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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인간의 삶을 영위하게 하는 원천인 생물다양성은 산업화 도시화 등 인간의 활,

동에 의하여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감소를 막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정책과 방안을 마련하여 왔다 그 중 보호지역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생물종 서식지 생태계를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

임이 입증되어 왔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보호지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

음에도 생물다양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단순히 보호지역의 면적만 확장한.

다고 생물다양성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보호지역의 질적 측면 역시 중요함에.

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고려는 미흡한 실정이다.

국제 사회는 생물다양성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 지구적으로 취해야

할 행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생물다양성 전략 계획과 아이치 생물다양성2020

목표를 채택하였다 특히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에서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11

위해 보호지역이 갖추어야 할 양적 확대 목표와 질적 향상 목표를 명확히 제시

하고 있다 또한 보전수단으로 보호지역과 공식 승인되지는 않았지만 생물다양성.

과 생태계 서비스 보전에 기여하는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을 통합한 시스템의 구축을 제안하였다(OECMs) .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국내 여건에 맞는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을 선별 발굴하여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둘째 아(OECMs) · . ,

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에서 제시하고 있는 양적 확대 목표와 질적 향상 목표11

를 성취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의 양적 질적. , ,

평가를 통하여 확대 및 향상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의 발굴을 위하여 검토 대상을(OECMs)

선정 및 목록화한 후 전제조건 특성 보전 성과 유지를 기준으로 단계의 선별, , , 3

과정을 개발하였다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전문을 문구별로 구분하여 구체. 11

적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고 보호지역의 양적 확대 목표와 질적 향상 목표의 성

취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각각 도출하였다 양적 확대 목표 평가 항목은.

육상 보호지역 비율과 해상 보호지역 비율의 가지이며 질적 향상 목표 평가 항2

목은 생태적 중요지역 생태적 대표성 관리효과성 연결성 사회적1) , 2) , 3) , 4) , 5)

공평성 통합성, 6) 의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각 항목별로 국제 공식 평가지표 또6 .



- ii -

는 기존 연구에서 적용가능한 지표를 선정하여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 검·

증하였다.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 향상 방안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국내 실정을 고려한 체계적인 선별 단계의 과정을 거쳐 개발제한구역, 3 ,

도시자연공원구역 수변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자연휴양림구역 상수원보호구역, , , , ,

국립수목원완충지역 등 개 지역을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7

으로 발굴하였으며 이를 국가 보호지역과 통합하여 국가 보호지역 시(OECMs) ,

스템을 구축하였다.

국가 보호지역과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을 양적 및 질적 목표에 대한 평가 항

목으로 평가하고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 정도를 검증하

였다 국가 보호지역에 비하여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은 발굴된 개의 기타 효과. 7

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에 의해 양적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아이치(OECMs)

생물다양성 목표 의 육상지역 목표 를 초과하는 를 확보하였다11 17% 17.88% .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이 육상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을(OECMs)

양적으로 확대하는 데에는 매우 효과적임이 검증되었다 하지만 해상지역 목표.

달성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였다.

개의 질적 향상 목표에 대한 평가 및 비교 결과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은 생6 ,

태적 중요지역 생태계 대표성 연결성의 평가 항목에서 질적인 향상이 이루어졌, ,

다 다만 관리효과성 사회적 공평성 통합성은 국가 보호지역과 국가 보호지역. , , ,

시스템을 통합하여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보호지역 관련 법 제도 및 계획적 측, ·

면에서 일부 정비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질적 향상 목표 평가의 세부 연구 결과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태적 중요 지역 중 핵심생물다양성지역 은 국가 보호지역 시스, (KBAs)

템에 포함된 면적이 약 증가하였다 보호지역에 완전히 포함된 핵심생물다양9% .

성지역 또한 개소가 증가하였으며 그 면적도 배 이상 상승하였다 다만 우리1 2 . ,

나라의 핵심생물다양성지역 중요 조류 및 생물다양성지역 의 중(KBAs)- (IBAs)

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도를 극복해야 하는 점이 과제로 도출되었다.

둘째 생태지역 생태계 유형 생물종 대표성 등의 생태적 대표성은 육상지역에, , ,

서 모두 향상된 결과를 확인하였지만 해상지역의 향상 수준은 저조하였다 생태.

지역 평가 결과 보호지역의 지역 편중 분포가 나타났으며 중부 내륙지역과 동해,

안지역에서 보호지역의 지역 안배가 필요하다 유형별 생태계 평가 결과에서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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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을 갖는 습지생태계 담수생태계 초지생태계에서 의미 있는 향상을 성취하, ,

였다 다만 목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초지생태계의 대표성 향상을 위해 생태복.

원사업과의 연계를 제안하였다 멸종위기종 서식 출현빈도 생물종 대표성 는 면. ( )

적 증가율에 비하여 그 증가율은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며 보호지역의 전담,

조직과 지속적인 관리활동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셋째 관리효과성 측면에서 국가 보호지역의 관리효과성 평가 이행 현황은 국,

제 목표에 도달한 상태이며 법률 또는 계획 차원에서 안정적인 평가 이행의 근

거를 확보하고 있다 다만 보호지역 관리효과성 평가의 확대를 위해 문화재청과. ,

의 협력 테이블이 필요하며 일부 평가 대상에서 누락된 보호지역과 기타 효과적

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에 대한 평가 이행 확대를 위한 법 제도적 장(OECMs) ·

치의 마련이 과제로 도출되었다.

넷째 연결성 분석 결과 대도시 주변지역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 백두대간과, , ,

그 주변지역 대강지역 남해안지역의 연결성 향상이 두드러졌다 이는 보호지, 4 , .

역의 구조적 측면에서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에 의하여(OECMs)

큰 면적의 보호지역이 추가되고 보호지역 간 거리가 가까워졌음을 의미한다 구.

조적 연결성 향상은 생물종 이동 및 분산 종다양성 중풍부도에 긍정적 영향을, ,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사회적 공평성 차원에서 현 보호지역 관리체계는 의사 결정의 편중과,

의견 수렴의 제한으로 부정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보호지역 거버넌스 측면에서.

자연휴양림구역에 의하여 민간 분야가 포함되었지만 거버넌스 다양성 향상 수준

은 미흡하였다 다만 전통마을숲은 거버넌스 다양성 향상에 큰 잠재력을 가진. ,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민간에서 관리하는 보전지역의 발굴이 사회적 공평성.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국가 보호지역에서 이미 보호지역 통합성 향상을 위한 법 및 제도,

적 장치와 국가 및 지역계획의 체계 및 내용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성에

대한 기반은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기.

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을 반영한 통합성을 체계화 할 수 있(OECMs)

는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본 연구는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을 바탕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에 있어 보11

호지역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첫

번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둘째 보호지역 확대를 위해 국내 여건을 고려한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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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의 선별과정을 단계별로 제시하고 발(OECMs)

굴함으로써 통합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보전 다원주의를 유도하였다 셋째 국제. ,

적 기준에 부합하는 양적 확대 목표와 질적 향상 목표에 대한 평가 방안을 항목

별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보호지역 정책 수립의 지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넷째. ,

통합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의 확대 및 향상 효과를 실질적으로 검증하면서 보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미흡한 부분을 찾아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이 본 연

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은 육, (OECMs)

상지역의 보호지역 시스템 확장에는 유용하였으나 해상지역에서는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해양 보호지역의 확대는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둘째 기타 효과. . ,

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의 특성 평가에서 생물다양성 성과 및 효과(OECMs)

에 대한 현장 검증이 필요하다 셋째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

발굴 과정에서 전체 해당 지역의 현황 특성이 평준화됨으로써 생물다(OECMs)

양성이 높은 지역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지역적 현황 차이를 고려하여.

개별 지역에 대한 선별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 넷째 질적 향상 목표에 대한 평. ,

가 항목 중 정성적 분석 방법에 대한 체계화가 필요하다 정성적 분석은 정량적.

