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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해양보호구역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이나 다른 수

단을 통해 해역의 이용을 일정 수준 제한한 공간을 말한다. 생물다양성협

약과 같은 국제협약에서는 해양보호구역을 전 지구상 해역 면적의 10%

까지 확대하여 지정하자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국내

에서도 해양보호구역의 지정면적은 꾸준하게 늘고 있다. 그러나 지정면

적의 증가라는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해양보호구역은 생물다양

성 보호라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제도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 바

다에서 가장 광범위한 이용행위이면서 해양의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가

장 중요한 요인인 어업활동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양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의 반대를 우려해 해양

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어업활동은 그대로 지속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역에서 생물을 채취하여 제거하는 어업활동을 통제하지 않고서

는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미 해외에서는 생물의 채취를 금지한 이후 서식하는 생물의 크기는 물

론 종수도 크게 늘어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국내에서 어업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어업권에 대한 매입이 

필요하다. 어업권이 법률적으로 질권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 

보상 없이는 해양보호구역을 통해서 이를 제한하기 곤란하다. 이 연구에

서는 함해만의 어업권을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고, 어종과 면적에 

따라 어업권별 연간순익액을 파악했다. 

한편 해양보호구역 후보지의 생물다양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함해만에서 실시한 갯벌생태계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갯벌에

서 생물군집의 분포가 어떤 환경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지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저질의 자갈함량, 분급도, 평균입도, 조위고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갯벌에서 이루어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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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연구와 유사한 결론이기도 하다. 함해만에서는 생물군집에 대한 집괴

분석 결과, 생물군집의 5개 그룹이 확인되는데, 이들은 공간적으로 한 곳

에 집중해서 나타나지는 않지만 조위나 퇴적상의 공통된 특징을 보여주

고 있다. 따라서 함해만 해역 전체에서 출현하는 모든 생물을 조사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제약을 조위와 퇴적상과 같은 환경변수가 대신할 수 있

다고 보고, 이들을 생물다양성의 대리 변수로 삼았다. 조위고는 조간대 

상부, 중부, 하부, 그리고 조하대로 나누고, 퇴적상은 함해만에서 나타나

는 4개 퇴적상을 대표로 하였다. 

선형계획법은 제약조건을 만족하면서 목적하는 함수식을 만족하

는 최적해를 찾는 기법이다. 이 연구에서 제약조건은 생물다양성을 대신

한 환경변수가 해양보호구역 내에 목표한 만큼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고, 

목적함수는 어업권별로 추정된 연간수익액, 즉 보상의 규모가 최소가 되

는 곳을 찾는 것이다. 다만 보호구역으로 선택된 단위공간의 둘레길이를 

목적함수에 포함하여 보호구역이 서로 분산된 형태가 아니라 한 두 개의 

조각으로 묶여진 형태를 선호하도록 하였다. 

선형계획법을 통해 해양보호구역 최적지를 탐색하는 과정을 시나

리오별로 분석하였다. 우선 어업권에 대한 보상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

서 다양한 서식처 특성만을 만족하는 경우와 여기에 어업권 보상에 따른 

공간적 선호가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적으로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 생물이 출현한 지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경우로 구분했

다. 어업권을 고려하지 않고 해양보호구역 후보지를 도출한 경우, 후보지

역에 존재하는 어업권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약 7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양보호구역 후보지를 탐색할 때부터 어업권을 고려한 

결과, 해양보호구역의 면적은 이전보다 약 5% 정도 늘기는 했으나 보상 

비용은 1/5 수준인 15억 원에 불과했다. 보호종 출현지역을 추가하여 고

려하여도 비용의 증가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즉, 최적지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어업권의 공간분포와 비용을 고려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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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생물다양성 목표를 달성함에도 불구하고 비용의 측면에서는 매우 

큰 차이를 보여줬다. 해양보호구역 지정이라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선형

계획법은 경제적으로 적은 비용을 들이며 생물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식으로서 활용 가능성을 보여줬다. 

주요어 : 해양보호구역, 선형계획법, 생물다양성, 어업권

학 번 : 2007-3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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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의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을 제

한한 공간을 말한다(Fraschetti et al., 2011). 이미 육상에서 인간의 활동이 

확대되면서 자연환경이 훼손되자 일정 공간에서 사람의 이용이나 접근을 

제한하고 각종 보호구역이나 유보지역, 공원을 지정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시기적으로는 다소 늦지만 자연자원에 대한 육상의 관리 방식을 해

양에서도 본 따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Agardy, 1994; Roberts et al., 

2005).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에서의 생물다양성 보호는 물론 수산자원의 

회복도 목표로 한다(NRC, 2001; Gaines et al., 2010). 전 세계적으로 자연보

전 활동을 이끌고 있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이 발간한 해양보호구역 지침(Kelleher et al., 1999)이

나 해양보호구역 관련 연구(Roberts et al., 2005)에서도 해양보호구역의 지

정 목적을 해양에서 생물의 서식지와 생물다양성의 보호와 함께 수산자

원의 회복이나 유지에 두고 있다. 

해양보호구역이 생물다양성 보호라는 기본적인 목적과 함께 수산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지정된다는 점(Goni et al., 2011)은 

육지와는 다른 해양보호구역의 특징이다. 육상에서는 보호구역이 생물다

양성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 활용되지 목재나 식량과 같은 자원의 지속가

능한 유지를 위해서 지정되지 않는다. 해양보호구역이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개념은 비교적 새로운 접근인데

(Walters, 2000), 전통적으로 수산자원 관리 방법은 명령이나 통제에 따른 

조업규칙이나 조업노력에 대한 규제를 통해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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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량과 같이 권리에 기반한 수산자원 관리도 도입되었다(NRC, 1999). 

그러나 이들 전통적인 관리방식으로는 더 이상 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늘고 있다(Ludwig et al., 1993; NMFS, 

1999; NRC, 1999). 심지어 Gell and Roberts(2003)는 어업활동이 근본적으로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과 “어

업”이라는 개념은 양립할 수 없다고 봤고, Watling and Norse(1998)는 어업

활동으로 해양생태계가 받는 영향은 마치 육상에서 사슴을 잡기 위해 숲

을 남김없이 베어내는 ‘개벌(皆伐, clear cutting)’ 행위만큼 심각하다고 비

유하기도 한다. 

식량농업기구(FAO, 1999)에 따르면, 전 세계 수산자원량의 25~30%

는 이미 남획되었고, 나머지 중 44% 역시 최대한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본다. 어업의 대상이 되는 대형육식성 어류의 경우 조업의 대상이 되기 

이전의 자원량에 비해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이다(Myers & 

Worm, 2003). 또한 상업적인 어업 활동의 대상이 되는 25종의 어류 중 

40%는 자원이 붕괴된 이후 15년이 지나도 회복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Hutchings, 2000).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양식업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바다에서 직접 잡는 어업의 어획고는 1980년 대 중반 이후 답보상

태에 있기도 하다(FAO, 2014). 

과도한 어업활동과 수산자원의 감소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우려

되는 문제이다.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최상위 국가계획

인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2011-2015)』(농림수산식품부, 2011)에 따르면, 

1958년 이후 2008년까지 지난 50년간 연근해의 수산자원량은 약 45%나 

감소했고, 특히 1980년대까지 1,000만 톤에 달하던 수산자원량은 2009년 

기준 800만 톤 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수산자원의 감소원인을 

과도한 어업활동으로 보고, 어획노력량을 감소시키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수산자원을 증진하는 정책도 강화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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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여기에는 인공어초를 투입해 인위적으로 어장을 조성하거나, 종묘를 

방류하는 정책, 휴어제나 서식지 복원 사업, 해양보호구역 설정 등이 해

당된다(농림수산식품부, 2011). 이중 수산자원 관리정책으로 해양보호구

역을 포함한 것은 과거의 수산자원 관리에서 진일보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처럼 해양보호구역은 1990년 대 이후 수산분야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

고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Allison et al., 1998). 

국내에서도 여러 법률에 따라 다양한 보호구역을 해양에 지정할 

수 있고, 일정한 지정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2장에서 살펴볼 것

처럼 그 기준은 선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더욱 큰 문제는 어떤 곳을 어

떤 기준으로 해양보호구역으로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학술적인 검토 역

시 국내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라는 점이다. 

국내에서 육상을 포함해서 해양에서의 보호구역을 다룬 연구는 

대부분 지정 현황을 검토하거나 국제적인 기준과 비교연구를 수행하는 

연구(허학영 외, 2007; 김성일 외, 2011; 김재웅 외, 2014), 관리효과의 측

면에서 문제점을 살펴보는 연구(육근형 외, 2005; 허학영 외, 2012), 법제

도적 한계를 밝히는 연구(함태성, 2008; 육근형, 2013)가 대부분이었다. 남

정호․육근형(2007)이 해양보호구역 지정기준에 관해 AHP기법을 이용해 

지정기준 간의 중요도를 살펴봤으나, 어떤 공간이 보호구역이 되어야 하

는지는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경우 해양보호구역은 과학적인 기준과 절

차에 따르기보다 미학적 관점이나 우발적으로 지정되며, 때로는 적절치 

못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거나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경계가 설정되곤 

한다(Roberts, 2000). 우리 역시 해양보호구역의 일종인 습지보호지역으로 

처음 지정된 무안갯벌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이 지역은 함해만을 두고 무

안군과 함평군이 행정경계를 맞대고 있는데, 2001년 습지보호지역 지정

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양쪽 군의 의견이 달랐고, 그 결과 함해만의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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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차지하는 무안군의 갯벌에만 습지보호지역이 지정되기도 하였다(해양

수산부, 2001). 

보호구역이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요소에 기초하여 그 경계가 

결정되는 것을 Margules & Pressey(2000)는 ‘기회적(opportunistic)1) 지정’이

라고 하고, 과학적인 근거 내지 규칙을 활용하는 방식을 ‘체계적

(systematic) 지정’ 또는 ‘최적(optimal) 지정’ 으로 구분했다. Hansen et 

al.(2011)은 기회적 지정을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의 협의 과정만을 통해 결

정되는 방식이라고 보았다. 문제는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

해관계자간의 협의에 의해 보호구역의 경계가 결정되다 보니, 협의과정

에서 보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곳보다는 이견이 적어 쉽게 지정

할 수 있는 곳, 때로는 생태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곳을 지정하는 문제로 

나타나기도 한다(Knight and Cowling, 2007; Pressey and Bottrill, 2008).

과학에 기반하여 조사자료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체계적 지정 방

식은 보호구역을 통해 얻고자 하는 보전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더 효과

적이고 효율적으로 알려져 있다(Pressey et al., 1993; Stewart et al., 2003). 

Leslie et al.(2003)은 보호구역 설정에 있어 과학적인 자료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체계적 지정 방식의 장점을 다음처럼 정리했는데, 체계적 지

정은 첫째, 생태적으로 대표성이 있는 곳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둘째, 이해관계자들에게 분명하고 논리적으로 설득

할 수 있는 절차를 보여줄 수 있으며, 셋째, 가용한 자원을 가장 효과적

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보호구역은 대개 한번 설정되면 그 경계가 쉽게 변하지 않기 때

문에 처음 지정할 때부터 적절한 곳을 지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한 적절한 곳을 지정함으로써 보호구역 지정 이후 의도했던 보호구역의 

1) 일반적으로 opportunistic을 우리말로 우연적 또는 기회적으로 번역하나, 여기서는 관계

된 이해관계자들이 보호구역 지정에 긍정적인 상황에서 지정의 기회를 얻어 지정했다는 

의미로 보고, 기회적으로 번역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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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목적이 성과로 나타날 수 있고, 이렇게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는 곳

은 보호구역 지정을 고려하거나 필요로 하는 다른 지역에도 바람직한 참

고사례가 될 수 있다. 또한 어느 나라보다 바다에 대한 이용도가 높은 우

리나라에서 해양보호구역의 설정은 많은 이해관계자를 수반할 수밖에 없

다. 해양보호구역 지정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미치는 영

향에 대해 이해할만한 근거를 요구하게 된다.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해

양보호구역 설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면 이해관계자들의 주장도 보다 

신뢰할 수 있게 되고, 생태적으로도 필요한 곳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해양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해 

과학적 근거와 이해관계자를 설득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확보하는 것

은 해양보호구역 제도의 성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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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생물다양성 보호라는 생태적인 목표와 

수산자원의 회복이라는 이용적 수요를 충족하고자 하나, 보호구역 제도

가 갖는 규제적 특성 때문에 이해관계자를 설득하여 지정에 이르기 쉽지 

않다. 적어도 이들과 협의하고 설득에 필요한 근거와 기준을 확보하여야 

하나 해양환경의 특성 상 생태계에 대한 정보도 매우 제한적이다

(Crowder, 2005). 

한편 정부는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갯벌을 포함한 해양

생태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5년의 경우 61.2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갯벌을 포함한 해양생태계에 대한 조사사업을 수행 중이다(해양수

산부, 2015). 해양생태계 조사 결과는 우리 바다의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며, 직접적으로는 해양보호구역 지정의 근거로 활용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사결과를 어떻게 해석하여 해양보호구역 지정

에 활용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거의 없

는 상황이다. 

또한 생태적 목표 달성과 함께 중요한 사회경제적 제한요인에는  

집약된 이용도를 보이는 수산업 활동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양보호구역

의 여러 종류 중 채취금지구역은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방식 중 하나로 

생물다양성의 보전이나 수산자원의 회복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수단으로 

해외에서도 일찍이 활용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관리수단이기도 

하다(Johannes, 1978). 채취금지구역은 영어로 ‘no-take zone’ 또는 ‘reserve’

에 해당하는데, 수산물 등 해양생물을 전면적으로 또는 제한적으로 채취

하지 못하는 공간을 의미한다(Gell & Roberts, 2003). 그런데 엄격한 해양

보호구역인 채취금지구역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 바다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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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고 있던 수산업 활동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다. 수산업이 어민의 

중요한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채취금지구역에 해당되는 어장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에 대한 일정한 보상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생물다양성 보전이라는 생태적인 목표와 수산업 활동

이라는 사회경제적인 제약요인을 만족하는 해양보호구역 설정 방법을 모

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해양보호구역의 설정에 있어 생태적인 목표

를 무엇으로 잡아야할 것인가를 함해만에 이미 구축된 생물상 자료와 환

경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함해만에서 이루어지는 수산업의 경제적 규모

를 함께 파악함으로써 해양보호구역의 설정에 필요한 생태적 기준과 사

회경제적 요인을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의사결정방법의 하나인 선형계

획법을 통해 앞서 도출된 생태적 기준과 사회경제적 요인을 만족하는 해

양보호구역, 특히 어업을 금지하는 채취금지구역의 설정을 제안하고 비

교함으로써, 이해관계자간의 협의에 기초한 이전의 기회적 지정방식의 

한계를 넘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시도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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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1. 해양보호구역 지정 제도 

1) 해양보호구역의 역사와 개념

(1) 해양보호구역의 출현 배경

인간이 유발한 생물다양성 붕괴에 대응하는 전략은 크게 종 자체

를 관리하는 방식과 그들이 살아가는 공간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Primack, 2012). 종을 보호하기 위해보호종이나 외래종을 지정하여 이들

에 대한 채취나 도입을 규제하거나 이들에 대한 거래를 국제적으로 규제

하기도 한다. 국내의 ‘멸종위기야생생물’이나 ‘보호대상해양생물’ 지정 제

도,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이 종에 대한 직접적 관리 조치에 해당한다. 한편 공간에 대한 

관리는 종, 개체군, 군집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의 회복을 위해 사람의 활

동을 통제하는 보호구역제도로 발전했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해

양보호구역이나 육상에서 자주 활용되는 국립공원이나 습지보호지역 등

이 해당된다. 국제적으로는 람사르 협약(Ramsar Convention)으로 알려진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역시 보호

구역 지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호구역은 육상에서 먼저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원전 1

만 년 전부터 있었던 신성지역(sacred)을 보호구역의 기원으로 보기도 하

나(Chape et al., 2008), 그 정확한 기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 법률적으로

는 영국 Cnut 왕이 1014년 제정한 산림법(Forest Laws)에 따라 1079년 지

정한 왕립사냥보존구역(Royal hunting preserve)인 ‘New Forest’를 가장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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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보호구역으로 보기도 한다(IUCN, 1992; 육근형 외, 2014 재인용). 이처

럼 육상의 보호구역은 주로 신성지역이나 당시 지배자만을 위한 배타적

인 사냥터의 형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 역사를 매우 오래전으로 볼 

수 있다. 

바다에 설정된 보호구역은 육지에 비해 그 역사가 비교적 짧다. 

배만 있다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바다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육지와 같

이 신성지역으로 제한하거나 이용을 제한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1935년에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Fort Jefferson National Monument’를 최초

의 해양보호구역으로 보기도 하지만(Gubbay, 1995), 이 곳은 섬에 있는 제

퍼슨 성채를 National Monument로 지정할 때 인근 바다를 함께 지정한 것

으로 해양생태계 보호를 목적으로 한 해양보호구역이라고 하기는 어렵

다. 

해양보호구역이 지구적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계기는 1962

년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1차 세계공원총회라고 볼 수 있다. 이 총회

에서 연안과 해양에 대해서도 보호가 필요하다는 국제적인 공감이 형성

되었고, 이후 1971년 습지에 관한 협약인 람사르 협약이 채택되고, 뒤이

어 1975년 IUCN이 해양보호구역 총회를 일본 도쿄에서 개최하면서 연안

과 해양의 보호구역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후 1983년 UNESCO의 제1차 

세계생물권보전지역 총회(World Biosphere Reserve Congress) 등을 거치며

(Kelleher et al., 1991) 연안과 해양에서 보호구역 설정에 대한 국제적인 관

심은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 

(2) 해양보호구역의 정의와 분류

국제적으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온 국제민간기구

인 자연보전연맹(IUCN)은 해양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Kelleher, 19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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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구역은 조간대 또는 조하대 및 그 위에 있는 수체와 이

와 관련된 동식물상, 역사․문화적 특성이 포함된 공간을 법이나 다

른 효과적인 수단을 통해 환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호하기 위해 

구획된 공간”

IUCN의 정의에는 해양보호구역의 구성 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해양보호구역은 특정한 대상을 가지고 있다. 조위를 기준으로 조간

대 또는 조하대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그 안에 있는 동식물상과 같은 생

물다양성은 물론 역사와 문화와 관련된 요소도 포함된다. 둘째, 해양보호

구역에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수단을 동반한다. 여기에는 법률은 물론 관

습이나 전통 등 성문화(成文化)할 수 없는 수단도 포함된다. 셋째, 해양보

호구역은 공간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즉, 해양보호구역과 그렇지 않은 

곳이 경계로 나눠지고 앞서 제시된 관리수단이 차별적으로 집행된다.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하여 보호구역은 지정 목적이나 보호 목표, 

관리방식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된다. IUCN에서는 보호구역을 6개 카

테고리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개념을 세분하여 제시하고 있다(Dudley, 

2008). 6개 카테고리에는 인간의 접근이나 이용을 최소화하는 ‘엄정한 보

호구역(Strict Nature Reserve)’부터 일정수준의 이용을 허용하는 ‘자원관리 

지역(Managed Resource Protected Area)’까지 다양하다. Primack(2012)은 생

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서식지가 관리되기 때문에 카테고리Ⅰ에서 Ⅴ

까지에 해당하는 보호구역을 ‘진정한 보호구역(true protected areas)’으로 

구분하기도 했다. 반면 카테고리 Ⅵ에 해당하는 자원관리 보호구역은 비

2) “Any area of intertidal or subtidal terrain, together with its overlying waters and 

associated flora, fauna, historical and cultural features, which has been reserved 

by law or other effective means to protect part or all of the enclose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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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생물다양성 보전이 부차적인 목표로 포함되긴 하지만, 자원에 대한 사

람의 수요를 만족시켜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같이 고려하고 있다는 점

에서 다른 보호구역과 달리 봤다. 

