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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포함하여 전국 대비 면적 11.8%

에 인구 49.7%가 거주하고 있으며 GRDP(지역내총생산액)는 48.9%에 달한다. 국

가 인구와 경제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에서 그린벨트는 녹지공간을 제공하는 

역할뿐 아니라 서울의 외형적 확산을 막고 도시 연담화를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

을 지속해왔다. 또한 생태적 건정성과 생태계에서 비롯된 각종 편익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으나, 그동안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그 가치

에 대해서는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정 이후 그린벨트 지역에서는 토지이용에 대한 갈등이 끊이지 않아 민원 해

소 및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지정 해제가 일부 이루어졌으나, 지정 해

제에 대한 요구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그린벨트의 올바른 보존 및 

관리를 위해서는 그린벨트가 존재함으로써 얻게 되는 자연자산의 편익과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토지이용계획, 지역 자원이용 및 환경정책 수립 등에 있

어 이러한 자연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자산이 제공하는 생태

계 서비스의 이해와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간정책과 

그린벨트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생태계

와 생물다양성의 경제학(TEEB)연구의 접근법에 기초하여 첫째, 대상지 분석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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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가치추정이 가능한 생태계 서비스를 분류하고, 둘째,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적용가능한 생태계 서비스 가치추정 방법론을 개발하여 생태계 서비스별로 가치

를 추정하고 생태계 서비스의 총 가치를 산출하며, 셋째 TEEB 접근법에 따라 그

린벨트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의 토지피복 80% 이상을 차지

하고 있는 산림과 농경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2014년으로 하였

다. 그린벨트가 제공하고 있는 생태계 서비스를 알아보기 위한 분류방법은 TEEB

에서 제시한 분류를 이용하였으며 4개의 서비스 범주 중 기존 연구 자료를 찾기 

어려운 서식지 서비스를 제외한 공급 서비스, 조절 서비스 및 문화 서비스를 중

심으로 생태계 서비스 평가 및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였다.

  생태계 서비스 가치산출은 TEEB에서 제시하고 있는 3단계 접근법을 따랐다. 

첫째 가치 인식하기 단계는 환경부 중분류 토지피복도를 이용하여 그린벨트의 토

지피복을 살펴보고 토지피복별 생태계가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를 분석하였다.  

둘째 가치 입증하기 단계는 생태계 서비스별로 평가방법 및 가치산출 방법을 도

출하고 직접 가치를 산출하였다. 가치 산출방법은 식량 및 임산물 등의 공급 서

비스는 시장분석법, 물 공급 서비스와 조절 서비스는 대체비용법, 그리고 문화 서

비스는 선행연구에서 산출한 지불의사금액을 각각 적용하였다. 각 토지피복별로 

산출된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종합하여 경제적 총가치(TEV)를 구하였다. 셋째 

가치 확정하기 단계는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확인하여 정책적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적인 정책을 제시하였다. 가치 확정하기 단계 과정을 통해 그린벨트

가 지니고 있는 자연자산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합리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정

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생태계의 공급 서비스는 생태계가 인간에게 필요한 

식량, 물 및 기타자원 등을 공급하여 얻어지는 편익으로 본 연구에서는 식량, 물, 

임산물에 대해서 평가를 하였다.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의 공급 서비스의 가치는 

4,822억원이 산출되었으며 산림이 1,816억원, 농경지가 3,006억원으로 농경지가 농

작물의 공급으로 인해 더 크게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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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절 서비스는 생태계가 공기와 흙의 질 또는 홍수 및 질병을 조절하며 조절자

의 역할로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본 연구는 조절 서비스 중 산출 가능한 

기후 조절, 대기질 조설, 침식 방지, 자연재해 완화, 폐기물 처리 및 생물학적 조

절 등 6가지 서비스를 평가하였다. 그린벨트가 제공하는 조절 서비스는 7,955억

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산림이 5,563억원, 농경지가 2,392억원으로 수도권 그린벨

트 지역의 산림에서 조절 기능이 농경지에 비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특

히 이산화탄소 흡수 및 산소 생산을 통한 기후 조절 기능과 입목으로 인한 침식

방지 기능이 타 조절 서비스에 비해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 서비스는 생태계와 접촉으로부터 사람들이 얻는 비물질적 편익을 말하며, 미

적, 정신적, 심리적 편익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산출이 가능한 미적정보 서비스

와 휴양 및 관광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평가 방법은 선행연구의 지불의사금

액을 이용한 편익이전법을 적용하였다. 문화 서비스는 전체 8,498억원이 산출되었

으며, 산림 7,912억원 농경지 586억원으로 매우 큰 차이가 나는데 이는 수도권 

주민들의 휴양활동 행태에 따라 산림에 대한 지불의사액이 크게 산출된 것에 기

인하였다. 

  수도권 그린벨트의 산림 및 농경지가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의 연간 경제적 총

가치(TEV)는 2조1,275억원으로 산출되었다. 서비스별 산출 결과는 공급 서비스 

4,822억원(22.7%), 조절 서비스 7,955억원(37.4%), 문화 서비스 8,498억원(39.9%)

이었다. 문화 서비스가 공급 서비스나 조절 서비스보다 크게 산출된 것을 통해 수

도권 그린벨트 지역의 산림이 지역 주민들에게 휴양 및 등산을 위한 장소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산림의 가치는 1조5,291억원이 산출되었고 농경지는 5,984억원으로 

산출되어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에서 산림이 주는 생태계 서비스 가치가 농경지에 

비해서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단위면적당 가치를 비교해보면 ha당 산림은 

18,787천원, 논은 24,753천원, 밭은 17,299천원이 산출되었다. 산림과 비교하여 

농경지의 생태계 서비스 가치가 크게 산출된 것은 논과 밭이 작물생산으로 인한 

식량공급 기능이 크게 산출된 결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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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그린벨트가 제공하고 있는 각종 생태

계 서비스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평가하여 그린벨트가 가진 잠재적인 가치를 증명

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 생태계 서비스

의 기능과 전달 과정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생태계가 어떻게 기능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다양한 외부 압력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지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자연 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며, 향후 지역단위 공간정책 수립시 자연자산의 생태계 

서비스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어 : 그린벨트, 생태계 서비스, 자연 자산, 가치 평가, TEEB 접근법

□ 학  번 : 2010-2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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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수도권 그린벨트는 서울의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을 방지하고 대규모 녹지공간

을 확보하기 위하여 1971년부터 1976년까지 지정되었다. 지정당시 서울시 행정

구역의 경계인 서울 도심 반경 15km 지점으로부터 25km 지점까지 약 10km의 

폭으로 환상 형태로 지정되었다가 계획 공업도시 안산의 시가지 확산 방지와 수

도권 상수원인 팔당댐 주변지역의 환경훼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남측 및 동측으

로는 서울 도심 반경 40km 지점까지 연장하여 총 1,566.8㎢의 그린벨트가 지정

되었다.1)

  수도권의 행정구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역과 경기도 31개 시․군을 모두 

포함한 면적 11,830㎢의 범위에 인구 25,144천명(2015년)이 거주하며,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1,414㎢를 포함하고 있다. 수도권은 전국 대비 면적 11.8%에 인

구 49.7%가 거주하고 있으며, 2015년 현재 서울 9,860천명(39.2%), 인천 2,886

천명(11.5%), 경기 12,398천명(49.3%)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도권 GRDP(지역내총

생산액)는 2014년 약 725조원으로 전국대비 48.9%에 달하고 있다.2)

  대한민국의 인구와 경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수도권에서는 서울을 중심으

로 한 시가지의 확산 압력이 꾸준하게 지속되어 왔다. 그린벨트는 수도권에서 녹

지공간을 제공하는 역할뿐 아니라 서울의 외형적 확산을 막고 도시 연담화를 방

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지속해왔다. 비록 지역균형개발 및 서민 주거 안정 등의 

이유로 그린벨트의 일부가 해제되어 국민임대주택 및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주택지로 변경되었지만 지정당시와 비교하여 아직도 약 90%의 그린벨트가 

존치되고 있어 수도권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3)

  수도권 그린벨트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생태적 건정성과 생태계에서 

1) 최초의 그린벨트는 영국의 런던지역 설계보고서에 폭 3~4km의 녹지를 런던교외에 설정하는 것으

로 제안되었고 런던시의회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 1935년 4월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2) 통계청 e-나라지표, http://stat.me.go.kr

3) 2014년12월 기준으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은 1,414.7㎢(서울 150.8㎢, 인천 88.4㎢, 경기

도 1,175.4㎢)로 지정당시 면적 1,566.8㎢와 비교하여 90.3%가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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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된 각종 편익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지속하여 왔으나 그동안 그린벨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그 가치에 대해서는 충분한 평가가 이루

어지지 않았다. 지정 이후 그린벨트 지역에서는 토지이용에 대한 갈등이 끊이지 

않아 민원해소 및 서민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2014년까지 수도권에서 총 152

㎢가 지정 해제4)되었으나, 추가적인 지정해제에 대한 요구는 현재까지도 계속되

고 있다. 따라서 그린벨트의 올바른 보존 및 관리를 위해서는 그린벨트가 존재함

으로써 얻게 되는 자연자산의 편익과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토지이용계

획, 지역 자원이용 및 환경정책 수립 등에 있어 이러한 자연자산의 경제적 가치

를 고려하는 것이 더욱더 필요하게 되었다. 

  인류는 경제적 활동뿐만 아니라 건강한 삶과 행복도 자연에 크게 의존하고 있

다. 예를 들어, 식량, 담수, 기후 조절, 홍수 방지, 휴양, 심미적 즐거움 등은 모

두 건강한 생태계로부터 얻어지는 것들이다. 산림은 탄소를 저장하고, 목재를 비

롯한 많은 귀중한 자원을 제공하며, 많은 종의 서식처를 제공한다. 또한 농경지는 

식량의 생산만이 아니라 수자원 공급과 홍수조절 등의 기능이 있다. 이 밖에도 

공기의 정화, 토양의 형성, 폐기물의 분해, 곤충의 수분, 의약품 및 생명공학의 

재료 제공 등 인류에게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 대부분 자연으로부터 나온다. 이

러한 생태계가 제공하는 직간접적인 편익을 생태계 서비스라고 한다. 

  생태계 서비스는 사람들이 생태계와 그 구성요소로부터 받는 혜택을 의미한다. 

우리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은 생태계가 이런 혜택을 우리에게 계속 제공해야 가

능한데, 이는 생태계의 탄력성과 위기에서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

으며 주로 인간의 활동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변화를 일으킨다. 

  자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평가하고자 하는 연구는 1970년대초에 시작되어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 생태계 서비스는 Cosstanza 등(1997)의 

네이처지 발표와 2005년 UN의 새천년생태계평가(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5)를 계기로 그 중요성이 국제적으로 널리 인식되기 시작했다. 또한 

4) 수도권에는 2014년 12월 기준으로 152.1㎢가 해제되어 1,414.7㎢가 지정되어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2016,  http://stat.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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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경제학(TEEB)6)

보고서가 발표되었으며, 이 보고서에서는 생태계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이 제시되었다. 

  자연환경의 효율적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는 자연환경이 제공하는 다양한 생태

계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동안 국내에서 생

태계 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한 노력은 주로 습지, 자연공원, 산림과 같은 특정지역

의 개별적 가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나,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 등 특정 토지피복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새천년생태계평가 이후 전 세계

적으로 자연자산의 가치평가는 주로 생태계 서비스라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서식지 파편화 및 녹지 훼손은 동식물의 서식공간을 소

멸시켜 생물보전기능 및 생물다양성 악화의 주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작용이 누적되어 우리 삶의 지속성을 위협하고 있다(이동근 등,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자산이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의 이해와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간정책

과 그린벨트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TEEB 접근법에 기초하여 1) MA에서 제시한 4개 범주의 생태계 서비스에 대해 

대상지 분석을 통해 가치추정이 가능한 서비스를 분류하고 2) 선행 연구 사례 분

석을 통해 적용가능한 생태계 서비스 가치추정 방법론을 개발하여 생태계 서비스

별로 가치를 추정하고 생태계 서비스의 총 가치를 산출하며 3) TEEB 접근법에 

따라 그린벨트의 올바른 보존과 관리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5) 새천년 생태계평가(Millenium Ecosystem Assessment, 2005)는 생태계 서비스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 프로그램으로, 생태계의 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에 관하여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1년 ~2005년까지 추진되었다. 

6)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경제학(TEEB)팀은 2007년에 유엔환경프로그램(UNEP)과 선진국 후원으로 

조직된 연구팀으로 일본 나고야에서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COP10)에서 발

표한 보고서에 생태계 가치를 평가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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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관련이론 및 선행사례 고찰

1. 생태계 서비스에 관한 연구

  1.1. 생태계 서비스

  생태계 서비스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이익들을 말하며 인간의 삶은 생태

계 서비스의 거의 모든 분야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 지구의 생물다양성으로부

터 식량과 물을 공급받고, 지구 생태계가 조절하는 기후에서 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종교와 휴양 등 문화를 유지하고 있다.

  생태계의 기능과 서비스, 그리고 그 경제적 가치라는 개념에 대한 논의는 1970

년대 초반에 시작되었다. 그러나 생태계 서비스의 개념이 널리 쓰이게 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서였으며 1990년대 후반 이후에 연구가 급증하였다(Daily,1997, 

Costanza et al., 1997, Pimentel과 Wilson, 1997, Daily et al. 2000, de 

Groot et al., 2002). Daily(1997)는 생태계 서비스란 자연 생태계와 이를 구성하

는 종들이 인간의 삶을 지탱하고 충족시키는 조건과 과정들로 생물다양성을 유지

하고 해산물, 목재, 연료, 천연섬유, 의약품, 산업제품과 그 원료 같은 생태계 재

화(goods)의 생산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고 Costanza 등(1997)은 생태계 

재화(음식물 등)와 서비스는 생태계 기능으로부터 인간이 직간접적으로 얻는 편익

을 나타낸다고 정의하였다. 경제학에서도 재화와 서비스를 별개로 구분하기도 하

고 재화를 서비스라는 용어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재화, 서비스, 문화적 서비스라

는 세 가지 개념은 별개로 취급되기도 하지만 새천년 생태계 평가(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MA)7)에서는 인간이 생태계에서 직간접적으로 얻게되

는 이 세 가지 편익을 모두 “생태계 서비스”라는 용어에 포함시키고 있다. 

  생태계 서비스는 식량, 섬유, 물과 같은 공급 서비스(provisioning services), 

7) 지구 생테계에 대한 종합평가인 Millenium Ecosystem Assessment는 2000년 당시 UN 사무총장 

코피 아난이 UN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 “21세기 UN의 역할”에서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백여개 국가 1,300명의 과학자들에 의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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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홍수, 재해, 폐기물, 수질 등의 조절과 같이 생태계과정의 조절작용으로부

터 얻어지는 서비스(regulating services), 토양형성, 광합성, 영양순환과 같은 다

른 생태계 서비스들을 생성시키는데 필요한 지원 서비스(supporting services) 

그리고 휴양, 관광, 미적 정보 및 기타 문화적 이익들과 같은 문화 서비스

(cultural services)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서비스는 어느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인간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그림 1). 

그림 1. 생태계 서비스와 행복(well-being)의 관련성 (MA, 2005)

새천년생태계평가(MA)의 개념적 체계에서는 인간과 생태계 사이의 동적인 상호

작용을 가정한다. 인간 조건의 변화는 직간접적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불러오고, 

생태계의 변화는 인간 행복의 변화를 가져온다. 동시에 환경과는 상관없는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인간 조건을 변화시키고, 여러 가지 자연적 힘들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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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생태계 서비스와 변화의 직간접 동인
       (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2005)

  새천년생태계평가(MA)에 의하면 인류는 지난 50년 동안 지구 생태계를 역사상 

다른 어떤 시기보다 가장 광범위하게 변화시켰다. MA는 물, 공기, 수질정화, 기

후 조절 등을 포함하여 전 세계 생태계 서비스의 60%(24개중 15개)가 악화되었

으며 전 세계적인 생태계 악화의 주요한 원인의 하나는 진보의 과정에서 정책 및 

의사결정에 있어 자연자산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결론지

었다(MA 2005). MA 이후 생태계 서비스 관련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였으

며, 정책과정에 적용하기 위해 다학제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많은 연

구들이 진행되었다(구미현 등,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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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생태계 서비스의 분류

  생태계 기능 및 서비스 분류 체계는 Daily(1997), Costanza et al(1997), de 

Groot et al(2002), MA(2005), TEEB(2010)로 이어지며 발전하여 왔다. 

Daily(1997)와 Costanza et al.(1997)은 각각 13개와 17개의 개별 생태계 서비스

를 포함하는 분류체계를 제시하였다. 특히 Costanza et al.(1997)은 생태계 서비

스가 생태계의 기능으로부터 파생된다고 명시하고 기능에 기초한 분류체계를 제

시하였다(표 1).

생태계 서비스 생태계기능 보기

1 대기가스조절 대기의 화학적 구성성분의 조절
CO2/O2 균형, UVB보호를 위한 
O3 SOx level 등

2 기후 조절
지구온도, 강수량 등 생물과 연계된 기
후과정들의 조절

온실가스 조절, 구름형성에 영향
을 미치는 DMS 생산

3 재해 조절
환경변동에 대한 생태계의 수용 및 자
정능력

태풍방어, 홍수조절, 가뭄회복 등

4 물 조절 물 흐름의 조절
농경 혹은 산업화 과정에 필요한 
물의 제공

5 물 공급 물저장 및 보유능력
유역, 저수지, 대수층을 통한 물 
공급

6 침식 통제 생태계 내 토양의 보유
바람이나 유출 등에 의한 토양소
실 예방

7 토양 형성 토양형성 과정 조절 암석풍화 및 유기물질의 축적

8 영양 순환 영양염의 순환 저장 등 ,
질소고정, 인 등 다른 영양요소
들의 순환

9 폐기물 처리
초과영양분의 제거 및 부족한 영양분의 
회복

폐기물 처리, 오염 통제, 독성물
질 제거

10 식물의 수분 꽃가루의 운반
식물생산에 필요한 수분매개자들
의 제공

11 생물학적 통제 개체군의 영양단계조절
Keystone predator 등을 통해 생
물종의 조절

12 피난처 개체군의 서식처제공
이주종, 지역거주종, 월동종들에
게 서식처, 휴식처 제공

13 식량 생산 식량을 위한 1차 총생산의 대부분 어업, 농업, 수렵 등

14 원료 물질
원료물질 추출을 위한 1차 총생산물의 
대부분을 차지함

연료, 사료 등의 생산

15 유전자 자원
독특한 생물학적 물질들과 생산물들의 
원천

의약, 과학재료 등

16 휴양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위한 기회제공 생태관광, 낚시, 야외활동 등

17 문화 비상업적 사용을 위한 기회제공 심미적, 교육적, 정신적 가치 등

표 1. 생태계의 서비스 기능 및 그 사례 (Costanza et al.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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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서비스 생태계 기능

공급서비스

식량과 섬유
Food and fiber

생태계에서 유래하는 나무, jute, hemp, silk와 같은 물질들과 더불어 식
물들, 동물들, 미생물들로부터 생산된 다양한 종류의 식량 산물을 포괄
함

연료
Fuel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나무, 배설물 등을 포함한 생물 물질
들

유전자원
Genetic resources

동물, 식물육종, 생물공학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유전자 및 유전정보를 
포괄함

생화학물질, 자연의학, 약재
Biochemicals, natural 
medicines, pharmaceuticals

많은 의약재, 음식첨가물, 생물물질들

관상용, 장식용 자원
Ornamental resources

표피, 껍질과 같은 동물산물들과 꽃과 같은 것들은 장식용으로 활용될 
수 있음

신선한물
Fresh water

식수, 농업용수 등 수자원으로서 활용

조절서비스

대기질 조절
Air quality maintenance

대기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들을 방출하거나 흡수함

물 공급
Climate regulation

생태계는 지역적인 기후조절에 영향을 미침

물 조절
Water regulation

급류, 범람 등은 토양변형 등의 영양을 많이 받음. 생태계는 이를 
조절하는 기능을 지님

침식 통제
Erosion control

식생피복은 토양보유 및 산사태를 방지

물 정화 및 페기물 정화
Water purification and waste 
treatment

생태계는 신선한 물로 불순물을 유입시킬 수도 있지만 부유 유기물을 
정화하는 기능도 지님

질병조절
Disease regulation

생태계의 변화는 직접적으로 콜레라와 같은 인간질병 및 모기와 같은 
질병매개자들의 개체군 변동을 초래할 수 있음

생물학적 통제
Biological control

생태계는 농작물, 가금의 페스트나 질병을 통제함

수분
Pollination

수분매개자의 분포, 풍부도, 효율성에 영향을 미침

폭풍재해 방제
Storm protection

해안 방풍림, 산호초 등의 생태계 요인들은 대형파도와 허리케인 같은 
폭풍피해를 감소시킴

문화서비스

문화적 다양성 
Cultural diversity

생태계의 다양성은 문화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침

정신 및 종교
Spiritulality and religion

많은 종교들은 생태계 혹은 생태계의 구성요소들에 정신적 종교적 
가치를 연계함

지식체계 
Knowledge systems

생태계는 다양한 문화에 의해 개발되어온 지식체계들에 영향을 미침

교육적 가치
Educational values

생태계 및 그들의 구성요소들은 교육에 대한 토대를 제공함

영감
Inspiration

예술, 민속, 건축, 광고 등 풍부한 영감의 원천이 됨

심미적 가치
Aesthetic value

공원, 드라이브코스"scenic drive" 등 생태계의 다양한 구성분들은 
아름다움과 심미적 가치를 지님

사회적 관계
Social relations

생태계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침, 예, 낚시동호회, 
등산동호회 등

장소감
Sense of place

다양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뛰어난 자연환경의 특징들과 
연계되어 있고 그 속에서 살고 있다는 장소감에 높은 가치를 둠

문화유산적 가치
Cultural heritage values

다양한 사회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경관, 문화적으로 중요한 생물종 
등을 유지하는 것에 높은 가치를 둠

휴양과 생태관광
Recreation and ecotourism

생태계를 레저의 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음

표 2. MA(2005)의 생태계 서비스(Ecosystem Services)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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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 Groot et al.(2002)은 생태계 서비스를 대신하여 ‘기능’이란 용어를 사용하

였으며 생태계기능을 조절 기능(regulation functions), 서식처 기능(habitat 

functions), 생산기능(production functions), 정보기능(information functions)

으로 범주화하고 23개의 개별 기능을 열거하였다. 새천년 생태계평가(MA)는 선행

연구를 종합하여 생태계 서비스를 역할에 따라 지원 서비스(supporting services),

공급 서비스(provisioning services), 조절 서비스(regulating services), 문화 

서비스(cultural services)의 4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각 범주 아래 약 30여개의 

개별 서비스를 정리하였다(표 2). 

  MA에 의하면 공급 서비스는 생태계로부터 얻는 생산물(재화), 조절 서비스는 

생태계 과정을 조절함으로써 얻어지는 편익, 문화 서비스는 생태계로부터 얻는 

비물질적 편익, 지원 서비스는 다른 생태계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

스에 해당한다. 이들 서비스는 어느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인간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 

  또한 MA(2005)는 지구생태계를 해양(marine), 해안(coastal), 내륙수(inland 

water), 산림(forest), 건조지역(dry land), 섬(island), 산(mountain), 극지방

(polar), 경작지(cultivated), 도시(urban)의 10개의 개별 생태계로 분류하였다(그

림 3).

  2007년 유엔환경프로그램(UNEP)과 G8 + 5 국가 환경부들의 후원으로 조직된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경제학(The Economics of Ecosystems and Biodiversity, 

TEEB) 연구(2010)에서는 MA가 정한 4개의 범주 중 지원 서비스(supporting 

services)를 서식지 서비스(habitat services)로 문화 서비스(cultural services)

를 문화 및 어메니티 서비스(cultural & amenity services)로 변경하고 개별 서

비스를 22개로 분류하였다. TEEB의 분류는 2002년 de Groot et al.의 체계와 

거의 유사한 분류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종류를 MA의 분류보다 더욱 

간소화하여 평가를 더욱 용이하게 하였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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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anza et al.(1997) De Groot et al. (2002) MA (2005) 　TEEB (2010)

Production Functions Provisioning Services Provisioning Services

Food production Food Food 1 Food

Water supply Water supply Fresh water 2 Water

Raw materials Raw materials Fiber 3 Raw materials

Genetic resources Genetic resources Genetic resources 4 Genetic resources

Medicinal resources
Biochemicals, natural 
medicines & pharmaceuticals

5 Medicinal resources

Ornamental resources Ornamental resources 6 Ornamental resources

Regulation Functions Regulating Services Regulating Services

Gas regulation Gas regulation Air quality regulation 7 Air quality regulation

Climate regulation Climate regulation Climate regulation 8 Climate regulation

Disturbance regulation Disturbance prevention Natural hazard regulation
9 Moderation of 

extreme events

Water regulation Water regulation Water regulation
10 Regulation of water 

flows

Waste treatment Waste treatment
Water purification and 

waste treatment
11 Waste treatment

Erosion control and 
sediment retention Soil retention Erosion regulation 12 Erosion prevention

Soil formation Soil formation
Soil formation
   [supporting service]

13 Maintenance of soil 
fertility

Pollination Pollination Pollination 14 Pollination

Biological control Biological control
Disease regulation

Pest regulation
15 Biological control

Supporting Services Habitat Services

Nutrient cycling Nutrient regulation Nutrient cycling

Primary production

Photosynthesis

Water cycling

16 Lifecycle 
maintenance

Nursery Function
17 Maintenance of 

genetic diversityRefugia Refugium Function

Information Functions Cultural Services
Cultural & Amenity 

Services

Aesthetic information Aesthetic values 18 Aesthetic information

Recreation Recreation Recreation and ecotourism 19 Recreation & tourism

Cultural Cultural and artistic 
information

Cultural diversity
Inspiration
Social relations
Sense of place
Cultural heritage values

20 Inspiration for 
culture, art and 
design

Spiritual and historic 
information

Spiritual and religious 
values

21 Spiritual experience

Science and education
Knowledge systems

Educational values
22 Information for 

cognitive development

표 3. 생태계 서비스(Ecosystem Services) 분류 체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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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개별 생태계에 따른 생태계 서비스(MA, 2005)

2. 생태계 서비스 가치 추정

  2.1. 자연자산 및 생태계의 가치 추정

경제학과 생태학이 통합되어(자연과학적 측면을 포함하여) 논의된 계기는 1968

년 설립된 로마 클럽에서 발표한 ‘성장의 한계(Limits to Growth, 1972)’ 보고서

이다. 에너지 자원의 한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이 보고서는 신고전주의 이론

에 따라 환경의 개념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보고서 발표 이후 환경경제학 

틀에서 자연자산과 생태계의 가치를 평가하는 논의들이 시작되었다.