분석에 비하여 상대적인 비교와 검증이 어렵기 때문에 정성적 방법을 체계화하

거나 정량적 분석 방법의 추가 개발이 요구된다.

주요어 보호지역 보호지역 시스템 생물다양성 보전생물학 생물다양성: , , , , 2020

전략계획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 수단, ,

학번 : 2002-30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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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Ⅰ

연구의 배경1.

지구상에 현존하는 생물종수는 약 만 종으로 밝혀졌으나180 (Groombridge et

아직 파악되지 않은 종까지 포함하면 만 만 종으로 추정al., 2002) 500 3,000∼

하고 있다 권태호 외 화석 기록에 따르면 해양 생물의 자연 멸종률은( , 2012).

만 종 당 종이며 포유류는 만 종 당 종이다100 0.1 1 100 0.2 0.5 (Rockstrom∼ ∼

그러나 세기 동안 멸종률이 배 증가하여 매년 수et al., 2009). 20 100 1,000∼

백 종에서 수천 종이 멸종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멸종의 가속화 원.

인 즉 급격한 생물다양성 감소 원인은 산업화 도시화 토지이용의 변화 등 인간, , ,

활동에 의한 것이다(Rockstrom et al., 2009).

국제 사회와 각 국가들은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다양

한 정책과 방안을 마련하여 왔다 그 중 보호지역 은 생물다양. (protected areas)

성 보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생물종 서식지 생태계를 보호하는 가, ,

장 효과적인 방법임이 입증되어 왔다 국제 사회는 생물(Woodley et al., 2012).

다양성 측면에서 보호지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보호지

역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 기준 전략 목표를 설정하여 왔다, , .

년 일본 나고야 제 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합의한2010 10 201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과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2020 (The Strategic Plan for

가 그 대표적Biodiversity 2011 2020 and the Aichi Biodiversity Targets)∼

인 예이다 이 전략계획과 목표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고.

증진하려는 국제적 행동 지침이다 특히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에서는 국토. 11

면적 이상의 육상 보호지역과 이상의 해상 보호지역의 양적 확대 목17% 10%

표와 생태적 대표성 관리효과성 등 보호지역이 갖추어야 할 질적 향상 목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차원에서 생물다양성 전략계획과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2020

표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최근에 수립된 제 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제4 ,

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제 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등 국가환경계획에 보호3 , 3

지역 확대 내용을 모두 담고 있다 그런데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은 보호지. 11

역의 양적 목표와 질적 목표 모두를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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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와 라는 보호지역의 양적 측면에만 집중하고 상대적으로 질적 측면17% 10%

은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지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음.

에도 불구하고 생물다양성은 계속해서 감소하였다(Juffe-Bignoli et al., 2014).

단순히 보호지역의 면적을 확장한다고 생물다양성이 보전 향상되는 것은 아니,

다 보호지역은 생태지역 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멸종위기종이 서식하. (ecoregion)

는 중요한 지역을 포함하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보호지역을 효과.

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생물다양성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반드시 보호지역의 양적 측면과 동시에 질적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우리나라 보호지역 지정 절차는 주로 정부 주도 하에 하향식 방(top-down)

식으로 진행된다 정부가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조사 발굴하여 해당 지방정. ·

부 지역사회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지역 주민들 또는 이해당사, , .

자들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높은 수준의 행위 제한이 따르고 개발이 규제되

어 생활 상 불편을 초래하며 사유 재산권을 침해받는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보호

지역 지정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에 서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기존 보호지.

역 유형만 가지고 보호지역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에서는 보호지역과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11

이라는 트랙(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OECMs) 2

보전 수단을 활용하여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가 중요한 지역을 보호지역

시스템으로 편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은 보호지역 내부가 아니라 보호지역 바깥지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OECMs)

보호지역 시스템을 확대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보호.

지역 신규 지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면서도 실제로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요인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 이후 피폐해진 국토를 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치산1960

녹화사업과 년대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민간 캠페인 등을 통해 국제 사1980

회에서도 인정한 국토녹화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로 꼽히고 있다 현세대는 전세.

대의 노력의 결실로 이룩된 아름다운 강산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현세.

대는 미래세대를 위해 전세대가 일구어 놓은 아름다운 강산에 야생생물이 마음

껏 뛰어놀며 우리와 공존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야 한다 이를 달성하는 첩경.

이 바로 보호지역의 확대와 향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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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2.

본 연구는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을 발굴하고 이를 국(OECMs) ,

가 보호지역과 통합하여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양적 확대 목표와 질적 향상 목표

의 달성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 보.

호지역의 양적인 확대와 질적인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을 국내 여건에(OECMs)

맞는 선별 과정을 단계별로 마련함으로써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에서 요청11

하는 양적 목표를 달성할 뿐만 아니라 질적 목표를 성취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확대 향상된 보호지역 시스템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에 얼마나. ·

기여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의 합리적 선별 과정을 통한(OECMs)∙

발굴과 보호지역 통합 시스템으로의 확대 전환·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에 기반한 보호지역에 대한 양적 평가 방법 및11∙

질적 평가 방법 제시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과 통합한 국가 보호지역 시스(OECMs)∙

템의 양적 및 질적 평가를 통하여 보호지역 확대 및 향상 효과의 검증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을 통하여 확대 및 향상된 국(OECMs)∙

가 보호지역 시스템의 학술 및 정책적 함의 제시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의 정확한 이해와 연구 목적에서 제시한 기타 효과11

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의 선별 및 발굴 방법 보호지역에 대한 양적(OECMs) ,

질적 평가방법은 보호지역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 향상을 포괄하는 관점으로 전/

환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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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고찰 및 관련 연구 동향.Ⅱ

이론 고찰1.

보호지역의 개념 및 가치1.1

보호지역은 오랜 옛날 일반인의 접근을 통제하고 개인이나 특정 지배계층을

위한 신성 공간 또는 사냥터에서 그 기원을 찾아 볼 수 있다 근대적 형태의 보.

호지역은 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요세미티 지역을1864 (California) (Yosemite)

주립공원 으로 지정한 데서 출발한다 이후 북미 유럽 아시아 등(State Park) . , ,

세계 각지에 보호지역이 설립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년이 되어서야 비로소1967

지리산국립공원이 최초 보호지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초기의 보호지역 설립은.

자연이 특정인의 소유물이다라는 인식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이용하고 혜

택을 누려야 한다는 인식 근대모델 으로 전환하는 토대를 만들어( , classic model)

주었다 년대에 와서 개별 보호지역보다는 통합된 관점에서 보호지역을 바. 1970

라보기 시작하였다 현대모델 이는 공간 상의 보호지역 네트워( , modern model).

크와 더불어 사회적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였으며 가치 있는 공동 자산

인 보호지역의 생태적 가치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다양,

한 형태의 거버넌스 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년대 중반 이후(governance) . 2000

보호지역의 개념은 보다 진화하였다 보호지역을 생명지원시스템으로 바라보고.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인 생태계 서비스와 문화적 가치를 보전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미래모델 이를 반영하여 세계자연보전( , emerging model).

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에서는 보호지역을 생태계 서비스와 문화적 가치를 보유하Resources, IUCN) ‘

고 있는 자연을 장기간 보전하기 위해 법률 또는 기타 효과적인 수단을 통하여

지정 인지 관리하는 지리적으로 명확하게 한정된 지역 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 ’

이 정의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정의라고 할 수 있다(Dudley, 2008) .

우리나라는 관리기관 연구기관 연구자들마다 개별적으로 보호지역을 정의하, ,

고 있다 그래서 통일된 보호지역에 대한 정의가 부재한 실정이다 다만 한국환. . ,

경복원기술학회 는 보호지역을 오랜 기간 동안 자연 보전 및 문화적 가(2011) ‘

치를 생태계 서비스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육지 및 해양 경관을 포함한 효

과적으로 관리 지정 통제하는 제한된 지리적 공간 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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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는 세계자연보전연맹 정의와 약간의 표현의 차이는 있으나 가장 유사(IUCN)

한 개념 정의라고 할 수 있다.

