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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머리말

강산벨트는 경기연구원 이양주 박사가 10여 년 전부터 주장해온 바
입니다. 이번에 그동안의 고민을 정리해서 이론 정립 연구라는 이름으
로 보고서를 냅니다. 강산벨트는 아주 전문적인 주장인 것 같지만 어쩌
면 상식일지도 모릅니다. 금수강산을 이루는 골격인 산줄기와 물줄기
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산벨트는 산줄기에 생
물의 이동을 위해 일정한 폭을 부여하고, 강벨트는 강변에 오염 정화를
위해 일정한 폭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산벨트와 강벨트를 합한 것이
강산벨트입니다.
흥미로운 점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행정구역의 동(洞), 동(洞)네가
같은 물(을 먹고 사는) 공간이네요. 그래서 강산벨트를 잘 구축해서
보전･관리하면 좋은 동네의 기반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도권을 대상으로 모두 분석해서 동네별로 특징적인 내용도 잘 보이고
있습니다. 출발점이 그린벨트라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그린벨트만으로
는 미완인데 이제 완성된 한국적 생태축 개념을 정리했다는 생각입니
다. 이양주 박사가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 온 강산벨트 이론이 널리
적용되어 대한민국 국민이 더 녹색의 공간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누렸으
면 합니다.

2021. 11.

경기연구원장 직무대행

ABSTRACT

연구요약
강산벨트(江山Belts)는 그린벨트에 물(blue)을 더한 것이다. 산벨트와 강벨트 조
합이다. 산벨트는 산줄기(산맥)에 폭을, 강벨트는 강변에 폭을 입힌 것이다. 산벨트
는 분수령이면서 중요한 생태통로이고 강벨트는 육지와 물의 완충과 정화 구역이다.
산줄기를 그리면 유역이 되고 유역 중심은 강줄기다. 유역은 우리 말로 동(洞)네이
다. 그래서 강산벨트는 건강한 유역 즉, 좋은 동네를 위한 기반(infra)이다.
같은 물을 먹고 사는 동(洞)네는 산줄기와 물줄기를 기반으로 한다. 이를 관리할
목적으로 일정한 폭을 부여하는 것, 이것이 산벨트와 강벨트 강산벨트이다. 문헌을
보아도, 우리나라 전문가 대상 설문을 해봐도 산벨트 폭은 0.3∼1㎞, 강벨트 폭은
10∼50m 정도다.
우리 고지도는 산줄기, 강줄기, 길 3가지 선(線)을 중심으로 생활 공간을 잘 표현
했다. 지금 우리의 국토이용은 면(面) 중심이다. 강산벨트를 주장하는 첫 번째 이유
는 이렇게 흐름의 생태계를 위한 것이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산림면적률은 33%
가 채 안 된다. 우리는 64%의 산림을 갖고도 회색도시에 산다. 이는 자연을 도시에
잘 꿰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강산벨트를 주장하는 두 번째 이유다.
강산벨트를 구축해서 잘 보호하고 관리하면, (1) 좋은 동네의 기반이 된다. (2)
동네 내 생태계서비스가 높아진다. (3) 위계별로 생태축을 구축할 수 있다. (4) 수해
를 예방할 수 있다. (5) 필요한 생태통로 사업을 구상할 수 있다. (6) 2050 탄소중립
을 위한 녹색도시 비전을 그릴 수 있다. (7) 생태적 터전인 명당을 잡을 수 있다.
(8)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 (9) 생명의 통로가 된다.
결국, 강산벨트는 무엇인가? 강산벨트는 우리의 풍수(風水) 관점에 기초한 한국적
생태망(Eco-network)이었으면 한다.

키워드 강산벨트, 산벨트, 강벨트, 산줄기, 산맥, 강줄기, 생태축, 생태망, 산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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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제1절 문제의식
1) 그린벨트로부터
그린벨트(greenbelt)는 녹색(綠色)의 띠이다. 녹색(綠色)이라는 한자보다는 그린
(green)이라는 그리고 벨트라는 외래어가 더 친숙하기도 하다. 우리가 사는 동네가
그린벨트로 둘러싸이면, 자연의 혜택을 사방팔방 받을 수 있으니 살기 좋은 곳이
된다. 서울을 그린벨트로 둘러싸면 서울은 살기 좋은 동네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서울을 비롯하여 큰 동네(대도시) 주위를 그린벨트로, 개발을 제한하는
이름(개발제한구역)으로 법으로 규정했다.
그린은 자연을 상징하기도 한다. 지구의 영어 earth의 어원도 땅이다. 실제로는
지구에서 그린보다는 블루(blue)인 수면(水面)이 더 넓다. 태평양만 해도 지구의
육지보다 넓다고 한다. 자연을 상징하려면 그린&블루가 더 구체적이다. 그린, 식물
이 광합성을 하여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는 인간을 포함한 동물이 살 수 없다.
블루, 지구의 물이 순환하지 않으면 식물도 동물도 살 수 없다.
그래서 그린벨트에서 그린에 블루를 더하여, 그린&블루벨트로 확장하자는 주장
이다. 그린을 산으로 블루를 강으로 표현하면 강산벨트가 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제목인 강산벨트는 여기서 탄생했다.

2) 흐름의 생태계로
우리에게는 식물과 물이 없으면 생존 불가, 공기 역시도 없으면 살 수 없다. 절대
적으로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린벨트는 고정된 생태계이다. 물과 공기는 흐름
으로 생명을 지지한다. 그래서 필자에게는 자연(自然)이라는 말보다는 우리의 선조
들이 많이 사용한 풍수(風水)라는 용어가 더 매력적이다.
풍수(風水)는 흐름이고, 만물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바람과 물을 뜻한다. 생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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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를 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 풍수라 생각하기에 더 매력적이다. 바람을 저장하
여 물을 얻는다는 장풍득수(藏風得水)의 준말이기도 하다. 고정된 것이 아닌 끝없이
움직이는 생태계를 생각한다면, 그린과 블루보다는 바람과 물이 자연을 더 대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지구 생태계는 물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물은 고체, 액체, 기체로 지구를
순환한다. 땅에 떨어진 물은 흐름의 상징이다. 강은 젖줄에 비유되는 생명 줄이다.
중국에서는 황강을 그들의 모친(母親)이라고 부른다. 강물을 놓고 인류는 수많은
전쟁을 했었으며, 아직도 생존을 위한 갈등 요소이기도 하다. 땅에 떨어진 물을
갈라놓는 것이 산이다. 산줄기가 물줄기를 가른다. 이 연구는 강줄기와 물줄기 그리
고 강줄기와 물줄기 관계를 다룬다.
자연으로 둘러싸인 동네는 좋은 동네이다. 이보다 더 좋은 동네는 자연의 흐름에
맞는 그래서 자연의 혜택을 가장 효과적으로 받는 곳이다. 그래서 그린벨트에 머물
지 않고 흐름의 강산벨트로 하자는 것이다.

제2절 연구 목적과 방법
필자는 2011년도에 처음으로 江山벨트 주장했다. ‘생태계 보전의 신 패러다임’,
이 이름으로 간단한 경기연구원 보고서(이슈&진단)를 출간했다. 그 이전에 경기도
한북정맥(2008년)과 한남정맥(2010년)을 조사한 것이 직접적으로 기초가 되었다.
2012년도에는 강산벨트 관점에서 수도권을 분석해보았다. 이후로는 필자의 보고서
와 발제문에서 부분부분 언급하였다.
공식적으로 주장한 이후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거창하게 이론 정립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은 그간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강산벨트가 국토의 뼈대이듯이, 강산벨트론 역시 뼈대는 만들었다고 하지만 피골상
접하여, 관련된 연구를 잘 살피어 살과 뼈를 갖도록 해보자는 취지이다.
이 연구는 한자와 영자로 구성된 강산벨트(江山Belts)가 무엇이고,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고, 왜 이것을 주장하는지, 어디에 사용하는지, 사용하면 뭐가 좋아지는지
를 논한다. 사용을 위해 꼭 필요한 개념과 벨트의 범위를 중요하게 다룬다. 역시

4∣강산벨트 이론 정립 연구

어디에 쓰이는지를 최대한 나열해보았다. 이를 통해 강산벨트 이론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생태계서비스 잘 보호 즉, 국토를 잘 이용해보자는 취지에서, 강산벨트
를 주장하는 것이다. 주장의 근거는 현장의 분석에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선행연구
에 있다. 문헌연구가 기본이고, 선행연구는 각 장에서 모두 검토해야 한다. 현장
분석도 조사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주류이다. 전문가 의견을 설문으로 조사되었고
자문을 통해서 전체 내용을 검토했다.
[그림 1-1]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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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벨트(江山Belts)를 주창하며
제1절 강산벨트 좋은 동네
1. 강산벨트 논의과정
1) 2011년 생태계 보전의 신 패러다임 : 江山벨트1)
2011년 6월 필자는 당시 경기개발연구원 이슈&진단의 보고서에, ‘江山벨트’ 이
름을 처음으로 내놓았다. 당시 우리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 제도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법에서 규정한 목적과는 달리 경기도의 많은 그린벨트가
훼손되었고 생태적으로도 부합되지 않는 곳이 많았다. 당시에 환경부가 구축한 수도
권 광역생태축과 경기도 그린벨트를 중첩해본 결과 45.4%가 중첩되었다. 단순 해석
에 한계도 있겠으나, 중첩되는 45.4%는 자연의 벨트로서 의미가 있으나 나머지는
의미 없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경기도 그린벨트 중에서 13.8%는 주거, 공업, 상업,
공공시설, 위락시설, 교통, 골프장이었다.
우리나라 그린벨트는 도시를 둘러싸는 개념이다(그림 2-1 과거). 도시를 그린으
로 둘러싸면 자연의 혜택을 누리는 좋은 동네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그린벨
트(개발제한구역) 제도는 대도시를 대상으로 했다. 법을 통하여 도시 연담화를 방지
하고자 했으나 도시의 확산은 막을 수 없는 운명이었다. 특히 수도권, 서울의 주변인
경기도, 모든 시도에서 인구가 줄어도 경기도 인구는 아직도 늘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 대도시와 주변의 도시를 도로와 철도로 연결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그림 2-1 현재). 연결하는 길에는 또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수요는
강렬하였다. 원래 그린벨트가 끊어지고 곳곳에 구멍이 뚫리기도 했다. 그린벨트
언저리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수요가 폭발하면서 난개발도 초래했다. 도시의 확산을
그린벨트를 통해서 막는 것이 순리인가?
엄격하게 말하면 도로를 녹지를 피해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녹지가 도로를 안는
1) 이양주(2011). “생태계 보전의 新 패러다임 : 江山벨트”, 이슈&진단, 경기개발연구원.

제2장 강산벨트(江山Belts)를 주창하며∣9

것이 더 바람직하다. 사람의 인식으로는 녹지를 훼손하지 않는 도로의 건설이지만
녹지 속에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현실이고 올바른 처방이다. 녹지가 도로를 안도록
해야, 도로의 건설과 운영으로 생기는 훼손 문제를 치유할 수 있다. 녹지가 아닌
바다 위, 물 위, 습지 위, 땅속의 도로 건설을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림 2-1] 그린벨트 → 도시 확산 ← 강산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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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을 수 없기에, 도시 확산에 대응보다는 적응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강줄기와
산줄기로 벨트를 만들고, 녹지는 도로 건설을 품고, 맑은 물이 흐르게 하는 생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도시 확산에 적응하는 것이다(그림 2-1 미래). 도로가 생기는
곳에는 녹지로 감싸서 보완하고, 도시가 생기는 곳에는 녹지와 물로 망을 짜서 잃게
되는 자연성을 보완하는 것이다.

2) 2012년 수도권 광역 녹지체계(江山벨트) 구축2)
우리나라 그린벨트 제도(개발제한구역)의 문제에서 출발하여 제안한 강산벨트를
가지고 수도권 전체를 분석해보고자 했다. 서울, 인천, 경기 3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지금은 없어진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 이 과제를 제안했다. 경기연구원, 서울
연구원, 인천연구원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연구진을 구성했다. 필자가 연구
전체 책임을, 서울연구원은 김원주 박사, 인천연구원은 조경두 박사가 각 지역의
연구책임으로 참여했다.
강산벨트를 짜서, 수도권의 녹지와 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해보자는 취지로 시작했
다. 강(江) 축과 산(山) 축을 설정하고, 강과 산을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뿐
아니라 휴양 측면에서 연결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을까? 면(面)으
로 출발하지 않고 선(線)으로 출발하면 더 효율적일 것이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도
더 쉽게 이룰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초기에는 한강의 북쪽 정맥인 한북정맥, 한강의 남쪽 정맥인 한남정맥 두 산줄기
를 주요 산벨트로 하고, 한강과 임진강 두 물줄기를 강벨트로 하고, 산벨트와 강벨트
역시도 서로 연결되게 하는 개념도를 구상했다(그림 2-2). 이를 바탕으로 세밀한
분석에 들어갔다.
세밀한 분석 단위는 결국 더 쪼개어진 유역이다. 한강 유역과 임진강 유역은
큰 유역이고, 이를 더 쪼개어 들어가는 것이다. 백두대간, 한북정맥, 한남정맥으로
한강 유역이 결정되는 것이니, 한강 유역 내에서 몇 개의 유역을 더 나누고 다른

2)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2012). 수도권 광역 녹지체계(江山벨트) 구축 및 통합적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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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에서도 좀 더 나누는 것으로 접근했다.
[그림 2-2] 수도권 강산벨트 초기 개념(2012년)

1차로 나누어진 유역은 대권역 5개, 중권역 18개, 소권역 122개이었다. 물 환경
분야에서 이미 사용해온 유역이다. 대권역 5개는 한강, 임진강, 한강서해, 안성천,
금강이다. 금강은 미호천 일부로 매우 작고, 중권역은 임진강권의 3개, 한강권의
11개, 한강서해 2개, 안성천 1개이다(그림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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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수도권 강산벨트 초기 유역 구분(2012년)

유역의 경계는 분수령인 능선, 산줄기를 산벨트로, 유역 중심의 물줄기는 강벨트
가 되니, 강산벨트는 유역의 선(線)인 셈이다. 유역에서 산줄기와 강줄기 즉, 강산벨
트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이를 위해 경관생태학(landscape ecology)을 사용했
다. 경관생태는 바탕(matrix), 조각(patch) 그리고 통로(corridor)로 구성된다. 산
줄기와 강줄기는 통로이다.
경관생태에서 기본은 조각이다. 주변과 구별되는 일단의 경관이다. 예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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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안의 어린이 놀이터, 집과 산 사이의 논, 산자락의 과수원, 마을 입구의
숲이다. 경관 조각은 한 마디로 손이다. 사람 손의 형태가 가장 좋다. 손이 크면
많은 생물을 담을 수 있다. 손가락은 가장자리(edge)다. 다섯 개의 손가락이 있어야
게 기능을 한다. 독립적인 우주선도 이같이 닮았다.
[그림 2-4] 경관생태학적으로 좋은 조각의 모습

경관 조각(patch)은 클수록 생물다양성이 높아 좋은데 작아도 가장자리로 잘
연결되어 있으면 교란 확산을 방지하는 장점도 있다. 경관 조각은 사람들이 손을
모으듯이 가까이 있거나 손가락으로 잘 연결되면 좋다. 가장자리는 넓고 길수록
좋은데 주 풍향과 양달 방면이 넓으면 더 좋다. 가장자리는 심하게 직선이거나 곡선
이면 좋지 않다.
다음은 통로(corridor), 강줄기와 산줄기 즉, 강산벨트에 대한 것이다. 통로는
잘 연결되어 있고 폭이 넓으면 좋다. 그 내용은 가까운 패치와 유사할수록 좋다.
산줄기는 산림을 닮고 강줄기는 강과 닮아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통로 간에는 징검
다리로 연결한다. 징검다리는 일렬보다는 그물망 형태가 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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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 상류의 숲은 보전할수록 좋다. 생물다양성이 높고 방재 능력이 뛰어난
습지는 중요하게 보호해야 할 생태계이다. 습지는 스펀지와 같다고 한다. 건강한
유역은 스펀지와 같다. 상류의 숲이 잘 보존되면 유역에 머무르는 시간의 체적은
늘어난다. 상류에는 숲뿐만이 아니라 작은 샘들이 있어 강물을 계속 흐르게 한다면
최상의 조건이 된다.
[그림 2-5] 상류 숲의 보전은 건강한 유역

자료 : 이도원(2001). 경관생태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대권역 5개와 중권역 18개는 너무 적고, 소권역 122개는 너무 많다. 수도권
유역을 적정한 크기로 나누어 분석하기 위해 지방 1급 하천을 기준으로 삼았다.
대부분은 지방 1급 하천이지만 국가하천도 있고 지방 2급 하천도 있다. 결과적으로
29개의 강산권역(유역과 거의 일치)으로 구분이 되었다.
중심의 물줄기는 지방 1급 정도(기준)의 하천이다. 경계선은 당연히 산줄기다.
한북정맥과 한남정맥이 큰 줄기를 이루고, 한강기맥 그리고 각 지맥이 분수령(分水
嶺)이다. 다만, 지금의 국가하천인 아라천이 당시에는 경인아라뱃길이었는데 산자
분수령에 어긋나게 되어 일 일대는 구분의 선이 아라천이다. 아라천 부분은 우리나
라 산줄기와 산맥에 있어 논의해야 할 최대 이슈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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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수도권 강산벨트 유역 구분(강산권역)(2012년)

유역 가운데 하천과 경계선인 산 능선 즉, 강줄기와 산줄기 그리고 도로는 통로
(corridor), 유역 내 경관 조각(patch)은 크게 개발지, 녹지(산림 포함), 농지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다음 <서경-양재천･탄천> 권역 분석의 예이다. 22번째 강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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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며, 서경은 서울과 경기도 행정구역의 뜻, 양재천･탄천(대부분은 한 개의 하천)
은 중심하천, 강 통로를 분석하여 토지이용으로 조각을 분석하고 특징적인 것, 특히
다른 유역에 비해 과다 및 과소한 것을 설명했다.
[그림 2-7] <서경-양재천･탄천> 권역 분석 예

양재천은 국가에서 처음 시범적으로 한 자연형하천사업 대상지, 탄천은 거의 최
초로 상당히 이른 시기에 천변(川邊) 자전거 도로 개설한 곳이다. 유역 남쪽은 한남
정맥, 동쪽은 검단지맥, 서쪽은 관악지맥이다. 녹지 약 46%, 개발지 34%, 농지
약 12% 차지하는데 성남 검단지맥에 8부 능선까지 개발이 뻗치고 있다. 이런 식으
로 각 강산권역(유역)의 특성을 분석했다.
다음은, 과거 10년 사이 토지이용 변화를 분석했다. 경관 조각인 개발지, 농지,
녹지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변했나? 어느 권역(유역)에서 많이 변했나? 경관 통로인
도로와 하천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변했고 어느 권역에서 많이 변했나? 종합적으로
는 수도권의 산줄기, 강줄기가 어떤지를 해석하고 문제점도 가능성도 설명했다.
그다음, 강산벨트를 일단 정의했다. 줄기에서 벨트로 갈 때는 폭을 가진다. 산
벨트의 폭은 최소 100m로 하되 한북정맥과 한남정맥은 300m, 강 벨트는 양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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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50m로 했다. 관리주체는 권역을 넘어서면 광역정부로, 권역 내 문제는 시군정
부로 설정했다. 흥미로운 결과 중 하나는, 이 권역을 미래 수도권 행정구역으로
재편하여 기초정부로 한다면, 그야말로 유역통합관리가 훨씬 빨리 실현될 것이다.
각 권역의 이름을 부여했다. 서울, 인천, 경기, 서울과 경기를 걸치면 서경으로 했다.
‘-’ 다음에는 중심이 되는 하천 이름을 붙였다.
그다음, 실현이 가능한 시범사업을 구상했다. 서울의 관악지맥을 연결하기 위해
상도 주택재개발사업 등에 이 개념을 적용, 녹지를 구상하는 사업을 제안했다. 서울
의 한강 강벨트를 보완하는 사업, 인천 산벨트를 위해 장기미집행공원을 조성하는
사업과 개발사업에 반영하는 공원녹지 사업도 제안했다.
그다음, 시범사업 후 향후 추진할 사업도 제안했다. 제도와 전략 측면에서 강산벨
트를 제도화할 것, 수도권 그린벨트를 재설정하고 제2의 그린벨트를 지정할 것
두 가지다. 산벨트를 강화하기 위해, 한북정맥과 한남정맥에 생태통로를 만들자.
경인고속도로를 녹색으로 하자. 도심에는 선형녹지를 만들자. 지맥을 연결하는 녹
지를 조성하자. 서울의 구릉지와 마을숲을 보호하자. 서울 용산공원을 가지고 남북
녹지축을 연결하자. 인천 한남정맥을 보강하자. 인천 s자 녹지축을 복원하고 확충하
자. 도로 만들 때는 폭만큼 완충녹지를 확보하자. 방재공원을 조성하자.
[그림 2-8] 수도권 강산벨트 개념 적용을 위한 사업 제안

강벨트를 강화하기 위해, 옛 물길을 복원하자. 한강하구에 다목적 강벨트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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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한강 강기슭을 복원하자. 한강 습지를 보전하자. 한강 자연성을 회복하자.
한강에 숲을 조성하자. 강 지류 둔치에 녹지를 조성하자. 아라천 녹색 비전을 만들
자. 인천 해안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용하자.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의 도움으로 설정된 수도권 강산권역은 29개다. 크기
는 차이는 있으나 적당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산경(山徑)의 기본원칙, 산자분수령
(山自分水嶺)에 따라, 산줄기가 경계선이다. 불가피하게, 아라뱃길(아라천) 구역은
이 하천 길이 경계선이다.
[그림 2-9] 수도권 강산벨트(2012년) 구축

수도권의 녹지를 강과 산을 중심으로 체계를 구축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이었다. 이유는 면으로 관리하기보다 선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
다. 강산벨트 용어는 개념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국토계획 관계법에서는 녹지축
으로, 환경계획 관계법에서는 생태축으로 명명되고 있었다. 이 구상의 특징은 (1)
토지의 면이 아닌 선으로 접근하여 실천성이 높다. (2) 행정구역을 넘어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니 도전적이고 통합적이다. (3) 통합적 대안을 실천하기 위해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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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가는 행정구역을 넘은 선 중심으로 관리, 지방은 면 중심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실제는
거꾸로 되어 있다

[그림 2-10] 국가와 지방 간의 자연자원 관리 역할

는 점도 지적했다.
면(面)인 자연공원
에서

국립공원의

면적이 지방의 자
연공원보다 넓다.
반면, 선(線)인 하
천에서 국가하천보
다 지방하천이 많
고 길다. 무등산 도
립공원이 국립공원
으로 승격했다. 정
책이 거꾸로 가고
있는 사례이다.