국내에서는 보호구역을 IUCN의 카테고리에 따라 분류하기 위한 

시도가 여러 연구에서 있었다. 김성일(2006), 허학영(2007), 김현(2008), 김

성일(2011), 김재웅(2014)에 의해 국립공원 일부와 천연기념물에 대해 학

술적인 차원에서 IUCN 카테고리 구분이 이루어졌으나, 대부분 시범적인 

수준에서 그치고 있고, 해양에 설정된 여러 종류의 보호구역을 카테고리

에 따라 구분하는 접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형 명칭 관리목표

Ⅰ

a 학술적(엄정)보호구역
Strict Nature Reserve

․ 엄격한 자연 생태계 보호(과학적 연구, 환경 교육 등
을 위한 자연 환경의 확보)

․ 교란. 최소화, 대중의 접근 제한..
b 원시야생구역

Wilderness Area

․ 원생지(야생지) 보호
․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야생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이용 허용
Ⅱ

국립공원
National Park

․ 생태계 보호와 휴양
․ 자연상태/자연과 가까운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 정도

의 교육적, 문화적, 여가목적의 방문객 이용 관리
Ⅲ

자연기념물
Natural Monument

․ 자연적 특징(feature) 보전(유일성, 자연성, 대표성 등)
․ 연구, 교육, 해설, 대중의 감상 기회의 제공

Ⅳ
종 및 서식지 관리구역

Habitat/Species 
Management Area

․ 중요종, 개체군, 군집 또는 환경의 물리적 특성 보호를 
위한 서식처 확보 및 유지(관리 활동을 통한 보전)

․ 대중에게 야생 관리 및 서식처 특성을 감상하고 교육
할 수 있는 제한된 지역의 개발

Ⅴ
육상(해상)경관보호구역

Protected 
Landscape/Seascape

․ 육상/해상 경관의 보전과 휴양
․ 전통적 토지이용, 건축양식, 사회문화적 표현의 지속

을 통해 자연과 문화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유지
․ 지역에 적합한 규모나 유형의 관광, 휴양을 통한 대

중 향유 기회 제공

Ⅵ
자원관리보호구역
Managed Resource 

Protected Area

․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생물다양서와 기타 자연
적 가치를 장기간 보호하고 유지)

․ 지속가능한 생산 목적을 위한 적합한 관리 실행 촉진

표 1 IUCN의 보호구역 카테고리 구분

자료: Dudley(2008)



- 12 -

2)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국내외 동향

(1) 국외 동향

해양보호구역이 20세기 중반 이후 국제적인 논의 과정에서 등장

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이 제도는 개별 국가보다는 전 지구적 논의 과정

에서 추진력을 얻어 추진되었다. 또한 육지에서 지정되던 보호구역이 그 

대상을 바다로 넓혀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해양보호구역의 확대

에 대해 국제협약이나 국제회의에서 다양한 목표가 제시되기도 했다. 특

히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협약인 생물다양성협약에서는 2004년 제

7차 당사국회의를 통해 “적어도 전 세계 생태권역의 10% 이상은 효과적

으로 보전할 것3)”을 권고하였으며(CBD, 2004), 2010년의 제10차 당사국회

의를 통해서는 “2020년까지 해역의 10% 보호구역 지정”이라는 정량적 목

표4)를 제시(CBD, 2010)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해양보호구역으로 보호되는 바다의 면적은 

매우 적은 수준이다. Wood et al.(2007)은 전 세계의 바다 중 0.6%만이 보

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분석하였고, 이후 Bertzky et al.(2012)은 전 

세계 바다의 1.6%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 역시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제시한 10%라는 면적 기준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과연 어느 만큼의 해양보호구역 설정이 해양생태계를 지속가능하

게 유지하게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다. Roberts(2000)나 

3) Target 1.1: At least 10% of each of the world’'s ecological regions effectively conserved.
4) Target 11: By 2020, at least 17 per cent of terrestrial and inland water areas, and 10 per cent 

of coastal and marine areas, especially areas of particular importance for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are conserved through effectively and equitably managed, ecologically 
representative and well connected systems of protected areas and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and integrated into the wider landscapes and seascapes. 



- 13 -

NRC(2001)를 비롯해 많은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20% 이상은 보호해야 한

다고 보고하기는 하나, 아직까지 전체 해역에서 얼마나 많은 곳을 해양보

호구역으로 설정하여야 생물다양성 보전의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지 확언

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Moffitt et al., 2011). 다만 현재의 지정속도를 감

안해보면 생물다양성협약이 제시한 10%라는 목표는 2020년이 아니라 

2047년은 되어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으나(Wood, 2011), 

이마저도 지구 상 전체 해역이 아닌 국가별로 관할력이 미치는 배타적경

제수역까지를 대상으로 한 수치에 불과하다. 

(2) 국내 해양보호구역 제도

국내에서 해양의 생물다양성, 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정된 보호구

역은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자연공원법」에 따른 ‘해

상․해안국립공원’이 있다. 

습지보호지역의 근거법률인 「습지보전법」은 우리나라가 가입되

어 있는 람사르협약의 국내 이행입법의 목적을 가지고 1997년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입법의 형태로 제정되었다. 양 부처의 장관이 내륙습

지와 연안습지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안습지의 경우 주

로 서남해안에 분포하는 갯벌을 대상으로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해오고 있

다. 2001년 무안갯벌이 처음으로 지정된 이후 2014년 말 기준으로 총 12

개소, 218.96㎢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갯벌 면적 

2,489㎢를 기준으로 하면 전국 갯벌의 약 8.8%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셈

이다. 정부 목표로는 2018년까지 전체 갯벌의 20%에 해당하는 500㎢ 이

상의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제시하기도 했다(국토해양부, 

2009). 

해양에서 또 다른 보호구역이 ‘해양보호구역’이다. 2006년 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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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이 보호구역은 ‘해

양보호구역’이라는 용어를 법률적으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바다에 정한 

보호구역이라는 일반적 의미의 해양보호구역과 혼동되는 면도 있다. 신

두리 사구 주변해역을 2002년 지정한 이후 2014년 말까지 총 10개소의 해

양보호구역이 지정되었다. 주로 연안의 도서 주변해역의 우수한 생물다

양성을 대상으로 하며, 가장 최근에는 울릉도 주변해역 39.4㎢를 지정

(2014.12.25)하기도 하였다. 

바다에 설정된 또 다른 중요한 보호구역은 국립공원이다. 해상이

나 해안에 지정된 국립공원으로 경남과 전남 여수에 이르는 ‘한려해상국

립공원’, 전남 연안 도서에 지정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태안반도 연안

의 ‘태안해안국립공원’, 전북 변산반도 일원의 ‘변산반도국립공원’ 4개소

이다. 이들은 육지에 약 668㎢, 해상에 약 2,681㎢ 등 앞서 습지보호지역

이나 해양보호구역보다 매우 넓은 면적을 지정했다. 국립공원은 환경부

장관이 관장하는 「자연공원법」에 근거하여 지정되고, 환경부 산하기관

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실질적인 관리를 담당한다. 

연구자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

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한 용도로 지정된 해역인 ‘수

산자원보호구역’과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환경보전해역’을 해양보

호구역에 포함하기도 한다(남정호 외, 2004; 채동렬․남수민, 2011). 수산

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뒤에서 

검토할 환경보전해역은 보호의 대상과 수단의 측면에서 앞서 습지보호지

역이나 해양보호구역과는 성격이 크게 다르다. 용도구역의 일종인 수산

자원보호구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건축제한과 건폐율 제한을 받고,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일체의 행위에 대해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야 한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

구하고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은 법률에 포함되어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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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수산업 활동은 별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양의 생물다양성 보호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해양보호구

역의 정의에서 확인한 것처럼 해양보호구역은 보호의 대상, 방법, 공간에 

있어 구별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의 

생물다양성이 추구하려는 목적이 되지 못할 뿐더러, 그 관리수단도 주로 

육지부의 건축 제한에 한정되고 있어 해양보호구역으로 포함하기는 어려

움이 있다. 

‘환경보전해역’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에 따라 지정되는데, 

‘수산자원보호구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존이 양호한 곳으로 지

속적인 보전이 필요한 해역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지정된 환경보전해역

은 이미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해역인 가막만, 득량만, 완도·도암

만, 함평만을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환경보전해역의 총 면적은 1,882.13㎢

이며, 이중 절반에 해당하는 949.12㎢는 해역에, 나머지는 해당 해역의 육

지부에 지정되어 있다. 환경보전해역이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존이 양

호한 곳을 대상으로 삼지만 근거법률에 제시된 관리수단을 보면, 대부분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유입하는 하천이나 배출수를 관리하는데 그치고 있

다. 생물다양성 보호라는 보호구역의 개념을 엄격히 적용하면 환경보전

해역 역시 수산자원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해양보호구역에 포함되기 어

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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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지정 개수 면적(㎢) 근거법률 특징

습지보호지역 12개소 218.96 습지보전법
연안습지와 내륙습지 구분
서남해안의 갯벌을 대상

해양보호구역 10개소 252.548 해양생태계법
주도 도서 주변해역 
조하대 중심 지정

해상․해안국립공원 4개소 2,680.9 자연공원법 육지와 해역 함께 지정

3개 종류 26개소 3,152.408 - -

표 2 국내 주요 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



- 17 -

2. 해양보호구역 지정효과와 기준 관련 선행 연구

1) 해양보호구역의 설정과 효과

보호구역은 앞서 IUCN의 카테고리처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이는 국가나 지역적으로 다른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적합한 보호수단

을 강구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서남해안 연안에 특징적 지형인 갯

벌을 대상으로 하는 ‘습지보호지역’ 제도가 있으며,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해양(생태계, 생물, 경관)보호구역’도 별도

의 제도적 수단으로 존재한다. 이외에도 보다 긴 역사적 맥락을 갖고 있

는 해상․해안국립공원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다양한 구역이 해양에 

설정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여러 해양보호구역의 종류 중 인간의 채취 

활동, 즉 수산업 활동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채취금지구역을 중심으로 

그 설정의 효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채취금지구역은 북미 지역에서는 ‘유보지역(reserves)’으로 통용되

기도 하는데, 남획으로 인해 그 수가 급격히 줄던 생물에게는 개체군을 

회복할 수 있는 은신처 역할을 제공하며, 어업활동으로 인해 훼손된 서식

환경이 재생할 수 있도록 해준다(Gell & Roberts, 2003). 최근에는 수산자

원 관리의 한 수단으로서 일정한 공간에 대해 반영구적 내지 상당한 기

간 수산물의 채취를 금지하는 ‘채취금지구역’의 효과가 주목받고 있다

(Agardy et al., 2003).. 

채취금지구역은 특히 인근의 수산활동에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혜택을 준다. 우선 구역 내에서 성장한 성체나 어린 개체가 구역의 경계

선을 지나 구역 밖으로 확산하여 나가는 ‘일출(溢出, spillover)효과’를 제

공할 수 있다(Bohnsack, 1998). 구역 내에서는 개체는 물론 개체군의 크기

가 증가하며, 각각의 개체는 확률적으로 더 오래 살 수 있게 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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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더 큰 개체로 성숙하면서 더 많은 난과 유생을 생산할 수 있다. 결

국 구역 내에서 더 많이 생산된 난과 유생은 구역 바깥에서 더 많은 어린 

개체의 정착을 유도하게 된다. 

채취금지구역는 여러 연구에서 검증되고 있다. Buxton & 

Smale(1989)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채취금지구역의 하나인 남아프

리카공화국의 치치카마 국립공원(Tsitsikamma National Park)에서 발견되는 

감성돔의 밀도를 다른 곳과 비교했는데, 그 결과 1964년 공원이 지정되어 

약 30년 이상 수산물 채취가 금지되면서 감성돔(Chrysoblephus laticeps)의 

밀도가 주변 어장에 비해 42배나 증가했다. 같은 곳을 대상으로 한 

Cowley et al(2002)의 연구에서는 채취금지구역에서 4종의 어류를 시범적

으로 포획한 결과, 단위노력당 어획량이 다른 조업구역에 비해 5~21배까

지 늘어남을 보여줬다. 필리핀의 아포 섬(Apo Island)에서는 채취금지구역 

지정 후 11년이 흐른 다음 조사한 결과, 암초에 서식하는 대형어종의 수

가 과거보다 7배나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다(Russ & Alcala, 1996). 

생물의 서식밀도나 개체군 크기의 변화와 함께 채취금지구역 내

에서는 발견되는 생물의 평균크기 역시 증가한다. 해양보호구역에 있어 

선도적인 국가인 뉴질랜드의 경우 북섬에 위치한 암반 기질의 암초 지역 

3개소를 채취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는데, 약 20년이 지나자 법으로 정한 

최소 크기보다 큰 참돔(Pagrus auratus)이 생물 채취가 가능한 인근의 다

른 해역보다 14배나 늘어났다(Willis et al. 2003). 뉴질랜드의 또 다른 채취

금지해역인 Long Island-Kokomohua Reserve에서는 체장 33㎝보다 큰 청대

구(Parapercis colias)가 전체의 35%나 나타났으나, 다른 일반 조업구역에

서는 그 비율이 1% 이하였다(Davidson, 2001). 미국 에버글래이드 국립공

원에서는 포획한 회색참돔의 중위 크기가 25~30㎝로 인근의 조업구역에

서 잡힌 같은 종의 중위 크기가 15~20㎝인 것에 비하며 채취금지구역에

서 수산생물의 크기가 상당히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Faunce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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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미국의 플로리다에 위치한 Merritt Island National Wildlife Refuge는 

인근에 위치한 케네디 우주센터에 대한 보안상의 이유로 1962년 이후 이 

해역에 대한 일체의 접근이 금지되었다. 이 곳에서 Johnson et al.(1999)이 

시범적으로 조업한 결과, 채취금지구역은 주변에 비해 단위노력당 어획

량이 지정 이후 24~28년이 경과하면서 크게 늘어났다. 어종별로는 흑민어

(Pogonias cromis)의 경우 12.8배, 붉은민어(Sciaenops ocellatus)는 6.3배, 숭

어(Centropomus undecimalis)는 5.3배, 점송어(Cynoscion nebulosus)는 2.3배나 

어획량이 증가했다. 주변지역에서 잡히는 어류의 크기 역시 증가했는데, 

종별로 평균 수명이나 이동범위의 폭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

타났다(Stevens & Sulak, 2001). 

2) 해양보호구역 선정 기준과 기법

해양보호구역 설정을 위해 어떤 자료를 분석하고 무엇을 검토하

는 지는 이 연구가 대상으로 삼는 해양보호구역 설정 방법에 대한 분석

에 앞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서 제시된 3가지 종류의 해양보호구역 지

정기준은 각각의 근거법률과 관련 지침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습지보전법」에 정해진 습지보호지역은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

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나타나는 지역,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또

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법에서는 습지보호지역 

지정 대상의 일반적인 특징을 나열하고 있고, 이를 구체화하여 행정규칙

인 『연안습지보호지역 지정지침』을 정부훈령으로 제정하였다(국토해양

부훈령 제285호, 2009.6.29.). 이에 따르면 지정기준은 총 5가지 분야로 구

분하고 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이 가능

하다. 특히 아래 표와 같이 “대형저서동물의 출현종수가 100종을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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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물새의 개체수가 2만 개체를 넘는다”와 같은 정량적인 기준도 일

부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준이 정성적이고 개념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어디까지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것인가와 같은 

경계선 설정에 있어서는 이 기준을 활용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대형저서

동물의 종수가 100종을 넘어야 한다는 기준에서 함께 제시된 ‘단위갯벌’

에 대해 별도의 정의나 공간적 구획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

디 까지를 단위갯벌로 할 것인가는 보호구역 설정 과정에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항 목 세 부 기 준

①지형․지질 
및 경관의 
특이성

㉠지형․지질이 매우 전형적이거나 특이하며 학술적․미적 가치가 매우 뛰어나며, 보
전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

㉡훼손되지 않은 해안사구와 연안습지의 연속성이 잘 보존되어 있거나 연안습지의 
배후에 해안절벽과 시스택 등 원시적인 해안 경관이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

㉢자연 및 인문 경관의 미적 가치가 뛰어나 사람들에게 심미적인 즐거움과 여가활
동을 통한 정서 고양과 복지 증진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②대형저서
동물

㉠단위갯벌에서 출현종수가 100종을 넘거나 법적보호종이 출현하는 지역
㉡국내에서만 출현하는 종, 희귀종 혹은 생태적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종이 

집단으로 서식하는 지역
㉢종다양도 등 생태지수가 다른 단위갯벌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

③해안식생 
및 식물상

㉠법적보호종이 서식하는 지역
㉡해안식생의 분포 면적이 0.01㎢ 이상이거나 국내에서 보기 드물게 광범위하게 분

포하는 지역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27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작성한 녹지자연도에서 

10등급(사구식생, 염소지식생)에 해당하는 지역 중 보전상태가 양호한 지역

④물새류
㉠법적보호종의 서식처 또는 도래지로 보전의 가치가 높은 지역
㉡2만 개체 이상의 물새가 출현하는 지역
㉢물새 한 종의 전 세계 개체수의 1% 이상이 서식하거나 이용하는 지역

⑤기타 
분류군

㉠위 분야 외의 어류나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중 법적보호종이 서식하거나 출현
하며 해당생물의 생활사에 해당 연안습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

표 3 연안습지보호지역 지정 기준

자료: 국토해양부훈령 제285호(2009.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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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제시된 해양보호

구역 지정기준도 습지보호지역에 대해 법에서 제시된 기준과 매우 흡사

하다. 해당 법률에서는 “해양의 자연생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해

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있는 해역, 해양의 

지형·지질·생태가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 해양

의 기초생산력이 높거나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서식지·산란지 등으로서 보

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역, 다양한 해양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거나 

표본에 해당하는 해역, 산호초·해초 등의 해저경관 및 해양경관이 수려하

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해역”을 대상으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

다. 원시성이나 생물다양성, 경관적 가치 등은 습지보호지역과 공통된 지

정요건이나, 보호구역 제도에 따라 희귀성이나 멸종위기, 해양생태계 대

표성 등이 지정 기준으로 추가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양 법률에 제시된 습지보호지역과 해양보호구역 지정 기

준을 해양보호구역의 적지를 탐색하거나 보호구역의 경계를 나눌 때 판

단기준으로 삼기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자연생태의 원시성’이나 ‘생물다

양성 풍부’, ‘기초생산력이 높다’는 등의 기준에서 원시성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지, 풍부하다는 것은 어떤 지표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를 의미하

는지 불분명하다. 마찬가지로 기초생산력이 높다는 것도 어느 정도를 기

준으로 삼는 지를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습지보호지역과 해

양보호구역의 지정기준에 대해 ‘객관성’이 부족하고 ‘과학성’에서도 취약

하다는 비판(남정호․육근형, 2004)하기도 하지만, 결국 법에서 제시된 지

정의 기준은 보호구역을 설정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특성을 제시한 것이

며, 구역의 경계를 설정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아

니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보호구역 제도인 국립공원에서는 단

지 보호구역 경계 설정에 고려하여야 하는 기준과 방법을 시도하였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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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공원 역시 근거법률인 「자연공원법」에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문

화경관’, ‘지형보존’, ‘위치 및 이용편의’의 5개 분야로 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각 기준에 대해 ‘보전상태가 양호’나 ‘경관이 수려할 것’ 등 추가적

인 설명이 덧붙여 있다(표 참조). 그러나 자연공원 지정 기준 역시 앞서 

다른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지정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특성을 제시하

고는 있지만 경계를 나누거나 지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제시되

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2012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무등

산 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타당성 연구(국립공원관리공단, 2012)를 수행하

여 세부적 지정기준과 지정절차를 검토하였다. 법에서 제시된 5개 분야 

각각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자연생태계에 대해서는 

면적 당 출현종수를, 자연경관에 대해서는 산봉, 기암, 계곡 등 특정한 지

형 요소의 개수를 계산하여 국립공원으로 이미 지정된 곳과 비교하였다. 