구분
근대 모델

년대 중반 년대(1800 1970 )∼

현대 모델
년대 년대 중반(1970 2000 )∼

미래 모델

년대 중반 그 이후(2000 )

지정 이유
생산적 이용으로부터

배제

사회적 생태적 경제적, ,

목적 공존

필수 생명 지원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

지정 목적
기능적 가치보다

풍경의 가치를 우선함

과학적 경제적 문화적, ,

가치

생태계 서비스 지원 및

기후변화 적응 회복, ,

완화 촉진

관리 목적 공원방문객 관리 지역민을 고려한 관리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 ,

가치 및 생태계서비스

관리

야생지역

역할

야생지역의 고유한

가치 강조

야생지역과 대규모

원생지의 생태적 문화적,

중요성 강조

생태계 기능 유지를

위한 원생지 보호와

훼손지역의 복원 강조

관리 주체 중앙정부 중앙정부와 지역공동체
다양한 거버넌스

모델의 협력단체

재원
중앙정부

연간 예산 배정( )

다양한 협력단체

상호 지원 재단( , ,

비정부기구 등(NGOs) )

보호지역을 국가 및

지역 경제로 주류화하고

혁신적인 재원 장치 확보

관리 계획 지역주민 배제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주민을 위하여 실행

때로는 주민에 의해 실행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이들을 위해 이들에,

의해 실행

주변

경관과

인간

이용과의

관계

주변 경관과

인간이용과 격리된

섬으로 인식

종합적인 생태네트워크의

일부로 인식

국가경제 및 토지이용,

기후적응 에너지, ,

사회발전 재난 대응, ,

교통 기반시설계획을,

포함한 각 부문 계획의

필수 부분으로 인식

자산 가치 국가 자산으로 인식

공동체의 가치 있는

자산이자 국제적인 관심

대상으로 인식

모든 수준에서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식

관리계획

대상기간

자연과학자 관리

단기적 계획기간

자연과학자 사회과학자관리,

중기적 계획기간

다양한분야의전문가

관리

장기적 계획기간

출처 : Ervin et al.(2010) p.11

표< 1 시대별 보호지역 개념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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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년간 전 세계적으로 보호지역의 수와 면적은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20 .

보호지역이 자연과 문화 자원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확산

되었음을 여실히 보여 준다 또한 보호지역(UNEP-WCMC and IUCN, 2016).

의 지속적인 확대는 보호지역이 인간에게 다채로운 혜택을 주고 있다는 이해에

기반을 두고 있다 국제사회와 그 구성원들은 앞으로도 지구가 직면하고 있는 생.

물다양성 손실 생태계 서비스 감소 기후변화 위협 등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 ,

안의 하나로 보호지역 확대 노력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견된다.

여기에서는 보호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가치를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차원에, ,

서 고찰해 봄으로써 보호지역의 확대가 왜 필요한지를 살펴보았다.

첫째 보호지역은 무한한 생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생물서식지 및 생태계 서, .

비스 제공 탄소 흡수 및 저장을 통한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력 향상 등 생태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숲 산림 초원 해양 서식지 같은 자(Ervin et al., 2010). , , ,

연 서식지를 보전하는 보호지역은 서식지 손실 및 파편화 속도 완화와 더불어 다

양한 생물의 서식 공간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의 한 연구에서. 359

곳의 육상 보호지역 내 표본지역이 보호지역 외부와 비교하여 평균적으로 종은

개체는 를 더 많이 발견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11%, 15% (Gray et al., 2016).

연구는 보호지역이 생물다양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광범위한 종을 보전하는데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보호지역은 건강하고 제 기능을 다하는 생태계를 유지함.

으로써 식량 물 그리고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안녕 삶의 질을 높여주는 문화 서, ,

비스 등 필수 생태계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한다(UNEP-WCMC and IUCN,

세계 대 도시 가운데 은 식수의 상당 부분을 산림 보호지역에서 얻2016). 100 1/3

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보호지역이 수분 매개 곤충의(Dudley et al., 2003)

서식지를 제공함으로써 농업 생산에도 기여한다. 보호지역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

어서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는 육상 보호지역이 토지생태계. Melillo et al.(2016)

가 저장하는 탄소량의 약 를 저장한다고 추산하였다 보호지역은 기후변화의20% .

주요 원인인 산림 손실과 훼손을 감소시키는 핵심 역할을 하며 보호지역으로 관

리되는 산림은 거대한 양의 탄소 저장고 역할을 함으로써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

한다 또한 잘 연결된 보호지역은 생물의 이동을 수월하게 하여 생물종에게 기후.

변화 적응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UNEP-WCMC and IUCN, 2016).

둘째 보호지역은 주변 지역사회 지원 지속가능발전목표, , (sustainable development

달성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goals, SDGs) . 보호지역은 그 경계를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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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보호지역(UNEP-WCMC and IUCN, 2016).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산물 농산물 수산물 등 생계를 위한 각종 물질적인 혜, ,

택을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 사회의 대기 기후 수질 등의 조절 기능과 더불어, ,

레크리에이션 관광 종교 영적 문화체험 건강 및 복지 등 비물질적인 혜택을, , , ,

끊임없이 공급하고 있다 또한 보호지역 관리활동을 통하여 지역공동체의 소통과.

협업을 이끌어 지역발전에 기여하기도 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 는. (SDGs) 2030

년까지 인류와 지구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 채택한 세계 공동 목표이다 대표.

적인 목표는 빈곤과 기아 퇴치 양질의 교육 및 양성 평등 제공 모든 사람들을, ,

위한 깨끗한 물과 에너지 제공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육상 및 해양생태, ,

계 보호 등이다 보호지역은 전 세계 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생계의 대부분. 11

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Mulongoy et al., 2008)

빈곤을 해소한다 또한 보호지역은 인류의 건강과 복지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하.

기도 한다 최근의 한 연구는 호주의 빅토리아 주 공원에서 이루어지는 신체 활.

동이 약 억 호주 달러의 의료 비용을 절감하는 것으로 추산하였다2 (Dudley et

이렇듯 보호지역은 인류와 지구의 번영을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al., 2015).

성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 보전이라는 본연의 역할 외에

다양한 사회 분야에 기여하고 있다.

셋째 보호지역은 수익 창출과 관광 산업을 통한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 보호지역에서 자연과의 직접적(Ervin et al., 2010).

인 접촉은 다른 곳에서 느낄 수 없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전 세계 사람들은.

도시 생활에서 찌든 신심을 힐링하고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연 속

으로 달려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육상 보호지역에만 해마다 약 억 명이 방. 80

문한다 이를 통해 직접 지출은 매년 억 달러 소비자 잉여는 매년. 6,000 , 2,500

억 달러가 발생한다 보호지역의 혜택을 환경가치 평가를(Balford et al., 2015).

통하여 수치화하고 있는데 네팔의 한 국립공원의 연간 가치를 평가한 결과 온실,

가스 저장 가치 탄소 저장 가치 자연기반 휴양 가치 등 순편익이 연간 만, , 1,100

달러로 추정되었다 년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연구(Peh et al., 2013). 2012

원이 국립공원 가치 매기기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개 국립공원. 20

의 총자산가치 가 약 조 천억 원으로 이는 우리나라 국(total stock value) 103 4 ,

민 인당 약 만원의 국립공원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국립공원의1 207 .

경제적 가치 중 보존가치는 약 조 천억 원이며 탐방을 통한 이용가치는 약9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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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천억 원으로 보존가치를 약 배 더 높게 평가하였으며 연간 약10 9 8.5 1,750

억 원의 국립공원 관리비용을 고려할 때 약 배의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것으로62

보고하였다 국립공원연구원( , 2012).

