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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자연자본으로부터 얻는 다양한 혜택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해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연구가 생태지리학, 도시생태학, 환경지리학, 공학기술 등이 통섭되어 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논문은 국내 

학술연구로서는 최초로 우리나라 전역을 대상으로 생태계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지도화하고 다중스케일 관점에서 

시공간 변화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생태계서비스 가치는 1980년대 말 연간 $6.992×109(KRW 8,390.4×109)에서 2000

년대 말 연간 $6.172×109(KRW 7,406.4×109)으로 감소하였다. 국가수준의 생태계서비스 가치는 11.7% 감소하였고, 경

로의존성을 가진 지역별 변화율의 차이가 국토 공간상에서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탐색적 공간데이터 분석에서 자기

상관적 속성을 가진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불균등한 공간분포가 글로벌 모란지수로 나타났으며(p<0.01), 클러스터 분

석에서 백두대간과 서·남해 연안 생태축의 높은 경제적 가치가 시계열상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05). 시계열 

생태계서비스 가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각각 25.6%, 9.1% 감소하였고 수도권의 파편화와 사회-생태시스템의 균

열 및 격차는 국토공간의 생태적 이중구조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연구결과는 훼손된 우리나라 생태계 복원과 생태계

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토지변화 모니터링 및 모델링과 함께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지도 연구 및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향후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및 지도화는 자연자본 기반의 

통합적이고 적응적인 관리를 위한 과학적 의사결정 과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토공간의 균형발전, post-2020글로

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수립 및 이행,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공헌할 것이다.  

주요어 : 생태계서비스,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지도, 사회-생태시스템 균열 및 격차, 생태적 이중구조, 생태지리학, 

도시생태학, 지속가능성 전환

Abstract : Ecosystem services valuation is an integrative and comprehensive research area, known as an 

emerging field of consilience in Ecological Geography, Urban Ecology, Environmental Geography, and 

Engineering Science for the sustainable use of natural capital and the restoration of biodiversity 

worldwide. This paper presents the first-ever national mapping for the changes in spatial and temporal 

ecosystem service values (ESVs) in the Republic of Korea in terms of the multiscalar and comparative 

analyse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ESVs per annum decreased from $6,992 million (KRW 8,390.4×109) 

to $6,172 million (KRW 7,406.4×109) between the 1980s and 2010s using the global value coefficients. 

Overall, the ESVs decreased by 11.7% at the national scale with distinctive regional changes. Exploratory 

Spatial Data Analysis (ESDA) indicates that spatial autocorrelation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erm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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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라지는 생태계서비스

오늘날 인류는 전례가 없는 생태환경의 과도한 개발과 

이용(exploitation)으로 생태계의 건강과 온전성(穩全性), 

일체성(integrity)을 훼손하고 있으며 인간의 영향이 생태

계 전반의 균형을 변화시키는 인류세(Anthropocene)의 

미지적 영역(terra incognita)으로 진입하고 있다(Crutzen, 

2002; Goudie, 2018; Herrington, 2020). 이에 인간과 자연

의 호혜적인 공존(共存, Mitsein)과 지속가능성 전환

(sustainability transitions)을 위해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

용을 유기적으로 이해하고 자연자본 기반의 통합적인 해

법과 과학적인 의사결정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Ostrom, 2009; Galvani et al., 2016; Yi et al., 2018a; 

Mastrángelo et al., 2019). 유엔(UN)을 비롯한 국제기구들

은 새천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후변화와 토지황폐화, 

생물다양성이 동반하여 감소하는 생태계의 급속한 변화

에 대응하기 위해 범지구적 연대 확립과 국가별 전략 및 이

행계획 수립,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MEA, 2005; UN, 2015; IPBES, 2019; SCBD, 2020). 

유럽과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지역과 장소에 기반한 정

책형성(policy formation)을 위해 생태계서비스 평가에 관

한 장기적 목표를 설정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EU, 2011; Pickard et al., 2015; Jacobs et al., 2016). 이를 위

해 국가적인 수준에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다양한 기

능과 공간적 특성에 대해 정량화하고 지속가능성 전환을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이해관계자와 시민참여

를 통해 자연의 혜택과 생태계 가치에 대한 지역수준의 사

회적 인식(public awareness)을 확산시키고 있다(USEPA, 

2020; EEA, 2021). 이와 함께 2030년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과 삶의 질 향상

을 위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ecosystem 

services valuation, ESV), 그리고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지도(ecosystem services valuation map, ESVM)를 통한 정

책대안 마련에 대내외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Maes et 

al., 2012, 2013).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의 손실은 장기적으로 생태

계의 수용능력(carrying capacity)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고 환경문제와 함께 삶의 질 감소를 동반한다. 

이러한 연쇄적 결합관계는 세대내 형평성뿐만 아니라 미

래 세대가 현재 세대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생태환경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세대간 형평성을 훼손

하고 있다. 따라서 생태환경의 시공간 변화에 대한 체계적

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생태환경 보

전을 위한 통합적인 연구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훈종, 2020, 2021b). 우리나라의 경우 삶의 질 향상을 위

한 지리학의 접근법에서 인간과 자연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합적으로 탐색하는 연구와 분석은 국제적인 흐름에 비

추어 볼 때 미흡한 실정이다(박영한, 1999). 이에 따라 지리

학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는 새로운 방향으로서 자연-

인문지리학의 융합적 연구와 우리나라에 적합한 모델의 

정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박삼옥, 2005).

생태계서비스는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근간으로 사

회-생태시스템 접근법(social-ecological systems approach)을 

global Moran’s I (p<0.01). Local Indicators of Spatial Association (LISA) indicate the hot spots for the 

ecological axis along the southwestern coast and Baekdudaegan region of the Republic of Korea 

(p<0.05). Importantly, time series analysis reveals that the ESVs decreased by 25.6%, 9.1%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MA) and the non-SMA, respectively, indicating the increasing fragmentation with 

coupled social-ecological divide (SED) in the SMA and ecological dual structure (EDS). The findings 

highlight that mapping ecosystem service values is essential for sustainable natural capital and ecological 

restoration. Furthermor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ecosystem services valuation, land change 

monitoring, and modeling contribute to implementing urban, coastal, wetland ecosystems restoration. 

In addition, the results contribute to the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Post-2020 GBF) and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line with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to 

inform policy and practice in and around the Republic of Korea. 

Key Words : ecosystem services, ecosystem services valuation map, social-ecological divide, ecological 

dual structure, Ecological Geography, Urban Ecology, sustainability tran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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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시스템적 사고(systems thinking)와 적응관리(adaptive 

management, AM)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Potschin and Haines-Young, 2011; Costanza et al., 2015; 

Birgé et al., 2016; Ruhl, 2016; Yi, 2017). 이러한 생태계서

비스의 체계적 관점은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다양한 

스케일과 통섭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역동적인 생태환경

을 분석하는데 적합하다. 이와 함께 생태계서비스 가치평

가는 공유재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생태계서비스의 

가치를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생태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ESVM은 지

리적 사상(事象)의 공간적 속성과 생태계서비스의 관계를 

생태계서비스 유형 및 기능, 가치에 따라 시각적으로 도면화

한 것으로 시너지와 트레이드오프 평가를 통해 공간구조에 

대한 입체적인 접근과 분석이 가능하다(Costanza et al., 1997; 

Naidoo et al., 2008; Schägner et al., 2013; 이훈종, 2021a).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을 바탕으로 국토공간의 지속가

능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태계서비스의 시공간적 변

화를 다중스케일 관점에서 분석하고, 급격한 도시화와 산

업화에 따라 가속적으로 사라지는 생태계서비스의 보전

과 복원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환경

부 대분류 토지피복도를 이용하여 생물군계(biome, 이하 

바이옴)를 생태계 유형 및 항목별로 분류하고 기능별 가치

평가와 지도화를 통해 정량적인 공간분석과 스케일 단위

(unit of scale)에 따른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

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연구목표 수행에 역점을 두었다. 

첫째, 원격탐사 기반의 토지피복도를 이용하여 1980년대 

말부터 2000년대 말까지 우리나라 전역을 대상으로 시계

열 토지이용 및 피복변화(land-use and land-cover change, 

LULCC, 이하 토지변화)와 생태계 유형 변화를 분석하였

다. 둘째, 전국 25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국토공간을 

광역자치단체,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분류하여 다중스케

일 관점(multiscalar perspective)에서 생태계서비스 가치

를 정량화하고 시공간 분포와 변화에 대하여 지도화하였

다. 셋째, 탐색적 공간데이터 분석(exploratory spatial data 

analysis, ESDA)을 통해 생태계유형과 생태계서비스 가치

변화의 시공간적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넷째, 분석결

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하여 사회-생태시스템 관점에서 통

합적으로 고찰하였다. 

2. 생태계서비스 개념 및 지도화 

1) 생태계서비스 유형 및 가치

생태계서비스(ecosystem services)는 ‘인간이 생태계로

부터 얻는 편익(benefits people obtain from ecosystems)’ 

(MEA, 2005), ‘자연의 인간에 대한 기여(Nature’s Contribution 

to People, NCP)’(IPBES, 2019), ‘모든 사람의 웰빙을 위해 자

연자본이 제공하는 필수불가결한 혜택’(이훈종, 2020), ‘인

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각종 혜택’(생물다양성법, 2020) 

등으로 정의된다. 새천년생태계평가(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MEA)는 생태계서비스 현황, 시나리오, 정책

활용, 평가, 의사결정 지원 등 5개의 주제로 구성된 글로벌 

분석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24개 생태계서비스 중에서 약 

60%에 해당하는 15개의 생태계서비스가 감소하였다는 조

사결과를 보고하였다(MEA, 2005). 새천년생태계평가(MEA) 

이후 생물다양성과학기구(Intergovernmental Science-Policy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IPBES)

는 글로벌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가 2050년까지 가

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며, 유엔(UN)이 설정한 2030년 지속

가능발전목표(SDGs)의 80%는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하였다(IPBES, 2019).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COVID- 

19)을 비롯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

증후군(MERS) 등 인수공통감염병(zoonotic diseases)과 벡

터매개 질병(vector-borne diseases, VBD)의 세계적인 확산 

및 팬데믹 전파는 환경에 미치는 인간의 영향이 증가하면

서 나타나는 생태계서비스의 감소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

고 있다. 생태계서비스의 감소는 결합된 사회-생태시스템

(coupled social-ecological systems) 관점에서 ‘인간 웰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생태계의 기능’인 생태계 디스서비

스(ecosystem disservices)의 증가를 나타내며 공중보건

(public health)과 연계된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Wood et al., 2012; Everard et al., 2020; 이훈종, 2020).

생태계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공급 서비스, 조절 서비스, 

문화 서비스, 지지 서비스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MEA(2005)는 31개의 생태계서비스 기능에 대하여 유형별

로 체계화하였고, 이후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경제학

(The Economics of Ecosystem and Biodiversity, TEEB) 

(2010)과 De Groot et al.(2010)는 각각 22개와 23개의 생태

계서비스 기능으로 분류하였으나 유형별 재분류라는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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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표 1>에서 생태계서비스

는 유형과 항목에 따라 다양한 생태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

며 재화와 서비스(goods and services)를 포함한다. 본 연

구에서는 MEA(2005), TEEB(2010), De Groot et al.(2010), 

IPBES(2019), 생물다양성법(2020)에서 제시된 주요 생태

계서비스 개념과 분류를 바탕으로 Costanza et al.(1997, 

2014)에서 적용된 17개의 생태계서비스 기능 및 사례에 따

라 우리나라 생태계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였다.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생물다양성, 휴양, 치유경관 등에

서 얻는 다양한 생태계서비스 가치(ecosystem service 

values, ESVs)는 대부분 비시장재화로서 시장을 통해 거래

되지 않으며 시장가격으로 가치를 측정하기 어렵다. <표 

2>에서 생태계서비스 총경제가치(total economic value, 

TEV)는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로 유형화될 수 있다. 생태

계서비스 가치는 토지피복을 대리지표(proxy indicator)로 

활용하여 바이옴과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생태계서

비스를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의 유형별로 합산하여 산

출한다. 사용가치는 이용 또는 소비를 통해 실현되는 효용

(utility)이며 비사용가치는 사용가치 이외의 가치를 지칭

하는 것으로 주로 문화 및 지지서비스를 의미한다. 한편 사

용가치로 분류된 선택가치는 미래에 사용이 가능한 생태

계서비스 가치를 의미하며, 지지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경

우에는 비사용가치로도 분류된다. 예를 들면, 연안습지의 

경우 농지개간이나 산업단지 건설 등을 목적으로 매립이

나 간척하지 않고 연안 생태환경의 생물다양성과 철새 서

식지로 보전되는 경우에 서식지(habitat)와 피난처(refugia)

를 제공하는 비사용가치를 가진다. 비사용가치로서 존재가

치, 유증가치, 이타적 가치의 내용과 사례는 <표 2>와 같다. 