또한 자연과 생태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문화재나 이용객수 등도 기존 국

립공원과 비교하는 등 이용에 대한 수요도 함께 고려하고 이를 점수로 

산출하도록 하였다. 

구분 기준

자연생태계
자연생태계의 보전상태가 양호하거나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천연기념물, 

보호야생동식물 등이 서식할 것

자연경관 자연경관의 보전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경관이 수려할 것

문화경관 문화재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의 가치가 있을 것

지형보존 각종 산업개발로 경관이 파괴될 우려가 없을 것

위치 및 
이용편의

국토의 보전·이용·관리측면에서 균형적인 자연공원의 배치가 될 수 있을 것

표 4 자연공원 지정 기준

 

주: 「자연공원법」시행령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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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연공원 내에서는 용도구역에 따라 행위제한이 달라지는데, 

이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채취금지구역과 같이 국립공원 내에서 가장 강

력한 규제가 수반되는 ‘공원자연보존지구’를 앞서 방식에 따라 설정한다. 

우선 자연보존지구는 국공유지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사유지의 재산권 

침해의 문제를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생태기반평가와 자원성평가

를 통해 구역의 경계를 설정하는데, 이중 생태기반평가에는 생태자연도, 

임상도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등급별로 점수를 매기고 이를 정규분포로 

가정하여 평가한다. 그 결과 아래 표와 같이 92.5점 이상에 대해서 자연

보존지구의 우선 대상 지역으로 선정한다. 

유형 주제도 적용 방법

기본도면
생태자연도 별도관리지역 1등급지 2등급지 3등급지 -

임상도 영급 - 4영급 이상

유형별 
도면

집수역 500~750m ≤500m 750
~1,000m

1,000
~1,500m ≥1,500m 

등급별 대표환산점수 85 95 75 65 55

유형별 
도면

문화재 
지역지구도 등급

지구에서 반경  
100~250m

지구에서 반경 
100m 이하

지구에서 반경 250m 초과

수산자원보전 
지역 등급

수산자원 
보전지역

- -

등급별 가산점수 5 10 -

최종 점수영역(상대적 
분포비율)

82.4<
≤92.5 >92.5 67.6<

≤82.4
57.5<
≤67.6 ≤57.7

최종등급 B A C D E

구역 조정
자연보존지구 

대상지역
자연보존지구 
우선대상지역

중립지역 해제대상 해제대상

표 5 국립공원 생태기반 평가 등급화 구분 및 활용

자료: 국립공원관리공단(2012)

국립공원관리공단(2012)에서 국립공원 경계 설정을 위해 채택한 

방법은 평가항목별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scoring system)이다. 평가의 기

준이 되는 여러 인자를 설정하고 각각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며, 때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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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별로 가중치를 정하여 계산한다(Burgess et al., 2006; Regan et al., 

2007). 점수제는 활용하기 쉬워 많은 경우에 활용되어 온 방식이다. 고려

할 필요가 있는 여러 인자를 평가체계에 포함할 수 있고, 배점을 위한 적

절한 기준만 제시되면 이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합산하면 된다. 그러나 

점수제 방식은 보호구역 설정과 같이 공간에서 보전의 우선순위가 있는 

곳을 탐색할 때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기도 하다(Moilanen et al., 2009). 점

수제 방식에서는 종의 풍부도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다 보니 결국 

종다양성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선정하게 되는데, 이런 곳은 서로 비슷한 

종들로 구성되기 쉽고, 종다양성이 높은 곳이 여럿 포함되어도 종 수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 더욱이 종다양성이 높지 않은 곳에 사는 희

귀한 종은 점수제 방식에서는 보호구역에 포함되기 더욱 어려워진다

(Justus and Sarkar, 2002). 이처럼 종의 풍부도에 관한 여러 기준을 제시하

고 이들을 점수로 매기고 합산하는 방식의 선정방식은 보호구역을 통해 

더 많은 종을 확보하거나 희귀한 종을 포함하려 할 때 약점을 갖고 있다. 

3) 체계적인 보호구역 설정 연구 : 생태적 보전목표와 사회경제적 제한 

요인의 고려

해양보호구역과 같은 보전 정책에 투여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은 

제한적이다(Csuti et al., 1997). 제한된 재원이나 인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

기 때문에 자원은 보다 효과적인 곳에 보다 효율적으로 투입하여야 한다

(McDonnell et al., 2002). 그러나 Prendergast et al.(1999)이 지적하듯 현실세

계에서 보전 활동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여러 영향을 받아 매우 

복잡한 방식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생물학자나 생태학자가 중

요하다고 생각하는 생물다양성의 특성과 이를 유지하기 위해 내놓는 보

전 대안이 때로는 경제적이거나 정치적인 이유로 지역사회에서 받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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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하다(Jones, 1999; Jentoft et al., 2012). 

국내에서 육상이나 해양이나 가릴 것 없이 보호구역의 지정이 쉽

지 않은 것도 이와 같은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멸종위기종이 출현하거나 

서식하는 지역은 높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특정 지역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하여도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수나 

맥락을 고려하지 않으면 처음 의도했던 보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이미 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했다가 지역의 반대로 실패한 사례를 울릉도

나 강화도 등의 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호구역 설정은 사유재산권 내지 점용자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침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구역에 대한 국가의 매입을 

전제로 해야 한다(김진명 외, 2005). 그린벨트로 불리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사유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해, 1998년 헌법재판소는 과도한 부담이

라는 측면에서 ‘비례의 원칙’과 부담이 획일적이라는 측면에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남을 지적하며 입법자가 보상입법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재 89헌마214 등, 1998.12.24). 이후 2000년 

국회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

고, 이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정부에 매수를 청

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였다(권용우 외, 2006). 

이렇게 등장한 매수청구권은 이후 환경 관련 보호구역에도 대부분 입법

화되면서, 규제로 인해 사유재산권에 제약받는 경우 정부매입을 통해 재

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토록 하고 있다(김홍균, 2014). 이는 바다에서도 마

찬가지로 채취금지구역과 같은 엄격한 방식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려 

할 때 역시 어업권에 대한 매입 내지 금전적 보상을 고려하여야 함을 의

미한다. 

따라서 보호구역 설정에 있어서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보전 목표

만을 달성하기 위해 무조건 넓은 면적의 보호구역을 선호할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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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면적으로도 주어진 또는 의도하는 보전 목표를 비용효과적으로 달

성해야 한다(Possingham et al., 2000)는 현실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이미 1980년 대 이후 보전생물학자나 경제학자, 운영(operation) 연

구자들은 보호구역 설정에 정량적인 방법론을 모색하기 시작했다(Haight 

& Snyder, 2009). 여기에는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중 발명된 선형계획법

이 활용되었는데(Dantzig, 1963), 선형계획법은 수리 모형이자 최적화 기법

으로 등식이나 부등식의 제한조건에서 목적하는 선형의 함수식을 최적화

하는 변수를 찾을 수 있다(Gregory, 2005). 

선형계획을 활용한 보호구역 적지 탐색에 관한 연구는 1990년 말 

이후 시도되었다. 처음에는 대개 육상의 보호구역에서 시작하였는데, 

Csuti et al.(1996)은 미국 오레곤 주의 척추동물 조사자료를 가지고 종수를 

최대로 포괄할 수 있는 육상의 보호구역 적지 탐색을 시도했다. 최대 종

수를 포괄하는 최소의 면적 조건을 정수선형계획식으로 변환하였고, 그 

최적해를 찾는 방법론을 비교하였다. McDonnell et al.(2002)는 호주 북부 

육상지역을 대상으로 생태적 보전목표를 설정하고, 보호구역 대상 토지

의 면적을 비용으로 하여 이를 최소화하는 정수선형계획식으로 풀어냈

다. Fischer & Church(2003)은 둘레 길이를 선형계획식에 포함하면서 보호

구역 적지가 무리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해양보호구역 설정에 선형계획법을 활용하는 시도는 육상보다 늦

게 시작되었다. Roberts et al.(2003)은 해양보호구역 중 가장 관리가 엄격

한 채취금지구역을 설정하고자 할 때, 필요한 생태적 기준과 고려할 요소

를 밝히고 각각의 적용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Leslie et al.(2003)은 미국의 

플로리다 키 해양보호구역(Florida Key Marine Sanctuary)의 주요 생물 분포 

자료와 환경자료를 가지고 보전목표를 달성하는 최소의 보호구역 면적을 

탐색했다. 이들 연구는 서식처의 다양성을 보전의 목표로 삼고, 보호구역

이 무리를 이루도록 비선형계획식을 도입한 점에서 이전보다 발전된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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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이었으나, 비용을 단순히 적지로 선정된 구역의 면적으로 본 점, 생물

자료와의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Klein et 

al.(2007)은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을 대상으로 채취금지구역을 탐색하면서 

보전 목표를 이해관계자가 과학자와 함께 도출하여 시나리오별로 분석하

였고, 이후 Klein et al.(2010)에서는 동일한 해역을 대상으로 해역의 이용

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용도구역 설정을 시도했다. 이보다 

앞선 Stewart et al.(2008)은 호주 서부의 로트니스트 섬(Rottnest Island)의 

해양공원을 대상으로 보호구역 설정에 비선형계획식을 활용하였다. 그러

나 Klein et al.(2008)이나 Stewart et al.(2008) 모두 비용을 보호구역 적지의 

면적으로 단순히 대치하고, 실제 어업과 관련된 비용은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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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의 흐름

이 연구는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단순히 해양생태계에 대한 특성

에만 의존해서는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더욱이 지정 이후 실효성을 확

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어업행위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수산자원 관리에 있어서도 어업행위

를 금지하는 채취금지구역과 같은 해양보호구역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

초하여 구역 설정에 단순히 생태학적 특성만이 아니라 수산업이라는 경

제활동을 결합하여 고려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해양생태계에 대한 

분석과 수산활동의 경제규모 추정, 양자를 고려한 의사결정 방법론으로

서 선형계획법을 활용하였다.

그림 1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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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해양생태계 분석을 위하여 국가가 주도하여 전국 모든 해역

에 대해 순차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해양생태계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지역인 함해만에서 조사된 생물상 자료

와 동일 해역에 대한 퇴적상 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보호구역 설정에 활

용할 수 있는 생태적 또는 환경적 기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편 해양보호구역, 특히 채취금지구역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해

당 해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업행위를 제한하여야 한다. 「수산업

법」에서는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같이 공익을 위해 어업행위를 제한

하는 경우 행정관청이 손실액을 기준으로 보상토록 하고 있다. 손실액을 

파악하기 위해서 해당 해역에서 이루어지고 어업행위를 파악하고, 손실

액의 기준이 되는 연간어획량을 추정하였다. 

이처럼 생물과 환경자료에 대한 분석과 해역의 어장별 연간어획

량 추정이 이루어지면, 이는 각각 해양보호구역 설정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생태적인 보전목표와 구역 설정에 따른 어장 보상 비용이 된다. 이

는 선형계획법 상 함수식과 제약식으로 변환될 수 있는데, 이렇게 선형계

획법으로 표현된 해양보호구역 설정 문제는 최적해 탐색 과정을 거쳐 여

러 가지 형태의 해양보호구역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최적해를 탐

색하는 과정에 보전목표와 비용 사이에 고려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가정

하고,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도출된 대안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채취금지

구역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해양보호구역 설정의 가능성과 타당성을 분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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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함해만 갯벌의 생물상과 환경요인 분석

1) 갯벌 생물다양성 분석

함해만은 전남 함평군과 무안군 사이에 위치하는 만으로, 영광군 

염산면과 무안군 해제면의 임수반도 사이의 좁은 입구를 가지고 남동 방

향으로 길게 만입된 반폐쇄성 내만이다. 함해만 내 해안선의 길이는 

125.9㎞이고, 만 입구는 무안군 해제면 도리포항과 영광군 염산면 향화도

항을 잇는 선을 기준으로 하며 입구의 폭은 1.6㎞, 입구의 수심은 23m로 

만 전체에서 가장 깊다. 이 지역의 조석은 반일주조로 뚜렷한 일조부등현

상이 나타나며, 평균 소조차는 205.4cm, 평균대조차는 425.3cm로서 평균

조차는 315.4cm로 대조차 환경에 해당한다(국립지리원, 1983). 연구대상지

의 해역 면적은 86.3㎢로 계산된다(QuantumGIS 1.8.0). 함해만의 해안선은 

무안군에 속하는 남쪽해안과 함평군에 해당하는 만 북쪽 해안의 특성이 

다르다. 남쪽은 복잡한 해안선의 형태가 남아 있는 반면, 함평군에 속하

는 북동쪽 해안은 간척지가 조성되면서 단조로운 해안선을 보인다. 

갯벌의 생물상 자료는 국가에서 실시 중인 “연안습지 기초조사”

의 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연안습지기초조사는 「습지보전법」제4조

(습지조사)에 따라 매년 내륙습지와 연안습지에 대해 실시되며, 연안습지

에 대한 조사는 1999년 이후 5년 단위의 조사기간을 설정해 조사가 이루

어지고 있다. 연안습지 기초조사는 4계절 조사를 통해 심층적으로 갯벌 

생태계를 파악하려는 ‘정밀조사’와 전국 갯벌에 대한 전수조사를 목표로 

연 1회(하계) 조사를 하는 ‘기본조사’, 습지보호지역 지정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 그리고 매립이나 개발 압력이 높은 갯벌에 대한 ‘긴급조

사’로 구분된다. 이중 함해만은 2001년 무안갯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된 이후(해양수산부고시 제2001-109호, 2001.12.28), 2008년 모니터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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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루어졌다.

분석에 활용한 생물상 자료는 모니터링 조사에서 함해만 단위갯

벌로 구분하여 2008년 7월(여름)에 얻은 대형저서생물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만 입구를 기준으로 함해만 내부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만 

외부에 있는 정점 1, 2, 3, 4, 6, 7, 10, 11, 총 8개 정점을 제외한 77개 정점

의 생물상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모니터링 결과에서 저서생물은 가

능한 경우 종 수준까지 동정되었고, 정점별로 0.1㎡에 출현한 종별 개체

수 자료가 제공된다(국토해양부, 2009)5).

그림 2 함해만 조사 정점

자료 : 국토해양부(2009)
주:  정점 42, 43, 64, 71은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

5) 갯벌의 대형저서생물 조사는 목포대학교 임현식 교수 연구팀이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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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생물군집에 대한 생태지수는 기초조사의 개체수 자료를 이용

하여 정점별로 종다양도지수(H`)(Shannon and Weaver, 1963), 균등도지수

(J`)(Pielou, 1966), 종풍부도지수(d)(Margalef, 1968), 우점도지수(1-

λ`)(Simpson, 1949)를 구하였다. 

정점 위치 (WGS 84)
Lat. Lon. Lat. Lon.

No. 도 분 초 도 분 초 No. 도 분 초 도 분 초
1 35 11 12 126 20 52 45 35 05 41 126 21 52

2 35 11 12 126 21 20 46 35 05 41 126 22 20

3 35 10 19 126 20 6 47 35 05 41 126 22 49

4 35 10 33 126 21 19 48 35 05 41 126 24 23

5 35 10 5 126 21 29 49 35 05 41 126 25 47

6 35 09 39 126 19 38 50 35 05 41 126 26 18

7 35 09 39 126 20 6 51 35 05 41 126 26 49

8 35 09 39 126 21 19 52 35 05 41 126 27 18

9 35 09 39 126 22 7 53 35 05 10 126 21 19

10 35 09 13 126 19 38 54 35 05 10 126 21 52

11 35 09 13 126 20 6 55 35 05 10 126 22 20

12 35 09 17 126 20 46 56 35 05 10 126 22 49

13 35 09 13 126 22 45 57 35 05 22 126 23 20

14 35 08 47 126 20 46 58 35 05 10 126 23 56

15 35 08 47 126 22 45 59 35 05 10 126 25 16

16 35 08 3 126 22 7 60 35 05 10 126 25 47

17 35 08 3 126 23 28 61 35 04 43 126 21 19

18 35 08 35 126 23 56 62 35 04 43 126 22 20

19 35 07 39 126 20 46 63 35 04 43 126 22 49

20 35 07 39 126 21 19 65 35 04 43 126 23 56

21 35 07 39 126 23 28 66 35 04 43 126 24 34

22 35 07 39 126 23 56 67 35 04 43 126 25 16

23 35 07 38 126 24 23 68 35 04 43 126 25 47

24 35 07 10 126 20 52 69 35 04 43 126 26 18

25 35 07 10 126 21 19 70 35 04 6 126 22 20

26 35 07 10 126 23 56 72 35 04 6 126 24 34

27 35 07 10 126 24 23 73 35 04 6 126 25 16

28 35 06 38 126 20 21 74 35 04 6 126 25 47

29 35 06 38 126 20 52 75 35 04 6 126 26 18

30 35 06 38 126 21 19 76 35 04 6 126 26 48

31 35 06 38 126 23 28 77 35 03 38 126 24 34

32 35 06 38 126 24 23 78 35 03 38 126 25 16

33 35 06 38 126 24 50 79 35 03 38 126 25 47

34 35 06 9 126 20 21 80 35 03 38 126 23 18

35 35 06 9 126 20 52 81 35 03 5 126 24 23

36 35 06 9 126 21 19 82 35 03 5 126 24 50

37 35 06 9 126 21 52 83 35 03 5 126 25 16

38 35 06 9 126 25 16 84 35 02 40 126 23 56

39 35 06 9 126 25 47 85 35 02 40 126 24 23

40 35 06 9 126 26 18 86 35 02 40 126 24 50

41 35 06 9 126 26 49 87 35 02 4 126 24 23

44 35 05 41 126 21 19 88 35 02 4 126 24 50

89 35 02 4 126 25 16

표 6 함해만 생물상 조사 정점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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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괴 분석 

갯벌에서 조사된 저서생물상의 상호 유사한 정도에 따라 집괴분

석을 실시하였다. 함해만 갯벌 전체 조사정점에서 조사된 종의 개체수 자

료를 대상으로 하여, 개체수 자료를 ㎡당 서식밀도로 환산하고 제곱근

(root square) 변환을 한 뒤 Bray-Curtis 지수(Bray and Curtis, 1975)와 Lance 

and Williams(1967)의 비가중평균결합법(UPGMA)를 이용하여 유사도 지수

를 구하였다. 계층적 집괴(hierarchical clustering) 방법으로 수지도

(dendogram)을 작성하고 일정한 유사도를 기준으로 정점군을 분류하였다. 