보호지역 내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한 국내 사례로는

생태관광지역과 국립공원 명품마을을 꼽을 수 있다 순천만은 년부터 훼. 2002

손 방치된 습지를 복원함으로써 흑두루미 재두루미 등 여 종의 철새· , 230 , 120

여 종의 식물 여 종 저서식물이 서식하는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년 연, 300 . 2006

간 만 명이던 탐방객이 년 배 이상 증가한 만 명에 달하였으며 이70 2013 3 230

러한 순천만 습지의 경제적 가치를 연간 억원으로 추산하였다1,747 1) 다도해해.

상국립공원 내 위치한 관매도는 생태와 문화가 조화로운 작은 섬마을의 가치를

재인식하면서 국립공원 명품마을 사업을 추진한 결과 탐방객이 약 증가, 160%

하고 마을 소득이 백만원에서 백만원으로 약 가 급증하여 지역경694 3,683 430%

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한 바가 있다 김준( , 201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호지역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 가치 사회적 가, ,

치 경제적 가치는 광범위하게 증명되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가치를 가진 보호, .

지역의 확대 필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 향후 국제사회는 보호지역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 요청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추.

어 보호지역 확대 및 향상 방안을 선도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1 보호지역의 가치 및 확대 필요성]

1) 경향신문 일자 순천만생태습지 지역경제 파급효과 연간 억원2016.5.13 , “ 1,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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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과 보전생물학1.2

생물다양성협약 제 조에 따르면(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2

생물다양성 이란 육상 해양 및 기타 수생태계와 이들 생태계가 부(biodiversity) ,

분을 이루는 복합생태계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생물체 간 변이성 을(variability)

의미하며 여기에는 종내 다양성 종간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을 포함한다라고 정, , ,

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물다양성은 유전자 다양성 생물종 다양성 생태계 다. , ,

양성의 가지 수준으로 구분한다 표3 ( 2).

유형 내용

유전자 다양성

(genetic diversity)

종내 다양성·

유전자 정보의 다양성 유전적 변이 다양성· ( )

종의 환경변이에 대한 적응성·

종다양성

(species diversity)

종간 다양성 및 종수 형태 분포 종 상호간 다양성· , , ,

특정 환경에 대한 종들의 진화적 생태적 적응 범위 결정· ,

인류에게 자원 제공·

생태계 다양성

(ecosystem diversity)

생태계 구성요소의 다양성·

생태학적 구조 및 기능의 다양성·

환경조절기능 발휘 및 생태계 건강성 판단 척도·

출처 권태호 외 이동근 외 의 내용을 재구성함: (2012) p.54, (2014) p.36 37∼

표< 2 생물다양성의 가지 유형> 3

생물다양성은 사람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의식주의 재료를 제공하고 의약품 원

료 등을 제공해 준다 생물다양성은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한 차적 자원이다 산. 1 (

림청 이와 동시에 생물다양성은 공기와 물을 정화하고 가뭄과 홍수를, 2014).

완화하며 토양을 형성하는 등 자연생태계의 기능을 유지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생물다양성은 영감 및 미학적 아름다움을 제공하고.

독특한 생태계 경험을 통하여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기도 한다 더 나아가 지역의.

고유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창출하기도 한다 이렇듯 생물다양성은 인간이 생존을.

영위하게 하는 원천이며 생물다양성의 보전은 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사‘

회 의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다 산림청’ ( , 2014).

이러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학문 분야가

보전생물학 이다 보전생물학은 세기 들어 심각한 서식(conservation biology) . 20

지 및 환경 파괴로 직면한 생물다양성의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발전한 종합적

이며 학제적 접근의 응용 과학 분야이다(Soul 보전생물학의 주요 연구,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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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멸종위기종의 보전 자연보전지구의 설계 및 관리 지역주민과 정부 간, ,

의견 조정 생물종 보호를 위한 정책 등이다 보전생물학이 갖고 있는 목적 중, .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목적은 모든 보전활동에 과학적인 이론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최재천 예를 들어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서식지의 보호를 위해( , 1997).

서 어느 지역에 얼마의 면적으로 자연보전지구 를 설정해야 하(natural reserve)

는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도서생물지리학 이론. (theory of island biogeography)

이 이에 대한 과학적 기초 이론을 제공한다 최재천( , 1997).

도서생물지리학 이론 및 자연보전지구 설계 지침1.3

도서생물지리학 이론은 년 와 이 제안한 것으로 종의1963 MacArthur Wilson

이입과 멸종에 관한 평형이론이다 어떤 섬의 종수는 육지로부터의 종의 이입과.

섬에서의 멸종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육지에서 가까운 섬이 멀리 떨어진.

섬보다 이입률이 높으며 작은 섬보다는 큰 섬에서 더 높기 때문에 큰 섬에서 더

많은 종의 정착이 가능하다 섬에서의 멸종률은 섬의 크기가 작을수록 증가하는.

데 이는 작은 섬이 환경이 단순하고 생물이 서식하는데 필요한 자원이 적기 때

문이다 반대로 섬이 클수록 환경이 다양하고 자원이 풍부하여 멸종률이 낮아지.

게 된다 따라서 섬이 육지로부터 가까울수록 섬의 크기가 클수록 생물종의 수. ,

는 많아진다는 것이다(MacArthur and Wilson, 1963).

일반적으로 서식지 면적이 커지면 그곳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수도 많아진다

이러한 종 면적 관계(MacArthur and Wilson, 1963). - (species-area relationship)

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Preston, 1962).

S = cAz 또는 log S = log c + z log A

여기서 는 종다양성 종의 수 즉 종풍부도 는 면적 와 는 상수이다S ( , ), A , c z . z

값은 많은 육상 생물종에 대한 종 면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 0.2∼

의 값을 보인다 육상군집 조사에서 발견된 종 면적 관0.3 (Meffe et al., 1994). -

계는 바다에 둘러싸인 섬에도 적용되었다 이도원 서인도(Wilson, 1989; , 2001).

제도의 개 섬에서 사는 양서 파충류의 종수를 조사한 결과 쿠바 와 히7 · , (Cuba)

스파뉼라 와 같은 큰 섬에서 나타나는 종수가 사바 와 레돈다(Hispaniola) (Saba)

와 같은 작은 섬에 비해 훨씬 많았다(Radonda) (Wilson,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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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생물학자들은 이러한 종 면적 관계를 보호지역의 크기 결정과 서식지가-

손실될 때 멸종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의 수와 비율을 추정하는 데 이용하기도,

한다 이도원 반대로 여러 크기의 보호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종들이 남( , 2001).

아 있을지도 예측할 수 있다 그림 는 서식지 소실과 종 소(Primack, 2012). [ 2]

실 사이의 상관관계를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보호지역은 부적절한 서.

식지인 바다 에 떠 있는 서식지 섬 이라고 볼 수 있다 여(sea) (habitat islands) .

기에서 서식지의 면적이 줄었을 때 멸종되는 종의 수는 가 될 것이다50% 10%

서식지의 면적이 줄어든다면 종의 절반이 사라질 것이다 의(A). 90% (B). 99%

서식지가 사라지면 원래 종의 가 멸종하게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느75% .

한 나라의 면적에 해당하는 보호지역에 그 나라에 종의 가 서식하고10% 50%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Primack, 2012).

그림[ 2 도서생물지리학 이론을 통한 멸종률의 예측]

출처 재작성: Primack(2012) p.148

도서생물지리학 이론은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론적 예측이 실.

제 관찰 결과를 통하여 검증되었으며 현장의 현황 중심으로 기술하던 생태학 연

구에 그래프와 수학적 분석을 도입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이도원( , 2001).

경관의 바탕 구조 개별 종 및 개체군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은 있,

으나 도서생물지리학 이론은 자연보전지구 설계에 응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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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출하는데 참고가 되었다(Diamond, 1975).

는 도서생물지리학 이론을 응용하여 멸종률을 최소화하기 위해Diamond(1975)

개의 자연보전지구 설계 지침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지침은 논란을 일으켰다6 . .