3) 2008년 한북정맥과 2010년 한남정맥 조사가 기초3)
필자가 강산벨트를 창안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이 있었다. 2008년도 경기도권
한북정맥 조사와 2010년 경기도권 한남정맥 조사이다.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는 2005년 1월 24일 경기북부여성회관에서 한북정맥 보
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는
경기도에 한북정맥의 보전방안을 수립하여 집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경기권 한북정
맥과 한남정맥은 경기연구원 이양주, 윤은주, 김태현이 걸어서 조사한 것이다.

3) 이양주･윤은주(2008). 경기도 한북정맥 보전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이양주･김태현(2010). 경기도 한남정맥
연구. 경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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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북정맥 연구를 통해 알게 된 첫 번째는 산경표에 의한 산줄기가 실존이라는
점이었다. 둘째는 산경표의 산줄기와 어릴 때부터 배워온 산맥이 다르다는 것이었
다. 특히 백두대간과 태백산맥은 크게 차이가 난다. 우리 한반도 산줄기는 조선시대
신경준의 산경표에 의한-이론의 여지는 있다-, 산맥도는 일본 지질학자 고토분지로
의 저서 조선산악론(1903)에 의한 것이다.
[그림 2-11] 왼쪽은 산경표 산줄기, 오른쪽은 교과서 산맥도

셋째는 명명, 1 대간 1 정간은 산(봉우리) 이름에서, 13 정맥 중에서 호남정맥과
해서정맥은 지방 이름에서, 나머지 11 정맥은 강 이름에서 따왔다. 넷째, 산경표는
조선시대 신경준에 의한 것이라 하는데 이는 추정이다. 다섯째, 산경표 이전과 이후
에도 산줄기 선인들의 연구가 있었다. 여섯째, 훼손된 곳은 모두 103곳이다. 점으로
16곳, 선으로 29곳(도로 25), 면으로는 53곳이 훼손되었다. 한북정맥 훼손은 포천
백운산에서 파주 장명산으로 오면서 많은 경향을 보인다. 면적 훼손 심각한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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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고읍 신도시, 파주 교하 신도시, 장명산 폐기물처리장이다.
일곱째는 관리범위가 중요하다. 줄기에서 벨트로 가려면 폭을 정의해야 하기도
하다. 산줄기의 관리범위에 대해서는 환경부&녹색연합(1998)의 백두대간 탐사 보
고서에서 700m를, 국토연구원(2002)은 백두대간 관리에 대한 심포지엄에서
300m를 핵심 관리구역 폭으로 제안했다. 결국 300, 500, 700m 정도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며, 먼 장래의 비전으로는 1㎞도 가능할 것이다.
[그림 2-12] 한북정맥 훼손 현황(2008년)

다음은 한남정맥 연구 결과이다. 첫째, 산줄기와 산맥은 다르지만, 산줄기는 지상
의 경관에, 산맥은 지하의 지질구조에 기초하니 둘 다 의미가 있다. 다만, 산줄기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백두대간은 어렴풋이 알지만, 정맥, 기맥, 지맥, 세맥에 대해서
는 우리 국민은 거의 모른다. 둘째, 산줄기는 유역을 구분하지만, 산맥으로는 할
수 없다. 셋째, 산줄기는 우리 국토를 한눈에 알 수 있기에 더없이 중요하다.
넷째, 용어가 안 쉽다. 산줄기도 산맥이기 때문이다. 이 2010년 연구에서는 명칭
을 산맥을 지체(地體)산맥이나 발달산맥, 산줄기는 지표(地表)산맥이나 기능산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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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안했다.
다섯째, 훼손된 곳은 모두 456곳, 한북정맥의 4.4배다. 참고로 한북정맥이 107
㎞, 한남정맥이 187㎞다. 점으로 108곳, 선으로 224(도로 등 142), 면으로는 124곳
이다. 한북정맥의 경우 각각 16, 29(도로 25), 53곳이었다. 한남정맥의 훼손은
안성 칠장산에서 김포 문수산으로 오면서 약간 많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개소 수에
서 인천 구간에 훼손이 심하고 다음이 시흥시, 그다음 용인시다.
경인아라뱃길-지금은 아라천-로 인한 단절이 가장 심각하다. 마루금이 아예 도로
인 곳도 있는데 이 중 고속도로인 곳도 있다. 한북정맥과 같이 도로에 의한 단절이
많은데 이 중 용인 경전철 등 철로도 있다. 공원묘지와 경작지도 적지 않고 군사시설
이 꽤 많다. 국내 초기였던 오봉산 생태다리 등 생태통로가 잘 설치된 곳이 꽤
있다.
여섯째, 두 정맥의 산벨트 생태자연도는 1등급보다 3등급이 더 많다. 한북정맥과
한남정맥의 산벨트 폭 300m∼1,000m로 했을 때 생태자연도 1등급에 속하는 것이
약 10% 정도이다. 3등급 해당은 20∼27%다. 다섯째, 정맥을 보전하는 방안으로
환경영향평가 시에 고려하는 것이다. 이후 환경부 지침으로 반영되었다. 일곱째
정맥 관리를 위해 교과서에 내용을 수록, 생태통로의 조성, 행사를 통한 홍보, 등산
로 정비, 행사를 통한 홍보, 이름 짓기, 대청소, 능선의 간벌, 대체 체험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더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제2장 강산벨트(江山Belts)를 주창하며∣23

2. 강산벨트 그림
1) 산벨트 그림
산이란 무엇인가? 산줄기란 무엇인가? 산벨트란 무엇인가? 산벨트를 그리면 무엇
이 되나?
위키백과에 의하면, 산(山, mountain)은 주위보다 높이 솟은 지형을 말한다.
우리 고유어로는 뫼, 메라고 부른다. 그러면 얼마나 솟아 있어야 산인가? 브리태니
커 백과사전에서는 610m 이상으로 하고 있다.
한북정맥에서 낮으나 아주 중요한 일산의 고봉산은 206m, 한북정맥의 끝자락
파주 장명산은 102m다. 한남정맥에서 용인 기흥의 소실봉 186m, 안양CC에서
수리산 가는 길의 감투봉은 184m, 시흥 안현동 양지산 151m, 인천의 대표 산인
계양산은 395m, 인천 서구 할메산은 106m, 검단의 수안산은 147m다. 우리나라
에서 가장 낮은 산은 강원도 고성의 거북산(15.5m)이라고 한다.4)
산맥은 산봉우리를 잇는 선이다. 산등성이 산 능선이라고도 한다. 사람이 엎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등줄기다. 우리의 백두대간을 한반도 등뼈라고도 비유한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산을 600m 이상, 그 절반인 300m 이상으로 한다고 해도 한북정맥과
한남정맥은 성립하지 않는다. 우리 문화는 그냥 낮은 산이라 생각하고 부른다.
산의 등줄기인 산줄기는 산맥이다. 산경표의 산줄기는 ‘지표’산맥, 우리 교과서의
산맥은 ‘지질’산맥으로 칭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산벨트는 산줄기에 폭을
입힌 것이다. 지표산맥과 지질산맥이다.
[그림 2-13]은 벡터스톡(Vectorstock.com/28642551)에서 제공하는 그림인
데, 산줄기(산 능선)와 산벨트를 구분하여 설명하기가 좋아서 인용하였다. 산벨트가
되려면 폭을 정해야 하는데, 관리의 목적과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능선을
중심으로 좌우 각각 300m 폭과 500m 폭 등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4) “보배드림(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425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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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산줄기(산맥)와 산벨트

마지막으로 산벨트를 그리면 무엇

[그림 2-13] 산벨트 그리면 유역

이 되는가? 산벨트를 그리면 그 안의
공간은 유역 즉, 물줄기가 흐르게 되
는 공간이 되는 것이다. 하나의 산벨
트 내에는 하나의 같은 물줄기 그래서
동(洞)네가 된다. [그림 2-14]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산벨트는 결국 물에서
끝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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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벨트 그림
강이란 무엇인가? 강줄기란 무엇인가? 강벨트란 무엇인가? 강벨트를 그리면 무엇
이 되나?
하천이란 흙이나 돌로 만들어진 길을 따라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는 것을 말한다.
강이란? 꼭 그런 것은 아니나 대체로 큰 하천을 말한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이
우리나라 4대강이다.
강줄기는 하천과 강을 통틀어서 부르는 개념적인 선이다. 그냥 하천이라 하지
않고 그냥 산맥이라 하지 않고 강줄기 산줄기로 명명하는 것은 ‘줄기’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일 것이다.
산줄기에 폭을 입히면 산벨트가 된다. 강줄기는 조금 다르다. 강줄기는 이미 상당
한 폭을 갖고 있다. 넓은 강도 있고 좁은 강도 있기 때문이다. 산벨트는 하나의
선이지만 강벨트는 두 개의 선이다. 강벨트는 강줄기의 한쪽 변의 선이다. 강변은
물의 양(수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순하지 않다. 평균 수위에서 안쪽은 하천
즉 강으로 정의한다.
[그림 2-15] 강과 홍수위 그리고 강변

자료 : “Soltlake County(https://slco.org/watershed/streams-101/the-riparian-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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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줄기는 산줄기와는 두 가지가 다르다. 첫째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중간에 없어지기도 한다. 보통은 사막에서 이런 경우가 있다. 지하로 이어지면 하류
에서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 둘째, 강벨트 이전에 강변(江邊, riparian)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바다에는 연안(沿岸, coast)이 존재한다. 물을 담는 그릇에 지구 물 순환
으로, 물이 움직이고 양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산벨트 폭을 300m나 500m 폭을 설정하는 것은 생태적인 의미이다. 강벨트도
같은 의미라면, 강변(riparian)으로 하고 바다는 연안(coast)으로 하는 것이 온당하
다. 그러나 인류가 강변과 연안에 정착해온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한강의 수질 보전을 위해 수변구역
을 규정한다. 수변구역은 하천 경계로부터 500m, 특별대책지역에서는 1㎞이다.
연안관리법은 연안을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으로 구분한다. 연안육역은 연안해역 육
지 경계로부터 500m다. 산업단지 지역은
1㎞다.

[그림 2-16] 미국 농림부의 강변 관리

[그림 2-16]은 미국 농림부 자연자원보
전국이 강을 관리하는 방안이다. 완충의
강변 숲, 강 배후의 습지 복원, 강 지류의
초지와 수로의 관리, 강변 및 인근의 방풍
림 그리고 여과 띠(filter strips)가 있다.
강 주변의 오염을 정화하는 최소한의 완충
기능을 하는 일정 폭의 띠를 강 벨트로 보
는 것이 현실적이다. 상당한 규모의 폭은
매우 중요한 이유가 아니고서는 쉽지 않은
규제이다. 장소에 따라서 외연이 확대될
수도 있겠으나 30m, 50m 정도가 적정할
것이다. 강변 녹지대 폭 30m 정도를 영양
오염을 정화(filtering)하는 최소한으로 본
다.
[그림 2-17]은 U.S. Department of Agriculture(2001)의 보고서 Stream
Corridor Restoration: Principles, Processes, and Practices에서 가져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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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트를 빨강 선으로 표시해본 것이다. 이 그림은 경관생태학의 기본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강벨트의 폭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30∼50m로 본다.
[그림 2-17] 강 양안의 강벨트

[그림 2-18] 강벨트 개념도

산벨트는 강이나 바다 등 물에서 끝난다. 강이 중간에 끊어지거나 바다로 흘러가
듯이, 강벨트는 중간에 끊어질 수 있고 연안 벨트로 이어진다. 대개는 연안 벨트로
이어진다. 반대로 산으로 올라가면 결국 산록부의 습지 혹은 샘에서 끝이 난다.
논리적으로, 하구에서 강 상류 방향으로 가장 먼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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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벨트를 그리면 그 안은 유역이 된다. 강벨트를 그리면 첫째, 강벨트는 연안
벨트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둘째, 강벨트를 그리면 그 안의 크고 작은 강을
알 수 있다. 강벨트를 자세하게 그리면 작은 유역의 파악도 가능하다.

3) 강산벨트 그림
산벨트는 높은 곳에서 내려오고, 강벨트는 물이 많은 하구에서 올라간다. (1)
산벨트는 강이나 바다에서 끝난다. (2) 강벨트는 하구에서 가장 멀고 산벨트 가장
가까운 곳에서 끝이 난다. (3) 강벨트는 연안 벨트와 연결되어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강산벨트를 그리면, 두 손을 깍지를 낀 모양이다. 산벨트 손가락은 길어서
강에 닿지만, 강벨트는 손가락이 짧아 산벨트에 닿지 않는다. 연안의 짧은 유역이나
작은 섬에서는 강이 아닌 바로 바다로 갈 수 있다. 유역 경계인 산줄기에 폭을
부여하고 유역의 중심은 강줄기 강변에 폭을 부여, 앞은 산벨트 뒤는 강벨트가 되며,
이 둘이 곧 강산벨트이다. 그린벨트와 다른 개념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그림 2-19] 강산벨트(강산은 불가분)

결국 강산벨트를 그리면 유역이 되는데 유역과는 다르다. 강산벨트를 그리면 방
향성을 갖는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길이 보인다. 산길과 물길 더 나아가 바람길도
예상할 수 있게 해준다. 국토와 환경을 이용하는 계획에서는 흐름, 맥락이 중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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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보여준다. 건강한 유역, 건강한 동네를 위해 고려해야 할 것들을 보여준다.
바람과 물(풍수)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삶터를 가꾸어가는 출발선이 될 것이다.

3. 좋은 동(洞)네
1) 동(洞)네는 작은 유역(流域)
필자는 과천시 별양동에 산다. 경기도에는 과천시도 있고 북쪽에는 포천시도 있
고 연천군도 있다. ‘천(川)’ 자가 들어간다. 이보다 큰 도시들에는 ‘주(州)’ 자를 쓴다.
경기도 양주시, 광주시, 파주시 등등이다. 대개 큰 도시들은 ‘주(州)’를 작은 도시들
은 ‘천(川)’ 자를 사용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川’은 흐르는 물 모양을 따온 것이다. ‘州’는 ‘川’ 중간에 섬들이 있으니 강의
중하류나 하구다. 강의 중하류나 하구에는 중간에 섬도 있으니 물고기 많고 물도
풍부했으니 더 많은 사람이 살았을 것이다. 인류 문명은 강을 끼고 발달했다. 도시는
유역의 일부, 이 유역에서 작은 유역들이 지금으로써는 동(洞)네다. 큰 동네는 큰
유역이고 도시이고, 작은 동네는 작은 유역이다. 같은 물을 먹고 사는 곳이다. 과천
시 별양동은 같은 물을 먹고 사는 작은 유역이다.
옛날에는 행정구역의 경계가 대부분 산줄기이었다. 그러니 유역과 행정구역이
거의 비슷했다. 지금도 그 흔적들은 많은 곳에서 남아 있다. 특히 큰 동네의 지역
경계는 아직도 산줄기이다. 지금 대부분 도시와 동네 등 행정구역의 경계는 산줄기
보다는 인구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행정구역 경계가 산줄기가 아닌 물줄
기가 될 수 있고 큰 도로가 되기도 한다.

2) 정감 넘치는 재와 골
골과 재, 재와 골, 우리가 많이 사용해온 용어다. 조선시대 남구만의 시, “재
너머 사래 긴 밭을 언제 갈려 하나니”, 재를 넘어가서 농사를 지어야 하니 소작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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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을 것이다. 재를 넘어야 하니 우리 동네가 아니다. 정두수 작사, 박춘석 작곡,
나훈아 노래 감나무골, “산 제비 넘는 고갯길 산딸기 피는 고갯길, 재 너머 감나무골
사는 우리 임”, 골도 나오고 재도 나온다.
재 즉, 고개는 산줄기에 있다. 골은 산줄기 사이에 있는 유역 즉, 동네이다. 밤나무
골, 감나무골, 버드나무 골 많이 들어본 이름들이다. 산 제비도 넘고 산딸기도 피는,
동물이 살고 식물이 사는 자연이다. 산줄기로 유역이, 동네가 만들어지고, 같은
물을 먹고 사는 동네인즉 골이다.

3) 좋은 동네는 건강한 유역
우리는 모두 동네에 살고 있다. 모두 유역에 살고 있다. 다른 나라 사람들도 유역
에 살고 있다.
지금이야 광역상수도를 통해 경기도 광주시 팔당에서 물을 취하여 광역상수도를
통해 말 그대로 광역으로 날라다 준다. 각 동네에서는 정수장을 만들어서 물을 받아
서 정수해서 각 가정에 뿌려준다. 어느 곳에 도시를 짓든 상수도를 잘 깔아서 물을
받아오면 된다. 광역상수원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는지 걱정되는 부분
이기도 하다.
예전에는 물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을 갈랐다. 지금도 지구 곳곳에는
물의 양과 흐름에 따라 생태계가 좌우된다. 일단 좋은 동네는 물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역시도 일단은 바람을 막아 물을 얻을 수 있어야 살 수 있는 동네였다.
산꼭대기에 고대 유적이? 잉카 문명의 흔적 페루의 마추픽추는 높은 산에 있는
도시다. 사람들은 모두 도대체 물은 어떻게 구했는지에 일단 의문을 둔다. 물을
저장하고 흘리는 정교함에 감탄하게 된다. 사막의 도시 나바테아인의 페트라 역시도
물을 저장하는 기술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지구 아닌 다른 행성에 생명
이 살고 있을까? 이 의문을 해결하는 것은 물을 찾는 것이다. 물의 원천(water
resource)은 생명을 의미한다.
좋은 동네는 건강한 유역이다. 건강한 유역은 물을 잘 다루어야 한다. 눈과 비로
물의 양이 어느 정도 되고, 잘 보관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잘 흘려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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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이 살게 하고, 바다로 흘러간 물은 수증기가 되어 돌아온다.
건강한 유역은 스펀지와 같아서 물을 잘 머금고 서서히 내뱉는다. 미국 환경부
(EPA)가 제시하는 건강한 유역이란, 자연적인 토지피복이 유역을 지지하는 곳이다.
첫째, 자연적인 변이 내에서 역동적인 수리와 지형, 둘째, 물과 수변의 토종이 살기
에 충분한 면적 그리고 연결된 서식지, 셋째, 건강한 생물군집을 지지할 수 있도록
깨끗한 수질이다. 결국은 역동적인 경관, 다양한 생물이 사는 서식지, 좋은 물이다.5)
강변(강벨트) 토종생물이 자연적인 흐름의 유지에 도움이 된다.

4) 뉴멕시코가 제시하는 건강한 유역
미국 뉴멕시코(New Mexico) 산림과 유역의 건강한 정보 교환소(Forest and
Watershed Health Information Clearinghouse)에서 제공하는 유역에 대한 모
든 것은 건강한 유역이 무엇이고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6)
첫째, 유역은 연결이다. 유역 안에서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1) 작은 샘이
습지를 그리고 강과 호수를 먹여 살린다. (2) 물과 영양물은 공기, 수체(水體), 식생,
동물, 토양, 지하수로 순환한다. (3) 유역 내 모든 생물은 위 순환에 의존한다.
둘째, 물-나무-불이 관계한다. (1) 나무는 물로 자라고 물은 건강한 유역에서
온다. 나무는 유역을 건강하게 유지한다. (2) 목마른 나무는 건강한 나무에 비해
병과 해충에 더 빠르게 굴복한다. (3) 죽은 나무는 자연스레 불의 원료가 된다.
셋째, 유역은 기후도 관계한다. 건강한 유역은 미기후를 완화한다. (1) 나무 그늘
은 토양과 공기를 시원하게 해서 여름철 증발을 줄인다. (2) 나뭇잎은 폭우 영향을
완화한다. (3) 식생 경관은 강풍으로부터 유역을 보호한다.
넷째, 물과 에너지도 연결되어 있다. (1) 물로 에너지를 만든다. 에너지 보전이
물 공급을 보존한다. (2) 에너지를 얻어 물을 처리하고 물을 가정, 학교, 사무실에
공급한다. 그래서 물을 보전하는 것이 에너지 보전이고 또한 에너지 보전은 오염을
줄이는 것이다.