집괴분석으로 분류된 정점군을 배열 대상으로 하였는데, 앞서 분

류된 정점군은 Bray-Curtis 비유사도지수를 이용하여 정점군 간의 거리지

수를 구하였다. 이를 통해 다차원척도법(multidimensional scaling, MDS)을 

이용하여 이차원 평면상에 정점군을 배열하였다. 

3) 환경요인과 생물군집 자료의 관계

갯벌의 생물군집의 분포를 설명할 수 있는 환경요인으로는 퇴적

물 조성(자갈, 모래, 실트, 점토, 평균입도, 분급도)과 조위(조하대, 조간대 

상-중-하) 등을 대상으로 한다. 퇴적물 조성은 같은 해역에 대해 200개 이

상의 정점을 통해 조사를 수행한 류상옥(1998)의 결과를 활용하였다. 조

위는 함해만에서 생물조사를 수행할 때 모니터링 항목에 포함되지 못해 

이에 대한 자료는 없다. 그러나 갯벌현황도와 해도를 이용해 조간대와 조

하대로 구분하고, 조간대는 해안선과 조간대-조하대 경계선 사이의 최단

거리를 공간정보시스템(QuantumGIS 1.8.0)을 통해 3분할하여 조간대 상부, 

중부, 하부로 나누었다. 

해당해역에서 나타나는 저서동물의 생물군집 자료와 환경요인간

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PRIMER 통계프로그램의 Bio-Env Procedure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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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정규분포를 위해 퇴적물 조성은 log(x+1) 변환을 하였고, 자료의 

정규성검정은 SPSS에서 Kolmogorov-Smirnov 검증을 통해 Z값의 유의확률 

p-value를 확인하였다. 

3. 면허어업권과 연간생산액 추정

이 연구는 해양보호구역 중 어업활동을 금지하는 채취금지구역의 

설정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어업권(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

는 권리)6)이 설정된 곳에 대한 보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면허어업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는 어업을 말하는데, 그 종류에는 

정치망어업, 양식어업(해조류, 패류, 어류 등, 복합, 협동, 외해), 마을어업

으로 다양하게 세분된다. 면허를 받아 형성된 어업권은 「수산업법」상 

물권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민법」에서 정한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

토록 되어 있다. 어업권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하지만 추가적으로 10년

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이 되지 않는 경우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해당 법률에서는 채취금지구역과 같은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하는 

구체적 적용대상으로 특정하여 어업권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채취금지구역의 도입목적과 취지를 확대하여 해석하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 「수산업법」제34조, 즉 ‘공익의 필요가 

있을 경우 면허어업의 제한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수산자원의 증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면허어업을 제

한하거나 어선의 계류, 입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채취금지구역의 설정에도 이 규

6) 「수산업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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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면허어업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률 제81

조에 따라 국가는 손실액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보상의 기준이 되는 

손실액은 어업의 종류가 면허어업인지 허가 또는 신고어업인지에 따라 다

르고, 보상의 사유,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 

보상의 기준에는 ‘평년수익액’을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평년수익

액은 “평균 연간어획량을 평균 연간판매단가로 환산한 금액에서 평년어

업경비를 뺀 금액”으로 정의된다(「수산업법」 시행령 제69조 별표4). 어

업권의 종류와 보상의 사유에 따라 보상액의 계산은 다음 <표-7>과 같다. 

취소 또는 어업권 연장 
불허

어업권 정지 어업권 제한

면허어업
평년수익액÷연리(12%)

 +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

평년수익액×정지기간 
+ 시설 이전․수거 

손실액+정지기간 중 
고정경비

평년수익액과 
제한기간, 

제한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출

허가․신고어업
평년수익액×3 

+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

상동 상동

표 7 어업권별 보상액 계산 기준

자료: 「수산업법」 시행령 제69조 별표4 재구성

연구 대상지역인 함해만에 설정되어 있는 어업권은 면허어업으로, 

면허어업에 대한 손실액은 취소나 어업권 연장이 불가할 경우 평년수익

액을 연리(12%)로 나눈 금액에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을 더

하여 계산하였다. 어선이나 어구는 개별 어민의 조업방식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각 어장에 대한 보상 규모는 

적어도 평년수익액의 8.3배에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다만 

평년수익액에서 빼야 하는 평년어업경비는 미끼나 사료와 같은 생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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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나 인건비, 감가상각비, 판매관리비 등이 해당된다. 이에 대한 금액 추

정은 개별 어가에 대한 조사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여

기서는 평년수익액을 기준으로 보상의 규모를 비교하였다. 

4. 최소비용 보호구역 적지 탐색을 위한 선형계획법

1) 목적함수의 설정

앞서 2장에서 보호구역 설정에 관한 선형계획법 활용의 의의와 

사례에서 살펴보았듯, 보호구역 설정은 보전하고자 하는 생물다양성 목

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소의 구역 또는 최소의 비용을 만족하는 보호구

역의 조합을 찾아내는 것을 가정한다. 생태적인 관점에서는 최대한 넓은 

면적을 확보하는 것을 원할 수도 있으나, 앞서 우리의 개발제한구역에 대

한 재산권 보장의 문제에서 드러나듯, 보호구역 설정은 비용의 발생을 수

반한다. 따라서 생태적인 목표달성과 함께 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회경

제적인 한계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 제한식에 포함된 생태적인 목표

를 만족하면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해를 찾아야 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

하면 다음과 같다. 


∈
χ 

 


∈
χ≥ for  ∈ 

χ ∈  f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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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 개별 사이트 및 이들의 집합 (1~m)

j, J : 개별 보전목표(종, 서식지 등) 및 이들의 집합 (1~n)

aij : 사이트 i 에서 보전목표 j 의 값

χi : 1 또는 0 (1은 보호구역으로 선정된 경우, 0은 그렇지 않은 경우)

ci : 사이트 i 보호에 드는 비용

Tj : 보전목표(종, 서식지 등)

  
∈
 for ∈ 

여기서 보전 목표가 되는 Tj는 각각의 보전목표(j) 별로 그 비율을 

달리할 수 있도록 분야별 보전목표(tj)를 설정하여 보호구역으로 선택된 

격자(aij)와 곱한 값의 합으로 볼 수 있다. 여기까지는 목적함수인 보호구

역으로 선정된 사이트(xi=1)와 해당사이트 보호에 필요한 비용(ci) 곱을 최

소로 하는 사이트를 찾아내는 일차원 방정식의 선형계획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아래와 같이 보호구역의 모양, 즉 무리를 이루도

록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 

위의 선형계획식을 만족하는 곳을 찾으면 구역 내에서 보전목표 

달성에 필요한 곳만 선택하기 때문에 적지로 선택된 구역들은 파편화된 

형태를 갖게 된다. 보호구역이 이처럼 파편화되면 내부면적에 대한 둘레

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해당 구역이 더 많은 가장자리 효과를 받

게 됨을 의미한다. 가장자리 효과가 둘레에서 다양한 종류의 생물이 서식

하는 효과를 주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포식자의 공격이나 병

해충의 침입에 더 취약하게 되는 부정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비생물학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이나 습도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됨을 의

미하기도 한다(Fagan et a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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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조각과 바탕의 기질 또는 식생이 다른 경우에 나타

나는 가장자리 효과이기 때문에 보호구역 설정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하

는 가장자리 효과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보호구역에서 면적 대비 둘레가 

늘어나면 보호구역 내부에서 늘어난 개체가 외부로 넘쳐 나 이동하는 일

출효과가 발생할 경우 보호구역 둘레가 늘어나면 더 많이 채취되거나 포

획당할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둘레가 늘어나면 보호구역을 유지하고 순

찰하는 과정에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소모하여야 한다(Roberts et al., 

2003). 따라서 보호구역 설정에 있어서도 내부면적 대비 둘레의 비율이 

낮은 편이 선호된다.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구역이 무리를 이루도록 하는 방

식에는 몇 가지가 있다. 이중 하나는 선택된 보호구역과 접한 곳에서 새

로운 보호구역을 탐색하여 추가하는 방식(adjacency constraint)이다(Nicholls 

and Margules, 1993). 그러나 이 방식은 처음 선택된 구역에 추가되는 구역

의 위치가 구속받기 때문에 다양한 해법을 탐색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보호구역이 이미 설정되어 있어 이를 확대하려는 경우에 이를 활용

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새롭게 보호구역을 설정하고자 할 때는 어려움이 

있다. Ball(2000)은 이와는 달리 보호구역 설정을 위한 함수식에 보호구역

으로 선정되는 구역의 둘레 길이를 포함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둘레 길이

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된다. 


 




  

 


   



χχ
여기서 m : 보호구역 후보 사이트 i의 개수

βi : i 사이트의 둘레 길이 (∀i = 1,2,...,m, βi>0)

bij : 사이트 i와 사이트 j 사이에 공유된 둘레 길이

(∀i = 1,2,...,m, ∀j = 1,2,...,m, bij ≥ 0 and 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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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둘레 길이(B(x))와 비용의 중요도를 조정할 수 있는 변수의 

고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둘레 길이에 가중치가 되는 변수 둘레가중치

(Boundary Length Modifier)을 포함한다. 둘레가중치는 둘레 길이와 곱해서 

함수식에 포함되기 때문에, 둘레가중치에 따라 비용과 조각의 개수와 모

양을 결정하는 둘레 길이의 변화를 보며 최적해를 탐색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보호구역 탐색에서 비용과 보호구역의 둘레 길이를 

하나의 수식에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
  



 for    

∈  for    

2) 최적안 탐색기법

보호구역을 탐색하는 함수식에서 변수 x는 보호구역 해당 여부에 

따라 0이나 1과 같은 정수값을 갖도록 하기 때문에 정수선형계획법

(Integer Linear Programming)의 형태가 된다. 선형계획법은 수백 개 이상의 

단위들을 대상으로 계산할 수 있으나, 여기서처럼 보호구역 설정이 공간 

상에서 선택하여야 하고 계산의 대상이 되는 격자가 수백 개가 넘게 되

면 기존의 정수선형계획법에서 활용하던 발견적 방법(heuristic method)으

로는 계산 시간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어나고(Possingham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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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더욱이 여기서 나온 조합 역시 하나의 최적해만 제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을 고려해야 하는 보호구역 설정에서 활용성이 떨어진다

(Leslie et al. 2003). 

또한 앞서 둘레 길이를 최소화하려는 과정에서 함수식은 선형이 

아닌 비선형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론이 필요하다. 최적화 방

법 중 앞서 발견적 방법에서 진화되어 보다 복잡한 문제 해결에 쓰이는 

방법으로 메타 휴리스틱(metaheuristic) 방법이 있으며(Blum and Roli, 2003), 

여기에는 혼합정수선형계획법(mixed integer linear programming) 이나 담금

질 기법(simulated annealing), 타부 서치(tabu search) 등이 있다(Ohman, 

2002). 

이 중 담금질 기법은 1950년 대 처음으로 쓰인 후 1980년대부터 

발달한 최적화 방법으로, 특히 공간상에서 최적화 문제를 다룰 때 많이 

이용되었다(Nicholson et al. 2006; Westphal et al. 2007). 이 기법은 함수식

에서 나온 해(선택한 구역이 갖는 함수값)의 값과 무작위로 선택된 또 다

른 해의 수치와 비교해가며 최적값을 탐색한다(Moilanen et al. 2009). 이는 

어떤 함수의 값이 다봉값(multi-modal)을 갖고 있어 어떤 한 구간에서 나

타나는 최소값 외에도 다른 구간, 즉 봉우리 너머의 다른 구간에서도 최

소값을 갖는 경우에 유효하다(그림의 b나 c). 특히 공간에서 고려해야 하

는 단위격자가 수백 개가 되고 무리를 짓도록 하는 제한조건이 설정되면 

함수식은 비선형으로 다봉값의 형태를 띠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Fouskakis and Draper, 2002), 이를 위해서는 일부 구간에서 나타나는 최적

값에 탐색이 고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담금질 기법에서는 일부구간

에 해가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해진 간격으로 해를 찾는 시도를 

여러 구간에서 하도록 한다. 마치 담금질을 할 때 온도가 높은 경우 원자

가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가 점차 온도가 낮아지면 금속의 결

점을 메우면서 안정화되듯이, 최적화 과정에서도 초기에는 정해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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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여러 구간에 자유롭게 해를 찾도록 하다가 점차 이동 거리를 줄

여가면서 최적해로 수렴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담금질 기법은 해를 탐색하는 다른 기법에 비해 속도나 정확성 

면에서 우수하며, 특히 공간상에서 목적함수를 최적화하는 여러 연구에 

적용되어 활용되어 왔다(McDonnell et al., 2002; Leslie et al., 2003; Fisher 

and Church, 2005; Nicholson et al., 2006). 이 연구에서는 목적함수를 만족

하는 최적해 탐색에 담금질 기법을 모듈화한 MARXAN Ver. 2.43(64bit 

Windows)를 활용하여 최적해를 탐색하였다. 모든 경우 담금질 기법의 반

복횟수는 1,000,000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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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및 토의

1. 갯벌의 생태환경과 변수

1) 함해만 갯벌 현황

연안습지 기초조사에서 함해만 내 위치한 77개 조사정점에서 총 

200종의 대형저서동물이 출현하였다. 정점별로는 최소 3종에서 최대 31

종이 출현하였으며, 정점 13번에서 가장 많은 31종, 75번에서 30종, 16번

과 41번 정점에서도 29종이 나타났다. 함해만 내 저서생물군집의 생태지

수로서 종다양도지수(H`), 균등도지수(J`)(Pielou, 1966), 종풍부도지수

(d)(Margalef, 1968), 우점도지수(1-λ`)(Simpson, 1949)는 다음과 같다.

지수
종다양도 지수

H'(loge)
종풍부도 지수

d
균등도 지수

J'
우점도 지수

1-λ'

값
1.761 

±0.778
3.550 

±1.269
0.654 

±0.272
0.682 

±0.279

표 8 함해만 저서생물군집의 생태지수

조위고별로 출현종을 살펴보면 조하대에서 71종, 조간대 상중하에

서 각각 109종, 127종, 134종이 나타났다(표-9). 조위고에 따른 종다양도지

수가 다른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N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위고 

간 종다양도지수는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F=0.322, p=0.810), 각 

조위고간에 실시한 다중비교 결과에서도 조위고 간에 종다양도지수의 차

이가 있다고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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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 출현종

종다양도지수(H`)
개수 비율(%) 종수 비율(%)

조간대 상부 22 27.6 109 54.5 1.834 (±0.753)

조간대 중부 23 30.3 127 63.5 1.664 (±0.913)

조간대 하부 26 34.2 134 67.0 1.825 (±0.712)

조하대 6 7.9 71 35.5 1.595 (±0.695)

전체 77 100.0 200 100.0 1.761 (±0.778)

표 9 조고별 종수 및 종다양도지수

보호구역 지정이 법률상 지정기준에서 보듯 생물다양성이 높은 

곳을 대상으로 삼았던 것만큼 상위의 생물다양성 특성을 보이는 정점을 

대상으로 비교할 수 있다. 다만 상위 몇 %까지를 비교의 대상으로 삼을 

지는 이후 함해만에서 채취금지구역 형태의 해양보호구역의 면적과도 밀

접한 관련이 있어, 이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의 경우 2010년 당사국회의를 통해 전 지구적으로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면적 비율을 2020년까지 10%로 목표를 잡았다. 그

러나 선언적인 의미가 크고 공해까지 포함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이 낮게 

평가된다(Wood, 2011). Schmidt(1997)는 바다에서 20% 정도는 보호구역이 

되어야 한다고 제시했고, 미국산호초작업반(U.S. Coral Reef Task Force) 역

시 산호초 지대의 20%는 채취금지구역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봤다

(USCRTF, 2000). Bohnsack et al.(2000) 역시 모형과 사례연구의 결과를 통

해 산호초 해역의 20~30%는 채취금지구역으로 전면 보호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수산자원모델에 기초한 연구인 Goodyear(1993)은 남획에서 수산자

원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획되지 않은 생물량이 적어도 20%는 유

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오히려 수산과 관련된 다른 연구에서는 20%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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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 높은 20~40%(Man et al., 1995), 20~50%(DeMartini, 1993), 35%(Botsford 

et al., 2001) 등이 제안되기도 했다. 오히려 1990년 미국의 어초어업(Reef 

Fishery) 계획을 만드는 팀에서 미 남동부 대륙붕의 약 20%를 보호하자고 

했을 때 어민들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였고 결국 20%라는 수치 목

표는 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다(NRC, 2001). 면적에 대한 여러 연구를 종합

하면서 NRC(2001)에서는 적어도 20%에서 35%까지는 채취금지구역으로 

지정해야 취약한 지역을 보호할 수 있다고 봤다. 해양보호구역에 관한 문

제와 한계, 해법을 논한 Agardy et al.(2003)은 해역면적의 20%라는 최소한

의 면적 비율이 비록 많은 학자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으며 현실적인 목

표로는 의미가 있지만, 이 비율이 해양보호구역, 특히 채취금지구역을 통

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늘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함해만에 역시 

얼마만큼을 채취금지구역으로 하는 것이 생태적으로 효과가 있을 지는 

이 연구에서는 제시할 수 없다. 다만 기존의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감안

할 때 함해만 전체의 20%를 채취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수용할만

한 수준이라고 보고 함해만의 생물상 자료를 이에 따라 비교하였다.