두 번째 지침에서 기인한 이 논란은 일정한 크기의 단일한 자연보전지구와 여러

개로 나누어진 같은 면적의 자연보전지구 중 어느 쪽에서 종풍부도가 클 것인가?

일명 논쟁이다 논쟁의 잠정적 결론은SLOSS(Single Large or Several Small?) .

큰 자연보전지구는 대형동물의 유지에 유리하며 여러 개의 작은 자연보전지구는,

서식지 다양성을 유지하여 종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명수( , 2002).

구분 생태적 가치

큰

자연

보전

지구

대수층과 호수의 수질보호에 유리하다· .

차수가 낮은 하천의 연결성을 보장하여 물고기와 육상생물의 이동을 원활히 한다· .

조각 내부 종의 개체군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서식처를 제공한다· .

행동권이 대형 척추동물을 위한 핵심서식처와 피신처를 제공한다· .

주변의 바탕이나 작은 조각으로 전파될 종의 공급원이 되어 메타개체군 유·

지에 공헌한다.

여러 개의 서식처를 필요로 하는 종들에게 다양한 미소서식처를 제공한다· .

교란에 적응되어 오히려 교란이 필요한 생물들에게 자연교란에 가까운 체계·

를 제공한다.

환경 변화에 흔히 일어나기 쉬운 종의 사멸을 완충해 준다· .

작은

자연

보전

지구

내부종이 국부적으로 사멸한 다음 피신처가 되며 재정착을 위한 이주와 전·

파가 필요한 징검돌과 통로역할을 한다.

가장자리종의 다양성과 큰 개체군을 유지시켜 큰 조각과 다른 생태관광자원·

을 제공한다.

바탕의 이질성을 증대시켜 토양침식을 감소시키고 피식자가 포식자로부터· ,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작은 조각에 특별히 서식하는 생물을 보호한다· .

흩어져 있는 작은 서식처와 희귀종을 보호한다· .

병충해 전염을 일부 작은 조각에 제한하여 위해 요소를 분산시킬 수 있다· .

내부 접근이 용이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일반대중의 심리적 안정과 교육자원 그리고 과학자들의 연구를 포함하는 사·

회적 가치가 크다.

출처 이도원: (2001) p.164

표< 3 큰 자연보전지구와 작은 자연보전지구의 생태적 가치>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고 작은 자연보전지구는 서로 다른 생태적 가치를< 3>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물다양성 보전에 있어 큰 보전지구와 작은 보전지구는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다양한 생물종 보전을 위해 큰 자연보전지구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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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주변에 작은 자연보전지구들이 흩어져 있는 경우가 바람직하다(Shafer, 1995).

전 세계에 걸친 보호구역의 크기와 위치는 인간의 분포 잠재적인 토지의 가,

치 보전에 동참하는 시민들의 정치적 영향력 그리고 역사적인 요소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Primack, 2012).

도서생물지리학 이론에 기반한 다이아몬드 이론 과 같은 보(Diamond theory)

전생물학의 자연보전지구 설계 원리는 조각의 크기와 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

다 그리고 도서생물지리학 이론과 서식지 이질성 및 인간의 영향을 고려한 포괄.

적인 지침 그림 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지침을( 3, 4) (Shafer, 2008).

실제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현장자료에 의해서 검증되

지 못하였지만 보전지구 설계 시 참고할 만하다 이도원( , 2001).

전체 유역 이주 경로 섭식 장소 등은 보전지역 내부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A. , , .

작은 것보다 큰 것이 낫다 특히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대형 포유류에게는 더욱 그러하다B. . .

파편화되지 않은 것이 파편화된 것보다 더 낫다C. .

재해와 인간의 개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고유종이나 희귀종이 서식할 수 있기 때문에D.

여러 개의 보전지구가 낫다.

서로 가까이 있을수록 이웃한 보전지구로 쉽게 이주할 수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E:

것보다 낫다.

그러나 재해 질병 인간의 이용에 대한 영향을 감소시키고 다양한 서식지 생물종수 종F: , , , ,

내 유전자 다양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좋다.

자연적 연결성 즉 통로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좋은 대안이다G: , .

작은 징검돌 모양의 보전지구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H: .

서식지 이질성이 높은 예를 들어 산 호수 보전지구는 다양한 서식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I: ( , )

더 많은 종들을 보유한다 또한 산이 제공하는 높이의 다양성은 기후변화 적응에 도움이 된다. .

대륙 규모의 서식처 통로는 특히 고위도 지역에서 기후변화를 극복하는 데에 필수적이다J: .

투과성이 있는 가장자리는 보전지구를 통과하는 동물의 이동을 촉진한다 가장자리의 급격K: .

한 변화 정도 너비 수직구조 자연적 불연속성이 투과성에 영향을 준다, , , .

폭이 좁은 보전지구 예 대략 는 포식자나 잡종에 의한 침입을 촉진할 수 있다L: ( : 200 500m) .∼

핵심 내부 산림이 없거나 아주 작은 보전지구에는 일부 철새들에게 필요한 장소가 부족할M:

수도 있다 또한 이론과 일부 모형에 따르면 면적 둘레길이 비가 더 높을수록 외부 영향. -

들을 완화하고 동물의 이동을 촉진한다.

최소존속가능개체군 크기에 대한 최소치 예측은 개체군이 존속할 수 없다고 가정하는 것보N:

다 낫다 그러나 보편적인 타당성을 갖는 마법의 수는 없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이것은. .

보전지구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보전지구를 연결하라는 의미이다.

소규모 보전지구는 보전지구체계에서 일부 종들을 위해 유용한 용도를 가질 수 있다O: .

지엽적인 관점보다는 광역적인 관점을 가지는 것이 보전지구의 생물상을 보존하는데 중요하다P: .

완충지역 보전구역 경계 외부의 토지이용규제 또는 협력적 지역계획은 인간 영향을 최소화Q: /

하는데 결정적이다.

보전지구 외부의 인간활동을 사회경제적으로 보전지구 관리계획과 통합하여 자연보전지구R:

를 하나의 섬으로 간주하지 않고 자연보전지구의 경계를 장벽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와. Q

과 같이 단지 생태적 이론만이 아니라 사회과학의 적용은 자연보전지구 계획의 가장 어R

려운 해결과제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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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자연보전지구 설계 지침] 1

출처 재작성: Shafer(2008) p.72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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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자연보전지구 설계 지침] 2

출처 재작성: Shafer(2008) p.72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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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역 관련 연구 동향2.

우리나라 보호지역과 관련된 연구는 보호지역 전반에 대한 연구와 개별 보호

지역에 대한 연구로 대별되며 보호지역의 개념 정의 유형 분류 지정 현황 지정, , ,

기준 관리체계 및 개선방안 국내외 동향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표, , ( 4).

년대 말부터 년대 보호지역 관련 연구는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국1980 1990 ①

립공원의 자연자원 조사 및 생태계 현황 조사 김준선 외 최송현 외( , 1989; ,

한봉호 외 변무섭 국립공원 이용객 및 탐방객 행태 이1994; , 1999; , 2003), (②

명우 외 공영호 외 김용근 외 유기준 외 허학영, 1987; , 1990; , 1996; , 2001;

외 이용자 만족도 조사 김성일 외 오두영 외 장병문, 2003), ( , 1989; , 1996;③

외 관리방안 개선 임경빈 외 오구균 외 이경재 외, 2002), ( , 1987; , 1991;④

이경재 홍성권 외 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러1996; , 1998; , 2004) .

한 연구들은 개별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 및 이용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

계획 관리시사점 향후 연구과제 등을 제안하고 있다 허학영, , ( , 2006).

