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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생물다양성 

보전제도 도입방안 고찰

글、정종관 충남발천연구원，천임연구囲与

1. 서론

산업혁명 이후 생물종감소와 생태계 파괴가 가속화됨에 따라, 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에 대한 범지구 

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인간활동에 의해 생물다양성이 1。0배 이상 빠르게 가소하고 있어 경제적 폐 

해가 커지고 그에 따라 삶의 질 및 인류복지도 급감하고 있다(UNEP, 2012). 이에 따라 1992년 환1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가 열린 리우에서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isi切)이 채 

택되었고, 협약당사국은 2014년 8월 현재 194캐국에 이르고 있다.

CBD 의 목적은 1) 생물다양성 보전 2)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3)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평한 공유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1)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전략 계획 또는 프로그램 개발, 2)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계획, 프로그 

램 및 정책의 통합 지원, 3)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를 확인」감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이용 및 이익 

공유, 국가보고서 제출 생명공학의 관리 및 그 이익의 공평한 배분을 다루고 있다• 2020년까지 국제사 

회가 추진할 생물다양성 글로벌 목표와 국가 목표의 연계를 강화토록 하고 있는데, 보호지역 확대(육상 

12.6% 书 17%) 등 20개 목표를 설정하고, 각 당사국에 2015년까지 이행전략 수립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12차 당사국 총회가 금년 10월 평창에서 열리게 되어 생물다部과 생태계서비스 

에 대한 관심도가 커졌다 이번 당사국 총회의 주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물다양氛Biodiversity 

for Sustainable De应opmeit｝으로 주요 협상의재는 1)생물다양성 전략계획/아이치 목표(2011-2020) 

이행 중간점검 및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로드맵 협상 2) 유전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청서 이행체계 구축, 3) 2015년 이후 유엔개발의제(Post 2015 Development Agenda). 및 지촉가능한 

발젼 목표 설정에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목표 반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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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협약(CBD) 제6조에서 각 당사국은 생물다양성 특수성과 능력에 따라 전략 또는 프로그램 

개발 • 이행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나라는「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2 시행) 제7조에 

따른 법정 종힙계획으로 생물다양성 비전과 전략 목표를 제시하는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14~18) 

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국내외적 여건변화와 함께 충남은 도지사의 "정책담론 기자회견(2014, 3. 19)”에서 생태계서비 

스 지불제 도입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생태계서비스 관련 생물다양성 중진제도도입을 위해서는 먼 

저 충남을 대표할 수 있는 평가대싱을 선정하고 충남의 자연환경에 대한 목표와 평가대상에 적합한 평 

가지표 및 방법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자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인식하고 지불할 필요성 

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보호지역 확대를 위해 보호지역 사유지 매입과 주민지원제도를 운영 

하고 있으나주민들의 호응도는높지 않다

충남에서는 주요 철새서식지인 서산시, 홍성교:, 서천군에서 서식지 보호차원에서 생물다양성관리 계약 

에 참여하고 있다. 서산시 천수만 지역에 큰기러기 등의 취식지 마련을위해 170Cha, 홍성군은 철새도래 

지 보호를 위해 1291ha 규모로 볏짚존차와 무논을 조성하였다, 서천구은 2012년 금강제방 1.2km이내 

지역에 가을걷이 후의 무논이 아닌 4계절 무논을 조성하는 등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14년 

해당지역 농민이 농사를 포기하고 농치은행에 농지를 기틱■함에 따라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사업이 중지되 

는 등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제도에 대한 참여도가 정체상태에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자연공원이나 야생동 

식물보호구역 구역 완화조정 관련 민원에서 나타나듯이 보호지 역 주민들은 재산권 제한에 상응하는 보 

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 보호지역 해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상황에서 생물다양^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여러가지 경제적 청책수대을 지역에 젹 

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생태계서비스 평가나 지불제도, 생물다양성 상쇄프로그램, 생물다양^ 은행제도 등에 대한 기 

초 연구, 지표 설계, 제도 구축 등이 요구된다. 이 방법론 정립과정에서 평가대상과 평가지표 설정 등에 

대해 충남도민의 절차적 합의와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2. 충남의 생태계 현황과 관리계획

충남은 전국 광역자차단체 최초로 도내 15개 시 군에 대한 생태지도(비오톱지도) 작성을 완료하였다

1)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경제정책수단(Economic Policy Instrument©으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Payments for Ecosystem 