2)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분석틀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ESV)는 지속가능한 삶의 질 향

상을 위해 생태계서비스의 시너지와 트레이드오프를 양

적 또는 질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Costanza et al., 2014; 

Yi, 2017; Yi et al., 2017). 다시 말해 ‘사회-생태시스템에

서 생태계의 상대적인 기여 즉, 기능과 편익 또는 생태계 디

표 1. 생태계서비스 유형에 따른 생태적 기능 및 사례

서비스유형 서비스항목 생태적 기능 해당 사례

공급서비스 식량생산 총일차생산량, 식량, 작물생산 물고기, 사냥, 곡물 등 생산

물공급 물저장 및 수자원 보유 유역, 저수지, 대수층 물공급

원료물질 원천물질 목재, 연료, 사료 생산 

유전자원 특유한 생물학적 물질 및 생산원천 해충, 질병억제, 유전물질, 약물

조절서비스 기체조절 대기환경의 화학적 결합조절 이산화탄소 및 산소 균형, 오존 및 황화합물 수준

기후조절
지구 및 지역 온도, 강수, 

생태계 연계 기후프로세스 조절
온실가스 조절, 대기중 디메틸 황화합물 형성

교란조절 환경변화에 대한 생태계 반응 및 온전성 제어
폭풍우 방어, 재해방지, 홍수조절, 가뭄회복, 식생구조와 

환경변화에 따른 서식지 반응

물조절 수문학적 흐름 조절 농업용수 공급 및 조절과정

폐기물처리 영양분 회복 또는 혼종 영양화합물 제거 폐기물 처리, 오염 조절, 해독작용 

침식조절 및

퇴적물 보유 
토양보유 바람, 유수, 토양유실 방지, 호수와 습지의 실트 저장

토양형성 토양형성 과정 암석풍화 및 유기물질 축적

식물수분 식물의 가루받이 식물 개체군 재생산을 위한 수분

생물학적조절 개체군 영양 및 동태 조절 포식자의 초식동물 조절

문화서비스 휴양 휴양활동 제공 생태관광, 치유경관, 스포츠낚시, 휴양활동, 예술,

문화 및 심미 비상업적 활동 제공 교육, 영감, 과학적 가치

지지서비스 서식지 서식 개체군 피난처 또는 서식지 이동 및 동면 생물종 서식지, 피난처

영양분순환 저장, 내부순환, 처리, 영양분획득 질소 고정, 기초물질 영양순환

출처 : Costanza et al.(1997, 2104), MEA(2005), TEEB(2010), De Groot et al.(2010), IPBES(2019), 생물다양성법(2020)에서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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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서비스에 대하여 시너지 또는 트레이드오프 관련 균형

과정을 시공간 다중스케일 관점에서 정량적이거나 정성

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이훈종, 2020). <그림 1>에서 

이륜역학모델(Dynamic Bicycle Model, DBM)은 사회-생

태시스템(social-ecological systems, SES)의 구성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다중 스케일(multi-scale)

과 크로스 스케일(cross-scale)의 전일적 관점(holistic view)

에서 나타내고 있다(Yi, 2019; Yi et al., 2019). 예를 들면, 화

석연료 사용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기체 농도 증가는 

지구시스템의 생지화학적 과정(biogeochemical process)

을 통해 대기상태를 변화시키고 기후변화를 초래하여 사

회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생태시스템의 피드백 

메커니즘은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기후변화

의 초국가적 광범위성에 상응하는 국제적인 협력, 사전예

방조치, 대내외 거버넌스 및 공중보건 체계 구축 등 사회시

스템의 대응을 필요로 한다.

이훈종(2020)은 이륜역학모델을 활용하여 북한 전역의 

생태계서비스 가치와 생태적 기능이 2030년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이러한 변화의 요인에 대해 고찰하였

다. 북한의 경우 사회-생태시스템에서 에너지와 식량생산

을 위한 계획경제의 과도한 목표설정과 제도적 요인에 의

해 재해와 환경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북한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사회-생태적 

회복력(social-ecological resilience, SER)을 향상시키는 통

표 2. 생태계서비스 총경제가치 및 생태계서비스 사례1)

유형 항목 내용 및 사례 서비스유형

사용가치 

(Use values)

직접사용가치

(Direct use values)
채취, 어획, 이용 등을 통해 얻는 소비적 가치 공급서비스

간접사용가치

(Indirect use values)
홍수 및 탄소조절, 질병 예방 등 조절기능에서 얻는 간접적 가치 조절서비스

선택가치

(Option values)
여가, 휴양 등 서비스의 미래 이용가능성에 따른 직·간접적 가치 문화서비스

비사용가치

(Non-use values)

존재가치 

(Existence values)
습지 등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 자체의 고유한 내재 가치 문화/지지서비스

유증가치

(Bequest values)
미래 세대의 편익을 위하여 환경을 보전하는 일에서 오는 가치 문화/지지서비스

이타적가치

(Altruist values)
타인이 자연자본의 서비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치 문화/지지서비스

자료: Wattage and Mardle(2008), TEEB(2010)에서 저자 재구성

그림1. 이륜역학모델(Dynamic Bicycle Model, DBM)

자료: 이훈종(2018), Yi et al.(2018b), 이훈종(2020)에서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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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이고 적응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생태

계서비스 가치평가, 생태효율(ecological efficiency), 형평

성(equity)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그림 1). 한편 요인(driver)- 

압력(pressure)-상태(state)-영향(impact)-반응(response) 

(DPSIR) 모형은 지속가능성 지표설정을 위해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Bradley and Yee, 2015; Lewi-

son et al., 2016). 이륜역학모델은 요인-압력-상태-영향-반

응(DPSIR) 모형과 연계하여 우리나라 생태계서비스 가치 

변화를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분석틀로 활용될 

수 있다. 

3) 국가수준의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및 지도화 

연구동향

Costanza et al.(1997)은 바이옴을 기반으로 글로벌 생태

계서비스 가치를 처음으로 정량화했을 뿐만 아니라 ESVM

을 작성하여 생태계서비스 가치에 대한 공간분석과 지도

화 연구를 촉발하였다. 영국은 2011년 국가 생태계 평가보

고서에서 지난 60년 동안 서식지의 훼손 및 생물다양성의 

하락에 의해 30%의 생태계서비스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다(UK NEA, 2011). 유럽연합(EU)의 생물다양성 전략 2020 

(EU Biodiversity Strategy 2020)은 목표 2(Target 2)와 행동

계획 5(Action 5)에서 지속가능한 2050년 미래상을 구현하

기 위해 EU 회원국이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고 지도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EU, 2011; Rabe et al., 2016). 이와 함

께 생태계서비스 평가 및 지도화(MAES) 워킹그룹은 온라

인 대화형 지도인 디지털 아틀라스(digital atlas)를 구축하

여 유럽 대륙단위 또는 회원 국가별로 체계적인 생태계서

비스 지도화 사업을 시범적으로 수행하였다. EU 생물다양

성 전략 2030은 장기적인 생태복원을 위해 지도화를 통한 

생태계 모니터링과 평가를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s, NbS)의 일환으로 수행하고 있다(Maes et al., 2013, 

2020; EEA, 2021). 

미국은 정부기관의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위해 연방차원

의 자연자원 관리 및 생태계서비스 평가에 대한 기준을 수

립하였다(Olander et al., 2015). 미국 국가생태계서비스 

분류체계(National Ecosystem Services Classification System, 

NESCS)는 최종생태계서비스(final ecosystem services, FES)

의 가치평가 및 지도화 과정에서 중복산정의 가능성을 줄

여 최종서비스를 명확히 분류하고 지도화하는 기준을 체

계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환경(environment), 생태적 최

종생산물(ecological end-product), 직접사용(direct use), 직

접사용자(direct user), 수혜자(beneficiary)의 측면에서 최종 

생태계서비스를 분류하고 있으며, 최종 생태계서비스를 중

심으로 지도화하여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다(USEPA, 2020). 

생태계서비스는 공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생태

계 구조 및 기능에 따라 특정 장소에서 일정한 재화와 서

비스를 제공한다. ESVM은 ‘생태계서비스의 다양한 공간

적 특성을 유형과 기능, 가치에 따라 통합적으로 추상화

(abstraction)하여 기호로 나타낸 것’(symbolic represen-

tation)이다(이훈종, 2021a). 예를 들면, 토지피복 분류에 

따라 생태계 유형을 정량화하여 도면으로 나타낼 수 있

다. 생태계서비스 지도화(mapping ecosystem services)

는 생태계서비스 평가지표 선정, 생태계 유형, 기능 및 가

치 추출(extraction), 공간 데이터 저장, 활용, 공유 등 다

양한 과정을 포함한다(이훈종, 2021b). 이러한 과정은 공

간 데이터의 시각화, 공간패턴 및 중첩파악, 공간모델의 

적합성 및 데이터 품질을 향상시킨다(Burkhard and Maes, 

2017). 

국가수준의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에 관한 국내연구

는 김진수·박소영(2013)이 토지피복도를 이용하여 수역

을 제외한 우리나라 생태계서비스 가치변화를 미래 도시

성장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박미정 등(2016)은 1975년

부터 2000년까지 토지피복도를 이용하여 제주도를 제외

한 우리나라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추정하고 농촌지역개

발 관점에서 정책적 활용을 제안하였다. 국립생태원

(2017)은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위한 전국단위의 평가지

표 선정사업을 수행하였고, 환경부(2020)는 인천, 용인, 

안성, 화성 지역의 생태계서비스 평가지도를 작성하는 시

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이훈종(2020)은 최초의 국내 연구

로서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정량화

하고 국가수준의 ESVM을 작성하였다. 다중스케일 관점

의 생태계서비스 연구는 Yi et al.(2017)과 Yi et al.(2018a)

이 미국 텍사스(Texas)의 샌안토니오(San Antonio) 유역분

지를 대상으로 각각 편익이전법과 생태계 생산함수(e.g., 

InVEST)를 이용하여 공간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지금

까지 우리나라 전역을 대상으로 생태계서비스의 경제적 가

치에 대한 지도화 및 공간분석은 수행되지 않은 채로 공백상

태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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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1) 연구지역2) 

본 연구의 공간적인 범위는 우리나라(공식명칭:대한민

국, 이하 우리나라) 전역이다. 다만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 MDL) 이북지역에 위치한 북한(공식명

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하 북한)은 통치권이 미치

지 않는 지역에 해당하므로 공간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우

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의 지리적 영향을 받아 

대륙성 기후와 계절풍 기후의 특색이 나타난다. 국토의 삼

면이 바다에 접하고 약 3,300여개의 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생물다양성, 전통문화, 연안환경 등에서 높은 

생태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KMI, 2018). 이에 본 연구에

서는 한반도의 부속도서인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

도, 소연평도와 인근 해역을 포함하는 서해 5도를 비롯하

여 제주도와 최남단 마라도, 동해상의 울릉도와 독도 등 우

리나라 주요 섬들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그림 2). 우리

나라 경위도상의 극지점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동도(동경131°52'22")가 극동 지점이며, 극서 지점

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동경124°36'36"), 극

남 지점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북위

33°06'45"), 극북 지점은 고성군 현내면 송현리(북위 38°37' 

00")에 위치하고 있다(통계청, 2020; 국토지리정보원, 2021). 

2010년도 우리나라의 전체 면적은 9,994,754 헥타르

(hectare, 이하 ha)로 한반도 전체 면적인 22,234,030 헥타

르(ha)의 약 45%에 해당한다(Yi, 2019).

<그림 2>에서 USGS EarthExplorer(2021)의 SRTM(Space 

Shuttle Radar Topography Mission)으로 추출한 수치고도

모델(digital elevation model, DEM)은 태백산에서 지리산

에 이르는 높은 산줄기와 동고서저(東高西低)의 지형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간석지(tidal flat)는 조

간대(intertidal zone)가 넓은 서해안과 남해안에 분포하며, 

조수간만(潮水干滿)의 차가 9미터에 이르는 경기만과 동

진강 하구, 다도해의 섬들이 내만의 특성을 형성하는 신안

군, 순천만에 넓게 발달되어 있다(권혁재, 2003). 갯벌은 

간석지 지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고

려시대부터 강화도에서 소규모로 간척과 개간이 시작되

었다. 염생습지(salt marsh)에서는 고도가 높아지면서 고

립된 나문재, 퉁퉁마디, 해홍나물 등 염생 식물들이 나타난

다(박영한·오상학, 2004). 우리나라 행정구역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의 두가

지 종류이며 1개의 특별시, 6개의 광역시, 8개의 도, 1개의 

특별자치도, 1개의 특별자치시로 구성된다(지방자치법 

제2조, 2021). 본 연구에서 17개의 광역자치단체는 서울특

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

남도, 제주특별자치도이다. 이와 함께 전국 250개 시·군·

구를 대상으로 광역자치단체,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분류

하여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2) 편익이전법 및 민감도분석3) 

토지변화(land change)는 이륜역학모델(DBM)에서 생

태계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 중의 하나이다. 토

지피복도는 토지이용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바이옴

에 관한 대리지표로서 환경영향평가, 공간 모델링에 폭넓

게 활용되고 있다(Yi et al., 2018a).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환경부 대분류 토지피복도이며 경위도를 15' 간격으로 분

할한 축척 1:50,000 도곽을 기준으로 제작되었다(환경부, 

2021). 공간분석은 국토지리정보원(2020)의 경계 벡터자그림 2. 우리나라 위치와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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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SHP)을 이용하여 Landsat 위성영상 계열의 30미터 공간

해상도를 기반으로 하는 도곽 단위 래스터자료(GeoTiff)를 

모자이크(mosaic)하여 국가단위로 추출(extract)하였다. 

토지피복도 항목은 시가화·건조지역, 농업지역, 산림지

역, 초지, 습지, 나지, 수역으로 분류되며 도엽별 분류정확

도는 평균 75%이상이다(환경부, 2018).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는 1980년대 말(1987년-1989년), 1990년대 말(1997년

-1999년), 2000년대 말(2008년-2010년)로 시기를 구분하였

고 ArcGIS® 10.3의 공간통계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국

가수준의 생태계서비스 가치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위해

서 Costanza et al.(1997)의 글로벌 가치계수를 이용한 편익

이전법(benefit transfer method, BTM)를 적용하였다.

BTM은 단위가치이전(unit value transfer)을 통해 연구

지역(study site)에서 사용된 단위가치를 사례지역(policy 

site)의 가치평가에 적용하는 것으로 물리적인 접근과 현

지조사를 통한 정보의 획득이 어려운 우리나라 도서 및 접

경지역을 포함한 국가수준의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에 

적합한 분석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부 대분류 토지피

복도는 비무장지대(DMZ)와 민통선(Civillian Control Line, 

CCL)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전역의 시계열 

공간분석에서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생태계서비스 가치

계수 환산 및 생태계 유형 분류는 이훈종(2020)의 북한지

역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에서 적용한 방법론을 준용하

였다. 예를 들면, 글로벌 가치계수(value coefficient, VC)

는 2010년 명목 미국달러가치(US$)를 기준으로 단위면적

(ha)당 생태계서비스 가치계수($·ha-1·yr-1)와 생태계서

비스 기능에 따른 가치계수($·ha-1·yr-1)를 적용하였다. 

 

  ×
 (1)

  

 
  × (2)


 ×

 (3)










 (4)

함수방정식 (1)에서 생태계서비스 가치(ESVs)는 토지피

복 k의 면적()×가치계수()를 통해 산출하였고, 함

수방정식 (2)에서 생태계서비스 가치 변화율(ESVc)은 초

기연도의 생태계서비스 가치(  )와 최종연도

(  )의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적용하였다. 함수

방정식 (3)에서 기능별 생태계서비스 가치는 토지피복 k

의 면적()×기능별 가치계수()를 통해 산출하였다. 

민감도 계수(coefficient of sensitivity, CS)는 함수방정식 

(4)에서 초기가치계수() ±50%로 조정한 후 조정가치

계수()를 통해 산출한 생태계서비스 가치(ESVj)와 초

기 생태계서비스 가치(ESVi)를 적용하여 생태계서비스 가

치의 변화를 측정하였고 이후 민감도 계수의 타당성에 대

해 고찰하였다(Kreuter et al., 2001; Yi et al., 2017; Yi and 

Kreuter, 2019; Yi, 2020).