5) “US EPA(https://www.epa.gov/hwp/basic-information-and-answers-frequent-questions)”.
6) “New Mexico(https://allaboutwatershed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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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유역은 탄소와도 연결된다. (1) 탄소는 대기 중 공기로 그리고 물에 녹아
유역 전반에 존재한다. 동식물의 살아 있는 조직에 그리고 토양과 암석의 미네랄
형태로 나타난다. (2) 탄소는 토양에 그리고 목재와 같은 물질로 저장된다. (3) 탄소
는 분해나 불로 배출된다.
유역 내 각 장소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 첫째, 고산지대는 어떻게 할까?
산은 모든 것이 시작된다. 높은 곳에서 비 혹은 눈 녹음으로 물이, 대지를 적시고,
지하수를 충전하고, 연못에 모이고, 대지를 갈라 작은 물길을 그리고 큰 강을 만든
다. 건강한 유역은 스펀지같이, 물을 흡수, 저장, 천천히 내보낸다. 유역의 상부는
대개는 숲이다. 이용에 주의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안정된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
훌륭한 산림관리가 유역을 건강하게 한다. (1) 물이 대지와 식물에 잘 닿고 태양과
영양물질을 얻도록 늙은 숲은 성기게 하라. (2) 식물잔해로 덮여 유지되는 토양을
보호해라. (3) 도로는 토양이 쓸려가지 않게 배수 잘되게 설계하되 도로 수를 최소화
해라.
둘째, 농지와 전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 농약과 제초제가 수질오염 유발, 등고선
경작과 통합 해충관리와 같은 적정 농경술이 수질을 보호한다. (1) 비와 관개수를
잡을 수 있도록 땅을 조성한다. (2) 물이 흘러내리지 않고 지하수를 충전하도록
등고선 따라 작물을 심는다. (3) 유기질을 이용하여 영양 좋은 흙을 만든다. (4)
퇴비를 적게 사용하여 흘러내리는 물을 방지한다.
셋째, 곳곳에 방풍림을 조성한다. (1) 교목과 관목의 식재로 바람 속도를 줄여
경작지와 토양을 보호한다. (2) 부지에 적합한 토종을 선택하면 관리도 적고 잘
살아남고, 야생동물들의 은신처가 되고 먹이도 된다.
넷째, 도시 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1) 건물과 가로,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도록 제대로 된 위치에 식물을 잘 심는다. (2) 수질 보호, 배수로에
아무거나 버리지 말기, 페트병은 사용 후 재활용한다. (3) 배수로에 가기 전에 식물
을 이용하여 물을 모을 수 있도록 길과 주차장을 설계한다.
다섯째 각자의 집과 집 주변은 어떻게 할 것인가? (1) 물 아껴 쓰기 : 짧은 샤워,
수도꼭지 안 새도록, 화장실 안 새도록 한다. (2) 녹색 구매 : 지역 먹거리 선택,
재생에너지 가입, 친환경 세제 사용한다. (3) 빗물 모아서 정원에 사용한다. (4)
건물과 길의 물을 수목으로 가도록 토지를 설계한다. (5) 물과 비료를 덜 먹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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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응된 토종을 심는다.
여섯째 집 주변의 농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원과 도시농업에 해당할 것이다.
(1) 멀칭으로 토양습도 유지, 증발 줄이고 비가 땅에 스며들게 하고, 식물 뿌리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게 한다. (2) 유기비료로 물을 잡고 저장하고 내보내는 더
좋은 토양을 만든다. 건강한 토양 속의 미생물은 식물을 잘 자라게 하고 오염도
정화한다. (3) 물을 잘 잡고 저장하는 경관 : ① 자경(自耕), ② 건강한 유역을 위한
공동체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습지를 잘 보호한다. 습지는 건강한 유역에서 중요한 요소, 홍수를
흡수하고 오염을 정화하고 중요한 서식지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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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강산벨트를 왜 주장하는가?
1. Zoning : 면 중심 국토계획
우리나라 국토계획의 주류는 Zoning 즉, 용도지역지구제이다. Zoning? 다음
영한사전에서 해석하기는, 미국에서 특히 도시계획에서 지역지구제다. 도시계획을
할 때 지역과 지구를 정한다는 것이다. 복합어 사례를 보면, get a zoning permit는
건물의 용도를 승인 얻다. exclusive use zoning은 전용 지역제인데 해당 용도
외에 다른 용도는 배제한다는 뜻이다.
우리 국토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용도지역지구제는 국토를 지역과 지구로
나누어서 용도를 지정해주는 것 혹은 거꾸로 용도를 정하고 지역과 지구로 국토를
나누어 주는 것이다.
용도지역지구제는 도시계획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닌 인류가 자연을 이용해온
방식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초기 인류에게 원시 자연은 말 그대로
두려운 존재였다. 인간은 자연에 적응하기 위해 초기에는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동굴에서, 정주하기 시작하면서는 울을 치고 안을 길들였다.
[그림 2-20] 인류의 자연공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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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에 와서 인류는 크게 자연-전원-도시 세 가지 스펙트럼을 갖고 땅을 이용하
고 있다. 우리의 국토이용 또한 이 흐름을 그대로 갖고 있다. 우리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의 제6조는 국토의 용도 구분이다. 1번이
도시지역, 2번이 관리지역, 3번이 농림지역, 4번이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그림 2-21] 우리나라 용도지역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수도권 사람들의 먹는 물을 보전하기 위한 팔당 상류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일하고 먹고 자는 곳은 도시지역
이다. 자연을 이용하는 농업과 임업을 하는 지역은 농림지역이다. 관리지역은 예전
에 도시지역과 비슷하다고 해서 준도시지역이었다. 도시처럼 사용할 것으로 예정되
는 곳은 계획관리, 농업 예정은 생산관리, 자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곳은 보전관리
이다. 도시에서도 자연이 필요하니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에 녹지가 있다.
사람들은 공간을 이렇게 면(面)으로 이용을 하는데, 자연도 사람의 몸도 흐름이
매우 중요하다. 면(面) 계획은 선(線) 계획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사람의 오장육
부와 근육이 아무리 발달해도 뼈대가 튼실하지 못하고 피가 통하지 않으면 죽음에
이른다. 자연도 좋은 숲과 물 그리고 공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흐르지 않고 정체된다
면 썩고 병들어 죽음의 환경이 된다. Zoning만이 능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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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조들의 라이닝(Lining)
1) 우리 고지도의 Lining
Lining은 선을 긋는 것이다. 다음 영한사전을 보면, 선을 긋기, 안감을 대는 것으
로 해석하고 있다. 어디에 들러붙는 것에도 사용할 수 있다. 국토에 안감을 대는
것도 참으로 매력적이다. 안감을 대서 쉽게 뜯어지지 않게 한다면 우리 국토의 회복
탄력성은 높아져 갈 것이다.
우리의 고지도는 한 마디로 강산벨트이다. 1776년에서 1787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동여지도, 산줄기와 물줄기를 중심으로 길이 있고 객사가 있다.
고산자 김정호가 1861년에 제작한 우리나라 대동여지도, 산줄기와 물줄기 그리고
길과 지역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대표적인 위 두 개 고(古)지도는 산벨트와
강벨트를 중심으로 그려진 것이다.
한글조선전도도 흥미롭다. 산이 크고 높은 것은 강조되어 표현되고 있다. 2021년
도 6월에 이돈수는 한국해연구소 소장 19세기 후반의 서양 지도 6점을 공개했다고
한다. 독일에서 1896년 집필한 교육용 지리부도에 아시아 지도라고 한다.7) 백두대
간과 정맥이 골격이다.
지도를 정치(定置)하면, 현재의 지도와 같이 정확하지 않다. 뚜렷한 산줄기와 강줄
기, 높은 산의 표시, 강이 만나고 만나서 바다로 이어지는 하구, 섬들이 잘 표현되어
있다. 현재 시점에서 어찌 보면, 지도의 개념도와 같기도 하다. 분명한 것은 이
지도를 통해 산과 강 그리고 삶의 공간들이 잘 드러난다는 것이다. 자연의 흐름과
사람들의 삶터가 표현된 것이다.
지금 우리의 지도는 길을 중심으로 블록(block)처럼 나누어져 있다. 수도권에서
큰 도시의 지도를 보면, 고속국도, 일반국도, 시가지 도로 크고 작은 블록들로 채워
져 있다. 최근에 개발된 곳들은 정형적인 가로를 형성하고 블록의 크기는 제각각이
다. 산도 하나의 블록으로 자리하고 있다. 시 지역을 벗어나 군 지역으로 가면 산과
강이 지배적이지만 도로가 모든 것의 연결 고리로 그려진다. 강이 지배적이라 하더

7) “독도는 한국 땅, 미발굴 서양 고지도 6점 첫 공개”, 경향신문(20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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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도로 중심으로 지역을 읽을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림 2-22] 산줄기 강줄기 중심으로 그려진 우리 고지도

우리의 고지도(古地圖)를 유심히 쳐다보면, 산줄기와 강줄기 흐름 속에서 터전을
잡고 생활해 왔음을 읽을 수 있다. 자연을 변경하는 것이 아닌 자연에 친화적으로
살아온 것이다. 환경친화적인 국토의 이용, 생태친화적인 국토의 이용은 먼저 보전
할 곳 그리고 개발할 곳을 구분 짓는 Zoning이 아니라, 먼저 자연의 흐름을 보호하
고 이용하는 Lining일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 선조들만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
우리나라도 잘 모르는데 외국까지 다 알 수는 없으나, 그래도 자연환경이 좋아서
살기 좋은 나라는 우리는 알고 있다. 외국 여행을 많이 하는 우리 국민이 어디가
좋은지 많이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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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색의 나라
자연환경이 좋아서 살기 좋다는 소의 녹색의 나라들을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들도 우리 선조들과 같은 생각을 했을까? 한국인은 어떤 나라를 좋아할까? 순위와
때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으나 상위 5위권 정도는 유지되고 있는 것 같다. 미국
> 호주 > 캐나다 > 스위스 > 영국 > 일본 > 프랑스 > 뉴질랜드 > 독일 > 중국
정도가 아닐까 한다. 일본과 중국은 가까운 나라라서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싫어하
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다. 미국 역시도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싫어하는 사람도
많다. 독일을 가장 좋아한다고도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좋아하는 이유는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 대개 우리 국민은 환경이 좋아서 좋아
하는 나라로는 스위스가 대표적인 것 같다. 호주와 캐나다 그리고 영국도 비슷하다.
자연환경이나 공원녹지 그리고 산림 분야를 전공하는 분들은 독일을 많이 좋아하고
선도적인 사례로 소개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 독일, 스위스, 호주, 캐나다, 영국은
녹색과 어찌 친할까? 한 곳을 더 추가한다면, 환경이 좋아서 가보고 싶은 곳으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하와이다.
우선은 필자가 가장 최근에 가본 하와이다. 하와이는 녹색도시인가? 하늘이 내려
준, 말 그대로 천혜의 녹색도시다. 하와이 정주는 배산임해(背山臨海)다. 산을 뒤로
하고 바다를 마주한다. 각각의 집에는 정원이 녹색 속에 있다. 고급주택이 산줄기
위에 지어졌다. 물을 올리는 기술이 없다면 불가능한 구조이다. 경사가 급하여 산줄
기의 상당한 폭을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거의 일자 구조이다. 산줄기 아래
산비탈은 개발이 불가하고 산자락도 잘 보호되어, 주택이 건강한 유역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다. 고도가 높지 않고 선형이라 자연성은 낮아지지만, 경관적
으로 보완성이 있다.
다음은 필자가 자주 가본 독일이다. 필자가 보기에 그들은 녹색을 정주 환경에
잘 가져오는 사람들이다. 우리와 닮은 점도 많다. 우리와 같이 분단된 국가였다.
우리는 집을 잘 분양하는 나라이고, 독일은 정원을 잘 분양하는 나라이다. 작은
정원 혹은 분양된 정원의 뜻인 독일의 ‘클라인가르텐(kleingarten)’은 도시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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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 유명하다. 숲을 통해서 정원을 통해서 도시에 숲을 끌어온다. 뮌헨의 아자
르 강변의 산업단지는 녹색 속에 배치했다.
[그림 2-23] 녹색나라 선례

다음은 스위스다. 스위스는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산속에 많이
산다. 산 위에 많이 산다고 해도 될 정도다. 절벽 위에도, 산비탈에도 집들이 있다.
독일과 유사한 문화권이나 산지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대부분
의 전원 주거들은 숲속이거나 농지 가운데에 전원 경관을 연출한다. 도시 주거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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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자연을 띠 혹은 작은 도시숲이 주거의 회색 경관을 보완한다.
영국은 한 마디로 정원국가이다. 자본주의 종주국이라고 하는데, 정원국가로 명
명해도 될 정도로 정원을 중요시한다. 집을 살 때도 정원과 주택을 동등한 수준으로
본다. 우리하고는 먼 느낌이다. 각 주택에 딸린 정원들, 근린 단위의 크고 작은
공원들 그리고 외부의 자연과 연결하는 도시 녹색의 띠인 그린웨이(green way)가
유명하다. 외부의 자연과 도시를 숲과 자전거 길로 연결하여 녹색 기능과 휴양 기능
을 도모한다. 연결의 선을 잘 배치하여 경관적으로도 연결되게 한다.

3) 64% 산림으로 회색도시
우리나라는 산림만 해도 64%다. 도시에도 녹색이 있다. 한 가정 내에서도 녹색이
있다. 우리는 산림만 해도 64%인데 왜 위의 사례 나라처럼 녹색도시가 아니고 회색
의 도시이지? 왜 그러지?
우리나라 국토 면적 대비 산림의 비율은 64%다. 세계 각국의 산림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 OECD 평균이 32% 정도 된다. 미국은 34% 정도다. 자연경관이 끝내
주는 스위스 32%에 불과하다. 환경친화, 생태친화 국가로 대표되는 독일도 33%에
불과하다. 핀란드 73%, 스웨덴과 일본이 각각 68%로 우리보다 높은 비율을 보인다.
아무튼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국토의 산림 비율은 1/3 수준이다.
우리는 국토 면적의 64%가 산림인데 왜 회색 도시에서 살까? 상식적으로 궁금하
지 않나? 잘 사는 국가들의 산림 비율은 1/3 수준인데, 녹색 도시에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국민이 관광을 가서 봐도 그렇게 보인다. 도대체 왜일까?
그림을 그려보면 왜 그런지가 드러난다. [그림 2-24]을 보라. 같은 면적을 개발하
더라고 개발 가용지를 찾아서 개발하면 매우 합리적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녹색의
맥을 끊을 소지가 다분하다(계획 1). 계획 4처럼 녹색의 선을 살리는 계획을 하면
같은 면적을 개발하더라도 다방면으로 녹색의 맥락이 이어진다. 이런 토지이용을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볼 때도 녹색 경관이 지배한다. 그럴 뿐만 아니라
동물의 이동과 식물의 연속성도 살아서 경관적으로 녹색의 도시가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녹색국토, 녹색도시의 계획은 녹색의 양 문제가 아니라 배치의 문제

제2장 강산벨트(江山Belts)를 주창하며∣41

인 것이다. 그래서 용도지역제 중심의 면(面) 계획만 하지 말고, 산벨트와 강벨트를
살리는 선(線) 계획을 앞으로는 중시해야 한다.
[그림 2-24] 선(線) 계획이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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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산벨트는 역동적 국토계획
1) 맥락과 흐름
사람들은 맥락(context)이라는 것을 중요시한다. 건축에서도 맥락 이야기를 하
고 환경에서도 맥락을 이야기한다. 인간은 고정된 물건이 아니고 늘 변화하는 유기
체다. 체중도 변하고 모습도 변한다. 하물며 식습관도 변한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한다. 환경은 인간 존재 이전에 있었던 선험적 즉 우리가 경험하기 전에 존재하
는 삶의 조건들이다. 환경 관점에서 보면, 환경으로 인하여 인간은 변하게 된다.
지구촌의 다른 환경에는 다른 사람들이 산다.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면서 그리고
기술을 발전시켜 환경을 크게 변화를 준다. 인간이 자연에 적응한 산물 중 하나인
농경지에는 생물들이 새롭게 적응하고 변화한다.
환경뿐 아니라 환경을 변형시키는 건축에서도 맥락주의를 말한다. 맥락을 살려야
한다. 같은 맥락에 있어야 한다. 맥락에 호응하는 설계를 해야 좋은 건축이 된다.
A, B 그리고 D가 있으면 중간에 C가 들어가야 한다. 맥락을 지키는 것보다 독자적
인 개성을 더 중요하다고 주장도 할 때도 있다.
인공환경에서는 맥락을 깰 수도 있겠지만, 자연환경에서 맥락을 깨면 생태적 교
란을 가져오게 된다. 인간과 환경이 서로 주고받는 맥락, 주고받는 여러 환경 요인들
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인간, 어느 것이든 맥락주의다. 생태계는 이런 맥락, 특히
흐름은 상호작용일 수도 있고 순환일 수도 있다.
물건은 지구 중심으로 떨어진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물이 태양에 증발하
면 기체가 되어 공중에서 흘러 다니다, 육지의 산과 차가운 공기와 만나 액체가
되면 비가 되어 떨어진다. 흐르는 물을 가두면 썩게 된다. 사람도 한곳에 오래 머물
면 부패한다는 것을 물에 비유적으로 말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큰 강 하구
에는 제방이 건설되었다. 물을 가두어 활용하기 위함이다. 이수와 치수 관점이 지배
했던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다. 물의 생태적인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 유역(동네)에서 물은 아래로 흐르고 증발산 과정으로 순환하게 된다. 물과
함께 생명이 나고 움직이고 죽고 다시 나거나 세대를 이어간다. 물이 공기가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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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를 넘어 이동하여 지구의 온도를 조절한다. 동물들은 물줄기를 타고 혹은 산줄
기를 타고 움직인다. 어류는 깊은 바다로 갔다고 낮은 연안으로 돌아오고, 낮은
연안선을 따라 움직이다가 심해로 돌아가기도 한다. 새들은 산기슭을 따라가면서
먹이를 구하고 쉴 곳을 찾아서 쉬고, 열린 공간과 절벽에서 만들어지는 상승기류를
타고 이동한다. 산과 물과 들과 도시 그리고 이들의 관계 속에서 길을 찾고 먹이를
그리고 쉴 곳을 찾아가며 이동한다.

2) 선계획 후 외연 확장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위해서는 생태계 흐름을 살려야 한다. 흐름으로 상호작용
하고 흐름으로 순환하기 때문이다. 이 흐름을 보장하려면 우리의 용도지역제처럼
면(面)계획보다 선(線)계획이 더 유리하다. 면계획은 흐름에 둔감하기 때문이다. 선
계획은 흐름 자체를 먼저 보기 때문에 면계획의 단점을 보완하고 맥락과 흐름을
먼저 짚을 수 있어서 좋다.
선계획에서 강벨트를 먼저 그릴지 산벨트를 먼저 그릴지는 장소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만약 사막 지역이라면 강벨트가 먼저일 것이고 거의 전부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산벨트를 우선 그리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필자
의 생각이다. 대동여지도 해동여지도 등 우리의 고지도와 풍수를 봐서 판단한 것이
다. 산길과 물길이 대등하게 그려져 있지만, 산은 크기와 수를 강조하기도 하고
풍수에서는 조산과 안산 그리고 좌청룡 우백호 등을 강조한다. 장풍득수에서도 산이
먼저 언급된다. 강벨트를 먼저 해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강벨트가 산벨트로
확산을 하든 산벨트가 강벨트로 확산을 하든, 그래도 물은 위로 뻗을 수 없으니
산벨트가 강벨트로 확산하는 것이 무난하다.
우리나라가 대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위해 그린벨트 제도를 도입했다. 그린벨트
선례 국가는 별로 없고 영국을 많이 언급한다. 영국이 오래전에 도시 주변의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했다고 한다. 도시화의 진전으로 도시환경이 저하되
면서 영국에서는 전원도시론이 창안, 이것은 도시와 시골을 결혼시키는 개념이었
다. 우리나라가 그린벨트 제도를 만들 때 영국을 사례로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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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영국의 그린벨트(국가 및 런던)

영국 도시계획에서 그린벨트는 도시성장을 제어하는 정책이다.8) 도시성장에 맞
서고 도시와 함께할 시골을 위한 것이다. 런던에서 1935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제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위키백과에 잘 설명되어 있다.
독일이 통일되면서 생긴 그린벨트는 더욱 유명해졌다. 서독과 동독의 경계 지역
이 그린벨트로 지정되고 독일에서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영국의 그린벨트와
우리나라 그린벨트가 도시의 무질서한 성장을 억제하는 것이라면 독일의 그린벨트
는 생태계 보호에 초점을 두었다.
[그림 2-26] 폭이 일정하지 않은 독일 그린벨트

8) “Wikipedia(https://en.wikipedia.org/wiki/Green_belt_(United_Kingdom))”.

제2장 강산벨트(江山Belts)를 주창하며∣45

독일 그린벨트는 지금 세계적으로 가
장 유명한 그린벨트이다. 독일어로는

[그림 2-27] 독일 그린벨트의 외연 확장

그뤼네스반트(Grünes Band)다. 그러
니까 영국의 그린벨트와 우리나라 그린
벨트는 거의 같은데, 독일의 그린벨트
개념은 생태계 보호를 위한 녹색의 띠
이다. 띠(belt) 모양의 생태계보전지역
이라고 의미이다.
최소한의 폭을 설정한 것도 아니다.
좁은 곳도 있고 넓은 곳도 있고 좁게 가
나다 확 넓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그
림 2-26). 벨트가 가다가 국립공원과
같은 보호지역을 만나면 외연이 확장된
다. [그림 2-27]은 독일의 그린벨트다.
중간에 빨강 점선으로 표시한 곳은 하
르츠(Harz) 지역이다. 왼쪽의 9번은 하
르츠 자연공원이다. 이처럼 벨트는 일정한 폭을 정하고 장소에 따라 외연이 확장될
수 있다. 독일 그린벨트처럼 일정한 폭이 없이 들쑥날쑥하고 어떤 곳은 외연이 크게
확장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백두대간이 보호지역이라면 지리산으로, 덕유산으로,
설악산으로 오면 국립공원으로 외연이 확장되는 것이다.

3) 선 선계획 후 면계획
선(先) 선(線)계획 후(後) 면(面)계획을 하면 어떻게 되나? 첫째, 면계획의 한계인
맥락과 흐름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선계획을 먼저하고 면계획을 나중에 하면
어떻게 되나? 문제는 가능하나?
우리나라는 지형이 뚜렷하다. 일본과 한국 그리고 스위스는 국토 면적 대비 산림
이 많고 지형도 뚜렷하다. 그래서 유역도 발달하고 지표에 물이 충분하게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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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도 지표수가 발달해 있지만 그대로 음용할 수가 없다. 녹은 눈, 만년설을
충분하게 산림이 정화하지 못한다. 지구상에서 지표수를 그대로 먹을 수 있는 나라
가 생각보다는 많지 않다. 지구상의 큰 나라들, 대개는 지하수를 퍼서 정화해서
이용한다.
한국과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해 산을 잘 다루면 맑은 물은 그냥 따라오는 것이니
참으로 살기 좋은 자연이다. 일본은 지진이 늘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우리는 앞으로
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매우 안정된 지반 위에 금수강산을 자랑한
다. 참으로 좋은 곳이다. 일단은 산벨트를 잘 관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깨끗하고
풍부한 물을 위해서, 기후변화로 많아지는 동물 이동을 위해서, 코로나 등으로 폭발
적으로 늘어나는 휴양(등산)을 위해서 아주 다목적이다.
[그림 2-28] 선계획 후 면계획

[그림 2-28]은 선계획을 먼저하고 면계획을 나중에 하면서 녹색국토를 실현할
수 있는 개념적 구도를 보여준다. 독일의 그린벨트처럼 벨트를 우선 구축하는 것이
다. 벨트 상에 혹은 벨트에 가까운 중요한 자연이 있으면 외연이 확대된다. 독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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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는 벨트의 길이도 전 유럽으로 확대되었다. 벨트의 외연이 확장되면 중간중
간에 이용(개발) 가능한 공간들이 생긴다. 도시도 만들고 산업 공간도 만들고 물류와
서비스 시설도 만든다. 만들 때 완충녹지로 잘 둘러주면 우리는 녹색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은 녹색국토가 되는 것이다.