년대에 접어들면서 보호지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으나 보호지2000

역 지정과 관리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여 보호지역 지정 기준과 관리체

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윤양수 외 신현탁 외( , 2000; ,

남정호 외 전재경 허학영 환경부 환경부2001; , 2004; , 2005; , 2006; , 2006;

김명수 외 산림청 외 남정호 외 국토해양부2007; , 2007; , 2007; , 2007; ,

박용하 외 조용현 외 성현찬 외 한국환경복원기술2008; , 2008; , 2010; , 2010;

학회 이는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 등 정부 개 부처와, 2011). , , , 4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등 여러 법률에 의해 다, ,

양한 종류의 보호지역을 지정 관리하면서 보호지역의 기능적 공간적 중복문제, ,

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김보현 이들 연구들은 우선 보호지역의 정의를( , 2012).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보호지역의 유형을 분류한 후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합,

리적인 지정 기준을 제시하면서 통합 관리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년대 들어 국외 보호지역 관리체계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여 소개하2000

기 시작하였다 윤양수 외 남정호 외 전재경 환경부( , 2000; , 2004; , 2005; ,

김명수 외 산림청 외 국제사회에서 활발히 논의되어 정2006; , 2007; , 2007).

립된 보호지역의 개념 목표 기준 보전 및 관리전략과 국제사회에서 개별 국가, , ,

들에게 요청하는 보호지역 관련 사항들이 국내에 알려졌다 이 후 정부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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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호지역을 국제적 수준에 부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

으며 개별 연구자들 또한 국제적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 보호지역을 어떻게 재편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허학영 국립공원관리공( , 2006;

단 허학영 외 류광수 외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박, 2007; , 2007; , 2011; , 2011;

용하 외 길승호 외, 2012, , 2014).

년 제 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년까지 국제사회가 추진2010 10 2020

할 글로벌 목표와 이행방안을 담은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2011 2020∼

을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에서(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2020)’ .

는 이러한 글로벌 전략계획과 국가목표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년 제2014 3

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 전략에서는 국내 보호지역을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 수준으로 보호지역 지정을 확대하11

고 보전 프로그램 적용 지역을 확대하는 것을 핵심 추진과제의 하나로 선정하였

다 관계부처합동 이에 따라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보호지역의 양적 확대( , 2014).

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국립공원관리공단 외 이수재(2015),

외 허학영 외 가 보호지역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2015), (2016)

였다 또한 향후 이와 관련한 연구가 다양하게 수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구분
보호
지역
개념

보호
지역
유형
분류

보호
지역
지정
현황

보호
지역
지정
기준

보호
지역
관리
방안

국내
외
정책
동향

보호
지역
확대

윤양수 외(2000) ○ ○ ○ ○

신현탁 외(2001) ○

남정호 외(2004) ○ ○ ○

전재경(2005) ○ ○ ○ ○

허학영(2006) ○ ○ ○

환경부(2006) ○ ○ ○ ○

김명수 외(2007) ○ ○ ○ ○ ○

남정호 외(2007) ○

산림청 외(2007) ○ ○ ○ ○ ○

전재경(2007) ○ ○ ○

국립공원관리공단(2007) ○ ○ ○ ○ ○ ○

허학영 외(2007) ○ ○

국토해양부(2008) ○

표< 4 보호지역 관련 국내 연구 동향>



- 18 -

구분
보호
지역
개념

보호
지역
유형
분류

보호
지역
지정
현황

보호
지역
지정
기준

보호
지역
관리
방안

국내
외
정책
동향

보호
지역
확대

박용하 외(2008) ○

조용현 외(2010) ○

류광수 외(2011) ○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2011) ○ ○ ○ ○ ○ ○

김민정 외(2011) ○ ○

김보현(2012) ○ ○ ○ ○ ○ ○

박용하 외(2012) ○ ○ ○ ○ ○

허학영(2012) ○

길승호 외(2014) ○ ○

국립공원관리공단 외(2015) ○ ○ ○ ○ ○ ○ ○

이수재 외(2015) ○ ○ ○ ○ ○ ○ ○

최지은 외(2016) ○

허학영 외(2016) ○

표 계속< >

보호지역 지정 기준에 대한 연구2.1

우리나라에서 그간 지정하여 온 보호지역의 지정 기준을 고려할 때 보호지역,

의 자연생태적인 특성뿐 아니라 주요한 사회경제적인 요소 및 생물다양성 요소

등이 지정 기준에 반영되어 왔다 환경부 그러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 2007).

지정 기준이 미흡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또한 지정 기관의.

주관적이며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보호지역을 지정하고 보호지역별 지정기준의

차별성이 모호하여 동일한 지역에 중복하여 서로 다른 보호지역을 지정하는 문

제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업무 다원화.

로 인한 혼란 예산의 낭비 관리인원 부족 등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 , .

결하고자 지속적으로 보호지역 지정 기준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며 생태

적 요소 사회적 요소 경제적 요소를 고려한 보호지역 지정 기준을 정량화하는, ,

연구가 수행되었다 신현탁 외 우형택 남정호 외 해양수산( , 2001; , 2002; , 2004;

부 장진호 남정호 외 환경부 국토해양부, 2005; , 2008, 2007, , 2007; , 2008).

신현탁 외 는 국내외 선행 연구와 문헌을 정리하여 보호지역 보전가치(2001)

에 대한 평가항목을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들은 보호지역의 보전가치를 평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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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총 개 항목의 평가 기준을 사용하였으며 희귀성 유용성 다양성 면적 자27 , , , ,

연성 및 인간의 간섭 허약성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였다 이 중 정량적, .

평가 기준은 총 개이며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평가 기준은 희귀성 분류학적13 ,

특이성 인간 간섭의 가지라고 제안하였다, 3 .

남정호 외 는 생태적 특성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해양(2004) ,

보호지역 지정 기준으로 위협 정도 관리시급성 서식지 훼손 안정성 이해 상( , ), ,

충 연구 가치 및 교육가치 여가 및 휴양 관광에 의한 경제적 이익 등 가지, , , 16

요소를 도출하였다 이후 남정호 외 의 연구에서 해양보호지역의 사회 경(2007) ·

제적인 요소를 계량화하고 계층분석법 을(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HP)

적용하여 지정 기준별 중요도를 정량화하였다.

해양수산부 는 환경생태분야 개 사회경제분야 개의 지정 기준을 선(2005) 7 , 5

정하고 설문조사 분석을 통하여 각 기준을 등급화하였다 그리고 각 지정 기준, .

항목별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김명수 외 는 국토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호지역의 위계 정립 및(2007)

관리방안 연구에서 보호지역의 중복 지정 현황을 살펴보고 중복 지정으로 인한

책임소재의 불분명 중복관리로 인한 예산 낭비 중복 행위 제한으로 주민 생활, ,

불편 초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보호지역 위계 정립을 통한

보호지역 체계의 단순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환경부 는 생태계 보호지역 지정 기준의 객관화 연구에서 보호지역의(2007)

국제기구 및 협약 국가별 연구자별 보호지역의 지정 기준을 정리하여 시사점을, ,

도출하고 생태환경가치를 고려한 보호지역 지정의 타당성을 제시하였다 보호지, .

역 지정 평가지표로 자연성 생물다양성 생태계 학술적 가치 등의 생태환경가치, , ,

평가지표와 다목적 이용 이해관계자 의지 경제적 의존도 제도적 기반 등 사회, , ,

경제적 평가지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토환경에 대한 기초조사의 필.

요성을 제시하였는데 기초조사 자료가 부족하여 보호지역 지정 기준을 정량적으

로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보호지역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2.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 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여러 법률에 의해4

다양한 종류의 보호지역을 지정 관리하기 때문에 보호지역의 기능적 공간적 중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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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관리의 다원화 및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보호지역 시

스템 개선 방안과 통합 관리 필요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김보현( , 2012)

남정호 외 는 연안 해양보호구역 통합관리체계 구축 방안 연구에서 우(2004) ·

리나라 연안 해양보호구역 통합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관리전략·

별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방안

과 통합조정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전재경 은 보호구역 관리 실태 및 법제 정비 방안 연구에서 법률에 근(2005)

거한 보호지역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호구역의 지정 과정과.

지정 후의 보전 및 이용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틀

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하였다 새로운 보호구역 관리 모델로 참여(system) .