Costanza 등이 네이처지에 ‘전세계 생태계 서비스와 자연자산의 가치(The 

value of the world’s ecosystem services and natural capital)’라는 논문을 

발표한 1997년 이후 생태계가 갖는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으로 지속가능

한 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생태계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연구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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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활발히 진행되었다. Costanza는 본 연구에서 전 지구를 16개의 생물군계

(biome)로 나누고 17개의 생태계 서비스를 평가하여 지구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

가 연구 당시 연간 33조 달러가 된다고 추산하였다. 

   2005년 새천년생태계평가 발표 이후 2007년 조직된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경제학(TEEB)팀은 약 3년에 걸친 연구를 통해 생태계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2010년 일본 나고야에

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COP10)에서 발표하였다. 보고서에

서 TEEB는 생태계의 경제적 가치는 하루 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전 세계적

으로 매년 최대 4조5000억달러의 손실을 입게 된다고 전망하였다. 

  생태계의 가장 큰 특성은 복잡성과 다양성에 있다. 복잡하기 때문에 외부의 충

격에 잘 견디기도 하고, 파괴된 후에도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도 한다. 자연계가 복잡하고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가치를 통

일된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TEEB(2010)

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생태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다음의 3단계 방식

을 제안하고 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선택하도록 하였다. 

  1단계 : 생태계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전체 항목을 대상으로 개별 항목들이 

사회에 주는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 한다. 이때 생태계를 이용하는 모든 이

해당사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2단계 : 적절한 방법론을 사용해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예측하고 입증한다. 

특히 지역적인 특성과 시간적인 차원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예컨대 코스

타리카의 커피농장과 인접한 숲의 경우 곤충의 수분(pollination, 꽃가루 옮김) 효

과가 헥타르당 연간 395달러의 가치로 계산되지만, 인도네시아의 밀림에서는 그 

가치가 달라진다. 또한 열대밀림의 경우 생태계 조절 서비스(온실가스 저감, 토양

손실 방지, 대기 및 수질정화)의 가치는 전체 서비스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

지만 평가에는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TEEB,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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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 평가된 생태계의 가치에 기초해 정책적인 측면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정부의 지원으로 자행되는 생태계 파괴사업을 중단하고, 생태계 가치를 국

가자산 통계에 등록해 이를 매년 산정해야 한다. 또한 생태계 보호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생태계 이용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도록 해

야 한다.

  2.2. 가치추정 방법론

생태계의 경제적 가치는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를 누리면서 그

에 대해 갖는 선호에 따라 도출된다. 후생경제학에서는 인간이 생태계에 대해 갖

는 선호에 기초하여 생태계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가

치화한다. 이를 추정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가치유형 분류체계는 경제적 

총가치(Total Econmic Value TEV) 개념이다. 생태계의 경제적 총가치(TEV)는 

사용가치(Use value)와 비사용가치(Non-use value)의 합으로 산출된다. 사용가

치는 다시 직접사용가치(Direct use value), 간접사용가치(Indirect use value), 

선택가치(Option value)로 구분되고 비사용가치는 유산가치(Bequest value), 이타

적가치(Altruist value), 존재가치(Existence value)로 구분된다. 직접사용가치는 

재화를 직접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이며 대부분 시장가격으로 측정된

다. 간접사용가치는 환경이 제공하는 조절기능으로부터 파생되며 일반적으로 가치

를 관찰할 수 있는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선택가치는 미래의 사용을 위한 가

능성을 남겨두는 데서 발생하는 가치이고, 유산가치(bequest value)는 미래세대

에게 사용 또는 비사용가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두는 데서 얻어지

는 효용에 해당한다. 존재가치는 현재 또는 미래의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종

이나 생태계 등의 존재 자체에 부여되는 가치를 의미한다(그림 4). 

생태계의 경제적 총가치(TEV)는 인간중심적 유용한 가치와 내재가치의 합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지표인 건강함(수용능력과 복원력)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생태계로부터 인간이 누리게 되는 효용성만을 고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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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결국 경제적 총가치화는 생태계 자체의 존속 유지에 필요한 가치가 추정에

서 고려되지 않음에 따라 생태계의 참가치를 일부 과소 추정하는 결과가 되기도 

한다(Turner et al., 1999). 

그림 4. 경제적 총가치(TEV) 접근법의 가치형태 (TEEB, 2010)

  시장에서 가격이 매겨지는 생태계 서비스들은 주로 작물 또는 가축, 어류, 물 

같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소비하는 직접 사용가치(direct use value)들이다. 여

가와 같은 비소비적인 사용가치 또는 경관이나 종(種)이 가지는 영적 또는 문화적 

중요성 같은 비사용가치(non-use value)는 의사결정에는 자주 영향을 끼쳐왔지

만, 그 가치들이 주는 혜택이 금전적으로 가치평가가 된 적은 드물다. 그 외에 생

태계가 주는 혜택들, 특히 수질 정화 기능, 기후 조절 기능, 식물의 수분 기능 같

은 조절 서비스는 최근에 들어서야 간접적 사용가치(indirect use value)로 여겨

지며 경제적 가치가 매겨지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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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자연자산의 가치 측정 접근법 (TEEB, 2010)

생태계 서비스 개념에 의하면, 공급 서비스는 직접사용가치에 조절 서비스는 

간접사용가치에 대략적으로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문화 서비스는 다양한 비물

질적 편익을 포괄하고 있으나, 대부분 개인에 의해 직접 소비된다는 점에서 직접

사용가치에 가깝다. 직접사용가치에 해당하는 공급 서비스와 문화 서비스의 차이

점은 시장을 통해 객관적 가치를 관찰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지원 서비스 또는 

서식지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개

념보다 생물다양성/생태계와 같은 총체적 개념에 가깝다(안소은‧배두현, 2014)

생태계 서비스의 변화에 따른 편익이나 비용을 측정하는 방법은 대상 환경재의 

가치를 시장을 통해 평가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크게 사용가치의 시장가치

평가, 사용가치의 비시장가치평가 및 비사용가치의 비시장가치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사용가치의 시장가치평가는 환경가치를 다른 시장재의 시장가격에 의해 평

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인 수요분석 이론과 추정방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시장

에서 직접 관찰되는 상품의 가격을 이용하는 시장가격법(market pric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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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사용가치의 비시장가치평가는 시장재와 환경서비스간의 상관관계에 기반

한 개인의 행동이나 선택모형을 통해 환경가치를 간접적으로 유추하는 기법을 들 

수 있는데, 대표적인 기법으로 간접적 편익추정방법인 대체비용법(replacement 

cost method), 여행비용법(travel cost method), 헤도닉가격법(hedonic price 

method), 회피비용법(averting behavior method) 등이 있다. 비사용가치의 비

시장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은 직접적 편익추정방법인 조건부가치평가법

(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들 수 있는데, 특정 환경서비스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지불의사액을 직접적으로 이끌어

내는 방법이다(그림 5). CVM은 환경보전기능, 경관제공기능, 교육기능, 전통문화

보전계승기능 등에 대해 질문항목을 적절하게 선택한다면 평가가 가능하다. 이러

한 다양한 방법들로 산출된 가치를 이용하여 다른 대상지에 적용하는 편익이전법

(benefit transfer method)이 있다. 이러한 경제적 가치평가의 방법들은 가치화 

대상에 따라 적용방법을 달리하여 산출할 수 있다(표 4, 표 5).

접근법 방  법 가  치

시장가치
(Market 

valuation)

가격기반
(Price-based) 시장가격법 (Market prices) 직접 및 간접사용 

비용기반
(Cost-based)

회피비용법 (Avoided cost) 직접 및 간접사용 

대체비용법 (Replacement cost) 직접 및 간접사용 

완화/복구비용법
(Mitigation / Restoration cost) 직접 및 간접사용 

생산량기반
(Production-based)

생산기능접근법 
(Production function approach) 직접사용

요소소득법 (Factor Income) 직접사용

현시선호도
(Revealed preference)

여행비용법 (Travel cost method) 직접(간접) 사용 

잠재가격법 (Hedonic pricing) 직접 및 간접사용 

명시선호도
(Stated preference)

임의가치법 (Contingent Valuation) 사용 및 비사용

선택모델링/컨조인트분석법
(Choice modelling/Conjoint Analysis) 사용 및 비사용

임의순위법 (Contingent ranking) 사용 및 비사용

심의그룹평가
(Deliberative group valuation) 사용 및 비사용

표 4. 평가방법과 가치 형태와의 관계 (TEEB,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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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요 약
통계적 

분석
가치화 대상

1. 직접적 시장가격
(Direct market 

prices) 

시장가격
(Market prices)

시장 가격 관찰 간단함 공급 서비스

2. 시장 대안
(Market alternative)

i. 대체 비용
(Replacement costs)

생태계 서비스 대안으로

서의 인공적 해결책 찾기
간단함 수분, 수질정화

ii. 방지된 손해비용
(Damage cost avoided)

생태계 서비스의 공급으

로 감소된 지출계산
간단함

손해 완화,

탄소 격리

iii. 생산 기능
(Production function)

생산과정에 생태계 서비

스의 기여로 인해 얼마의 

가치가 더해졌는가?

복잡함

수질 정화, 

담수 유용성, 

공급 서비스

3. 대리 시장
(Surrogate 

markets)

i. 잠재가격법
(Hedonic Price Method)

더 높은 환경의 질을 위

해 추가로 지불된 비용

매우

복잡함

가치만 사용, 

여가와 

오락생활, 

대기질

ii. 여행비용법
(Travel Cost Method)

장소를 방문하는데 드는 

비용: 여행비용(요금, 차

량 사용 등) 그리고 지불

된 여가시간의 가치

복잡함
가치만 사용, 

여가와 오락생활

4. 명시된 선호도
(Stated preference)

i. 조건부가치법
(Contingent valuation 

method)

특정한 생태계 서비스를 

위한 응답자들의 자발적 

지불의사비용은 얼마인

가?

복잡함 모든 서비스

ii. 선택실험법
(Choice experiments)

서로 다른 수준의 생태계 

서비스와 서로 다른 수준

의 비용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한다면 어떤 것이 

선호되는가?

매우

복잡함
모든 서비스

5. 참여
(Participatory)

참여적 환경가치화
(Participatory environ- 

mental valuation)

지역 주민들에게 시장화

된 상품이나 서비스에 비

해 비시장화된 생태계 서

비스의 중요도를 결정하

도록 요구함

간단함 모든 서비스

6. 편익이전
(Benefits transfer)

편익이전법
(평균값, 조정된 평균값, 

편익함수)

현재의 결정에 대략적인 

값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의 다른 연구로부터 가치

를 ‘빌려오거나’ 이전시킴

간단하

거나 

복잡 

할수있

음

기존 연구에서 

가치화된 모든 

서비스

표 5. 경제적 가치평가 방법의 비교 (TEEB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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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 적용된 생태계 서비스 가치산출 방법들의 통계치를 보면 공급 서비스

는 요소비용 / 생산함수법(Factor income / Production function), 기회비용법

(Opportunity cost), 조건부가치평가법(CVM) 및 시장가격법(Market price)등의 

순으로 적용되었다. 조절 서비스는 회피비용법(Avoid cost), 대체비용법(Replacement

cost) 및 CVM 순으로, 지원 서비스는 CVM, 공공투자법(Publlic investment), 

선택모델링법(Choice modelling) 순으로 적용이 많이 이루어졌다. 또한 문화 서

비스는 여행비용법(Travel cost method), CVM, 선택모델링법의 순으로 적용이 

이루어졌다(표 6).

  국내와 일본에서 산림과 농업의 공익기능평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체비

용법(replacement cost method)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대체가능한 재화나 용역

의 가격을 이용하여 비시장재화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홍수방

지 효과를 치수댐의 건설비와 운영비로 평가하는 것이 대체비용법에 의한 추정방

법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토지이용에 따른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산출을 위하여 해외에서 편익

이전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편익이전(benefit transfer)이란 실제 관측치를 기

본으로 연구가 완료된 지역(study site)으로부터의 가치추정 결과나 정보를 데이

터가 존재하지 않거나 제한적인 지역(policy site)에 적용･이전하는 방법이다.

편익이전은 크게 가치이전(value transfer)과 함수이전(function transfer)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치이전은 다시 편익이전 대상지와 유사한 대상지에 대해 수행

된 기존 연구결과로부터 하나의 추정치를 이전하는 점추정치 이전(single point 

estimate transfer)과 유사한 다수의 대상지에 대해 수행되었던 연구결과로부터 

하나 이상의 추정치를 추출하고 이들의 중앙 대표값(일반적으로 평균값)을 이전하

는 평균값 이전(average value transfer)으로 세분된다. 함수이전은 지불의사액 

또는 보상수용액과 같은 편익척도(benefit measure)를 직접 옮겨오는 가치이전

과는 달리, 편익척도와 평가주체인 모집단이나 가치추정 대상인 자원의 특성변수

들 간의 상관관계를 기술한 함수 자체를 이전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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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 공급서비스 조절서비스 지원서비스 문화서비스 

Avoided cost 2 26 0 1

Benefits transfer 3 4 6 9

Bio-economic modelling 1 0 0 0

Choice modelling 4 7 17 16

Consumer surplus 0 0 0 1

Contingent ranking 2 0 0 1

Conversion cost 1 0 0 0

CVM 10 9 33 26

Damage cost 0 6 0 0

Factor income/ 
Production function 33 9 0 1

Hedonic pricing 1 0 0 5

Market price 7 3 0 0

Mitigation cost 2 3 0 0

Net price method 1 0 0 0

Opportunity cost 17 1 6 1

Participatory valuation 3 3 0 2

Public investments 1 1 28 0

Replacement cost 3 20 11 2

Restoration cost 2 6 0 1

Substitute goods 4 0 0 0

Travel cost method 3 3 0 32

합계 100% 100% 100% 100%

표 6. 해외연구의 생태계 서비스 가치산출 방법 적용 비율 (TEEB, 2010)

3. 국내의 생태계 서비스 평가에 관한 연구

  3.1. 생태계 서비스 관련 국내 연구

  국내에서 자연자원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연구는 상당부분 이루어져 왔으나 생

태계 서비스라는 자연자원의 종합적인 관점에 대한 논의가 비교적 최근에 실시되

어 전체적인 토지이용/토지피복에 대해 생태계 서비스를 연구한 사례들은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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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국내에서는 주로 국립공원, 갯벌, 습지 등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개별 

지역을 대상으로 특정 가치를 산출하는 방향으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최근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국내의 자연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 연구자료 들

을 DB화하여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EVIS)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미 있는 자료

들이 충분히 축적된다면 이를 이용해 해외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 편익이전법 

등 다양한 평가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에서는 편익이전에 관한 연구로

는 최강원(1999)과 최미희(2000)는 갯벌생태의 경제성 분석에서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서식지 기능에 대해 가치이전법을 적용하였다. 해외에서는 1990년대 이

후 편익이전 방법이 다양한 자연 ․ 환경 분야의 관리정책을 평가하는데 사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자연환경 분야에서 메타회귀분석을 활용한 편익이전 적용사례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3.2.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

  국내의 농업과 산림분야에서는 생태계 서비스의 일부 평가항목과 유사한 공익

적 기능과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이라는 틀에서 자연자원의 자연환경적 

분야뿐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분야까지 평가를 해오고 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

에 대한 논의는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 당시 농산물 수입국 중심으로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을 비교역적 관심사항(Non-Trade Concerns)이라하고 이 기능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UR협정에서는 

향후의 다자간 농업협상에서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을 고려하기로 하였는데, 

여기서 비교역적 관심사항으로 거론된 것이 농업의 환경보호 기능과 식량안보 기

능 등이었다.8) UR협상의 타결 이후 WTO와 OECD, FAO 등에서 농업의 비교역

적 관심사항 및 다원적 기능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다. OECD 농업각료회의에서

8) 우리나라, 일본, EU국 등 농산물 수입국들은 농산물 수입개방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라는 논리를 개발하고 국제무역 협상에서 이를 주장하였다. 즉, 농업은 환경보전과 농촌사회 

유지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 발전론에 부합하는 산업이라는 논리다. 농업

의 다원적 기능에 대하여 FAO, OECD, WTO 등 국제기구에서는 선언적 의미로 명문화하고 있지만, 

실제 협상에서 식량수출국들은 이를 수용하려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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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998년  제128차 농업위원회에서 다원적 기능에 대한 초안이 처음 제출되어 

논의가 이루어졌다(서동균, 2002).

  산림의 공익적 기능 또한 1992년 국제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아젠다21과 

산림원칙성명, 1995년 유럽 이외의 온대림지역 12개국 몬트리올 프로세스 합의, 

1995년 FAO(국제식량농업기관) 케벡선언, 1999년 EU아젠다 2001합의 등 EU를 

중심으로 국제적 논의가 이루어졌다(국립산림과학원, 2005).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초기 연구는 대부분 환경보전

기능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정환(1987)은 논의 저수능력을 추정하였고, 성

진근(1992)은 홍수조절능력, 대기정화기능, 엄기철(1993)은 홍수조절, 수질정화, 

토양보전, 대기정화 기능, 윤여창(1995)은 수자원 함양, 토양보전, 대기정화기능, 

상징적 가치 및 휴양처 제공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

분 대체비용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으며 일부 가상가치법(CVM)을 이용하기도 하

였다. 이광석(1996)은 여행비용법을 적용하여 농촌방문의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였

다. 일본의 경우 농업의 다원적 기능 평가 결과를 보면 농업총합연구소(1998)는 

대체비용법으로 홍수방지, 수자원함양, 토양침식방지, 토사붕괴방지, 유기성폐기물

처리 기능, 보건휴양의 가치를 평가하였고 吉田謙太郞(1999)은 농촌경관의 경제

적 가치를 CVM으로 평가하였다. 

국내에서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는 1987년부터 3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으며 

1992년 과학기술처에서 가치평가를 위한 계량화 연구를 통해 전국적인 조사와 시

험을 통해 평가내용을 구체화 하였다. 2010년에는 국립산림과학기술원에서 산림

의 공익기능을 평가하였으며 2008년을 기준으로 73조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산출하였다. 또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농업과학기술원 다원기능평가팀에서 시행

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 2006년 기준으로 홍수조절, 지하수함양, 대기정화, 기후

순화, 수질정화, 토양보전 등 5가지 기능에 대한 가치를 산출하여 약 68조원의 

결과를 발표하였다9).

9) 논 56.4조(홍수조절 44.3, 수자원함양 1.8, 대기정화 7.2, 기후순화 1.3, 수질정화0.3, 토양보전 

1.5), 밭 11.3조(홍수조절 7.2, 수자원함양 0.05, 대기정화 2.7, 기후순화 0.5, 토양보전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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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다원적 기능 산림의 다원적 기능

1. 지속적 식량공급에서 오는 미래에 

대한 안도감

2. 농업적 토지이용이 물질순환계를 보

완함으로서 환경에 기여하는 기능  

  가. 농업에 따른 물질순환계 형성

   1) 수환경 제어

     홍수방지, 토사붕괴방지, 토양침식 

(유출)방지, 하천유황의 안정, 지하

수 함양

   2) 환경부하의 제거, 완화

     수질정화, 유기성폐기물 방해,

     대기 조절(대기정화, 기후완화 등)

  나. 2차적(인공적)자연의 형성, 유지

   1) 생물다양성 보전

     생물생태계보전, 유전자원보전,

     야생동물 보호

   2) 토지공간의 보전

     우량지의 동태보전, 녹색 공간 제

공, 원풍경 보전, 인공적 자연환경

의 형성

3. 생산, 생활공간의 일체화 및 지역사회 

형성, 유지

  가. 지역사화, 문화의 형성, 유지

   1) 지역사회의 진흥

   2) 전통문화의 보존

  나. 도시적 긴장완화

   1) 인간성 회복

   2) 체험학습과 교육

1. 생물다양성 보전

  유전자 보전, 생물종 보전, 

  생태계 보전

2. 지구환경보전

  지구온난화 완화(이산화탄소흡수, 화

석연료 대체에너지), 지구의 기후안정

3. 토사재해방지 및 토양보전

  표면침식방지, 표층 붕괴방지, 그 밖

의 토사 재해방지, 눈사태방지, 방풍, 

방설

4. 수자원함양

  홍수완화, 수자원저장, 수량조절

  수질정화

5. 쾌적한 환경조성

  기후완화, 대기정화, 쾌적한 생활 환

경 형성(소음방지)

6. 보건, 레크리에이션

  요양, 보양(휴양, 산책, 삼림욕),

  행락, 스포츠

7. 문화

  경관, 풍치, 학습, 교육(생산과 노동 

체험의 장, 자연인식과 자연과의 만

남의 장), 예술, 종교, 제례, 전통문화, 

지역의 다양성 유지

8. 물질생산

  목재, 식량, 공업원료, 공예재료

표 7. 농업과 산림의 다원적 기능

  출처 : 일본학술회의 자료 재인용(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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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                   능

OECD

① 경관(Landscape)  ② 종․생태계다양성(Species and ecosystem diversity)

③ 토양의 질(Soil quality) ④ 수질(Water quality) ⑤ 대기의 질(Air quality) 

⑥ 물이용(Water use) ⑦ 경지보전(Land conservation) ⑧온실효과(Green- 

house gasses) ⑨ 농촌활력화(Rural viability) ⑩ 식량안보(Food security)

⑪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  ⑫ 동물복지(Animal welfare)

FAO

사회적 기능

(Social 
function)

① 도시화 완화(Mitigation of urbanization)

② 농촌공동체 활력(Viability of rural communities)

③ 피난처 기능(Sheltering function)

문화적 기능

(Cultural 
function)

④ 전통문화계승(Transmission of cultural heritage,

     identity, values and tradition) 

⑤ 경관제공(Offering beautiful rural landscape)

환경적 기능
(Environmental

  function)

⑥ 홍수방지(Preventing flood)
⑦ 수자원함양(Retention of water)
⑧ 토양보전(Soil conservation)
⑨ 생물다양성(Biodiversity)

식량안보

(Food Security 
Function)

⑩ 국내식량공급(Supplying domestic foods)

⑪ 국가 전략적 요청(National strategic needs)

경제적 기능

(Economic
  function)

⑫ 공동체의 균형발전과 성장(Balanced development and 

growth of communities)

⑬ 경제위기 완화(Buffer of economic crisis)

일본
① 국토보전   ② 수자원함양  ③ 생물다양성 보전  ④ 농촌경관의 창조

⑤ 전통문화의 유지  ⑥ 휴양처 제공  ⑦ 식량안보

한국

식량안보 ① 식량안보(안정적 공급과 안전성 보장) 

환경적 기능

② 홍수조절효과      

③ 수자원 함양효과

④ 토양유실경감효과  

⑤ 대기정화효과 

⑥ 폐기물처리

농촌경관과 
사회․문화보전 

등의 기능

⑦ 자연경관유지 및 생태계 보전 기능

⑧ 사회․문화적 순기능

농촌 활력화
⑨ 도시화 완화

⑩ 공동체의 균형발전과 성장

노르웨

이

① 농촌경관 및 문화적 전통기능, 생물다양성,  휴양처기능, 과학적 교육적 

기능 ② 식량안보, 식품안전기능  ③ 농촌활력기능

핀란드 ① 식량안보 ② 환경보전 ③ 농촌활력화 ④ 동물복지 ⑤ 식품안전기능

표 8. 국제기관의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정의 

출처 : 서동균(2002),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경제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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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생태계 서비스 및 분류 방법 그리고 생태계 경제적 가치추정 방법 등 국내외  

연구 동향에 대한 고찰을 통해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의 생태계 서비스 가치추정

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과 사례들을 검토하였다. 

  생태계 서비스의 분류방법은 2005년 새천년생태계평가(MA)의 분류방법이 가장 

포괄적이나 지원 서비스와 문화 서비스의 분류가 너무 세부적이어서 가치평가에 

적용하기 어려운 사항들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경제학(TEEB)에서 제시한 분류기준을 적용한다. TEEB는 생태계 서비스를 4개 범

주, 22개 서비스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는 2002년 de Groot의 분류방법과 유사하

여 본 연구에서는 de Groot가 제시하고 있는 지표들을 함께 검토하여 적용한다. 

  가치추정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과 방법들 중 개별 생태계 서비스

를 직접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나, 전체 기능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 및 연구를 시행하는 것은 많은 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여 본 연구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다. 따라서 가치추정 방법에 대해서

는 해외에서 진행된 연구들과 기존 국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들을 검토

하여 대상지에 접합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그동안 국내에서 진행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자연자원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기존 국내 연구의 대부분이 습지, 산림, 농업 등 특정 토지피복에 대해 특정 기능

을 중심으로 평가가 진행된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를 생태계 서비스라는 하나의 

종합적인 틀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는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경제학(TEEB)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론에 따

라 수도권 그린벨트지역의 자연자원이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가치평가를 진행한다. 산출된 결과들은 국내외 유사하게 진행된 연구결과들과 비

교하여 적합성을 검증하고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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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1.1. 연구의 내용적 범위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인구 2천5백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에서 그린벨

트 지역의 자연자산이 제공하고 있는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개별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추정하여 그린벨트 생태계 서비스의 경제적 총가치를 알아

보는 것이다. 그린벨트가 제공하고 있는 생태계 서비스를 알아보기 위해서 적용

한 분류방법은 생태계와 다양성의 경제학(TEEB)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류

를 이용하였으며, 4개의 서비스 범주 중 가치산출이 어려운 서식지 서비스를 제

외한 공급 서비스, 조절 서비스, 문화 및 어메니티 서비스를 중심으로 가치를 산

정하였다. 생태계 서비스 가치 산정은 수도권 그린벨트의 토지이용 중 전체 면적

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산림과 농경지를 대상으로 산출하였으며, 평가 대

상 서비스는 3개 범주의 서비스 중 본 연구에서 가치산정이 가능한 것들을 검토

하여 적용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통계자료를 고려하여 2014년을 기준년도로 하고 과거의 

자료들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적용하였다(표 11).