48∣강산벨트 이론 정립 연구

03
강산벨트 개념과
쓰임새
G

제1절∣강산벨트 개념

y
e

제2절∣벨트의 범위

o

제3절∣강산벨트의 쓰임새

n
g
g
i
R
e
s
e
a
r
c
h
I
n
s
t
i
t
u
t
e

제3장

강산벨트 개념과 쓰임새
제1절 강산벨트 개념
1. 산벨트와 강벨트
1) 산벨트(山 belt)
산벨트는 산줄기, 산 능선의 선에 폭을 부여한 것이다. 폭을 부여한 이유는 보호
등 관리를 위한 것이다. 산줄기는 산과 산을 가장 높은 곳에서 연결하는 선이다.
산줄기를 타고 가면 솟은 부분의 산도 있고 앉은 부분의 고개도 있다. 산줄기를
넘으려면 고개를 넘는 것이 가장 짧은 거리다.
[그림 3-1] 산과 고개 그리고 산줄기

독일의 그린벨트는 일정한 폭이 없다. 예전의 서독과 동독의 국경, 우리로 치면
38선을 중심으로 녹지를 최대한 살려서 선으로 연결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말하는
산벨트는 조금 다르다. 능선, 산줄기 중심으로 양쪽으로 각각 300m, 폭을 600m로
하거나 양쪽 각각 500m로 하여 폭을 1㎞로 하든 일정한 폭을 가진다. 300m는
피식 동물이 포식 동물을 경계하는 거리 정도이다. 500m는 더 여유를 두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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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취약한 피식 동물이 안전한 거리를 두는 것이다. 과학적으로 타당한 거리인지
증명은 쉽지 않다. 500m 거리는 보통 사람들의 가시거리이기도 하다.
[그림 3-2] 산줄기와 산벨트

2) 강벨트(江 belt)
강벨트는 산벨트와 개념은 같으나 모양은 다르다. 산줄기는 높은 백두대간이든
낮은 한남정맥이든 폭은 별반 차이가 없다. 높다고 넓고 낮다고 좁은 것은 아니다.
분수령(分水嶺)일 뿐이다. 자연적으로 넓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등산하느라 밟아서
넓게 될 수도 있지만,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다.
강의 상류는 아주 좁다. 그 넓은 한강도 작은 샘에서 시작한다. 남한강은 태백에
있는 작은 샘 검룡소에서 시작한다. 북한강도 북한의 그 어느 지역의 작은 샘에서
시작할 것이다. 이 남한강과 북한강이 양평의 양수리에서 만난다. 양수(兩水)는 두
물이라는 뜻이다. 양수리 지명을 두물머리라고도 한다. 두 물이 만나서 한강이 된다.
작은 샘에서 시작된 강은 하류로 오면서 넓어진다. 한강의 서울 구간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매우 넓다. 조강, 한강하구로 가면 더욱 넓어진다.
강의 중류에도 샘이 있고 우물로 사용한다. 크고 작은 자연적 인공적 호소들도
있다. 강과 연결되어 있지만 좀 떨어져서도 호소가 있고 바로 붙어서 있기도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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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폭은 다양하다.
[그림 3-3] 강의 상류 중류 하류

강벨트는 기본적으로 강줄기를 포함하지 않으나, 큰 축적 지도에서 포함하는 것
으로 표현을 한다. 물과 땅이 만나는 수변에서 30m 혹은 50m 정도의 폭을 갖는다.
폭 30m 정도는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걸러는 최소한의 폭이다. 산벨트에
비하면 10분의 1 정도, 그러나 강 자체의 폭이 있어서 결코 적은 것은 아니다.
우리 인류가 강을 끼고 정주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30m 폭의 확보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30∼50m 정도면 충분한 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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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산벨트=산벨트+강벨트
산벨트는 산줄기, 산 능선의 선에 폭을 부여한 것이다. 강벨트는 강줄기의 강변에
폭을 부여한 것이다. 만약 인간이 국토를 전혀 개발하지 않은 상태라면 산줄기와
강줄기가 연결되어 있듯이 강벨트와 산벨트로 해도 모두 연결되어 있다. 강줄기와
산줄기의 단절은 모두 인간에 의한 것이다. 자연적으로 강줄기와 산줄기를 단절시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강줄기 산줄기에 폭을 부여하여 강벨트와 산벨트를 만드는 것은 관리하기 위함이
다. 생태계를 위한 보호가 주목적이고 사람들의 등산이나 올레길 등의 목적으로도
할 수 있다. 등산로에 일정 폭의 나무 덱(deck)을 깔거나 급경사에 철재 계단을
만드는 것 또한 관리를 위해 작은 벨트를 만드는 작업일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산줄기에 산벨트를 부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백두대간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백두대간법)에서 벨트를 정할 것이다. 능선으로부터 일정한
폭으로 정해지는 벨트를 법에서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핵심구역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줄기는 1대간 1정간 13정맥 그리고 기맥, 지맥, 세맥으로 구성된다.
대간은 백두대간법으로 보호되고 정맥은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능선으로부터
300m까지는 보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백두대간과 정맥에
산벨트가 있는 셈이다.
정맥 다음은 지맥인데, 그 사이에 기맥이라는 것도 있다. 경기도에는 남한강과
북한강 사이의 분수령이 한강기맥이다. 한강기맥은 남한강과 북한강을 가르는 산줄
기이니,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양평 두물머리에서 줄기가 끝에 이른다. 경기도
가 한강기맥 보호를 위한 조례를 만들게 된다면, 줄기 능선에 폭을 부여하는 산벨트
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관리할 목적이 부여되면 벨트로 해야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3-4]는 강산벨트를 그림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산줄기, 산맥, 산능선 일부
를 관리할 목적으로 산벨트를 설정한다. 그림에서는 좌우 하나는 가정하였다. 산벨
트가 설정되면 해당 유역에 강벨트가 설정된다. 그림이 복잡할 수 있어 벨트만 별도
로 해서 그림 아래 표시했다. 산벨트와 강벨트가 원래의 자연처럼 잘 연결되어 있으

54∣강산벨트 이론 정립 연구

면 건강하다고 본다. 이것이 건강한 유역의 기초라는 것이다. 다음은 면계획에 따라
살기 좋은 동네가 결정된다고 본다.
[그림 3-4] 강산벨트 그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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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벨트의 범위
1. 그린벨트 사례
1935년에 도입된 영국의 그린벨트, 36년 후 1971년 도입된 우리나라의 그린벨
트는 자연과 생태계의 보호보다는 도시성장관리가 주목적이다. 그래서 그 선이 자연
흐름과 별개다.
[그림 3-5] 도시 크기에 좌우되는 그린벨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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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우리나라 그린벨트는 도시성장관리가 목적이므로, 이것의 범위는 도시의
크기에 따른다. 큰 도시이면 이것을 둘러싸기 위해서는 커야 할 것이고 작은 도시이
면 적을 것이다.
폭은 가운데 서울, 영국 도시의 지름에 조금 못 미치게 보인다. 현장 여건에 따라
서 폭이 넓은 곳도 있고 좁은 곳도 있다. 그래도 일정한 폭을 가짐을 알 수 있다.
독일의 그린벨트에서 알 수 있듯이 산벨트와 강벨트는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 외연
이 크게 확대될 수도 있다. 백두대간에서 정맥으로 갈 때, 정맥에서 지맥으로 갈
때 폭도 달라질 것이다. 길이는 중심 도시의 외곽 길이의 2배 정도로 보인다.
길이가 중심 도시 외곽 길이의 2배 정도 되고, 폭은 도시 지름보다 조금 적으므로
면적은 7배∼8배 정도 된다. 우리 수도권은 그동안 신도시 개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등으로 면적이 많이 줄어들었다. 지금은 중심 도시의 6배 정도로 보인다.
본 김에 모양도 한번 보자. 런던도 서울도 중간중간에 구멍이 있다. 도시 등으로
개발된 곳이다. 큰 축적에서 본 것이고 이것을 소 축적으로 확대해보면 도로에 의해
단절된 곳도 많을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자연의 흐름이나 맥락과는 별개이고
방향성은 도시를 둘러싸는 것이다.
다음은 독일의 그린벨트이다. 영국

[그림 3-6] 유럽 그린벨트

과 우리나라 그린벨트와는 아주 다르
다. 독일의 그린벨트는 이전부터 있어
온 것이 아니라 통일이 되면서 서독과
동독 간의 국경 지역을 그린벨트로 설
정하였다. 독일은 정책의 기본집행권
이 주정부이므로 주마다 그린벨트에 대
한 정책이 약간씩 다르지만, 기본적으
로는 벨트의 폭을 점차 확대하면서 연
계하고 아울러 자전거 길을 중심으로
생태 및 역사문화 관광 프로그램을 개
발하고 있다.
독일 접경지역에서 시작된 그린벨트
는 유럽 전체로 확대되었다. EU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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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 FFH(flora fauna habitat : 동식물 서식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었
다고 한다. 독일의 그린벨트(나아가 유럽의 그린벨트)는 분단과 통일이라는 역사의
장을 환경협력의 장으로 승화시킨 의미와 전 유럽을 생태적으로 연계･보전하는
의미다. 독일 그린벨트의 지정과 보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환경단체인 분트
(Bund)는 종 보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2. 강산벨트 길이의 범위
1) 관리목적
강산벨트 길이 범위를 정하는 것은 관리목적 때문이다. 관리목적에 따라 관리
대상이 정해지고 관리 대상에 따라 강산벨트의 길이가 결정된다. 같은 위계의 산줄
기라 하더라고 관리 대상이 아니면 산벨트 설정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그림 3-7] 산벨트 길이의 범위 ← 관리 대상

[그림 3-7]은 한남정맥 최고봉 광교산 일원이다. 아래 남쪽은 수원이고 위 동쪽은
성남과 용인이고 위 서쪽은 의왕이다. 성남과 용인 낙생저수지 상류 일원을 관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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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어 산벨트를 설정하였다. 물론 실제가 아니고 가정한 예시이다. 남쪽 수원
과 서쪽은 아직 관리의 필요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산벨트를
설정한 것이다.
같은 위계이지만 어떤 산줄기는 산벨트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관리 대상이 아니
면 벨트 설정이 필요 없는 것이다. 결국, 관리 대상이 되어야 산벨트를 설정하는
것이므로 길이의 범위는 결국 관리의 범위이다. 강벨트 역시 같은 맥락이다.

2) 시점, 종점, 단절된 벨트의 표시
산자분수령(山自分水嶺)이므로 융기, 침강 등 특이 지형이 아닌 이상 산줄기의
끝은 물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은 유역의 산벨트는 강에서 시작하여 강에
서 끝이 난다. 큰 유역은 바다에서 시작하여 바다에서 끝날 것이다.
[그림 3-8] 산벨트의 시작과 끝

문제는 많은 산줄기가 단절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개는 도로에 의해 단절되는데
철로나 고속도로 분기점일 경우도 있다. 훼손의 유형은 점, 선, 면으로 나타난다.
한남정맥 점적 훼손의 경우 전기통신시설, 이동통신 기지국, 헬기장, 대피소, 군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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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다. 군사시설 차지가 의외로 많다. 선은 대개는 도로이고 송전탑과 송전선로도
적지 않다. 면으로는 대규모 개발단지, 채광 및 채석장, 공장 및 산업단지, 공원묘지,
주거지 및 휴양지, 골프장, 농장 및 경작지로 나타난다.
[그림 3-9] 한남정맥 훼손(단절) 유형

[그림 3-10] 훼손(단절)된 벨트의 표시

산벨트를 설정하여 보호하려고 해도 이미 개발된 곳이 많다. 경기도의 한북정맥
과 한남정맥의 훼손된 곳만 해도 500곳이 넘는다. 크게 훼손된 곳도 많다. 정맥이
이 정도이니 지맥과 세맥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중간에 훼손된 곳은 길이에 넣어서
계산하고 실선 대시에 점선으로 표시한다. 이후 복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끝부분
60∣강산벨트 이론 정립 연구

역시도 많이 훼손되어 있는데 이후에도 복구 가능성이 없으면 제외할 수 있고, 복구
가능성이 있으면 점선으로 표시하고 길이에 산입한다.
강벨트 역시 같은 맥락이다. 관리목적에 따라 길이가 정해진다. 시점을 상류로
하고 종점을 하류로 한다. 종점은 산벨트의 시작과 끝 점이기도 하다. 도시의 강은
메꾸어진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점선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향후 복개 구간이
복구될 것을 기대하기 위함이다. 또다시 강조하자면, 강줄기와 산줄기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3. 강산벨트 폭의 범위
1) 백두대간의 경우
정맥은 환경영향평가 시에 고려토록 하고 있다. 백두대간은 법으로 보호하고 있
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백두대간법이다. 작년 2020년에는 법을 개정
하여 대간에서 분기하는 정맥도 규정했다.
백두대간 벨트는 법에서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명명한다. 환경부 장관은 지정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산림청장은 보호지역을 지정한다. 핵심구역을 정하고 주변
에 완충구역을 정한다.
환경부는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백두대간을 구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연구조
사를 시작하였다. 2004년도에는 보호지역 지정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였다. “능선을
중심으로 3차 계류유역을 포함하는 지역과 3차 계류유역의 외곽지역 중 물리적
여건(표고, 경사, 능선으로부터 거리), 생물적 여건(생태자연도, 임상, 영급), 관리적
여건(법정 보호구역)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핵심구역은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
로 1차 계류유역과 지표 인자 중 물리적 여건, 생물적 여건, 관리적 여건이 우수한
지역을 포함하여 지정하고, 완충구역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중에서 핵심구역을 제외
한 지역으로 한다.”9)
능선으로부터의 거리뿐 아니라 표고와 경사를 포함하는 물리적 여건, 생물적 여

9)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지정 원칙과 기준 마련”, 환경부 보도자료(200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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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그리고 법정 보호구역을 고려하므로 장소마다 폭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선에
면 계획을 한 꼴이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산림청의 고시(2005-83호)는 지적 표로
정렬되어 있다. 핵심구역 169,950㏊, 완충구역 93,477㏊이다. 벨트에서 외연으로
어느 정도 확장까지를 한 번에 한 것이다. 정맥과 지맥의 상황을 고려했다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간이 아주 중요하니까 처음부터 바로 면으로 해도 되겠다
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지맥과 세맥은 줄기 자체의 보호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2) 산벨트 폭의 범위
백두대간법이 만들어진 후, 정맥은 환경영향평가 시에 고려하여 보호하고자 했
다. 백두대간･정맥 환경평가 지침이다. 정맥의 핵심구역은 좌우 각각 150m, 완충구
역은 핵심구역에서 150m까지다. 핵심과 완충을 합하면 좌우 각각 300m이다. 폭이
600m인 셈이다. 이렇게 정한 근거로는 생태자연도 1, 2등급과 별도관리지역이
85% 정도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맥과 세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도로가 산줄기에 직교하여 산줄기를 단절시키는 경우가 많지만, 산줄기 자체 혹
은 9부 8부 등선에 평행으로 개설되기도 한다. 미국 국립아카데미는 2005년 도로에
의한 생태적 영향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책을 냈다.10) 벨트 폭을 정하는데 기조로
삼을 수 있는 정보가 있다. 책의 3장에서는 도로가 생태계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다. 과거의 연구 결과를 잘 정리해놓고 있다.
50∼100m까지 토양과 식물에 중금속 오염(네덜란드 교통부, 1994), 200m까지
질소산화물이 식물에 그리고 동물 분포에 영향(Angold, 1997), 소음은 200∼
1,200m까지(Van der Zande et al. 1980), 도로 불빛은 40m∼1,500m까지 조류
번식밀도에 영향(Reijnen et al. 1996), 조류 번식밀도를 위한 이격은 200m∼
250m(De Molenaar et al. 2000), 사슴과 엘크는 1㎞ 이격(Rost and Bailey,
1979), 습지에 생물종이 풍부도를 위해 2㎞ 이격하고 무어 개구리는 750m 이격
(Findlay and Houlahan, 1997)한다. 이 연구의 시사점을 요약하면 새를 위해서는
10)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2005). “Assessing and Managing the
Ecological Impacts of Paved Roads”,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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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 양서류를 위해서는 750m, 사슴 정도이면 1㎞ 내에 도로를 개설하면 안
된다. 결국 이 거리가 벨트의 한쪽 폭이 된다.
미국 농림부(USDA) 국립농림센터(National Agroforestry Center)는 보전 완
충(Conservation buffers) 이름으로 생태통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11) 1,400개
가 넘은 연구 결과를 총망라한 결과이다. 강산벨트와 같은 생태통로의 폭은 이동하
는 동물의 크기가 클수록, 통로의 길이가 길수록, 사람이 점령한 토지가 많을수록,
시간이 갈수록 넓은 통로가 필요하다.
[그림 3-11] 생태통로 폭의 결정 요인

연속적 식생대 식물의 생태통로의 폭은 300m, 곤충(무척추동물)은 300m, 물고
기 등 수서생물은 300m, 양서파충류도 300m, 새의 가장자리 종은 300m이고
내부 종은 300m, 작은 포유류는 약 600m, 큰 포유류와 대형 육식동물은 1㎞
폭이 필요한데, 이것은 최소한의 폭이다. 최소의 폭과 최대의 폭 그림을 보면 최소
폭은 약 1.5배 정도로 하면 적정한 수준으로 본다.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우리의
정맥은 폭 300m가 핵심구역이고 600m까지는 완충구역인데, 600까지를 핵심으로
하고 900까지 완충구역으로 하면 적정할 것으로 보이며, 이상적으로는 혹은 비전을

11) Bentrup, G(2008). “Conservation Buffers: design guidelines for buffers, corridors, and green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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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로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림 3-12] 생물 분류군별 생태통로의 최소∼최대 폭

[그림 3-13] 산벨트의 폭(0.6∼1㎞)

2000∼2012년도 성남시는 갈마치 고개 생태통로를 관찰했다. 갈마치 고개는
광주 경안천과 성남 탄천을 가르는 검단지맥 산줄기다. 관찰 결과, 너구리, 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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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토끼, 족제비, 청설모, 멧돼지가 이동했다. 너구리와 고라니는 400회 이상 이용했
다. 이런 포유류가 이동하려면 최소 600m 폭이 필요하다.12) “2014년부터 2018년
까지 국립공원 생태통로 이용률을 분석한 결과, 2014년 9곳 2,056회에서 2018년
14곳 7,921회로 나타났다. 개소당 평균 이용률은 2014년 평균 228.4회에서 2018
년 평균 565.8회로 5년간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13)
그러므로 지맥 산벨트는 600m 필요하고, 정맥 산벨트는 현재 완충구역 포함
600m보다 조금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백두대간에는 반달가슴곰이 이동해야 하니
1㎞ 이상이 필요하다.

3) 강벨트 폭의 범위
상식적으로 동물 등의 이동에 강벨트는 여러모로 산벨트보다 유리하다. 불리한
면도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유리한 면이 훨씬 많다. 특히 작은 물고기와 수서곤충들
은 작은 실개천만 있어도 이동할 수 있다. 수달은 좁은 하수구로도 이동한다. 강
생태통로는 강변의 강벨트와 강을 포함한다. 상류는 좁으나 하류는 넓다. 상류는
인간의 토지이용이 거의 없어 필요한 폭도 없다(그림 3-11 참조). 강의 중류와
하류는 강폭이 넓어 강벨트 설정을 안 해도 대부분은 이동할 수 있다.
[그림 3-14] 이상적인 강 생태통로

12) “경인매일(http://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61043&replyAll=&reply_sc_order_by=I)”.
13) 국립공원 생태통로 이용하는 야생동물 5년간 2.5배 증가, 환경부 보도자료(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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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 대표적인 생태통로이다. 이상적인 강 생태통로는 양쪽을 충분한 벨트 즉
완충지대를 형성한다. 초본과 목본으로 이중의 완충지대로 구성된다면 가장 이상적
이다. 강 생태통로의 완충지대(벨트)의 폭은 생태적, 경관적 기능뿐 아니라 외부의
압력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인류는 예로부터 강을 끼고 삶아 왔기 때문에
강변의 토지이용은 만만하지 않다.
[그림 3-15] 우리 도시하천(위)과 농촌하천(아래)

서울 한강에 충분한 완충지대를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 부산이 낙동강에, 광주가
영산강에, 세종이 금강에 충분한 완충지대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구불구불
강 길만 변경하지 않고 보호해도 최상이다. 그래서 강벨트의 목적은 생태적 기능
유지에 바탕을 두되, 농축산업과 비점오염을 제거하는 데 목적을 둔다. 생태적 강벨
트의 목적은 1순위 오염원 제거, 2순위 산벨트와 연결, 3순위 강 길의 휴양이다.
보통은 강변 완충지역(riparian buffer)이라고 부른다. 이 글에서 이야기하는
강벨트 모습이다. 아래 그림은 미국 노스카롤라이나(North Carolina) 주가 2017
년에 제공한 농업지역 강가 완충지역의 폭에 대한 권고 사항이다. A는 고지대 급경
사, B는 한쪽 강가가 침식될 수 있는 곳, C는 저지대인데 침식될 수 있는 곳, 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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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초지의 경우다. D의 경우 폭은 30m∼75m(10피트∼25피트) 정도로 권장한
다.14) 우리의 경우 산지가 64%를 차지하여 경사지에 농사를 짓는 경우는 이제
흔하지는 않다. 30m를 최소치로 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림 3-16] 강가 완충지역(강벨트)의 폭

강의 저수위∼고수위 사이는 강

[그림 3-17] 강벨트 오염 정화 효과

변 완충지역(riparian buffer)인
데 이글의 강벨트 전형이다. 강벨
트 습지(완충지)를 조성하면, 토
양, 식물, 수문학에 따라 정화 정도
의 차이는 있겠으나, 농업으로 인
한 오염을 잘 제거한다. 식물이 정
화에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끼친
다. 강변 습지의 오염 제거 효율성
이 증명되었다.15) 미국 환경부
(EPA)는 강가 오염 정화 효과에 대
한 논문을 검토하여 [그림 3-15]
와 같이 그래프로 분석 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 폭 25m 정도에서 75% 정화한다. 물이 막 흐르는 수로에서는 더
넓은 폭이 필요하다. 폭 30m 정도에서 50% 정도 정화한다.16) 역시 강벨트 폭
30m를 최소치로 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다.
14) “NC State Extension Publications(https://content.ces.ncsu.edu/agricultural-riparian-buffers)”.
15) Craig R.Walton(2020). Wetland buffer zones for nitrogen and phosphorus retention: Impacts of
soil type, hydrology and vegetation,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vol. 727.
16) EPA(2005). Riparian Buffer Width, Vegetative Cover, and Nitrogen Removal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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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 완충지역은 ‘riparian buffer’라고도 하고, ‘buffer strips’라고도 한다.
buffer strips 혹은 filter strips는 정수기 필터와 같이 오염물이 강에 들어오기
전에 정수하는 곳이다. 16개의 최근 논문을 검토해보니, 강가 완충지역은 P와 N의
지하로의 유입을 잡아서 유지, 잡은 영양소를 활용하며, 지상과 수중의 서식지 및
종의 관리에 영향을 주며,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도 완충 효과가 있다.17)
Brandywine Conservancy(2016)는 이 강가 정수필터 구간에 적합한 식물 종을
제안하고 있다.18)
[그림 3-18] 강가 정수필터(강벨트)

[그림 3-19] 강벨트의 최소 폭과 기능

17) Marc Stutter et al. (2019). Current Insights into the Effectiveness of Riparian Management,
Attainment of Multiple Benefits, and Potential Technical Enhancements. Journal of Environmental

Quality.
18) Brandywine Conservancy(2016). Forested Riparian Buffer Planting Guide For Landowners And

Develo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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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벨트 길이는 이미 산벨트와 같은 맥락이라 했다. 가다가 이미 콘크리트 제방처
럼 개발이 되었다면 점선으로 표시하여 미래의 복구 가능성을 열어둔다. 강벨트
폭, 역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산벨트와 같이 일정한 폭으로 가지만 외연이
확대된다. 기본은 산벨트와 연결하는 것이다. 강변의 습지, 강변의 도시공원, 강변의
보호지역들과도 연결하여 동식물과 사람들의 휴양을 도모한다.
도시의 하천과 도시의 공원을 연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사업일 것이다. 우리 대부
분 도시는 하천을 끼고 있고, 도시의 중앙공원 조성을 선호했으니, 이미 연결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경관적으로 생태적으로 따로 노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은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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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강산벨트의 쓰임새
1. 그린벨트와 생태축과 다름
1) 생태계서비스
강산벨트는 강과 산이 중심이다. 강산, 풍수 등은 자연을 상징한다. 자연(自然,
nature)을 뜯어봐야 실마리가 잡히는데, 영어로는 원래의 것들로 해석된다. 강산벨
트는 그린벨트와 생태축과는 다르게 유역으로 귀결된다. 그래서 먼저는 유역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생각되는 생태계서비스부터 이해해보자. 생태계서비스는 자연이 인
간에게 제공하는 유무형의 서비스 일체를 가리킨다. 공급 서비스, 조절 서비스,
문화 서비스, 지지 서비스 등으로 4분야로 알려져 있다.
[그림 3-20] 생태계서비스 4분야

(1) 공급 서비스는 자연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즉각적인 혜택 또는 서비스를 의미
한다. 예를 들면, 나무 열매는 식량이 되고 나무는 목재가 되고, 물은 마시기도
하고 농사를 짓는다. 벼에서 쌀을 얻는다. (2) 조절 서비스는 자연이 인간에게 바로
주는 조절 기능이다. 강산과 숲은 기후를 조절하고, 물을 맑게 한다. 자연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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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면 재해도 막고 병충해도 막은 역할도 해준다. 강산벨트를 잘 배치하고 가꾸
면 미세먼지 등 각종 대기오염물질을 거르는 기능도 한다. (3) 문화 서비스는 생태관
광 등을 포함한 문화적 교육적 혜택과 연결되는 부문을 의미한다. (4) 지지 서비스는
공급, 조절, 문화 서비스 등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반을 제공한다. 생물다양성, 유역
의 건강성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겠다.