3) 탐색적 공간데이터 분석4) 

ESDA는 Tobler(1970)의 ‘지리학의 제1법칙’을 기반으

로 데이터의 공간의존성(spatial dependence)을 탐색함

으로써 패턴을 발견하고 공간통계를 활용하여 분포를 평

가한다(Tobler, 1970). Yi et al.(2019)은 미국 샌안토니오

(San Antonio) 지역을 사례로 지리가중회귀분석(geogra-

phically weighted regression; GWR)을 적용하여 1935년

부터 제도화된 거주지 차별에 대하여 소수인종, 사회·경

제 요인, 공중보건 및 대기오염 변수가 2050년까지 생태계

서비스와 거주지 공간분포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정량화된 생태계서

비스를 사회-생태시스템의 변수로 활용하여 생태계서비

스의 불균등한 공간분포에 대한 역사적 유산(historical 

legacy)과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였고 인종 및 거주차별(racial and residential segre-

gation),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와 관련한 사회-

생태적 균열에 관해 인간-환경 상호작용과 이륜역학모델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Yi et al.(2019) 방법론을 준용하여 생태계

서비스 가치(ESVs)의 공간적인 자기상관성(spatial auto-

correlation)과 클러스터-아웃라이어 분석(cluster and outlier 

analysis, Anselin Local Moran’s I)을 수행하였다. 우선 250

개 시·군·구의 생태계서비스 가치에 대한 글로벌 모란지

수(global Moran's I) 및 로컬 모란지수(local Moran's I)를 산

출하고, 이후 LISA(Local Indicator of Spatial Association) 지

표를 이용하여 핫스팟(hotspots)과 콜드스팟(cold spots)을 

분석하였다(Anselin, 1995). 글로벌 모란지수는 -1에서 +1

까지 부(負)의 자기상관지수 값(negative Moran's I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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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에서 정(正)의 자기상관지수 값(positive Moran's I 

index value)을 산출하며 각각 데이터의 산재(散在, disper-

sion) 또는 군집(clustering) 우세분포의 공간적 특성을 나

타낸다(ESRI, 2018a). 

글로벌 모란지수는 국지적 공간 패턴에 관한 정보를 제

공하지 않으므로 Anselin(1995)의 클러스터-아웃라이어 

분석을 통해 국지적 자기상관성을 측정하였다(Yi et al., 

2019; ESRI, 2018b). 클러스터-아웃라이어 분석을 통해 산

출된 LISA 지표는 네 가지 유형의 국지적 자기상관을 나타

낸다. 구체적인 유형으로 첫째, 높은 값 주변에 높은 값이 

존재하는 HH 클러스터(High-High cluster), 둘째, 낮은 값 

주변에 낮은 값이 존재하는 LL 클러스터(Low-Low cluster), 

셋째, 높은 값 주변에 낮은 값이 존재하는 HL 아웃라이어

(High-Low outlier), 넷째, 낮은 값 주변에 높은 값이 존재하

는 LH 아웃라이어(Low-High outlier)로 구분된다. LISA 분

석은 국지적인 차원에서 공간적 연관성의 네 가지 유형을 

지도화하여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공간적 클러스터 패턴

을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4. 연구결과

1) 우리나라 토지변화 및 특성 

<그림 3>에서 우리나라 주요 토지피복의 공간분포는 북

동부 지역의 산림지역과 서남부 지역의 농업지역으로 구

분할 수 있다. 토지피복의 변화를 살펴보면 1980년대 말 산

림지역이 66.9%로 가장 큰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농업

지역 23.7%, 초지 3.8%, 시가화·건조지역 2.1%으로 산림

지역과 농업지역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1990년대 

말에는 1980년대 말과 마찬가지로 산림지역이 66.8%를 차

지하고 있으며 농업지역 21.7%, 초지 4.4%, 시가화·건조

지역 3.4%로 나타났다. 2000년대 말에는 산림지역과 시가

그림 3. 우리나라 시계열 토지피복도

표 3. 토지피복 변화 

분류항목
면적 (ha)

1980s % 1990s % 2000s % 1980s-2000s %

시가화·건조지역 211,076 2.1 341,957 3.4 410,987 4.1 199,911 94.7

농업지역 2,373,488 23.7 2,172,146 21.7 2,114,604 21.2 -258,884 -10.9

산림지역 6,682,085 66.9 6,673,428 66.8 6,830,219 68.3 148,134 2.2

초지 378,037 3.8 435,377 4.4 286,007 2.9 -92,030 -24.3

습지 54,539 0.5 39,368 0.4 27,188 0.3 -27,351 -50.1

나지 125,258 1.3 164,098 1.6 159,699 1.6 34,441 27.5

수역 168,316 1.7 166,625 1.7 164,855 1.6 -3,461 -2.1

No data 1,955 0.0 1,755 0.0 1,195 0.0 - -

합계 9,994,754 100.0 9,994,754 100.0 9,994,754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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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건조지역의 비율이 증가하여 각각 68.3%, 4.1%를 차

지하고 있으며 농업지역, 초지는 각각 21.2%, 2.9%로 감소

하였다(표 3). 

<표 3>에서 우리나라 산림지역의 면적은 1980년대 말 

6,682,085 ha, 1990년대 말 6,673,428 ha, 2000년대 말

6,830,219 ha이고 비율은 각각 66.9%, 66.8%, 68.3%이며 

1980년대 말부터 2000년대 말까지 2.2% 증가하였다. 시가

화·건조지역의 면적은 1980년대 말 211,076 ha, 1990년대 

말 341, 957 ha, 2000년대 말 410,987 ha이고 비율은 각각 

2.1%, 3.4%, 4.1%이며 1980년대 말부터 2000년대 말까지 

94.7% 증가하였다. 한편 농업지역의 면적은 1980년대 말 

2,373,488 ha, 1990년대 말 2,172,146 ha, 2000년대 말 

2,114,604 ha이고 비율은 각각 23.7%, 21.7%, 21.2%이며 

1980년대 말부터 2000년대 말까지 10.9% 감소하였다. 초

지의 경우 1980년대 말 378,037 ha, 1990년대 말 435,377 

ha, 2000년대 말 286,007 ha이고 비율은 각각 3.8%, 4.4%, 

2.9%이며 1980년대 말부터 2000년대 말까지 24.3% 감소

하였다. 습지의 경우 1980년대 말 54,539 ha, 1990년대 말 

39,368 ha, 2000년대 말 27,188 ha이고 비율은 각각 0.5%, 

0.4%, 0.3%이며 1980년대 말부터 2000년대 말까지 50.1% 

감소하여 가장 높은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다. 기타 토지피

복 변화는 <그림 3> 및 <표 3>과 같다. 

우리나라 토지변화의 공간적 특성을 살펴보면 1980년

대 말부터 2000년대 말까지 도시화와 산업화를 위한 토지

이용 변화가 뚜렷하다. 예를 들면, 인천국제공항 건설, 

서·남해안의 간척과 매립으로 인해 연안습지와 수역이 

시가화·건조지역, 농업지역, 산업단지 등으로 변화되었

다. <그림 4>에서 인천광역시의 수도권 폐기물 처리장 건

설로 인해 연안습지가 농업지역과 나지 등으로 토지이용

이 전환되었고 영종도, 삼목도, 신불도, 용유도가 간척되

어 인천공항이 건설되었다(인천국제공항공사, 2021). <그

림 5>에서 경기도 분당지역의 신도시 개발로 인해 수도권

의 저밀도 도시화(low-density urbanization)가 경부축의 

도로망을 따라 전개되는 도시 스프롤(urban sprawl) 현상

과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나지가 동반하여 증가하는 

토지변화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표 4>에서 우리나라 토지피복 변화를 수도권과 비수도

권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면적은 

각각 1,178,352 ha와 8,814,447 ha이며 국토 공간의 11.8%

와 88.2%를 차지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토지피복 변

화 및 주요 특성은 첫째, 수도권의 시가화·건조지역 면적

은 1980년대 말 68,957 ha, 1990년대 말 100,600 ha, 2000년

대 말 123,684 ha이고 비율은 각각 5.9%, 8.5%, 10.5%이며 

1980년대 말부터 2000년대 말까지 79.4% 증가하였다. 한

편 비수도권의 시가화·건조지역 면적은 1980년대 말 

142,119 ha, 1990년대 말 241,357 ha, 2000년대 말 287,303 

ha이고 비율은 각각 1.6%, 2.7%, 3.3%이며 1980년대 말부

터 2000년대 말까지 102.2% 증가하였다. 둘째, 수도권의 

그림 4. 인천광역시 영종도 일원의 국제공항 건설 전후(1987년-2010년 Google Earth, 2020) 위성사진(위) 및 토지이용 변화(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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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산림지역이 4% 감소한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2.9% 

증가하였다. 수도권 산림지역의 면적은 1980년대 말 

631,888 ha, 1990년대 말 614,783 ha, 2000년대 말 606,896 

ha이고 비율은 각각 53.6%, 52.1%, 51.4%이며 1980년대 

말부터 2000년대 말까지 24,992 ha 감소하였다. 이와는 대

조적으로 비수도권 산림지역의 면적은 1980년대 말 

그림 5. 경기도 성남시 일원의 분당 신도시 개발 전후(1987년-2010년 Google Earth, 2020) 위성사진(위) 및 토지이용 변화(아래)

표 4.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토지피복 변화

분류항목
면적 (ha)

1980s % 1990s % 2000s % 1980s-2000s %

수도권

시가화·건조지역 68,957 5.9 100,600 8.5 123,684 10.5 54,727 79.4

농업지역 351,758 29.8 319,162 27.1 313,460 26.6 -38,298 -10.9

산림지역 631,888 53.6 614,783 52.1 606,896 51.4 -24,992 -4.0

초지 62,355 5.3 68,324 5.8 66,169 5.6 3,814 6.1

습지 12,571 1.0 12,052 1.0 7,823 0.7 -4,748 -37.8

나지 19,577 1.7 43,046 3.7 39,851 3.4 20,274 103.6

수역 31,246 2.7 20,627 1.8 20,804 1.8 -10,442 -33.4

소계 1,178,352 100.0 1,178,594 100.0 1,178,687 100.0 - -

비수도권

시가화·건조지역 142,119 1.6 241,357 2.7 287,303 3.3 145,184 102.2

농업지역 2,021,730 22.9 1,852,984 21.0 1,801,144 20.4 -220,586 -10.9

산림지역 6,050,197 68.6 6,058,645 68.7 6,223,323 70.6 173,126 2.9

초지 315,682 3.6 367,053 4.2 219,838 2.5 -95,844 -30.4

습지 41,968 0.5 27,316 0.3 19,365 0.2 -22,603 -53.9

나지 105,681 1.2 121,052 1.4 119,848 1.4 14,167 13.4

수역 137,070 1.6 145,998 1.7 144,051 1.6 6,981 5.1

소계 8,814,447 100.0 8,814,405 100.0 8,814,872 100.0 - -

No data 1,955 0.0 1,755 0.0 1,195 0.0 - -

합계 9,994,754 100.0 9,994,754 100.0 9,994,754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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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0,197 ha, 1990년대 말 6,058,645 ha, 2000년대 말 

6,223,323 ha이고 비율은 각각 68.6%, 68.7%, 70.6%이며 

1980년대 말부터 2000년대 말까지 173,126 ha 증가하였다. 

셋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농업지역은 감소 추세를 나타

내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1980년대 말 351,758 ha, 1990년

대 말 319,162 ha, 2000년대 말 313,460 ha이고 비율은 각각 

29.8%, 27.1%, 26.6%이며 1980년대 말부터 2000년대 말까지 

10.9% 감소하였다. 비수도권의 경우 1980년대 말 2,021,730 

ha, 1990년대 말 1,852,984 ha, 2000년대 말 1,801,144 ha이

고 비율은 각각 22.9%, 21.0%, 20.4%이며 1980년대 말부터 

2000년대 말까지 10.9% 감소하였다. 넷째, 수도권과 비수

도권의 습지는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1980년대 말 12,571 ha, 1990년대 말 12,052 ha, 2000년대 

말 7,823 ha이고 비율은 각각 1.0%, 1.0%, 0.7%이며 1980년

대 말부터 2000년대 말까지 37.8% 감소하였다. 비수도권

의 경우 1980년대 말 41,968 ha, 1990년대 말 27,316 ha, 

2000년대 말 19,365 ha이고 비율은 각각 0.5%, 0.4%, 0.3%

이며 1980년대 말부터 2000년대 말까지 53.9% 감소하였

다. 기타 토지피복 변화는 <표 4>와 같다. 

2) 우리나라 생태계서비스 가치변화 및 특성 

ESVM은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공간분포를 나타내며 다

중스케일 관점에서 지역별 생태계서비스 가치변화를 파

악할 수 있다(이훈종, 2021a). 우리나라는 시가화·건조지

역의 증가 및 습지의 감소와 함께 전반적인 생태계서비스 

가치가 감소하였고, 도시화에 따른 도시 주변부의 생태계

서비스 가치가 동반하여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에서 수도권과 서해안의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생태계

서비스 가치가 감소하였고, 북동부 지역의 경우는 상대적

으로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제주도의 경우 2000년대 말까지 중산간지역을 중심으

로 생태계서비스 가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에서 우리나라 생태계서비스 가치는 1980년대 말 

연간 $6,992 million(KRW 8,390.4×109, 1200 KRW=1 USD)

에서 1990년대 말 연간 $6,529 million(KRW 7,834.8×109), 

2000년대 말 연간 $6,172 million(KRW 7,406.4×109)으로 

감소하였다. 생태계 유형별로 농업지역의 생태계서비스

가치(ESVs)는 1980년대 말 연간 $313 million, 1990년대 말 

연간 $286 million, 2000년대 말 연간 $279 million로 감소

그림 6. 국가수준의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지도(ESVM) (2010 US$·ha-1·yr-1)

표 5. 생태계서비스 가치(ESVs) 변화5) 

구분 1980년대말 1990년대말 2000년대말

시가화·건조지역 0.00 0.00 0.00

농업지역 313.30 286.72 279.12

산림지역 2,926.75 2,922.96 2,991.63

초지 127.39 146.72 96.38

습지 1,549.83 1,118.72 772.60

수역 2,075.67 2,054.81 2,032.99

합계 ($ million) 6,992.94 6,529.93 6,1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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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에 비해 산림지역의 생태계서비스 가치(ESVs)

는 1980년대 말 연간 $2,926 million, 1990년대 말 연간 

$2,922 million, 2000년대 말 연간 $2,991 million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습지의 경우 1980년대 말 연간 $1,549 

million, 1990년대 말 연간 $1,118 million, 2000년대 말 연

간 $772 million로 감소하였다. 기타 분류항목별 생태계서

비스 가치변화는 <표 5>와 같다. 