Service § PES), 생물다양성 상쇄제도 (Biodiversity Offsets), 생물다양성 은행제도 (Biodiversity Banking)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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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이에 해당 시 군은 비오톱지도를 계획과정에서부터 개발과 보전간의갈등완충을 위해 개발행 

위허가와 연계하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으나, 상위 관련 법률이나 지원이 없어 실제 상세적용은 미 

흡한 상태다•（공주시 논산시 서산시 아산시 태안군은 도시계획조례에 반영, 당진시는 개발업무처리지 

침에 적시하고 있다.）

비오톱자도는 자연환경보전법（2008. 1. 시행） 제6조와 자연환경보전 기본방침（20広 6. 泌 국무회의 심 

의 ■ 의결）과 제8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근거한 생태축（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 

램의 일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비오톱지도 작성 계획을 포함하여 비오톱지도 작성을 추진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도시계획과 환경계획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비오톱지도를 개발사업에 대한 인 • 허가 절 

차나 협의 및 심의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계획단계에서부터 실제 개 

발사업 단계에까지 표준화되고 일관된 평가가 가능하며, 이는 도시의 양호한 녹지를 보전하고 생태적 수 

용력을 일정 부문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금강하굿둑 구조개선, 화력발전으로 

인한 서해안 환경피해 보상 및 피해 예방, 가로림만 조력발전 하구담수호 개발 및 보전, 새만금 해상풍 

력딘-지 건설 등 자연환경의 보전과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충남도 자체적으 

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한 상태다•

한편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강화와 지속가능한 자연생태계 보존사업으로 추진하는 수변생태계 보전사 

업（2015〜18）은 부여군과 청양군에서 생태문화 숲 조성, 생태숲복원, 생물서식 습지 둠벙 보전사업 등이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사람과 자연이 공존히는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당진 당산생태공원의 야외 

생태학습장, 생태학습관, 자생식물원 등과 예산 황새고향 서식지 조성사업으로 고향의 숲, 서식 생태습 

지, 생태체험장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1〉생태자연도 〈그림 2> 토지피복도（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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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물다양성 보전제도

3-1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PES)

1) 제도 도입 필요성

PES 제도는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자연환경 모니터링 • 평가를 지속 

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보호지역 치정이나 관리 업무를 개선하는데 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와 민간의 적 

극적 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국가 생물다양성 정책목표 및 충남의 자연환경 보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 

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물다양^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다음 과제를 

우선적으基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인식 증진 및 동기 부여 : 자연환경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집행과 

유지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환경의 가치에 대해 인식하고 자연환경 보전정책으로 인 

해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

- 자연환경모니터링, 평가, 연구 활성화 : 자연환경 구성요소의 공간적, 사회적 특성이 매우 다양하므 

로 특정 관리 방안을 일반화하여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체도시행의 오류를 수정 보완해니가는 전략 

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모니터링과 평가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특성 고려 : 자연환경 보전의 권한과 책임, 조직과 예산 등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와 주민들이 자연환경 보전과 이용에 적귺쩍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경제적 유인책 제공 마련이 필요하다.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락(2014〜⑻」에서는 생태계서비스 확대,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 및 생태 

계보전협력금 부과액 등의 상향 조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및 상쇄 프로그램 활용방안 연구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충남도에서도 2014년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 사업 비를 733백만원3： 철 

졍하고 있다.

- 이러한 정책 흐름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서 자연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를 인정하고 생태계서 

비스의 유지 및 확충 활동에 대해 적절한 대가를 지불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제도 도입 방안

PES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민들이 생태계서비스 개념을 이해하고 필요성을 인식해야 하 

며, 둘째로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가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토대 위에서 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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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제도의 개선, PES 신규 제도의 도입, 관련 제도의 융복합적 운영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생태계 

서비스 개념 이해 및 인식 제고와 생태계서비스에 대한조사 • 모니터링 및 가치 평가는 지자체에서 제도 

시행 기반을 갖추고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지만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신규 제도의 도입은 국가 차원 

의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림 3〉은 환경자산 소유자가 토지용도 변경 등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개념 

도를 설명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태계서비스 공급자인 소유자가 생태계 보전을 통해 얻는 경제적 편익 

은 개발사업을 통해 얻는 편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소유자가 경제적 편익을: 이유로 개발할 

경우 그동안 제공되었던 생태계서비스 기능은 공급이 중단되며, 사회경제적 비용（외부효과）。］ 발생하게 

된다. 결국 PES 제도가 지향하는 목同은 외부효과의 내부화에 있으며, 튝히 특-정 조건하에서 외부효과 

는 소유관계가 확실하여 이해당사자 간의 사적 협상이나 거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코즈정리 

（Coase Theorem）실칠척 척용이라 할수 있다（안소은, 2010）.

