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행정｣ 제11권(2015): 107-115
Journal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Vol.11 (2015)

 

국립공원주변의 바람직한 도시계획 방향 연구

기정훈
  

국문요약

국립공원은 현대인에게 자연의 아름다움과 편안한 휴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립공원 주변이나 국립공원을 포함하고 있는 도시에 대한 계획이나 정책은 거의 없는 실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립공원과 도시지역과 연결된 완충지역에 있어서 생태적 도시계획과 생

태적 디자인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에 따른 생태적 디자인의 원리와 그 실제적인 기법을 도출

하고자 한다. 

북한산 국립공원과 같은 도시형 국립공원에서의 완충지역의 설정과 이 지역에 대한 생태적 디자인

은 매우 중요하며 특별히 다음의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구현되어야 한다. 첫째, 국립공원에 대한 접

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구상되어야 한다. 둘째, 국립공원으로부터의 생태적 편익을 도시에 전

달해 줄 수 있는 도시디자인이 되어야 한다. 셋째, 국립공원과의 경관적 측면에서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도시설계 및 계획을 세워야 한다. 넷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완충지역의 도시계획은 국립

공원에 대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주제어: 도시형 국립공원, 완충지역, 생태적 디자인

Ⅰ.�서론

국립공원은 현대인에게 자연의 아름다움과 편안한 휴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립공원 주변이나 국립공원을 포함하고 있는 

도시에 대한 계획이나 정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립

공원과 도시지역과 연결된 완충지역에 있어서 생태적 도시계획과 생태적 디자

인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에 따른 생태적 디자인의 원리와 그 실제적인 

기법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주로 살펴보고자 하는 대상은 북한산 국

립공원인데, 이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걸쳐있어 위치적으로 도시와의 접근

성이 높은 반면에 국립공원 주변 도시지역의 계획은 국립공원의 특성이나 연결

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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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국립공원과 도시의 관계를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첫째, 법적 측면

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국립공원의 관리는 ‘자연공원법’([시행 2012.1.29] [법

률 제10978호, 2011.7.28, 일부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자연공원법 

제1장 제2조에 의하면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

관(이하 "경관"이라 한다)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자연공원법 제7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자연공

원"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그림 1> 북한산 국립공원과 주변지역 지도

 

   자료: 국립공원 디지털 지도 시스템, 국립공원관리공단 (2012)

<그림 2> 북한산 국립공원과 주변 도시지역의 경관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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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다른 두 가지 법률에 의해서 도시와 국립공원은 상호 단절되고

(separated), 분절화된 (fragmented) 공간으로 인식되어 있다. 이러한 인식은 궁

극적으로 국립공원은 보존지역이고 도시는 개발지역이라는 인식으로 이어져서 

서로 접하고 있으나 전혀 관련성이 없는 조화롭지 못한 경관이 형성되어 있다. 

둘째, 실제적인 공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도 이러한 분절성과 단절성이 잘 

나타나고 있다. 아래의 그림 1은 북한산 국립공원과 그 주변지역의 행정구역 상

황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 고양시, 양주시, 그리고 의정부시에 걸쳐

서 북한산 국립공원이 도시지역과 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는 북한

산 국립공원의 자연경관과 함께 국립공원에 바로 접하고 있는 도시지역의 경관

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립공원에서 바로 몇 백 미터 

떨어진 도시에는 고층건물 중심의 공간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는 도시형 국립공원의 도시와의 완충지역이 범위나 기능이 정립되지 않

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기준설정이 필

요하다.  

Ⅱ.�도시형�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의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여기에서는 총 

20개의 국립공원이 지정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산악형, 해안형과 함께 경주와 같

은 도시형 국립공원이 있다. 