국가가 실시한 갯벌생태계 조사결과 중 함해만에서 정점별로 출

현종의 수와 개체수, 종다양도지수를 비교하였다. 출현 종수 기준으로 상

위 20%인 16개 정점에서 총 150종이 출현하여, 함해만 전체에서 출현한 

종의 3/4이 나타났다. 종다양도지수(H`) 기준으로 상위 20%에 해당하는 

정점에서는 총 126종이 출현해 종수 기준에서보다 적게 출현하였고, 출현

개체수 기준의 상위그룹보다 적은 종이 출현하였다. 출현개체수 기준의 

상위 20%의 정점에서 출현한 종 125종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종수 기준 

상위과 종다양도지수 기준 상위 그룹, 출현개체수 기준 상위 그룹 각각에

서 종다양도지수는 2.054, 2.689, 0.748로 편차가 매우 컸으며, ANOVA 분

석 결과 세 집단의 평균 차이는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F=36.394,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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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20%) 정점수
출현종 평균 

종다양도지수종수 비율(%)

종수 기준 16 150 75.0 2.054 

출현개체수 기준 16 125 62.5 0.748 

종다양도지수 기준 16 126 63.0 2.689 

전체 77 200 100.0 1.761 

표 10 군집특성 생태지수별 상위 20% 정점군의 종수 및 종다양도지수

정점별 출현종수 분포 정점별 종다양도지수 분포
그림 3 함해만 정점별 출현종수와 종다양도지수

출현종수와 종다양도지수 각각 상위 20%에 해당하는 정점을 격자

로 표시하면 <그림-5>과 같다. 이 중 출현종수 기준과 종다양도지수에 공

통적으로 포함된 정점은 6개 정점이었다. 개체수 기준 상위 그룹 정점은 

종수 상위 기준 그룹과 5개 정점을 공유하나, 종다양도지수와는 정점을 

공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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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수 상위 20% 해당 정점 종다양도지수 상위 20% 해당 정점
정점 번호

종수 기준 개체수 
기준

종다양도
지수 기준

9 16 9
12 24 12
13 27 13
16 33 15
31 44 21
36 59 29
37 62 31
41 63 35
46 68 37
52 72 39
58 75 40
59 76 41
72 78 47
75 81 61
79 82 65
86 86 80

개체수 상위 20% 해당 정점 기준별 정점 비교
(습지보호지역 내는 굵은 글씨)

그림 4 생물학적 특성 상위 20% 정점 분포

함해만은 2001년 12월 28일 습지보호지역으로 약 42.0㎢가 지정되

었다. 전라남도 무안군과 함평군이 서로 경계를 이루는 함해만에서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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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지정한 습지보호지역은 무안군의 해역만을 대상으로 한다. 함해만 전

체 해역면적 86.3㎢의 약 48.7%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연안습지 기초조사

의 77개 정점의 63.2%에 해당하는 48개 정점이 습지보호지역 내에 위치

한다. 

습지보호지역 내에서 조사된 대형저서동물은 48개 정점에서 157

종이었는데, 이는 만 내에서 출현하는 종의 78.5%에 해당한다. 습지보호

지역 내 조사정점의 종다양도지수(H`)는 최소 0.210에서 최대 2.851이며 

평균 1.672(±0.782)이다. 보호구역 외부의 29개 정점의 평균 종다양도지수

(1.914±0.760)보다는 낮지만 통계적으로는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test, p=0.192). 종수에 있어서는 습지보호지역 내부에서 157종, 외부에서 

151종이 출현하였다. 면적이나 조사정점의 비율에 비해 출현종 수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11). 

습지보호지역이 함해만 전체에서는 절반이 채 되지 않지만 내부

에서 출현한 종수는 외부에서 출현한 종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러나 습지보호지역 내부에서 조사된 정점이 외부에서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습지보호지역이 비록 면적은 작지만 더 많은 출현종 수를 보여줄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습지보호지역 내부 습지보호지역 외부
함해만 전체

개수/면적 비율 개수/면적 비율

면 적 42.0㎢ 46.3% 48.7㎢ 53.7%  90.7㎢

조사정점 48개 63.2% 29개 36.8% 77개 정점

종다양도지수(H`) 1.672 - 1.914 - 평균 1.761

종 수 157종 78.5% 151종 75.5% 200종

표 11 습지보호지역 내외부 생물 조사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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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함해만 내 설정된 무안갯벌 습지보호지역

대상지역의 표층퇴적물의 분포와 특성은 해당해역에서 200개의 

정점을 찍어 입도분석을 실시한 류상옥 외(1998)의 결과를 활용하였다. 

류상옥 외(1998)에 따르면 함해만 내측은 역(G; gravel), 니사질역(msG; 

muddy sandy gravel), 역니질사(gmS; gravelly muddy sand), 역사니질(gsM; 

gravelly sandy mud), 니(M; mud)의 5개 퇴적상(facies)으로 조합할 수 있다. 

표층 퇴적물의 분포는 북서쪽의 만입구에는 역질퇴적물(Gravel)이 일부 

나타나고 만 입구에서 내부로 들어서면서 니사질역 퇴적물(muddy sandy 

Gravel)과 역사니질 퇴적물(gravelly sandy Mud)로 세립해진다. 만의 좌우로

는 조간대 상부로 올라가면서 니질 퇴적물(Mud)로 더욱 세립해지나, 만 

입구의 반대편인 남동쪽으로 가면서 역니사질 퇴적물(gravelly muddy 

Sand)로 다시 조립해지는 독특한 양상을 보인다. 이는 동계 북서풍의 영

향으로 만입구의 조립한 퇴적물이 남동쪽 해안으로 이동하여 퇴적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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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남동쪽 해안이 파랑의 영향으로 침식작용을 받아 비교적 조립질의 퇴

적물이 인근 해안과 조간대에 퇴적된 것으로 류상옥 외(1998)는 해석했

다.

그림 6 만내 조위 및 퇴적상 분포 현황

조사 정점별로 조위고를 조간대 상부, 중부, 하부, 조하대로 구분

하였다. 이를 위해 갯벌현황도와 해안선조사 자료, 해도를 이용하여 조간

대 상부와 조하대를 추출하고, 조간대 상부와 하부 간의 최단거리를 삼분

하는 분할법을 적용하여 상부, 중부, 하부로 조위를 구분했다(QGis Ver. 

1.8.0). 조위고에 따라 조사정점을 구분한 결과, 조하대는 6개 정점 7.9%로 

만내 면적 비율 33.1%보다 적으며, 조간대 상중하에 해당하는 정점은 각

각 21개, 23개, 26개로 비교적 골고루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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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위고 면적(㎢) 비율(%) 퇴적상 면적(㎢) 비율(%)

조하대 28.6 33.1 Muddy sandy gravel 4.1 4.7

Gravel 0.5 0.5조간대 하부 17.3 20.1

Gravelly sandy mud 32.4 37.5조간대 중부 13.0 15.1
Gravelly muddy 

sand 24.5 28.4조간대 상부 27.5 31.8

Mud 24.9 28.8

합계 86.4 100.0 86.4 100.0

표 12 조고 및 퇴적상별 만내 면적 및 비율

주: 퇴적상 자료는 류상옥 외(1998) 결과를 연구대상지역에 대해 한정하여 계산

생물종 중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은 법으로 별도로 정

해 보호하게 되는데, 국내에서는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과 환경부의 

‘멸종위기야생동물’, 해양수산부의 ‘보호대상해양생물’이 있다. 법적 보호

종의 출현여부는 보호구역 지정에도 중요한 요건에 해당된다.「해양생태

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서

식지나 산란지인 경우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

물’의 보호를 위해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호종 중 갯벌에 출현하는 종은 남방방게(Pseudohelice subquadrata), 갯게

(Chasmagnathus convexus). 대추귀고둥(Ellobium chinense), 붉은발말똥게

(Sesarmops intermedius)와 흰발농게(Uca lactea)가 해당된다. 5종은 모두 멸

종위기야생생물에 해당되고, 보호대상해양생물은 흰발농게를 제외한 4개 

종에 해당한다. 

함해만에서 정부가 실시한 연안습지 생태계 조사결과 총 77개 정

점에서 200종의 대형저서동물이 확인되었으나, 여기에는 앞서 제시된 보

호대상해양생물이나 멸종위기야생생물에 해당하는 종은 발견되지 않았

다. 비록 정부의 공식 조사에서는 이들 보호종이 출현하지 않았으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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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사정을 잘 아는 해양생물(게) 전문가에 따르면, 흰발농게와 붉은발

말똥게가 함해만 내 조간대 상부의 일부 지역에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표-13). 흰발농게는 함해만의 서측 갯벌센터가 위치한 유월

리 인근의 제방근처 조간대 상부에서 출현하고, 붉은발말똥게는 만 중앙

에서 남서측에 위치한 무안군 월두마을 전면의 패총섬 주변에서 출현한

다. 두 종 모두 국내 갯벌의 조간대 상부와 조상대 사이에서 매우 희귀하

게 출현하는 종이다(백용해, 2014). 

구분
보호종

위치
비고

경도 위도

흰발농게 126° 19′ 54.05″ 35° 06′ 16.85″ 유월리 갯벌센터 북측

붉은발말똥게 126° 23′ 47.34″ 35° 04′ 58.04″ 월두마을 패총섬 주변

표 13 함해만 보호종과 출현 위치

자료: 녹색습지교육원 백용해 원장 개인교신(2015.6.1)

2) 갯벌의 생물군집과 환경요인

연안습지 기초조사의 77개 정점에서 조사된 함해만 내 대형저서

동물의 종별 개체수 자료를 이용하여 집괴분석을 실시하였다. 집괴분석

의 수지도에서 보면, 먼저 유사도가 매우 낮은 10% 내외에서 묶인 정점 

70, 5, 20번(그림의 가장 우측)은 공간적으로도 분산되어 있고, 각각 조간

대 상부, 조하대, 조하대 하부에 위치하고 퇴적상도 전혀 다른 니질부터 

역질까지 매우 다르게 달랐다. 다차원척도 상에서도 이들 세 정점은 묶이

기 어려운 배치를 보여주고 있어 하나의 그룹으로 묶지 않고 제외하였다. 

이들 세 정점을 제외하면 유사도 18%에서 5개의 군집으로 구분할 



- 52 -

수 있다. 그룹A는 정점 57과 83번 정점으로 퇴적상은 다르나 모두 조간대 

최상부의 갯골이 없는 곳에 위치한다. 그룹B는 가장 많은 32개 정점이 포

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주로 조간대의 중부와 상부에 걸쳐 함해만의 좌우

측과 남동쪽 안쪽에 분포하며, 그룹C는 그림에서 보듯 만 중앙의 조하대

와 조간대 하부에 주로 분포한다. 그룹D는 만 좌우의 조간대 상부에 나

타나고, 만 내측의 남동부 갯벌에는 분포하지 않는 특성을 보인다. 이는 

조위고와 함께 만 좌우로 분포하는 니질 퇴적물의 영향도 함께 받는 것

으로 보인다. 그룹 E는 그룹D와는 달리 만 좌우측보다는 만 내측의 조간

대 중상부 지역에 주로 분포한다. 그러나 다차원척도법에서도 볼 수 있듯 

정점 간의 관계를 2차원으로 표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직관적

인 해석하기에는 주의가 필요한 수준이다. 

그림 7 함해만 저서생물상 집괴분석 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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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함해만 저서생물상 다차원척도

그림 9 함해만 대형저서동물 군집별 공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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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저서동물의 정점별 생물군집 자료와 환경요인간의 관계를 파

악하고자 Bio-Env Procedure를 수행하였다. 환경변수 간의 상관성 분석에

서 평균입도는 퇴적물 입자의 크기(Φ)를 표현하는데 자갈과 모래와는 음

의 상관관계, 실트와 클레이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유의미하게 보여줘 평

균입도는 제외한 결과에서는 자갈 함량(%)과 분급도(Φ), 조고(명목변수)

가 상관성이 높은 인자로 분석되었으나(ρ=0.36), 분급도(Φ) 대신 평균입도

가 들어간 경우에도 비슷한 상관성을 보였다(ρ=0.35).

3) 생물다양성 대리 변수의 설정

해양환경은 3차원의 공간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수라

는 매질로 가득 차 있어 어떤 생물의 존재 여부는 물론 생물별로 다른 생

활사와 서식환경, 나아가 해양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을 파악하는 것은 매

우 어려운 일이다(McArthur et al. 2010). 앞서 함해만의 생물군집의 변화

와 관련있는 환경변수로 자갈함량과 분급도, 조위고를 들 수 있었지만, 

환경요인을 사전에 통제한 연구(유종성, 2006; 윤상필 외, 2008)보다는  상

관성이 높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생물상 자료와 달리 퇴적상이나 

조위고에 관한 자료는 별개로 조사되었거나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추정한 결과이기 때문에 생물상 자료와 환경자료간의 상관관계가 상대적

으로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바다에서는 접근성의 문제로 생물 표본을 채집하기가 물리적으로

도 매우 어려운 일이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종의 분포에 대해

서는 육상에 비해 알려진 것이 많지 않다(Conroy & Noon, 1996). 더욱이 

보호구역의 경계를 정하는 과정에는 어업이나 광물채취와 같은 개발업자

의 반발은 물론 국가나 지자체 간 해상경계와 같은 정치적 문제도 개입

된다(Ward et al., 1999). 경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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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금지구역의 경계 설정을 불확실하고 부족한 종 분포 정보에 기초해

서는 다른 개발 수요나 정치적 반대논리를 설득하고 해역의 이용을 제한

하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해양에서는 생물 종의 분포나 풍부도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고 또한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보다 파악하기 쉽고 서식환경

을 안정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대리변수의 활용이 효과적이다

(Kenchington & Bleakely, 1994; McArthur et al., 2010). 생태계의 물리적․화

학적 특성으로 생물다양성을 대신할 수 있다는 개념은 수학적 기법을 활

용한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다(Meynard & Quinn, 2007; Foster & Dunstan, 

2009; Snelgrove, 2001; Olabarria, 2006; Gray, 20002). 각 연구에서 생물다양

성을 대신하는 환경변수는 연구대상 지역이나 생물군집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아래 표 14와 같이 기질이나 수질, 수심 등과 상

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중요 환경변수 상관성(%) 통계과정 선행 연구

니질(%), 바다까지 거리 30 Spearman Stevens & 
Connolly(2004)

경사, 자갈(%), %CaCO3 75 BIOENV Beaman et al.(2005)
평균입도, 유기탄소량, 수심 - BVSTEP 이형곤 외(2005)

니질(%), 자갈(%), 교란도, 수심 59 BIOENV Post et al.(2006)
수심, 경도 25 BIOENV Passlow et al.(2006)

수심, 경도, 어구 종류, 위도 44 BIOENV Williams et al.(2006)
조위고, 니질(%) 56~60 BIOENV 유종성(2006)

수심 65 BIOENV Sanders et al.(2007)
경사, 자갈(%), 탁도 62 BIOENV Beaman & Harris(2007)

총유기탄소, 산휘발성황화물, 
분급도, 수온

60 BIOENV 윤상필 외(2008)

용존산소, 평균입도, 분급도, 
니질함량, 유기물함량

21.6 BIOENV 황인서(2008)

표 14 생물군집과 환경변수 간의 상관성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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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저서동물 군집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소를 밝히려는 

연구가 존재한다. 일찍이 Choi & Koh(1994)와 Yoo & Hong(1996)은 퇴적물

의 입도조성이 서식생물의 공간분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혔으며, 

가덕도 주변을 대상으로 한 윤과 백(2001) 역시 서식생물의 퇴적상에 크

게 영향을 받는다고 봤다. 낙동강 하구역을 대상으로 한 이형곤 외(2005)

에서는 퇴적상과 유기탄소량, 수심을, 윤상필 외(2008)에서는 총유기탄소

와 산휘발성황화물, 분급도, 수온을 생물의 군집구조에 영향을 주는 요인

으로 봤다. 한편 이들 연구가 대부분 조하대의 대형저서생물군집을 대상

으로 한 반면, 유종성(2006)과  김순래(2014)는 갯벌을 대상으로 한 결과 

조위고와 니질 함량이 생물군집의 공간분포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로 

해석했다(표-14). 

해양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정책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이에 필요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하나, 많은 경우 해

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매우 부족하거나 제한적이다. 이는 해양생

물 조사 자체가 갖는 어려움, 해양조사가 갖는 높은 비용, 전문인력의 부

족, 사회적으로 낮은 우선순위 등 많은 부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보전과 개발이 경쟁하는 시급한 상황에서 생물다양성에 관한 자

료가 부족하다고 해서 조사를 통해 자료가 확보될 때까지 보호구역 설정

과 같은 정책 결정을 미루어둘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김진수 외, 

2000). 이런 상황에서 생물다양성을 평가하거나 대변할 수 있는 대리변수, 

특히 쉽게 조사하고 얻기 쉬운 비생물학적 변수는 생물다양성을 가늠하

는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McArthur et al., 2010). 

함해만에서는 생물상 자료가 어떤 해의 하계에 얻어진 자료이고, 

조사 시기에 퇴적상이나 조위고, 수질에 관한 자료를 함께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서생물군집과 환경변수 간에 상관성이 다른 연구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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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높게 나온 것은 아니다. 조위고의 경우 만조수위선과 간조수위선 사이

에서 연속적인 값을 가진 것이 아니라 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해 상중하로 

구분하고 통계분석을 위해 각각에 명목변수를 할당했기 때문에 이 과정

에서 조위고에 대한 정보가 상당부분 소실되었을 수 있다. 또한 퇴적상 

자료는 1998년 개인 연구자에 의해 많은 정점에서 조사되기는 하였지만 

생물상 자료는 이로부터 10년이 흐른 2008년에 조사된 결과이다. 적어도 

10년 사이 퇴적상은 물론 생물상에서도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Bio-Env를 통해 분석된 에서 나온 0.36의 상관성은 다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해서도 낮다고 하기 어렵고, 더욱이 분석대상인 생물상 자료와 환경

변수 자료 각각이 갖는 신뢰성의 한계를 고려해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

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생물군집의 분포에 대한 대리변수로서 환경변수를 활용하

는 것은 충분한 타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생물조사로는 함

해만만 하더라도 전 해역을 빠짐없이 조사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

를 고려할 때 생물다양성에 대한 보전 목표를 환경변수로 대신할 수 있

다. 이 연구에서는 상관분석 결과를 통해 의미있게 제시된 퇴적 관련 변

수인 자갈함량과 분급도(또는 조위도)를 입도 조성에 따라 구분한 ‘퇴적

상’으로 대신하고, 공간정보시스템에서 얻은 ‘조위고’를 다양한 서식처를 

포함한다는 차원에서 생물다양성에 대한 대리변수로 활용하여 해양보호

구역 경계설정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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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업권 어종별 연간수익액 추정

우리나라 연안에는 「수산업법」에 근거하여 일정한 기간 배타적

인 조업이 가능한 어업권이 설정되어 있다. 함해만의 경우 마을어업과 양

식어업에 대한 어업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총 69개소, 16.2㎢가 지정되어 

있다(중복제외). 전체 해역 면적의 약 18.8%가 어업권으로 설정된 셈이다. 