<표 6>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생태계서비스 가치 변

화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의 경우 생태계서비스 가치가 

1980년대 말 연간 $1,086 million, 1990년대 말 연간 $931 

million, 2000년대 말 연간 $808 million로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다. 비수도권의 경우 1980년대 말 연간 $5,906 million, 

1990년대 말 연간 $5,598 million, 2000년대말 연간 $5,364 

million로 감소하였다. 전국적으로 생태계서비스 가치는 

11.7% 감소하였고, 권역별로 변화율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생태계서비스 가치는 각

각 25.6%와 9.1% 감소하였고, 수도권의 생태계서비스 가

치가 비수도권보다 빠르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별 생태계서비스 가치

를 시계열로 분석한 결과 수도권 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생태계서비스 가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

우 1980년대 말 연간 $46 million, 1990년대 말 연간 $44 

million, 2000년대 말 연간 $43 million으로 감소하였다. 인

천의 경우 1980년대 말 연간 $275 million, 1990년대 말 연

간 $190 million, 2000년대 말 연간 $105 million으로 감소

하였다. 경기의 경우 1980년대 말 연간 $765 million, 1990

년대 말 연간 $696 million, 2000년대 말 연간 $659 million

으로 감소하였다. 비수도권의 경우 충남과 전남에서 생태

계서비스 가치가 비교적 크게 감소하였다. 충남의 경우 

1980년대 말 연간 $834 million, 1990년대 말 연간 $585 

million, 2000년대 말 연간 $568 million으로 감소하였고, 

전남의 경우 1980년대 말 연간 $1,288 million, 1990년대 말 

연간 $1,089 million, 2000년대 말 연간 $943 million으로 감

소하였다. 한편 경북과 경남에서는 1980년대 말부터 2000

년대 말까지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경북의 경우 1980년대 말 연간 $900 million, 1990년

대 말 연간 $1,010 million, 2000년대 말 연간 $997 million으

로 변화하였다. 경남의 경우 1980년대 말 연간 $602 million, 

1990년대 말 연간 $680 million, 2000년대 말 연간 $648 

million으로 변화하였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생태계서비

표 6.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생태계서비스 가치(ESVs) 변화

구분
ESVs($ million per year) 1980s-1990s 1990s-2000s 1980s-2000s

1980s 1990s 2000s $ million % $ million % $ million %

수도권 1,086.76 931.28 808.34 -155.48 -14.3 -122.94 -13.2 -278.42 -25.6

비수도권 5,906.18 5,598.65 5,364.38 -307.53 -5.2 -234.27 -4.1 -541.80 -9.1

전국 6,992.94 6,529.93 6,172.72 -463.01 -6.6 -357.21 -5.4 -820.22 -11.7

그림 7. 광역자치단체별 생태계서비스 가치(ES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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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가치가 증가한 지역은 대구, 광주, 세종, 경북, 경남이 해

당한다. 서울, 부산을 비롯하여, 인천, 경기, 충남, 전남, 제

주 등 서·남해안 지역에서 생태계서비스 가치는 감소추

세를 나타내고 있다. 기타 생태계서비스 가치변화는 <그

림 7>과 같다.

<그림 8>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 생태계서비스 가치는 

지역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1980년대 말

부터 1990년 말까지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서 생태계서비

스 가치가 각각 4.7%, 61.7%, 13.9% 감소하였다. 인천은 연

안지역의 간척과 매립으로 인해 생태계서비스 가치가 크

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은 연안개발에 따라 

충남, 전남지역에서 각각 31.9%, 26.8% 감소하였고 제주

의 경우 20.7% 감소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생태계서비

스 가치가 증가한 지역은 대구 35.2%, 광주 13.6%, 경북 

10.7%, 경남 7.7% 등으로 나타났다. 기타 지역의 생태계서

비스 가치변화 변화율은 <그림 8>과 같다. 

<그림 9>에서 250개 시·군·구별 생태계서비스 가치

가 높은 지역은 서·남해안에 인접한 지역과 북동부 산림

지역인 강원도 및 경상남·북도 내륙 지역에 해당한다. 경

기도에서는 가평군, 양평군, 화성시, 파주시, 김포시가 높

은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강원도의 경우 

화천군, 인제군, 춘천시, 홍천군, 평창군, 영월군, 정선군, 

강릉시, 삼척시가 해당한다. 충청북도는 충주시, 옥천군, 

충청남도는 당진시, 서산시, 태안군이 해당한다. 전라북도

에서는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전라남도는 영광군, 무안

군, 신안군, 해남군, 순천시, 고흥군이 생태계서비스 가치

가 높게 나타났다. 경상북도에서는 봉화군, 안동시, 상주

시, 의성군, 구미시, 영천군, 경주시, 경상남도에서는 합천

그림 8. 광역자치단체별 생태계서비스 가치(ESVs) 변화율

그림 9. 시·군·구별 ESVM (N=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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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진주시, 창녕군, 밀양시 등이 해당한다.

<그림 10>에서 1980년대 말부터 2000년대 말까지 250개 

시·군·구의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변화율이 증가한 지역

은 경기도 김포시, 전라북도 진안군, 전라남도 장흥군, 경

상북도 구미시,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달성군, 청도군, 

경상남도 창녕군, 의령군, 함안군 등이 해당한다. 생태계

서비스 가치가 감소한 지역은 경기도 옹진군, 인천광역시, 

시흥시, 화성시, 충청남도 태안군, 홍성군, 당진시, 서산시,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남도 해남군, 영암군, 진도군, 강진

군, 광양시, 여수시, 경상남도 남해군, 통영시, 창원시, 울

주군, 부산 강서구, 남구 등이 해당한다. 생태계서비스 가

치는 서·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20%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주도의 경우 2000년대 말까지 서귀포와 제

주시 전역에서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감소가 나타났다.

3) 우리나라 생태계서비스의 기능별 가치변화 

및 민감도 분석 

<표 7>에서 우리나라 생태계서비스의 기능별 가치는 물

조절, 폐기물처리, 물공급, 기후조절, 식량생산 등에서 주

요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며, 휴양과 문화, 동식물 서식지 

등 생물다양성과 자연자본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

고 있다. 생태계서비스 기능별 가치변화의 주요 특징은 첫

째, 물조절 기능이 1980년대 말 연간 $1,333 million, 1990

년대 말 연간 $1,319 million, 2000년대 말 연간 $1,304 

million으로 2.1% 감소하였다. 둘째, 폐기물처리 기능은 

1980년대 말 연간 $1,183 million, 1990년대 말 연간 $1,151 

million, 2000년대 말 연간 $1,121 million으로 5.2% 감소하

였다. 셋째, 물공급 기능은 1980년대 말 연간 $1,118 million, 

1990년대 말 연간 $946 million, 2000년대 말 연간 $806 

million으로 27.9% 감소하였다. 

우리나라는 산림지역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가화·

건조지역의 확대, 습지의 감소로 인한 생태계서비스 가치

의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생태

계서비스의 기능별 가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

계서비스의 기능별 가치변화는 교란조절, 기체조절, 침식

조절 등 조절서비스의 주요 기능이 각각 50.2%, 46.5%, 

2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서비스와 서식지 기

능은 각각 45.5%, 50.1% 감소하였다. 한편 산림지역의 증

가와 관련된 원료물질, 기후조절, 토양형성 기능은 각각 

1.3%, 2.2%, 2.0% 증가하였다. 기타 생태계서비스의 기능

별 가치(ESVf) 변화는 <표 7>과 같다. 

<표 8>에서 산림지역의 민감도 계수는 1980년대 말부터 

2000년대 말까지 각각 0.42, 0.45, 0.48로 증가하였고, 우리

나라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낸

다. 이와 대조적으로 습지의 민감도 계수는 각각 0.22, 

0.17, 0.13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농업지역의 민감도 계수

는 각각 0.04, 0.04, 0.05로 변화하였고, 수역의 경우 0.30, 

0.31, 0.33으로 변화하였다. 기타 분류항목별 생태계서비

스 가치의 변화와 민감도계수는 <표 8>과 같다. 

우리나라 시계열 민감도 계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토지피복 유형에서 산림지역의 민감도는 0.42에서 0.48로 

증가하였고 생태계서비스 가치는 20.9%에서 24.2%로 증

가하였다. 민감도 계수의 시계열 변화는 농업지역에서 

0.01이하, 산림지역에서 0.06이하, 습지에서 0.09이하, 수

역에서 0.03이하로 나타났으며, 비교적 소폭의 안정적인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Costanza et al. 

(1997)의 글로벌 가치계수와 BTM 적용은 우리나라 시계

그림 10. 시·군·구별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변화율(ESVc) (N=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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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에서 타당성을 갖는다(Yi and 

Kreuter, 2019). 

4) 우리나라 생태계서비스 가치 클러스터 분석7)

ESDA를 통해 산출한 시·군·구별 생태계서비스 가치

에 대한 글로벌 모란지수는 각각1980년대 말 0.195, 1990

년대 말 0.259, 2000년대 말 0.300으로 증가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공간적인 이질성(spatial heterogeneity)의 심화를 

의미한다(Chen et al., 2009; Wu et al., 2013, Su et al., 

2014). 다시 말해 전국적으로 불균등한 생태계서비스 가치

의 군집화 정도가 시계열 상에서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p<0.01). <그림 11>에서 1980년대 말부터 2000년대 말까

지 우리나라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공간분포는 비수도권 

지역에 생태계서비스 가치가 높은 유사지역이 군집되어 

존재하고, 생태계서비스 가치가 낮은 수도권 및 부산 지역

에 생태계서비스 가치가 낮은 유사지역이 클러스터를 이

루는 불균등 분포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LISA 분석

표 7. 생태계서비스 기능별 가치(ESVf) 변화

생태계서비스 기능
1980s 1990s 2000s 1980s-2000s

ESVf % ESVf % ESVf % % 순위 추세

식량생산 715.74 10.2 703.22 10.8 696.91 11.3 -2.6 5 ↓

물공급 1,118.80 16.0 946.27 14.5 806.48 13.1 -27.9 4 ↓

원료물질 244.48 3.5 243.08 3.7 247.85 4.0 1.3 8 ↑

유전자원 0.00 0.0 0.00 0.0 0.00 0.0 − 16 −

기체조절 24.40 0.3 19.08 0.3 13.04 0.2 -46.5 14 ↓

기후조절 855.31 12.2 854.19 13.1 874.27 14.2 2.2 3 ↑

교란조절 573.04 8.2 413.64 6.3 285.66 4.6 -50.2 7 ↓

물조절 1,333.34 19.1 1,319.50 20.2 1,304.55 21.1 -2.1 1 ↓

폐기물처리 1,183.28 16.9 1,151.26 17.6 1,121.17 18.2 -5.2 2 ↓

침식조절 15.50 0.2 17.85 0.3 11.72 0.2 -24.3 15 ↓

토양형성 100.99 1.4 100.97 1.5 103.02 1.7 2.0 10 ↑

식물수분 61.46 0.9 59.55 0.9 52.87 0.9 -13.9 12 ↓

생물학적 조절 135.63 1.9 130.43 2.0 124.43 2.0 -8.2 9 ↓

휴양 443.53 6.3 431.88 6.6 430.31 7.0 -2.9 6 ↓

문화 152.76 2.2 113.97 1.7 83.15 1.3 -45.5 11 ↓

영양분순환 0.00 0.0 0.00 0.0 0.00 0.0 − 16 −

서식지 34.68 0.5 25.04 0.4 17.29 0.3 -50.1 13 ↓

합계 (US$ million) 6,992.94 100.0 6,529.93 100.0 6,172.72 100.0 -11.7

표 8. 생태계서비스 가치 민감도 계수(CS) 변화6)

가치계수 (VC)
1980s 1990s 2000s

% CS % CS % CS

시가화건조지역 VC±50%  0.00 0.00  0.00 0.00  0.00 0.00

농업지역 VC±50%  2.24 0.04  2.20 0.04  2.26 0.05

산림지역 VC±50% 20.93 0.42 22.38 0.45 24.23 0.48

초지 VC±50%  0.91 0.02  1.12 0.02  0.78 0.02

습지 VC±50% 11.08 0.22  8.57 0.17  6.26 0.13

수역 VC±50% 14.84 0.30 15.73 0.31 16.47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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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백두대간과 연안생태계의 높은 경제적 가치가 핫스

팟에 해당하는 HH 클러스터(High-High cluster)를 형성하

면서 시계열상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05). 이와 

대조적으로 생태계서비스 가치가 낮은 값 주변에 낮은 값

이 존재하는 LL 클러스터(Low-Low cluster)는 서울 및 주변

부 지역, 부산을 중심으로 콜드스팟 지역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0.05). 

시·군·구별 생태계서비스 가치는 1980년대 말 서산

시, 군산시, 부안군, 김제시, 영광군, 신안군, 무안군, 영암

군, 진도군, 해남군, 고흥군 등 주로 서·남해안 지역에서 

도서 및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HH 클러스터가 형성되었다. 

이후 1990년대 말에는 순천시를 비롯한 서·남해안 지역

과 강원도 삼척시, 강릉시, 정선군, 경상북도 상주시, 안동

시, 봉화군에서 HH 클러스터가 형성되었다. 2000년대 말

에는 충청북도 영동군, 전라북도 진안군, 경상남도 합천군, 

경상북도 의성군, 구미시, 안동시, 봉화군, 울진군, 강원도 

삼척시, 강릉시, 정선군에서 HH 클러스터가 형성되었다. 

수도권과는 대조적으로 1980년대 말부터 2000년대 말까

지 비수도권 내륙지역은 백두대간(白頭大幹)을 중심으로 

삼림이 증가하면서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HH 클러스터가 

형성되었다.

