of the ecosystem of 
Gwangju based on the outcome of the third natural environment evaluation.

◦ Gwangju’s century old forest project is going on to restore the old five forests 
(Unnim, Bangnim, Yangnim, Deoknim, Seonim) to be linked to urban forests 
such as the Yeongsan river and Hwangnyong River forest trails, 
Pureun’gil-Gwangju Stream in connection with urban regeneration.

◦ Gwangju City was selected for a pilot program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o create the water-recycling city. It will implement the initiative in 
Sangmu-district. The city is now making the basic plan for the water 
recycling management.  

◦ Green City governance was launched to discuss current issues about parks 
and green space. It is now implementing the policy projects, education 
research project, governance initiative, etc.

◦ Gwangju Sustainable Development Council, a Public-Private Governance, 
adopted the Gwangju Environment Declaration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Vision Declaration and implemented the creation of urban 
forests and water recycling city.

- Major plans: 21 Century Green Gwangju Action Plan, the 
2ndGreenGwangju21ActionPlan,the3rdGwangjuSustainabilityPlan,the4thagenda,th
e5thagenda,andtheSustainableDevelopmentActionPlan,etc.

- Major projects (environment): building water recycling city, urban forests, a 
safe city from chemical hazard, resource recycling city, and the wind 
passage planning, etc.

◦ Private organizations are building a network to preserve and restore the 
urban streams and marshes and holding discussions, education, promotion, 
survey and monitoring activities to raise awareness among citizens and 
urge the city to do more. 

5. Building a city where humans and nature coex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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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though the city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in Gwangju has made effort to 
preserve biodiversity, it is still insufficient in creating and using the biotope 
map and the ecological network. 

- The central government plans to implement a project to link the land 
management plan to the environment management plan with a view to 
minimizing the environmental impact from development projects. It also 
plans to make mandatory the work to restore or replace the equal amount 
of natural resources disrupted to preserve the prescribed total amount of 
the resources.

- In preparation of the two above mentioned government programs, it is 
necessary to make the biotope map and update it on a regular basis and 
promote the use of the map among government, business, and citizens.

- The urgent task is to make and implement the ‘Gwangju Biodiversity Strategy’ 
to preserve the biodiversity, promote the ecosystem service, raise the 
awareness among the public, and build the participatory and collaborative 
system.

◦ To make Gwangju an inclusive city, we need to build ecological welfare society 
and create a sustainable urban environment where humans and nature 
coexist. 

- A cycle is repeated where the rich is induced to newly developed suburban 
areas that offer a pleasant living environment, the low-income class 
remains in old downtown areas with deteriorating living environment, and 
then big capital investment started urban regeneration project in old 
downtowns evicting the low-income people.

- The negative impacts from the changing natural environment such as the 
destruction of the ecosystem, resource depletion, and heat island effects 
are disproportionately affecting the vulnerable people such as the elderly 
and low-income families. 

- The ecological welfare society refers to the society that ensures the basic life 
for humanity by minimizing the destruction of the ecosystem and resource 
depletion through the shift of the perspectiv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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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jor tasks
-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the habitats of protected species
- Building an ecological network to connect mountains, parks, green space, 

streams, and rivers.
-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the ecosystem in the neighborhoods
- Establishing the resource recycling system for water and energy, etc.
- Focusing on urban regeneration without turning to the old urban development 

style 
- Building a strong support system to preserve biodiversity
- Raising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preservation of natural environment 

and encouraging participation in that effort.
- Faithful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Gwangju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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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하천 생태계서비스 증진과 하천 문화 활성화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가꾸자.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

1. 김종일박사님의 발표, ‘포용도시 ; 생물다양성과 도시 미래’는 광주의 생태계 현황을 잘 요약
해 보여주고 있으며, 이후의 정책 과제에 대해서도 이해를 높여주었음. 다만 정책의 성공적 추
진을 위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제안이 보다 구체적이었다면 더 강력한 영
감을 주었을 것임. 또한 광주의 자연이 제공하고 있는 생태계서비스의 내용과 효과를 보다 적
극적으로 해석하고 제시했다면 공감을 더욱 높였을 것임. 특히 발표 주제인 생물다양성을 통해 
변화되는 도시의 미래상에 대해 좀 더 효과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음. 