함해만에 허가된 양식어업과 마을어업의 면적과 허가된 어종은 <표-15>

와 같으며, 각각의 위치를 담은 어장도는 <그림-10>과 같다. 

면허 
개소

면적(㎢) 주요 어종 조업방식

마을어업 25개소 11.68 갯지렁이, 낙지, 기타 
패류

맨손, 도수, 
나잠

양식어업 44개소 7.29 김, 굴, 바지락, 고막 등
투석식, 

살포식 등

합계 69개소
18.97

(중복제외 16.20) - -

표 15 함해만 내 주요 어업권 설정 현황

  주: 괄호안은 마을어업과 양식어업의 면적 합계 중 중복된 어업권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무안군청 개인 교신 자료

어업권이 설정된 해역을 해양보호구역 중 가장 강력한 채취금지

구역을 설정하여 수산물을 비롯한 해양생물의 채취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어업권을 보상을 통해 소멸시켜야 한다. 이때 「수산업법」시행령 

별표 4의 『어업보상에 대한 손실액의 산출방법・산출기준 및 손실액산

출기관등』에 따라 보상을 실시한다. 경우에 따라 다양한 산식이 활용되

지만, 기본적으로 해당 어업권에서 얻는 수익액을 기준으로 삼으며, 이를 

산정하기 위해 해당 어업권별 어획실적을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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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함해만 내 어업권의 분포

국내에는 어촌계별 또는 어장별 어획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 모니

터링이나 신고체계가 없기 때문에 개별 어장의 어획실적은 매립 등으로 

어업피해가 발생할 때 실시하는 피해조사용역의 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최근에는 국가적으로 매립이 감소하면서 어업권에 대한 보

상을 위한 피해조사 역시 많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서는 연구 대상지역인 

함해만에 대한 어획실적을 확인할 수가 없어 서해안의 다른 갯벌에서 이

루어진 어업피해조사 결과를 이용하였다. 이를 위해 같은 서해안의 갯벌

인 충남 대산항 인근 갯벌에서 이루어진 어업피해조사 결과(부경대학교, 

2004; 부경대학교, 2006)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어업피해조사에서는 어촌계별로 생산 어종과 어획량을 개별적으

로 조사한다. 이 연구에서는 채취금지구역 설정 과정에서 어업권이 비용

으로 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업피해조사에서 조사된 어종별 어획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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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면적을 통해 어장별 어획량을 산출하고, 해양수산부의 수산포털정보

를 활용하여 어장별 평년 수익액을 추정하였다. 이를 다시 어장의 단위면

적 기준으로 환산한 결과, 바지락은 연간 ㎡ 당 340.5원, 굴 37.1원, 낙지 

109.1원, 기타 어패류 8.5원, 김 285.5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으로 추정

되었다. 

서산-당진 
연간어획량

어장 면적(A) 
(㎡) 

바지락(B)
(㎏/yr) 

굴
(㎏/yr)

낙지
(㎏/yr)

기타
(㎏/yr)

2004   8,549,100 1,407,391  521,705 34,983 30,538 

2006  15,979,818 1,401,099  460,584  58,115 20,840 

수산물 단가(원/kg)
(C) - 2,699 827 28,227   3,468 

면적당 연간 
수익액(원/㎡/yr) (D) - 340.5 37.1 109.1 8.5 

계산식
D(면적당 연간 수익액) = B(어종별 연간어획량) ÷ 

A(어장면적) × C(어종별 단가)

표 16 어패류 면적당 수익액 산출 기준표

 주: 수산물단가는 수산포털정보(2014년 기준)(http://www.fips.go.kr/) 활용
 자료: 어장면적 및 어종별 생산량은 부경대학교(2004, 2006)의 자료를 활용하여 재분석

김 양식은 부경대학교(2004)에서 조사된 어업권별 면적과 인가 책

수, 그리고 어업권별로 조사된 책 당 생산량을 기초로 수산물 단가를 곱

하여 면적당 연간 수익액을 계산하였다. 이에 따르면 김은 ㎡ 당 평균적

으로 연간 285.5원의 수익을 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어종별로 추정된 면적당 연간수익액은 함해만에 설정된 어장 각

각에 대한 비용을 대신한다. 채취금지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소멸보상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평균 연간수익액의 적어도 8.3년 이상을 보상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어업권별 어종별로 파악한 단위면적 당 연간수익액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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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상에 나타내면 <그림-11>과 같다. 

품종 김

면적(㎡) 400,000

연간 생산량(㎏/yr) 200,000

수산물 단가(원/kg)(물김 기준) 571

면적당 연간수익액(원/㎡/yr) 285.5

표 17 김 면적당 수익액 산출 기준표

자료: 부경대학교(2004) 및 수산포털정보(2014년 기준)(http://www.fips.go.kr/) 활용하여 재분석

그림 11 함해만 내 어업권 별 단위면적당 연간순익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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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보호구역 후보지 탐색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보전하고자 하는 서식처를 대표하는 

환경변수로 조위고와 퇴적상을 활용하였다. 조위고는 조간대 내에서는 

상, 중, 하로 나누고 여기에 조하대를 추가하였으며, 퇴적상은 함해만 내

에서 나타나는 퇴적상의 구분 결과(류상옥 외, 1998)를 활용하였다. 함해

만 전체를 가로 세로 500m로 구분한 격자에 각각의 환경변수를 배분하였

으며, 이를 주어진 보호구역의 조건에 따라 후보지를 탐색하였다. 시나리

오는 세 가지로 구분하여 어업권에 대한 보상을 고려하지 않고 서식처를 

일정 목표 달성하는 경우, 어업권 보상과 시석처 목표 달성을 동시에 고

려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여기에 법적 보호종의 출현지역을 포함하는 경

우로 구분했다. 모든 최적해 탐색은 시도에서 반복횟수는 1,000,000회로 

하였다. 

1) 시나리오 1 : 서식처 특성만 고려(어업권 보상 제외)

시나리오 1의 보호구역 탐색조건은 다음과 같다. 

ⅰ) 4개 퇴적상과 4개 조위고(3개 조간대 구간과 조하대)로 구분

한 각 서식처의 20% 이상이 보호구역에 포함하도록 제한한다

(tj=0.2). 

     (단, 최적안 탐색이 엄격한 제한식 적용으로 왜곡되는 현상을 줄이기 위하

여 각 제한 조건(각 서식처의 20% 이상)의 95% 이상을 만족하면 타당한 해

에 포함한다.)

ⅱ)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하는데 어업권 보상 비용은 고려하지 않

는다(ci=0). 

ⅲ) 둘레가중치를 조정하여 후보지역의 형태를 변화시키고, 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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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와 포함된 격자 개수의 변화를 살펴본다. 

ⅳ) 최적화는 각 100번을 시도하며, 격자선택빈도를 통해 선택된 

격자의 중요도를 평가한다.

둘레가중치를 0으로 설정하여 무리를 짓도록 조건이 배제된 경우, 

목적함수는 둘레 길이와는 관계없이 제한식을 만족하는 가장 적은 수의 

격자를 찾게 된다. 총 430개 격자에서 69개(16%)를 선택한 최적해가 도출

되며, 격자선택빈도에서는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고 만 전체가 골고루 

선택되고 있으나 만 중앙에서 좌측과 우측 조간대가 비교적 많이 선택되

었다.

 둘레가중치가 점차 증가하면 보호구역 후보지는 파편화된 형태

에서 점차 하나의 덩어리를 형성하며, 격자의 개수는 일부 늘어나고 둘레

의 길이는 급격히 감소한다. 표에서처럼 파편화되었을 때(둘레가중치=0)

는 후보지역에 포함된 격자가 69개로도 서식처에 대한 20% 제약조건을 

만족할 수 있었다. 그러나 둘레가중치가 커져 하나의 큰 조각이 되면서는 

포함되는 격자가 78개로 늘어나야 제약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 반면 둘레 

길이는 파편화되었을 때는 108,000m였으나, 하나의 조각으로 커지면서는 

18,000m로 90% 이상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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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둘레가중치

0 10-6 10-4 10-3 10-2 10-1 1 10

최
적
안 

격자(개) 69 69 69 72 78 78 78 78

비율(%)
(총 430개) 16.0 16.0 16.0 16.7 18.1 18.1 18.1 18.1

둘레 길이(m) 115,000 110,000 77,000 20,000 18,000 18,000 18,000 18,000

원대비
둘레비율(CR) 7.8 7.5 5.2 1.3 1.2 1.2 1.2 1.2

보전목표 달성률 99.3 98.9 99.2 99.9 99.4 99.4 99.4 99.4

표 18 시나리오 1: 둘레가중치에 따른 후보지역의 격자와 둘레 변화

둘레가중치가 커지면서 둘레 길이는 줄어들고 격자의 개수는 일

정해진다. 후보지의 조각이 어떻게 무리를 이루는지를 수치적으로 측정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손쉽게는 둘레 길이를 면적으로 나눌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결과값이 길이의 차원을 갖게 되기 때문에 단위가 

다른 경우 서로 비교하기가 어렵다. 반면 조각의 모양에서 이상적으로 가

장자리 효과가 최소인 형태가 원이라는 점을 이용해 만든 지수가 ‘원 대

비 둘레비율(compactness ratio, CR)’이다(Possingham et al, 2000). 이 비율을 

활용하면 이상적으로 원을 가정하기 때문에 조각의 면적에 비해 둘레가 

가장 작은 상태가 1로 설정된다. 따라서 조각의 길이을 표현하는 단위에 

구애받지 않고 조각의 모양을 평가할 수 있다.

원대비둘레비율×면적

둘레길이

둘레가중치 변화에 따른 보호구역 후보지의 둘레비율을 보면, 묶

이지 않고 파편화된 조건인 둘레가중치 0에서 둘레비율 값은 7.8로 나타

나고, 둘레가중치가 커지면서 둘레비율 값은 점차 감소하는데 격자의 개

수와 둘레 길이가 수렴하는 둘레가중치 0.01 이상에서는 둘레비율 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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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로 일정해진다(그림-12). 이는 보호구역의 형태(그림-13)에서도 둘레가

중치 0.01 이상에서 동일한 모양이 형성되는 것과 같은 변화이다. 

그림 12 시나리오1: 둘레가중치에 따른 보호구역 둘레 길이와 격자 개수 

변화(상), 원 대비 둘레비율(CR)의 변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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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1 최적안 격자별 선택빈도(n=100)

둘레가
중치

0

둘레가
중치
10-6

둘레가
중치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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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1 최적안 격자별 선택빈도(n=100)

둘레가
중치
10-3

둘레가
중치
10-2

둘레가
중치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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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1 최적안 격자별 선택빈도(n=100)

둘레가
중치

1

둘레가
중치

10

그림 13 시나리오1: 둘레가중치에 따른 최적 사이트 형태와 선택빈도

보호구역 형태를 보여주는 <그림-13>에서 보듯, 둘레가중치가 

0.01보다 큰 경우 보호구역 후보지는 하나의 큰 조각으로 형성되는데, 최

적 사이트로 도출된 대부분의 후보지는 주로 함해만의 중심부에서 오른

쪽인 함평군 쪽을 선택했다. 그러나 100번의 탐색 시도에서 격자가 선택

된 빈도를 표시한 <그림-13>(우)를 보면 함해만의 좌측인 무안군 쪽도 여

러 차례 선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100번의 탐색 과정에서 가장 최

적으로 꼽히지는 않았지만 최적안과 유사한 수준의 둘레 길이와 격자의 

수를 갖는 후보 사이트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둘레가중치가 1인 경우 최적안과 차선안의 형태와 둘

레 길이는 <표-19>와 같다. 포함된 격자의 개수는 최적안과 차선안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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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78개와 77개로 차선안이 더 적은 반면, 둘레 길이는 최적안이 1,000m 

더 짧다. 조각의 모양이 원에 가까울수록 1에 가까운 값을 갖는 원대비둘

레비율 비율은 최적안이 근소하게 1에 더 가까운 값을 가지나 그 차이는 

매우 작다. 최적안이 8개 서식처 조건(각 20% 이상 포함) 중 2개 조건에

서 목표값에 달하지는 못했지만, 최적해 탐색의 편의를 위해 허용치 95% 

이상을 달성했기 때문에 제약조건은 만족한 것으로 최적안에 포함되었

다. 이처럼 최적안과 차선안은 모양과 특성이 미세하게 다를 뿐 서식처에 

대한 제한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다만 이 둘은 함해만 내에서 전혀 다른 

위치인 함평군과 무안군으로 나뉘어져 있다. 

둘레가중치=
1 최적안 차선안

모양

격자 개수 78개 77개
둘레 

길이(m) 18,000m 19,000m

원대비둘레
비율

1.15 1.20

제약조건
8개 서식처 
(20%) 포함

2개 조건(>99%)
나머지 6개 조건 100% 만족

모든 조건 100% 만족

비고 95% 이상 달성 시 제약조건 만족한 것으로 설정

표 19 시나리오 1: 둘레가중치 1에서 최적안과 차선안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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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나리오 2 : 서식처 특성과 어업권 보상 고려

함해만 내에는 양식어업 44건, 마을어업 25건 등 총 69건의 면허

어업권이 발급되어 있다. 면허어업에 대한 보상기준에 따라 어업권별로 

연간수익액을 어장의 종류와 생산어종에 따라 할당하였다. 이때 선형계

획법의 탐색과정을 거쳐 보호구역으로 선택된 격자에 어장이 포함되면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연간수익액을 비용으로 계산한다. 이에 따라 선

형계획법 상의 제약식의 서식처 조건(각각 20% 이상 포함)은 이전 시나

리오와 동일하게 만족하여야 하나, 목적함수에서 둘레 면적과 둘레가중

치의 곱 외에 보호구역으로 선택된 해역 내 어장의 연간수익액이 비용으

로 포함되도록 한다. 시나리오 2에서는 다음 조건에 따라 최적지를 탐색

하였다. 

ⅰ) 4개 퇴적상과 4개 조위고(3개 조간대 구간과 조하대)로 구분

한 각 서식처의 20% 이상이 보호구역에 포함하도록 제한한다

(tj=0.2). 

     (단, 최적안 탐색이 엄격한 제한식 적용으로 왜곡되는 현상을 줄이기 위하

여 각 제한 조건(각 서식처의 20% 이상)의 95% 이상을 만족하면 타당한 해

에 포함한다.)

ⅱ)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는데 있어 어업권 보상 비용은 어업권

별(어종별) 연간수익액을 산정하여 고려한다(ci=어업권 면적별 

연간수익액 추정치). 

ⅲ) 둘레가중치를 조정하여 후보지역의 형태를 변화시키고, 둘레 

길이와 포함된 격자 개수의 변화를 살펴본다. 

ⅳ) 최적화는 각 100번을 시도하며, 격자선택빈도를 통해 선택된 

격자의 중요도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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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 포함여부에 따라 보호구역 설정에 비용이라는 제한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형계획식의 둘레가중치를 조정하면서 보호구역 후보

지의 모양과 크기, 비용의 변화를 살펴봤다. 파편화된 형태를 갖도록 하

는 조건인 둘레가중치가 0일 때 보호구역에 포함된 격자는 116개로 전체 

면적의 약 27%를 차지하며 둘레 길이는 약 152,000m를 보여준다. 

둘레가중치가 1이 되면 둘레가중치가 0일 때와는 달리 격자가 모

여 보다 큰 조각을 이루는 것이 선호된다. 선형계획법의 함수식에서 둘레 

길이와 비용의 합을 최소로 하는 조합을 탐색하기 때문에 최대한 어장이 

포함되지 않은 조건에서 보호구역 후보지를 탐색하게 되며, 그 결과 총 

82개의 격자가 선택된다. 그러나 어장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은 

0이며, 둘레 길이는 약 43,000m인 최적해를 찾아냈다. 앞서 둘레가중치가 

0일 때에 비해 둘레 길이는 급격히 감소했고, 총 4개의 조각을 형성한 후

보지역의 묶음정도(CR)는 약 2.7의 값을 보인다. 

<그림-15>에서 보여주듯 둘레가중치가 커지면서 격자의 개수와 

둘레의 길이는 계단형의 변화를 보여준다. 둘레가중치가 100을 지나면서 

둘레가 한번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후 둘레가중치가 10,000 이후에 다시 

한번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런 변화는 둘레가중치에 따라 

후보지의 모양을 보여주는 <그림-14>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듯, 조각의 

개수 변화에 따라 격자의 개수와 둘레 길이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둘레가중치가 1에서 100 인근까지는 4개의 조각을 구성하다가, 이후 둘레

가중치가 400 부터는 3개의 조각으로 합쳐지면서 둘레의 길이가 크게 감

소한다. 이후 둘레가중치가 증가해도 둘레 길이가 유지되다가 둘레가중

치가 10,000을 지나면서 둘레 길이가 또 한 번 감소하는데 이 역시 조각

의 개수가 2개에서  1개로 줄어드는 것을 반영한다. 둘레가중치가 이보다 

클 때는 포함된 격자의 수나 둘레 길이, 조각의 개수에서 거의 변화가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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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레가중치에 따른 격자 개수의 변화는 둘레 길이의 변화에 비해 

다소 불규칙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격자의 개수가 불과 79개에서 83개 

사이에서 다소 변화가 있는 수준으로 큰 변화가 있다고 하다고 하기 어

렵다. 다만 격자의 개수는 면적을 대신하고 있어 둘레 길이와 면적의 비

율을 활용한 묶음정도(CR)를 통해 보호구역 조각의 형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림-15>에서 보듯 둘레가중치가 커지더라도 후보지역의 조각 

개수가 유지될 때는 CR 역시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된 후, 조각 개수가 

줄어들면서 단계적으로 감소한다. 앞서 둘레 길이의 변화가 조각의 개수

에 따라 변화한 것과 같은 변화이다. 

비용에 해당하는 어업권 보상규모는 둘레가중치가 커지면서 단계

적으로 증가하나, 둘레가중치가 50,000 이후부터는 하나의 조각이 되고, 

둘레가중치가 600,000 보다 더 커진 후에는 모양에 있어 큰 변화가 나타

나지 않으면서 비용도 일정한 수준에서 수렴한다. 

보호구역 후보지의 둘레 길이, 즉 모양에 대한 가중치인 둘레가중

치의 크기에 따라 모양과 이에 따른 비용이 변화하기 때문에, 적정한 둘

레가중치 설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둘레가중치 변화에 따른 보호

구역 설정 비용과 둘레 길이의 변화와 그 관계는 보호구역을 설정하려는 

정책결정자나 지역사회 입장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지원 자료가 된다. 정책결정자는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얼마만큼의 

비용을 부담하면 어떤 형태와 규모의 보호구역을 확보할 수 있는 지를 

가늠하거나, 반대로 원하는 보호구역의 모양과 크기가 있을 때 얼마만큼

의 비용이 필요한 지를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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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시나리오2: 둘레가중치에 따른 보호구역 둘레 길이와 격자 개수 변화(상), 

원대비둘레비율의 변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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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시나리오2: 둘레가중치변화에 따른 비용(상)과 둘레 길이(하)의 

변화

만약 둘레가중치를 10,000으로 잡으며, 두 개의 조각으로 구성된 

후보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어업권 소멸에 따른 보상이 법에서 정한 평

년수익액의 8.3배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잔존가치나 어업경비 제외), 

해양보호구역(채취금지구역)을 추진하는 행정관청은 보상액으로 연간수

익액 1,700만원의 8.3배인 약 1억 4천백만 원을 준비해야 한다. 