2) 그린벨트와 생태축
그린벨트는 어떤 서비스에 속할까? 영국과 우리나라 그린벨트는 우선 도시의
성장 억제, 무질서한 확산 방지이다. 1번 공급 서비스에 해당한다. 초기 런던에서
그린벨트를 만들 때 농업(전원)과 가까이 두고자 해서 시작했다. 2번 조절 서비스에
해당한다. 도시를 자연으로 둘러싸서 조절하도록 했다. 3번 문화 서비스에 해당한
다. 정부는 그린벨트에 각종 공공문화시설을 제공했다. 4번 지지 서비스에 해당한
다. 도시의 생태적 건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공급은 특히 초기 런던에서, 문화는
특히 우리 그린벨트를 개발해서 제공되었다.
따라서 그린벨트는 각종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문제는 효과적으로 제공했
는가? 가장 문제는 자연의 흐름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맥락주의 관점에서는 꽝이
다. 자연의 맥락과는 상관이 없다.
우리나라 그린벨트는 영국에서 가져온 것이지만 훨씬 더 강력한 체계를 갖추었
다. 왜냐하면 위계(hierarchy)를 갖추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의 도시들도 위계가
있다. 수도가 있고 큰 도시도 있고 작은 도시도 있다. 그런데 우리의 경기(京畿)도는
특이하다. 수도 한양의 4 대문 밖을 의미했고 지금은 수도 서울을 보좌하는 둘러싼
곳이다. 중국의 옛 수도 남경, 지금의 수도 북경의 주변에는 이런 흔적이 없다.
일본의 동경 외곽도 마찬가지이다. 런던의 그린벨트가 우리나라에 와서는 중심부의
도시를 보좌 즉, 지지하는 자연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그치지 않고, 대전
권, 대구권, 부산권, 광주권 등을 중심 도시를 에워싸고 있다. 중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에 모자라는 생태계서비스를 한다. 초기에는 도시성장 억제
에, 지금은 생태계서비스 기능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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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더 강력해진 우리 그린벨트 체계

이처럼 우리의 그린벨트는 영국의 그린벨트에 공간적 위계를 더하는 강력한 체계
가 되었다. 수도권의 그린벨트는 수도 서울을 보좌한다. 부산권, 광주권 등의 그린벨
트는 대도시를 보좌한다. 자연의 맥락에서 보면, 자연의 흐름과 상관이 없다. 풍수
(風水), 바람과 물의 흐름과 상관이 매우 적다.
[그림 3-22] 자연 흐름보다 기존 녹지 중심의 그린벨트와 생태축

우리 그린벨트 첫 번째 문제는 자연의 흐름과 상관이 적다. 두 번째 문제는 기존의
녹지에 의존한다. 그린벨트를 설정할 때 기존에 좋은 녹지를 고려하는 것은 타당한
방법이나 이것으로는 두 가지가 미흡하다. 첫째는 현재 상태가 좋지 않더라고 더
중요한 곳이 있다. 둘째는 설악산의 작은 봉우리보다 서울의 남산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자연과 도시(삶터)의 여건을 봐서 설정해야 한다. 당장 중요한 것은 도시 배후
의 큰 녹지를 보호하는 것보다 도시에 고립된 녹지들을 잘 연결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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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에서 발전한 것이 녹지축과 생태축이다. 녹지축은 그린벨트처럼 개별법
에서 규정한 것은 아니지만 국토법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국토의 부문계획과 광역
및 기초 지역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그린벨트는 대도시에 한정되지만, 녹지축은
모든 지역에서 그려졌다. 생태축은 더 발전된 개념이다. 그린(green)에서 블루
(blue)도 같이 고려하게 되었다. 국토이용과 관련된 법과 계획에서는 ‘녹지축’이라
는 용어를, 환경 관련된 법과 계획에서는 ‘생태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녹지축 환경부는 생태축을 운용하는 것이다. 생태축 역시 그린벨트와 녹지
축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녹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블루 즉, 강은 자체가 자연의
흐름으로 그대로 사용되었다.
[그림 3-23] 경기도 녹지축(좌)과 환경부 한강수도권 생태축

경기도 광역녹지 네트워크는 경기도 의뢰로 필자가 연구책임으로 수행한 과제에
서 그려진 것이다. 중심녹지축은 서울을 둘러싸고 있고, 주녹지축은 경기도를 원으
로 연결하고, 부녹지축은 중심녹지와 부녹지에서 도시로 뻗어나가는 구조이다.
DMZ 축은 경계녹지축으로 명명했다.19)
한강수도권 생태축은 환경부가 의뢰했지만, KEI(한국환경연구원)의 연구 과제이

19) 경기도(2013). 푸른 경기 그린 프로그램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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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동안 잘 고려하지 않았던 강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다. 전국을 한강수도권,
낙동강영남권, 금강충청권, 영산강호남권, 태백강원권 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했다. 유역 중심이다.20) 그림은 세련되지 않았지만, 이 글의 강산벨트로 가는
라인에 있다. DMZ 축을 강조한 것을 보면 자연의 흐름 중심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3) 그린벨트와 다른 생태축
강산벨트는 사람들에게 생태계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이미 10년 전부터
관계부처합동으로 제시된 유역 중심의 생태축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수도권의 경우
29개 권역으로 설정을 시도했다.
강산은 자연을 대표한다. 강줄기와 산줄기는 국토환경의 뼈대이다. 산줄기에는
산벨트, 강줄기 강변에는 강벨트로 폭을 부여하여 식물의 연속성, 동물의 이동성을
확보했다. 생물들의 서식지의 질이 올라가고 생물다양성이 높아진다. 자연 지형에
기반하여 지지 서비스를 탄탄하게 구축한다. 기존의 그린벨트와 생태축에 비하여
효과가 확 올라갈 것이다.
강산벨트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자연재해를 감소시킨다. 강벨트와 산
벨트를 잘 살리면 무리한 토공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을 예를 들어보면,
부족한 서쪽에 산벨트를 중심으로 녹지를 확대해 나가면 대기오염을 정화하고 미세
먼지 차단에 도움을 준다. 강벨트는 수질을 좋아지게 한다. 복개된 도시의 강을
강벨트로 복원하면 더운 여름에 온도를 낮추어 시민들의 건강을 도모한다. 강산벨트
를 구축하면, 녹색 속에 살 수 있게 되므로 방풍 등 다양한 자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강산벨트로의 복구 사업은 망(網)으로 흡수하고 거른다.
다음 문화 서비스다. 강산벨트가 구축되면 산길과 물길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휴양 서비스 질이 절로 높아진다. 산벨트를 연결하면 끊어진 등산로가 연결되
어 등산의 질도 높아진다. 강벨트를 따라 자전거를 타거나 달리기를 하면 개선된
경관을 맛보게 된다. 강산벨트가 구축되면 강변과 산길이 자연스레 둘레길이 된다.

20) 관계부처합동(2010). 한반도 생태축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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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벨트를 구축하면 인공경관을 차폐하고 녹시율을 증가시킬 것이므로 경관의
질이 좋아진다.
다음은 공급 서비스다. 강벨트를 확보하여 오염을 정화하면 맑은 물을 제공하게
된다. 과도한 영양염의 걸러서 수생태계를 건강하게 하여 생물다양성을 높이게 된
다. 어업과 양식의 기회가 늘어난다. 역으로, 강벨트로 오염을 정화하기에 강 주변의
농축산업 여지가 높아진다. 초기 런던의 그린벨트와 우리 수도권의 그린벨트의 식량
공급 기능은 뛰어나다. 산줄기에 자리 잡은 농지를 산림으로 복원을 한다면 공급
서비스는 줄어든다.
[그림 3-24] 강산벨트로 생태계서비스 제고

환경부 용역사업으로, 한국환경연구원과 국립생태원이 2020년도에 생태계서비
스를 시범적으로 평가했다. 공인된 지도는 아니나 설명력은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
시범지역 중에서, 화성시는 전반으로 서비스가 저조한데 서식지 질은 특히나 낮다.
용인시는 전반으로 서비스 우수한데 조절 서비스, 문화 서비스의 경관 가치, 지지
서비스의 서식지 질 특별히 우수하나 조류종은 특별히 저조하다. 안성시는 서비스
우수하고 공급 서비스의 물 공급, 조절 서비스의 질소 저류는 특히 우수하나, 문화
서비스의 관광은 아주 낮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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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는 생태계서비스 여러 항목 중에서 지지 서비스에 해당하는 서식지
질을 평가한 사례이다. 화성시는 저조하다. 화성시는 원래가 산보다는 물이 우수한
생태계다. 그러나 화성호 제방이 만들어지고, 자연연안도 줄었고, 물길은 농사를
위해 변경되었다. 본래 자연대로 강벨트를 잘 보호하고 관리를 했다면 즉, 강산벨트
를 잘 구축하고 관리했다면 지지 서비스는 높을 것이다. 용인시는 용이 승천하는
기세로 산세가 발달, 한남정맥의 양호 구간을 상당 차지한다. 용인시는 우리나라
난개발 온상이었다. 강산벨트를 잘 살려서 개발했다면 도시지역도 이렇게 낮지는
않을 것이다. 안성시는 서식지 질이 특별히 낮은 곳은 많지 않다. 강벨트에 상당한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좀 더 많이 노력하면 개선될 것이다. 이처럼 강산벨트를 잘
구축하여 보전하고 관리하면 생태계서비스는 높아진다. 생태계서비스가 평가되면
결과가 왜 그런지를 강산벨트 관점에서 설명도 할 수 있게 된다.
[그림 3-25] 화성, 용인, 안성의 생태계 지지 서비스 평가도

21) 환경부(2020). 생태계서비스 평가 및 지도 구축 시범사업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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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산벨트 쓰임새
1) 좋은 동네 기반
좋은 동네는 건강한 유역이다. 건강한 유역은 어떠해야 하는지는 2장에서 살펴보
았다. 강산벨트가 건강한 유역에 어떠한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강산벨트를 구축하면 좋은 동네의 기반(infra)이 된다. 도로와 철도와 항만 등 시설
만이 기반이 아니라 탄소중립 사회에서 기반은 강산벨트이다. 좋은 동네, 건강한
유역의 기반은 강벨트와 산벨트다.
[그림 3-26] 강산벨트 관리되는 좋은 동네 이미지

[그림 3-26]은 강산벨트가 잘 관리되는 좋은 동네 이미지다. 산벨트가 구축되어
산줄기 자체를 개발하거나 단절시키지 않고 있다. 물을 확보하는 기초를 형성했다.
강벨트가 구축되어 강변의 정화 능력과 경관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 분기된 산줄기
는 도로가 터널로 통과하거나 강변의 녹지대로 강까지 이어진다. 농지와 강 사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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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벨트로 완충된다. 강벨트와 산벨트가 연결되어 사람들은 둘레길로 동네 한 바퀴
돌며 자연을 만끽한다.

2) 유역의 생태계서비스
강산벨트는 앞서 설명한 바대로 선(線)계획이다. 이 선계획에 산림, 공원녹지,
바다, 호소, 습지 등 면(面)계획을 더하면, 생태계서비스를 보장하게 될 것이다.
강산벨트는 생태계서비스 기본을 보장한다. [표 3-1]은 이 글에서 사용하는 생태계
서비스 꼭지를 정리한 것이다. 공급 서비스는 식량과 물 공급, 조절은 수질, 대기,
침식 조절로 한다. 대기에서 도시열섬은 별도로, 대기 조절은 탄소흡수 외 공기의
질이나 미세먼지 등이다. 지지는 생물의 서식지와 다양성, 문화는 휴양과 경관(景觀)
의 가치이다.
[표 3-1] 사용하는 생태계서비스 정리
공급
서비스

조절
서비스

지시
서비스

문화
서비스

식량 공급

수질 정화

생물서식지

휴양가치

물 공급

도시열섬 조절

생물다양성

경관가치

탄소흡수
대기 조절
침식 조절

첫째, 강산벨트로 동네를 분석한다. 산줄기를 그리면 유역이 된다. 여기에 폭을
생각하고 산벨트를 분석한다. 산줄기 안의 혹은 유역 안의 강에 폭을 더하여 강벨트
를 분석한다. 수치로 다른 동네와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설명 정도만 해보자.
[그림 3-27]은 경기도 신천 동네(유역)다. 상류는 경기도 양주시, 중류는 동두천
시, 하류는 포천시다. 산벨트를 분석하면(그림의 왼쪽), 남쪽에는 한북정맥이, 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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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감악지맥이, 동쪽에는 왕방지맥이 분수령(산줄기=산맥=산 능선)이다. 높은
산들의 고도는 440(도락산)∼587m(소요산과 아차산)이다. 동쪽의 왕방지맥은 뚜
렷하게 발달, 천보산맥은 손톱달 형상을 하고 있어 매우 특이하다. 문제는 남쪽
한북정맥, 신천의 상류이다. 산줄기 자체, 산벨트 인접하여 개발되어 있다.
[그림 3-27] 신천 동네 강산벨트 분석의 예

그림의 오른쪽은 강벨트 분석이다. 남쪽의 왼쪽 흰 부분은 신천의 상류인데 양주
시 백석에 도시가 개발되어 있다. 오른쪽은 신천의 지류인 청담천 상류인데 도시와
골프장이 개발되어 있다. 상류의 숲에 스펀지같이 물이 저장되어 서서히 내뿜는
건강한 유역의 중요한 조건과는 거리가 멀다.
둘째, 동네 생태계서비스 기본을 보장한다. 좋은 동네를 위해 분석에 근거하여
처방만 하면 된다. 앞 사례로 설명한다. 한북정맥 산벨트 자체가 도시로 개발되었다.
일제가 우리 산맥에 대못을 박았다고 난리를 치는 형국에 우리는 정맥에다가 도시를
개발했다. 문제는 상류에 있어야 할 숲이 없다는 것이다. 아파트를 없애고 다시
숲으로 환원할 수 없으니, 양주시는 공원녹지, 도시림. 도시숲 사업을 이 두 곳에
선택하여 집중해야 한다. 양주시의 중점녹화지역도 자연스럽게 선정된다. 강벨트
역시도 매우 약하다. 실개천 살리기, 하천 살리기, 수생태계 개선 사업을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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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해야 한다. 신천을 살리는 최우선 사업이다.
신천 상류의 산벨트와 강벨트를 강화하는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 풀어쓰면,
강산벨트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사업 한두 가지만 해도, 신천이란 동네의
생태계서비스는 어떻게 되나? 고질적인 신천 수질 문제해결에 자연적인 처방이다.
물 공급이 안정되고 수질도 개선되어, 수질개선 비용을 줄일 것이다. 산벨트만 개선
해도 생물서식지, 생물다양성, 휴양과 경관의 가치가 크게 좋아질 것이다.
[표 3-2] 강산벨트는 생태계서비스 기본을 보장

식량 공급
물 공급

우선 물 공급의 근본
적인 문제가 해결된
다. 물의 양이 안정
되고 질이 높아진다.
물 공급이 원활하면
식량 공급도 좋아진
다. 농업용수 비용이
줄 것이다.

수질 정화
도시열섬 조절
탄소흡수
탄소 외 대기 조절
침식 조절

생물서식지
생물다양성

휴양가치
경관가치

수질이 정화된다. 스
펀지 같은 숲으로 토
양도 개선되고 탄소
흡수는 늘어난다. 상
류의 숲으로 침식 조
절 서비스는 특히 좋
아질 것이다.

생물서식지가 늘어
나고, 토양이 개선되
어 질도 좋아진다.
생태통로가 좋아져
이동성 확보로 생물
의 종과 종수가 늘어
난다.

정맥에 생태통로 두
세 개만 설치하면,
골프장, 주거지, 일
반국도와 고속도로,
공단으로 힘든 정맥
종주가 편리하게 된
다. 녹시율이 높아지
고 경관도 개선된다.

셋째, 강산벨트 무엇을 더해서 분석하면 더 풍성한 정책을 만들어서 생태계서비
스를 높일 수 있다. 도시숲을 예로 들어본다. 인구밀도가 높은 곳에는 주거지에서
1㎞까지를, 인구밀도가 낮은 곳은 100m까지를 도시숲으로 봄을 가정한다. 역시
신천 동네로 예시한다.
신천 동네,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곳은 동두천 시내다. [그림 3-28]의 가운데
노랑 점선의 원이다. 서쪽으로 흐르는 신천과 시내를 완충하는 강벨트 도시숲이
부족한 것이 가장 문제로 드러난다. 진한 녹색이 현재 상황에서 숲으로 된 도시숲이
다. 도시숲은 산림이 아니므로 도시 내 혹은 산자락에 분포하는 것이 정상이다.
도시 내와 농지의 숲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한남정맥의 붙어서 도시숲 일부가
있다. 상류의 숲은 자연적인 숲이어야 하는데 이 동네는 이것이 문제이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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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벨트 분석에서도 중요한 문제였다.
[그림 3-28] 신천 동네 강산벨트+도시숲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배산임수에 의한 명당이다. 산벨트와 강벨트가 그려졌으
니, 배산임수로 동네 터전이 명당인지 분석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배산임수
가 명당인 현대적인 해석은 생태계서비스를 제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3) 위계별 생태축 구축
국가, 광역, 기초로 나누어지는 공공행정 위계별 생태축을 그린다. 대권역, 중권
역, 소권역 유역 위계별 생태축을 그린다. 국가는 국가 단위에서 생태축을 구축해왔
다. 환경부가 2005년에 제3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06∼2015)을 수립할 때의 국
가 생태축은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동해안과 서해안 그리고 DMZ 축을 골격으로
삼았다. 그리고 5개의 대유역권을 제시했다.
[그림 3-23]은 국가(환경부)가 광역 단위의 생태축을 구상해준 그림이다. [그림
3-29]를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왼쪽은 2005년에 제3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시에 구축한 한반도 생태축이다. 오른쪽은 14년 후인 2019년에 제5차 국가환경종
합계획 시에 구축한 한반도 생태축이다. 산벨트인 백두대간을 가장 강조했다. 4대강
강벨트가 출현했다. DMZ 라인은 덜 강조되었다. 원래의 자연 기반인 산벨트, 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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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연안 벨트가 주 내용이 된 것이다.
[그림 3-29] 국가 생태축의 흐름

[그림 3-30] 광역 생태축의 흐름

광역 생태축 역시 기존의 녹지 중심에서 자연 기반의 산벨트와 강벨트 중심으로
바뀌었다. 수도권의 경우 2008년도 계획에서는 기존의 녹지를 분석하여 큰 녹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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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으로 하여 확대되는 방법으로 녹지축을 설정했다.22) 13년 후인 현재 수립 중인
수도권의 광역 생태축은 강산벨트로 구축되고 있다.23)
[그림 3-31] 지역 생태축의 흐름

지역 생태축 역시 기존의 녹지 중심에서 자연 기반의 산벨트와 강벨트 중심으로
바뀌었다. 사례인 광명시의 2010년도 계획에서는 기존의 녹지를 분석하여 큰 녹지
를 거점으로 하여 확대되는 방법으로 녹지축을 설정했다.24) 11년 후인 현재 수립
중인 공원녹지 기본계획에서 생태축은 강산벨트로 구축되고 있다.25)

4) 재해예방
유럽에 있는 기술과 훈련을 지원하는 The Rivers Trust가 제공하는 자연 기반의
홍수 관리에 알아보자. 저수를 기반으로 접근한다.26) 핵심은 4가지다. (1) 저장
22) 국토해양부 외(2008).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23) 서울연구원 외(2021).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계획수립 중).
24) 광명시(2010). 2020 광명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25) 광명시(2021). 2030 광명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26) “CaBA website(https://catchmentbasedapproach.org/learn/what-is-natural-flood-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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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늘린다. 홍수 저장소에 천천히 채워지게 한다. (2) 저수를 늘리고 수로를
더 거칠게 한다. 숲, 울타리, 구불구불한 하천 등으로 흐름을 지연시킨다. (3) 손실도
늘린다. 물이 땅에 많이 침투하게 하고 많이 증발하게 한다. (4) 각 지류의 최고조의
흐름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그림 3-32] The Rivers Trust의 자연적인 홍수 예방책

강산벨트는 재해예방을 위한 계획에 활용된다. 산벨트는 결국 등고선과 같이 가
는 숲이다. 능선을 중심으로 폭 300에서 500m 정도를 확보하면 이 자체가 물을
저장하고 천천히 흐르게 한다. 수변의 숲 즉, 강벨트는 물의 흐름을 느리게 하고
물을 저장 후 흘려보낸다. 강벨트는 숲일 수도 있고 습지일 수도 있다. 인공화된
강벨트를 복원하면 침투와 증발을 돕는 토양이 된다. 위의 그림에서 홍수 대책 중
산벨트와 관련된 것은 녹색으로, 강벨트로 관련된 것은 파랑 글씨로 표시했다.
2004년 BBC 뉴스도 흥미롭다. 영국 콘월 북부에 그동안 흔하지 않은 홍수가
났다. 주요 과정은 ‘① 장대비가 물이 흥건한 바닥에 떨어짐, ② 비가 스며들지
않아 그만큼 빠르게 강으로 흐름, (3) 극적으로 강 수위 상승하여 제방 붕괴’이다(그
림 참조).27) 영국의 뱅거(Bangor) 대학 자료를 인용한 뉴스를 보면, 홍수를 제어하
는 숲을 4가지로 언급하고 있다.28) 이 중에서 두 가지가 강산벨트의 역할이다.
84∣강산벨트 이론 정립 연구