2. 한국사회에서 일반 시민들의 인식은 ‘환경보전은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지만 자신들이 받는 
영향은 잘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임. ‘옳은 말이지만 불편하고 손해 보는 일’이라는 생각이 강
함. 따라서 생태계서비스, 특히 도시지역 생태계서비스 내용과 가치를 확인하고, 시민과 함께 
확장해야 함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임. 

  토론자는 도시하천의 생태계서비스를 주로 논의코자 함. 이를 구성하는 ‘지지서비스’는 광합성 
등에 의한 물질생산, 토양생성, 서식처 확보 등이고, ‘공급서비스’는 수원확보, 어획 등이며, 
‘조절서비스’는  도시열섬 저감, 대기오염 저감, 온습도 조절 등이고, ‘문화서비스’는 관광, 교
육 및 체험, 경관제공, 휴식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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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에는 따르면, ‘광주의 복개하천은 15개고 복개구간은 37,461m’이며, ‘저
수지는 163개소(1987년)에서 139개소(2014년)’로 줄어듬. 또한 ‘도시하천이 복개됨에 따라 수
변공간이 감소했는데, 특히 광주천 유역은 도심구간의 수변공간이 크게 축소되어 하천생태계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도심에서 수변공간이 사라지고 사막화기 심화되었음‘.

   그럼에도 광주시 면적 중 하천부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할 것이며(서울시의 경우 하천부지
가 전체 면적 606㎢의 10.3%에 달함. 몬순 기후인 한국 하천의 특성에 따라 하상계수는 유럽
의 40-50배 수준), 이들 공간을 충분히 관리하고 이용하는지 돌아 볼 필요가 있음. 줄어들고 
훼손되었지만, 여전히 어마어마한 면적으로 남아 있는 공유지를 어찌 보전하고, 이용하고, 이
해할 것인지 고민하고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4. 한국에서 특히 도시에서 하천은 홍수통로로서 우선 인식되며, 시민의 생활과 격리되고 생태적
으로 단절되어 있음(댐과 보에 의한 상하류 단절, 제방에 의한 횡적 연결 단절, 준설과 수위 
제고에 따른 종적 구조 단순화 등). 최근 들어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 등이 무분별하게 건설되
고 있으나, 하천의 본연의 가치를 유지하고 하천생태계서비를 최대화하는 방향이 아닌 경우가 
많음. 

  하천생태계는 부지의 면적이 상당하고, 도시의 단절된 생태축을 연결할 수 있는 띠 형태로 이
루어져 있음. 이는 도시생태계의 연속성을 회복하는 블루그린네트워크로, 생물다양성을 촉진하
는 생태 거점으로서 가치가 높다는 의미임. 따라서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이들의 가치를 알리
고, 이와 관련한 실천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음.  

5. 또한 하천을 생태의 공간으로만이 아니라, 문화의 장이자 시민들의 생활공간으로서 활용되어
야 함. 하천의 문화적, 생활적 가치를 창출하지 못한 탓에 하천이 오용됐거나 파괴됐고, 앞으
로도 창출하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훼손과 멸실을 막을 수 없을 것임. 하천 생태계서비스의 문
화적 측면인 교육과 체험 기회의 제공, 경관의 제공, 휴식처의 제공 등에 덧붙여, 전통 문화의 
복원과 새로운 활용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이제는 강의 본래 모습을 되찾고 시민들에게 
온전한 강을 돌려주기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이 필요한 때임. 기존 하천 정책의 목적에 ‘생명이 
넘치는 강’, ‘시민들의 삶터로서의 강’을 더해야 함. 금모래, 은모래가 빛나는 강, 습지와 숲이 
이어져 생태 감수성이 활발한 강으로 자연스럽게 도시와 시민에게 연결해야 함. 



- 40 -

[Discussion]

Promotion of River Ecosystem Services and Activation of River Culture 
Let's make it a loved place for citizens.