만약 정책결정자나 이해관계자가 하나의 조각으로 구성된 보호구

역을 원한다면, 하나의 조각을 이루는 가장 작은 둘레가중치인 20,000으

로 설정해 최적안을 탐색할 수 있다. 이 때 나온 후보지는 81개의 격자로 

구성된 한 개의 조각으로, 비용(연간수익액)은 약 1억 3천 9백만 원이며, 

보상액은 비용의 8.3배인 약 11억 5천만 원이 필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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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조각(둘레가중치 10,000)에서 하나의 조각(둘레가중치 

20,000)으로 변하면서 보상에 필요한 비용은 1억 4천백만 원에서 11억 5

천만 원으로 약 8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조건에서 둘레 길이는 35,520m

에서 26,100m로 26.5%가 감소했다. 보호구역 모양의 변화에 비해 보상액

이 과도하게 늘어난 반면, 둘레 길이의 감소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

만 여기서 고려하지 않은 보호구역에 대한 순찰이나 감시 비용은 둘레 

길이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매년 소요되는 순찰과 감시 비용을 고려한

다면 어떤 안을 선호할 것인지는 다를 수 있다. 이에 대한 선호는 의사결

정자나 이해관계자의 몫으로 여기서는 의사결정의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구분
(tj=0.2)

둘레가중치

0 1 100 300 3,300 10,000 40,000 3×106

최
적
안 

격자(개) 116 82 82 82 81 81 80 78

비율(%)
(총 430개) 27.0 19.1 19.1 19.0 18.9 18.9

둘레 길이(m) 151,820 42,980 40.530 38.210 37,050 33,000 22,000 18,000

원대비둘레비율 7.9 2.7 2.5 2.4 2.3

비용(해당 어장 
연간수익액)(천원)

0 0 99 386 3,022 27,896 178,099 848,853

보전목표 달성률 100.0 100.0 100.0 100.0 99.9 100.0 100.0 99.4

표 20 시나리오 2: 둘레가중치에 따른 후보지역의 격자와 둘레 변화

   주: 각 둘레가중치별 100회의 탐색시도 중 최적화 값을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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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2 최적지 격자선택빈도(n=100)

둘레가중치 
0

둘레가중치 
1

둘레가중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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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2 최적지 격자선택빈도(n=100)

둘레가중치 
100

둘레가중치 
300

둘레가중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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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2 최적지 격자선택빈도(n=100)

둘레가중치
3,300

둘레가중치 
10,000

둘레가중치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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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2 최적지 격자선택빈도(n=100)

둘레가중치 
40,000
(최적)

둘레가중치 
50,000

둘레가중치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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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2 최적지 격자선택빈도(n=100)

둘레가중치 
3,000,000

그림 16 시나리오 2 : 둘레가중치에 따른 최적 사이트와 격자선택빈도(n=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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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호구역 설정에 관한 의사결정에 고려할 수 있는 예산 수

준이나 이해관계자가 선호하는 보호구역의 모양과는 무관하게 기술적으

로 둘레 길이와 비용의 변화 사이에서 최적의 둘레가중치를 구할 수 있

다. Cohon et al.(1979)은 두 개의 목표를 가진 문제에서 최적점을 찾아내

는 방식을 제시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그 원리를 활용하여 비용과 둘레 

길이 사이의 관계에서 최적점을 찾아보았다. 

우선 비용이 최소가 되는 해와 둘레가 최소가 되는 해를 이용하

여 기울기를 정하고, 이를 둘레와 비용간의 곡선식에 적용하여 두 값의 

곱이 최소가 되도록 접점을 도출한다. 최소비용을 보여주는 해는 둘레가

중치가 1일 경우로 보호구역 후보지에 어업권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둘레 길이와 비용이 하나의 좌료를 이룬다. 이를 “정점_X”로 설정한다. 

반면 둘레가중치를 증가시키면 둘레 길이가 줄어들면서 비용은 증가한

다. 그러나 둘레 길이는 보호구역 조각이 한 덩어리가 되면서 일정한 값

에 수렴하는데 둘레 길이가 일정해지는 둘레가중치가 106 이후(106~109)

의 비용 값을 평균하여 비용의 최대값으로 한다. 둘레 길이의 점근하는 

값을 기준으로 정한 이 점을 “정점_Y”로 설정한다(그림-17). 이를 정리하

여 좌표를 구하면 아래와 같다. 

정점_X : 최소 비용(Cost)을 제시하는 해 ~ (BL(X), Cost(X))

X(42980, 0) at 둘레가중치 0

정점_Y : 최소 둘레 길이(BL)를 제시하는 해 ~ (BL(Y), Cost(Y))

Y(19248, 5.88×108) at 둘레가중치 larger than 106

기울기 = {비용의 변화] ÷ {둘레 길이의 변화}

= {Cost(X) - Cost(Y)} ÷ {BL(X) - BL(Y)}

= -2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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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정점 X와 Y에서 도출된 기울기를 둘레 길이와 비용의 곡선에 

적용하여 접선에 해당하는 접점을 구할 수 있고, 이때 접점에 해당하는 

둘레가중치는 약 40,000이다. 접점에서 둘레 길이는 약 23,000m, 비용은 1

억 9천 7백만 원으로 추정된다. 

그림 17 둘레 길이와 비용의 상관관계 (tj=0.2)

둘레가중치는 보호구역의 최적지가 어떤 모양인지를 고안하기 위

한 변수로, 이를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보호구역 조각의 개수와 모양이 변

화하였다. 특히 어업권이 형성된 연안습지의 경우 보상을 전제로 하는 채

취금지구역 설정을 위해서는 구역 내 어업권 포함을 최소화하고 비용의 

투입을 줄이면서 원하는 보전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개 서식처 조건에 대한 보전목표는 함해만 내의 해당서식처 면

적에서 얼마나 보호구역에 포함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변수로 전환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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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앞서 분석에서는 보전목표(tj)를 각 서식처 면적의 20% 이상을 포함할 

것을 설정했으나, 보전목표를 10%에서 40%까지 증가시키며 둘레가중치

에 따른 비용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일부 구간에서 증감의 변화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전목표가 높아질수록 비용도 이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경향

을 보인다. 보전목표가 필요로 하는 서식지의 비율이기 때문에 그 비율이 

커질수록 보후구역 후보지의 면적도 비례해서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림 18 보전 목표(tj)와 둘레가중치 변화에 따른 어업권 보상 비용의 변화

비용과 둘레 길이의 관계에서 최적해로 제시된 둘레가중치 40,000

을 기준으로 보전목표(tj)를 조정해가면 최적후보지의 특성을 살펴본다. 

우선 환경변수의 20% 이상을 보전(tj=0.2)하도록 한 최적후보지(둘레가중

치 40,000)는 함해만의 중부 서측의 해안을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고, 해당

해역의 마을어업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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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 0.1 0.2 0.3 0.4 0.5 0.6

격자수 42 (9.8%) 80 (18.6%) 120 (27.7%) 155 (36.2%) 201 (46.7%) 241

둘레길이(m) 15,000 22,000 27,500 38,000 47,000 53,000

면적
(㎢) 9.0 (10.8%) 17.9 (20.7%) 26.7 (30.1%) 34.9 (40.4%) 44.8 (51.9%) 54.3 (62.8%)

비용
(백만 원) 38.4 178.1 313.1 420.3 833.2 885.1

해당 
조사정점

(총 76개소)
9개 17개 23개 27개 37개 48개

출현종수
(종) 78종 109종 120종 127종 147종 157종

표 21 시나리오 2: 둘레가중치 40,000에서 보전목표(tj) 변화에 따른 후보지역의 특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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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나리오 3 : 서식처 특성, 보호종 출현지, 어업권 보상 고려

 시나리오 3에서는 앞서 시나리오 2의 서식처 다양성 조건과 어

업권에 더하여 보호종의 출현지를 포함하여 보호구역을 탐색하였다. 연

구대상지역인 함해만에서는 정부의 연안습지기초조사(모니터링 조사) 결

과 보호종이 한 종도 발견되지 않았으나, 국내 해양생태 전문가의 발견기

록(표-13)을 토대로 보호종이 발견된 지역을 보호구역(채취금지구역)에서 

미리 포함하여 선형계획법의 최적해를 탐색하였다. 탐색 조건은 다음과 

같다. 

ⅰ) 4개 퇴적상과 4개 조위고(3개 조간대 구간과 조하대)로 구분

한 각 서식처의 20% 이상이 보호구역에 포함하도록 제한한다

(tj=0.2). 

     (단, 최적안 탐색이 엄격한 제한식 적용으로 왜곡되는 현상을 줄이기 위하

여 각 제한 조건(각 서식처의 20% 이상)의 95% 이상을 만족하면 타당한 해

에 포함한다.)

ⅱ)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는데 있어 어업권 보상 비용은 어업권

별(어종별) 연간수익액을 산정하여 고려한다(ci=어업권 면적별 

연간수익액 추정치). 

ⅲ) 보호종이 출현한 지역을 포함한 상태에서 해양보호구역 적지

를 탐색한다. 

ⅳ) 둘레가중치를 조정하여 후보지역의 형태를 변화시키고, 둘레 

길이와 포함된 격자 개수의 변화를 살펴본다. 

ⅴ) 최적화는 각 100번을 시도하며, 격자선택빈도를 통해 선택된 

격자의 중요도를 평가한다.

함해만에서 보호종으로 확인되는 붉은발말똥게와 흰발농게는 서

식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종들로 이들의 서식범위는 이 연구의 공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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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인 격자길이 500m를 넘지 못한다. 격자의 크기에 비해 이들의 서식

범위가 매우 좁기 때문에 해당 종이 출현하는 해당격자 하나씩을 보호구

역 후보지로 고정한 상태에서 제약조건을 만족하고 비용과 둘레 길이가 

최소가 되는 최적지를 탐색하였다. 

구분
(tj=0.2)

둘레가중치

0 1 100 300 3,300 10,000 40,000 3×106

최
적
안 

격자(개) 101 82 83 81 81 82 82 84

비율(%)
(총 430개) 23.5% 19.1% 19.3% 18.8% 18.8% 19.1% 19.1% 19.5%

둘레 길이(m) 154,000 42,000 40,000 37,000 37,000 33,000 24,000 20,000

원대비둘레비율 8.65 2.62 2.48 2.32 2.32 2.06 1.50 1.23 

해당 어장 
연간수익액(천원)

0 0 82 420 420 27,897 170,957 848,853

보전목표 달성률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22 시나리오 3: 둘레가중치에 따른 후보지역의 격자와 둘레 변화

둘레가중치가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둘레 길이의 변화나 격자 개

수의 변화 양상은 앞서 시나리오 2와 유사하다. 무리를 짓지 않는 조건인 

둘레가중치 0을 제외하고는 둘레가중치가 커지면서 조각의 개수와 둘레 

길이는 보호구역 후보지의 조각의 개수가 변화에 따라 계단형으로 달라

진다.

둘레가중치가 1일때 보호구역 후보지는 4개의 조각으로 시작한다. 

더욱이 보호종이 출현하는 두 지역이 시나리오 2의 후보지역의 조각 안

에 포함되어 있어 조각의 모양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4개의 조각은 둘

레가중치가 100까지 증가할 때까지 유지되고, 둘레가중치가 천 단위(103)

에서는 3개의 조각으로 구성된다. 3개의 조각까지는 후보지역에 어장을 

포함하는 비율도 매우 낮아 둘레가중치 3,300일 때 후보지역에 포함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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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추정되는 연간수익액은 42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이후 둘레가중치가 만 단위(104)로 커지면서 조각은 2개로 

줄어들고 이후 둘레가중치가 더 커지면서 하나의 커다란 조각과 보호종

이 출현하는 하나의 격자로 구성되는 후보지역이 도출되기 시작한다. 앞

서 보호종 출현지를 고려하지 않은 시나리오 2에서 둘레 길이와 비용의 

관계에서 효과적인 가중치로 설정된 둘레가중치 40,000에서는 붉은발말

똥게가 출현한 조간대 상부의 한 격자와 만 중앙에 81개의 격자로 구성

된 큰 조각으로 후보지역이 형성된다. 이는 둘레가중치 50,000에서도 같

은 경향이다. 100회의 탐색시도에서 격자별로 선택되는 빈도를 보여주는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 붉은발말똥게가 출현한 만 서측의 1개 격자를 제

외하고는 시나리오 2와 유사하게 만 중심부 좌측에 핵심구역이 형성된다. 

둘레가중치가 100,000에서는 여전히 만 중앙부가 핵심구역으로 높

은 빈도(100회 중 80번 이상)로 선택되고 있지만, 100번의 시도 중 최적안

으로 도출된 후보지는 앞서와 달리 보호종이 출현한 두 개의 격자를 모

두 포함하는 하나의 큰 조각도 도출되었다. 이 조각은 이전의 최적해에서 

선택된 격자보다 많은 86개의 격자를 선택하였고, 둘레 길이는 22,000m이

고 어장 포함에 따른 비용은 2억 7천 2백만 원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후 둘레가중치가 커져 둘레 길이의 중요도가 비용보다 더 커지게 되면 

다시 하나의 격자와 하나의 큰 조각으로 나누어진 후보지역이 도출된다. 

다만 둘레가중치가 커져 함수식 내 비용의 중요도가 낮아지면서 이전에

는 선택되지 않던 함해만 내 동쪽의 소규모 양식장이 밀집된 구역도 후

보지역으로 선택되는 비율이 증가(총 100회 중 20~40회)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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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시나리오3: 둘레가중치에 따른 보호구역 둘레 길이와 격자 개수 변화(상), 

원대비둘레비율의 변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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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3 최적지 격자선택빈도(n=100)

그림 20 시나리오 3: 둘레가중치 변화에 따른 비용(상)과 둘레 길이(하)의 변화 

(tj=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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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3 최적지 격자선택빈도(n=100)

둘레가중
치 0

둘레가중
치 1

둘레가중
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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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3 최적지 격자선택빈도(n=100)

둘레가중
치 100

둘레가중
치 1,000

둘레가중
치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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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3 최적지 격자선택빈도(n=100)

둘레가중
치 10,000

둘레가중
치 40,000

(최적)

둘레가중
치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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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3 최적지 격자선택빈도(n=100)

둘레가중
치 100,000

둘레가중
치

1,000,000

둘레가중
치 

3,000,000

그림 21 시나리오 3 : 둘레가중치에 따른 최적 사이트와 격자선택빈도(n=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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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나리오 별 후보지 비교

지금까지 선형계획법의 최적해 탐색 함수식에 3개 시나리오를 설

정하여 해양보호구역(채취금지구역) 후보지를 탐색했다. 시나리오 1은 어

업권에 대한 고려 없이 8개 서식처 각각의 20% 이상을 보호구역이 포함

하도록 하였으며, 시나리오 2는 여기에 어업권 보상을 고려하여 어장의 

위치정보에 따라 어장별 생산어종, 이에 따른 연간수익액을 비용으로 할

당하였다. 시나리오 3에서는 시나리오 2에 더하여 함해만에서 발견된 보

호종 출현지역 두 곳을 보호구역에 포함하도록 한 상태에서 후보지를 탐

색했다. 

시나리오 1에서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함수식에서 서식

처 제한조건을 만족하는 후보지 중 둘레 길이가 가장 짧은 후보지역을 

최적안으로 도출했다. 비용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서식처 제한조건만을 만

족하는 해를 찾기 때문에 둘레가중치가 커지면서 급격히 하나의 조각으

로 된 최적해를 보여줬다. 이런 경향은 둘레가중치가 증가하면서 둘레 길

이와 원대비둘레비율이 모두 큰 변화 없이 서서히 감소한 후 점근값에 

수렴하는 <그림-12>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비용을 고려하는 시나리오 2와 보호종의 출현한 곳을 후보지

역 탐색과정에 포함하도록 한 시나리오 3에서는 이보다 다소 복잡한 양상

을 띤다. 둘레가중치에 따른 둘레 길이와 원대비둘레비율을 보면 일정한 

구간에서 거의 변화가 없다가 급격히 변한 후 다시 일정하게 유지되는 계

단형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를 각 둘레가중치에서 선택된 보호구역 후보

지의 형태와 함께 살펴보면, 둘레 길이 등이 변화가 없는 일정한 구간에

서는 조각의 개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나리오 2

나 3은 조각의 개수가 줄어들 때마다 이전에 포함하지 않았던 어장이 포

함되고 이로 인해 비용 역시 계단형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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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별로 필요한 격자의 수나 면적, 둘레 길이, 비용 등을 비

교하기 위해 하나의 큰 조각의 형태로 후보지가 도출된 경우를 기준으로 

시나리오 간 결과를 비교하면 아래 <표-23>와 같다. 시나리오 2에 보호종

이 출현하는 격자 2개를 포함한 시나리오 3은 하나의 큰 조각과 큰 조각

에 포함되지 않는 보호종 출현 격자를 후보구역으로 도출한다. 시나리오 

3의 결과는 시나리오 2와 거의 형태는 동일하나 보호종의 출현격자가 별

도로 있는 점만 다른 셈이다. 이런 차이는 둘레 길이에서도 확인된다. 시

나리오 2에서 둘레 길이는 22,620m로 시나리오 3의 둘레 길이 24,000보다 

작은데, 시나리오 3의 떨어져있는 격자의 둘레 길이가 2,000m로 이 정도

의 차이가 전체 둘레 길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시나리오 3은 시나

리오 2에 비해 둘레가 길이가 다소 길어진 반면 어업권 보상 비용은 다

소 작게 나타났다. 

시나리오 1에서는 78개의 격자로 하나의 조각을 이루는 만 중앙 

우측의 함평군 쪽 갯벌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반면 시나리오 2와 3은 각

각 81개와 82개의 격자를 선택했다. 어장의 위치에 따라 비용이 최소가 

되는 곳을 찾았음에도 격자는 불과 3,4개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선형계획

법을 활용하면 비록 비용이라는 조건을 고려하더라도 비교적 작은 면적

에서 서식처 다양성을 만족하는 해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시나리오 1에서 제안된 최적 후보지에 어장을 중첩하여 계

산하면 어업권 보상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시나리오 2와 3이 둘

레는 물론 비용까지 최소화할 수 있는 적지를 동시에 탐색하는 것과는 

다른 접근으로 비용을 고려한 시나리오 2와 3의 결과와 비교할 수 있다. 