[그림 3-33] 강산벨트의 홍수 저감 역할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영구적으로 홍수를 관리하는데 강산벨트가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홍수 관리를 위해서는 상류에는 숲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아마존의 벌채로 아마존강에 홍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물을 저장
하고 흐르는 속도를 조절하기 때문이다. 강변의 숲 강벨트 역시 마찬가지이다. 강벨
트 외연 확장으로 홍수터를 잘 보전하면 저장 기능이 많이 증가한다. 홍수에 민감한
시설에는 제방이 필수적이고 사전 경보는 긴급한 대처를 할 수 있게 한다. 홍수
관리는 강산벨트, 방재시설, 정보전달 3요소에 달려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림 3-34] 홍수 관리 3요소

27) “BBC News 2004-08-17(http://news.bbc.co.uk/2/hi/uk_news/3572360.stm)”.
28) “Phys Org(https://phys.org/news/2021-06-role-forests-natural-u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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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태통로 사업구상
강산벨트를 구축하면 어디에 어떤 생태통로가 필요한지를 금방 분석할 수가 있
다. 2013년에 구축한 수도권 강산벨트를 가지고 경기도 생태통로 사업을 구상했다.
경기도 생태통로 사업은 몇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당시에는 경기도가 도로
를 개설하면서 단절시킨 곳을 복원하는 것이었다. 2014년도 경기도가 처음으로
수립한 경기도 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29)에 실었다.
수도권 강산벨트의 산줄기 지도와 경기도가 관리하는 도로 노선 DB를 얹어서
단절지점 131개소를 추출했다. 131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도로가 겹치는
한 곳과 아직 개설 안 된 도로를 제외하면 유효 단절지점은 모두 127개소이다.
현장 조사를 통해 필요성과 설치의 용이성을 평가하여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사업지역을 판단하고 사례를 통해 사업비를 추정했다.
[그림 3-35] 경기도 산벨트 생태통로 사업구상

강벨트 생태통로 사업은 사업의 예산 규모가 큰 하천 계획에 의해 다루어져 왔다.
강산벨트 유역 단위의 관점이라면 새로운 사업도 가능할 것이다. 자연자원 총량제가

29) 경기도(2014). 경기도 야생생물 세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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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된다면 유역 단위에서 고려할 수 있는 좋은 요소이다. 왜냐면, 자연자원 총량제
는 개발사업으로 훼손된 자원의 총량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줄어든 면적에 대한
기능 제고 전략으로 생태통로 등 연결사업이 유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6) 녹색도시 비전
강산벨트는 녹색도시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도로, 아파트,
공장 등으로 도시의 비전을 그려왔다. 이제는 강산벨트로 도시의 비전을 그릴 수
있다. 1번의 좋은 동네의 기반이 되니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탄소중립 사회에 접어
들면서 앞으로는 개발 내용(contents)보다는 강산벨트 내용으로 녹색도시의 비전
을 그리게 될 것이라 본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서울시가 한강 르네상스 이름으로 강벨트로 서울시의 비전
을 그렸다. 위키백과에 의하면, “한강 르네상스 계획(Hangang Renaissance
Project)은 2006년부터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주운 및 수변 문화공간 조성과 자연
성 회복, 접근성 향상, 문화 기반 조성, 경관개선, 수상 이용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한
디자인 서울 정책의 핵심 계획이다.”30) 디자인 서울 차원에서 추진했다는 것이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그림 3-36] 서울의 한강 르네상스 비전

서울시(2008)의 한강 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설명 자료를 보면, 한강의 과거-잠
30) https://ko.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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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미래를 제시하고 있다. 과거에는 수상 교통로이고 생활 터전, 잠재력은 시민
문화의 장, 자연생태의 보고, 서울의 브랜드이다. 미래는 도시공간의 중심, 서해
뱃길을 통한 동북아 중심, 사람･물･생태계의 조화로 설정하고 있다. 회복과 창조를
주요 방향으로 잡았다. 사람, 물, 생태계 훼손된 관계를 되찾아 동서와 남북의 소통
회복을 추구, 한강 르네상스를 통해 서울의 새로운 브랜드를 창조한다. 한강 르네상
스를 통해 도시공간구조를 재편한다.31)
강산벨트 개념을 들여와 과천시 녹색도시의 비전을 그려서 제안했다. 시뿐 아니
라 과천시의회에도 제안을 해왔다. 과천은 뛰어난 삶터는 아니나 작은 인구가 살기
에는 좋은 곳이었다. 많은 인구가 살려면 물이 풍부해야 하나 과천시는 물이 문제다.
과천은 제1기 신도시다. 창원과 안산은 공업을 목적으로 과천은 행정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시다. 일명 계획도시다.
[그림 3-37] 강벨트로 그려본 녹색 과천 비전

초기 신도시의 장점은 이제 없어지고 있다. 재건축 때문이다. 낮은 아파트들이
31) 서울시(2008). 한강 르네상스 마스터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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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고 고밀도로 새롭게 단장하고 있다. 경관 문제가 심각해지게 된 것이다. 과천은
관악산과 청계산에 둘러싸여 있다.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 편서풍으로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면 빠져나가기 어려운 입지이다. 하늘에 큰 선풍기를 달아서
날려버리면 좋은데 거의 불가하다. 과천에는 공장 하나 없는데 오염된 도시라니,
시민으로서는 억울한 일이다. 그래도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하나 강산벨트이다. 강벨트가 핵심이다.
양재천 나머지 복원해야 할 구간을 트고, 청사 앞의 부지에 저류, 습지, 고불고불
한 실개천, 초지 그리고 공원을 만들어 물이 머물렀다 가면서 시원하고 신선한 공기
를 생성하게 해야 한다. 양재천 골을 따라 생성되는 시원한 공기는 정체된 오염된
공기를 밀어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유럽연합에서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는 자연기반
해법(solution by nature)이다. 우리의 풍수 원리로 보면 마지막 수단인 비보(裨補)
인 셈이다. 청사 앞 부지에서 물이 머무르고 돌고 돌아 결국 과천의 시간당 물
총량을 늘리게 되고, 이 물이 습지와 작은 웅덩이 그리고 초지와 숲을 돌아다니며
시원한 공기를 생성하게 한다. 그 속에서 시민들이 쉬고 운동도 하는 풍경을 만드는
것이다.

7) 명당=생태적 터전
인간은 생기를 자연으로부터 받는다. 강산벨트는 생명을 존중한다. 그들의 터전
과 이동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강과 산은 자연을 대표한다. 풍수(風水), 바람과 물도
자연을 대표한다. 우리는 아름다운 국토를 금수강산에 비유한다.
“대간과 정맥의 산줄기가 자연 친화적 문화와 관련된다는 데 있다. 산줄기가 좌우
의 행렬을 거느리면서 앞으로 치닫다가 평지를 만나 맺히는 바로 이곳에 생기가
가장 많이 조성된다. 습기를 포함한 구름, 비를 내리게 하고, 흘러 내가 되고, 마침내
큰 강으로 조성된다. 이렇게 숱한 생명체가 탄생하는 가운데 또 물이 있으니 왕성하
게 번식한다. 기 생태주의는 생물종의 다양성과 개체 수의 풍부함이 구현되는 생태
계일수록 생기가 가득 조성된다고 본다. 기 생태주의는 풍수학과 연루된 생물종
다양성과 생기가 많이 조성되는 생태계를 보전하는 데 탁월한 통찰을 제공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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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32)
[그림 3-38]은 우리의 풍수 원리에 의한 명당을 그린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구의
물 순환 원리를 그린 것이다. 장풍득수, 바람을 저장, 물을 얻는다. 배산임수(背山臨
水), 산을 등지고 물에 임한다. 산에 부딪힌 구름이 비가 되어 내리고, 물은 강으로
흘러 바다에 닿고, 증산된 물은 다시 돌아와 비를 뿌리는 지구의 물 순환과 같은
원리이다. 결국은 물을 얻기 좋은 곳이 명당인 셈이다. 그렇다고 물이 너무 가까우면
풍수해를 입는다. 뒤 그리고 좌우의 산은 찬 바람도 막아주어 좋다.
[그림 3-38] 풍수와 지구 물 순환의 원리

강산벨트란 산과 물이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가? 소프트웨어는 바람과 물 즉,
풍수이고, 하드웨어는 산이다. 명당은 산벨트와 강벨트의 온전한 가치를 누린다.
첫째는 그 흐름 속에서 생태계서비스를 누리게 된다. 둘째는 어디서든 강산벨트를
조망하게 된다. 산벨트와 강벨트를 빼고 명당을 논할 수 없다. 산과 물의 관계를
빼고 지수의 물 순환 원리를 설명할 수 없다. 이런 관계 속에서 많은 생명이 살
수 있고, 이 수많은 생명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기에, 명당은 생태적인 터전이다.
강산벨트는 이 터전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국토를 이렇게 이용하기를 제시한다.

32) 한면희(2003). “동아시아 기(氣)-생태주의 문화와 생명 존중”, 생명문화포럼 200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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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후변화 대응
강산벨트(江山 Belts), 강과 산을 연결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다. 기후변화 심해
질수록 깨끗한 물은 더 중요한 자산이 된다. 대한민국 수도권 경우, 많은 도시에서,
물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다. 팔당상수원에 문제가 생기면 큰일을 겪게 될 것이다.
지역 내 물 자급률 낮아 비상시 사용 가능한 물도 없다. 어떤 도시에서는 하천
유지용수에 광역상수도를 사용한다.
오래전부터 서울시와 인천시는 그들의 녹지축을 밝혔다. 서울시는 남북 녹지축,
인천시는 에스자형이다. 서울시는 북한산-한강-관악산 축이다. 용산공원은 남산과
한강을 연결하여 이것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수단이었다. “2019년〜2021년은 임시
개방 지역 확대 및 부분적인 조성에 착수하고, 2022년〜2024년은 본격적으로 공원
을 조성한다. 2025〜2027년은 남북 녹지축 연결, 중앙호수, 한미연합사 잔류지역
공원 조성 등 전체 공원 조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33)
[그림 3-39] 남산과 한강을 연결하는 용산공원

33) “용산공원, 생태 축 따라 단일공원으로 조성”,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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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과 산을 연결하면 장풍득수(藏風得水), 바람을 저장하여 물을 얻는다. 강과 산을
연결하는 숲과 못은 그 자체로 생태 자산인데 또한 어떤 역할을 할까? [그림 3-40]을
보면, 맑은 물을 ‘Green Water’로 표현하고 있다. 그린에 의한 물 흐름을 강조하기
위함일 것이다. ❷는 습기와 생물강수(bioprecipitation) 생성, ❹의 숲과 못은
지역과 지구 차원에서 데우기(healing)도 하고 식히기(cooling)도 한다. ❺는 구름
과 안개를 잡아 물을 만든다. ❻은 물이 스며들어 지하수를 충전한다. ❼은 유속을
줄여서 홍수를 완화한다.34)
[그림 3-40] 맑은 물(green water) 흐름에서 숲과 못의 역할

34) David Ellison et al. (2017). Trees, forests and water: Cool insights for a hot world,
Global Environmental Change. Volume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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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번에서 ❻번까지의 공정은 물을 저장하기도 하고 각 공정으로 분산도 하므로
가뭄도 예방하고 홍수도 완화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는 자연에 기반한
해법을 바란다면 강산벨트 하라.

9) 생명의 통로
강산벨트(江山 Belts)는 그 자체가 동물의 이동 통로가 된다. 강산벨트는 동물의
이동 통로를 알려준다. 그래서 강산벨트가 구축되면 가장 바람직한 통로 계획에
직접적인 실마리를 준다.
[그림 3-41] 야생동물의 이동 경로

동물 이동의 대명사는 철새다. 글로벌 NGO인 BirdLife International은 지구상
의 8대 철새 이동로를 제공하고 있다.35) 기나긴 여정으로 이동을 하는데 모두 산,
강, 바다를 거친다. 하늘에서는 철새들이 이동하고 바다에서는 고래가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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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등고래 역시도 섭취와 번식은 해안 가까이 즉, 지구 규모의 연안 벨트에서 이루어
진다. William and Mary 대학과 Virginia Commonwealth 대학의 연구그룹인
CCB(보전생물학센터)는 3종의 도요새 이동 통로를 2012년에 조사하였다.36) 역시
대륙 규모의 연안 벨트로, 산벨트와는 평행하게 이동하고 있다. 탄자니아 세렝게티
국립공원 누우떼의 대이동 역시도 강과 평행하게 혹은 강을 가로질러 초원을 찾아
이동한다.
[그림 3-42] 미국 야생동물의 주요 이동로

1984년 미국 의회가 창단한 국가어류야생동물기금(NFWF, National Fish and
Wildlife Foundation)의 2020년 주력 보호 사업은 야생동물의 이주 경로다.
[3-42]의 그림은 모든 동물의 이동을 표시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동물 이동을
일반화한 그림이다.37) 군주나비(monarch)는 걸프만을 따라 이동하기도 하고 산맥
을 따라 혹은 산맥에서 해안으로, 산맥에서 평지로 이동한다. 새들의 주 경로는
35) “BirdLife International(http://www.birdlife.org/)”.
36) “The Center for Conservation Biology (CCB)(https://ccbbirds.org/)”.
37) “NFWF(https://www.nfwf.org/2020-annual-report/conservation-highlights/protecting-wildlife-migration-ro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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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연안, 대서양 연안, 미시시피강, 록키산맥 등 산맥, 강, 연안의 평행 라인이
다. 물고기는 강과 연안이다. 대형동물(big game)은 록키산맥 혹은 산록으로 산맥
과 평행 라인이다.
와이오밍주 그린리버(green river) 유

[그림 3-43] 그린리버 유역 사슴 이동로

역에서는 사슴의 이동로가 조사되어 책자
에 실렸다. 와이오밍 유제(발굽 있는 동
물) 지도이다.38) [그림 3-43]은 사슴이 이
동 경로이다. 단거리 이동, 중거리 이동,
장거리 이동이 나누어진다. 장거리 이동
은 그린리버 유역의 분수령인 윈드리버
(wind river)산맥의 산록을 따라 이동을
한다. 산맥과 평행의 라인이다. 산록과 호
소 그리고 물을 따라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지도에 강산벨트를 잘 그려서
넣으면, 그들이 어떠한 라인으로 왜 그 라
인을 이용하는지를 한 눈에 이해할 수 있
었을 것인데 아쉬울 따름이다.
뉴저지에 비영리단체인 ‘Climatecentral’은 기후변화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연구하고 알려주는 과학자와 언론인이 모임이다.39) 기후변화는 자연 세계의 변화로
온다. 기온이 달라지면 동식물이 이동하게 된다. 센터에서 제공하는 그림은 실제에
가까운 경로이다. 온도, 바람, 해수면 상승 압력의 자료뿐 아니라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가 더 좋은 조건의 기후대로 이동할 경로 자료를 사용했다. 특정 종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반적 패턴을 보여준다. 대서양 해안 라인의 산맥인 애팔래치
아(Appalachians)산맥은 미국 동부의 마지막 야생지역으로 이주의 깔때기가 된다.
이쪽은 높기도 해서 기후변화의 구호소가 되기도 한다. 이런 높은 고도의 땅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남미에서는 아마존 분지에서 서쪽의 높은 고도인 에콰도
38) Matthew J. Kauffman et al. (2018). Wild Migrations: Atlas of Wyoming's Ungulates. Oregon State
University Press.
39) “Climate Central(https://www.climatecentral.org/what-we-do/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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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로 이동한다. 뉴욕 북부의 캣츠킬(Catskills)도 마찬가지다.

[그림 3-44] 기후변화로 야생동물의 이동

[그림 3-45] 세계 호랑이 계보 추적(좌), 우리나라 산양의 분포

한국의 야생에는 호랑이가 없다. 그런데 호랑이 이야기는 많고 우리에게 이상하
게도 친숙하다. 호랑이는 어디에서 살고 있을까? “최근에는 국내 연구진이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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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 게놈 지도를 토대로 전 세계 호랑이의 기원과 진화 경로를 밝힌 연구가
국제학술지 ‘커런트 바이올로지’ 2018년 12월 3일에 발표됐다.”40) 이동로 지형을
살펴보면 연안의 라인과 산록의 라인을 따라 분포한다.
“국제 멸종위기종인 산양은 설악산, 비무장지대, 삼척, 울진으로 이어지는 백두대
간 일대에 694~784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번처럼 백두대간이
아닌 곳에서 산양이 발견되기는 처음 있는 일이다. 산양이 발견된 지역의 맞은편인
백두대간 지역은 시멘트 광산 개발과 환선굴, 대금굴 등 관광단지 운영으로 인한
인위적인 간섭이 심하여 산양이 서식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국도변까지 서식지를
이동한 것으로 판단된다.”41)

40) “100만 년 전 한반도 호랑이의 첫 조상이 갈라졌다.”, 동아사이언스(2019.01.12.).
41) “깊은 산속이 아닌 도로변 인근 지역에 산양 서식”, 환경부 보도자료(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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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강산벨트의 현재
제1절 수도권 강산벨트의 현재
1. 강산벨트 개념
강벨트는 강의 양쪽 즉, 강변에 30m 이상의 폭을 준 개념이다. 30m는 질소
등 오염을 어느 정도 정화할 수 있는 폭이다. 아울러 물과 육지를 연결하고 완충하며
대개는 저수위와 고수위 구간인 강변 완충(riparian buffer)이다. 산벨트는 산줄기,
산능선을 중간으로 양쪽 각각에 300m 이상의 폭을 준 개념이다. 폭 600m는 포유
동물이 이동하기에 필요한 통로의 폭이다.
[그림 4-1] 강산벨트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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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벨트는 ① 강벨트 자체의 연결성, ② 산벨트 자체의 연결성 그리고 ③ 산벨트
와 강벨트의 연결성이다. ③의 산벨트와 강벨트의 연결은 산벨트가 될 수 있고,
호소나 습지도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경작지가 될 수도 있다. 논을 습지로 보는
시각도 있다. 도시의 공원, 도시 내의 작은 숲, 인공적으로 만든 작은 습지, 개인의
정원, 인공적인 실개천 다양한 징검다리, 심지어는 일렬 가로수도 생각할 수 있겠다.

2. 자연의 기반
강산 혹은 풍수는 자연을 상

[그림 4-2] 지구 수리(水利) 경관

징한다. 이 중에서 자연 기반은
강산이다. 그러면 산벨트의 요
체인 숲, 강벨트의 요체인 물의
관계는 어떠한가? 지구 전체적
으로 해양에서 86% 정도가 증
발, 78%가 해양에 강우로 내린
다. 8%는 수증기로 육지로 갔
다고 물이 되어 해양으로 돌아
온다. 육지의 숲과 호소(강 포
함)에서는 14% 정도가 증발,

[그림 4-3] 숲과 목초지의 강수-증발 관계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 요약하
면, 지구 물의 14%는 육지의
숲과 호소(강 포함)에서 증발
시키고 돌려받는다. 8%는 바
다에서 받고 바다로 돌려보낸
다.42)
강도 호소도 그리고 숲도 물
을 받고 증발하고 돌려받는 등

42) David Ellison(2018). “Forests and Water”, UN Forum on Forest, Apri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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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이용한다. 숲은 물을 얼마나 이용할까? 숲은 목초지에 비해, 강우량이 적을
때는 비슷하지만 많을 때는 더 많이 이용한다.43) 그만큼 많이 저장하고 돌려보내고
또 받으니 물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숲과 물은 따로 땔 수 없다.
산줄기와 강줄기도 불가분의 관계이다.
칠레의 아타카마(Atacama) 사막, 지구에 있는 화성과 같은 곳,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곳에 비가 내리면 꽃 천지가 된다. 2015년 비가 내리고 꽃이 만발하면서
지구촌 수천의 웹 사이트에 사진들이 올려졌다.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았던 곳에,
교과서에 있듯이 물이 식물의 생명이고 식물은 다른 생물의 생명이다. 지질학자
등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곳에 생명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생명이 있으면
화성에도 있을 것이라고 할 정도이다.44) 대개 많은 이들이 아타카마 꽃 천지를
보고, 기후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필자는 생명의 탄생에 감탄한다. 이렇게
식물이 자람으로써 물도 더 오래 있었을 것이다.
[그림 4-4] 세계적으로 유명한 칠레 아타카마 사막의 꽃밭

43) Zhang L et al. (2001). “Response of mean annual evapotranspiration to vegetation changes at
catchment scale”. Water Resource Research, 37(3).
44) “Down To Earth(https://www.downtoearth.org.in/news/climate-change/the-21st-century-lore-of-atacama-6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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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은 모든 토지이용에 가
장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 강

[그림 4-5] 숲과 물의 순환

우량을 흡수하고, 지하수 대
수층에 물 저장하고, 빗물 유
출을 늦추고, 여과하고, 침
식을 완화하고, 홍수를 줄이
고, 유역 안정성과 탄력성을
유지한다. 이러한 과정은 산
림과 물의 관계 혹은 유역 생
태계서비스로 알려져 있다.
미국 텍사스의 산림 생태계
서비스 가치는 연간 구백삼
십억 달러다. 평당으로 환산하면 1,400원이다. 이 중에서 200원은 유역을 조절하는
서비스다.45)
숲과 물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또 하나의 증거는 지구촌의 산림과 물 의제이다.
산림&물 의제(Forests & Water Agenda, 2002)는 2002년부터 시작되었다.
(2002년) 시가(Shiga) 선언, 세 번째 세계물포럼에서 발전된 것이다. (2007년) 와소
(Warsaw) 결의 2, 유럽 산림보호 장관회의에서 결의되었다. (2008〜2014년) 사이
에는 물과 산림 상호작용에 대한 국내 및 국제회의가 열렸다. (2010년) 산림&물
TF 설립되었는데 제23차 세계산림과학총회(IUFRO World Congress)에서다. 서
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2013년)에는 산림&물 국제 추진계획(Momentum and
Action) 종합보고서를 내서 5개년 계획을 담았다. (2014년) 3월 24〜26일, 중국
쿤밍(Kunming)에서 전문가 회의가 열렸다. (2015년) 남아프리카 더반(Durban)
제14차 세계산림총회에서 국제 산림&물 대담이 있었다.
자연의 기본, 자연 인프라는 무엇일까? 크게 보면 바다, 습지, 육지다. “자연 인프
라는 숲과 습지, 실제 경관 및 생태계 가치와 기능을 보존하거나 향상, 인류에게
관련 혜택을 제공하는 기타 열린 공간과 같은 자연 토지의 전략적 계획 및 관리
45) Hughes Simpson et al. (2013). Texas Statewide Assessment of Forest Ecosystem Services. Texas
A&M Fores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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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로 정의된다.”46)
그린 인프라 + 블루 인프라인데 그린 인프라로 통칭하기도 한다. 지속가능한
인프라로도 불린다. 자연 인프라는 생태계를 유지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생태계서
비스 없이는 인류가 살 수 없으므로 생태계서비스의 기반이기도 하다. 구성은 자연
즉, 개발되지 않은 지역이다. 개발되지 않은 지역과 이 지역들을 연결하는 통로가
핵심적 구성이다. 미국 환경부는 위와 같이 정의한다.47) 결국 자연 인프라는 개발되
지 않은 허브(hub)와 이들을 연결하는 통로(corridor)로 엮은 네트워크다.
[그림 4-6] 자연 인프라 기본 구성

그린 인프라가 자연 기반을 뜻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회색 도시를 자연에 기반하
여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개인의 정원, 빗물 정원, 도시의 공원, 벽면과 옥상
의 녹화, 가로수, 천변의 녹색 벨트, 투수 가능 주차장 등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자연 인프라(기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본다. 회색 기반(인프라)의 대표 선수
는 도로이고 자연 기반의 대표 선수는 강이다. 회색 기반에는 전기 전력, 통신,
상하수도, 환경 처리도 주요 시설이다. 자연 기반에는 습지와 산림이 주요 자원이다.
자연 기반의 핵심은 산림-습지-물이다.
강산벨트는 곧 유역이다. 이 유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첫째는 자연의 기반이
되는가? 둘째는 이를 이용하는 인간의 정주와 이동, 생물의 이동과 정주 차원에서

46) “https://www.rff.org/publications/testimony-and-public-comments/testimony-use-naturalinfrastructure-watershed-restoration-and-water-management/”.
47) “https://archive.epa.gov/region03/green/web/html/infrastructur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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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해야 할 것이다. 인간이 동물을 길들여 사육한다면 농장에서 할 것이나, 사육되
지 않는 동물이라면 동물을 따라 살아야 한다. 즉, 유목 생활이다. 유목은 동물의
이동과 사람의 이동이 같이 일어난다. 사람도 동물도 잘 살 수 있어야 한다.
이란의 유목민 바흐티아리(Bakhtiari)족은 자그로스(Zagros)산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여름에는 고산지대의 초원으로, 겨울엔 저지대 초원으로 이동한다.
산벨트 방향이 아닌 산벨트와 직교하는 강벨트 방향이다. 물을 얻기 위하여 강벨트
를 멀리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림 4-7] 산벨트에 의존하는 유목민 이동

야생동물의 통로가 살기 위한 이동임에도 불구하고 생물다양성을 증가시키는지
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갖는 과학자도 있다. 통로를 통해 외래종의 침입도 가능하고
생태계의 원하지 않는 변화도 가능하다. 가장자리 효과로 인한 종의 변화도 긍정적
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있다. Damschen et al. (2019)'는 ‘연결된 조각
(patch)은 연결 안 되는 조각보다 생물다양성이 14% 더 많았다.’ 결론에 이르렀다.
생태통로는 확실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48) 강산벨트의 가장 큰 기능은 생물 이동을
보장하는 통로라는 점이다.