<표 1>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현황
(단위 : ㎢)

지정
순위

공원명 위  치
공원구역

비 고
년월일 면적

계 　 6,580.821 육상:3,827.112(58.2%)
해면:2,753.709(41.8%)

1 지  리  산 전남･북, 경남 1967.12.29 483.022 　
2 경       주 경북 1968.12.31 136.550 　
3 계  룡  산 충남, 대전 1968.12.31 65.335 　

4 한려 해상 전남, 경남 1968.12.31 535.676 육상:127.188

해면:408.488

5 설  악  산 강원 1970. 3.24 398.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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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립공원관리공단 (2012)

위에서 보여준 국립공원의 유형을 살펴보면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국

립공원관리공단, 2012). 첫째는 산악형 국립공원으로 산악을 중심으로 형성된 

국립공원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지리산, 설악산, 치악산, 한라산, 오대산, 속리

산, 가야산, 계룡산, 내장산, 덕유산, 주왕산, 북한산, 월악산, 소백산, 월출산이 

포함된다. 둘째는 해안형 국립공원으로 이는 수려한 해양환경을 배경으로 하여 

지정된 국립공원을 말한다. 여기에는 한려해상, 태안해안, 다도해 해상, 변산반

도가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도시형 국립공원으로 역사적 가치와 그 경관의 보호

를 위해 지정된 경주가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말하는 도시형 국립공원이란 비록 산악형이나 해안형이

라고 할 지 라도 도시와 접하고 있는 국립공원을 의미하며 특별히 서울시와 경

기도에 걸쳐있는 북한산과 충남과 대전과 인접하고 있는 계룡산, 그리고 전남과 

경남에 걸쳐 펼쳐진 한려해상공원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도시형 국립공원은 몇 가지로 유형화를 할 수 있다. 첫째

는 도시의 내부에 국립공원이 입지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는 북한산 국립공원과 

같이 대도시에 위치한 국립공원들에서 많이 발견된다. 둘째는 국립공원과 도시

6 속  리  산 충북, 경북 1970. 3.24 274.766 　
7 한  라  산 제주 1970. 3.24 153.332 　
8 내  장  산 전남･북 1971.11.17 80.708 　
9 가  야  산 경남･북 1972.10.13 76.256 　
10 덕  유  산 전북, 경남 1975. 2. 1 229.430 　
11 오  대  산 강원 1975. 2. 1 326.348 　
12 주  왕  산 경북 1976. 3.30 105.595 　

13 태안 해안 충남 1978.10.20 377.019 육상:24.223

해면:352.796

14 다도해해상 전남 1981.12.23 2,266.221 육상:291.023

해면:1,975.198

15 북  한  산 서울, 경기 1983. 4. 2 76.922 　
16 치  악  산 강원 1984.12.31 175.668 　
17 월  악  산 충북, 경북 1984.12.31 287.571 　
18 소  백  산 충북, 경북 1987.12.14 322.011 　

19 변산 반도 전북 1988. 6.11 153.934 육상:136.707

해면:17.227

20 월  출  산 전남 1988. 6.11 56.220 　

○국립공원:20개소  6,580.821㎢(전국토의6.58%)/전국토100,033.076㎢
   - 전 국토대비 국립공원 육상면적 비율 : 3.83%
○도립공원:31개소  1,040.540㎢(전국토의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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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하고 있는 경우이다. 여기에는 대전광역시와 접하고 있는 계룡산이나 경상

남도의 도시들과 접하고 있는 한려해상 국립공원 등을 들 수 있다. 아래의 그림 

3은 이러한 도시형 국립공원의 공간적 구조를 보여준다.

<그림 3> 도시형 국립공원의 공간적 구조

도시 내의 국립공원이 입지

국립공원 도시

도시와 접하고 있는 국립공원

국립공원 도시

Ⅲ.�도시형�국립공원의�완충지역�계획의�필요성�

국립공원 완충지역의 사전적 의미는 국립공원과 자연녹지나 습지와의 경계지

역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국립공원과 도시의 완충지역을 의미한다. 

실제로 IUCN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보존지역을 범주화하여 관리를 하고 있

다. 여기에서 V와 VI의 지역이 완충지역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즉 인

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지역으로 생태적, 생물학적, 문화적, 그리고 

경관적 가치를 가지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 IUCN 보존지역 범주

자료: Ba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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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2012)에 의하면 도시 생태네트워크 상에서의 완충지역이란 핵심지역

과 코리더의 보호를 위한 지역이나 외부 위협요인으로부터 충격을 완화하는 지

역으로 자연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이 배제되는 지역을 말한다. 공간적 측면

에서 볼 때에 완충지역은 도시와 국립공원이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그 범위는 

1-2km에서 5km이상까지 다양하게 분포된다.