시나리오 1에서 제안된 후보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한다고 보고 이 후

보지역에 포함되는 어업권의 연간수익액을 계산하면 약 8억 5천만 원이

다. 어업방식별로 세분하면 보호구역 후보지 내 마을어업에서 674백만 

원, 양식어업에서 174백만 원의 연간수익액이 추정된다. 

어업권 보상이 평균 연간수익액의 약 8.3배를 보상액으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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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후보지역 내 해당 어업권 소멸 보상을 위해서 약 70억 원이 필요하다

는 계산이다. 한편 시나리오 2나 3과 같이 보호구역의 위치를 탐색할 때 

어업권에 따른 비용을 선형계획법 상에서 이미 고려한 후보지역에서 기

대되는 어장의 연간수익액이 많아야 1억 8천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4.8배 

이상 큰 셈이다. 

시나리오 1
-

시나리오 2
(+어업권)

시나리오 3
(+어업권+보호종)

둘레가중치 0.01 40,000 40,000

격자 개수
(개, 비율)

78
(18.1%)

81
(18.8%)

82
(19.1%)

둘레 길이(m) 18,000 22,620 24,000

원대비둘레비율 1.2 1.4 1.5
비용

(연간수익액) 848백만 원 178백만 원 171백만 원

최적안

격자별 선택빈도
(n=100)

표 23 시나리오별 최적안 비교

연구대상지역인 함해만에서 77개 정점에서 채집된 대형저서동물

은 총 200종으로, 이를 종누적도표(Species Accumulation Curve)로 그리면  

<그림-22>과 같다. 여기에 3개 시나리오에서 도출된 보호구역 후보지에 

포함된 정점에서 확인되는 종수를 표시할 수 있다. 정점별 출현종 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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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그려진 도표이므로 정점 개수에 따른 출현 종수를 그리는 것은 그

래프에 인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각 서식처 별로 20%의 제

한조건을 만족하면서 비용이나 보호종 출현 지역을 고려한 각 시나리오

에서 도출된 후보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종이 각각 103종, 94종, 110종

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사정점에서 관찰된 종의 개체수와 출

현여부에 기초한 여러 가지 종풍부도 추정(estimator) 방식(Cho1, Chao2, 

Jacknife1, Jacknife2)에 따르면, 함해만에는 현재 관찰된 종수(Sobs)보다 많

은 종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Gotelli and Colwell, 2011). 더욱이 각 시

나리오에서 제안된 구역의 조사정점에서 관찰되는 종이 100여종 내외인

데, 위의 종 추정 방식에 따르면 제안된 후보지역에 적어도 100종 이상의 

대형저서동물이 각 시나리오에서 서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행법상 

함해만과 같은 갯벌에 대한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기준(연안습

지보호지역 지정지침, 해양수산부훈령 제72호, 2013.5.30)에 “대형저서동

물의 출현종수가 100종을 넘는 경우”와 비교하면 시나리오에서 제안된 

후보지역은 법률적으로 제안된 기준으로 봐도 수용할만한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2 종누적그래프와 종 추정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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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

의 하나로 국내에서도 1990년 대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지정 면적이 확

대되어 왔다(육근형 외, 2014). 육상에서 보호구역이 사유재산에 대한 침

해 문제로 지정 면적이 거의 늘지 않는데 반해, 해양보호구역은 갯벌에서

는 습지보호지역, 일반 해역에서는 해양보호구역을 축으로 꾸준히 늘어

나고 있다.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면적의 측면에서 양적인 성장을 보이지

만 한편으로는 그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우려의 가장 큰 원

인 중 하나는 해양의 생물다양성에 가장 큰 위협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산

업 활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는 제도적 본질적 한계 

때문이다. 국내에서 활용 중인 대부분의 해양보호구역은 바다의 강력한 

이해관계자인 어민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전통적인 어업을 그대로 인

정한다. 반면 호주와 미국에서는 남획으로 수산자원량이 감소하고 어업

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수산물의 채취가 불가

능한 해양보호구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생물다양성의 증진 효과를 검

증 중에 있다(제2장의 2 참조).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고안된 해양보호구역이 어업활동의 규제

와 같은 실효적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양보호구역 설정이 필요한 

타당성과 영향 받는 이해관계자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확보하여야 한

다. 무엇보다 바다의 어떤 곳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근거부터 필요하다. 조업활동의 규제를 받는 어민의 입장에서는 해양보

호구역이 장기적으로 수산자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더라

도, 줄어든 조업구역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개인이 감수하여야 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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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양보호구역의 경계가 어디에 설정되는 지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또한 육상이건 해양이건 생태계 조사결과를 어떻게 해석하여 보

호구역 설정에 필요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

요하다. 생태계를 파악하기 위해 넓은 바다를 모두 조사할 수도 없을뿐더

러 일부 해역을 조사하기에도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 따라서 생태계 조

사의 제한된 결과를 해석하고 비교적 파악하기 쉽고 생물상 자료와 일정

한 관계를 갖는 물리환경 변수를 활용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이미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한 연안습지 기초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해역의 생태적 특성을 반영하고 해양보호구역 설

정에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을 분석하였다. 생태계 조사 결과에 따라 종과 

개체수에 대한 정보를 담은 77개 정점의 생물상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생물상 자료와 환경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해 생물상 자료를 대신할 

수 있는 대리변수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집괴분석 결과에 따라 나뉜 5개 

군집은 함해만 갯벌에서의 위치나 조위의 특성, 퇴적상 등에 따라 일정한 

경향성을 나타냈다. 생물상 자료와 물리환경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Bio-Env procedure를 통해 살펴본 결과, 저서생물 군집의 공간분포가 자갈 

함량, 분급도, 조위고와 상관관계를 보이고 ρ값이 0.36으로 나타났다(분급

도 대신 평균입도의 경우 ρ=0.35). 다른 연구에 비해 상관관계가 높은 편

에 속하지는 않지만 생물상 자료와 시간적으로 상이한 퇴적상 자료나 공

간분석 기법을 통해 얻은 조위고를 환경변수로 활용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히 의미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생물상 대

신 함해만의 퇴적상과 조위고를 보호구역 설정에 대신하는 대리변수로 

정했다. 

어업활동을 제한하는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수산

업법」에 따라 어업권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상액 산정의 기

준은 어업권별 연간수익액으로 이를 추정하고자 하는 다른 해역의 실태

조사 결과를 가공하여 함해만에 적용할 수 있는 산출 기준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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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에 정해진 어종별로 단위면적 당 연간수익액을 추정히야 해양보호구

역에 포함될 경우 필요한 보상의 규모를 개별 어장별로 파악하였다. 보호

구역 설정에서 비용을 국내의 상황에 적합하게 어장별로 구분하고, 특히 

어장별로 채취가 가능한 어종이 달른 점을 고려하여 단위면적당 어획량

과 연간수익액을 설정한 점은 다른 연구와는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

다. 

물리환경 변수로 대신한 생물다양성 보전목표는 함해만 내 퇴적

상과 조위고 별로 20%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함수식과 제한식으로 

구성된 선형계획법을 활용하여 비용과 둘레 길이가 최소가 되는 보호구

역 후보지를 탐색하였다. 후보지 탐색은 어업권을 고려하지 않고 후보지

를 탐색하는 시나리오1과 여기에 비용을 고려한 시나리오2, 그리고 시나

리오2의 조건에 함해만 내 출현하는 법적 보호종인 붉은발말똥게와 흰발

농게의 서식처를 보호구역 후보지에 포함하도록 강제한 시나리오3으로 

나누어 살펴봤다. 

선형계획법의 함수식에 후보지로 선택된 구역의 둘레 길이와 비

용을 같이 계산함으로써 비용과 둘레 길이 사이에 상쇄관계가 형성되게 

하였다. 다만 둘레 길이에 조정이 가능한 가중치(둘레가중치)를 곱하여 

두 변수의 변화를 살펴봤다. 둘레가중치를 증가시켜 비용에 비해 둘레 길

이의 변화가 중요하게 설정되면, 후보지역의 모양이 여러 조각이 아닌 하

나의 조각으로 형성되려는 성질이 생긴다. 또한 둘레가중치를 증가시키

면 조각의 개수가 줄면서 후보지역의 둘레 길이와 원대비둘레비율이 감

소하는데 시나리오마다 그 양상이 다르다.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시나리오1에서는 둘레 길이가 완만하게 감

소하여 이내 일정한 값에 수렴하는데 이는 비용에 대한 제한요인이 없기 

때문에 보전목표를 달성하는 최적의 후보지가 하나의 조각으로 바로 뭉

쳐지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시나리오2와 3에서는 조각의 개수가 줄어

들 때마다 둘레 길이의 감소와 비용의 증가가 급격하게 나타나 마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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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형의 변화를 보여준다. 조각의 개수에 비용과 둘레 길이가 크게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것이다. 

조각의 개수 변화에 따라 비용과 둘레가 변화하는 양상은 특히 

수산물의 채취가 금지되는 구역의 설정에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

다. 우선 하나의 큰 조각이 아닌 여러 개의 작은 조각을 취할 때는 어장 

사이에 후보지역이 쉽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후보지역 내 어장이 포

함될 가능성이 줄어들어 보상에 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탄력적인 구역 지

정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동시에 하나의 조각으로 후보지역을 구성하면 

둘레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만 어업권에 대한 보상 비용이 급격히 증가

하는 특징도 보여준다. 이에 대한 선택은 비용을 부담하는 정책결정자나 

경제활동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몫으로 이 연구는 이들의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여러 시나리오와 대안의 형태로 제시하는데 의미가 있다

고 할 수 있다. 

한편 시나리오 1에서 어업권의 보상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후보

구역을 도출한 구역에 포함된 어업권에 대한 보상 규모를 추정했다. 후보 

구역에 포함된 어장에서 추정되는 연간수익액은 약 8억 5천만 원으로 비

용을 고려한 시나리오2와 3에서 각각 도출된 1억 8천만 원과 1억 7천만 

원에 비해 4배 이상 크게 나타났다. 반면 각 시나리오에서 선택한 격자의 

개수가 시나리오 1에서 78개이고 시나리오 2와 3에서는 81개와 82개 수

준으로 면적으로는 불과 5%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비용의 측면에

서는 시나리오 2와 3에서는 시나리오 1에 비해 1/4 수준 이상으로 줄어든 

값을 보여주고 있다. 선형계획법을 통해 어업권 보상을 처음부터 고려한 

결과 다양한 서식처에 대한 제약조건을 만족하고, 면적에 있어서도 큰 증

가 없이도 어업권을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았을 때보다 매우 경제적인 대

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여러 결과를 볼 때 생태적 목표와 비용

을 함께 고려하는 선형계획법은 생태적으로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분명

한 효과가 있는 발전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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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한계

이 연구는 해양보호구역 설정이라는 계획 과정을 위해 함해만에

서 기존에 다른 연구자에 의해 생산된 생물자료와 환경자료를 분석하였

고, 이해관계자가 관여하는 해양보호구역의 특성 상 어업활동에 대한 고

려를 위해 어업권 소멸 보상을 위한 연간어획량과 수익액을 산정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도출된 환경변수나 비용 요소를 의사결정기법의 하나

인 선형계획법에 적용하여 비용이 최소가 되는 최적안을 시나리오별로 

도출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연구의 한계가 나타났는데, 이를 생태계에 

대한 자료의 측면과 보전목표 설정의 임의성의 문제, 그리고 선형계획법

의 결과 활용으로 구분하여 짚어보고자 한다. 

우선, 함해만의 생물상 자료와 퇴적상 자료 간에는 10년이라는 시

간 차이가 존재한다. 매일 2번씩 갯벌을 드나드는 조류는 물론 계절마다 

달라지는 바람의 방향과 세기는 만 내 퇴적물질의 이동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10년이라는 시간은 퇴적상이 변하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 될 수 

있다. 갯벌에서는 저서생물의 먹이나 이를 섭취하는 방식이 조위는 물론 

퇴적상에 의해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10년 사이에 변한 퇴적상 때문에 생

물상 자료와의 상관관계가 작아졌을 수 있다. 또한 조위고를 조간대 길이

를 삼분하여 구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조위고는 상, 중, 하의 명목변수

로 단순화되었다. 조위고가 줄 수 있는 정보의 질이 저하된 것이다. 또한 

갯벌에서는 간조와 만조시 물이 빠지는 갯골이 형성되는데 이곳에서는 

수리적 조건에 의해 퇴적상과 지형도 달라진다. 생물조사 과정에서 

LiDAR와 같은 원격탐사 기법이 병행되었다면 보다 정밀한 자료를 통해 

생물상과 환경변수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겠지만, 이 

연구에서는 가용한 자료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자료의 질적인 저하를 막

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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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연구에서는 생물다양성을 대신한 보전목표로 각 서식처

(조위고와 퇴적상) 면적의 20% 이상을 만족하라는 제약조건을 설정했다. 

비록 20%라는 보전목표를 국내외 관련 연구에서 찾아 제시했지만 여전

히 20%라는 목표가 함해만의 생태적 특성에 적합한 목표로서 의미가 있

는지는 불확실하다. 다행히 20%에 해당하는 면적에서 기대되는 저서생물

의 종수가 종수누적곡선에서 100종 이상으로 추정되었는데, 100종이라는 

수치는 법적으로 정해진 습지보호지역 지정기준에 해당되기도 한다. 그

러나 함해만에 채취금지구역을 설정하고자 할 때는 함해만에서 채취금지

구역이 필요한 이유와 보전하고자 하는 대상에 따라 면적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를 들어 해당 해역에서 낙지 자원량을 회복하

고자 한다면 이를 위해 필요한 채취금지구역의 면적을 해당 생물의 이동

범위나 산란조건 등을 검토하여 도출해야 한다. 물론 해역별로 보전목표

는 생태적 특징이나 해역에 대한 이용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선형계획법에 따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점이다. 보호

구역 설정과 같은 계획과정에서 선형계획법은 보전생물학적 측면에서 설

정된 보전의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려하여야 하는 경제활동과 같

은 제한요인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McDonnell et al. 2002). 다만 선형계획법의 함수식을 풀어내 얻은 최적해

가 문제에 대한 궁긍적이고 유일한 해답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연구에서 

선형계획법의 최적해 탐색은 각 조건에서 100번씩 시도했고, 여기서 도출

된 최적해와 격자별 선택빈도를 함께 제시했다. 전체 시도에서 함수값을 

만족하는 최적안이 존재하기는 하나, 선택빈도와 비교해서는 중요하지 

않은 곳이 최적지로 선택될 수도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최적해 탐색에

서 나온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은 단순히 최적해 하나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빈도를 통해 보다 중요한 곳 중심으로 비교하는 것이 더 타

당할 수 있다. 오히려 보호구역 경계설정이라는 의사결정의 측면에서는 

최적안이라는 하나의 대안보다는 선택빈도에 기반한 구역별 중요도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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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는 것이 더 유용한 정보일 수 있다. 향후 선택빈도를 보호구역 설정

에 필요한 정보로 가공하는 연구도 가능할 것이다. 

보호구역 적지 탐색의 결과는 의사결정자에게 해결책을 주기보다

는 의사결정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 제공하는 역할로 이해되어

야 한다는 Prendergast et al.(1999)의 지적이나, 보호구역 후보지는 선택가

능한 여러 대안 중 하나로 이는 결국 의사결정 과정의 일부에 투입될 수 

있는 정보의 하나로서 이해관계자 간의 타협과정에 활용되거나 여러 제

한요인과 기회요인을 보여주는 역할에 그친다는 지적(Pressey, 1999; 

Pressey and Cowling, 2001)은 우리의 해양보호구역 설정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국내에서는 해양보호구역 설정 과정이 지자체장의 의지나 

해당 시기의 정치경제적 상황 등 비본질적인 요소에 좌우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이는 오히려 해양보호구역 설정에 필요한 본질적인 기준, 

즉 판단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일 수

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선형계획법을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

는 정보를 생산하는 것은 해양보호구역 설정에 있어 유용한 방법론이라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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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 protected areas implies an area under certain level of restriction 

of  use through legislation or other means to protect marine biodiversity. 

International agreements such as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presented the goal of expanding marine protected areas designated by up to 10 

percent of the sea area. Accordingly, an area designated as a marine protected 

area in the country is increasing steadily. Despite increasing quantitative growth 

of the marine protected areas in our country, it has institutional limits to obtain 

the effectiveness of biodiversity protection. Marine protected areas have no 

authority to regulate fishery even though fishing activities are the most se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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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that threaten the biodiversity of our sea, because fearing the opposition 

of stakeholders not to designate marine protected areas. 

But, without the control of fishing activities in the waters, it is close to 

impossible to protect marine biodiversity even in a protected areas. According 

to other research on no-take-zone, the size of the organisms as well as the 

number of species in the area also greatly increased unexpectedly. 

In order to limit the fishing activity in marine protected areas, it is 

required to purchase the fishing rights which are prescribed by law as property 

rights. This study regarded the fishing rights in Hamhae bay as cost of 

acquisition, and estimated its annual earnings depending on species and area of 

each fishing right. 

Meanwhile, tidal ecosystem survey at a national level had conducted at 

Hamhae bay to understand the biodiversity and environment. This research 

analyzed the result of the survey to ensure that the distribution of the biological 

community is described by some environment variables of tidal flats. Gravel 

content of the sediment, degrees of sorting, the mean size of sediment, and 

shore level showed the most significant effect on the distribution of biological 

communities, that is consistent with previous studies. Based on this relationship, 

shore level and facies were determined to be the factors representing biological 

environment. 

The linear programming is a technique to find the optimal solution that 

satisfies a desired function formula and satisfy the constraints. In this study, the 

constraint is that the environment variable representing the biological diversity 

to achieve a certain goal and the objective function is to explore the set of 

candidate areas which minimize the amount of fishing rights compensation. 

However, including the perimeter of the selected unit area in the objective 

function, it preferred enclosed form such as one or two patches rather 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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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ersed form.

Some scenarios were assumed to explore the best place for marine 

protected areas satisfying constrains and objective function. The first scenario is 

that it only meets the various habitats characteristics(constraints) without regard 

to compensation for the fishing rights. Second one is to consider the 

compensation for fishing rights in addition to the first scenarios. And the last 

scenario also must include the habitats of legally protected organisms to 

protected areas.  

The candidate based on first scenarios not to consider the fishing rights 

showed that it is necessary to pay seven billion won in order to compensate for 

the fishing rights. On the other hand, the marine protected areas in 

consideration of the fishing rights from Scenario 2 has increased by about 5%, 

but compensation cost was only 1.5 billion won, which is only one-fifth of the 

Scenario 1. And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of the cost even 

considering the habitats of legally protected organisms. In other words, all 

scenarios are browsing the best place to achieve the same goal, but in terms of 

the cost of biodiversity showed a very big difference. Thus linear programming 

showed the feasibility as an effective way to protect biodiversity at a low cost 

in decision-making processes of the marine protected area designation.

keywords : marine protected areas, linear programming,

biodiversity, fishery rights

Student number : 2007-3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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