  1.2. 연구의 공간적 범위

  본 연구에서는 2009년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에서 반영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녹지의 생태계가 주민들에게 제공하

는 생태계 서비스를 분석하고 그 가치를 산출하였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의 성장 우선 정책으로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여 여러 

가지 도시문제가 발생하자 정부는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1971년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지정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같은 해 7월 30일 서울을 시작으로 1977년 4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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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까지 8차에 걸쳐 부산·대구·춘천·청주·대전·울산·마산·진해·충무·전주·광주·제주 

등 14개 도시권역에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였다. 관련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다. 수도권 개발제한

구역은 1971년부터 1976년까지 수도 서울을 둘러싸고 1,566.8㎢가 지정되었다. 

  수도권은 한반도내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전국토의 11.8%에 해당하는 

면적에 인구 49.7%가 거주하고 있어 이 지역에서 그린벨트가 차지하는 위상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2014년 기준으로 수도권의 행정구역은 서울특별시, 인

천광역시 전역과 경기도 31개 시․군을 모두 포함한 면적 11,818㎢의 범위에 인구 

25,471천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정 이후 해제된 면적 152.1㎢을 제외하고 개발

제한구역 1,414.7㎢가 법률로 지정되어 있다(그림 6, 표 10).

그림 6. 수도권과 그린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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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를 환상으로 둘러싸고 있는 그린벨트 내에는 서울시 행정구역 경계와 맞

닿은 12개 시․군이 있다. 그린벨트를 서울시 도심 접근거리대별로 살펴보면 반경 

15km 이내의 그린벨트는 서울시에 지정된 것으로서 북한산과 관악산 등 서울 외

곽부 산지를 포함하여 임야가 다소 많은 편이다. 그린벨트로 지정된 면적이 가장 

많은 거리대는 15～25㎞ 지점이다. 서울시 행정구역을 경계선부터 10㎞ 정도의 

폭원으로 환상형태로 지정되었다. 서울 도심반경 25㎞ 이내의 그린벨트 면적은 

총 1,050㎢로서 수도권 그린벨트의 67%를 차지하고 있다(표 9). 

구분 합계 대지 임야 농지 잡종지․기타

전체 면적 1566.8(100) 32.3(2.1) 876.7(55.9) 383.2(24.5) 2746(15.8)

거리별 

분포

15km이내 166.8(100) 4.0(2.4) 109.0(65.3) 23.2(13.9) 30.6(18.4)

15～25km 883.2(100) 21.0(2.4) 485.7(55.0) 201.6(22.8) 174.9(19.8)

25～35km 420.5(100) 5.3(1.3) 229.6(54.6) 124.2(29.5) 61.4(14.6)

35km이상 96.2(100) 2.0(2.1) 52.4(54.5) 34.2(35.6) 7.7( 8.0)

표고 100m이하 1066.0(100) 28.3(2.7) 494.8(46.4) 351.4(33.0) 191.5(18.0)

표 9. 지정 해제전 수도권 그린벨트의 토지이용 현황         (단위: ㎢, %)

   출처 : 건설교통부(1998)

  그린벨트 해제전 토지현황을 보면 수도권 전체 면적 1566.8㎢ 중 임야 876.7

㎢(55.9%)와 농지 383.2㎢(24.5%)를 합하여 면적비율이 80.4%가 된다. 그동안 

해제된 1152.1ha의 그린벨트에서 기존 취락지와 농지와 잡종지 등이 우선해제 

된 것을 고려할 때 임야와 농지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증가하였을 것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린벨트의 토지피복 중 생태계 서비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예상되는 임야와 농지를 대상으로 생태계 서비스 평가와 가치산출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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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시군구별
행정구역
(천㎡) 

개발제한구역 면적 (천㎡)

당초지정 해제 현재지정 

합 계 11,818,288 1,566,800 152,119 1,414,681 

서울시

소 계　 605,177 167,920 17,137 150,783 

종로구 23,907 8,470 145 8,325 

광진구 17,063 1,900 1 1,899 

중랑구 18,497 5,840 1,094 4,746 

성북구 24,571 5,610 296 5,314 

강북구 23,597 11,670 0 11,670 

도봉구 20,702 10,350 151 10,199 

노원구 35,437 16,210 311 15,899 

은평구 29,698 18,710 3,496 15,214 

서대문구 17,607 1,810 33 1,777 

마포구 23,838 420 340 80 

양천구 17,398 1,510 518 992 

강서구 41,427 19,090 167 18,923 

구로구 20,119 4,780 1,355 3,425 

금천구 13,001 1,700 8 1,692 

관악구 29,570 8,280 0 8,280 

서초구 47,002 26,040 2,149 23,891 

강남구 39,498 8,550 2,071 6,479 

송파구 33,876 4,610 1,975 2,635 

강동구 24,585 12,370 3,028 9,342 

인천시

소 계 1,040,823 96,800 8,351 88,449 

남 구 24,838 130 0 130 

연수구 45,568 1,040 340 700 

남동구 57,015 27,950 3,757 24,193 

부평구 31,999 7,290 232 7,058 

계양구 45,573 26,400 1,796 24,604 

서 구 114,007 33,990 2,226 31,764 

표 10.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 지정 및 해제 현황             (2014.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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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시군구별
행정구역
(천㎡) 

개발제한구역 면적 (천㎡)

당초지정 해제 현재지정 

경기도

　소계 10,172,288 1,302,080 126,631 1,175,449 

수원시 121,011 36,500 3,301 33,199 

성남시 141,678 54,800 6,012 48,788 

의정부시 81,542 63,890 5,898 57,992 

안양시 58,460 31,000 1,474 29,526 

부천시 53,436 20,410 3,722 16,688 

광명시 38,515 29,820 13,780 16,040 

안산시 149,398 39,910 2,085 37,825 

고양시 268,044 134,430 15,044 119,386 

과천시 35,866 33,030 2,391 30,639 

구리시 33,310 23,370 2,870 20,500 

남양주시 458,055 241,120 14,509 226,611 

시흥시 135,022 111,530 25,273 86,257 

군포시 36,461 24,710 1,972 22,738 

의왕시 54,008 49,810 3,088 46,722 

하남시 93,037 86,410 14,524 71,886 

용인시 591,381 3,600 0 3,600 

김포시 276,642 18,810 1,798 17,012 

양주시 310,317 79,020 1,855 77,165 

화성시 689,578 96,220 4,848 91,372 

광주시 430,986 106,490 2,131 104,359 

양평군 877,806 17,200 57 17,143 

표 10.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 지정 및 해제 현황  (표 계속)

출처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2016)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생산자
물가지수

88.93 96.53 96.33 100.00 106.71 107.45 105.73 105.17

소비자
물가지수

90.30 94.52 97.13 100.00 104.00 106.28 107.67 109.04

표 11. 물가지수  (2010 = 100)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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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의 그린벨트가 주는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

하여 그린벨트가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를 분석하고 대상 서비스에 대해 평가방

법 및 가치산출 방법을 도출하여 생태계 서비스의 경제적 총가치를 산출하였다.  

평가방법은 생태계 서비스 가치산출을 위해 TEEB에서 제시하고 있는 3단계 접근

법을 따랐다. 3단계 접근법은 가치를 산출하는 것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산출된 

가치의 활용을 중시하고 있다. TEEB에서 제시하는 3단계 접근법은 다음과 같다.

  1단계(가치 인식하기) : 생태계 서비스의 총 범위와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인지하고 평가한다. 

  2단계(가치 입증하기) :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예측하

고 입증한다.

  3단계(가치 확정하기) :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확정하고 해법을 모색한다.

  1단계 가치 인식하기에서는 수도권 지역에서 그린벨트가 갖는 중요성을 살펴보

고 그린벨트가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의 기능들을 검토한다. 또한, 그린벨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논의하는데 필요한 가치산출을 위한 대상을 결정한다. 이를 

위하여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의 토지피복을 살펴보고, 이 지역의 생태계가 제공

하는 생태계 서비스를 분석하여 평가에 적용할 대상 생태계 서비스를 도출한다. 

2단계 가치 입증하기에서는 생태계 서비스별로 평가방법 및 가치산출 방법을 선

택하고 그린벨트가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한다. 생태계 

서비스 분석 및 가치산출 방법은 TEEB 연구 및 de Groot(2010)의 생태계 서비

스 산출지표와 국내외 생태계 서비스 연구들을 검토하여 도출한 산출방법을 이용

한다. 각 토지피복별로 산출된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종합하여 경제적 총가치

(TEV)를 구하고 검증한다. 3단계 가치 확정하기에서는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확인하여 정책적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대안적인 

정책을 제시한다. 이를 도표화하여 나타낸 연구의 전체 흐름은 그림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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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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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가치 인식하기

  자연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자본을 방치하게 되었고 생태계 서비스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격하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현재 인류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UN은 앞으

로 전세계의 80%에 달하는 인구가 도시지역에 거주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UNDESA 2010). 인구의 50%가 지구 토지의 2%에 살고 있어 도시가 지구 토지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도시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

요한 생태학적 공간은 방대한 규모가 소요된다. 

  약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연자본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그 첫 

번째 단계는 가치를 인식하는 단계이다. 가치 인식 단계는 문제의 발견과 가치평

가를 위한 준비 단계로 자연이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를 찾아내고 가치평가를 

위한 정보를 준비한다.

  본 연구의 대상지는 전 국민의 절반가량이 거주하는 수도권으로, 이 지역에서 

그린벨트가 지니고 있는 자연환경, 특히, 생태계, 생물종 및 생물다양성의 중요성

과 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은 그린벨트의 적절한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연구를 위하여 GIS자료를 이용하여 토지피복/토지이용을 분석하였다. 우선 환

경부 중분류 토지피복도를 이용하여 그린벨트 지역이 갖고 있는 토지피복을 분석

하여 분류하였다. 그리고 그린벨트의 자연자산이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를 알아

보기 위하여 선행연구 사례와 새천년생태계 평가 및 TEEB 등의 생태계 서비스 

분류를 고려하여 토지피복별로 생태계 서비스를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된 토지피복을 고려하여 TEEB의 4가지 범주 22가지 생태계 서비스 분류방법에 

따라 토지피복별로 그린벨트가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를 구분하였다(표 12).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각 토지피복별 생태계 서비스에 대해 경제적 가치산출 방

법을 도출하고 가치 입증하기 단계에서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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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서비스 및 기능의 형태  

PROVISIONING SERVICES 

1
식량 Food 
(e.g. fish, game, fruit) 

2
물 Water 
(e.g. for drinking, irrigation, cooling)  

3 원료물질 Raw Materials 
(e.g. fiber, timber, fuel wood, fodder,   fertilizer) 

4 유전자원 Genetic resources 
(e.g. for crop-improvement and   medicinal purposes) 

5 약용자원 Medicinal resources 
(e.g. biochemical products, models   & test-organisms) 

6 장식적 자원 Ornamental resources 
(e.g. artisan work, décorative   plants, pet animals, fashion) 

REGULATING SERVICES 

7
대기정화 조절 Air quality regulation 
(e.g. capturing (fine)dust,   chemicals, etc) 

8
기후조절 Climate regulation 
(incl. C-sequestration, influence of   vegetation on rainfall, etc.) 

9 자연재해 완화 Moderation of extreme events 
(eg. storm protection and   flood prevention) 

10 유출수 조절 Regulation of water flows 
(e.g. natural drainage,   irrigation and drought prevention) 

11
폐기물 처리 Waste treatment 
(especially water purification) 

12 침식방지 Erosion prevention 

13
비옥토 유지 Maintenance of soil fertility  
(incl. soil formation) 

14 식물의 수분 Pollination 

15 생물학적 조절 Biological control 
(e.g. seed dispersal, pest and   disease control) 

HABITAT SERVICES 

16 이주종의 생애주기 관리 Maintenance of life cycles of migratory species 
(incl.   nursery service) 

17 유전적 다양성 유지 Maintenance of genetic diversity 
(especially in gene   pool protection) 

CULTURAL & AMENITY SERVICES 

18 미적 정보 Aesthetic information    

19 휴양 및 관광의 기회 Opportunities for recreation & tourism 

20 문화 예술 디자인에 대한 영감 Inspiration for culture, art and design 

21 영적 경험 Spiritual experience    

22 인지개발을 위한 정보 Information for cognitive development 

표 12. TEEB의 생태계 서비스 분류 체계 (TEEB,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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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생태계 서비스
생태적 과정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소(기능)

상태지표

(생태계 서비스 존재량)

수행지표

(지속가능한 공급/사용량)

공급서비스(Provisioning Services)

1 식량 먹을 수 있는 식물과 
동물의 존재

전체 또는 평균 저장량 
(kg/ha) 

순산출량 (kcal/ha/year)

2 담수 담수 저장소의 존재 총담수량 (m3/ha) 최대 물사용가능량 
(m3/ha/year)

3 원료물질 (섬유, 
목재, 연료 등)

섬유, 목재, 연료 등 원료물질의 
생물 무생물적 구성요소 존재

총바이오매스량 (kg/ha) 순산출량 (kg/ha/year)

4 유전자원 유용한 유전자원을 가진 생물
종의 존재

총‘유전자은행’ 가치
(예 생물종과 아종의 수)

최대 생산가능량

5 약용자원 (생화학적 
생산물 포함)

유용한 화학적, 약용적 이용이 
가능한 생물종 존재 

산출가능한 유용물질 총량 
(kg/ha)

최대 산출가능량
(unit mass/area/time)

6 장식적 자원 관상용 생물, 무생물 자원의 존재 총바이오매스량 (kg/ha) 최대 산출가능량

조절서비스(Regulating Services)

7 공기정화 조절
   (예: 집진능)

대기중 오염물질의 제거할 수 
있는 생태계 수용력

잎면적 지수, 질소고정 등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에어로졸과 화학물질의 
추출량

8 기후조절 (예: 
탄소격리 및 저장)

토지피복과 생물학적 매개과정
을 통해 지역 및 지구 기후에 
대한 생태계의 영향

온실가스 균형(탄소격리); 토
지피복특징 등

온실가스 양(고정 또는 
방출된) - 기후 변수에 영향

9 자연재해 완화
  (예: 폭풍, 홍수방어)

극단적 자연재해를 약화시키는 
숲의 역할(예: 홍수피해 보호)

물의 저장능(㎥) 홍수위험 감소, 
사회기반시설 손상 방지

10 유출수 조절 물을 침투시켜 천천히 배출하
는 숲의 역할

토양수분 보유능 또는 지표 
수분 보유능

물 보유양과 수문학적 
구조의 영향

11 폐기물 처리 유기물질의 제거 또는 분해에서 
생물과 무생물적 과정의 역할

탈질소작용(kg N/ha/y); 식물
과 토양에서의 고정

지속가능한 기반에 재사용 
또는 고정될 수 있는 화학 

물질의 최대 양

12 침식 방지
토양유지(soil retention)에 대한 
식생과 생물의 역할 뿌리기반 식생피복

보유된 토양 또는 포획된 
퇴적물의 양

13 토양형성과 
   비옥도 유지

토양형성과 재생에서 자연적과
정의 역할 생물교란(bio-turbation)

(재)생성된 표토층의 양 
(ha/year)

14 식물의 수분 꽃가루 매개자의 양과 효율성 수분 종의 수와 영향  농작물의 자연수분 의존도

15 생물학적 조절 영양관계를 통한 해충개체 조절 해충조절 생물종의 수와 영향 인간질병 및 가축질병의 감소

서식지서비스(Habitat Services)

16 종을 위한 서식지
이주종에 번식하고 먹고 휴식
하는 서식처를 제공하는 생태
계의 중요성

이주종과 개체(특히 상업적 
가치를 지닌)의 수

육아 서비스(nursery service) 
에 대해 다른 생태계에 의존

17 유전적 다양성유지 
(유전자풀 보호)

생태적 균형과 진화적 과정의 
유지

자연계 생물다양성(특히 고
유생물종); 서식지 보존 (최
소 한계 크기)

생태적 가치 (실제와 잠재적 
생물 다양성 가치의 차이)

문화 및 어메너티 서비스(Cultural & Amenity 
Services)

18 미적 감상 
(자연경관 감상)

경관의 미적 질 (예; 구조적 다
양성, 푸르름, 평온 등에 기초한)

미적가치를 지닌 경관적 특
징의 개수/면적

표현된 미적 가치 (예로 자
연지역과 경계하는 주택수)

19 휴양 (관광과 여가 
활동의 기회) 매력적인 야생경관 형태

휴양가치를 지닌 경관의 개
수/면적 최대 여가인구 및 시설의 수

20 문화, 예술, 디자인 
에 대한 영감

인간 예술 등의 영감적 가치를 
지닌 경관특징 또는 생물종. 문
화적 중요성을 가진 경관특징 
또는 생물종

영감적 가치를 지닌 경관특
징 또는 생물종과 문화적으
로 중요한 경관특징 또는 생
물종의 개수/ 면적

생태계에서 영감을 얻은 책, 
그림등의 개수
문화유산과 고유성을 위해 
산림을 이용하는 사람의 수

21 영적, 종교적 경험 영적 종교적 가치를 가진 경관
적 특징 또는 생물종

영적 종교적 가치를 가진 경관
적 특징 또는 생물종의 존재

생태계에 영적 종교적 
의미를 두는 사람의 수

22 인지개발을 위한 
교육적 과학적 기회

특별한 교육적, 과학적 가치를 
지닌 특징

특별한 교육적, 과학적 가치
를 지닌 특징의 존재

수업방문 횟수. 과학연구 
횟수 등

표 13.  TEEB 분류 생태계 서비스 산출 지표 (De Groot et al. 재조정,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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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가치 입증하기

  가치 입증하기는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예측하고 입증

하는 단계로 생태계 서비스별로 평가방법 및 가치산출 방법을 도출하여 토지피복

별로 경제적 가치를 산출한다. 

  이를 위하여 앞에서 정리한 분류기준에 따라 각 생태계 서비스별로 제공하는 

기능과 산출 가능한 지표들을 분류한다. TEEB의 생태계 서비스 분류 체계(표 12)

에 따라 de Groot가 제시한 생태계 서비스 산출 지표를 다시 정리하고 주요 생

태계 서비스별로 각 기능과 상태지표 수행지표를 구분하였다(표 13).

  이를 기초로 하여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의 생태계 서비스 평가지표와 가치산출

을 위한 기준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 적용을 위하여 국내외 유사연구 사례들을 

검토‧분석하여 토지이용에 따른 생태계 서비스별로 산출지표를 새로이 작성하여 분

류하였다(표 14).

본 연구에서는 그린벨트의 산림과 농지에 대해 각각의 생태계 서비스를 산출하

고 그 가치를 산출하여 경제적 총가치(total economic value, TEV)를 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각 토지이용 카테고리에 의해 구분된 생태계 서비스 가치 합

과 경제적 총가치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                              

                                                    

여기서 ESVi는 토지피복 i에서의 생태계 서비스 가치로, 토지이용 카테고리 i에

서 Ai는 면적을 VCi는 생태계 서비스 분류별 가치계수(원/ha/yr)를 나타낸다. 토

지피복 분류에 따라 생태계 서비스를 평가하고 평가된 서비스를 가치산출 기준에 

따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며 각 토지피복별로 산출된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종합하여 경제적 총가치(Total Economic Value, TEV)를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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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서비스 토지피복 평가지표

공급서비스 (Provisioning Services)

식량공급
Food

논밭 연간 ha당 작물생산량

임산물공급(목재,연료,약용)
Raw Materials

산림 연간 ha당 임산물생산량

물공급(수원함양)
Water

산림 모암별 산림토양의 수원 함양능력

논 벼 재배시 담수량 + 침투량

밭 강수량 80mm이상인 날의 투수량

조절서비스 (Regulating Services)

기후 조절
Climate regulation

산림
임목축적에 따른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산소 생산량

논밭
작물별 바이오매스량에 따른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산소 생산량

대기질 조절
Air quality regulation

산림 임상별 대기오염물질 흡수량

논밭 단위면적당 대기오염물질 흡수량

침식방지(토사유출방지)
Erosion prevention

산림 모암별 입목지와 무입목지의 토사유출량 차이

논 나지와 비교한 토사유출량 차이

자연재해완화 
Moderation of extreme 
events

산림
무입목지시 산사태 발생량과
토사붕괴 및 토사유출 방지량

논 논둑에 의한 저류지 효과

폐기물처리(수질정화)
Waste treatment

산림 무입목지시 부유물질 유출량

논 벼 재배시 질소 정화능

생물학적 조절
Biological control

산림 야생조류의 해충포식량

문화 및 어메니티 서비스 (Cultural & Amenity Services)

미적정보(경관)
Aesthetic information

산림 경관의 가치에 대한 임상별 지불의사금액

논밭 농촌 경관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휴양 및 관광
Recreation & tourism

산림 수도권 당일여행 총비용중 산림이 차지하는 비용

논밭 도시민의 농촌여행 회수와 비용

표 14.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의 생태계 서비스 산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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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가치 확정하기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산출하는 노력의 결과는 모두에게 소중한 자연자원을 

적절히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TEEB는 생태계 서비스 산출을 위한 경제적 접근방법

의 최종단계로 가치 확정하기를 제시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는 생태계 서비스 가

치를 확인하여 각종 인센티브 및 가격신호 등을 통해 가치를 인식시키고 이를 정

책결정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생태계가 저평가된 현 상황을 극복

하기 위하여 경제성에 입각한 정책적 도구를 사용해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확

정하고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TEEB(2010) 연구는 이러한 정책결정과정에 도입을 위한 메커니즘으로 생태계

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보조금을 

개선하는 것, 환경보전을 위해 세금 혜택을 도입하는 것, 지속가능한 생산품과 생

태계 서비스를 위한 시장을 개척하는 것 등의 방식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

러한 가치 활용의 단계에서는 자연자원 이용에 대한 권리와 환경오염에 대한 책

임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가치 확정의 사례로 TEEB 연구는 생태학적 예산(ecological budgeting)10)을 

공식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웰빙에 필요한 자연 자

본에 가치를 매기고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

다고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TEEB 접근법에 따라 생태계 서비스 가치산출의 마지막 단계인 

가치 확정하기를 진행하였다. 가치 확정 과정을 통해 그린벨트의 생태계 서비스

에 대한 평가 및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여 그린벨트가 지니고 있는 자연자산에 대

한 가치를 인식하고 적절한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0) 생태예산은(ecoBudget)은 2005년부터 필리핀 Tubigon 자치지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재정적 예산 

주기의 순서를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경제에 핵심적이라고 평가되는 자연 자본의 다양한 요소

들의 상태를 점검한다.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에 걸친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위험에 처해 있는 특정한 

자연 자본을 대상으로 하여 주 예산(Master Budget)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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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및 고찰

1. 그린벨트의 토지피복과 생태계 서비스  

  1.1. 수도권 그린벨트의 토지피복

  수도권 그린벨트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서울을 환상형태로 도심반경 15km 지점에서 40km까지 1971년부터 1,566.8㎢가 

지정되어 2014년 12월 현재 1,414.7㎢가 지정･관리되고 있다. 그린벨트 내의 토

지피복/토지이용의 분류자료는 환경부의 중분류 토지피복도를 이용하여 산출하였

다. 환경부의 토지피복도는 시가화건조지역, 농업지역, 산림지역, 초지, 습지, 나

지, 수역 등 7개 항목의 대분류와 23개 항목의 중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그린벨트의 토지피복 분석결과를 보면 주요한 피복이 3개로 시가화건조지역

(9.9%), 농업지역(21.8%), 산림지역(57.5%) 등이다. 3개의 토지피복 비율의 합은 

89.2%이며 나머지 초지, 습지, 나지 및 수역 등이 10.8%에 해당한다. 따라서 시

가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업지역과 산림지역에 대해 생태계 서비

스 평가와 가치산출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분류 코드번호 면적(ha) 비율(%)

시가화건조지역 100 13,915 9.9

농업지역 200 30,867 21.8

산림지역 300 81,392 57.5

초지 400 5,212 3.7

습지 500 1,621 1.1

나지 600 2,757 2.0

수역 700 5,704 4.0

합  계 141,468 100

표 15.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의 토지피복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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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의 토지피복

  농업지역과 산림지역의 중분류 토지피복에 따라 산림지역은 활엽수림, 침엽수

림, 혼효림으로 구분하여 가치평가를 진행하였고 농업지역은 논과 밭(하우스 재배

지포함)으로 구분하여 가치평가를 진행하였다.

대분류 중분류 코드번호 면적(ha) 비율

농업지역

논 210 12,982 11.6

밭 220 11,797 10.5

하우스재배지 230 4,218 3.8

과수원 240 723 0.6

기타재배지 250 1,147 1.0

소 계 30,867 27.5

산림지역

활엽수림 310 43,859 39.1

침엽수림 320 11,052 9.8

혼효림 330 26,481 23.6

소 계 81,392 72.5

합  계 112,260 100.0

표 16. 그린벨트의 농업지역과 산림지역 중분류 토지피복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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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그린벨트의 생태계 서비스

  수도권 지역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전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며 수많은 개발압력을 받아오고 있는 곳이다. 그린벨트는 그동안 도시의 

외형적 확산을 막고 도시연담화를 방지하는 역할뿐 아니라 수도권 지역의 생태, 

문화, 휴양 및 경제 시스템을 지원하며 수도권 주민에게 자연으로부터 필요한 모

든 것을 제공해오고 있었다. 수도권에 생태적 건전성 확보와 생태계로부터의 각

종 편익을 제공하는 그린벨트의 중요한 기능들에 대한 인식은 보존 및 관리를 위

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수도권 그린벨트가 제공하고 있는 생태계 서비스를 분석하기 위하여 새천년생

태계평가에서 제시한 개별 생태계 유형에 따른 생태계 서비스 분류(그림 9)와 

Canada Ontario주(표 18) 및 미국 Massachusetts주의 연구사례 및(표 19) 등 

다른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그린벨트의 토지피복별 생태계 서비스를 분류하

였다(표 17). 선행연구 사례를 검토한 결과 토지피복별로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

의 분류에서 서로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는 경제적 가치 산출이 가능한 서비스를 중심

으로 주관적으로 분류한 결과로 판단된다.