이러한 완충지역에 대한 정의로부터 도시형 국립공원의 완충지역 계획, 즉 완충

지역에 대한 생태적 디자인의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완충지역에서의 도

시계획은 국립공원의 자연환경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

문이다. 현재 이에 대한 법률적 규제나 규정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완충지역에서 도시계획은 국립공원과 

경관적인 측면에서 연속성이나 연결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위의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별히 대도시에 위치한 국립공원의 완충지역의 경우에는 그 경관

적 연속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도시계획 및 도시설계 측면

에서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완충지역에서의 도시디자인의 경우는 국립

공원이 제공하는 생태적 및 환경적 편익을 도시로 전달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계

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독일의 슈트트가르트의 바람길을 활용한 도시설계 등은 

이러한 완충지역의 생태적 도시디자인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 참

조). 넷째, 완충지역에서의 도시디자인의 경우는 도시민들의 국립공원으로의 접근

성을 증대시키고 연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림 4> 독일 슈트트가르트의 바람길을 활용한 도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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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도시형�국립공원�완충지역�생태적�디자인의�원칙과�기법

도시형 국립공원 완충지역의 생태적 디자인은 다음에서 제시되는 네 가지 원칙

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하며 이와 관련된 생태적 디자인 기법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도시에서 국립공원으로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의 도시디자인이 이루

어져야 한다. 여기에 활용될 수 있는 기법으로는 완충녹지에 대한 도시 내 유입, 

비녹지 서비스 지역의 복원, 수변축의 폭 확대와 레저 활동 공간과 연계 등을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친환경 및 재생에너지 활용 주택 등의 건설을 지원해 주

는 등의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국립공원으로부터의 생태적 편익을 도시에 전달해 줄 수 있는 도시디자

인이 되어야 한다. 앞의 그림 4에서 제시한 바람길을 활용한 도시설계 등이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셋째, 국립공원과의 경관적 측면에서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도시설계 및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 완충지역에 대한 명확한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건폐율, 용적율 및 고도제한을 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지구제

(zoning)의 경관지구 등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친환경 

경관지침을 구체화하여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환경부, 2008).

넷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완충지역의 도시계획은 국립공원에 대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 완충지역에 

대한 녹지율 제고방안, 녹화계획, 공원 확보율 제고방안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Ⅴ.�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립공원과 도시지역과 연결된 완충지역에 있어서 생태적 도

시계획과 생태적 디자인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에 따른 생태적 디자인의 

원리와 그 실제적인 기법을 도출하였다. 

북한산 국립공원과 같은 도시형 국립공원에서의 완충지역의 설정과 이 지역

에 대한 생태적 디자인은 매우 중요하며 특별히 다음의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구현되어야 한다. 첫째, 국립공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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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둘째, 국립공원으로부터의 생태적 편익을 도시에 전달해 줄 수 있

는 도시디자인이 되어야 한다. 셋째, 국립공원과의 경관적 측면에서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도시설계 및 계획을 세워야 한다. 넷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완충지역의 도시계획은 국립공원에 대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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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A Favorable Direction in Urban Planning Around a National 
Park in Korea 

Junghoon Ki

Although a national park provides rest and beautiful scenery to the people, there is 

rarely a planning approach to its surrounding areas including urban space. This study 

calls for a need for an ecological urban planning and design to a buffer area between 

a national park and an urban area. 

An ecological design with a buffer area setting is very important for a national park 

in urban area. There are four principles of the ecological design as follows. First, the 

design should have an action plan to improve accessibility to a national park. Second, 

the design should transfer ecological benefits from a national park to surrounding urban 

areas. Third, the design should include urban planning that sustains a natural scenic 

continuity between a national park and an urban area. Fourth, most of all, the design 

should include a buffer area planning that minimizes environmental impacts to a 

national park.

Key Words: National park in urban area, buffer area, ecological desig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