적 의사결정에 바탕을 둔 다자간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원 상호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형성하는 연극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법제 정비 방안으로는 각 부처가 주.

관하는 기본법을 통해 점차 통합시켜 나가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환경부 는 선진 외국의 보호지역 관리기법 연구에서 미국 영국 독일(2006) , ,

등의 보호지역 유형 관리방법 관리수단 관리조직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보호, , ,

지역 지정 후 발생하는 관리기본계획 미수립 사유지 매입 부진 중복지정 및 중, ,

복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하는 방안으로 보호지역 개.

념 정립 전담조직 마련 지정체계 개선 관리효과성 평가 실시 등을 제안하였다, , , .

특히 보호지역 지정 체계의 개선을 위해 세계자연보전연맹 보호지역 관(IUCN)

리 분류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시하였다.

김명수 외 는 국토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호지역의 위계 정립 및(2007)

관리방안 연구에서 국내 보호지역 실태조사와 해외사례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보호지역 위계 정립을 위한 대안으로 총 개의 보호지역 유형을 제시하고 이를10

위해 가칭 보호지역기본법 제정을 제안하였다 보호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 ) .

해서는 자원 관리 이용자 관리 주민 참여와 협력적 관리방식의 도입 지정 및, , ,

관리계획 수립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보호지역 관리 통합을

위한 통합관리기구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산림청 외 은 산림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효율화 방안 연구에서 우리나(2007)

라 산림보호지역의 개념 정립을 통하여 지정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

에서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지정기준 및 체계 개발을 위하여 세계자연보전

연맹 보호지역 관리 분류체계의 도입을 강조하였다(IU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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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현 외 은 우리나라 보호지역 관리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에서 보호(2010)

지역의 현장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통합관리를 위한 관리개

선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따른 관리계획지침과 사후평가지침을 마련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관리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관련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내

실 있는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였다 또한 보호지역 중복 지정 관리 다원화. ,

에 따른 관리 비효율성을 감안하여 통합관리 전담기구 신설을 제시하였다.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는 보호지역의 재분류 및 협력적 관리를 위한 연(2011)

구에서 보호지역 관련 조직체계 지정목적 및 기준 지정 현황을 검토하고 보호, ,

지역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국내 보호지역 지정목적 및 기준의 유사성 규제 위,

주 관리방식 지정권한의 중앙 집중 중복 지정에 따른 비효율적 관리라고 진단, ,

하였다 이를 해결하고자 첫째 지정체계의 개선인데 하향식 지정체계를 상향식. , ,

지정 체계로의 변경과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보호지역 관리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력관리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 강화를 제시하였다 둘.

째 관리조직 개선 및 전문 인력 양성을 강조하였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을 확대하, .

여 가칭 보호지역관리청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효율적이며 전문적인 보호( )

지역 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할 것을

권고하였다 마지막으로 보호지역 사후평가방식의 개선이다 실제 지정된 보호지. .

역의 관리 효율성 검토 대국민 서비스 제고 국제적 수준의 관리 시행 등을 위, ,

하여 가지의 성과관리지표를 제안하였다7 .

최지은 외 는 생태 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을 중심으로 국내 보호(2016) · ,

지역 관리 담당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보호지역 현황정보 관련 도면 자료의 부족,

관리계획의 낮은 실효성 관리담당자의 잦은 인사 이동 생태관광과 같은 소프트, ,

웨어 측면의 수요에 필요한 예산 부족 등 자동 관측 관리시설 미흡 이, CCTV ,

해관계자 주민감시요원 보전지역위원회 등의 협력 체계 부족 주민과의 협의 체, , ,

계 부재 등 보호지역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상 보호지역의 지정 기준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

라 보호지역 유형을 국제 수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세계자연보전연맹

보호지역 관리 분류체계에 따라 보호지역을 재정립해야 함을 공통적으(IUCN)

로 역설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보호지역의 문제점을 보호.

지역 중복 지정 관리 다원화에 따른 관리 비효율성 등을 지적하며 통합관리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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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으로 개선하여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통합관리전담기구의 설립을 제시하고 있

다 이를 위해 보호지역 관련 법제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

다는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보호지역 관련 국제 동향3.

생물다양성과 보호지역 관련 국제사회의 주요 흐름을 국가 정상회의 생물다양,

성협약 세계자연보전연맹 차원에서 그림 와 같이 정리하여 도(CBD), (IUCN) [ 5]

식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 주요 내용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 ,

회에서 보호지역 관련 논의 내용 생물다양성협약 전략계획, 2002 2010 , 2011∼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을 간략히 정리하고 보호지역과 직접적으로 관련성2020∼

이 있는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이 담고 있는 내용을 문구별로 구분하여 그11

의미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그림[ 5 생물다양성 및 보호지역 관련 국제사회 주요 흐름]

출처 김보현 을 보완하여 재작성함: (2012)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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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협약과 당사국총회3.1

년 월 세계자연보전연맹 의 건의에 따라 유엔환경계획1987 6 (IUCN) (United

의 주도 하에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한 국제적 행동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하고 차례의 정부 간 협상회의를 거쳐 생, 7

물다양성협약 안 을 마련하였다 생물다양성협약 은 년 브라질 리우데( ) . (CBD) 1992

자네이루 유엔환경개발회의(Rio de Janeiro)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에서 개국 정부 대표가 서명함에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 158

따라 채택되어 년 월 일에 발효되었다 이 협약은 전문과 개 조항1993 12 29 . 42 ,

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 협약의 구성은 협약의 목적 및 원칙 동2 . 1) , 2)

정 및 모니터링 현지 내 및 현지 외 보전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 ,

용 연구 및 훈련 교육 및 홍보 환경영향평가 및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 등 생물, , ,

다양성 보전 대책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기술 접근 및 기술 이전 정보교환, 3) , 4) , ,

기술 과학 협력 생명공학의 관리 및 그 이익의 배분 재원 및 재정체계, , 5) , 6) , 7)

부속기구 협약의 서명 및 발효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제 조 현지, 8) . 8 (

내 보전 에서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호지역제도 또는 특별조치 필요)

지역제도 수립 관리지침 작성 생물자원 관리 규제 생태계 서식지 생물종의, , · , · ·

보호 및 장려 등 보호지역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김보현( , 2012).

이후 차례의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를 거치면서 협약 당사국 간에 생물다양13

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생물 유전자원 이용을 통해 발생한 이익의 공정, ,

공평한 공유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와 프로그램들을 논의하여 왔다 생물다양성협.

약 당사국총회에서 보호지역 관련 논의는 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2000

다 표 는 당사국총회에서 보호지역 관련 주요 논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5> .

생물다양성협약 전략계획3.2 2002 2010∼

생물다양성협약 주년인 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 차 당사국10 2002 6

총회에서 년까지 생물다양성협약의 가지 목적을 보다 효과적이고 일관되2010 3

게 이행하며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수준에서 생물다양성 손실을 현저히 감소시, ,

키기 위하여 생물다양성협약 전략계획‘ 2002 2010 (Strategic Plan 2002∼ ∼

을 결의하였다 이 전략계획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지의 전략 목표2010)’ . 4

를 설정하고 있다(strategic goa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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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호지역 관련 주요 내용

CBD

COP6

(2002)

결정문 생물다양성 협약의 전략 계획< VI/26. >

협약의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년까지 국제적 지역적 국가· 3 2010 , ,

적 차원에서 생물다양성 손실을 획기적으로 감소

CBD

COP7

(2004)

결정 전략 계획 진전의 미래 평가 기대목표 대상목표< VII/30. : . 1: 1.1>

세계의 생태지역별로 적어도 를 효과적으로 보전· 10%

세계자연보전연맹 보호지역 분류체계 공식 승인< >

보호지역실행프로그램 채택< (PoWPA) >

CBD

COP10

(2010)

결정문 생물다양성 전략 계획 대상목표< X/2. 2011-2020 . 11>

년까지 적어도 육상 담수 생태계 연안 해양생태계 보전·2020 , 17% · , 10% ·

특히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에 중요한 지역을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관리 대표성을 지니며 연결성이 확보된 보호지역 및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

반 보전 수단을 통해 보전 그리고 광역 경관 및 해양 경관으로 통합 관리

CBD

COP12

(2014)

제 차 지구생물다양성 전망 아이치< 4 (Global Biodiversity Outlook 4)

생물다양성 목표 평가11 >

현재의 증가 속도로는 육상보호지역의 목표는 년까지 달성될 것· 2020

이며 추가 보호지역 목표까지 고려하면 더 늘어날 것,

전반적으로 볼 때 해양 부문 목표는 어려울 것으로 추정되지만 연안지·

역은 진전이 있음

출처 이수재 외 일부 보완: (2015) p.9

표< 5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보호지역 관련 논의 내용>

생물다양성협약은 국제 생물다양성 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Goal 1 (issues)

할을 수행한다.