생태축(ecological axis)은 생태적 기능의 연속성과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높은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갖는 생태적 

서식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HH 클러스터는 

국토공간의 핵심 생태축인 연안 및 백두대간 생태축과 중

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석 결과는 연안생태축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전통적 산줄기인 백두대간이 높은 생태계서

비스 가치를 통해 생태축을 형성하고 있는 공간분포를 실

증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향후 공간해상도와 토지피복 

분류단위를 향상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백두대간의 복원 

및 보호구역 관리 등 경관 및 지역단위의 생태보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5. 논의

1)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및 지도화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는 글로벌 토지변화 및 환경수용

력의 가속적인 하락, 기후위기에 대한 지속가능성 전환을 

위해 유엔(UN)을 비롯한 각국의 행동계획 수립, 그리고 국

제적인 연대에 따라 확대되고 있다. 특히, 2015년 유엔

(UN)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의제에

서는 인간(people), 지구환경(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 등 5P의 영역에서 생

태계의 역할과 기능이 중점과제의 하나로 채택되어 육상 

생태계(terrestrial ecosystems), 생물다양성, 토지황폐화

(land degradation) 분야에서 세부연구와 정책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UN, 2015). 생태계서비스 가치평

가는 생태계서비스의 효용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 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것으로 사회-생태시스템의 지

속가능성 전환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와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이훈종, 2020).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내재

적 측면의 복합적인 가치와 생태계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생태계서비

스 가치에 대한 인식론과 방법론, 가치의 다원성(value 

pluralism), 사회-생태시스템의 역동성에 비추어 볼 때 당연

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Gómez-Baggethun and Barton 

그림 11. 시·군·구별 생태계서비스 가치(ESVs) 클러스터 분석(N=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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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TEEB, 2010).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의 주요 내용은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 WTP)를 정량화하는 것이며 

생태계서비스 유형별로 구체적인 평가방법이 결정된다. 

그 중에서 생태계서비스의 경제적 가치평가는 다음과 같

은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비시장가치를 포함하여 

사회적인 최적 대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둘

째,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이 얻는 경제적 비용과 편익

(cost-benefit)에 대한 트레이드오프를 평가하고 비교할 수 

있다. 셋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payments for ecosystem 

services, PES) 계약을 체결·이행하거나 기타 생태계서비

스 공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장 기반(market-based)의 정

책을 형성할 수 있다. 넷째, 공간적으로 명확한(spatially 

explicit)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지도를 작성하여 환경영

향평가, 기후변화 영향평가, 적지(適地)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다(Schägner et al., 2013; Olander et al., 2015). 

우리나라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시공간 변화 특성은 

1980년대 말에서 2000년대 말까지 도시화와 산업화를 위

한 시가화·건조지역의 확대, 대규모 간척과 매립에 따른 

습지의 급격한 감소에 의해서 생태계서비스 가치가 하락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지속적인 도시 및 연안

개발 추세로 인해 수도권과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경로

의존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훈종(2020)은 북한의 생태

계서비스 가치평가를 바탕으로 북한이 2030년대까지 산

림황폐화 경로(deforestation pathway)상에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고,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 손실, 토지황폐

화, 기후변화 등을 복합적으로 포괄하는 ‘삼중환경위

험’으로의 노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와 대조

적으로 우리나라는 1980년 말부터 2000년대 말까지 산림

전환 경로(forest transitions pathway)상에 있으므로 향후 

한반도 생태환경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전환을 위한 남북

한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Yi, 2019). 

한편 북한의 2010년도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30조원 수

준으로 남한과 약 39배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한국은행, 

2011). 북한의 생태계서비스 가치는 명목 GNI 대비 약 30%

에 해당하는 수준이므로 생태계 훼손 및 환경재해에 대한 

경제적인 피해와 사회적 민감도는 우리나라보다 크게 나

타날 것이다.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의 주요 요인은 토지변화이며 위

성영상을 활용하는 원격탐사는 토지변화 분석을 위해 시

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수단이다. 위성 정보를 활용

한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는 생태계서비스의 정량화, 지

도화, 시나리오 작성 및 미래 예측 연구에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연구 주제와 시점에 따른 ‘맞춤형 공간연구’를 촉진

시킬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Yi, 2017; 2019). 예를 들면, 물

리적인 접근이 어려운 북한 및 DMZ를 시계열로 관측할 수 

있기 때문에 남북한 생태환경을 비교·연구하고 한반도 

생태환경의 정량적 분석을 위한 상태지표(state indicator) 

탐색과 선정 등 생태계서비스 기초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생태계서비스 지도화는 생태계서비스의 공간적인 수요

와 공급에 대한 인식 및 지도화 방법론, 시각화,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주류화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Bagstad et al., 2014; Wolff et al., 2015; Burkhard and 

Maes, 2017).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경우 미래 시나리오

를 수립하거나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대화형 지도구축, 

환경·사회·보건부문을 통합하는 원헬스(One Health) 

기반의 생태계서비스 지도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특

히, EU 2030 생물다양성 전략에서는 국가별 정책형성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생태계서비스 평가지도를 구축하고 

EU 회원국과 권역별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활용하도록 강

조하고 있다(Maes et al., 2020; USEPA, 2020). 이와 마찬가

지로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수준의 생태계서비스 평가체

계 수립, 가치평가에 대한 지도화 및 DB 구축을 통해 생태

계서비스 가치평가지도를 고도화하면서 공간의사결정 과

정에서 생태계서비스 활용을 주류화해야 할 것이다. 

2) 토지변화와 생태계서비스 

(1) 도시화 및 생태계서비스 변화8)

토지변화는 비선형적(non-linear)인 특성으로 인해 지

역 및 글로벌 스케일에서 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토지이용 전환(land use transitions, LUT)은 토지이용 체계

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다중스케일 관점에서 대규모 

농업지역으로의 전환, 도시 및 도시주변부 토지이용 변화, 

연안개발, 소규모 공동체의 토지이용 변화를 포함한다

(Lambin and Meyfroidt, 2010, 2011). 오늘날 전세계적인 

도시화는 인구이동의 규모와 속도, 미래 도시의 지리적인 

위치, 도시 지역간 연결된 거대 도시의 출현, 도시화의 역

동성과 지속성, 그리고 사회-생태 시스템에 미치는 복합적

인 영향을 고려할 때, 역사적으로 전개된 도시화와는 근본

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Seto et al., 2010). 더욱이, 

지표면의 약 3%에 해당하는 도시지역에서 2050년에는 세

계 인구의 65% 이상이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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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생태계서비스 관점의 논

의가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Seto et al., 2012; Yi et al., 

2017, 2018a, 2019). 

우리나라 생태환경은 자연녹지와 연안지역의 개발로 인

해 생물 서식지 감소 및 파편화(fragmentation)에 따른 생

태계의 훼손이 심화될 전망이다(관계부처 합동, 2018). 본 

연구의 클러스터 분석결과에서 수도권의 도시확대는 인

공환경(built environement)으로의 토지이용 전환을 의미

하며, 도시화의 비가역성(irreversibility)으로 인해 수도권

과 비수도권에서 나타나는 LL 클러스터와 HH 클러스터의 

상반적인 공간구조 특성은 권역별 지속가능성 경로

(sustainability pathway)의 차이를 심화시킬 것이다. 구체

적으로 1980년대 말부터 2000년대말 까지 수도권과 비수

도권의 주요 토지피복 변화는 수도권의 산림지역이 4% 감

소한 반면 비수도권의 산림지역은 2.9% 증가하였고, 수역

의 경우 수도권에서 33.4% 감소하였으나 비수도권에서 

5.1% 증가하였다. 시가화·건조지역은 수도권과 비수도

권에서 각각 79.4%와 102.2% 증가하였고, 2000년대 말 수

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각각 10.5%와 3.3%의 비율을 나타내

고 있다(표 4). 이러한 추세에 따라 향후 수도권과 비수도

권에서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격차로 인한 ‘생태적 이중구

조’(ecological dual structure, EDS)가 국토공간에서 고착

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도시화는 탄소를 흡수하는 그린카본(green 

carbon)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온실가스 과다배출로 인해 

환경 및 대기오염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은 전세계 

13,000개의 도시중에서 탄소발자국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고되었고(Moran et al., 2018), 본 연구결과에서 전국적

으로 생태계서비스의 기체조절 기능이 46.5%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다(표 7). 이와 함께 도시 스프롤 현상은 도시와 

지방의 점이지대(rural-urban fringe) 및 도시 주변부(urban 

hinterlands)에서 생태계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켜 생태계

서비스 제공을 변화시킨다. 이러한 도시지역의 생태계서

비스 변화는 빈곤과 거주분리(residential segregation)의 

결합, 팬데믹의 차별적 전파와 확산, 도시열섬현상(urban 

heat island effect, UHIE), 도시녹지 접근성 등 환경 및 기후

정의(environmental and climate justice)와 공중보건의 관

점에서 다층적으로 새롭게 분석될 수 있다(Yi et al., 2019). 

우리나라의 도시성장은 경제발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

고 있으며(김인, 1991), 수도권에서 시가화·건조지역 비

율의 증가는 수도권 인구집중과 도시기반시설 활용을 위

한 생태계서비스 수요의 증가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

륜역학모델의 순환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도시화와 산업화

는 인구의 차별적 집중과 도시 과밀화를 통해 생태계 불균

형과 사회적 비용을 발생키고 있다. 우리나라 토지피복의 

시계열 변화추세를 살펴볼 때 자연자본에 대한 개발 및 이

용압력이 심화되고 도시 스프롤 현상에 따른 주택 및 산업

용지 확장, 지역개발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영향력이 증가

함에 따라 수도권내에서 시가화·건조지역으로의 토지이

용 전환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 지역

내에서 생태계의 파편화와 사회-생태시스템의 분열 및 격

차를 통해 전통적인 도시의 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생

태시스템의 피드백 순환과정에서 새로운 문제들이 대두

할 것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도시 생태계를 위한 사회-생태적 회

복력(SER)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를 위해 Chapin et al.(2009)

은 첫째, 생태적, 경제적, 문화적 다양성 유지, 둘째, 피드백

을 통한 적응적 변화, 셋째, 시나리오와 시뮬레이션을 통한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 넷째, 변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수립 등을 강조한다. 김준우·안영진(2017)은 새로운 

지역격차에 대한 처방으로 ‘지역발전유발 지식서비스’를 

제시한다. 예를 들면,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

munications Technology, ICT)를 활용한 스마트시티는 생

태계서비스를 적용한 스마트 그린 인프라스트럭처(smart 

green infrastructure)를 창출하여 효과적인 도시녹지(urban 

green space) 보전 및 도시의 지속가능성(urban susta-

inability)에 기여할 수 있다(Nitoslawski et al., 2019). 

(2) 습지감소 및 생태계서비스 변화 

습지는 수변식생이 존재하는 내륙습지와 갯벌 및 염전

으로 분류되는 연안습지를 말한다(환경부, 2021) 연안습

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갯벌은 펄, 모래 등으로 형성된 퇴

적지형이며 육상과 해양생태계의 추이대(ecotone)로서 

생산성이 가장 높은 생태계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갯

벌은 북해 연안, 캐나다 동부연안, 미국 동부 조지아연안, 

남아메리카 아마존 유역연안과 함께 세계 5대 갯벌에 속하

며 경기와 인천, 전남지역이 우리나라 갯벌의 약 80%를 차

지하고 있다(해양수산부, 2019). 갯벌 생태계는 다양한 수

산생물의 서식지이자 산란지이며, 오염물질 정화, 홍수 및 

태풍 조절, 문화 및 여가활동, 기후변화 조절 등 다양한 생

태계서비스 기능을 가지고 있다(Canning et al., 2021).

유네스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우리나라 서·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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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지역에서 충남 서천갯벌, 전북 고창갯벌, 전남 신안갯

벌, 전남 보성·순천갯벌 등 4개로 구성된 5개 지방자치단

체의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을 세계

유산으로 등재 결정하였다. 해당 지역은 저어새(black- 

faced spoonbill, Platalea minor), 알락꼬리마도요(Far Eastern 

curlew, Numenius madagascariensis), 넓적부리도요(spoon- 

billed sandpiper, Calidris pygmaea) 등을 포함한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이동경로(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EAAF)상의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중요한 서식지이며 멸

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뛰어난 보편적 가치’(Out-

standing Universal Value, OUV)가 인정되었다(WHC, 2021). 

본 연구의 클러스터 분석결과에서 ‘한국의 갯벌’은 연안지

역의 HH 클러스터와 중첩되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11).

갯벌생태계는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인 블루카본

(blue carbon)을 통해 탄소흡수원으로서 기체조절 및 교란

물질 정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습지의 글로벌 생태계

서비스 가치는 산림지역과 농업지역의 단위면적당 가치

와 비교할 때 100배 내지 200배에 이르는 경제적 가치를 갖

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ostanza et al., 1997). 본 연구

에서 습지의 면적은 1980년대 말 54,539 ha, 1990년대 말 

39,368 ha, 2000년대 말 27,188 ha이며 1980년대 말부터 

2000년대 말까지 50.1% 감소하였다(표 3). 한편 ‘2018 전국

갯벌면적조사’에서 우리나라의 갯벌면적은 1987년 3203.5

㎢, 2008년 2,489.4㎢, 2018년 2,482,0㎢로 지난 21년간 

22.5% 감소하였다(해양수산부, 2019). 습지 면적이 감소

한 주요 원인으로는 대규모 간척과 매립뿐만 아니라 무분

별한 중·소규모의 공유수면 매립과 연안개발이 지속적으

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박동원·손명원, 1989). 이륜역

학모델에서 갯벌의 훼손과 생물다양성 상실은 서·남해안 

생태계의 전반적인 황폐화와 전국적인 사회적 비용의 발

생, 지역간, 세대내·세대간에 환경비용을 시공간상에서 

전가시킨다. 

지금까지 간척과 매립사업의 결정과 집행은 지역주민의 

합의(consensus)와 환경정의 측면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을 통해 해당 지역주민의 이익에 합치되기 보다는 하향식 

의사결정과 집행방식으로 인해 생태환경에 대한 오염과 

공해, 해당 지역공동체에 사회·문화·경제적 피해를 가

져온 경우가 많았다(서울대 국토문제연구소, 1998). 이와 

더불어 간척사업이 시행되는 해안 저지대(Low Elevation 

Coastal Zone, LECZ)에는 농경지를 비롯하여 인구밀도가 

높은 주거단지와 산업시설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홍수 

및 태풍,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등 자연재해에 취약

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위험을 초래한다(Güneralp 

et al., 2015). 따라서 재해 위험을 낮추고 간척된 해안 저지

대의 회복력 강화를 위해 녹지 및 수변 기반시설(green and 

blue infrastructure, GBI)의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

다. 한편 갯벌복원과 역간척은 해양생태계의 생물다양성 

회복과 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훼손된 갯벌의 물리적 형

태와 생태적 기능을 본래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 논의되

고 있다. 갯벌복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전환, 생태

관광(ecotourism) 등 갯벌의 새로운 미래가치 창출하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 갯벌 생태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모니

터링, 갯벌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를 기반으로 건강한 생

태계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3) 생태복원,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생태도시9,10)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사회-생태시스템 접근법을 중심

으로 우리나라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다양한 생태계서비스의 제도화 및 지속가능

성 전환을 위한 정책형성과 관련성을 가진다. 무엇보다 생

태계서비스는 생태복원(ecological restoration), 생태도시

(ecological polis) 구현을 위한 적응관리와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다(Alexander et al., 2016; Birgé et al., 2016; Chaffin 

et al., 2016; UN-habitat, 2020). 생태복원은 ‘훼손되거나 손

상되거나 파괴된 생태계의 회복을 지원하는 과정’(SER, 

2004)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영향으로 훼손된 생태

환경을 본래 기능으로 회복하여 생물다양성을 높이는 과

정’으로 정의하며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무분별한 개

발로 인해 훼손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회

복을 강조한다. 