그림 9.  개별 생태계 유형에 따른 생태계 서비스 분류(MA,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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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서비스 산림 농경지 습지 수역 초지

Provisioning 
Services

1 Food ●

2 Water ● ● ● ● ●

3 Raw materials ●

4 Genetic resources ●

5 Medicinal resources ● ●

6 Ornamental resources ●

Regulating 
Services

7 Air quality regulation ● ●

8 Climate regulation ● ● ● ●

9 Moderation of extreme events 
(Natural hazard mitigation)

● ● ● ● ●

10 Water regulation ● ● ● ● ●

11 Waste treatment ● ● ● ●

12 Erosion prevention ● ● ● ●

13 Soil formation and regulation ● ●

14 Pollination ● ●

15 Biological control ● ●

Habitat 
Services

16 Lifecycle maintenance
   (Nursery habitat)

● ●

17 Maintenance of genetic 
diversity

● ●

Cultural & 
Amenity 
Services

18 Aesthetic information ● ● ● ● ●

19 Recreation & tourism ● ● ● ● ●

20 Inspiration for culture, art 
and design

● ● ● ●

21 Spiritual experience ● ●

22 Information for cognitive 
development

   (Education and science)
● ● ● ●

표 17. 수도권 그린벨트의 토지피복별 생태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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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system services Forests Grasslands Rivers Wetland Cultivated Urban 
parks 

Fresh water ●   ● ●   　

Air quality  ●       　 ● 

Erosion control ● ●   ●   　

Global climate regulation ●    ●   　

Local climate regulation ● ●      　 ● 

Storm protection ●   　

Pest control ● ● 　 　 ● 　

Pollution control ● 　 ● ● 　

Waste processing ●   　

Flood regulation ● 　 ● ●   　

Sediment retention ● ● ● ● 　 　

Disease regulation ●    　

Nutrient cycling ● ● ● ● 　

Medicines ●       　 　

Recreation/ecotourism ● ● ● ● 　 ● 

Aesthetic ● ● ● ● 　

Spiritual ● ● ● 　 　

Cultural/heritage ● ● ● ● ● ● 

Education ● ● ● ● ● 

표 18. Canada Ontario주 Greenbelt의 토지피복별 생태계 서비스

Sara J. Wilson, David Suzuki Foundation(2008)

Ecosystem services Cropland Pasture Forest Wetland
-Fresh 

Wetland
-Salt

Openland
Urban 
Green 
Space

Woody 
Perennial

Water 
and 

Coastal

Climate regulation △ △ ▲ △ △ △ △ △

Freshwater regulation and 
supply △ ▲ △ △ ▲

Waste assimilation and 
Water Quality △ ▲ △ △ ▲ △

Nutrient  regulation △ △ △ △ ▲ △ △ △ △

Habitat refugium △ △ ▲ ▲ ▲ △ △ △ ▲

Soil retention and formation ▲ △ △ ▲ △ △ △ △

Disturbance Prevention △ △ ▲ ▲ ▲ △

Pollination ▲ ▲ △ △ △ △ △ ▲

Recreation and Aesthetics ▲ ▲ ▲ ▲ ▲ △ ▲ △ ▲

표 19. 미국 Massachusetts주 토지피복별 연구사례  (Breunig, 2003)

▲: sufficient peer-reviewed research,  △: insufficient peer-reviewe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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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 서비스 가치산출  

  생태계의 공급 서비스는 생태계가 인간에게 필요한 식량, 물 및 기타자원 등을 

공급하여 얻어지는 편익으로 MA와 TEEB에서는 식량, 물, 원료물질, 유전자원, 

약용자원 및 장식적 자원 등의 공급 서비스를 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많

은 공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여겨지는 식량, 물, 임산물에 대해서 평가하였다. 

  식량과 임산물의 생산량은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연보(2015) 및 경기도 통계연보

(2015)를 이용하여 산출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전국 작물별 생산액(2015) 자료

를 이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였다. 

  물 공급 서비스는 산림과 농경지의 수원함양 기능으로 평가하였다. 산림에 대

해서는 과학기술처(1992)의 모암 및 조공극량을 이용한 산림의 수원함양기능을 

국립산림과학원(2010)의 임령증가와 산지전용 등의 효과를 고려하여 산출하였다. 

농경지에 대해서는 농업과학기술원(2008)의 논과 밭의 수원함양기능 평가방법을 

적용하였다. 산출된 수원함양기능에 대한 가치평가는 동일한 양의 수자원을 확보

하기 위하여 다목적댐을 건설하여야 하므로 다목적댐의 건설비로 평가하였다. 또

한 다목적댐을 건설하면 토지가 수몰되어 수몰지역의 생산성 감소가 발생함에 따

라 이러한 영향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였다.

생태계서비스 구 분 평 가 지 표 가 치 산 정

식량 공급
Food

농지
Cropland

연간 ha당 논과 밭의 작물 생산량
Production of crop yields per ha/year

농수산식품부 작물 생산액 조사결과
Results of agricultural production cost 
survey 

임산물 공급
Raw Materials

산림
Forest

연간 ha당 임산물 생산량
Production of forest products per ha/year

농수산식품부 임산물생산액 조사결과
Results of agricultural production cost 
survey

물 공급
Water

산림
Forest

산림토양의 모암 및 조공극량에 따른 수원 함양능력
Water retention capacity depends on parent 
material/porosity 다목적댐 건설비 + 수몰지역 생산성   

                           감소 비용
Construction fee of multipurpose 
dam + production reduction fee of 
submerged district

농지
Cropland

논: 벼 재배시 평균담수량 + 침투량
밭: 강수량 80mm이상인 날의 투수량
Paddy field: average water storage/infiltration 
rate for rice cultivation 

Field: amount of water percolation when 
precipitation exceeds 80mm

표 20. 공급 서비스 평가지표 및 가치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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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농경지의 식량 공급 서비스

  농경지의 식량공급 서비스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의 통계연보의 자료를 이

용하여 산출한 논과 밭의 작물생산량을 적용하였다. 작물 생산량은 연간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3년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그린벨트 농경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의 작물생산량을 구해 면적으로 나누어 ha당 생산량을 구하였

다. 논작물의 경우는 주로 생산되는 논벼만을 고려하였고 밭작물은 경기도 통계

연보에 제시되어 있는 자료를 적용하였다.

  논작물 생산 단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5년에 발표한 전국 논작물 생산액

을 생산량으로 나누어 단위당 생산단가를 산출하여 적용하였다.

구  분 단위
경기도 논작물 생산량 ha당

생산량2012 2013 2014 평균

논면적 ha 99,024 98,873 96,696 98,198

1. 식량작물

  - 논벼 M/T 420,700 407,202 426,405 418,102 4.2577

표 21. 경기도 논작물 생산량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연보(2015), 경기도 통계연보(2015) 

   

구  분 전국 생산량
(톤)

ha당생산량
(톤/ha,전국)

생산액(천원)
생산단가  

(천원/톤)

논면적(ha) 933,615 　 　

1. 식량작물 　 　 　 　

  - 논벼 4,237,538 4.5388 8,147,423,358 1,923

표 22. 2014년 전국 논작물 생산액 및 생산단가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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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ha당생산량

(톤/ha)
그린벨트
생산량(톤)

생산단가  
(천원/톤)

논작물 생산액
(백만원)

논면적 　 12,982ha 　

1. 식량작물 　 　 　 　

  - 논벼 4.2577 55,274 1,923천원/톤 106,292

표 23.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의 논작물 생산량 및 생산액

경기도 지역 논의 작물생산량은 ha당 4.258톤으로 전국평균 4.539톤보다 다소 

적게 산출되어 경기도 지역의 생산성이 조금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린벨트 

지역 논의 작물생산량은 총 55,274톤이었으며 생산액은 1,062.9억원으로 산출되

어 논 면적 12,982ha에 대한 ha당 가치는 8,188천원이었다.

  통계연보에 나타나있는 경기도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밭작물은 식량작물, 채

소, 과실, 특용작물 등 이었으며 약용작물은 거의 생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생산되는 특용작물은 참깨, 들깨와 땅콩이 대부분이었다.

구  분
전국생산량

(2014)

경기도 밭작물 생산량(M/T) ha당

생산량2012 2013 2014 평균

밭면적 (ha) 757,498 83,513 77,981 79,332　 80,275

1. 식량작물

  - 밭벼 3,201 144 56 21 74 0.0009

  - 맥류 111,682 260 417 492 472 0.0059

  - 잡곡 98,909 5,798 6,086 7,677 6,520 0.0812

  - 두류 158,583 10,673 13,962 16,901 13,845 0.1752

  - 서류 912,603 86,382 27,411 24,191 45,995 0.5730

2. 채소

  - 엽채류 3,111,412 308,001 310,920 302,054 306,992 3.8242

  - 과채류 2,179,553 115,603 118,246 142,927 125,592 1.5645

  - 근채류 1,380,286 111,874 129,811 152,550 131,412 1.6370

  - 조미채소 2,709,497 80,876 93,177 107,326 93,793 1.1684

3. 과실 2,696,676 99,369 107,177 103,567 103,371 1.2877

4. 특용작물 67,820 6,135 6,616 6,862 6,538 0.0814

표 24. 전국 및 경기도 밭작물 생산량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연보(2015), 경기도 통계연보(2015)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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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생산량(톤)
ha당생산량
(톤/ha,전국)

생산액(천원)
생산단가  
(천원/톤)

1. 식량작물 　 757,498ha 　 　

  - 밭벼 3,201 0.0042 6,154,494 1,923

  - 맥류 111,682 0.1474 130,730,750 1,171

  - 잡곡 98,909 0.1306 48,366,169 489

  - 두류 158,583 0.2094 558,149,735 3,520

  - 서류 912,603 1.2048 485,452,441 532

2. 채소 　 　 　 　

  - 엽채류 3,111,412 4.1075 1,246,535,815 401

  - 과채류 2,179,553 2.8773 5,099,060,761 2,339

  - 근채류 1,380,286 1.8222 571,412,393 414

  - 조미채소 2,709,497 3.5769 1,721,311,000 635

3. 과실 2,696,676 3.5600 3,577,615,348 1,327

4. 특용작물 67,820 0.0895 458,442,676 6,760

표 25. 2014년 전국 밭작물 생산액 및 생산단가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2015)

구  분
ha당생산량

(톤/ha)
그린벨트
생산량(톤)

생산단가  
(천원/톤)

밭작물 생산액
(백만원)

합 계 　 16,015ha 　 157,597

1. 식량작물 　 　 　 15,531

  - 밭벼 0.0009 14 1,923 28 

  - 맥류 0.0059 94 1,171 111 

  - 잡곡 0.0812 1,300 489 636 

  - 두류 0.1752 2,806 3,520 9,875 

  - 서류 0.5730 9,177 532 4,881 

2. 채소 　 　 　 142,066 

  - 엽채류 3.8242 61,245 401 24,537 

  - 과채류 1.5645 25,055 2,339 58,617 

  - 근채류 1.6370 26,217 414 10,853 

  - 조미채소 1.1684 18,712 635 11,887 

3. 과실 1.2877 20,623 1,327 27,359 

4. 특용작물 0.0814 1,304 6,760 8,812   

표 26.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의 밭작물 생산량 및 생산액

  밭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의 2015년 전국 작물별 생산액을 전국 생산량으로 나

누어 생산단가를 구하고, 전국 ha당 생산량을 이용하여 구한 그린벨트 생산량을 

곱하여 생산액을 산출하였다. 밭 면적 16,015ha에 대한 밭작물 생산액은 1,575.8

억원, ha당 가치 9,839천원으로 논보다 밭의 생산성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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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가 작은 식생

―― A0층 (낙엽낙지층)

―― A1층 (부식질 풍부)

―― A2층 (부식질 함유)

―― B층 (부식질 적음)

―― C층 (부식질 없음)

―― 기 암

2.2. 물 공급 서비스

  2.2.1 산림의 수원함양 기능

  산림의 수원함양 기능은 주로 토양에 의한 영향이 크다. 산림토양 속에는 크고 

작은 미세한 공간 즉 공극이 풍부하여 수원함양 기능을 발휘하게 되며 수원함양

에 관련된 기능은 표층 토양의 침투기능(투수성), 토양층의 저류기능, 토양의 저

류층에서 기암층으로 스며드는 기능 등이 있다. 

  산림토양 속에 저류된 물은 중력에 의해 하부로 이동하여 지하수나 계류로 빠져

나가며 이동하는 속도는 토양의 공극 크기에 따라 다르다. 일정한 크기 이하의 공

극에서는 중력보다 표면장력이 더 커지게 되어 물의 이동이 정지 되는 데 이를 모

관수 정지점이라 한다. 모관수 정지점 이하의 토양수는 계류수로 빠져 나오지 않

고 수목에 의해서 이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할 수 없는 물 자원으로 산림토양

의 단면중 C층 이하가 해당된다.

그림 10. 산림 토양의 단면

  산림토양의 수원함양 기능은 조공극률11)로 산출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처(1992)

는 모암 및 조공극량을 이용하여 전국 산림 6,468천ha의 수원함양기능을 산출하

였다(표 27.).

11) 토양의 조공극률은 토양시료(100cc)를 포화시킨 후  pF측정기를 이용하여 모관수 정지점 즉 수주

압으로  102.7cm(pF2.7)의 압력에서 빠져 나오는 물의 양으로 측정하며 가용수 자원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용한다.



- 48 -

모암 화성암 변성암 현무암 퇴적암
1

퇴적암
2 석회암 계 

(억톤)

분포비율(%) 31.1 35.0 9.9 14.1 4.5 5.4 100

평균토심(cm)
A 22.0 22.0 24.0 12.0 15.0 15.0 -

B 46.0 60.0 38.0 40.0 45.0 55.0 -

조공극량(%)
A 34.3 40.1 32.4 36.1 33.9 39.8 -

B 39.5 44.4 35.1 39.0 35.5 41.1 -

저류량(억톤)
A 15.2 20.0 5.0 4.0 1.5 2.1 -

B 36.5 60.3 8.5 14.2 4.6 7.9 -

소  계 51.7 80.3 13.5 18.2 6.1 10.0 179.8

표 27. 전국 모암 및 조공극량을 이용한 산림의 수원함양기능

   출처 : 과학기술처(1992)

  산림의 수원함량기능에 대한 평가를 최초로 실시하였던 1992년 이후 임령 증가 

및 숲가꾸기에 따라 산림의 저류량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산지전용 및 임도개

설에 따른 저류량 감소분도 발생하였다.

  따라서 산림청의 산림입지도를 이용하여 구한 모암 분포에 따라 2014년을 기준

으로 임령증가 및 숲가꾸기에 의한 저류량 증가와 산지전용 및 임도개설에 의한 

저류량 감소를 반영한 그린벨트 지역 산림의 수원함양기능은 다음과 같다.

모암 화성암 변성암 현무암 퇴적암 소계 임령증
가효과

산지전용
등12)

계 
(천톤)

대상면적

(ha, %)

면적 55,452 23,947 - 1,993 81,392 　 　 -

비율 68.1 2.5 　 29.4 100 8.57% -0.67% 　

평균토심

(cm)

A 22 22 24 12 　 　 　 -

B 46 60 38 40 　 　 　 -

조공극량

(%)

A 34.3 40.1 32.4 36.1 　 　 　 -

B 39.5 44.4 35.1 39 　 　 　 -

저류량

(천톤)

A 41,844 21,126 　 863 　 　 　 -

B 100,756 63,795 　 3,109 　 　 　 　

소 계 (천톤) 142,600 84,921 - 3,972 231,494 19,827 -1,597 249,724

표 28. 수도권 그린벨트 산림의 수원함양기능

12) 국립산림과학원(2010)은 2008년을 기준으로 임령증가 등의 효과로 저류량이 6.5% 증가하고 산지

전용 등으로 인해 0.5%가 감소한 것으로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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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농경지의 수원함양 기능

  논은 벼 재배시 담수를 하게 되며 담수기간동안 담수된 물은 논바닥을 통하여 

물이 투수되면서 지하수를 보충하고, 일부는 증발되며 일부는 하천으로 배수 또

는 복류되어 하천유량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논의 지하수 함양기능

은 지하수의 수질을 개선하고, 하천의 유량을 안정시키며 지반침하 현상을 방지

하는 부가 기능을 갖게 된다.

  넓은 논에 담수되어 있는 물은 지하로 침투되기 때문에 논은 지하수 저장의 통

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빗물 혹은 관개에 의해 농경지를 통해 지하로 침

투되는 물의 양을 수자원 함양량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논의 경우에는 관개에 

의해 담수되는 물과 빗물이 지하수로 침투되는 속도에 의해 결정되며, 밭에서는 

논과 같이 담수상태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강우량이 충분하여 토양이 포화되었

을 경우에만 물이 지하로 이동되어 수자원함양에 기여하게 된다. 논의 수자원 함

유량은 다음 식으로 산출이 가능하다.

        ×  ×  

  여기서, Dw는 평균 담수깊이, Ip는 평균 투수속도로 우리나라 토양 투수속도의 

가중평균치인 7.6mm/일, 담수기간 Dc는 논에 물을 담고 있는 기간으로 113일, 

지하수유입율 rr는 43%로 기타 증발과 배수 및 하천으로 유입되는 유출비율은 

57%를 적용하였다. 이러한 수치들은 강우조건, 기후조건, 토양 및 지질조건, 물

관리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연구는 농업과학기술원의 농업의 다원

적 기능 평가(2008)에 적용한 수치들을 적용하였다. 일본의 Takashi(2000)는 에

이메현 도센평야의 유량관측 물수지 분석결과 관개기 유입량과 농업용수량 합계 

20.04mm/일에 대해 유출량(배수로+하천유출과 증발산량) 13.46mm/일과 함양량 

6.58mm/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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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곡간지 구릉지 평탄지
하성

평탄지
해상

평탄지
간척지

담수깊이(mm) 45 41 48 44 25 69

조사지점수 142 25 99 92 6 6

표 29. 지형에 따른 논의 평균 담수깊이

   출처 : 농업과학기술원(2008)

  담수깊이는 지형별 논의 평균 담수깊이(표 29) 중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에 해

당하는 구릉지, 평탄지 및 하성평탄지의 담수깊이를 가중평균한  45.5mm를 적용

하였다.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의 논의 수자원 함양량은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45.5mm+[7.6mm/일×113일×(1-0.57)] = 414.78mm/년 = 4,147.8톤/ha/년

  Wt = 4,147.8톤/ha × 12,982ha = 53,847천톤

  밭과 초지는 강우량이 충분하여 토양이 포화되었을 경우에만 물이 지하로 이동

되어 수원 함양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을 고려하여 강수량이 80mm 이상인 날을 

기준으로 수원 함유량 산정하였다. 밭의 수자원 함유량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  ×   

        = 9.9mm × 4.4일/년 × (1-0.57) = 18.73mm/년 = 187.3톤/ha/년

  여기서 Ks는 포화수리전도도(hydraulic conductivity)로 흙의 투수성을 나타내

는 계수로서 우리나라 토성별 평균치와 분포면적에 따른 가중 평균치 9.9mm 적

용하고, Dp는 투수기간으로 강수량이 80mm 이상인 날을 기준으로 비가 지속된 

기간을 말하며 30년간 기상자료를 분석하여 산출한 연중평균 홍수기간 4.4일/년

을 적용하였다(농업과학기술원, 2008). rr은 하천유입률로 57%를 적용하였다.

  하우스 재배지를 제외한 밭 11,797ha의 수원함양 가능량은 2,210천톤/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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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물 공급 서비스의 가치평가

  산림의 수원함양기능에 대한 가치평가는 동일한 양의 수자원을 확보하여 이용

하기 위해서는 다목적댐 건설이 필요하므로 다목적댐을 건설하는 비용으로 평가

하였다. 또한 다목적댐을 건설하면 토지가 수몰되고 이로 인한 생산성 감소가 발

생함에 따라 수몰지역에 대한 영향을 비용 산정에 고려하였다. 

구 분 산 출 기 준 금 액

다목적댐 

건설비

- 감가상각비: 12,968원×0.0439×(1+0.0439)50/((1+0.0439)50-1)  

  다목적댐 건설비: 12,968원/톤(대곡, 평림, 감포: ’99～’08년완공)

  내구연한 50년, 이자율 4.39%(2014년 예금은행 평균 대출금리)

- 댐 유지관리비: 7.89원/톤 (감가상각비의 1%)

644.51원/톤

6.44원/톤

계 650.95원/톤

수몰지역 

생산성 

감소방지

- 수몰면적은 소양감댐 수몰면적으로 환산. 총저수량 2,900백만톤

- 소양강댐 건설로 인한 수몰면적: 농경지 2,590ha, 산림 2,090ha

- 농경지는 2014년도 논벼의 토지용역비 적용

- 임야는 대곡, 평림, 감포댐 주변 임야 평균공사지가의 5% 적용

2,518천원/ha

844천원/ha

표 30. 물 공급 서비스 가치평가 산출기준

  위 산출기준에 따라 산정한 그린벨트 지역의 수원함양 효과에 따른 경제적 가

치는 다음과 같이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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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산 출 기 준 금 액

산림

지역

다목적댐 

건설비
- 249,724천톤/년 × 650.95원/톤 162,558백만원

수몰지역 

생산성 

감소방지

- 다목적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

  = 248.9백만톤/ 2,900백만톤 = 0.0858배 수몰

- 농경지 = 2,590ha×0.0858×2,518천원= 560백만

원

- 산림 = 2,090ha×0.0858×844천원 = 151백만원

- 수몰지역 효과 =  560백만원 + 151백만원

711백만원

합계 163,269백만원

ha당 가치 - 163,269백만원/ 81,392ha 2,006천원/ha

논

다목적댐 

건설비
- 53,847천톤/년 × 650.95원/톤 35,052백만원

수몰지역 

생산성 

감소방지

- 수몰지역 = 54백만톤/2,900백만톤 = 0.019배

- 농경지= 2,590ha×0.019×2,518천원= 124백만원

- 산림 = 2,090ha×0.019×844천원 = 34백만원

- 수몰지역 효과 = 124백만원 + 34백만원

158백만원

합계 35,210백만원

ha당 가치 - 35,210백만원/ 12,982ha 2,712천원/ha

밭

다목적댐 

건설비
- 2,210천톤/년 × 650.95원/톤 1,439백만원

수몰지역 

생산성 

감소방지

- 수몰지역 = 2.2백만톤/2,900백만톤 = 0.001배

- 농경지= 2,590ha×0.001×2,518천원= 7백만원

- 산림 = 2,090ha×0.001×844천원 = 2백만원

9백만원

합계 1,448백만원

ha당 가치 - 1,448백만원 / 11,797ha 123천원/ha

표 31. 그린벨트 지역의 물 공급 서비스 가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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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임산물 공급 서비스

  산림의 임산물 공급 서비스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의 통계연보 자료를 이

용하여 산출한 임산물 생산량을 적용하였다. 임산물 생산량의 경우도 연간 생산

량의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3년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경기도 지역의 ha당 임

산물 생산량을 구해 그린벨트의 산림면적에 적용하였다. 임산물의 생산 단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5년 발표한 전국 임산물 생산액을 생산량으로 나누어 ha

당 생산단가를 산출하여 적용하였다.

  경기도 지역의 주요 임산물은 용재, 연료, 퇴비사료, 과일, 버섯, 약용재료, 산

나물 등이었다. 경기도의 산림을 전국과 비교하면 용재, 연료와 버섯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전국보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적어 경기도의 산림이 전국 산림

에 비교하여 임산물 공급기능의 가치가 작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구  분 단위
전국생산량

(2014)

경기도 생산량(M/T) ha당
생산량2012 2013 2014 평균

산림면적 ha 6,342,194 526,985 526,985 526,985 526,985

용재
Timber

㎥ 5,178,528 525,750 502,924 494,575 507,750 0.9635

연료
Fuel

M/T 12,903 3,167 150 1,090 1,469 0.0028

농용자재(퇴비,사료)
Agricultural material

t 1,439,101 20,120 221 57 6,799 0.0129

수실
Wild fruit and nuts

kg 300,492,936 3,090,637 4,337,029 3,900,013 3,775,893 7.1651

버섯
Mushroom

kg 19,986,649 3,946,606 2,534,844 2,751,055 3,077,502 5.8398

약용
Medical use

kg 28,503,267 259,042 300,751 629,054 396,282 0.7520

산나물
Wild vegetable

kg 40,338,052 1,361,191 4,063,809 2,504,923 2,643,308 5.0159

표 32. 전국 및 경기도 임산물 생산량

출처 : 농림축산식품통계연보(2015), 경기도 통계연보(2015)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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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단위 전국생산량 생산액(천원)
생산단가  
(원/단위)

합 계 6,342,194 ha 2,328,421,362 　

용재 ㎥ 5,178,528 484,026,704 93,468

연료 t 12,903 6,605,860 511,963

농용자재 t 1,439,101 131,831,501 91,607

수실 kg 300,492,936 627,182,061 2,087

버섯 kg 19,986,649 199,801,009 9,997

약용 kg 28,503,267 510,447,908 17,908

산나물 kg 40,338,052 368,526,319 9,136

표 33. 2014년 전국 임산물 생산액 생산단가

  출처 : 농림축산식품통계연보(2015) 

구  분 단위
ha당

생산량
그린벨트
생산량

생산단가  
(원/단위)

임산물생산액
(백만원)

계/(산림면적) ha 　 81,392 ha 　 18,337

용재 ㎥ 0.9635 78,421 93,468 7,330

연료 t 0.0028 228 511,963 117

농용자재 t 0.0129 1,050 91,607 96

수실 kg 7.1651 583,182 2,087 1,217

버섯 kg 5.8398 475,313 9,997 4,752

약용 kg 0.752 61,207 17,908 1,096

산나물 kg 5.0159 408,254 9,136 3,730

표 34. 수도권 그린벨트 산림의 임산물 생산량 및 생산액

  수도권 그린벨트 산림의 임산물 공급 기능의 가치는 연간 183.3억원으로 

산출되었으며, ha당 가치는 225천원/h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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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공급 서비스의 가치 산출 결과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의 공급 서비스의 가치는 5,339억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이중 산림이 2,215억원, 농경지가 3,124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농경지가 산림에 

비해 금액이 큰 것은 농경지의 농작물 산출량과 금액이 산지의 임산물 산출량과 

금액에 비해 훨씬 더 큰 것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생태계서비스 합 계 산 림
농경지 

논 밭

식량 공급 263,889 　 106,292 157,597

물 공급 199,927 163,269 35,210 1,448

임산물 공급 18,337 18,337 　 　

소계 482,153 181,606 141,502 159,045

표 35. 공급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산출 결과                      (단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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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절 서비스 가치산출  

  조절 서비스는 생태계가 공기와 흙의 질 또는 홍수 및 질병을 조절하며 조절자

의 역할로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TEEB는 대기질 조절, 기후 조절, 자연재

해 완화, 유출수 조절, 폐기물 처리, 침식 방지, 토양 형성, 식물의 수분

(pollination) 및 생물학적 조절 등을 조절 서비스로 분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조

절 서비스 중 산출 가능한 기후 조절, 대기질 조설, 침식 방지, 자연재해 완화, 

폐기물 처리 및 생물학적 조절 등 6가지 서비스를 평가하였다. 유출수 조절 서비

스는 물 공급 서비스의 수원함양 기능에 포함되며 토양형성 및 비옥토 유지 서비

스와 식물의 수분 서비스는 관련 자료 부족 등으로 제외하였다. 