48) Natalie fox, Wildlife Corridors, “https://mossy.earth/rewilding-knowledge/wildlife-corrid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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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야생동물 통로의 지원 수단

[그림 4-9] 자연의 기반 3요소

결국 자연의 기반은 숲-습지-물(강, 바다), 혹은 숲-농지-물 3요소이다. 농지는
자연을 길들인 문화 경관이다. 습지는 육지와 물의 중간 생태계이다. 보통은 고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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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위)와 저수위(갈수위) 사이 생태계인데, 지하수위에 따라 고산지대에도 사막에
도 나타날 수 있다. 논을 습지로 보자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대개 농업 의존 생태계
는 산림과 물 사이에 농지를, 유목 의존 생태계는 산림과 물 사이가 습지로 존재한
다. 습지로 지하수가 충전되고 높은 지하수위는 초지를 오래가게 한다. 강산벨트는
이들 내에서 그리고 이들 간에 통로가 되는 것이 주 역할이다.
야생동물을 뒤로 하고 우리는 어떤 곳에 살고 싶은가? 지금은 교류가 많고 회색
인프라가 잘 된 도시이다. 바람과 물(風水), 강산(江山)을 중요히 한다면 우리의 최적
삶터는 명당이다. 명당은 산의 기(氣)를 잘 받고 물을 얻기가 쉬운 곳이다. 명당은
밝은 터라는 뜻이다. 명당은 바람을 저장하여 물을 얻는 곳이다(藏風得水). 지구
물 순환 원리이다. 명당은 산을 뒤로 하고 물을 앞에 둔다(背山臨水).
[그림 4-10] 우리 전통 마을과 숲과 물

풍수 원리에 의해 명당에 자리 잡은 전통 마을을 보자. 먼 뒤에는 정맥과 같은
큰 산줄기가 있고 바로 뒤에는 지맥과 같은 작은 산줄기가 있다. 산경표와 같이
작은 산줄기는 큰 산줄기와 연계되어 있다. 뒤에는 산벨트 앞에는 강벨트다. 산
아래 지하수가 지표수로 나오는 샘에서 강이 시작된다. 산벨트에서 강벨트가 시작되
는 곳에서부터 물을 얻을 수 있으니 사람들은 살 수가 있다. 물 저장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을 숲도 만든다. 바람을 조절하기 위해 산을 안과 뒤로 하고 마을 숲도
만든다. 숲과 물이 만나는 곳은 생물다양성이 높은 습지대다. 논으로 개간하여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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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높은 생태계를 만들 수도 있다. 밭으로 개간하여 생산성 높은 토양을 활용도
한다. 인간의 정주성은 자연을 길들인 작물과 가축의 생산성에 좌우되었다. 작물의
생산성은 강산벨트에 의한 생산성 높은 토양과 동식물 생태계에 의한 것이다.

3. 강산벨트 현재
1) 분석의 관점
강산벨트는 산 자체 강 자체가 아닌 강산의 줄기이다. 줄기에 관리의 목적을
위해 폭을 부여한 것이다. 강산벨트의 개념과 쓰임새는 앞에서 충분히 논의했다.
강산벨트의 현재를 분석하기 위한 관점 역시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몇 가지 구체적
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줄기, 맥락, 산맥의 관점이다. 둘째는 좋은 터전,
좋은 동네, 명당, 배산임수의 관점이다. 전자는 줄기, 선, Lining 관점이고, 후자는
위치, 배치, 면, Zoning 관점이다. 강산벨트이니 선, 줄기, 맥락을 더 강조한다.
선과 선의 연결인 망(network)의 중요성은 자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유역의 강줄기와 산줄기는 인간 신체에 비유하면 뼈대이고 핏줄이다. 뼈대가 없는
사람을 상상할 수 없다. 뼈 사이로 흐르는 핏줄 없이 생명을 논할 수 없다. 줄기세포
는 인류를 구원할 세포라 한다. 고구마는 줄기를 심으면 나는 식물이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서 배고픔을 퇴치하는 구황식물(救荒植物)이라 한다. 곤충이 식
물의 잎을 갈아 먹을 때는 잎맥을 먹지 않는다. 독소가 있어서 그럴까 아니면 다시
잎이 나기를 기대하는 것일까? 전자도 후자도 일 수 있겠으나 후자일 것 같다.
잎맥에 양분이 더 많을 것이니까. 식물의 각종 줄기를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나물의 재료부터 대부분의 식물 줄기는 건강에 좋다. 줄기의 모임은 망이다.
배산임수는 생태적으로 건강한 입지이다. 유역 내 물의 활용도를 높이는 점에서
일단 친환경적이다. 줄기, 맥을 끊지 않으면서 물을 저장하니 높은 생물다양성도
기대할 수 있는 입지이다. 간용(용을 보고 = 산맥을 보고), 장풍(바람을 저장하여),
득수(물을 얻으니), 정혈(혈은 정함 = 터를 정함), 비보(모자라면 이를 보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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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분석 관점 1 : 효과적인 줄기(맥)

[그림 4-12] 분석 관점 2 : 미래형 배산임수

“풍수에서 신앙적이고 미신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합리적 요소도 있었기에
천년이 넘도록 이어 왔을 것이다. 생태학 분야에서 지속가능성의 핵심어가 된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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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성 개념을 빌어 우리나라 전통 마을의 토지이용 특성을 해석했다(이도원,
2013). 전통풍수이론이 최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지형발달이론과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풍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박수진,
2013). 풍수형국의 개념을 현대 서양에서 개발된 가이아 개념과 비교해볼 만하다고
보았다(윤홍기, 2013). 풍수와 비보는 전통 마을에서 나타나는 지속가능한 환경
적응 및 관리 방식이었다고 간주한다(최원석, 2013).”49)

2) 한강 유역의 강산벨트
한강의 산줄기는 동(東)에는 백두대간(식개산∼속리산 구간), 북(北)에는 한북정
맥, 남(南)에는 한남금북정맥(한강의 남쪽 정맥이면서 금강의 북쪽 정맥)과 한남정
맥이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양평군 양수리(두물머리)에서 합류하여 한강 본류를
이룬다. 북한강의 최상류에는 금강산에서 발원하는 금강천이 있다. 남한강의 최상
류는 태백의 검용소에서 발원하는 골지천이다. 남한강과 북한강 사이 산줄기는 한강
기맥이다.
백두대간도 훼손이 심각하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2장에서 설명했듯이, 한북
정맥과 한남정맥은 경기연구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한북정맥보다는 한남정맥
의 훼손이 심각하다. 서쪽으로 오면서 낮은 구릉지가 많아 훼손하기도 쉽기도 하지
만, 정맥에 대한 인식의 절대적 부족 탓이라 생각한다. 경부고속도와 영동고속도의
교차로인 신갈분기점은 한남정맥 마루금이다. 경인아라뱃길을 할 때 정맥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
[그림 4-13]은 산림청의 산지 관리계획 지침대로 산지를 유역 유형으로 구분한
것이다. 녹색의 면이 주요 산줄기 인접의 산지이다. 빨강 면은 도시형 산지이다.
주요 산줄기는 한북정맥과 한남정맥이다. 한북정맥에 비해 한남정맥에 도시형 산지
가 많이 붙어 있다. 훼손 위협도 높고 실제로 훼손도 많다. 바탕으로 되어 있는
각 다각형은 모두 유역이다. 유역을 쪼개고 쪼개면 이런 작은 유역들이 된다. 말
그대로 같은 물을 먹고 사는 동(洞)네이다.

49) 이도원 외(2013). 전통생태와 풍수지리. 지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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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경기도 유역 유형도

[그림 4-14] 한강 유역 주 산벨트 훼손

훼손의 원인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한북정맥의 경우는 경작지가 45% 차지했다.
경기도 포천시에서 양주시로 올 때, 고양시에서 파주시로 올 때 주거지 등으로 훼손
이 많아진다. 한남정맥은 경작지 32%, 주거지가 21%를 차지한다. 용인시, 의왕시,
김포시에서의 택지개발이 많다. 인공초지는 4% 차지하는데 골프장이다.50)
[그림 4-15] 한강 유역 주 산벨트 훼손 사진

50) 경기도(2014). 제1차 경기도 산지관리지역계획(2014-2017).

112∣강산벨트 이론 정립 연구

강벨트를 보자. 2013년부터 시작하여 2014년에 보고서를 낸 수변지역 조사‧평
가 및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에서 한강 강벨트를 분석하였다. 용역의 주관은
환경부다. 연구진은 한국환경연구원과 4대강 유역 내 지방연구원 그리고 대학이
참여했다. 한강은 경기연구원과 단국대학교가 협력하여 과제를 수행했다. 강가에서
최대 1㎞까지가 분석 범위이다.
한강하구는 대부분 농경지이나 습지가 다수 분포, 시가지는 공장이 많고, 자연지
역은 군사 구역이다. 한강 본류에서 서울 구간은 대부분 빨강 시가화구역이다. 자연
지역으로 된 녹색은 한강의 수변 공원이다. 농경지도 시설농업이다. 북한강과 남한
강이 만나는 팔당은 산림이 우세, 시가화구역은 대부분 자연 촌락, 농경지는 시설농
업이다.
[그림 4-16] 한강 폭 1㎞ 강벨트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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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리 북쪽의 북한강, 폭 1㎞ 강벨트는 대부분이 산림, 건물들은 식당 등 상업,
수변의 하중도와 식생이 좋다. 의암호 일원은 산림, 시가지, 농경지, 초지가 각기
구역에 발달, 동쪽은 춘천시, 농경은 시설농업이다. 그 북쪽은 춘천호, 파로호이고
대부분이 산림, 농경지는 논농사, 시가지는 화천군이다. 그 위는 평화의 댐 등으로
대부분 산림으로 [그림 4-17]에는 없다.
양수리 남쪽의 남한강, 폭 1㎞ 강벨트는 산림, 농지, 습지, 하중도가 비교적 고르
게 분포하기도 하고 또 일부에 몰려 있다. 양평군, 여주시, 충주시 지역으로 농업은
주로 논농사다. 충주호 일원은 대부분이 산림이고 농지는 밭농사다. 수위 변화에
따른 나지인데 말 그대로 강변(riparian)이다. 담양과 영월 일원은 대부분 산림이고
농지는 밭농사, 모래와 자갈이 많고 일부는 영월과 단양 시가지다.51)
[그림 4-17] 북한강 남한강 폭 1㎞ 강벨트 실태

다음은 서울, 경기, 인천의 한강, 임진강, 안성천 유역의 강산벨트 실태를 살펴볼

51) 환경부(2014). 수변지역 조사‧평가 및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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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한강 전체는 분석 관점 1인 줄기(맥)의 연결성에 중점을 두었다. 서울, 인천,
경기의 작은 유역 혹은 강산권역에는 분석 관점 2인 미래형 배산임수도 볼 것이다.
아무래도 큰 유역은 선을 보는 것이 유용하다. 큰 유역에서 집이 어떻고 하는 것은
의미가 적다.

3) 서울, 인천, 경기 강산벨트
수도권에는 유역이 몇 개일까? 크게 나누면 임진강, 한강, 안성천, 3개일 수 있다.
작게 나누면 수백 개도 된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있다. 서울은 경기도 포천시보
다 면적은 적다. 경기도의 과천, 광명, 오산은 매우 적다. 약 30개 정도, 지방 1급
하천 유역 정도로 생각해서, 면적도 좀 비슷하게 나누면 29개가 된다. 29개 유역인
데 수도권 29개 ‘강산권역’이라 칭했다(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2013).
29개 강산권역(유역) 각각의 분석은 보고서52) 참조하라. 여기서는 특징적인 몇
곳만 소개한다. 29개 권역의 평균 면적은 382㎢이다. 특징적인 곳은 1번은 경기-곡
릉천이고 2번은 경기-신천과 경기-포천･영평천이다(그림 4-18). 1번은 29개 권역
중에서 가장 미래형 배산임수에 가깝다. 2번은 보통의 경우처럼 중하류가 아닌
상류가 개발된 지역이다. 경기-곡릉천은 산벨트 일부가 훼손되었지만, 상류가 잘
보호되어 있고, 7~8부 능선이 개발된 곳은 3~4부 능선이 보완하고 있다. 경기-신천
과 경기-포천･영평천은 건강한 유역의 우선적 기본 조건에서 문제인 곳이다.
회색 인프라 조각(patch) 즉, 개발지 비율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곳은 서울-한강
중심이다. 대부분의 산벨트 훼손, 북쪽의 북한산과 일부 불암산, 남쪽의 관악산과
일부 우면산 정도 남았다. 중심의 한강 강벨트는 강력하게 자리하고 있다. 녹색
인프라 조각 즉, 녹지 비율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곳은 경기-가평천이다. 산벨트는
거의 완벽하다. 강벨트를 따라 도시가 개발되어 이 부분의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농지는 회색으로도 녹색으로도 분류하기 어려운 인프라인데, 이 책에서는 녹색으
로 분류했다. 농지의 생태계서비스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그린 인프라 차원
에서 최소한 좋은 통로(corridor)로서 잠재력이 높기 때문이다. 농지 비율이 가장

52)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2013). 수도권 광역 녹지체계(강산벨트) 구축 및 통합적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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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경기-화성･남양호, 실상을 보면, 산벨트와 강벨트 모두 매우 취약하다. 전통적
문전옥답! 우리나라 농지 개발이 생태적으로, 탄소중립 사회에 맞는 것인지, 생태계
서비스 차원에서 맞는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을, [그림 4-19]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농지에 녹색 연계는 필요 없는가? 쌀 소출이 아무리 중하다
고 해도 나무 한 그루 심을 수 없는 이 여유가 행복한 경관인가? 참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그림 4-18] 특징적인 수도권 강산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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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개발지(좌), 녹지(중), 농지(우) 최상위 수도권 강산권역

[표 4-1] 수도권 강산권역 조각(patch) 상위
(단위 : %)

회색 조각
개발지

녹색 조각
녹지

농지

회색 통로

녹색 통로

도로

하천

서울한강 중심

57

경기가평천

87

경기화성･
남양호

51

인천미추홀

15

경기한강하구

14

인천미추홀

53

경기북한강 남

82

경기양화･
청미천

49

서울한강 중심

14

서경한강
중하류

11

서인경굴포･
청라

42

경기수동･
조종천

79

경기안성천

45

서인경굴포･
청라

12

서울한강 중심

7

서경안양천

39

경기한탄강

75

경기진위･
안성천

42

서경안양천

10

경기진위･
안성천

7

조각(patch)은 연결될 때, 생태계서비스도 좋고 기후변화에도 적응할 수 있다.
회색(gray) 인프라의 통로이면서 대표적인 도로, 녹색(그린, green) 인프라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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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통로는 하천이다. 도로 비율 15%가 최상위고 인천의 미추홀 권역이다. 하천
비율 최상위는 14%이고 경기도 한강하구 권역이다.
[그림 4-20] 도로(좌)와 하천(우) 최상위 수도권 강산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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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전문가 의견
1. 설문 개요
강산벨트 이론 정립과 관련된 설문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전문가는
환경보호와 국토개발 두 분야로 구분하였다. 설문 부수는 80부인데 여분을 위해
총 84부로 하였다. 공교롭게도 84부 모두 응답이 되었다. 환경보호 42분, 국토개발
42분으로 응답하도록 했다. 환경보호 분야는 전국의 시도 연구원과 한국환경연구원
등, 국토개발 분야는 전국의 시도 연구원과 국토연구원 등에 근무하는 분들이다.
설문은 2021년 10월에 이루어졌고, 설문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위탁하여 실시
하였는데 실시간으로 응답 상황을 확인하였다. 설문의 내용에는 특별한 형식을 두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설문의 내용이다.
강산벨트 이론을 주창하다 보니 관련된 근거들 그리고 현장의 분석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글 중간에는 혼자 주장하기에 한계들이 많이 나타난다. 설문 내용은
이런 부분들로 설문을 구성했다. 일견 흥미로운 면도 있으나 일견 설문에 한계가
드러나기도 한다. 편하게 설문한 것에 큰 의의를 둔다. 궁금증을 어느 정도 해소한다
는 차원에서 이해되기를 바란다.

2. 설문 결과
설문 내용을 최대한 단순하게 구성한 것처럼, 결과 역시도 단순하게 정리한다.
설문의 순서와는 다르게 결과는 이 글 내용의 순서대로 정리해보기로 한다. 역시
의문은 강산벨트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인지 자연스레 강산벨트 쓰임새
내용이 많다.

1) 강산벨트 좋은 동네
강산벨트 좋은 동네 관련 3개 문항이다. 2011년도에 그린벨트 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처음으로 강산벨트를 주장했다. 이후에는 수도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분석도 해보았지만, 강산벨트에 대한 인식은 저조했다. 들어 봤다가 47% 아니다가
53%이고 도시개발 전문가보다는 환경보호 전문가의 인식이 두 배 정도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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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강산벨트 들어본 적 있나?

산줄기나 산맥이나 같은 뜻이지만 신경준의 산경표에 의한 산맥은 산줄기 지도,
일제 강점기 고토 분지로 조사에 기초한 산맥도는 조금 다르다. 둘 다 우리나라
산맥도인데, 산줄기 지도는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보이는 데로, 산맥도는 산맥 형성
원인인 지하 구조를 중요시했다. 이 둘 간의 중요도를 물어보았다. 약 70%가 산줄기
가 산맥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환경보호 전문가가 조금 더 많았다. 기본적으로
보는 관점의 차이이므로 둘 다 중요하나, 당분간 산줄기 관심을 더 두었으면 한다.
[그림 4-22] 산줄기와 산맥의 상대적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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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줄기와 강줄기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결국 이들은 유역으로 귀결된다. 산줄
기 내가 유역이며, 유역 내 중심적인 강줄기가 유역의 이름이 된다. 미국 환경부,
뉴멕시코 정부가 제시한 건강한 유역의 특징으로 상대적인 중요도를 물어보았다.
큰 차이는 나지는 않았지만, 건강한 유역과 미기후 조절이 29%로 가장 중요하고
다음으로 유역 내 물과 에너지는 연결, 유역 관리는 탄소중립과 연결, 물과 나무와
불의 밀접한 관계 순이다. 현재의 화두가 탄소중립임에도 미기후에 가장 높게 나타
난 것이 흥미로운데, 자연을 풍수로 표현한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이어지는 느낌이
다.
[그림 4-23] 건강한 유역 원칙의 상대적 중요도

2) 강산벨트 주장 이유
강산벨트 주장하는 이유 중에 두 가지 정도를 설문했다. 강산벨트를 주장하는
이유는 조닝(zoning) 중심의 면 계획으로는 녹색국토 계획에 한계가 있으므로, 산
줄기와 강줄기와 같은 선 계획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상호 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맥락주의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아울러 직접적으로 앞으로는 강산
벨트, 생태축, 녹지축 등 연결성 중심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동의 여부를 물었다. 맥락주의에 대해서는 고려하는 중요한 사고로 여긴다고 응답했
다. 두 번째 질문인 강산벨트 같은 선 계획을 우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동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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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나머지는 모두 같이할 것에 응답했다. 부동의는 없다.

[그림 4-24] 맥락주의에 대한 의견

[그림 4-25] 용도지역제 중심에서 선 계획(Lining) 중심으로 계획

3) 강산벨트의 개념(폭)
강산벨트의 개념 특히 폭이 중요하다. 폭을 정하는 것은 관리를 위한 것이다.
너무 좁으면 효과가 없을 것이고 너무 넓으면 관리 효율이 떨어질 것이다. 산벨트는
동물의 이동 행태에 주로 근거하고 강벨트는 비점오염원 처리에 주로 근거한다.
백두대간, 정맥, 지맥 위계에 따라 폭을 달리하는 방법에 동의하며, 백두대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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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은 1∼2㎞, 정맥의 폭은 0.6∼1㎞, 지맥은 0.4∼1㎞이다. 흥미로운 것은 도시개발
분야 전문가가 더 넓은 폭에 응답했다. 강벨트는 도시하천 10, 지방하천 30, 국가하
천 60m에 약 80%가 응답했다. 정맥 기준으로 600m〜1,000m 정도로 봄이 적정
할 것이다.

[그림 4-26] 산벨트 적정 폭

[그림 4-27] 강벨트 적정 폭

4) 강산벨트 쓰임새
독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강산벨트의 쓰임새일 듯하다. 강산벨트의 쓰임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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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동네 기반, 유역의 생태계서비스, 위계별 생태축 구축, 재해예방, 생태통로
사업구상, 녹색도시 비전, 명당=생태적 터전, 기후변화 대응, 생명의 통로이다. 이
중 네 부문에 설문했다. 이 이전에 그린벨트와 다른 점에 대해 두 문항을 구성했다.
강산벨트는 그린벨트와 다른 생태축이다. 특히 산벨트는 산자분수령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 산은 스스로 물을 가르는 고개가 된다. 경인아라뱃길(현 아라천)은 물이
산줄기를 갈랐다. 그래서 김포시는 섬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동의에 53%, 반면
부동의에 31% 응답했다. 그린벨트가 강산벨트로 확대하면 생태계서비스가 전체적
으로 어떻게 될까에 대한 설문에서는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응답했다. 2∼3배
정도에 50%가, 3배 이상은 36%가 응답했다.
[그림 4-28] 아라천에 의해 김포는 섬인가?