생태계서비스는 공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생태

계서비스 가치를 지도화하여 생태복원, 적응관리,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수행 및 제도화를 위한 과학적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친환경서비스 수혜자

와 제공자간에 합의를 통해 경제적인 대가를 지불하는 개

념으로 자연자본의 지속가능한 이용 측면에서 코즈 정리

(Coase theorem)(1960)의 시장을 기반으로 비시장재화의 

외부성 문제를 완화하는 방안과 같은 맥락에 있다(이훈종, 

2020). 예를 들면, 수질정화를 위해 하류지역에 화학적인 

수처리 시설을 건설하는 대신에 이보다 적은 비용으로 상

류지역의 환경보전 지역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생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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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이와 같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는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환경보전을 유인하고 무분별한 지역개발을 억제하기 위

한 시장기반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Jack et al., 2008; IUCN, 

2021). 

본 연구에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일정 공간을 단

위로 생태계서비스 보전과 증진을 위해 사용자 또는 수혜

자가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또는 지역 공동체에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는 합의 또는 계약, 그리고 이를 촉진

하는 시장기반의 유인설계 및 제도’라고 할 수 있다. 

Wunder(2007)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에 대해 ‘적어도 

한명의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잘 정의된 환경서비스 

또는 환경서비스를 생산하는 토지이용에 관한 자발적인 

조건부 합의’로 정의한다. 이에 대한 주요 기준으로 첫째, 

자발적인 거래, 둘째, 잘 정의된 환경서비스 또는 토지이용, 

셋째, 구매자와 제공자사이의 구매행위, 넷째, 제공자, 다

섯째 제공자의 지속적인 서비스 공급 등을 포함하고 있으

며, 해당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가치평가를 기반으로 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콜드스팟

은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980년대 말부터 2000년대 말까지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불균형은 국토공간에서 사회-생태시스템의 생태

효율을 저하시키고 수도권 과밀화에 대한 사회적 격차와 

함께 생태계서비스 격차가 결합된 ‘사회-생태시스템의 

균열 및 격차’(social-ecological divide, SED)를 발생시킨

다. 따라서 이륜역학모델에서 집합적인 의사결정, 제도, 

생태효율 등 공유재로서의 생태계서비스를 보전하는 메

커니즘의 활용을 통해 도시생태계를 복원하는 절차와 과

정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도시지역 인구비율은 2005년 이후 90%를 초

과하고 있다(국토교통부, 2021). 이에 도시 생태환경의 지

속가능성은 대다수 국민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

으며 인간과 환경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서 도시생태

계 복원과 생태도시(ecological polis)의 실현이 중요한 과

제로 등장하고 있다. 생태도시는 1992년 브라질 리우회의

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nviron-

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을 통

해 환경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목표로 시작되었다(박정재, 

2019). 생태효율은 생태도시 구현을 위해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자연자본과 에너지를 현재보다 낮

은 수준으로 사용하면서, 도시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과 사회-생태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지향한다. 생태도시는 사회-생태시스템 관점에서 ‘도시를 

하나의 유기체로 인식하고 자연생태계의 특성인 다양성, 

순환성, 항상성을 고려하여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

하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도시’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도시발

전이 지방발전을 희생시키지 않고 도시와 지방의 상호이익

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며(UN-Habitat, 2020), 우리나

라 국토공간의 균형발전에 적용될 수 있다. 

한반도 생태환경은 1953년 정전협정이후 70년 가까이 

이질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남북한 환경협력과 한반도 생

태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접경지역의 생태네트워크

(ecological network) 구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

에서 도출한 연안지역 및 백두대간 HH 클러스터는 국토의 

핵심생태축으로 국가수준의 생태네트워크 구축과 향후 

지속가능한 한반도 생태환경 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초자료

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설악산과 북한의 금

강산을 연결하는 접경지역 생물권보전지역(Transboundary 

Biosphere Reserve, TBR)의 단계적인 추진을 통해 남북한 

환경협력과 한반도 생태네트워크의 구축 및 생태환경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생태축의 통

합적 관리를 위해 도서·연안 생태축과 백두대간 생태축

을 연결하는 광역 생태네트워크를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4) 자연기반해법(NbS) 및 지속가능성 전환11) 

기후변화는 폭염과 가뭄, 산불, 홍수, 한파 등의 자연재

난과 경제적 손실,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감소 등 복

합적인 위기를 발생시켜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한다. 이에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토공간의 지속가능성 

전환을 위해서 생태계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

책형성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생태환경은 도시화와 습지의 감소로 인해 

생태계서비스 가치가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훼손된 도시 

및 습지생태계의 회복을 위해서 경제적 효율을 중시하는 

기존 발전전략 벗어나 생태효율과 자연기반해법을 추구

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자연기반해법은 자연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사회적 과제

를 해결하는 것으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과 지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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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 전환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 공중보

건 관점에서 트레이드오프를 감소시키고, 시너지를 증진하

는 통합적인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Maes and Jacobs, 2017; 

Nesshöver et al., 2017; WHO, 2018; Seddon et al., 2020). 국

제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은 ‘자연생태계 또는 변화된 생태계를 보호, 

관리, 복원하면서 동시에 효과적으로 삶의 질과 생물다양성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한다(IUCN, 2021). Shiao et 

al.(2020)은 복원(restoration), 관리(management), 보호

(protection), 창출(created)의 4가지 유형에 따라 토지분류

와 결합한 매트릭스 접근법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자연기반해법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

스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태시스템

과 연계된 사회시스템의 지속가능발전을 통합적으로 모색

하는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연기반해법은 

사회-생태시스템에서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생태계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인간-환경 

상호작용의 시스템적 사고(systems thinking)를 활용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공중보건의 복합적 

목표를 달성하는 접근법이다.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을 위해서는 자연자본을 탄소저장 및 흡수원으로 활용하

고, 그린 카본, 블루 카본 등에 대한 다중스케일의 생태계서

비스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원헬스 접근법(One Health approach)은 공중보건의 향

상을 위한 통합적인 접근법이라는 점에서 자연기반해법

(NbS)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WHO, 2018). 원헬스

(One Health)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 기후와 감염

병 확산과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관

리와 회복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공동이익을 지향한다

(Mackenzie and Jeggo, 2019; FAO, 2021). 원헬스 접근법

은 첫째, 인간과 생태계 건강에 대한 공동이익과 트레이드

오프를 파악하여 상생(win-win) 대안을 탐색하고, 둘째, 

사회-생태적 회복력을 강화하고, 셋째, COVID-19 이후의 

건강하고 공정한 회복을 지원한다. 예를 들면, 수도권의 

생태계서비스 가치는 비수도권에서의 생태계서비스 가치

에 비해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곧 수도권에서 생태

계서비스의 기능과 사회-생태적 회복력이 비수도권에 비

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시확장에 따른 공

간 구조변화의 지속성, 토지변화의 불가역성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 도시생태계를 위한 자연기반해법은 공중보건 

관점에서 원헬스 접근법으로 실현될 수 있다. 

 


 × ×
 (5)

    × 

 ×  

 × 

 ×  

  (6)

인구 및 기술발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아이팻 방정

식(IPAT equation)으로 대표된다(Chertow, 2000). 함수방

정식 (5)에서 인간-환경 상호작용 관점의 새로운 아이팻 방

정식은 다음과 같다. 단위공간(i)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

( )은 인구( ), 소비(), 기술( )의 기존 3개 요소와 환

경영향을 완화하는 자연요인( )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연요인( )은 사회-생태시스템에서의 자연기반해법과 사

회-생태적 회복력을 포함한다. 따라서 새로운 아이팻 방정

식은 종래 사회·경제적 요소뿐만 아니라 환경용량 등 자

연요인을 고려함으로써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영향이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에 의해서 상쇄되는 과정을 

나타낼 수 있다. 

이와 함께 카야 항등식(Kaya Identity)은 온실기체 배출

방정식(greenhouse gas emissions equation)으로 아이팻 

방정식을 변환하여 도출할 수 있다(Rosa and Dietz, 2012; 

IPCC, 2014). 함수방정식 (6)에서 카야 항등식은 단위공간

(i)에서 발생하는 온실기체 배출( )을 의미하며 탄소저장 

및 흡수원을 통한 자연기반해법을 적용하여 환경의 수용

력을 증가시키고 환경에 미치는 인간의 영향를 감소시킬 

수 있다. 자연기반해법을 반영한 카야 항등식은 자연요인

를 반영하는 온실기체 배출 항등식이며 인간-환경 상호작

용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기술측면

의 에너지집약도

   및 탄소집약도

 개
선과 함께 자연기반해법 

 을 통해 도시숲, 보호구역, 

GBI 등을 조성함으로써 온실기체의 배출을 추가적으로 감

소시킬 수 있다. 

자연기반해법은 사회-생태시스템에서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제고뿐만 아니라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정

책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성장에 따른 탄소배출

의 탈동조화(decoupling)를 촉진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생

태계서비스를 통해 탄소기반경제(carbon-based economy)

에서 벗어나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녹색기술을 

통해 탄소배출을 조절하여 지속가능성 전환을 위한 사회-

생태적 회복력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종래 기술중심의 

단선적(單線的) 접근법에 비해 순환적인 생태효율을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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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논의된 생태계서

비스 가치평가 및 자연기반해법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

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는 국내외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CBD, 2021) 수립과 이행과정에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생태계서비스를 정량

화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은 글로벌 가치계수의 불확

실성, 생태계 유형과 세부기능에 대한 정보의 불충분, 대분

류 토지피복도의 부정확성, 생태계 디스서비스 미평가 등

에서 분석의 한계점을 갖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 실정에 적

합한 가치계수의 체계화를 통해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및 지도화를 보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Yi et al., 2017; 이

훈종, 2020). 

6. 결론 

이 논문은 국내 학술연구로서는 최초로 우리나라 전역을 

대상으로 생태계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지도화하고 다중

스케일 관점에서 시공간 변화를 분석하였다. 국가수준의 

생태계서비스 가치는 1980년대 말부터 2000년대 말까지 

11.7% 감소하였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별 변화율의 

차이가 국토 공간상에서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전국 25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간분석을 수행한 결과, 간척과 

매립, 연안개발, 도시화, 산업화 등 사회-생태시스템의 다

양한 압력요인으로 인해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공간적인 집

중과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생태계 유형과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시공간 

변화 특성은 시가화·건조지역의 확대와 습지의 감소 추

세에 따라 수도권과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경로의존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생태계서비스 가

치의 감소가 이륜역학모델의 피드백 순환과정에서 수도

권과 연안지역에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다중

스케일 관점에서 가속적으로 증가하는 생태발자국과 생

태환경의 파편화는 생태계 디스서비스의 증가와 함께 사

회-생태 시스템의 균열 및 격차, 그리고 국토공간의 생태적 

이중구조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전망은 

농업지역의 증가와 산림지역의 감소로 인해 생태계서비

스 가치가 감소하는 북한지역의 생태계 유형 변화와 대비

된다고 할 수 있다.

생태계 기반의 공간연구는 생태계서비스를 초점(focus)

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생태 시스템에 관한 지리학의 새로

운 탐색 공간(locus)을 제공한다.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는 비교적 최근 등장한 연구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인간-환

경 상호작용과 사회-생태 시스템 접근법을 바탕으로 학제

적인 연구를 창출하는 잠재력이 큰 분야이다. 생태계서비

스를 활용하는 공간분석은 우리 국토의 이질화와 생태계 

파편화를 완화하고, 사회-생태시스템의 공간적 형평성 제

고와 국토의 균형발전, 남북한 환경협력과 한반도 지속가

능발전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하는 새로운 접근법이다. 

따라서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연구는 생태계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생태복원을 위해 생태지리학, 도시생

태학, 환경지리학, 공학기술 등이 통섭되어 융합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에 대

한 지도화 및 공간자료의 DB구축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생태계서비스 가치

의 지도화, 생태계서비스의 다중스케일 분석을 통해 국토

공간상에서 사회-생태시스템의 균열 및 격차, 생태적 이중

구조, 생태효율, 자연기반해법, 원헬스 등에 대하여 이륜

역학모델을 중심으로 사회-생태시스템 접근법을 제시하

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생태계서비스 관련 후속연구에 

학술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 생태계서비

스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는 연안 생태환경 및 백두

대간 생태계의 보전과 복원, 도시 생태계서비스의 다양한 

가치 탐색과 제고를 위한 시스템적 사고의 확대, 지속가능

한 토지이용 전환을 위한 통합적 생태계서비스 지도화 방

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및 지도

화는 생태복원, 생태네트워크 구축, 환경 및 기후정의, 생

태도시 조성,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시행 등 자연자본 기반

의 통합적이고 적응적인 관리를 위한 과학적 의사결정 과

정에 기여할 것이다. 더 나아가 국토공간의 균형발전, 한

반도 생태환경 공동체 형성,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수립 및 이행, 2030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공헌할 것이다.

주

1) 생태계서비스 총경제가치는 자연생태계의 고유한 보전가치

로 인해 현세대 또는 미래세대가 이용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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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체로 보존되는 스튜어드쉽 가치(stewardship value)

를 포함한다.

2) 본 연구에서 공간분석을 위한 스케일 단위(unit of scale)

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하여 전국 250개 시·군·구 경

계를 사용하였다(행정자치부, 2020). 250개 시·군·구 

평균인구와 면적은 각각 207,116명과 39,979 ha이다.

3) 편익이전법은 가치이전법(value transfer method, VTM)

이라고도 한다. 

4) 글로벌 모란지수 및 로컬 모란지수는 아래와 같이 함수방정

식 (1-1)과 (1-2)에서 ArcGIS® 10.3을 이용하여 공간관계를 

산출하였다(ESRI, 2018a, 2018b; Yi et al., 2019).