  평가방법은 산림과 농업의 공익기능평가에서 주로 사용되는 대체비용법

(replacement cost method)을 적용하였다. 대체비용법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대

체 가능한 재화나 용역의 가격을 이용하여 비시장재화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다. 예를 들어 논의 홍수 저류 효과는 비슷한 기능의 저류지 건설비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비교적 단순하고 적용이 용이한 방법이지만 적절한 대체재 존재 여부

와 대체재 선택의 타당성 문제가 있으며, 쾌적한 환경제공 등 시장가치화 할 수 

없는 기능에 대한 가치평가는 어렵고 기회비용의 개념이 감안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대체재로 간주되는 것이 전국적으로 같은 효과를 갖지 않기 때문에 

대체재 선택이 객관적이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산림과 농경지는 광합성을 통하여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여 온

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 이러한 기후 조절 서비스는 산림의 임목축적량과 농지

의 바이오매스량으로 산출하였다. 산림의 임목축적량은 산림청 산림통계자료를 이

용하여 그린벨트가 위치한 지자체(44개 시,구) 산림의 단위면적당 입목축적을 산

출하여 적용하였다. 농경지는 농림축산식품 통계연보의 벼 정조 생산량과 농업과

학기술원(2008)의 밭 작물군별 탄소저장량을 이용하였다. 

  식물은 광합성 작용을 통해 대기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이 과정에서 다른 



- 57 -

대기오염물질도 함께 흡수하게 된다. 이러한 대기질 조절 서비스는 식물 광합성

을 통한 CO2, SO2, NO2 의 상대흡수량과 임목의 미세먼지(PM10) 흡착량으로 기

능을 평가하고 대기오염물질 단위처리비용으로 가치를 산출하였다. 

  산림은 임목으로 인해 침식이 방지되고 논은 논둑으로 인해 토사가 유실되는 

것이 방지된다. 이러한 침식방지 서비스는 산림과 농경지의 토사유출 방지기능으

로 평가하였다. 산림은 과학기술처(1992)의 모암별 입목지 토사유출량을 이용하

고, 농경지는 토양유실예측공식(USLE)을 사용한 나지와 논의 토사유출량 차이로 

평가하였다. 경제적 가치는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방댐공사비와 농경지 유

실복구비용으로 산출하였다. 

  산림의 입목은 산사태를 방지하여 토사붕괴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며 논은 논둑

의 저류효과로 홍수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 자연재해완화 서비스는 이러한 산

림의 토사붕괴 방지기능과 논의 저류효과로 인한 홍수조절기능으로 평가하였다. 

토사 붕괴 방지기능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입목지와 무입목지 산사태 발생자료를 

이용한 토사붕괴 및 토사유출량으로 평가하고 논의 홍수조절기능은 농업과학기술

원(2008)에서 조사한 논둑 평균높이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경제적 가치평가는 

산림은 산지사방복구비로 농경지는 천변저류지 공사비로 산출하였다.

  폐기물처리 서비스는 산림과 농경지의 수질정화기능으로 평가하였다. 산림의 

수질정화 기능은 효과가 우수하나 계량이 어려워 국립산림과학원의 입목지와 무

입목지의 부유물질량 실측치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농경지는 농업과학기술원의 

벼 재배시 논의 질소정화능력으로 평가하였다. 경제적 가치는 산림은 부유물질량

을 정수장에서 침전제를 이용하여 정수하는 비용으로 평가하고 논은 질소정화기

능은 폐수처리장 처리비로 평가하였다.

  생물학적 조절 서비스는 영양관계를 통해 해충개체 조절 기능을 말하며, 산림

의 야생조류에 의한 해충개체수 조절 기능으로 평가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임

상별 야생조류 분포 및 밀도 조사결과와 각 조류종별 임상에 따른 포식량으로 산

출하였으며, 경제적 가치는 국립산림과학원의 해충방제비용으로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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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서비스 구분 평가지표 가치산정

기후 조절

Climate 

regulation

산림

임목축적에 따른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산소 생산량

Oxygen production and carbon sequestration rate 

depends on growing stock

발전소에서 이산화탄소 회수 및 저장비용

물가정보의 탱크로리 액체산소 가격

Carbon collection & storage cost from 

power plant

Liquid oxygen cost of tank trunk 

according to price index
농지

작물별 바이오매스량에 따른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산소 생산량

Oxygen production and carbon sequestration rate 

depends on biomass of crop 

대기질 조절

Air quality 

regulation

산림

임상별 대기오염물질 흡수량

Absorbed amount of air pollutants for each forest 

physiognomy
대기오염물질 단위처리비용

Treatment cost of air pollutants

농지
단위면적당 대기오염물질 흡수량

Absorbed amount of air pollutants per area

침식방지

Erosion 

prevention

산림

모암별 입목지와 무입목지의 토사유출량 차이

Sediment discharge differences between 

unstocked land and forest for each parent 

materials

사방댐공사비

Construction cost of debris barrier

농지

논의 나지와 비교한 토사유출량 차이

Sediment discharge differences compared to 

barren land of paddy field

사방댐공사비+복구비

Construction cost of debris barrier + 

restoration cost

자연재해완화

Moderation of 

extreme 

events

산림

무입목지시 산사태 발생량과 토사붕괴 및 토사유출 

방지량

Amount of run-off control, wash out and landslide 

for unstocked land

붕괴면적의 산지사방복구비

Cost of forest land erosion control works 

for collapsed area

농지

논의 논둑에 의한 저류지 효과

Effects of detention because of a ridge between 

rice fields

천변저류지 공사비

Washland construction cost

폐기물처리

Waste 

treatment

산림

무입목지시 부유물질 유출량

Discharged amount of suspended solid for 

unstocked land

정수장의 부유물질 정수비용

Removal costs of suspended solids in 

water treatment plant

농지

논의 벼 재배시 질소 정화능

Nitrogen removal function of production in rice 

paddy field

폐수처리장 질소처리비

Nitrogen removal cost in waste water 

treatment  facilities

생물학적 조절

Biological 

control

산림
야생조류의 해충포식량

Pest predation of wild birds

해충방제비용

Pest control cost

표 36. 조절 서비스 평가지표 및 가치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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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기후 조절 서비스

   3.1.1 산림의 기후 조절 기능

  산림은 광합성을 통하여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여 온실가스 감

축에 기여한다. IPCC에서는 신규조림・재조림 및 산림경영을 이산화탄소 흡수원

으로 CDM 사업의 하나로 인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산림에서 이산화탄소 저장량과 흡수량은 임목축적량으로부터 산정할 수 

있다. 임목축척량은 산림청 산림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하고 이를 통하여 바이

오매스량을 산정하였다. 그리고 바이오매스량을 이용하여 탄소저장량과 이산화탄

소 저장량을 계산하고, 전년도와 비교하여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산정하였다.

  입목축척 산출을 위한 통계자료는 산림청의 2015년과 2010년 산림기본통계 임

상별・영급별 산림면적 및 임목축적 자료를 적용하였다. IPCC는 가이드라인에서 

3년치 자료의 평균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매년 

발표하던 입목축적 통계자료를 5년 주기로 수행되는 국가산림자원조사 주기에 따

라 5년 단위 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년도 구  분 합 계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

2015

산림면적(ha) 540,190 147,600 252,547 140,043

입목축적(㎥) 80,685,745 22,695,849 36,417,020 21,572,876

ha당(㎥/ha) 149.37 153.77 144.20 154.04

2010

산림면적(ha) 557,551 186,509 218,128 152,914

입목축적(㎥) 71,844,500 24,648,941 27,581,820 19,613,739

ha당(㎥/ha) 128.86 132.16 126.45 128.27

표 37. 수도권 지역의 단위면적당 입목축적

  출처 : 산림통계(2016, 2015)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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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벨트 지역 산림의 기후 조절 기능 평가를 위해서 2010년 통계자료와 제6

차 국가산림자원조사가 완료된 2015년 산림기본통계를 사용하여 탄소저장량과 이

산화탄소 흡수량의 5년간 증가분을 구하고, 이를 다시 1년 단위 증가분으로 산출

하여 기후 조절 기능 평가에 적용하였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0년과 비교하여 수도권 지역에서 전체 산림면적은 

96.9%로 감소하였다. 특히 침엽수림은 79.1%로 감소하였지만 활엽수림의 면적이 

115.8%로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임령증가에 따라 면적감소에도 불구하고 

ha당 입목축적량 증가로 인하여 전체 입목축적량은 증가하였다.

  위에서 산정한 임목축적에 대하여 산림 바이오매스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산림의 바이오매스량 = 임목축적량 × D × BEF × (1+R)

계  수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 비 고

D
줄기밀도(목재기본밀도): 줄기의 

부피에 대한 건중량 (톤/㎥)
0.48 0.65 0.56

혼효림은 

평균값 

적용

BEF
바이오매스 확장계수: 가지와 잎

을 포함한 지상부 전체로 확장하

기 위한 계수

1.29 1.22 1.25

R
지상부에 대한 지하부 비율: 뿌

리 바이오매스를 포함하기 위한 

계수

0.28 0.41 0.34

CF
탄소전환계수: 바이오매스 건중

량 중 탄소의 함량
0.5 0.5 0.5

표 38. 국내 산림 바이오매스 산정을 위한 계수 및 적용치 

  출처 : 손영모 등(2008)

  위에서 구한 수도권 지역의 단위면적당 입목축적량을 이용하여 그린벨트 지역

의 임목축적량을 구하고 위 식에 대입하여 바이오매스량을 산출하였다. 바이오매

스량에 탄소전환계수13)를 곱하여 탄소 저장량을 산출하고 이산화탄소 전환인자를 

13) 이산화탄소 전환인자 = 탄소 × 44/12, 산소전환인자 = 탄소 × 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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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2015년과 2010년 그린벨트 지역 산림의 이산화탄소 저장

량을 산출하였다.

구  분 단위 합 계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

산림면적 ha 81,391.77 11,051.65 43,859.13 26,480.99

2015

ha당 ㎥/ha 149.37 153.77 144.20 154.04

입목축적 ㎥ 12,157,489 1,699,412 6,324,487 4,079,132 

Biomass ton 12,244,737 1,346,913 7,071,598 3,826,226 

탄소저장량 Cton 6,122,369  673,457 3,535,799 1,913,113 

이산화탄소 
저장량 CO2ton 22,448,685 2,469,341  12,964,597  7,014,747  

2010

ha당 ㎥/ha 128.86 132.16 126.45 128.27

입목축적 ㎥ 10,488,143 1,460,586 5,545,987 3,396,717 

Biomass ton 10,544,880 1,157,625 6,201,134 3,186,120 

탄소저장량 Cton 5,272,440  578,813 3,100,567 1,593,060 

이산화탄소 
저장량 CO2ton 19,332,280 2,122,313  11,368,746  5,841,220  

표 39. 수도권 그린벨트 산림의 탄소저장량 및 이산화탄소 흡수량

  그린벨트 지역 산림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2010년 19,332,280 CO2톤, 2015

년 22,448,685 CO2톤으로 5년간 3,116,404 CO2톤이 증가하였다. 입목이 벌채되

더라도 목질부에 탄소를 저장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산화탄소 총흡수량 산정시 

벌채량을 계산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린벨트에서는 상업적 벌채가 금지되

어 있음에 따라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린벨트 지역 산림의 1년간 증

가된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산소 생산량은 다음과 같다.

  이산화탄소 연간 총흡수량 = 3,116,404 CO2톤 ÷ 5 = 623,281 CO2톤

  산소 연간 순생산량 = 이산화탄소 흡수량 × (O2/CO2)

                    = 623,281 CO2톤 × 32/44 = 453,295 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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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농경지의 기후 조절 기능

  농경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동안 식물은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생

장에 필요한 탄수화물을 만들며 부산물로서 산소를 대기 중에 방출한다. 

  농경지에서 이산화탄소 저장량과 흡수량은 산림에서와 같이 논과 밭의 작물 바

이오매스 량으로부터 산정하였다. 여기서 작물에 의한 대기정화 기능은 뿌리를 

이용하는 식물체를 제외하고는 지상부의 바이오매스만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논의 이산화탄소 저장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작물현황을 파악하여야 하

는데  농림축산식품 통계연보(2015)를 이용하여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산정하였다.

구분 년도 재배면적(ha) 생산량(t) 단위생산량(톤/ha)

전국

2012 849,172 5,405,155 6.365  

2013 832,625 5,631,689 6.764 

2014 815,506 5,637,682 6.913 

계/평균 832,434  5,558,175  6.677 

경기도

2012 90,824 551,399 6.071 

2013 88,949 532,511 5.987 

2014 86,472 560,916 6.487 

계/평균 88,748  548,275  6.178 

표 40. 최근 3년간 논의 벼 정조 생산량

   출처 : 농림축산식품 통계연보(2015) 재구성

  경기지역의 논은 농림축산식품 통계연보(3년평균)를 이용하여 산출한 ha당 벼 

정조 생산량이 평균 6.178톤/ha로 조사되었다. 여기에 농업과학기술원(2008)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조량에 따른 건조볏짚 환산계수 1.158을 적용하면 단위면적당 

바이오매스 생산량은 7.154톤/ha이 산출되었다.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의 논 바이

오매스량은 경기도 지역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연간 논의 바이오매스 생산량 = 벼정조생산량 × 볏짚환산계수 × 논면적

                           = 6.178톤/ha × 1.158 × 12,982ha= 92,875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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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 이산화탄소 흡수량,     ×  ×  × 

      = 6.178톤/ha × 1.158 × 42% × 44/12 × 12,982ha = 143,027CO2톤/년

    여기서 Pp는 연간 바이오매스 생산량(kg/ha)

     Ct는 벼 식물체의 총 탄소 함량(42%)

     Cfl는 탄소를 이산화탄소로 전환하는 환산계수(CO2/C)

     La는 벼 재배면적(ha)

   논의 산소 순생산량 = 이산화탄소 총흡수량 (CO2톤) × (O2/CO2)

                  = 143,027CO2톤/년 × 32/44 = 104,019톤/년

작물군 작물
바이오매스(톤/ha) 탄소

함량
(%)(B)

재배면적(ha) 작물군별  
탄소량(톤/ha) 1ha당 탄소저장량

가식
부위

수확
지수

총량
(A)

재배
면적

면적
비율(C)

탄소량
(ABC) 소계 작물군

면적
면적
비율

탄소
저장량

벼 밭벼 4.14 0.5 8.28 40.2 17,329 1.000 3.33 3.33 17,329 0.026 0.086

두류
콩 1.31 0.5 2.62 43.9 86,176 0.976 1.12 

1.14 107,150 0.159 0.182 
녹두 0.99 0.5 1.98 43.9 2,103 0.024 0.02 

서류 고구마 23.16 0.5 6.02 42.8 16,149 1.000 2.58 2.58 45,564 0.068 0.174 

잡곡류

수수 1.46 0.5 2.92 41.4 2,323 0.110 0.13 

2.80 24,680 0.037 0.103 옥수수 4.06 0.5 8.12 41.9 15,808 0.749 2.55 

기장 0.98 0.5 1.96 43.2 2,969 0.141 0.12 

특용
작물

참깨 0.72 0.5 1.44 40.4 44,391 0.590 0.34 

0.69 92,127 0.137 0.095 땅콩 1.91 0.5 3.82 44.2 4,662 0.062 0.10 

들깨 0.78 0.5 1.56 45.1 26,143 0.348 0.24 

채소류

고추 2.60 0.5 5.20 46.5 80,130 0.486 1.18 

4.89 386,391 0.574 2.808 

파 27.06 0.5 7.04 42.0 24,316 0.147 0.43 

무 44.94 0.5 11.68 34.2 38,095 0.231 0.92 

배추 63.01 0.5 16.38 40.3 51,801 0.314 2.07 

생강 9.89 0.5 2.57 40.0 1,656 0.010 0.01 

호박 23.62 0.5 6.14 36.3 8,434 0.051 0.11 

시금치 14.52 0.5 3.78 37.9 7,441 0.045 0.06 

당근 35.40 0.5 9.20 39.7 4,383 0.027 0.10 

합 계　 　 　 　 　 　 15.44 673,241 1.000 3.448

표 41. 단위면적당 밭 작물군별 탄소저장량

주) 고구마와 채소(고추 제외)의 경우 수분함량 87%를 적용.

출처 : 농업과학기술원(2008)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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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의 경우는 가장 일반적인 밭작물 18가지에 대해 농업과학기술원(2008)의 단위

면적당 작물별 탄소함량으로 구한 ha당 탄소저장량을 이용하였다.

  위 표에서 작물별 단위면적당 수량은 농림통계연보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정

확한 건조중량을 얻기 어려움에 따라 가식부와 비가식부의 비율을 1:1로 하여 수

확지수 0.5를 적용하였다. 작물별 탄소함량은 원소분석기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

과를 사용하였다(농업과학기술원, 2008). 따라서 이산화탄소흡수량과 산소생산량

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밭의 탄소 저장량(하우스 재배지 포함) 

             = 16,016ha × 3.448톤/ha = 55,223톤C/년

   이산화탄소 흡수량 = 55,223톤C/년 × 44/12 = 202,484CO2톤/년

   산소 순생산량 = 이산화탄소 총흡수량 (CO2톤) × (O2/CO2)

                  = 202,484CO2톤/년 × 32/44 = 147,261톤/년

   3.1.3 기후 조절 기능의 가치평가

  기후 조절 기능의 가치평가는 이산화탄소는 회수․저장 처리비용으로 산정하고 

산소는 공업용 액체산소 가격으로 평가하였다.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연구기관인 IEA Greenhouse Gas 

R&D Program14)은 발전소에서 이산화탄소 회수 및 저장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

로 40~60달러/CO2톤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산화탄소 흡수효과를 산정하는데 평균

값인 50달러/CO2톤을 적용하였다.

  산소생산 효과를 산출하기 위한 액체산소 가격은 물가정보의 탱크로리 액체산

소 가격15)을 적용하였다.

14) http://www.ieaghg.org

15) 물가정보, 2014년 12월 기준 탱크로리 액체산소 가격은 ℓ당 450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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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원/l × 0.877l/kg × 1000kg/톤 = 394,650원/톤

  위의 금액으로 산출한 산림과 농경지의 기후 조절 기능의 가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산 출 기 준 금액(백만원)

산림

지역

이산화탄

소 흡수
623,281CO2톤 × 50달러/CO2톤 × 1,104원/달러16) 34,405

산소생산 453,295톤(산소생산량) × 394,650원/톤 178,893

합계 213,298

ha당 가치 213,298백만원 / 81,392ha 2,621천원/ha

논

이산화탄

소 흡수
143,027CO2톤 × 50달러/CO2톤 × 1,104원/달러 7,895

산소생산 104,019톤 × 394,650원/톤 41,051

합계 48,946

ha당 가치 51,078백만원 / 12,982ha 3,770천원/ha

밭

이산화탄

소 흡수
202,484CO2톤 × 50달러/CO2톤 × 1,104원/달러 11,177

산소생산 147,261톤 × 394,650원/톤 58,117

합계 69,294

ha당 가치 69,456백만원 / 16,016ha 4,327천원/ha

합  계 (그린벨트 지역의 연간 기후 조절 서비스 가치) 331,538

표 42. 그린벨트 지역의 기후 조절 서비스 가치 산출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의 기후 조절 서비스의 가치는 전체 3,315억원으로 산림이 

2,133억원, 논 489억원, 밭 693억원으로 산출되었다.

16) 기준환율 : 2014년 12월 평균 대미 달러환율 1달러당 1,104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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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대기질 조절 서비스

   3.2.1 산림의 대기정화 기능

  산림의 임목은 광합성 작용을 통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다른 대기오염물질도 함께 흡수하게 된다. 따라서 산림의 대기

오염물질 흡수량은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대기오염물질별 상대흡수 속도를 추정하

여 산정하였다. 주요 대기오염물질로 분류되는 이산화황과 이산화질소는 임목에 

의한 이산화탄소 흡수량의 최종 산물인 임목의 연간 바이오매스 생산량에 근거하

여 산림 단위면적당 흡수량으로 산정하였다. 

  미세먼지(PM10)는 임목의 분진 흡착량을 추정하여 산출하였으며 흡착량 추정은 

기존 국내 소나무 분진 흡착량 연구결과(국립환경연구원, 1988)와 수종별  PDRC 

(potential dust-retaining capacity) 측정결과(Kretinin and Selyanina, 2003)

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대기오염물질의 흡수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국립산림과학원(2010)은 Hill(1971)

의 추정식17)을 이용하여 2008년 우리나라 대기 중 연평균 이산화탄소 농도인 

391.4ppm(지구대기감시보고서, 2008), 평균풍속 1.8m/s인 조건하에서의 CO2 흡

수속도를 산출하고 이산화황(SO2)과 이산화질소(NO2)의 대기중 농도가 각각 

5.9ppb, 22.5ppb일 때의 흡수속도를 산정하였다(표 43). 

구 분 임목의 대기오염물질 흡수속도

CO2 0.33×10-2cm/s×1.8m/s×391.4ppm×3600s = 83.7 mgCO2d/m2/hr

SO2 2.8×10-2cm/s×5.9×1.31×10-3×10-2×3600s = 779.1×10-5 mgSd/m2/hr

NO2 1.9×10-2cm/s×22.5×0.57×10-3×10-2×3600s = 877.2×10-5 mgNd/m2/hr

표 43. 대기오염물질별 임목의 흡수속도

   출처 : 국립산림과학원(2010)

17) Hill(1971)은 초종인 알파파(Alfafa) 군락을 대상으로 CO2 침착속도가 0.33cm/s일 때의 대기오염

물질별 흡수속도를 산정하였는데 SO2는 2.8cm/s, NO2 1.9cm/s 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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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CO2 흡수속도에 대한 SO2과 NO2의 상대흡수속도의 비를 의미하는 대기

오염물질별 상대 흡수계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상대 흡수계수

R[SO2/CO2]
(779.1×10-5mgS)/(83.7×10-3gCO2) = 9.31×10-2mgS/gCO2

                               = 18.60×10-2mgSO2/gCO2

R[NO2/CO2]
(857.7×10-5mgN)/(83.7×10-3gCO2) = 10.48×10-2mgN/gCO2

                               = 34.42×10-2 mgNO2/gCO2

표 44. CO2 대비 대기오염물질별 상대 흡수계수

출처 : 국립산림과학원(2010)

  그린벨트 산림의 단위면적당 대기오염물질의 잠재 흡수량을 추정하기 위한 임

상별 연간 바이오매스 생산량은 표 39에서 2015년과 2010년의 바이오매스량 차

이를 년 단위로 구해 적용하였다. 대기오염물질의 흡수량은 바이오매스 생산량에 

상대흡수계수를 곱하여 구할 수 있다. 수도권 지역 그린벨트 산림의 오염물질 흡

수량은 다음과 같다.

구분 면적(ha) 

바이오매

스생장량

(톤/년)

환산

계수

ha당바이오

매스생산량

(tCO2/ha)

SO2 연간흡수량 NO2 연간흡수량

ha당

(kg/ha)

총흡수량

(t/yr)

ha당

(kg/ha)

총흡수량

(t/yr)

침엽수림 11,052 37,858 1.63 5.58 10.385 114.78 19.218 212.40 

활엽수림 43,859 174,093 1.63  6.47 12.034 527.81 22.270 976.74 

혼효림 26,481 128,021 1.63  7.88 14.657 388.13 27.123 718.26 

계 81,392 339,971 - - - 1,030.73 - 1,907.40 

표 45. 산림의 임상별 오염물질 연간 흡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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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PM10)의 제거능력은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 소나무와 측백나무와 

같은 엽면적이 큰 침엽수가 활엽수보다 더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소나무 한 

그루가 흡착할 수 있는 총 분진량은 국립환경연구원(1988)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19.22g/본으로 전국 소나무림의 ha당 평균 본수 1,355본/ha(박인협과 이석면, 

1990)를 적용하면 소나무에 의한 연간 ha당 총 분진 흡수량은 0.026ton/ha로 

산출된다. 이를 수도권 지역의 침엽수에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연간 미세먼지 흡

착량을 산출하였다.