[그림 4-29] 그린벨트에서 강산벨트로 확대되면 생태계서비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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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벨트 쓰임새에서 유역의 생태계서비스에 대해 2문항, 위계별 생태축 구축,
생태통로 사업구상, 명당=생태적 터전으로 합 5개 문항이다. 강산벨트 구축해서
잘 관리하면 생태계서비스가 더 좋아질 것인데, 각 서비스의 상대적 중요도는 어떻
게 될까? 큰 차이는 없었으나 어느 정도 차이는 있었는데 조절(34%) > 지지(24%)
> 문화(22%) > 공급(21%) 순서로 응답 되었다. 생산 기능보다는 환경 기능에 더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다.
[그림 4-30] 강산벨트로 좋아질 생태계서비스 상대적 중요도

[그림 4-31] 유역단위 계획에 대한 의견

유역 단위 계획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유역 중심으로 계획을 하고 행정구역으로
나눔에 55% 응답, 환경보호 전문가들의 비율이 높다. 행정구역 개편을 해서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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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 중심으로 국토&환경계획을 해야 하는 것과 지금까지와 같이 행정구역 중심으
로 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는 의견에 각각 18% 응답했다. 환경보호와 도시개발 전문
분야별로 차이는 있다.
산줄기의 생태적 가치에 대해서는 응답이 유의미하지 못하였다. 인터넷 설문의
한계로 판단이 되었다. 다음은 산줄기 복원사업에 대한 것이다. 현재 산줄기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많이 훼손되었다. 산줄기 복원사업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 반응을 보였
다. 거의 불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할 것에 62%, 다 복원될 때까지 지속
그리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곳만 골라서 하는 것이 각각 18% 차지했다. 환경보호
전문가와 도시개발 전문가 간에는 차이는 있으나 경향은 같다.
[그림 4-32] 훼손된 산줄기 복원사업에 대해

[그림 4-33] 좋은 자리를 정하는 풍수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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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벨트의 쓰임새이기도 하고 근거이기도 한 풍수(風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는지 설문했다. 과학적으로도 가치가 있음에 61%, 하나의 사고방식임에 25%, 과학
적 면이 많다는 것에 13% 응답했다. 풍수의 의미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잘 사용해야 할 것이다.

5) 강산벨트의 현재
강산벨트는 자연 기반(infra) 일종이다. 그런데 녹색 기반(green infra)은 조금
다른 듯하다. 녹색 기반은 도시의 회색 기반(gray infra)을 치유하는 개념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녹색 기반은 도시의 회색 기반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차별
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찬성이 72%, 반대가 13%다. 도시개발 전문가들이 더욱
찬성하고 있다.
[그림 4-34] 자연 기반과 비교되는 녹색 기반은 주로 도시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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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정책건의
제1절 결론
그린벨트 법이 반백 년 되었다. 왜 그린만 보호하지? 블루도 중요한데? 실은
녹지와 물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강산벨트의 시작은 이 물음에서 2011년에 시작되
었다. 물이 더해지면 흐름의 생태계로 더 매력적이다. 자연, 강산, 산수보다도 흐름
을 말하는 풍수(風水)가 더 매력적이라는 생각이다. 이 글은 10년 동안 주장해온
강산벨트(江山Belts) 이론을 정립해보고자 한다.
강산벨트 이론을 내놓으며, 이는 무엇이며 왜 주창하게 되었는지를 먼저 논하고,
개념과 쓰임새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분석이 될 수 있는지를 본다. 각 과정에서
주장의 근거를 문헌으로 댔고, 자주 들었던 의문들은 전문가 설문으로 해소해 보고
자 했다.
강산벨트론은 2011년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보고서 생태계 보전의 신 패러다
임 : 강산벨트로 처음 발간되었다. 2012년에는 강산벨트 이론을 적용하여 수도권
전체를 분석해보았다. 몇 가지 시도 끝에 계획관리 차원에서 적정 규모의 유역 단위
분석으로 안착이 되었다. 수도권은 29개 강산권역으로 구분되었다. 분석 관점의
주류는 경관생태학이었으며 이는 자연스레 풍수 관점으로 연동되었다. 2008년 한
북정맥 조사와 2010년 한남정맥 조사 연구가 기초가 되었다. 전문가 설문에서 ‘강
산벨트 들어봤다.’가 47%로 절반 이하, 이중 환경보호 관련 전문가는 32%로 도시개
발 관련 전문가 15%보다 배 이상 많았다.
무슨 무슨 동(洞), 동(洞)네는 같은 물(을 먹고 사는 곳), 곧 물이 흐르는 경계
유역(流域)이다. 강산벨트로 잘 보호되는 유역, 그래서 강산벨트는 좋은 동네이다.
산줄기 사이가 유역이고 중심에는 강줄기다. 강벨트가 발달 된 곳은 깨끗한 물이
오래 흐르니 좋은 동네일 수밖에 없다. 산벨트를 이루는 재와 골은 정감의 장소
(place)이다. 좋은 동네는 건강한 유역이며 그래서 맑은 물이 흐르고 금수강산 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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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경관을 보이며 다양한 생물서식지를 제공한다.
전문가 설문에서 산줄기와 산맥도의 상대적 중요도를 물었는데 ‘산줄기가 산맥보
다 훨씬 중요’가 69%인데 이중 환경보호 관련 전문가는 38%로 도시개발 관련
전문가 31%보다 조금 많았다. 건강한 유역에 대한 원칙들의 상대적 중요도에서는
‘건강한 유역은 미기후 조절(29%) > 유역 내 물과 에너지는 연결(28%) > 유역 관리
는 탄소중립과 연결(24%) > 물과 나무와 불이 밀접한 관계(19%)’ 순이다.
문화는 자연 적응 전략이다. 식물을 길들여 작물을, 동물을 길들여 가축을 이렇게
자연(nature)과 인공(art) 사이에 문화(culture)가 생긴 것이다. 인류의 초기 정주
문화는 원(園, garden)이다. 자연-전원-도시가 공간 스펙트럼을 이룬다. 전원(田園,
garden or agriculture)은 자연과 도시를 완충하고 연결한다. 우리의 국토이용
또한 이런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가 국토를 이용할 때 이런 면(面)만 중요할까?
우리 선조들의 지도는 산길, 물길, 길 그리고 객사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생활의
맥락이 보인다. 이런 선들은 어디로 갔나? 공기의 흐름, 물의 흐름도, 동물의 이동도
고려하는 계획을 해야 한다. 이것이 강산벨트를 주장하는 첫 번째 이유이다.
지구에는 녹색의 나라들이 많다. 우리는 많은 해외 여행을 통해 직접 체감을
했다. 녹색의 나라들로 알려진 OECD 국가들의 평균적인 산림의 비율이 33%도
안 된다. 우리는 64%다. 그런데 우리는 왜 회색도시에 살지? 이것은 자연의 선을
잘 살려서 도시에 연결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강산벨트를 국토이용 체계로 받아들
이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이것이 강산벨트를 주장하는 두 번째 이유이다.
그리고 이런 선(Lining)계획을 먼저 하고 면(Zoning)계획을 나중에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맥락주의에 대한 전문가 설문에서 ‘평소 중요하게 생각하고 연구하고 계획한다.’
가 53%로 절반 이상, ‘가끔 고려하는 사고이다.’가 42%로 나타났다. 용도지역
(Zoning) 중심에서 연결성(Lining) 중심으로 계획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 33%
부동의는 없고 ‘같이 한다(Lining+Zoning).’에 67% 응답했다. 환경보호 관련 전문
가와 도시개발 관련 전문가 간 차이는 별로 없다.
강산벨트 개념은 강줄기와 산줄기에 폭을 부여한 것이며 이는 순전히 관리를
위한 목적이다. 산벨트는 산줄기를 중심으로 좌우로, 강벨트는 강줄기 양안 각각에
일정한 폭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린벨트는 영국 런던과 우리나라 대도시권이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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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데, 최근의 그린벨트는 유럽의 그린벨트가 제일 유명하다. 런던과 우리 대도
시권은 도시를 둘러싼 원형인데 유럽 그린벨트는 독일 접경지역에서 시작하여 유럽
전역으로 확대된 선(line)이다.
시작과 끝은 어찌 되나? 강산벨트의 산벨트는 백두대간과 같이 선일 수도 작은
유역의 분수령이면 원형에 가까울 수도 있다. 산벨트는 산줄기가 끝나는 물 근처에
서 시작하고 끝을 맺는다. 강벨트는 강을 따르는 것이지만 연안에 이르면 연안 벨트
로 이어질 수 있다. 둘 다 관리의 목적에 따라 시작과 끝을 정의할 수 있다. 중간에
끊어진(훼손된) 곳은 점선으로 표시하는 것이 제일 좋을 듯하다.
폭은 어찌 되나? 산벨트 폭은 기후변화 시대에 맞게 동물 이동을 고려했다. 강벨
트 폭은 가장 중요한 비점오염원 정화 능력을 고려했다. 산벨트 생태통로의 폭은
작은 동물의 경우 300m, 큰 동물일 경우 1,000m 정도였다. 강벨트 폭은 30m
정도였다. 여기에 산벨트와 강벨트가 연결되면 생태계서비스는 더할 것이다.
산벨트 적정 폭에 대한 전문가 설문에서 ‘백두대간 2㎞, 정맥 1㎞, 지맥 600m’에
50% 응답했다. 이중 도시개발 관련 전문가가 32%로 환경보호 관련 전문가 18%보
다 훨씬 많았다. ‘백두대간 1㎞, 정맥 600m, 지맥 400m’에 20% 응답했는데, 환경
전문가 14% 도시 전문가 6%, ‘백두대간 2㎞, 정맥과 지맥은 1㎞’에는 각각 11%,
10% 응답했다. 강벨트 적정 폭에 대해서는 79%가 ‘국가하천 60m, 지방하천 30m,
도시하천 10m’에 응답했다.
강산벨트를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까? 우선 그린벨트나 녹지축, 생태축과는 다르
다. 강산벨트는 유역의 생태계서비스에 초점을 둔다. 영국의 그린벨트 제도는 우리
나라에서 와서 공간 위계가 더해짐으로써 더욱 강력해졌다. 강산벨트는 자연의 선을
다룸으로써 지지 서비스를 가장 부각 그리고 조절과 문화 서비스이고 공급 서비스에
는 약할 것이다. 특정 유역의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면 강산벨트 관점은 어떤 부분
에 문제가 있는지를 알려주게 된다.
아라천으로 김포는 섬인가? 전문가 설문에서 동의가 53%, 부동의 31% 모름이
16%로 나타났다. 동의 중 환경보호 관련 전문가는 32%로 도시개발 관련 전문가
21%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린벨트를 강산벨트로 확대하면 생태계서비스는 ‘3배
이상일 것이다.’가 36%, ‘2∼3배 될 것 같다.’ 50% 응답했다. 환경보호 관련 전문가
가 약간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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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벨트는 어디에 어떻게 활용될까? (1) 좋은 동네의 기반이 된다. (2) 유역의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한다. 생물의 이동과 좋은(지속 맑은) 물로 생물다양성 높은
지지 서비스, 수질 정화, 대기 조절, 침식 조절, 도시열섬 완화 등으로 조절 서비스가
더 좋아진다. 벨트는 자체적으로 둘레길이 되어 휴양과 경관가치 등 문화 서비스가
높아진다. 식량과 물 공급 등 공급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덜하다.
전문가 설문에서는 조절(34%) > 지지(24%) > 문화(22%) > 공급(21%)로 나타났
다. 지지 서비스보다 조절 서비스가 약간 큰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 유역단위 계획에
대해서는 ‘유역 중심으로 계획하고 행정구역으로 나눈다.’에 55%가 응답, ‘행정구
역 개편을 해서라도 유역 중심으로 국토&환경계획을 해야 한다.’에 18% ‘지금까지
와 같이 행정구역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맞다.’에도 18% 응답했다. 환경 전문가가
조금 더 유역 단위 계획을 중시하고 있다.
(3) 위계별 생태축의 근간이 된다. 과거에는 현재 녹지 양으로 녹지축과 생태축을
구축했으나 이제는 산벨트 강벨트 중심으로 생태축을 구축하게 되었다. (4) 재해예
방이다. 강 상류 산벨트와 숲은 홍수 예방의 기본이다.
(5) 생태통로 사업구상에 필요하다. 경기도 산벨트에 경기도 도로 DB를 중첩하면
어디가 단절되었는지 바로 찾을 수 있다. 훼손된 산줄기 복원에 대한 전문가 설문에
서는 ‘불가한 곳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한다.’가 62%, 이중 환경보호 관련 전문가는
36%로 도시개발 관련 전문가 26%보다 많았다. ‘다 복원될 때까지 지속해야 한다.’
및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곳만 골라서 한다.’가 각각 19% 차지했다. 의미가 없다거
나 모름에는 답하지 않았다.
(6) 녹색도시 비전을 그린다. 서울의 한강 르네상스는 강벨트로 서울의 녹색도시
비전을 그렸다. 과천은 양재천 강벨트만으로 도시 전체 녹색 비전을 그릴 수 있다.
(7) 명당은 생태적 터전이다. 풍수 원리와 지구 물 순환 원리는 같다. 증발이 된
물이 주산에 부딪혀 물이 저장되고(장풍, 藏風), 물을 얻어(득수, 得水) 강이 되어
흐르고, 다시 환류한다. 좋은 자리를 정하는 풍수에 대해, 전문가 설문에서는 ‘과학
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본다.’가 61%, ‘하나의 사고방식으로 생각된다.’ 25%, ‘과학
적인 면이 많다.’ 13% 차지했다. ‘미신에 불과하다.’에는 답하지 않았다. 환경 전문
가가 도시 전문가들보다 훨씬 많은 의미를 부여했다.
(8) 기후변화에 대응한다. 강산벨트는 물의 흐름과 저장을 원활하게 한다. 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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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의 기본이다. (9) 가장 중요한 쓰임새는 생명의 통로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동물들은 갑자기 온도가 오르면 시원한 산벨트로 이동해야 한다. 많은 동물은 강과
산 사이로 이동한다. 바다의 동물들도 연안을 더 많이 이용한다. 호랑이는 연안
벨트와 산벨트를 따라 이동한다. 우리나라 산양은 백두대간을 주 이동로로 삼는다.
산과 강, 숲과 물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우리의 산벨트, 강벨트 그리고 강벨
트와 산벨트 사이는 잘 연결되어 있는가? 바다, 섬, 강, 저수지, 습지, 지하수, 초원,
숲은 자연의 기반이다. 물은 산줄기에 따라 방향이 결정되고 산줄기의 길이와 높이
에 따라 양이 달라진다. 물은 숲, 강, 지하, 바다, 공기로 순환한다. 기후가 급변하면
강산벨트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다. 자연의 3대 기반은 ‘숲↔농지와 습지↔물’이다.
강산벨트는 이들 간을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도시로
가려면 회색 기반(infra)을 녹색 기반으로 치유해야 할 것이다. 자연기반과 비교되
는 녹색기반은 회색기반을 치유는 도시에 주로 사용했으면 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
설문에서는 찬성 72%, 반대 13%, 모름 15%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의 강산벨트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3대 자연 기반이 잘 연결되어 있는
가? 줄기와 망(network) 관점에서 분석한다. 매우 유사한 개념인 배산임수 관점도
적용한다.
한강유역의 산벨트를 분석해보았다. 한북정맥과 한남정맥이 주 산줄기인데 많은
곳에서 훼손되어 있다. 한강의 강벨트 역시도 서울을 중심으로 많이 훼손되어 있다.
수도권 29개 강산권역(유역)은 권역에 따라 양상이 다르다. ‘경기-곡릉천’은 많이
개발되었으나, 배산임수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경기-신천’과 ‘경기-포천･영평천’
은 상류 산벨트가 개발되었다. 회색 조각(patch) 최다는 ‘서울-한강 중심’, 녹색
조각 최다는 ‘경기-가평천’, 농지 최다는 ‘경기-화성･남양호’, 도로 최다는 ‘인천-미
추홀’, 하천 최다는 ‘경기-한강하구’ 권역이다.
한 마디로 강산벨트는 무엇인가? 강산벨트는 우리의 풍수(風水) 관점에 기초한
한국적 생태망(Eco-network)이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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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책건의
이 연구의 취지는 강산벨트 이론을 정립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무엇을 주장하며,
이유는 무엇이며, 실제는 어떠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필자의 궁극적인 희망은 강산벨트는 우리의 풍수(風水) 관점에 기초한 한국적 생태
망(Eco-network)이었으면 하는 것이다. 강산벨트 관점에서 이런 정책들을 해보면
좋을 것이다.
첫째, 강산벨트 관점에서 국가, 광역, 지역 산벨트를 법으로 규정하고 관리주체를
정하자. 각 관리주체-국가, 광역정부, 지방정부-는 각자의 산벨트를 관리하고 단계
별로 복원하자. 2019년 산림청은 『제2차 산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
에 국가 산줄기, 광역 산줄기, 지역 산줄기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 산줄기는 백두대
간과 정맥, 광역 산줄기는 기맥과 지맥, 지역 산줄기는 일부의 지맥과 세맥이 될
것이다. 국가 산줄기는 백두대간법과 산지관리법, 광역 산줄기는 산지관리법, 지역
산줄기는 공원녹지법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둘째, 강산벨트 관점에서 국가 생태축, 광역 생태축, 지역 생태축을 법으로 규정하
여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자. 가장 최근의 국가환경계획에서는 이런
개념을 담아 생태축을 그렸다. 수도권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필자가 연구자로
참여하여 강산벨트 개념을 담아 생태축을 제안했다. 각 시와 군에서도 도시계획과
환경보전계획 시에 강산벨트 개념을 담아 생태축을 구축하게 될 전망이다. 문제는
유역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유역단위로 계획을 하고 행정구역으
로 다시 쪼개는 것이 좋겠다고 전문가들은 설문에 응답했다. 이 글에 담은 것처럼
수도권은 29개 권역으로 나누어 놓았다. 국토법과 환경법에는 이미 담고 있으므로
실천을 위한 현실적인 수단은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연동에 대한 훈령에 반영하는
것이다.
셋째, 도시의 하천과 도시의 숲을 연결하여 더 많은 생태계서비스를 누리도록
하자. 대부분 도시는 하천을 끼고 있다. 도시에는 공원, 녹지, 가로수, 크고 작은
숲이 있는데 하천과 붙어 있으면서도 서로 구분을 짓고 있다. 양재천과 과천의 중앙
공원, 양재천과 양재 시민의 숲도 구분되어 있다. 수평적으로 혹은 수직적으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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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하천 사행의 복원, 강벨트 구성 등으로 연결하면 생태계서비스가 향상될 것은
자명하다. 같이 있으면서도 떨어져 있는 꼴인데, 자연스레 연결하려면 섬세한 설계
와 시공이 필요하기도 하다.
넷째, 탄소중립 숲으로 강산벨트를 시작하자. 우리가 도시를 만들지 않았다면,
도시를 만들더라도 한 유역 내에서 풍수 개념으로 한정된 범위 내에서 만들었다면
강줄기 산줄기는 유지되었을 것이다. 도로 역시도 만들지 않았다면, 만들더라도
강줄기 산줄기를 건드리지 않았다면 역시 강줄기 산줄기는 유지되었을 것이다. 강산
줄기에서 강산 벨트가 된 것은 관리를 위함이다. 본래의 자연이라면 벨트 개념은
필요도 없다. 결국은 단절이 되어버린 줄기를 이어서 생태계서비스를 높이자는 것이
다. 강산벨트 사업은 한 마디로 연결 고리 사업이다. 2050 탄소중립은 우리뿐 아니
라 지구촌의 과업이다. 탄소중립 숲을 연결 고리에 만들면 탄소중립과 아울러 강산
벨트도 완성해가는 두 마리 토끼 잡기 사업이다.
강산벨트가 실현되려면 토지이용계획에 접목되는 것이 최선이다. (1) 일단은 후
속 연구로 강산벨트 이론 적용한 환경계획 수립, (2) 국토법 및 국토계획과 관련해서
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생태축을 강산벨트 개념으로 설정하는 것, (3)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을 동시에 고려한다면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에 대한 훈령에 따라 공간환경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국가 및 광역으로 강산벨트를 구축했을 때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 유형을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좋은 사례는 독일의, 유럽의 그린벨트이다. 대개의
우리나라 유역은 행정구역 경계를 넘는 경우가 많아 국가 및 광역은 복원사업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구상하는 것이다. 끊어지고 훼손된 곳을 복원하기 위해 개발제한
구역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의 기금을 활용할 것을
건의한다.
경기도 각 시군의 입장이라면,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 개념을 사용하
여 생태축을 설정하고, 끊어진 곳을 연결녹지, 완충녹지, 경관녹지로 계획하는 것이
다. 지금 경기도 각 시군에서는 도시생태현황도를 구축하고 있다. 이 자료를 활용하
고 강산벨트 개념을 적용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당면과제이기에 이 연구의
후속 연구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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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iver Mountain Belts(RMB) is to add blues to the green belts. A
mountain range belt and riparian belt make RMB. The mountain range
belt forms watershed and is eco-corridors, riparian belt is buffering and
filtering area. Mountain Belts are watershed border and watershed
centerline is a river. Watershed is the Korean Dong-ne. So, RMB means
good Dong-ne infrastructure that is an healthy watershed.
A good Dong-ne, that is community living place, is based on the
mountain and river line(MRL). How can we manage MRL well? RMB is
to give the width to MRL for a best management. On the basis of the
literature on ecologic corridors and this specialist's attitude survey, a
reasonable width of the mountain range belt is 0.3∼1㎞ and that of
riparian belt is 10∼50m.
Our Korean aged maps was drawn with the 3 lines of mountain, river,
road line, then well show our ancestor living space. By the recent, our
land use planning tool has been only zoning. RMB is a lining tool. Why
do we need that? First, the dynamic flow is important for eco-friendly
planning. Second, we want to join our near nature in the cities, because
we live in a gray city with forest of Korea lands’ 64%.
If we make and successfully manage the RMB: (1) That is a good
watershed infra, (2) We will gain the more ecosystem service, (3) We
can have eco-corridors by hierarchy, (4) We can prevent the water
disaster, (5) We can know the needed eco-corridors, (6) We will have
a green city vision for 2050 carbon zero, (7) We can choose the best
human living site, (8) We will answer to the climate change, (9) That
is life corridors of the best important points.
Finally, what is RMB? I hope that RMB is the Korean ecological network
based on the Poong Soo view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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