′   
∑  


∑ 

 ∑  
   

∑  


∑ 
    

 

(1-1)

′ 


 


  
∑ 

  

 

 

∑  
   

  (1-2)

N, n: 전국 시·군·구 수,   : i지역 ESVs,  : j지역 

ESVs,   : 평균 ESVs,  : 공간 가중값

5) 시가화·건조지역의 ESVs는 나지를 포함한다. 

6) 시가화·건조지역의 CS에는 나지를 포함한다.

7) <표 1-1>에서 Global Moran’s I 는 다음과 같다.

표 1-1. Global Moran's I

Years Global Moran's I Z-scores p-values

ESVs

1980s 0.195 16.728 <0.01

1990s 0.259 21.883 <0.01

2000s 0.300 25.154 <0.01

8) 우리나라 거주인구는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서 

5,183만명이며 2019년 서울, 인천, 경기의 수도권 거주 인

구가 2,589만 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50%를 초

과하기 시작하였다(통계청, 2021).

9) <그림 1-1>에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PES)는 환경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자발적인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다

(Engel et al., 2008). 예를 들면, 상류지역의 개발로 인해 산

림지역이 초지로 바뀌는 경우 하류 지역에서는 생태계서비

스 감소에 따른 손실비용이 발생한다. 만약 하류지역의 수요

자가 수자원서비스 감소, 생물다양성 손실, 탄소 배출을 예

방하는 산림보전을 위해 최소지불액(minimum payment)을 

초과하여 상류지역의 공급자에게 일정금액을 지불하는 경우 

산림지역은 보전될 수 있다. 하류지역의 수요자는 생태계서

비스에 대한 최대 지불액(maximum payment)까지 지불의

사(WTP)가 있으며 실제 지불액은 최소지불액과 최대지불액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법(2020)

에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를 법제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림 1-1. 생태계서비스 지불제(PES) 메커니즘

자료: Pagiola and Platais(2007), Engel et al.(2008)에서 저자 재구성

10) 유네스코(UNESCO)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 

BR)은 유네스코가 선정하는 3대 보호지역, 즉 생물권보전

지역, 세계유산, 세계지질공원 중 하나로 높은 생물다양성 

보전가치를 보전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동시

에 추구한다. 우리나라는 1982년에 유네스코(UNESCO) 설

악산 생물권보전지역이 등재되었고, 2019년에는 철원, 화

천, 양구, 인제, 고성 등 5개 군이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

지역(Gangwon Eco-peace Biosphere Reserve, GWBR)으로 

등재되었다(환경부, 2019). 북한은 2018년에 금강산 생물

권보전지역이 등재되었다.

11) 최근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법률 제18469호, 약칭; 탄소중립기본법, 2021년 9월 

24일 공포, 2022년 3월 25일 시행)을 제정하여 2030년, 

205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등을 포함하는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법제화하였다. 이 

법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기후변화영향평가, 탄소중립도

시, 탄소흡수원의 확충 등 온실가스 감축(제23조부터 제36조

까지), 둘째,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물관리, 녹색국토, 

농림수산전환 등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시행(제37조부터 

제46조까지), 셋째, 사회안전망,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정의로운 전환(제47조부터 제53조까지), 넷째, 순환

경제,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지원 등 녹색성장을 포괄

하는 정책수단과 이를 뒷받침할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규정하

였다(제54조부터 제64조까지). 이와 함께 생태계서비스와 

관련하여 정부는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녹색

국토를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산림녹지의 확충, 광역 생태

축 보전 및 생태계복원(제44조제2항2호), 개발대상지 및 도

시지역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제44조제2항3호), 기후재

난 등 자연재해로 인한 국토의 피해 최소화 및 회복력 제고(제

44조제2항7호) 등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시공간 변화 및 특성

- 699 -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 2018,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19-2023년).

국립생태원, 2017, 전국단위 생태계서비스 평가 체계 수립을 위

한 연구. 

권혁재, 2003, 한국지리, 법문사, 서울.

김인, 1991, 도시지리학원론, 법문사, 서울.

김준우·안영진, 2017, 새로운 지역격차와 새로운 처방, 박영

사, 서울.

김진수·박소영, 2013, “생태계 용역가치를 이용한 대한민국 

생태계의 기능적 변화 예측 및 분석,” 한국지리정보학

회지, 16(2), 114-128.

박동원·손명원, 1989, 환경지리학, 서울대학교출판부, 서울.

박미정·전정배·최진아·김은자·임창수, 2016, “토지피복 

지도를 이용한 생태계 서비스 가치 변화 분석”, 한국지

역사회생활과학회지, 27(3), 681-688.

박삼옥, 2005, “한국의 지리학연구 60년 회고와 전망,” 대한지

리학회지, 40(6), 770-788.

박영한, 1999, “21세기 삶의 질과 한국 지리학의 과제,” 대한지

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5-10.

박영한·오상학, 2004, 조선시대 간척지 개발, 서울대학교출판

부, 서울.

박정재, 2019, “도시와 생태계,” 손정렬·박수진(편), 도시해석, 

푸른길, 서울.

서울대 국토문제연구소, 1998, 환경과 국토개발 Ⅱ, 신일문화

사, 서울.

이훈종, 2018, “이륜역학모델을 적용한 환경정의 분석:나프타

체제하의 산안토니오 지역 연구,” 대한지리학회 학술

대회논문집, 103.

이훈종, 2020, “북한의 토지이용과 2030년대 생태계서비스 가

치변화 특성 및 전망,” 대한지리학회지, 55(2), 97-121.

이훈종, 2021a, “우리나라 생태계서비스 평가지도 연구동향 및 

과제,”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29-130.

이훈종, 2021b, “다중스케일 관점에서의 우리나라 생태계서비

스 가치평가,” 한국지역지리학회 2021 추계정기학술

대회논문집, 56-57.

환경부, 2020, 생태계서비스 평가 및 지도 구축 시범사업 III. 

Alexander, S., Aronson, J., Whaley, O. and Lamb, D.,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ecological restoration and 

the ecosystem services concept, Ecology and Society, 

21(1), 34. 

Anselin, L., 1995, Local indicators of spatial association - LISA, 

Geographical Analysis, 27(2), 93-115. 

Bagstad, K. J., Villa, F., Batker, D., Harrison-Cox, J., Voigt, B. 

and Johnson, G. W., 2014, From theoretical to actual 

ecosystem services: mapping beneficiaries and spatial 

flows in ecosystem service assessments, Ecology and 

Society, 19(2), 64.

Birgé, H. E., Allen, C. R., Garmestani, A. S. and Pope, K. L., 

2016, Adaptive management for ecosystem services, 

Journal of Environmental Management, 183, 343-352. 

Bradley, P. and Yee, S., 2015, Using the DPSIR Framework to 

Develop a Conceptual Model: Technical Support 

Document,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Washington, DC. 

Burkhard, B. and Maes, J. (eds), 2017, Mapping Ecosystem 

Services, Pensoft Publishers, Sofia.

Canning, A. D., Jarvis, D., Costanza, R., Hasan, S., Smart, J. 

C. R., Finisdore, J., Lovelock, C. E., Greenhalgh, S., 

Marr, H. M., Beck, M. W., Gillies, C. L. and Waltham, 

N. J., 2021, Financial incentives for large-scale 

wetland restoration: beyond markets to common 

asset trusts, One Earth, 4(7), 937-950.

Chaffin, B. C., Shuster, W. D., Garmestani, A. S., Furio, B., 

Albro, S. L., Gardiner, M., Spring, M. and Green, O. 

O., 2016, A tale of two rain gardens: barriers and 

bridges to adaptive management of urban storm-

water in Cleveland, Ohio, Journal of Environmental 

Management, 183, 431-441.

Chapin III, F. S, Kofinas, G. P., Folke, C., Carpenter, S. R., 

Olsson, P., Abel, N., Biggs, R., Naylor, R. L., 

Pinkerton, E., Smith, D. M. S., Steffen W., Walker, B. 

and Young, O. R., 2009, Resilience-based stewardship: 

strategies for navigating sustainable pathways in a 

changing world, in Chapin III, F. S., Kofinas, G. P. 

and Folke, C. (eds.), Principles of Ecosystem Steward-

ship, Springer, New York, USA.

Chen, N., Li, H. and Wang, L., 2009, A GIS-based approach 

for mapping direct use value of ecosystem services at 

a county scale: management implications, Ecological 

Economics, 68(11), 2768-2776.

Chertow, M. R., 2000, The IPAT equation and its variants, 

Journal of Industrial Ecology, 4(4), 13-29. 

Coase, R. H., 1960, The problem of social cost, Journal of Law 



이훈종

- 700 -

and Economics, 3, 1-44.

Costanza, R., Cumberland, J., Daly, H., Goodland, R., 

Norgaard, R., Kubiszewski, I. and Franco, C., 2015, 

An Introduction to Ecological Economics, CRC Press, 

New York, USA.

Costanza, R., d'Arge, R., De Groot, R., Farber, S., Grasso, M., 

Hannon, B., Limburg, K., Naeem, S., O'Neill, R.V., 

Paruelo, J., Raskin, R. G., Sutton, P. and van den Belt, 

M., 1997, The value of the world's ecosystem services 

and natural capital, Nature, 387(6630), 253-260.

Costanza, R., De Groot, R., Sutton, P., van der Ploeg, S., 

Anderson, S. J., Kubiszewski, I., Farber, S. and 

Turner, R. K., 2014, Changes in the global value of 

ecosystem services, Global Environmental Change, 

26, 152-158.

Crutzen, P. J., 2002, Geology of mankind. Nature, 415(6867), 

23.

De Groot, R. S., Alkemade, R., Braat, L., Hein, L. and Willemen, 

L., 2010, Challenges in integrating the concept of 

ecosystem services and values in landscape planning, 

management and decision making, Ecological Com-

plexity, 7(3), 260-272.

Engel, S., Pagiola, S. and Wunder, S., 2008, Designing 

payments for environmental services in theory and 

practice: an overview of the issues, Ecological 

Economics, 65(4), 663-674.

European Environment Agency(EEA), 2021, Nature-based 

Solutions in Europe: Policy, Knowledge and Practice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Disaster Risk 

Reduction,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Luxembourg

Everard, M., Johnston, P., Santillo, D. and Staddon, C., 2020, 

The role of ecosystems in mitigation and management 

of Covid-19 and other zoonoses. Environmental 

Science & Policy, 111, 7-17.

Galvani, A. P., Bauch, C. T., Anand, M., Singer, B. H. and 

Levin, S. A., 2016, Human-environment interactions 

in population and ecosystem health.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3(51), 14502-14506.

Gómez-Baggethun, E. and Barton, D. N., 2013, Classifying 

and valuing ecosystem services for urban planning. 

Ecological Economics, 86, 235-245.

Goudie, S. A., 2018, Human Impact on the Natural Environment, 

Wiley-Blackwell, Oxford. 

Güneralp, B., Güneralp, İ. and Liu, Y., 2015, Changing global 

patterns of urban exposure to flood and drought 

hazards, Global Environmental Change, 31, 217-225.

Herrington, G., 2020, Update to limits to growth: comparing 

the World3 model with empirical data, Journal of 

Industrial Ecology, 25(3), 614-626.

IPBES, 2019, Summary for Policymakers of the Global 

Assessment Report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of the Intergovernmental Science-Policy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S. 

Diaz, J. Settele, E. S. Brondizio E.S., H. T. Ngo, M. 

Gueze, J. Agard, A. Arneth, P. Balvanera, K. A. 

Brauman, S. H. M. Butchart, K. M. A. Chan, L. A. 

Garibaldi, K. Ichii, J. Liu, S. M. Subramanian, G. F. 

Midgley, P. Miloslavich, Z. Molnar, D. Obura, A. 

Pfaff, S. Polasky, A. Purvis, J. Razzaque, B. Reyers, R. 

Roy Chowdhury, Y. J. Shin, I. J. Visseren-Hamakers, 

K. J. Willis, and Zayas, C. N., (eds.), IPBES 

Secretariat, Bonn, Germany.

Jack, B. K., Kousky, C. and Sims, K. R. E., 2008, Designing 

payments for ecosystem services: lessons from 

previous experience with incentive-based mechanism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5(28), 9465.

Jacobs, S., Dendoncker, N., Martin-Lopez, B., Barton, D.N., 

Gomez-Baggethun, E., Boeraeve, F., McGrath, F.L., 

Vierikko, K., Geneletti, D., Sevecke, Katharina J., 

Pipart, N., Primmer, E., Mederly, P., Schmidt, S., 

Aragao, A., Baral, H., Bark, Rosalind H., Briceno, T., 

Brogna, D., Cabral, P., De Vreese, R., Liquete, C., 

Mueller, H., Peh, K. S. H., Phelan, A., Rincon, 

Alexander, R., Rogers, S. H., Turkelboom, F., Van 

Reeth, W., van Zanten, B. T., Wam, H. K. and Wash-

bourne, C. L ., 2016, A new valuation school: integrating 

diverse values of nature in resource and land use 

decisions, Ecosystem Services, 22, 213-220.

Kreuter, U. P., Harris, H. G., Matlock, M. D. and Lacey, R. E., 

2001, Change in ecosystem service values in the San 

Antonio area, Texas, Ecological Economics, 39(3), 

333-346.



우리나라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시공간 변화 및 특성

- 701 -

Lambin, E. F. and Meyfroidt, P., 2010, Land use transitions: 

socio-ecological feedback versus socio-economic 

change, Land Use Policy, 27(2), 108-118.

Lambin, E. F. and Meyfroidt, P., 2011, Global land use change, 

economic globalization, and the looming land scarcity,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8(9), 3465-3472. 

Lewison, R. L., Rudd, M. A., Al-Hayek, W., Baldwin, C., 

Beger, M., Lieske, S. N., Jones, C., Satumanatpan, S., 

Junchompoo, C. and Hines, E., 2016, How the DPSIR 

framework can be used for structuring problems and 

facilitating empirical research in coastal systems. 

Environmental Science & Policy, 56, 110-119.

Mackenzie, J. S. and Jeggo, M. 2019, The one health 

approach: why is it so important? Tropical Medicine 

and Infectious Disease, 4(2), 88.

Maes, J. and Jacobs, S., 2017, Nature-based solutions for 

Europe's sustainable development. Conservation 

Letters, 10(1), 121-124.

Maes, J., Egoh, B., Willemen, L., Liquete, C., Vihervaara, P., 

Schägner, J. P., Grizzetti, B., Drakou, E. G., Notte, A. 

L., Zulian, G., Bouraoui, F., Luisa Paracchini, M., 

Braat, L. and Bidoglio, G., 2012, Mapping ecosystem 

services for policy support and decision making in 

the European Union. Ecosystem Services, 1(1), 31-39.