  수도권지역의 연간 총 미세먼지(PM10) 흡착량 

    = 분진흡수량 × 총분진량대비 미세먼지 상대비율 × 연간무강수율

    = 0.026ton/ha/yr × 92.9% × 63.3% = 0.0153ton/ha/년

  여기서 총부유분진량18) 대비 미세먼지(PM10) 배출량의 상대비율은 환경통계포털

(2016)의 2013년도 수도권 자료로 구한 10,205,628/10,981,979 = 92.9%와 기상

청의 연간 무강수율 63.3%(2014년 서울지역 강우, 강설일 134일)를 적용하였다.

  Kretinin과 Selyanina(2003)는 침엽수(소나무류, 낙엽송, 전나무 등)와 활엽수

(참나무류, 아까시나무, 단풍나무류 등)의 분진흡착잠재능력(PDRC) 상대비율로 0.44

를 산출하였으며 이를 적용하면 활엽수의 흡착량은 0.0067ton/ha/yr이고 혼효림

은 중간값 0.0110을 적용하였다. 연간 미세먼지(PM10) 흡착량은 다음과 같다.

구분 면적(ha) ha당 흡착량(t/ha/yr) 년간흡착량(t/yr)

침엽수림 11,051.65 0.0153 169.09

활엽수림 43,859.13 0.0067 293.86

혼효림 26,480.99 0.0110 291.29

계 81,392 - 754.24

표 46. 그린벨트 지역 산림의 미세먼지(PM10) 흡착량

18) 총부유분진(TSP, Total Suspended Particles)은 총부유입자상 물질 또는 총입자상 물질이라고 하며 

통상적으로 50㎛ 이하의 모든 부유 먼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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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 농경지의 대기정화 기능

  농경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동안 식물은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게 되

는데 산림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과정에서 다른 대기오염물질도 함께 흡수된

다. 농경지의 대기정화 기능의 평가는 작물의 기공을 통한 가스의 흡수와 방출을 

직접 측정하거나 모형을 이용하여 잠재능력을 평가하는 방법과 작물의 건물량과 

그 건물량에 존재하는 탄소의 함량을 분석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작물의 대기오염물질의 흡수량은 작물의 CO2 흡수속도와 대기오염물질의 흡수

속도를 산정하고 CO2 흡수속도에 대한 SO2과 NO2 등 대기오염물질의 상대흡수

속도 비인 대기오염물질별 상대 흡수계수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각 대기오염물질의 흡수량은 바이오매스 생산량에 상대흡수계수를 곱하여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농경지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국내의 조사 자료가 없어 본 연구

에서는 국내와 농경지 작물 재배 환경이 비슷한 일본의 연구결과를 이용하였다.

  논은 작물 건중량의 탄소함량을 이용한 三宅 博(1990)의 추정모형으로 벼의 오

염가스 흡수능을 평가한 논의 단위면적당 대기오염물질 흡수량 SO2 13.6kg/ha와 

NO2 15.3kg/ha를 적용하고, 밭은 농업종합연구소(1998)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밭의 대기오염물질 흡수량 SO2 10.80kg/ha와 NO2 15.16kg/ha를 적용하였다. 

산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 면적(ha) 

SO2 NO2

ha당 
흡착량 년간 흡착량 ha당 흡착량 년간 흡착량

논 12,982 13.6kg/ha 176.56t/yr 15.3kg/ha 198.62t/yr

밭 16,015 10.80kg/ha 172.96t/yr 15.16kg/ha 242.79t/yr

계 28,997 349.52t/yr 441.41t/yr

표 47. 농경지의 오염물질 연간 흡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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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 대기정화 기능의 가치평가

  대기정화 기능의 가치평가는 기존 자료를 기준으로 톤당 대기오염물질 처리비

용을 산정하여 적용하였다. 강상인과 김재준(2003)은 산업별 대기오염물질 처리비

용을 분석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단위처리비용으로 SOX 0.891백만원/톤, NOX

10.50백만원/톤, TSP(Total Suspended Particulate) 1.639백만원/톤을 산출하

였다.19) 위 비용에 2003년부터 2014년까지 물가상승률 131.13%를 반영하여 톤당

처리단가를 재산정하고 그린벨트 산림과 농경지가 연간 정화할 수 있는 대기오염

물질의 흡수량에 대한 비용으로 산정하여 대기정화 기능의 가치를 산출하였다.

오염원
처리단가
(천원/톤)

산림지역
농경지

논 밭

흡수량
(톤)

평가액
(백만원)

흡수량
(톤)

평가액
(백만원)

흡수량
(톤)

평가액
(백만원)

SO2 1,168 1,073.73 1,254 176.56 206 172.96 202 

NO2 13,769 1,907.40 26,263 198.62 2,735 242.79 3,343 

미세먼지 2,149 754.24 1,621 - - - -

합계 29,138 　 2,941 　 3,545

ha당 가치 358천원 　 227천원 　 221천원 

표 48.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의 대기정화 기능 가치 산출

  수도권 그린벨트의 대기정화 기능 가치는 산림 291억원, 농경지 65억원으로 총 

356억원으로 산출되었다. 수도권 그린벨트 산림과 농경지에서 흡수하는 오염물질

은 2013년 수도권 전체 지역 배출량(환경통계, 2016)과 비교하여 이산화황 3.6%, 

이산화질소 0.8%, 미세먼지 7.4%를 각각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9).

19) 처리비용 산정기준은 SO2와 NO2의 경우 처리를 위한 배연탈황설비와 배연탈질설비를 설치할 때

의 운영비용으로 추정하고 TSP는 연간처리량 10톤을 기준으로 분진 1kg당 여과집진기, 전기집진

기, 세정집진기의 자본비용과 운영비용 합계의 평균값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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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원 산림지역
농경지 그린벨트

합계

수도권 배출량 대비

논 밭 총배출량 처리비율

SO2 1,030.73 176.56 172.96 1,380.3 37,943 3.6%

NO2 1,907.40 198.62 242.79 2,348.8 283,911 0.8%

미세먼지 754.24 - - 754.2 10,205 7.4%

표 49. 수도권 지역 배출량과 그린벨트의 오염물질 처리량 비교    (단위: 톤)

  3.3. 침식방지 서비스

   3.3.1 산림의 토사유출 방지 기능

  산림은 임목으로 인해 침식이 방지되고 토사유출이 저감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

다. 이러한 토사유출 방지기능은 입목지와 무입목지의 차이로 평가할 수 있다. 

  과학기술처(1992)는 입목지의 토사유출량 산정을 위해 농지개량조합의 전국 저

수지 조사자료중 107개를 선정하여 연비퇴사량20)을 분석하고, 산림영향비율21)과, 

토양포착율22)을 적용하여 각 모암별로 입목지의 토사유출량을 산정하였다. 또한 

무입목지에서의 토사유출량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토양유실 예

측공식(USLE; Universal Soil Loss Equation)중 식생관리인자(C), 토양관리인자

(P)가 없을 때 를 고려한 잠재토양유실량(Ap; Potential soil loss) 공식을 이용하

여 추정하였다(표 50).

20) 저수지 연비퇴사량(年比堆砂量)은 저수지내에 년간 단위면적당 퇴사되는 토사량으로 저수지내 용

적비 변화를 이용하여 이를 집수면적과 경과년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21) 산림 영향비율은 집수유역에서 흘러나온 토사량중 농지를 제외한 산림지에 의해 유발되는 토사량

의 비율을 말한다. 

22) 토양 포착률(捕捉率)은 총 토사유출량중 저수지에 퇴사되는 비율이며 토양포착률을 고려하면 부유

토사도 포함된 토사유출량이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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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암군 개소수 입목지(A)
(㎥/ha)

무입목지(B)
(㎥/ha)

차이(B/A)

화강암 39 0.93 356.94 384

기타화성암 9 2.45 346.20 141

편마암 28 1.47 263.86 179

기타변성암 6 0.94 253.90 270

퇴적암 25 1.39 232.30 167

평균 1.31 290.64

표 50. 입목지와 무입목지의 연간 토사유출량 비교

   출처 : 과학기술처(1992)

  국립산림과학원은 임령에 따른 입목지 토사유출량 보정을 위하여 107개 저수지

중 65개 저수지의 임상도를 활용하여 각 모암별 평균영급과 토사유출량간의 관계

를 회귀식으로 도출하였다.

    화성암 지역 토사유출량 = 1.4431℮-0.0233x

    변성암 지역 토사유출량 = 4.7115℮-0.0694x

    퇴성암 지역 토사유출량 = 1.2808℮-0.028x            ( x : 임령 )

  국립산림과학원은 상기식에 평균수령을 대입하여 입목지 토사유출량을 기타화

성암 2.32, 기타변성암 0.61, 퇴적암 1.27 ㎥/ha/년으로 재산정 하였다. 이 값들

을 그린벨트 산림지역에 대입하면 연간 토사유출량은 무입목지 25,740,599㎥ 입

목지 145,788㎥로 산정되어 연간 토사유출방지량은 25,594,811㎥이 산출되었다.

모암군 면적(ha)
ha당 토사유출량(㎥/ha) 그린벨트 토사유출량(㎥)

입목지(A) 무입목지(B) 입목지(A) 무입목지(B)

기타화성암 55,452 2.32 346.20 128,649 19,197,482

기타변성암 23,947 0.61 253.90 14,608 6,080,143

퇴적암 1,993 1.27 232.30 2,531 462,974

계(평균) 81,392 (1.23) (290.64) 145,788 25,740,599

표 51. 그린벨트 산림지역의 연간 토사유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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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 농경지의 토사유출 방지 기능

  농경지의 경우는 밭보다는 논의 토사유출 방지기능이 더욱 크다. 논은 논둑으

로 인해 침사지 역할을 하며 토양유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토사유출 방지기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논이 밭과 나지 상태로 변하였을 경우

와 비교하였다. 밭과 나지 상태의 토양유실량 산출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토양유실 예측공식(USLE; Universal Soil Loss Equation)을 이용하여 추

정하였으며 각 인자는 농업과학기술원(2008)이 제시한 값을 적용하였다.

   단위면적당 토양유실량(톤/ha) : A = R × K × Ls × C × P

   여기서, R : 강우강도 = 429.4 (3년간 측정한 강우강도 이용)

        K : 토양침식성인자 = 0.150

        Ls : 경사장과 경사도 = 1.72

        C : 식생피복인자 = 밭 0.30, 나지 1

        P : 토양보전인자 = 밭 0.856, 나지 1

  

  위의 토양유실 예측공식을 밭과 나지에 적용하면 단위면적당 토양 유출량은 다

음과 같다.

밭  : A = 429.4 × 0.150 × 1.72 × 0.30 × 0.856 = 28.45톤/ha

  나지 : A = 429.4 × 0.150 × 1.72 × 1 × 1 = 110.79톤/ha

  논은 토양유실량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의 논 면적 

12,982ha를 적용하면 작물 피복된 밭대비 369,338톤, 나지 밭 대비 1,438,276톤

의 토양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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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 토사유출 방지 기능의 가치평가

  토사유출 방지 기능의 가치평가는 산림의 경우는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콘크리트 사방댐 건설비와 비교하여 산출하였다. 논의 경우는 논의 토

양이 유실되었을 경우 복구하는 비용과 장기적으로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사방댐 

건설비용을 합하여 산출하였다.

  일본의 栗村(1980)는 토사유출방지기능을 평가하며 사방댐 콘크리트 용적 1㎥

당 억지토사량을 평균 40㎥로 산출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를 근거로 강원도

와 경상도에 시공된 55개 사방댐의 콘크리트 용적량과 시공비를 이용하여 토사유

출 1㎥당 방지비를 산출한 결과 2008년 기준으로 7,515원/㎥을 산출하였다. 

  토사유출 1㎥당 방지비 = 사방댐 평균건설비(222,025천원) / 개소당 평균 콘크

리트사용량(738.6㎥) / 사방댐 1㎥당 토사유출방지량(40㎥) = 7,515원/㎥

  여기에 2014년까지의 생산자물가지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정한 8,188원/㎥

을 적용하면 그린벨트 산림지역의 토사유출 방지기능 가치는 다음과 같다.

  25,594,811㎥(토사유출방지량) × 8,188원/㎥ = 209,570백만원

  ha당 가치 = 209,570백만원 / 81,392ha = 2,575천원/ha

  논의 토사유출 방지기능에 대한 가치평가는 논의 토양이 유실되었을 경우 복구

하는 비용과 장기적으로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사방댐 건설비용을 합하여 산출하

였다. 토양유실 복구단가는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국토교통부, 2016)의 농경

지 유실 복구비용 8,838원/㎥과 사방댐 건설을 통한 토사유출방지비 8,188원/㎥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논의 토사유출 방지기능의 가치는 나지와 비교하였으며 다음

과 같다.

  나지 대비: 1,438,276톤 / 1.5톤/㎥×(8,838원/㎥+8,188원/㎥) = 16,325백만원

  ha당 가치 = 16,325백만원/12,982ha = 1,296천원/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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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자연재해 완화 서비스

  3.4.1 산림의 토사붕괴 방지 기능

  산림에서 산사태로 인한 토사붕괴는 대형재해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인적 물

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산림에서 붕괴방지 기능은 매우 중요하며 평

가를 통하여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산림의 토사붕괴 방지 기능은 입목의 유무에 따른 붕괴량의 크기 차이로 구분

할 수 있으며 붕괴 방지와 붕괴지에서 토사유출을 방지하는 기능으로 나누어 평

가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경기 안성(1991년 산사태지), 연천, 포천(1996년 

산사태지) 등 363개소의 산사태 현황 조사결과인 입목지와 무입목지의 개소당 붕

괴상황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단위면적당 붕괴면적과 붕괴량을 산정하였다.

  또한 국립산림과학원은 기존 산사태 발생자료(‘76~’01)를 이용하여 임령에 따른 

붕괴면적과 붕괴량과의 관계를 조사하고 log식으로 나타내었다. 

  임령과 붕괴면적과의 관계  Y면적 = 0.0114ln(x) + 0.0147

  임령과 붕괴량과의 관계   Y붕괴량 = 114.14ln(x) + 133.19    ( x : 임령 )

  이를 바탕으로 1993년 조사된 산사태의 크기에 임령증가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

여 산출한 산사태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개소당 크기 1,000ha당 산사태 크기 
(1993년)

1,000ha당 산사태 
크기 (2008년)

면적
(㎡)

붕괴량
(㎥)

발생
개소수

면적
(ha)

붕괴량
(㎥)

면적
(ha)

붕괴량
(㎥)

무입목지(A) 733 783 225 16.439 176,175 16.493 176,175

입목지(B) 741 724 138 10.226 99,912 10.235 99,998

차이(A-B) -8 59 87 6.267 76,263 6.258 76,177

표 52. 입목지와 무입목지의 산사태 발생크기

  출처 : 국립산림과학원(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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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출결과를 기초로 산정한 그린벨트 지역 산림의 토사붕괴 

방지량과 토사유출방지량은 다음과 같다.

  토사붕괴방지량 = (무입목지와 입목지의 붕괴량 차이) × 입목지 면적

                 = 76,177㎥/1,000ha × 81,392ha = 6,200,198㎥

  붕괴지 토사유출방지량 = (입목지와 무입목지의 토사유출량 차이(표 51)) × (무

입목지와 입목지의 산사태 면적차이) × 입목지 면적

          = 289.41㎥/ha × 6.258ha/1,000ha ×  81,392ha = 147,411㎥

   3.4.2 농경지의 홍수조절 기능

  우리나라는 농경지의 약 60%가 벼를 재배하는 논으로 되어 있고 논둑은 집중

호우 시 일시적으로 물을 가두는 저류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 홍수

조절 능력은 농경지가 발달한 지역에서는 일반적인 기능으로 홍수조절능력을 대

체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저류지를 만들거나 홍수조절 목적의 댐을 건설해야 한

다. 논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비교적 넓은 지역의 홍수피해를 방지할 수 

있으며 댐 건설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피해를 고려할 때 그 영향이 매우 크다

고 할 수 있다. 논의 홍수조절 기능을 파악하기 위한 논의 홍수 조절량은 논둑에 

의해 가두어지는 물의 양과 지하로 침투되는 물의 양을 합하여 산출한다. 

  논의 물보유 가능량       ×  

  여기서  Hr는 논둑높이로 수도권지역의 평균 높이인 261.2mm, Ip는 평균 투수

속도로 우리나라 토양 투수속도의 가중평균치 7.6mm/day(농촌진흥청, 2001),   

Di는 홍수기간으로 1회강수량이 80mm 이상인 강우지속 일수 4.4일/년을 각각 

적용하였다. 따라서 위 식에 각각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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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2mm + (7.6mm/day × 4.4day/year) = 294.6mm/년

  위에서 홍수기간은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1971년부터 2000년까지 30년간 전국 

67개 지역에 대한 일 강수량 자료를 기초로 산출되었다. 그리고 논둑높이는 농업

과학기술원이 산출한 우리나라 논의 지형별 평균 논둑높이 중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에 해당하는 구릉지, 평탄지 및 하성평탄지의 담수깊이를 가중평균한  

261.2mm를 적용하였다. 

구 분 곡간지 구릉지 평탄지 하성
평탄지

해상
평탄지 간척지

담수깊이(mm) 252 198 333 201 310 408

조사지점수 142 25 99 92 6 6

표 53. 우리나라 논의 평균 논둑 높이  

   출처 : 농업과학기술원(2008)

  

  수도권 그린벨트지역 논의 홍수조절 가능량은 위에서 산출한 294.6mm/년을 

논의 면적 12,982.3ha에 적용한 38,245,856톤이다. 

  밭의 홍수조절 가능량은 다음과 같이 산출할 수 있다.

                   

  여기서 Rf는 홍수시 강우량이고 Roff는 홍수시 물유출량이다. 홍수시 강우량 산

정은 박양호 등(2001)이 제시한 223.8mm을 적용하였다. 홍수시 물유출량은

          ∙    
∙ ∙ = 151.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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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상수 a = 404.34, 상수 b = 0.417, 강우인자 R = 429.4, 토성인자 K 

= 0.325, 지형인자 Ls = 0.80, 작물인자 C = 0.275, 토양관리인자 Pw = 1.225, 

홍수기 연간 유출율 roff = 0.732를 각각 적용하여 산출하였다(농업과학기술원, 

2008). 따라서 밭의 홍수조절 가능량은 다음과 같다.

       Rw =  223.8mm - 151.2mm = 72.6mm/년

  하우스재배지를 제외한 밭 면적 11,797ha를 적용하면 밭의 홍수조절량은 

8,564,622톤/년이 산출되었다.

   3.4.3 자연재해 완화 기능의 가치평가

  자연재해 완화 기능의 가치평가는 산림의 경우는 토사붕괴 방지기능으로 붕괴

발생 면적의 산지사방 복구비를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산정된 토사량을 붕괴지 

평균토심으로 나누어 ha당 산지사방복구비를 적용하였으며, 토사붕괴방지량과 붕

괴지 토사유출방지량을 합하여 평가액을 산정하였다. 그린벨트 산림지역의 토사붕

괴 방지기능에 대한 가치평가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산지사방 공사비는 산림청

에서 고시한 2014년 산지복구비 119,403천원/ha를 적용하였다.

  토사붕괴방지량 = 6,200,198㎥＋147,411㎥ =  6,347,609㎥

  토사붕괴방지면적 = 토사붕괴방지량(㎥)/붕괴지평균토심(0.977m)/10,000㎡/ha

                   = 6,347,609㎥/0.977m/10,000㎡/ha = 649.7ha 

  산림지역 가치 = 토사붕괴방지면적(649.7ha) × ha당 산지복구비(119,403천원)

                = 77,576백만원

   ha당 가치 = 77,576백만원 / 81,392ha = 953천원/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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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경지의 자연재해 완화 기능은 홍수조절 기능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홍수조절 기능은 다목적댐을 건설하거나 천변 저류지를 건설하여 방지할 수 있

다. 따라서 농경지의 홍수조절 기능은 천변저류지의 건설비용으로 평가하였다. 천

변저류지의 건설비는 탐진강수계 유역종합치수계획 보고서(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

토관리청, 2009)의 6개 저류지의 평균값을 적용하였다. 이때 사업비는 공사비와 

보상비를 더한 값으로 보상비는 피해보상만을 해주는 경우를 적용하였다(표 54)

저류지 면적(천㎡)
저류량

(천㎥)

공사비

(백만원)

보상비(백만원) 사업비(백만원)

피해보상 부지매입 피해보상시 부지매입시

용반 1,268.7 3,594.6 5,350 1,400 14,600 6,750 19,950

부산 860.5 269.3 910 950 11,000 1,860 11,910

행원 885.8 173.1 1,020 1,860 59,800 2,880 60,820

송암 1,051.6 2,201.5 3,100 1,160 10,900 4,260 14,000

나천 655.2 3,239.4 3,060 720 7,700 3,780 10,760

석교 968.3 2,953.3 2,330 1,070 9,200 3,400 11,530

합계 5,690.1 12,431.2 15,770 7,160 113,200 22,930 128,970

표 54. 탐진강수계 천변저류지 개략 공사비

출처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2009)

  농경지의 홍수조절기능 가치평가는 피해보상시 사업비 22,930백만원을 저류량 

12,431.2천㎥으로 나누어 산정한 저류지 건설비 1,844.6원/톤에 2014년까지의 

생산자물가지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되었다.

    논평가액 : 38,245,856톤/년 × 1,844.6원/톤 × 109.18% = 77,025백만원

             ha당 가치 = 70,549백만원 / 12,982ha = 5,933원/ha

    밭평가액 : 8,564,622톤/년 × 1,844.6원/톤 × 109.18% = 17,249백만원

             ha당 가치 = 15,799백만원 / 11,797ha = 1,462천원/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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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폐기물 처리 서비스

   3.5.1 산림의 수질정화 기능

  산림의 수질정화기능은 매우 우수하여 산림을 통과한 물은 먹는 물 1급수의 기

준에 적합할 정도로 깨끗한 상태로 정수된다. 이러한 산림의 수질정화 기능은 강

수가 수목의 잎과 가지, 줄기, 그리고 토양층을 통과할 때 식물뿌리의 흡수, 점토

나 부식에 의한 양이온의 치환흡착, 화학적 불용화(不溶化) 등의 작용으로 인해 

강수에 포함된 각종 물질들의 농도가 낮아지는 기능을 말한다. 

  산림의 수질정화기능을 계량화하는 것은 실측이 가장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매

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계량이 비교적 용이한 부유물질량을 기준으로 수질정화

기능을 계량화하였다. 산림청은 부유물질 농도 실측을 위해 1996년 7월에 경기도 

양주시 회천읍 소재의 산림 수문유역 시험지에서 입목지와 무입목지의 상태를 비

교하기 위한 개벌을 실시하고 부유물질 농도를 실측하였다.

유역명
면적
(ha)

표고
(m)

경사
(도)

모암 토성
평균
토심
(㎝)

평균
수고
(m)

평균흉
고직경
(㎝)

기타

양주

1호구:

4.2 130 ~ 

210

25 ~ 

40
화강암 사토 44.4 6.0 11.0

1974년 

사방사업

시행
2호구: 

1.0

표 55. 양주 산림 수문유역 시험지의 입지환경 및 임분조건

    1호구: 정상적인 산림, 2호구: 개벌. 유역내 벌채 산물은 완전히 제거.

    출처 : 국립산림과학원(2010) 

  개벌 후 강우시 유출이 증가하는 증수부와 강우가 그친 후 유출이 감소하는 감

수부에서 유출량과 부유물질의 농도를 실측하여 추정식을 도출하고 단위 강수량

과 평균 부유물질 농도 관계식과 단위 강수량과 유출량과의 관계식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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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추정식 결정계수 비고

증수부 Y = 31.49X + 37.04 0.76 Y: 부유물질 농도(ppm)

X: 유출량(l/sec)
감수부 Y = 6.74℮0.23X 0.79

표 56. 증수부와 감수부의 유출량과 부유물질 농도 추정식

    출처 : 국립산림과학원(2010)

그림 11. 단위강수량과 부유물질 농도관계   그림 12. 단위강수량과 유출량 관계

   출처 : 국립산림과학원(2010)

  산림청 실측결과 무입목지에서의 단위면적당 연간 부유물질 유출량은 0.1511톤

/ha였다. 이를 그린벨트 산림면적 81,392ha에 적용하면 그린벨트 산림이 무입목

지일 경우의 부유물질 유출량은 12,298톤/년으로 산출되었다.

   3.5.2 농경지의 수질정화 기능

  논에 유입된 물은 벼를 재배하는 동안 수질 오염물질인 질소와 인산은 비료성

분으로 벼에 흡수되며 벼가 흡수하지 못한 비료성분 및 기타 오염물질은 토양에 

흡수되는 수질정화 효과를 가진다. 서명철 등(2005)은 논의 질소수지모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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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정화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설정된 모형의 각 성분의 값을 결정하여 질소수지 

결과를 산출하였다(그림 13). 논의 수질정화 기능은 서명철 등의 연구를 참조하여 

논의 질소 정화능력으로 평가하였다.