•결국 PES 제도는 보호지역 지정으莘 대표되W기존의 생물다양성 보전에 비해 보다 능동적이고 직접 

적인 정책이며, 경제적 유인책 제공을 통해 서비스 공급자로 하여금 양질의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제공하 

도록 함으로써 바람직한 자원관리로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인소은 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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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생태계서비스 개념의 이해 증진

- 생태계서비스 현황 조사: 현재 구축된 비오톱지도를 활용하되 하虱 호소 해양생태계에 대한 추가 

조사와 기 구축 자료의 지속관리가 필요하다

- 생태계서비스 관련 교육 및 홍보 : 생태계서비스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이에 대한 관심을 

유도한다•

- 생태계서비스 관련 전통 지식 조사: 마을숲, 둠벙 농어촌유산 등 전통적인 생태자원 및 생태계서비 

스에 대한 지식을 발굴한다.

2단계 :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

- 생태계서비스 DB 구축

-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 시행

3단계 :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 도입

- 유사 관련 제도의 개선（부과대상 부과금액, 사용용도 등의 개선 : 생태계보전협력금, 해양생태계보 

전협 력그 대체산림자원조성 비 물이용부담금,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제도 등

- 신규제도 도입 : 생태계서비스 총량제, 우선보전 및 복원지역 선정, 기금조성 매개조직 운영（생물다 

양성 은행 운영 등）,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 시범사업 실시（환경부 지원 요청）

- 관련 제도의 통합적 또는 융합적 운영 : 농업，임업，수산업 분야의 보상제도 및 기금사업 생태관 

광 연계, 토지이용규제관련 도시계획 연계

3-2 생물다양성 상쇄제토（Offset）

1） 제도 도입 필요성

생물다양성 싱쇄（Offset） 제도는: 어떠한 방법을 쏘더라도 토지개발에 따른 생물다양성 손실이 불가피 

할 때 다른 장소에서 대체 서식지 또는 습지식생 등을 조성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즉, 

개발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과 생물다양성 召쏘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생물다양성 상쇄제도를 운 

영한다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훼손을 보상하기 위해 그곳이나 다른 곳에 서식지를 복원 • 조성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습지쯘행제도와 생태계 훼손에 대한 벌금,부과（미구）,. 직접 보상 및 보상습지에 의한 대 

체제도독일）도 있다

우리나라는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부가 협의조건으로 대체서 식지 조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대상지나 인근에 멸종위가종 등이 발견됐을 때 수립해야 히는 보전방안 대신 대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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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조성 계획로 대신함w로써 서식지 훼손에 대한 면죄부라 비판받기도 한다. 실제로 국내에서 개발사 

업에 따른 대체서식지 조성 협의건수는 1982아999년 3건에 불과했으나 NOOOHO&S便에는 ]7건, 2(X)5- 

2010년에는 68건으로 급증했다 이들 88건의 대체서식지 관련 협의의견 사업유형은 골프장 등 체육시설 

26건,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12건, 도로건설 10건 등이다.

우리나라에서 대체서식지의 일치된 개념이나 필요성에 대한 힙의가 미言한데 주요 생물종에 대한 서 

식환경 조성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서식지 기능을 지속하려면 먹이자원 피난처와 잠자리, 충분한 이동통 

로 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통과보다 조성된 대체서식지를 힙당한 유형의 보호지역 

지정으로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선 고유 서식지를 충분히 보 

전하고 불가피할 경우 대체서식자를 만들되 해당 종의 생태적 특성과 이동경로 등을 감안해서 찰 만들어 

야 한다. 대체서식지 조성과 관라를 토목 조경 업체에 맡기기보다 .지 역주민,; 전문가, 환경단체들이 모두 

침'여하는 협의기구에 밑■기는 생태환경 거버넌스 틀 구조를• 반영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허는• 방안도 필요 