Maes, J., Teller, A., Erhard, M., Conde, S., Vallecillo 

Rodriguez, S., Barredo Cano, J. I., Paracchini, M., 

Abdul Malak, D., Trombetti, M., Vigiak, O., Zulian, 

G., Addamo, A., Grizzetti, B., Somma, F., Hagyo, A., 

Vogt, P., Polce, C., Jones, A., Marin, A., Ivits, E., 

Mauri, A., Rega, C., Czucz, B., Ceccherini, G., Pisoni, 

E., Ceglar, A., De Palma, P., Cerrani, I., Meroni, M., 

Caudullo, G., Lugato, E., Vogt, J., Spinoni, J., 

Cammalleri, C., Bastrup-Birk, A., San-Miguel-Ayanz, 

J., San Roman, S., Kristensen, P., Christiansen, T., 

Zal, N., De Roo, A., De Jesus Cardoso, A., Pistocchi, 

A., Del Barrio Alvarellos, I., Tsiamis, K., Gervasini, 

E., Deriu, I., La Notte, A., Abad Vinas, R., Vizzarri, 

M., Camia, A., Robert, N., Kakoulaki, G., Garcia 

Bendito, E., Panagos, P., Ballabio, C., Scarpa, S., 

Montanarella, L., Orgiazzi, A., Fernandez Ugalde, O. 

and Santos-Martin, F., 2020, Mapping and Assess-

ment of Ecosystems and Their Services: An EU Eco-

system Assessment,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Luxembourg.

Maes, J., Teller, A., Erhard, M., Liquete, C., Braat, L., Berry, 

P., Egoh, B., Puydarrieux, P., Fiorina, C., Santos, F., 

Paracchini, M. L., Keune, H., Wittmer, H., Hauck, J., 

Fiala, I., Verburg, P. H., Conde, S., Schagner, J.P., 

San Miguel, J., Estreguil, C., Ostermann, O., Barredo, 

J. I., Pereira, H. M., Stott, A., Laporte, V., Meiner, A., 

Olah, B., Royo Gelabert, E., Spyropoulou, R., Petersen, 

J. E, Maguire, C., Zal, N., Achilleos, E., Rubin, A., 

Ledoux, L., Brown, C., Raes, C., Jacobs, S., 

Vandewalle, M., Connor, D. and Bidoglio, G., 2013, 

Mapping and Assessment of Ecosystems and Their 

Services: An Analytical Framework for Ecosystem 

Assessments under Action 5 of the EU Biodiversity 

Strategy to 2020,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Luxembourg.

Mastrángelo, M. E., Pérez-Harguindeguy, N., Enrico, L., Ben-

nett, E., Lavorel, S., Cumming, G. S., Abeygunawar-

dane, D., Amarilla, L. D., Burkhard, B., Egoh, B. N., 

Frishkoff, L., Galetto, L., Huber, S., Karp, D. S., Ke, 

A., Kowaljow, E., Kronenburg-García, A., Locatelli, 

B., Martín-López, B., Meyfroidt, P., Mwampamba, T. 

H., Nel, J., Nicholas, K. A., Nicholson, C., Oteros- 

Rozas, E., Rahlao, S. J., Raudsepp-Hearne, C., Ricketts, 

T., Shrestha, U. B., Torres, C., Winkler, K. J. and 

Zoeller, K., 2019, Key knowledge gaps to achieve 

global sustainability goals. Nature Sustainability, 

2(12), 1115-1121.

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MEA), 2005, Ecosystems 

and Human well-Being: Synthesis. Island Press, 

Washington, DC. 

Moran, D., Kanemoto, K., Jiborn, M., Wood, R., Többen, J. 

and Seto, K. C., 2018, Carbon footprints of 13000 

cities, Environmental Research Letters, 13(6), 064041. 

Naidoo, R., Balmford, A., Costanza, R., Fisher, B., Green, R. 

E., Lehner, B., Malcolm, T. R. and Ricketts, T. H., 

2008, Global mapping of ecosystem services and 

conservation prioritie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5(28), 9495.

Nesshöver, C., Assmuth, T., Irvine, K. N., Rusch, G. M., 



이훈종

- 702 -

Waylen , K. A ., Delbaere, B ., Haase, D ., Jones- 

Walters, L., Keune, H., Kovacs, E., Krauze, K., 

Kulvik, M., Rey, F., van Dijk, J., Vistad, O. I., Wilkin-

son, M. E. and Wittmer, H., 2017, The science, policy 

and practice of nature-based solutions: an interdisci-

plinary perspective, Science of Total Environment, 

579, 1215-1227.

Nitoslawski, S. A., Galle, N. J., Van Den Bosch, C. K. and 

Steenberg, J. W. N., 2019, Smarter ecosystems for 

smarter cities? A review of trends, technologies, and 

turning points for smart urban forestry, Sustainable 

Cities and Society, 51, 101770.

Olander, L., Johnston, J. R., Tallis, H., Kagan, J., Maguire, L., 

Polasky, S., Urban, D., Boyd, J., Wainger, L. and 

Palmer. M., 2015, Best Practices for Integrating 

Ecosystem Services into Federal Decision Making, 

National Ecosystem Services Partnership, Duke University, 

Durham. 

Ostrom, E., 2009, A general framework for analyzing 

sustainability of social-ecological systems, Science, 

325, 419-422.

Pagiola, S. and Platais, G., 2007, Payments for Environmental 

Services: From Theory to Practice. World Bank, 

Washington DC. 

Pickard, B. R., Daniel, J., Mehaffey, M., Jackson, L. E. and 

Neale, A., 2015, EnviroAtlas: a new geospatial tool to 

foster ecosystem services science and resource 

management, Ecosystem Services, 14, 45-55.

Potschin, M. B. and Haines-Young, R. H., 2011, Ecosystem 

services: exploring a geographical perspective, Pro-

gress in Physical Geography: Earth and Environment, 

35(5), 575-594.

Rabe, S. E., Koellner, T., Marzelli, S., Schumacher, P. and 

Gret-Regamey, A., 2016, National ecosystem services 

mapping at multiple scales: the German exemplar, 

Ecological Indicators, 70, 357-372.

Rosa, E. A. and Dietz, T., 2012, Human drivers of national 

greenhouse-gas emissions, Nature Climate Change, 

2(8), 581-586.

Ruhl, J. B., 2016, Adaptive management of ecosystem services 

across different land use regimes, Journal of Environ-

mental Management, 183, 418-423.

Schägner, J. P., Brander, L., Maes, J. and Hartje, V., 2013, 

Mapping ecosystem services' values: current practice 

and future prospects, Ecosystem Services, 4, 33-46.

Secretariat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SCBD), 

2020, Global Biodiversity Outlook 5, Montreal. 

Seddon, N., Chausson, A., Berry, P., Girardin, C. A. J., Smith, 

A. and Turner, B., 2020, Understanding the value and 

limits of nature-based solutions to climate change and 

other global challenges,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B: Biological Sciences, 375(1794), 

20190120. 

Seto, K. C., Güneralp, B. and Hutyra, L. R., 2012, Global 

forecasts of urban expansion to 2030 and direct 

impacts on biodiversity and carbon pool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9(40), 16083. 

Seto, K. C., Sánchez-Rodríguez, R. and Fragkias, M., 2010, 

The new geography of contemporary urbanization 

and the environment, Annual Review of Environ-

ment and Resources, 35(1), 167-194.

Shiao, T., Kammeyer, C., Brill, G., Feinstein, L., Matosich, M., 

Vigerstol, K. and Müller-Zantop, C., 2020, Business 

Case for Nature-Based Solutions: Landscape Asses-

sment,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CEO Water 

Mandate and Pacific Institute, Oakland, California.

Su, S., Li, D., Hu, Y.N., Xiao, R. and Zhang, Y., 2014, 

Spatially non-stationary response of ecosystem service 

value changes to urbanization in Shanghai, China, 

Ecological Indicators, 45, 332-339.

The Economics of Ecosystem and Biodiversity(TEEB), 

2010, The Economics of Ecosystems and Biodiversity: 

Ecological and Economic Foundations, Earthscan, 

London and Washington DC.

Tobler, W. R., 1970, A computer movie simulating urban 

growth in the Detroit region, Economic Geography, 

46(2), 234-242.

UK National Ecosystem Assessment (UK NEA), 2011, The UK 

National Ecosystem Assessment: Synthesis of the Key 

Findings, UNEP-WCMC, Cambridge. 

UN-Habitat, 2020, World Cities Report 2020: The Value of 

Sustainable Urbanization, Nairobi, Kenya. 

Wattage, P. and Mardle, S., 2008, Total economic value of 

wetland conservation in Sri Lanka identifying use and 



우리나라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시공간 변화 및 특성

- 703 -

non-use values, Wetlands Ecology and Management, 

16(5), 359-369.

Wolff, S., Schulp, C. J. E. and Verburg, P. H., 2015, Mapping 

ecosystem services demand: a review of current 

research and future perspectives, Ecological Indicators, 

55, 159-171.

Wood, J. L. N., Leach, M., Waldman, L., MacGregor, H., 

Fooks, A. R., Jones, K. E., Restif, O., Dechmann, D., 

Hayman, D. T. S., Baker, K. S., Peel, A. J., Kamins, 

A. O., Fahr, J., Ntiamoa-Baidu, Y., Suu-Ire, R., 

Breiman, R. F., Epstein, J. H., Field, H. E. and 

Cunningham, A. A., 2012, A framework for the study 

of zoonotic disease emergence and its drivers: 

spillover of bat pathogens as a case study, Philo-

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B: Bio-

logical Sciences, 367 (1604), 2881-2892.

Wu, K.-Y., Ye, X.-Y., Qi, Z.-F. and Zhang, H., 2013, Impacts 

of land use/land cover change and socioeconomic 

development on regional ecosystem services: the 

case of fast-growing Hangzhou metropolitan area, 

China. Cities, 31, 276-284.

Wunder, S., 2007, The efficiency of payments for environ-

mental services in tropical conservation, Conservation 

Biology, 21(1), 48-58.

Yi, 2020, Impacts of Land Change on ecosystem service 

values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North 

Kore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rough 

the 2030s,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55(2), 97-121.

Yi, H. and Kreuter, U. P., 2019, Comparative sensitivity 

analysis of ecosystem service values in the San 

Antonio River Basin, Texas, from 1984 to 2010, 2019 

American Association of Geographers Annual Meeting, 

Washington DC. 

Yi, H., 2017, Spatial and Temporal Changes i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Provision in the San Antonio 

River Basin, Texas, From1984 to 2010, Texas A&M 

University, College Station, TX, USA.

Yi, H., 2019, Changes in ecosystem services and national 

forecasts of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2030s, 2019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122-123.

Yi, H., Güneralp, B., Filippi, A. M., Kreuter, U. P. and 

Güneralp, İ., 2017, Impacts of land change on 

ecosystem services in the San Antonio River Basin, 

Texas, from 1984 to 2010, Ecological Economics, 135, 

125-135.

Yi, H., Güneralp, B., Kreuter, U. P., Güneralp, İ. and Filippi, 

A. M. 2018a, Spatial and temporal changes i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in the San Antonio 

River Basin, Texas, from 1984 to 2010,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619-620, 1259-1271.

Yi, H., Kreuter, U. P., Güneralp, B. and Han, D., 2018b, Urban 

greenness and socio-environmental conditions in Bexar 

County, Texas, USA, 2018 American Association of Geo-

graphers Annual Meeting, New Orleans, Louisiana.

Yi, H., Kreuter, U. P., Han, D. and Güneralp, B., 2019, Social 

segregation of ecosystem services delivery in the San 

Antonio region, Texas, through 2050,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667, 234-247.

[기타 자료]

국토교통부, 2021, 도시 일반현황, https://www.index.go.kr

국토지리정보원, 2020, 세계지도 및 대한민국 주변도,전도서비

스, http://www.ngii.go.kr

국토지리정보원, 2021, 한국지리지, 국토정보플랫폼, http:// 

map.ngii.go.kr

생물다양성법, 2020,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인천국제공항공사, 2021, 인천국제공항 건설 1~3단계 세부사

업, https://www.airport.kr

지방자치법, 202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 law.go.kr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202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 

www.law.go.kr

통계청, 2020, 남북의 위치, https://kosis.kr

통계청, 2021,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https://kosis.kr

한국은행, 2011, 북한 GDP관련통계, https://www.bok.or.kr

해양수산부, 2019, 2018년 갯벌면적조사결과, https://www. 

index.go.kr

행정자치부, 2020, 2020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https://www.mois.go.kr

환경부, 2018, 토지피복작성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 

www.law.go.kr

환경부, 2019, 비무장지대 인접 강원·연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https://www.me.go.kr



이훈종

- 704 -

환경부, 2021, 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s://egis.me.go.kr

ESRI, 2018a, How Spatial Autocorrelation (Global Moran's I) 

works, https://desktop.arcgis.com

ESRI, 2018b, How Cluster and Outlier Analysis (Anselin Local 

Moran's I) works, https://desktop.arcgis.com

European Environment Agency(EEA), 2021, Nature-based 

Solutions in Europe: Policy, Knowledge and Practice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Disaster Risk 

Reduction,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Luxembourg, https://www.eea.europa.eu

European Union(EU), 2011, The EU Biodiversity Strategy to 

2020, https://ec.europa.eu

FAO, 2021, One Health, https://www.fao.org

Google Earth, 2020, https://www.google.com/earth/versions 

IPCC, 2014, Drivers, Trends and Mitigation, Climate Change 

2014: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II to the Fif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https://www.ipcc.ch

IUCN, 2021, Nature-based Solutions, https://www.iucn.org

KMI, 2018, KMI 인포그래픽, https://www.kmi.re.kr

UN, 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RES/70/1, http://sus 

tainabledevelopment.un.org

USEPA, 2020, EnvironAtlas, https://enviroatlas.epa.gov

USGS EarthExplorer, 2021, https://earthexplorer.usgs.gov

World Heritage Committee(WHC), 2021, Extended 44th 

Session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https:// 

whc. unesco.org

교신: 이훈종,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지

리정보과학연구소(이메일: yihcsnu@jnu.ac.kr, 전화: 062-530-2680) 

Correspondence: Hoonchong Yi, Institutue for Geographic Infor-

mation Scienc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77 Yongbong-ro, 

Buk-gu, Gwangju 61186, Republic of Korea (e-mail: yihcsnu@jnu.ac.kr, 

phone: +82-62-530-2680) 

최초투고일 2021. 11. 10

수정일 2021. 12. 13

최종접수일 2021. 12.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