그림 13. 논농사의 수질정화기능 계량화를 위한 질소수지 결정(서명철등, 2005)

  유입되는 질소의 양은 관개수에서 39.92 N kg/ha, 강우에 의해서 21.30 N 

kg/ha, 유기물을 포함한 시비질소량 157.10 N kg/ha이고 유출되는 질소의 양은 

수확된 바이오매스로 103.30 N kg/ha, 지표수 유출로 5.06 N kg/ha, 침투수에 

의한 유출 14.59 N kg/ha, 증발에 의해 1.27+α N kg/ha로 제시되었다.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단위 ha당 논의 수질정화기능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논의 수질정화기능(질소정화율) = 관개수 유입량 - (지표수유출량+지하유출량) 

                             = 39.92 - ( 5.06 + 14.59 ) = 20.27 N kg/ha

  이것을 그린벨트 지역의 논 12,982ha에 적용하면 연간 263톤의 질소가 제거되

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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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3 수질정화 기능의 가치평가

  산림의 수질정화기능은 해당 면적의 산림이 무립목지일 경우 소요되는 정수비

용을 산림정수기능으로 간주하였다. 기능의 가치 평가는 개벌지에서 발생한 부유

물질량을 수도사업소 정수장에서 침전제를 사용하여 정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

로 산정하였다. 정수에 소요되는 응집제와 시설비 등을 기준으로 국립산림과학원

(2010)이 산정한 무입목지 1ha당 소요되는 부유물질의 정수비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수량(톤/년) 단가(원/톤) 금액(원/년)

슬러지 처리비 0.1511 23,985 3,626

응집제(PAC)비용 0.1116 293,000 32,708

원수비, 약품비 
제외 정수비용

966,746

합계 1,003,080

표 57. 무입목지 1ha당 연간 부유물질 정수비용

    출처 : 국립산림과학원(2010)

  입목지와 비교했을 때 무입목지 1ha당 연간 부유물질 발생량은 0.1511톤/ha으

로 그린벨트 산림이 무입목지일 경우의 부유물질 유출량은 12,298톤/년으로 산출

되었다. 이 부유물질 유출량을 처리하는 비용으로 표 57의 ha당 정수비용에 

2014년까지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산림지역 가치 = 12,298톤/년 × 1,003,080원/년  × 105.17% = 12,974백만원

     ha당 가치 = 12,974백만원 / 81,392ha = 159천원/ha

  논에서 질소정화기능의 경제적 가치는 폐수처리장의 처리비용으로 평가하였다. 

농업과학기술원(2008)은 처리용량 30,000톤의 폐수처리장을 기준으로 하수처리장 

건설비, 유지관리비와 질소처리를 위한 추가비용을 합하여 단위무게당 처리비용으

로 13,550원/N kg을 산출하였다. 이 비용에 2014년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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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논의 정수기능의 가치를 평가하였다.

   논의 정수기능 : 263,000 N kg × 13,550원/N kg × 108.95% = 3,883백만원

   논 ha당 가치 : 3,883백만원 / 12,982ha = 299천원/ha

   3.6. 생물학적 조절 서비스

    3.6.1 산림의 해충개체 조절 기능

  생물학적 조절 서비스는 영양관계를 통한 해충개체 조절 기능을 말하며 산림에

서는 해충방제 비용으로 평가하였다. 산림에 서식하는 야생조류의 연간 곤충 포

식량을 추정하고, 이중 10%가 산림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해충으로 간주하여 

극심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해충 방제 비용을 산출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2007)은 임상별 야생조류 분포 및 밀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각 조류종별 임상에 따른 포식량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조류들은 침엽수림과 혼

효림에서는 812,892마리/ha와 799,840마리/ha마리를 연간 포식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활엽수림에서는 다소 낮은 656,825마리/ha가 산출되었으며 전체 곤충

포식량의 10%가 산림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해충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이 

결과를 그린벨트 산림에 적용하면 야생조류의 해충 포식량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면적(ha) ha당 포식량 총 곤충 포식량 해충 포식량

침엽수림 43,859 812,892 35,653백만마리 3,565백만마리

활엽수림 11,052 656,825 7,259백만마리 726백만마리

혼효림 26,481 799,840 21,181백만마리 2,118백만마리

계 81,392 64,092백만마리 6,409백만마리

표 58. 수도권 그린벨트 산림의 곤충포식량 및 해충포식량    (단위: ha,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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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도 ha당 발생수

매우가벼운 피해 1천 ~ 1만마리

가벼운 피해 1만 ~ 10만마리

상당한 피해 10만 ~ 20만마리

극심한 피해 20만마리 이상

표 59. 1972년 솔나방 발생수와 피해도

    출처 ; 국립산림과학원(2007)

  해충방제가 필요한 면적을 산출하기 위해 산림에 극심한 피해를 주는 해충의 

수는 솔나방 사례를 고려하여 ha당 20만마리 이상으로 가정하였다.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 산림의 야생조류에 의한 해충포식량은 64억마리이며 

해충으로 인한 극심한 피해지역 해충수가 ha당 20만마리 이상이라고 고려하면 

방제효과 면적은 다음과 같다.

  방제효과 면적 = 야생조류 해충포식량 / 극심피해지역 해충수

                = 6,409백만마리 / 20만마리/ha = 32,045ha

  조류에 의한 방제효과면적 32,045ha에 대해 2008년도 ha당 해충방제비용 

392,906원/ha23)를 2014년까지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수도권 그린벨

트 산림의 야생조류에 의한 해충개체 조절기능의 가치는 다음과 같다.

  해충개체 조절기능 = 32,045ha × 392,906원/ha × 108.95% = 13,718백만원

         ha당 가치 =  13,718백만원 / 81,392ha = 169천원

23) 국립산림과학원은 2008년 해충방제투입비 89,276백만원을 해충방제면적 227,220ha로 나누어 ha

당 방제비 392,906원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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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서비스 합 계 산 림
농경지 

논 밭

기후 조절 331,538 213,298 48,946 69,294

대기질 조절 35,624 29,138 2,941 3,545

침식 방지 225,895 209,570 16,325 　

자연재해 완화 171,850 77,576 77,025 17,249

폐기물 처리 16,857 12,974 3,883 　

생물학적 조절 13,718 13,718 　 　

소계 795,482 556,274 149,120 90,088

표 60. 조절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산출 결과                  (단위:백만원)

  3.7. 조절 서비스의 가치 산출 결과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가 제공하는 조절 서비스의 가치는 7,955억원으로 산출

되었으며, 이 중 산림이 5,563억원, 농경지가 2,392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산출결

과를 보면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에서 산림의 조절기능이 농경지에 비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산화탄소 흡수 및 산소 생산을 통한 기후 조절 기능과 

침식방지기능 및 수질정화기능은 농경지에 비해 산림이 월등히 큰 가치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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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 및 어메니티 서비스 가치 산출  

  문화 서비스는 생태계와의 접촉으로부터 사람들이 얻는 비물질적 편익을 말하며, 

미적, 정신적, 심리적 편익을 포함한다. TEEB는 MA에서 분류한 10개의 문화 서비

스를 미적 정보, 휴양 및 관광의 기회, 문화, 예술, 디자인에 대한 영감, 영적 경험, 

인지개발을 위한 정보의 5가지 서비스로 재분류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산출이 가

능한 미적 정보 서비스와 휴양 및 관광 서비스에 대해서 평가를 하였다. 평가 방법

은 선행연구의 지불의사금액을 이용한 편익이전법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편익이전법

은 연구대상지역에 데이터가 없거나 제한적일 때 유용한 반면 원데이타의 영향을 많

이 받으며 어떤 데이터를 적용하였는가에 따라 산출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미적 정보는 경관의 미적 질을 나타내며 미적정보 서비스는 생태계의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는 기능으로 산림과 농경지의 경관가치로 평가하였다. 산림의 경관

가치는 김동현 등(2010)이 조사한 산림경관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이용하였고 농

경지는 농촌진흥청(2002)이 조사한 논농사의 경관적 기능 유지를 위한 도시민의 

가구당 지불의사액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산림의 휴양가치는 국민여행실태조사(2012) 결과를 이용하여 서울과 경기도로 

여행하는 주민들의 당일여행 비용 중 산림기여율을 추정하여 산출하였다. 농경지

의 휴양가치는 농촌진흥청(2002)의 도시민이 농촌을 방문할 때 소요되는 비용과 

방문회수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생태계서비스 구분 평가지표 가치산정

미적정보

Aesthetic 

information

산림
Forest

산림경관의 가치에 대한 임상별 지불의사금액
Willingness to pay amount on forest landscape

지불의사금액
Willingness to pay amount

농지
Cropland

농촌 경관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Willingness to pay amount on rural landscape

지불의사금액
Willingness to pay amount

휴양 및 관광

Recreation & 

tourism

산림
Forest

수도권 당일여행 총비용중 산림이 차지하는 비용
Forest travel costs during a day trip total costs in 
metropolitan area

국민여행실태조사의 당일여행 지출비
One day-trip expenditure of "Korea national 
tourism survey"

농지
Cropland

도시민의 농촌여행 비용
rural travel costs of urban residents

농촌진흥청 조사결과
survey result of Rural Develpoment 
Adminstration

표 61. 문화 서비스 평가지표 및 가치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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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미적 정보 서비스

    4.1.1 산림의 경관 가치

  미적 정보는 경관의 미적 질(예를 들어 구조적 다양성, 푸르름, 평온 등에 기초

한)을 나타낸다. 생태계의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는 기능 역시 미적 정보 서비스로 

생태계 서비스의 한 부분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생태계 경관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경관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 경관의 가치가 문화적인 것과 결부되어 있고 개

인의 가치관과 성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

다. 기존 연구 대부분은 경관에 대한 가치평가를 지불의사금액으로 추정하였다.

  산림의 경관은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여행 등을 하면서 산림의 형상, 색채, 분위

기 등으로 인해 일상경관과 다른 시각적인 품질과 미적 가치 등으로 인간의 심적 

사상을 향상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산림 경관에 대한 가치 평가는 국내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최근 김동

현 등(2010)이 산림경관에 대해 사회 경제적 상황에 따른 지불의사금액의 인식차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산림경관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산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김동현 등의 연구 중 임상과 지불의사금액과의 관계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수도권 그린벨트 산림의 경관 가치를 산출하였다.

구  분
가구당

지불의사금액
산림면적비율

전국의 
경관가치

ha당 가치
(천원/ha)

활엽수림 259,241원 27.88% 12,534억원 729

침엽수림 210,512원 41.86% 15,281억원 592

혼효림 191,527원 30.25% 10,047억원 539

합 계 (17,339,422가구) 37,862억원

표 62. 임상별 경관가치의 지불의사금액과 ha당 경관가치

  김동현 등(2010)의 임상별 지불의사금액을 이용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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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금액에 2014년까지의 소비자지수 물가상승률 109.04%를 적용한 ha당 가

치는 활엽수림 795천원/ha, 침엽수림 646천원/ha, 혼효림 588천원/ha로 산출되

며, 이 금액을 수도권 그린벨트 산림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ha당 가치 산림면적(ha) 경관가치(백만원)

활엽수림 795 천원/ha 43,859 34,868

침엽수림 646 천원/ha 11,052 7,140

혼효림 588 천원/ha 26,481 15,571

계 81,392 57,579

표 63. 수도권 그린벨트 산림의 경관가치

   4.1.2 농경지의 경관 가치

  농업이나 농촌과 결부된 경관은 우리들에게 아름다움과 아늑함을 제공한다. 전

원적이고 목가적인 풍경도 농촌에서만 볼 수 있고, 자연과 어울린 사계절 풍경도 

농촌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농촌 경관을 이루는 요소는 여러 가

지가 있으나 기능을 기준으로 크게 생산경관 요소, 자연경관 요소, 생활경관 요소 

등으로 구분하거나, 또는 자연생태적 요소, 인공적 요소 및 문화적 요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오세익 등(2001)은 농업이 갖는 식량안보, 농업경관 제공, 농촌 활력 제고 등의 

다원적 기능을 구분하여 CVM 기법으로 평가하여 농업・농촌이 제공하는 경관의 

기능에 대해 1조 1,214억으로 평가하였다. 임형백과 이성우(2004)는 농촌의 경관

가치에 초점을 두어 진행된 연구에서 농촌 경관의 기능을 연 1조3,243억원으로 

평가하였다. 유진채 등(2003)는 조건불리 지역의 농촌으로 논을 한정하여 평가한 

결과 가구당 연간 91,437원의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적으로 약 1조

3,086억원의 가치를 갖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진흥청 농업경영정보관실(2002)의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농

경지의 경관 가치를 평가하였다. 농촌진흥청은 논농사의 경관적 기능 유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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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도시민의 가구당 지불의사를 조사한 결과 74,9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농경지

의 경관가치를 11,573억원으로 산정하였다.

  농촌진흥청의 연구결과를 ha당 지불의사액으로 환산하면 ha당 경관의 가치는 

1,007천원으로 산정된다. 여기에 2002년에서 2014년까지 소비자물가지수 물가상

승률 139.47%를 반영하여 농지의 경관 가치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ha당 가치(천원/ha)

면적(ha) 경관의 가치(백만원)
2000 2014

논 1,007 1,404.5 12,982 18,233

밭 1,007 1,404.5 11,797 16,569

계 물가상승률 139.47% 24,779 34,802

표 64. 그린벨트 농지의 경관 가치

   4.2. 휴양 및 관광 서비스

    4.2.1 산림의 휴양 및 관광 가치

  그린벨트 지역의 휴양 및 관광 서비스 기능은 농경지 보다는 산림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해마다 전국적으로 등산의 선호도가 높아지며 등산횟수도 늘어나고 있

으며(표 65) 수도권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은 주말을 이용하여 그린벨트 내 소

재하는 대부분의 산에서 등산을 즐기고 있다. 

구 분 ‘91년 ‘01년 ‘06년 ‘10년 비고

연 1회 이상 55% 75% 83% 81.3% 19세 이상 

남한인구 

37백만명

대상(2010)

월 1회 이상 11.7% 31.2% 40.0% 40.6%

등산인구(연인원) 120백만명 164백만명 462백만명 406백만명

표 65. 우리나라 등산인구 현황

  출처 : 국립산림과학원(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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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산림의 휴양기능 평가는 국립산림과학원이 산림의 공익기능 계량화 연

구(2010)에서 제시한 총지출법(Gross Expenditure Method)을 이용하여 평가하

였다. 총지출이란 산림휴양 참여자가 산림휴양 활동 중 지출한 총비용을 바로 휴

양자원의 가치라고 보는 방법으로 휴양자원이용을 위해 이용자가 지출한 총화폐

액(여행비용, 시설사용료, 숙박비, 오락비 등)으로 휴양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산림휴양 총비용 추정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여행특성을 감안하여 서

울과 경기도로 여행하는 주민들이 당일여행을 위하여 일 년 동안 지출한 총 비용 

중에서 산림기여율(활동율)을 추정하여 평가하였다.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산림으

로의 여행은 수도권 주민들이 주로 당일여행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행태임에 

따라 비용은 당일여행에 대해서만 산출하였으며, 여행비용 산출은 문화체육관광부

의 2014 국민여행실태조사(2015)를 근거로 하였다.

  국민여행실태조사 결과 2014년 만 15세 이상 국민의 86.3%인 38,027,454명이 

연간 1회 이상 국내여행에 참여하였다. 이중 그린벨트가 주로 위치하고 있는 서울

과 경기지역을 방문한 인원은 숙박여행이 12,396,071명, 당일여행이 20,629,719

명이고 참가횟수는 숙박여행 19,018,257회, 당일여행 43,252,158로 1인 평균 숙

박여행 1.53회, 당일여행 2.10회였다. 

  2014년 국민들은 여행비로 1회 평균 숙박여행에 171,690원, 당일여행에 62,968

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액 구성은 주로 숙박여행은 숙박비, 식비 및 교통비에 

79.0%를 지출하였고 당일여행은 식비와 교통비에 72.9%를 지출하였다. 2014년

도 서울과 경기지역을 방문한 여행객의 총 여행지출비용은 숙박여행이 2조7,118

억원, 당일여행이 2조8,204억원이었다.  

  국민여행실태조사의 여행비용중 산림에서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여

행 활동중 산림에서의 활동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은 국립산림과학원이 

2008년도 국민여행실태조사의 여행방문지 주요활동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산림

에서의 활동율을 이용하였다(표 67). 

  그린벨트 지역의 휴양 및 관광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이용한 통계 자료가 그

린벨트 지역을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아, 서울과 경기지역에 대한 여행비용중 그



- 92 -

린벨트 지역 여행비용을 구분하기 위하여 서울과 경기지역의 전체 산림 면적에서 

그린벨트 지역의 산림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을 산출하여 가치를 평가하였다.

구  분 산림 전체면적 GB 산림면적 비율 비고

서울시 15,179 ha 10,200 ha 67.2%

경기도 526,985 ha 71,700 ha 13.6% 인천지역포함

표 66. 서울 경기지역의 그린벨트 산림면적 비율

구  분
활동에 대한 

산림기여율(%)

2008년도 당일여행

복수응답(%) 100%환산 활동율(산림)

합   계 191.1 100.00 63.62

1. 가족/친지방문 15.0 25.9 13.55 2.03

2. 자연명승/풍경감상 100.0 44.2 23.13 23.13

3. 휴식/휴양 75.0 34.8 18.21 13.66

4. 수영/수상레포츠/해변활동 63.9 5.5 2.88 1.84

5. 유흥/오락 63.9 7.1 3.72 2.37

6. 역사유적지방문 63.9 4.3 2.25 1.44

7. 놀이공원방문 63.9 5.7 2.98 1.91

8. 등산/캠핑/하이킹 100.0 9.4 4.92 4.92

9. 교육/체험프로그램참가 63.9 1.7 0.89 0.57

10. 쇼핑 0.0 5.4 2.83 0.00

11. 스키 등 동계레포츠 75.0 0.5 0.26 0.20

12. 온천/스파 50.0 1.7 0.89 0.44

13. 회의참가/시찰 0.0 1.0 0.52 0.00

14. 축제/이벤트참가 50.0 1.7 0.89 0.44

15. 종교/순례활동 63.9 2.7 1.41 0.90

16. 기타 스포츠활동 50.0 1.0 0.52 0.26

17. 식도락 여행 50.0 23.7 12.40 6.20

18. 박물관방문 10.0 1.5 0.78 0.08

19. 문화예술공연 관람 10.0 1.6 0.84 0.08

20. 드라마촬영지 방문 63.9 0.7 0.37 0.23

21. 골프 100.0 0.1 0.05 0.05

22. 기타 50.0 10.9 5.70 2.85

표 67. 국내 관광활동 중 산림에서의 활동율 

   출처 : 국립산림과학원(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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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과 경기도 지역으로의 당일여행 비용에 산림에서의 활동율(63.62%)과 그린

벨트 면적비율을 이용하여 그린벨트 산림에서의 산림휴양기능 평가액을 추정하였

다. 산출결과 그린벨트의 산림으로의 여행비용은 6,852억이 산출되었다.

  

구  분 당일여행비용 산림활동율 GB면적비율 GB지역 여행비용

서울시 1,293,979백만원 63.62% 67.2% 553,210백만원

경기도 1,526,382백만원 63.62% 13.6% 132,067백만원

계 2,820,361백만원 - - 685,227백만원

표 68. 그린벨트 지역 산림의 당일여행 비용 

  국민여행실태조사에서 모집단은 만 15세 이상의 국민 44,073,517명으로 2014

년 전체 인구의 85.87%에 해당한다. 위 산출금액은 만 15세 이상의 국민이 산림

자원으로부터 창출되는 휴양서비스에 대한 가치로 인구의 14.13%에 해당하는 만 

15세 미만의 인구에 대한 가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15세 미만이 당일여행

에 사용하는 여행비용이 15세 이상이 사용하는 여행비용의 50% 정도라고 가정하

면 그린벨트지역의 산림 휴양기능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산림휴양기능 가치 = 685,227백만원 + (685,227백만원 × 14.13% × 50%) 

                   = 733,638백만원

    산림 ha당 가치 = 733,638백만원 / 81,392ha = 9,014천원/ha

  실제 여행비용을 다른 방법으로 추정해 보았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

말 등산에 주로 이용하는 산들은 대부분 그린벨트에 위치해 있다. 1 년간 수도권 

인구 2,500만명의 약 절반이 평균 2.5회 등산을 가고 매번 평균 2만5천원을 사용

한다고 가정하면, 수도권 인구가 등산에 사용하는 비용은 7,812억원(25,000,000

인 × 50% × 2.5회 × 25,000원)으로 위의 결과와 비슷하게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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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2 농경지의 휴양 가치

  농경지 및 농촌은 관광가치 보다는 휴양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농촌을 

찾는 도시민들이 보건휴양 및 정서함양을 위해 농촌을 방문할 때 소요되는 비용

으로 평가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농업경영정보관실(2002)은 도시민들의 농촌여행

에 소요되는 비용과 방문에 의해 얻는 효과가 일치한다는 전제하에 도시민의 농

촌여행비용을 통하여 농경지가 가지는 휴양기능을 경제적으로 평가하였다. 

  농경지의 휴양적 기능에 대한 연구사례는 많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농촌진흥청 

농업경영정보관실의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농경지의 휴양기능 가치를 평가하였다. 

농촌진흥청(2002)은 도시민이 농촌을 방문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설문조사를 통

하여 1회당 112,000원으로 산정하고 평균 농촌방문 회수 3.9회에 도시가구수를 

곱하여 총 방문비용을 53,569억원으로 산정하였다. 이는 농촌경관 전체에 대한 

평가액으로 논농업에 대한 평가액을 산출하기 위해 경지면적 및 산림면적에서 차

지하는 논면적의 비율(13.82%)을 적용하여 산출된 평가액은 7,406억원이었다.

  

1회여행

비용

농촌방문

회수
도시가구수 방문비용

논농업

평가액

ha당 가치

(원/ha)

112,000원 3.9회 12,263,965 53,569억원 7,406억원 644,560

표 69. 논농업의 휴양적 기능에 대한 경제적 평가액 (2000년 기준)

   출처 : 농촌진흥청 농업경영정보관실(2002) 재구성

  농촌진흥청 연구결과 농경지의 휴양적 기능에 대한 가치는 ha당 644,560원으

로 산정되었다. 여기에 2014년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그

린벨트 농경지가 가지는 휴양 및 관광 기능의 가치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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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ha당 가치(천원/ha)

면적(ha)
휴양기능 가치

(백만원)2000년 2014년

논 644.6 961.5 12,982 12,482

밭 644.6 961.5 11,797 11,342

계 물가상승률 149.17% 24,779 23,824

표 70. 그린벨트 농지의 휴양기능 가치

   4.3. 문화 서비스의 가치 산출 결과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가 제공하는 문화 서비스의 가치는 총 8,498억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이 중 산림이 7,912억원, 농경지가 586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산출

결과 문화 서비스에 대한 산림의 가치가 농경지에 비해 약 매우 크게 평가된 것

은 수도권 주민들의 휴양활동 행태에 따라 산림에 대한 지불의사액이 농경지에 

비해 크게 반영된 결과로 나타났다. 

생태계서비스 합계 산림
농경지 

논 밭

미적정보

Aesthetic information
92,381 57,579 18,233 16,569

휴양 및 관광

Recreation & tourism
757,462 733,638 12,482 11,342

소 계 849,843 791,217 30,715 27,911

표 71. 문화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산출 결과                   (단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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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태계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산출 종합

   5.1. 그린벨트 생태계 서비스의 경제적 총가치

  수도권 그린벨트의 산림 및 농경지가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의 연간 경제적 

총가치(TEV)는 산림 81,392ha가 1조5,291억원, 농경지 28,997ha가 5,984억원

(논 12,982ha 3,213억원, 밭 16,015ha 2,770억원)으로 총 2조1,275억원이 산출

되었다(표 72).

구 분 생태계 서비스
합계

(백만원)

산림

(백만원)

농경지(백만원)

논 밭

공급서비스
Provisioning 

Services

식량공급
Food

263,889 106,292 157,597

물공급(수원함양)
Water

199,927 163,269 35,210 1,448

임산물공급(목재,연료,약용)
Raw Materials

18,337 18,337

소  계 482,153 181,606 141,502 159,045

조절서비스
Regulating 

Services

기후 조절
Climate regulation

331,538 213,298 48,946 69,294

대기질조절
Air quality regulation

35,624 29,138 2,941 3,545

침식방지
Erosion prevention

225,895 209,570 16,325

자연재해완화
Moderation of extreme events

171,850 77,576 77,025 17,249

폐기물처리(수질정화)
Waste treatment

16,857 12,974 3,883

생물학적조절(해충개제조절)
Biological control 13,718 13,718

소  계 795,482 556,274 149,120 90,088

문화서비스
Cultural & 

Amenity 
Services

미적정보(경관)
Aesthetic information 92,381 57,579 18,233 16,569

휴양 및 관광
Recreation & tourism 757,462 733,638 12,482 11,342

소  계 849,843 791,217 30,715 27,911

합 계 (경제적 총가치, TEV) 2,127,478 1,529,097 321,337 277,044

표 72.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 생태계 서비스의 경제적 총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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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 서비스는 논작물 및 밭작물 등의 식량 공급 기능, 산림과 농경지의 물 공

급 기능, 산림의 목재, 연료, 약재 등 임산물 공급 기능 등을 반영하여 연간 경제

적 가치가 4,822억원으로 산출되었다. 조절 서비스는 기후 조절, 대기질 조절, 침

식방지, 자연재해완화, 폐기물처리, 식물의 수분, 생물학적 조절 등을 반영하여 

연간 경제적 가치가 7,955억원으로 산출되었다. 문화 서비스는 경관 가치와 휴양 

및 관광 가치로 구분하여 산출하였고 연간 8,498억원으로 산출되었다.

  수도권 그린벨트의 산림 및 농경지가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를 ha당 가치로 

환산하면 19,273천원/ha가 되었다(표 73).