하다 •

2) 제도 도입 방안과 적용 사례

생물다양성 보전차원에서 순손실없음(N。Net Loss) 정책을 제도화하고 있는 나라는 2012년 현재 55 

개국에 이른다• 또한 이러한 제도를 구체화하여 각국 정부기관 국제기관 국제기업이 이름을 걸어놓은 

BBOP(Business and Biodiversity Offset Rogram)는 2012년에 생물다양성 상쇄 프로그램 시행 국제기 

준을 발표하였다• 자발적이라는 것은 세계은행 그룹 산하의 국제금융공사UFC)가 이 기준을 대출 조건으 

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BBOP가 추천하는 생물다양성 상쇄의 정량평가의 대표적인 방법론이 서식지평 

가절차(HEP)이다. 생물다양성 뱅킹에 대해서聂 미국과 독일, 호주 등에서 활발해지고 있으며, HEP을 바 

탕으로 개발된 Habitat Hectare법 등의 간이 정량평가 기법이 사용되고 있다.

서식지평가절차(Habitat Evaluation Procedures, HEP)는 미국 어류 및 야생생물국(US Fish and 

Wdffe Services)。] 개발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와 사업계획에 활용되는 평가방법론으로 특정 야생동물 

의 이용 가능한 서식지에 대해 양적 , 질적 평가를 목적으로,한다.

이것은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규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으며, HEP는 서식지 가치의 대표적 지표 

로 인정되는 야생동물종의 서식지 가치를 정량화 하는 것이다•

HEP는 야생동물 서식지 비교에 대한 두 종류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1) 동일 시점에서 다른 지역과의 

상대적 가치, 2) 같은 지역의 미래 시점에 대한 상대적 가치 등 두 정보를 결합함으로써, 예상되는 토지 

및 수자원 이용 변화가 야생동물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하- 할 수 있다

HEP방법은 서식지 단위(Habitat Units, HU), 서식지적합토지수(Habitat Suitability Index, HSI)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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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는 것으로' HSI는 0.0-1,0 범위의 값을 갖는다. 서식지 단위 HU=HSIX평가대상 면적으로 나타 

낼 수 있다• HUt 선택된 생물종들에 대해 서식지의 구조 및 기능을 평가하는 속성을 의미하며, HU 수 

치는 HSKquali板）와 이용 가능한 서식지의 총 면적（quanK切）에 의해 쳘정된다 따라서 이 방법론은 야생 

동물종과 서식지, 서식지 수용용량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그림 4> 상쇄설계와 비용편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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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생물다양성 은행제도(Banking)

1) 제도 도입 필요성

생물다양^ 은행(Biodiversi切 Banking) 제도는 기업 활동이 자연 생태계를 교란시키거나 생물종 서식 

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경우 활발한 보존활동과 복구 프로젝트를 통해 피해를 적절하게 상쇄하여 보 

상토록 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개발 등의 인간 행위와 생태계 보전 간의 건전한 균형의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의 청신에 맞게 환경영항평가에서 적절한 대안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그 

판단에 있어 계획 입안자,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생태학의 참여가 필수적아다• 이 협약에서는 생물다양성 

가치를 고려한 저감방안으로서 회피, 최소화만이 아니라 보상도 필요하고, 저감방안의 검토에서는 상물 

다양성의 복원이나 생물다양성 순손실없음(no net biodiversity loss)을 실현하说록 보상저감 방안을 포함 

한 여러 대안의 비교 평가를 실시하도룤 요구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순손실없음(n。net los品은 생태계의 질과 양을 현황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순손실없음 

을 정량평가하는 도구로서 HEP는 가장 적합한 수법의 하나인 것이다. 생물다양^협약은 4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는 제2조에, 환경영향평가는 제14조로 규■정되어 있다 환경영항평 

가 내용은 생물다양성에의 현저한 악영향을 회피, 최소화 또는 보상하기 위해 그러한 영향을 미칠 우려 

가 있는 체결국의 사업 계획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의무화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도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영항평가에 관해서 2002년 제6차 당사국 총회에서「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환경영항평가 지침 

(Guidefines on biodiversity-inclusive EWircnmsntal Impact Assessment)」및「생물다양성 보전을 위 

한 전략환경평가 지침 (Guideline on bicxiiva'si^y-inclusive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it)이 채 

택되었다, 두 지침의 작성에는 국제영향평가학회(Intem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 

IAIAM 참여하였다.