Yeom, Hyung-Chul (CEO of Han River, Social Cooperative Association)

1. Dr. Kim Jong Il's presentation of ‘Embracing city; Biodiversity and Urban 
Future' tells us a good outline of the current state of Gwangju's ecosystem, 
and helps us better understand future policy issues. It could have been 
more inspirational if it had been a little more concrete about its proposal 
on who, what, and how to do so for the successful execution of the 
policies. Also, it could have been more persuasive, if the contents and 
effects of the ecosystem services provided by the nature of Gwangju were 
interpreted and presented more positively. In particular, it could have 
explained more effectively its theme, the future of the city, which is being 
changed by biodiversity.

2. It says that ordinary citizens in Korean society usually take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 something good and necessary, but with 
little understanding about its the impact.  It is true. But people usually 
think of it as something ‘that sounds all right but something inconvenient 
and to lose fro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ersuade people by 
verifying what it is about and why it is valuable when we are talking 
about ecosystem services, especially in urban areas. The panel wants to 
discuss the ecosystem services of the urban stream. The 'support service' 
is the production of the material by the photosynthesis etc., the soil 
production and the habitat securing. The supply service is the water 
source securing and the fishing. The control service is the urban heat 
island reduction, the air pollution reduction,'cultural services' include 
sightseeing, education and experience, providing landscape, and 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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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 4.1 Classificatin frame of ecosystem service 

Supply Service
Goods provided or 
produced by ecosystem:
∙food
∙water
∙fuel wood
∙textile 
∙biochemical products 
∙oilfield resources 

Control Service
Benefits from control 
function of ecosystem 
process 
∙weather control
∙disease control
∙flood control
∙detoxification of
  medication 

Cultural Service
Non-material benefit
 from ecosystem
∙spiritual
∙recreational 
∙esthetic 
∙inspirational 
∙educational
∙religious
∙Symbolic

Supporting services
Services to provide to other ecosystem services

∙Soil formation
∙Material recycling
∙Primary production 

Source : IUCN/한국보호지역포럼(2009)새로운 시대의 자연보존 번역본

3.  Dr. Kim Jong-il's data shows that there are 15 reclaimed streams in 
Gwangju, covering an area of 37,461 meters, and the number of the 
reservoirs reduced from 163 sites in 1987 to 139 in 2014. Besides, the 
watershed area decreased as the urban rivers were clogged. In partic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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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wangju stream basin was greatly reduced in the waterside area of the 
urban area, which not only had a serious impact on the river ecosystem, 
but also the watershed space was removed and the desertification worsened 
in the city center.  However, the share of the river site in Gwangju city 
area will be considerable (10.3% of the total area of 606㎢ in the case of 
Seoul), and the river bed coefficient is 40-50 times that of the European 
river,  It is necessary to check whether these spaces are sufficiently 
managed and utilized. We need to consider how to conserve, use, and 
understand the shared land site that still remains enormous despite it has 
been shrunk and damaged.

4. In Korea, especially in cities, rivers are usually recognized as flood 
passages, isolated and ecologically disconnected from the citizens' lives 
(due to upstream and downstream disconnections by dams and boats, 
transverse disconnections by banks, vertical simplified structure with 
dredging, etc.). In recent years, trails and bicycle roads have been 
constructed but indiscriminately and in a way that goes against the 
direction to maintain the original value of rivers and to maximize the 
service of river ecosystem. The river ecosystem has a lot of site area, and 
it has a strip shape that connects the disconnected ecological axis of the 
city. This is a blue-green network that restores the continuity of urban 
ecosystems, which means that it is highly valued as an ecological base for 
promoting biodivers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experts and civil 
society to inform them of their values and to carry out related activities.

5. Also, rivers should be utilized not only as a space for ecology but also 
as a place of culture and a living space for citizens. If the rivers were 
misused or destroyed because they could not create the cultural and life 
values of the rivers, we won’t be able to stop further damage and 
destruction. It should serve as educational and life experience sites on 
cultural aspect, as well as landscape provision and resting place. It also 
needs to restore traditional culture and develop new way of using the river. 
Now is the time for a massive campaign to get back to the river and 
return the river to its citizens .The purpose of existing river policy should 
be to add 'river full of life' and 'river as citizen's living place'. It should be 
an eco-sensitive river shining with gold mounds, silver sandy shores, 
wetlands and forests, naturally connected to cities and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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