구 분 생태계 서비스
평 균
(천원)

산림
(천원)

농경지(천원)

논 밭

공급서비스
Provisioning 

Services

식량공급
Food

9,101 8,188 9,839

물공급(수원함양)
Water

1,811 2,006 2,712 123

임산물공급(목재,연료,약용)
Raw Materials 225 225

조절서비스
Regulating 

Services

기후 조절
Climate regulation

3,003 2,621 3,770 4,327

대기질조절
Air quality regulation

323 358 227 221

침식방지
Erosion prevention

2,046 2,575 1,258

자연재해완화
Moderation of extreme events

1,557 953 5,933 1,462

폐기물처리(수질정화)
Waste treatment

153 159 299

생물학적 조절(해충개제조절)
Biological control 169 169

문화서비스
Cultural & 

Amenity 
Services

미적정보(경관)
Aesthetic information 837 4,453 1,405 1,405

휴양 및 관광
Recreation & tourism 6,862 9,014 961 961

면 적 (ha) 110,389 81,392 12,982 16,015

합  계 (천원/ha) 19,273 18,787 24,753 17,299 

표 73.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의 ha당 생태계 서비스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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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산출 결과의 검토

  생태계 서비스 가치 산출 결과의 적정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유사한 성격의 국

내외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았다. 동등한 비교를 위해서 각 연구별로 결과

들을 산출된 시점의 ha당 금액으로 환산하여 재구성하였다. 

ecosystem  service 

Functions
Forest 

(천원/ha)

Agricultural Lands(천원/ha)

cropland idle land hedgerows orchards

Air Quality 430 　 　 　 　

Climate regulation 
(stored carbon) 1,047 379 361 373 340 

Climate regulation
(annual carbon uptake) 45 33 33 33 

Flood Control

Water regulation
(runoff control) 1,735 

Water filtration 540 　 　 　 　

Erosion control and
sediment retention 6 6 6 

Soil formation 19 7 7 7 　

Nutrient cycling 　 　 27 27 27 

Waste treatment 66 　 　 　 　

Pollination(agriculture) 1,263 　 1,263 1,263 　

Natural Regeneration 612 　 　 　 　

Biological control 30 　 45 45 　

Habitat/Refugia 　 　 　 　 　

Genetic resources

Recreation & Aesthetics 381 

Cultural/Spiritual 157 157 157 157 

Total per ha(천원/ha/yr) 6,167 543 1,910 1,911 563 

Area(ha) 207,975 437,807 89,855 8,017 5,925 

Total value(억원/yr) 11,265 2,084 1,503 134 30 

표 74. Canada Ontario주 Greenbelt의 생태계 서비스 가치

David Suzuki Foundation(2008)  - 환율 1CAD = 1139원 적용(3개월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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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는 캐나다의 데이비드 스즈키 재단(David Suzuki 

Foundation)의 2008년도 연구로 Great Toronto 지역에 인접한 Canada 

Ontario의 그린벨트에 대한 생태계 서비스를 분석하고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였다. 

연구에서는 Ontario의 그린벨트에 대하여 공급 서비스를 제외한 17개의 생태계 

서비스를 분석하여 가치를 산출한 결과 이 지역 생태계 서비스의 총가치를 캐나다

화 2,652백만달러(3조206억원)로 추산하였다. 산출은 편익이전법을 적용하였으며 

산출 결과 중 산림과 농경지가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는 1조5,016억원이었다.

  Ontario의 생태계 서비스를 산출한 또다른 연구는 미국 SIG(Spatial 

Information Group)의 Austin Troy와 Ken Bagstad의 2009년 연구가 있다. 

Toronto 지역의 그린벨트를 포함한 Ontario 남부 12,449,039ha의 생태계 서비

스를 연구한 결과 84,409백만달러(96조1,417억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산출하

였다. SIG에서 개발한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활용하여 편익이전법을 적용하였다.

생태계 서비스
Forest (천원/ha)

Agriculture

(천원/ha)Non-Urban Urban Suburban Adjacent 
to stream

Water supply/regulation 1,878 1,878 1,503 

Disturbance avoidance 169

water quality/nutrient &
waste regulation 585 585 585 708 

Soil retention
Erosion control 887

Atmospheric regultion 1,130 1,130 1,130 1,130 36 

Habitat refugium/biodiversity 2,765 152

Pollination $ dispersal 8,583 31

Recreation 307 16,974 12,954 637 156 

Aesthetic/ameity - - - - -

Other culture 274 284 284 - 111 

표 75. Canada Southern Ontario의 생태계 서비스 ha당 가치 (2008기준)

  Austin Troy, Ken Bagstad(2009),  환율 1CAD = 1139원 적용(3개월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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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 서비스에 대해 많이 알려진 Robert Costanza, Mattew Wilson, 

Austin Troy 등은 2006년 미국 New Jersey의 5,544천에이커의 면적에 대해 12

가지 생태계 서비스 가치를 분석하여 2004년 금액으로 19,443백만달러(21조7761

억)를 산출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편익이전법을 적용하였다.

Ecosystem Services
Forest

(천원/ha)

Cropland

(천원/ha)

Gas/Climate Regulation 150

Water Supply 451

Soil Formation 14

Waste Treatment 122

Pollination 448 22

Biological control 6 33

Habitat/Refugia 2,554 2,300

Aesthetic & Recreation 337 42

Cultural & Spiritual 3

Totals 4,085 2,397

표 76. 미국 New Jersey의 ha당 생태계 서비스 가치

   Robert Costanza, Mattew Wilson, Austin Troy et al.(2006) 1$=1120원적용

  본 연구와 같이 대체비용법을 이용하여 생태계 서비스를 직접 산출한 국내와 

일본의 연구와도 비교해보았다. 검토결과 연구결과는 해외의 연구들에 비해서는 

다소 크게 산출되었고 국내와 일본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해외의 토지피복/토지이용을 고려한 생태계 서비스 산출연구들은 편익이전법을 

많이 적용하였으며 편익이전법은 원데이타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어떤 데이터를 

적용하였는가에 따라 산출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조절 서비스 산출등

에 많이 적용되는 대체비용법은 대체제를 무엇으로 적용하였는가에 따라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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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능 단위면적당 
기능

전체 농경지 평가액(억원) ha당가치
(천원/ha)

논

홍수조절 2,944톤/ha/yr 31.9억톤 443,149 40,892

수자원함양 4,143톤/ha/yr 44.9억톤 17,694 1,633

대기정화 CO2 21.9톤/ha/yr
O2 15.9톤/ha/yr

CO2 23.7백만톤
O2 17.2백만톤 71,845 6,630 

기후순화 3,049톤/ha/yr 33.0억톤 13,020 1,201

수질정화 20.27N kg/ha/yr 21,970톤 N 2,977 275

토양보전 110.8톤/ha/yr 1.2억톤 15,069 1,391

소계 (1,083.7천ha) 563,993 52,043

밭

홍수조절 726톤/ha/yr 5.2억톤 72,215 10,086

수자원함양 187톤/ha/yr 1.34억톤 528 74

대기정화 CO2 12.7톤/ha/yr
O2 9.2톤/ha/yr

CO2 9.1백만톤
O2 6.6백만톤 27,435 3,832 

기후순화 1,719톤/ha/yr 12.3억톤 4,850 677

토양보전 84.7톤/ha/yr 60.6백만톤 7,610 1,063

소계 (716천ha) 112,638 15,732

합 계 676,632 37,597

표 77. 2006년 기준 농업의 다원적 기능 (농업과학기술원, 2008)

기능별 내용
한국(2008)　 일본(2000)　

합계(억원) ha당(천원) 합계(억원) ha당(천원)

수원함양기능
(정수기능 포함)

185,315 2,907 2,919,685 11,679

산림정수기능 62,186 975 - - 

토사유출방지기능 134,867 2,116 3,042,415 12,170

토사붕괴방지기능 47,479 745 908,633 3,635

대기정화기능 168,365 2,641 582,430 2,330

산림휴양기능 116,885 1,834 242,230 969

야생동물보호기능 16,702 262 406,947 1,627

총 평가액 731,799 11,479 8,044,616 31,178

표 78. 산림의 공익기능평가 (국립산림과학원, 2010)

산림 면적: 한국 6,374,875ha, 일본 25,000천ha 100엔=1076.63원(’08년 평균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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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수도권 그린벨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 제언

  본 연구에서는 TEEB 접근법에 따라 정책 수립의 판단기준으로 제시될 수 있도

록 생태계 서비스 평가 및 경제적 가치 산출을 위한 방법론을 도출하였고, 이를 

수도권 그린벨트지역이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는데 적

용하였다. 

  TEEB가 제시하는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접근의 최종단계는 가치 확정

하기이다. 이 단계는 각종 인센티브 및 가격신호 등을 통해 생태계의 가치를 인

식하고, 이를 정책결정 과정에 적용하는 매커니즘의 도입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

서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TEEB 접근법의 마지막 단계로 다음과 같은 정책 방

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필요한 지역에서는 그린벨트를 추가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그 

동안 정부는 집단취락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주택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주택단지 지정을 통한 해제와 같이 그린벨트 기능이 약해진 곳을 지정 해제하여 

왔다. 그러나 수도권 그린벨트 및 연결지역의 생태적 가치와 그린벨트 지역의 취

약성을 고려하여 도시 확산 방지와 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에서는 그린벨트

를 추가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대체농지 제도와 

같이 해제구역에 대한 대체 그린벨트 제도를 만들어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둘째, 그린벨트의 생태계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공동

으로 협력하여 관리하고 보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의 예산지원과 지자체의 

민간단체 보호활동 협력강화 등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보존을 

위해 노력한다. 예를 들어, 경기도가 민간 환경운동 활성화와 사회단체 환경역량

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 ‘민간단체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24) 등을 그린벨트를 위

한 사업에 확대하여 시행할 수 있다.

24) 경기도는 경기도내 민간 환경운동의 활성화와 NGO의 도정참여 확대를 위해 2012년도 환경보전

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하여 시행하였다. 지원규모는 단체별 최대 2,500만원으로 대상사업은 환경정

책, 기후대기, 자원순환 분야의 사업에 대해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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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그린벨트의 기능이 약해진 곳은 훼손지 복원, 소생태계 조성, 생태통로 

설치, 습지복원 및 생태하천 복원 등 복원 사업을 통해 생태계의 복원력

(resilience)과 생태계가 제공하는 이윤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수도권 

지역에서는 생태계보전협력금25)과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26)을 확대하여 시행하

고 그린벨트의 보전 및 복원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정부는 그린벨트와 연결생태계의 생태계다양성을 보호하고 보전하는 노

력으로 그린벨트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27) 확대와 인센티브 프로그램 도입 등 제

도개선 및 지원정책을 향상시킨다.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지정이후 낙후되고 불

편한 환경에서 거주하여 왔으며 일부 불편 사항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실

정이다. 

  다섯째,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공공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단체들과 함께 그린벨트가 지닌 자연자산과 이로

부터 얻어지는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건강한 음식, 생태적 다양성 등 생태계 

서비스를 알려주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성화 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농

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공공 교육프로그램28)이 농업과학기술원의 노력으로 진

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생태계 서비스 전체에 대한 교육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경기도의 환경체험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29)과 같은 것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

안이 될 수 있다.

25)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연자산을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다.

2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

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되는 일정한 

건축행위나 토지 형질변경이 있을 때 부과되며, 개발제한구역의 낙후된 도로, 하천 정비 등의 주민

지원사업이나 토지매수사업 등에 활용되고 있다.

27)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소득 증대을 위해 건설교통부는 2001년부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며 2013년도에 706억원이 지원되었다.

28) 농업과학기술원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해 2005년부터 초중고 교과서에 수록하고 학교 

교육과정에서 체계적인 학습을 추진하고 있다.

29) 경기도는 2014년도 환경체험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을 공모하여 시행하였다. 지원금액은 프로그

램별 1,000만원 이내로 실천적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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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소결

  TEEB(2010)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접근법에 따라 수도권 그린벨트가 지닌 

가치를 인식하고 그 가치를 입증하는 과정과 가치를 확정하는 과정을 진행하였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린벨트 지역의 토지피복과 생태계 서비스를 구분하

였고, 공급 서비스, 조절 서비스 및 문화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여 

산림과 농경지가 제공하는 경제적 총가치(TEV)를 산출하였다. 산출방법은 식량 

및 임산물 등의 공급 서비스는 시장분석법을 적용하였고 물 공급 서비스와 대부

분의 조절 서비스는 대체비용법을 적용하였다. 문화 서비스는 선행연구에서 산출

한 지불의사금액을 적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였다.

  수도권 그린벨트의 산림 및 농경지가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는  

공급 서비스 4,822억원(22.7%), 조절 서비스 7,955억원(37.4%), 문화 서비스 

8,498억원(39.9%)으로 산출되었다. 산출결과 문화 서비스는 공급 서비스와 문화 

서비스 보다 크게 산출되었는데 이는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의 산림이 지역주민들

에게 휴양 및 등산을 위한 장소로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이유로 추정된다.

  전체적으로 산림은 1조5,291억원의 가치가 산출되었고 농경지는 5,984억원이 

산출되어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에서 산림이 주는 생태계 서비스 가치가 농경지에 

비해서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단위면적당 가치를 비교해보면 ha당 산림은 

18,787천원, 논은 24,753천원, 밭은 17,299천원으로 산출되었다. 산림과 비교하

여 농경지의 가치가 크게 산출된 것은 농경지의 식량공급 가치가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으로 공급 서비스를 제외한 조절 서비스 및 문화 서비스에서는 산

림의 가치가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공급 서비스는 산림이 1,816억원, 농경지가 3,005억원으로 농경지가 농작물 공

급 가치로 인해 산림보다 크게 산출되었으나, 조절 서비스는 산림이 5,563억원, 

농경지가 2,392억원으로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의 산림에서의 조절기능이 농경지

에 비해 배 이상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문화 서비스는 산림이 7,912억원 농경지

가 586억원으로 매우 큰 차이가 나며 이는 수도권 주민들의 휴양활동 행태에 따

라 산림에 대한 지불의사액이 농경지에 비해 크게 산출된 것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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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생태계 서비스
본연구

결과
국내연구 일본 Ontario

그린벨트
Southern 
Ontario

산림

물공급(수원함양) 2,006 2,907 11,679 1,735 1,878

임산물공급(목재,연료,약용) 225

기후조절 2,621 2,641 2,330 1,092 1,130

대기질조절 358 430

침식방지(토사유출방지) 2,575 2,116 12,170 887

자연재해완화(토사붕괴방지) 953 745 3,635 169

폐기물처리(수질정화) 159 975 540 585

생물학적 조절(해충개제조절) 169 262 1,627 30

미적정보(경관) 4,453

휴양 및 관광 9,014 1,834 969 381 16,974

논

식량공급 8,188

물공급(수원함양) 2,712 1,633

기후조절 3,770 6,630

대기질조절 227

침식방지(토양보전) 1,258 1,391

자연재해완화(홍수조절) 5,933 40,892

폐기물처리(수질정화) 299 275

미적정보(경관) 1,405

휴양 및 관광 961 157 156

밭

식량공급 9,839

물공급(수원함양) 123 74

기후조절 4,327 3,832

대기질조절 221

자연재해완화(홍수조절) 1,462 10,086

미적정보(경관) 1,405

휴양 및 관광 961 157 156

표 79. 타 연구 결과와 ha당 생태계 서비스 가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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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선행연구 결과를 단위면적으로 환산하여 

본 연구 결과와 비교를 하였으며 결과는 표 79와 같다. 비교 대상 연구는 국내연

구에 국립산림과학원(2010)의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와 농업과학기술원(2008)의 

농업의 다원적 기능 평가를 선정하였고, 해외연구에 일본의 산림 평가(국립산림과

학원 자료 인용, 2010), David Suzuki 재단의 캐나다 Ontario주 Greenbelt의 

생태계 서비스 연구(Wilson, 2008) 및 Austin Troy, Ken Bagstad(2009)의 캐나

다 Southern Ontario의 생태계 서비스 연구를 선정하여 각 연구 결과를  단위

면적당(ha) 가치로 환산하여 비교하였다(표 79). 산출된 결과들은 연구 당시의 가

치들로 단순비교를 위하여 물가상승률은 적용하지 않았다.

  물 공급 서비스(수원함양기능)는 일본이 정수기능을 포함시켜 크게 산출되었고 

나머지는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조절 서비스는 산림의 침식방지 기능을 일본

이 크게 산출하였고 논과 밭의 홍수조절기능을 국내연구가 크게 산출하였다. 휴

양 및 관광에서는 Southern Ontario 연구에서 도시와 비도시 지역의 산림을 구

분하고 도시지역의 산림의 휴양기능을 크게 산출하여 다른 연구에 비해 결과가 

크게 산출되었다. 

  국내 연구결과와 비교했을 때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차이는 비용산정을 위해 적

용한 대체비용법에서 대체제의 차이로 인한 결과로 분석된다. 물 공급(수원함양) 

기능은 본 연구에서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와 동일하게 다목적댐 건설비를 대체

제로 사용하였으나 농업과학기술원은 대체제로 상수도 용수비용을 적용하였다. 농

경지 홍수조절기능은 농업과학기술원의 결과가 본 연구에 비해 매우 크게 산출되

었는데, 본 연구는 대체제로 천변저류지 공사비를 적용하였고 농업과학기술원은 

대체제로 댐 건설비 단가를 톤당 비용으로 적용하여 대체제 사용에 따른 가격 차

이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타 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서비스별로 일부 차이가 발생하나 이는 연

구시점의 차이와 산출방법 및 대체제의 사용에 따른 차이로 분석되며 결과의 적

정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107 -

Ⅴ. 결론

  생태계가 파손되는 범위가 치명적인 한계점을 티핑포인트(tipping point)라고 

하며 티핑포인트를 넘어서면 생태계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 대폭 줄

어든다(TEEB, 2010).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이러한 생태계 서비스가 너무 악화되

거나 부족해질 때까지 자연의 비시장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결국 이전에 무료로 

제공되던 것들을 대체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환

경・사회・경제적 복지를 평가하는 방법이 현재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

로 국가나 지방의 발전단계 평가의 지침으로 GDP(Gross Domestic Product)라 

불리는 경제적 지표를 사용하여 발전과 복지를 측정하여 왔다. 그러나 GDP는 우

리가 사고파는 것 또는 물건과 재화의 시장가치만을 측정한다(Willson, 2008). 예

를 들어, 산림의 토사유출방지나 수원함양 기능에 대한 가치들은 산지의 시장가

격에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발을 위해 숲을 훼손하고 토지이용을 바꾸는데 

있어 자연자산에 대한 고려 없이 목재 등 임산물의 가치만을 반영하여 온 것이다.

  새천년생태계평가(MA)는 인류역사상 다른 어떤 시기보다 지난 50년 동안 인간

이 지구 생태계를 가장 광범위하게 변화시킨 것을 알아냈다. MA는 물, 공기, 수

질정화, 기후 조절 등을 포함하여 전 세계 생태계 서비스의 대략 60%(24개중 15

개)가 악화되었다고 결론지었다. 전 세계적인 생태계 악화의 가장 주요한 원인의 

하나는 진보의 과정에서 정책 및 의사결정에 있어 자연자산에 대한 가치를 충분

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MA 2005). 

  따라서 본 연구와 같은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가치평가는 사람들이 자연자산에 

대한 가치를 깨닫게 하고 정책결정에 있어 그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생태계 보전비용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연자산을 평등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 및 보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TEEB 접근법에 따라 생태계 

서비스 평가 및 경제적 가치 산출을 위한 방법론을 도출하였고, 이를 수도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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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벨트지역이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는데 적용하였으며, 

정책 수립을 위한 올바른 방향이 제시될 수 있도록 수도권 그린벨트의 효율적 관

리를 위한 정책들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그린벨트가 가진 잠재적인 가치를 증명하여 그린벨트와 관련된 정책

과 예산을 결정하는데 있어 그린벨트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수도권 그린벨트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2천5백만명

의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각종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인식시키는 출발점이

라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가 갖고 있는 한계점은 다음과 같으며, 향후 이러한 항목들을 보완하고 

평가방법 및 가치산정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론을 수립하여 생태계 서비스의 경제

적 가치추정을 위한 보다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여러 가지 지표들을 포괄적으로 분석 적용함으로 인해 대상지에 적합하지 

않은 평가방법과 가치산출 방법이 일부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대체비용

법 적용으로 인해 대체재 선택의 타당성 및 객관성이 적극적으로 확보되지 못하고 일

부 대체재는 전국적으로 같은 효과를 갖고 있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 또한 각 기능별

로도 깊이 있는 분석과 검토가 부족할 수 있다. 각각의 개별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연구를 통해 대상지에 적합하고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필요하며 

이런 결과들이 모여야 종합적 관점에서 더욱 정확한 평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 농경지의 기후 조절 기능 평가는 농경지의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산

소 순생산량 만을 이용하여 평가하였으나, 온실가스의 저감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서는 이산화탄소 흡수와 같은 공익기능과 메탄 및 아산화질소 배출과 같은 역기

능을 함께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이 더욱 정확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논은 작부기

간동안 담수를 통한 혐기상태가 유지되어 유기물이 토양 미생물들에 의해 혐기적

으로 분해되어 메탄을 발생시키며, 질소비료 및 가축분 등을 사용하여 질소산화

세균에 의한 아산화질소를 배출한다. 

  둘째, 제시된 생태계 서비스 지표 중 일부를 제외한 분석으로 분석결과가 전체 

생태계 서비스를 대표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사례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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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가치평가가 어려운 식물의 수분 및 서식지 서비스 등을 제외하였고 전체 토

지피복 중에서 산림 및 농경지에 대해서만 평가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향후 식물

의 수분 기능과 종을 위한 서식지 기능 및 유전적 다양성 유지 기능 등 서식지 

서비스에 대한 항목을 포함하여 초지, 습지, 수역 및 시가화지역 등에 대한 평가

를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의 행복(well-being)을 위하여 생태계 서비스의 기능과 전달 과정을 지속

시키기 위해서는 생태계가 어떻게 기능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와 다양한 외부 

압력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자연환경

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자연자산이 제공하는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향후 지역단위의 환경정책 평가 및 공간정책 수

립시 이러한 자연자산의 생태계 서비스 가치를 반영하는 것은 중요한 판단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이며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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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valuation on Economic Value of the Greenbelt’s 

Ecosystem Services in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Dae-Ho Ryu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Rural System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Dong-Kun Lee

The greenbelt in the metropolitan areas has prevented the outward 

expansion and control of urban sprawl and also played an important 

role in providing environmental soundness and benefits to ecosystem 

which includes Seoul, Incheon and Gyeonggi-do and covers 31 cities 

and districts. This study is made to understand the ecosystem services 

offered from the metropolitan greenbelt and to evaluate its economic 

value, accordingly to generate basic data for sustainable spatial 

capacit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e greenbelt. Request for 

additional release for this area has continued although the 152.1㎢ has 

been released from the greenbelt zone to settle complaints and improve 

imbalance problem between supply and demand for housing in this area 

since the establishment of metropolitan greenbelt zone of 1,566.8㎢. This 

study restricts its spatial and time range to the forest and cropland, 

which occupies over 80% of the land cover in the metropolitan 

greenbelt area in the year of 2014.

This study focused on the provisioning services, regulating services 

and cultural services in ecosystem services. The provisioning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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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ecosystem services that describe the material outputs from 

ecosystems such as food, water and other resources. Regulating 

services are the services that ecosystems provide by acting as 

regulators such as the quality of air and soil or by providing flood and 

disease control, while cultural services, defined as the non-material 

benefits that people get from contacting with ecosystems, include 

aesthetic, spiritual and psychological benefits. 

This study follows the three-step approach of The Economics of 

Ecosystems and Biodiversity (TEEB), which emphasizes how to utilize the 

value of the final output as well as calculating the value itself. Step (1) 

Recognizing Value: this study reviews land covers of the metropolitan 

greenbelt area and analyzes specific ecosystem services using the land 

cover map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Step (2) Demonstrating 

Value: this study deduces methods to evaluate and calculate each 

ecosystem service and its value prior to value estimation using the 

methodology introduced in the following works: ecosystem service 

analysis in MA, evaluation methods of TEEB study(2005), output 

indicators of de Groot(2010), and the methods in the previous studies 

on domestic forestry and agricultural sectors. Step (3) Capturing Value: 

it calculates the total economic value (TEV) of ecosystem services and 

then proposes some alternative policies. Through this stage, this study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greenbelt as natural assets and made 

decision-making process for prope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is study assessed most of 

provisioning services such as food, water, and forest products. The 

economic value of the provisioning services in the metropolitan 

greenbelt is estimated at 482.2 billion won: 181.6 billion won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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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sts and 300.6 billion won from croplands. Due to the supply of 

crop, the economic value from croplands is greater than that of forest.

This study evaluated six measurable regulating services of the 

greenbelt ecosystems: climate regulation, air quality regulation, erosion 

prevention, moderation of extreme events, waste water treatment, and 

biological control. The total economic value of the regulating services 

in the greenbelt is estimated at 795.5 billion won: 556.3 billion won from 

forest and 239.2 billion won from cropland. The regulating function of 

the forest in the metropolitan greenbelt is much powerful than that of 

cropland. Especially, the climate regulating function of forest through 

absorbing CO2 and the erosion preventing function with trees have even 

greater economic value than other functions in regulating services.

For cultural services, in this study, the measurable function of 

aesthetic information, recreation and tourism were assessed by the 

actual amount of willingness to pay method resulted from the previous 

studies. The economic value of the cultural services in the metropolitan 

greenbelt is estimated at 849.8 billion won: 791.2 billion won from forest 

and 58.6 billion won from cropland. Since inhabitants are willing to pay 

for the recreational value of forest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value 

of forest is much greater than that of cropland.

Annual total economic value (TEV) of ecosystem services of the 

metropolitan greenbelt area is estimated at 2,127.5 billion won: 482.2 

billion won (22.7%) from provisioning services, 795.5 billion won (37.4%) 

from regulating services, and 849.8 billion won (39.9%) from cultural 

services. The estimated values above shows the cultural services with 

higher value than those of provisioning and regulating services, 

because forests of the greenbelt in the metropolitan area are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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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lar places for recreation and mountain climbing. TEV of the 

ecosystem services provided by forests is estimated much higher than 

that of cropland; 1,529.1 billion won from forest and 598.4 billion won 

from cropland. However, the unit value of ecosystem services of 

cropland is estimated higher than that of forest, due to high value of 

the crop supply in paddy and upland field; 18.8 million won per hectare 

from forest, 24.8 million won per hectare from paddy and 17.3 million 

won per hectare from upland. 

This study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potential value of the 

metropolitan greenbelt area where more than 25 million people live and 

estimated the value of various ecosystem services. In order to sustain 

the function and delivery processes of ecosystem services for human 

happiness, we should be aware of how the ecosystems function and 

provide services, and how it is affected by various external pressures. 

In addition, various information on the economic value of ecosystem 

services is essential for effective management of natural assets. The 

value of ecosystem services from natural assets will be expected to be 

considered a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when making regional 

spatial policy in the future.

                                

□ Keywords : Greenbelt, Ecosystem Service, Natural Asset, Economic 

Valuation, TEEB Approach

□ Student Number : 2010-2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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