32 I 열린충남



,會

생
물
낞

心셩
 가
치

p=여득볌향
A=회피
M = 최소화
* 묵구/북원

상쇄

A 匸 A = 주가브전왕도

〈그림 5〉생물다양성 가치와 저감대책

2） 제도 도입 방안과 적용 사례

이 방법은 순손실방지 정책과 전략환경평가 등의 정책과 방법으로 기업 부지와 기업 활동 평가 때문 

에 서식지평가절차（理P）를 간이화 한 뗯 가지 방식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아 

이치, 카나가와, 치바）나 토지 소유주는 사토야마 뱅킹（里山 銀行 생물다沸 뱅킹과 일본의 마을 산 • 

마을 땅 • 마을 바다 보전과 지역인재 육성을 융합시킨 겼）의 도입을 겸토하고 있다

사토야마 경관 보전 지불제도는 농약 사용량을 75〜100% 줄이고, 겨울철 무논을 채택하여 생산한 황 

새쌀의 가격을 23-54% 비싸게 받고 있다. PES 제도와 관련하여 200*07년에는 농부에게 논 1천奇당 

4만엔의 직불금 형태로 지불하여（현재 豊岡시에서는 7천엔 자불）, 그 결과 횡새 서식지가 0.7ha에서 

212.3如로 증가하고 연간 관광수입 10억엔 도시의 수입은 1.4% 증가하였다.

미국의 습지저꺎은행（WeHand Mitigation Banking） 제도는 캐발자들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습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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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임대권(credit)을 구매하여 습지 손실을 보상하도록 의무화亏国 있다• 미국의 습지 임대권 시장규모는 

연간 110〜180억 US$ 로 추정된다(Madsen A al„ 2010),.

E―시은서 Il 더사보一一I

〈그림 6> 생물다양성 은행제도 개념도 〈그림 7) 경관지불제도 생산물(일본 효고현)

4.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역발전 방향

앞에서 언급한 세가지 생물다양성 증진제도를 도입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에 영향을 주는 개발사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적용하고자 하는 제도의 특성에 따른 규 

모, 사업비 등을 추정할 수 있다. 해당지역의 생물다양성 가치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울 경우 상응 

하는 상쇄 규모, 면적, 생태가치의 객관화 문제가 제기된다• 생태계서비스 및 가치를 개발사업 관련 환경 

영향평가 제도에 반영하고 활용할수 있다면 의사결정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는 지쏙가능한 발전 

과 사회적 갈등요인도 상당히 저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환경영항평가 지침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기준(스코핑)이 있다. 이 경우 

평가대상 행위를 심사할 때의 판단 근거는 제안된 저감대책의 효과가 준거의 틀이 된다• 즉 개발행위가 

생태계에 미치는 나쁜 환경영향을 제안된 저감대책에 의해 얼마나 효과적으星 회피 최소화 혹은 보상 

할 수 있는가 하는 저감효과에 의해서 환경영항평가 실시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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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생물다양성 보전제도 도입방안 고찰

〈그림 8> 생물다양성 보전과 영향평가 제도

현재 충남의 보전지역은 국립공원 2개소 93.5CW（해역 제외）, 도립공원 3개소 7&74細2, 야생동■삭물 

보호구역 48개소 97.876］就, 습지보호구역 개소 15.365kft 생태경관보전지역 2개소 0.7601M, 상수원보호 

구역 $개소 5.542ktf 등■으로 규모는 전체 면적（육역 기준의 3,37% 수준이지만 생물다沸 보전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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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을 도입하거나 개발사업 추진 시 생태평가제도의 틀을 시행한다면 개발과 보전간의 갈등을 줄이고 장 

기적인 관점에서 생태보전지역의 점유 지정율도 높일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충남의 생태보전지역의 가 

치를 향상시키거나 규모를 확대하여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추구하는 것은 생태계서비스 경제학의 접근 

법（TEEB's approach）에서 강조하는 모든 지역사회에서 생태계의 가치를 인식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학 관점에서 가치를 입증하고, 의사결정에 생태계의 가치를 통합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그 가치 

를 실현하는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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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대사 스타생물 4종〉

각 생물서식지를 의미하는 산이（반달가슴곰）, 물이（수달）, 들이（미선나무）, 하늘이（왕오색나비）가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홍 

보대사로 선정되었다. 이들의 이름대로 생물서식지를 합하면 지구 서식지가 형성될 수 있다는 함축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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