당사국은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정적 인적 과학적 기술적 역량을 향Goal 2 , , ,

상시킨다.

국가의 생물다양성 전략 및 실행 계획과 생물다양성 문제를 관련 부문에Goal 3

통합함으로써 협약의 목적을 이행하는 효과적인 기본틀 을(framework)

마련한다.

생물다양성과 협약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로 통해 협약Goal 4

이행 과정에서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이 계획에 따라 생물다양성 목표 를2010 (2010 Biodiversity Target)

채택하였다 이 목표는 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 및 유엔. 2005

총회에서 가결된 뒤 새천년발전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중의 하나로 포함되었다 환경부( , 201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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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전략계획3.3 2011 2020∼

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 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더욱2010 10

의미 있는 성과물에 합의하였다.

첫째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ABS) to the

일명 나고야 의정서 의 채택이다 개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 30

조문과 개 부속서로 구성된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할 국가는 해2

당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의 절차에 따라 사전 통보 승인(Prior Informed

을 받은 후 접근하여야 하며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한 이Consent, PIC)

익에 대해 상호 합의한 계약 조건 에 따라 제(Mutually Agreed Terms, MAT)

공국과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 생물다양성 전략계획과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의 합의이, 2010 2020∼

다 전 세계 생물다양성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지구생물다양성전망 제 차 보. 3

고서 는 년부터 년까지 지구(Global Biodiversity Outlook 3, 2010) 1970 2006

상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가 사라졌으며 이런 추세라면 해마다 종에31% 25,000

서 종이 사라지고 년에서 년 내에 지구 전체 생물종의 가 멸종50,000 , 20 30 25%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러한 생태계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 지.

구적으로 취해야 할 행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생물다양성전략계2011 2020∼

획과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를 채택하였다 개 전략 하에 개 목표로 구성된. 5 20

생물다양성전략계획과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는 생물다양성협약2011 2020∼

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는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

며 년까지 생태계의 회복력을 유지시킴으로써 생물다양성을 지키고 인간의2020

복지와 빈곤 퇴치에 기여한다는 국가적 국제적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김보현, ( ,

이동근 외 환경부2012; , 2014; , 2014a; CBD, 201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과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의 가지 목적2010 2020 5∼

은 아래와 같다(Goals) .

정부와 사회 전반에 걸쳐 생물다양성을 주류화함으로써 생물다양성Goal A

의 손실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한다.

Goal B 생물다양성에 대한 직접적인 압력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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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종 유전적 다양성을 보호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상태를 향상한다Goal C , , .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의 모든 혜택을 강화한다Goal D .

참여형 계획 지식 관리 및 역량 강화를 통하여 이행을 강화한다Goal E , .

생물다양성 전략계획과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는 지난 년간2010 2020 10∼

의 생물다양성협약 전략계획과 생물다양성 목표 이행 노력2002 2010 2010∼

을 평가하여 보완한 것으로 생물다양성협약 차 전략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환2 (

경부 이 두 전략계획 및 목표의 차이점은 첫째 생물다양성 주류화를, 2014a). ,

전면에 배치한 점이다 전략계획의 전략 목적. 2002 2010 (strategic goal) 3,∼

에 있던 생물다양성 주류화 전략을 전략 목적 로 전면에 내세운 것과 더불어4 A

생물다양성의 인식 제고 생물다양성 가치 통합 유인 조치 개혁 등을 아, , 2020

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으로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통해 생물다양성 손실의1 3 .∼

근본 원인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생물다양성 목표를 달성하지. 2010

못한 주요한 이유를 생물다양성 손실의 근본 원인을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고 평

가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또 다른 차이점은 전략 목적 에서(CBD, 2010). , B D∼

생물다양성에 대한 압력 저감 상태 개선 이익 강화 등 점진적 목표를 제시했다, ,

는 점을 뽑을 수 있다 환경부 셋째 생물다양성 목표에 있어서도 해양( , 2014a). ,

생태계 보전을 강조한 점과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및 실천 계획(NBSAP:

을 년까지 작성하고 이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 2015

행을 착수하도록 한 점도 목표에는 찾아볼 수 없다 목표에 처음으2010 . 2020

로 등장한 것이다 넷째 생물다양성 목표에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목표로. , 2020

제시하고 상향 조정한 것이다 예를 들면 기존 목표에는 의 생태지역을 보. , 10%

호지역으로 제시하였는데 생물다양성 목표에는 이를 상향 조정하여2020 17%

의 육지 및 육수지역 의 연안 및 해양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것, 10% ·

을 제안하고 있다.2)

보호지역 관련 주요 목표를 살펴보면 숲을 포함한 자연서식처의 손실률을, 0%

에 가깝게 하거나 절반 이하로 줄이고 년까지 보전 및 복원을(Target 5) 2020

통해 적어도 훼손지역의 를 복원하며 년까지 국가 생물다15% (Target 15) 2015

양성 전략 및 실천 계획 을 수립하여 국가정책에 적용하라(NBSAP) (Target 17)

2) 생물다양성 목표와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의 세부 내용을 비교하여 부2010 2020

록 에 정리하였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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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김보현 특히 보호지역에 대한 구체( , 2012).

적이고 정량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목표 에 년까지, 11(Target 11) 2020

육지 및 육수지역의 연안 및 해양지역의 이상을 보호지역으로 지정17%, 10%

하고 광역적인 육지 및 해양경관으로 통합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3.4 11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전략목적 는 생태계2010 2020 C(Strategic Goal C) ‘ ,∼

종 유전적 다양성을 보호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상태를 향상시킨다 이다 아이치, ’ .

생물다양성 목표 은 전략목적 의 하위 목표 중 하나로 전문11 C 3)은 다음과 같다.

년까지 최소한 의 육지 및 육수지역과 의 연안 및 해양지역“2020 17% 10% ,

특히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가 특별히 중요한 지역을 효과적이고 공평하게

관리하며 생태적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연결성이 확보된 보호지역, (protected

시스템과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areas) (other effective

을 통하여 보전하며 보다 넓은 육상경관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

및 해상경관과 통합 관리한다· .”

여기에서는 목표 이 담고 있는 의미를 문구별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11 .

년까지3.4.1 2020 (By 201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과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는 년까지2010 2020 2020∼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서 국제적으로 추진해야 할 글로벌 목표이며 이행방안이

다 여기에 포함된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역시 년까지 보호지역 관련. 11 2020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년은 목표 연도를 말한다. 2020 .

3) 영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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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dscape and sea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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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육지 및 육수지역의 연안 및 해양지역의 이상3.4.2 17%, 10%

(At least 17 per cent of terrestrial and inland water

areas and 10 per cent of coastal and marine areas)

목표 에서는 지구 표면을 육상지역과 해상지역의 개 지역으로 크게 구분하11 2

고 있다 육상지역은 다시 육지지역과 육수지역으로 해상지역은 연안지역과 해. ,

양지역으로 세분하고 있다.

육상 지 의 사전적 의미는 강이나 바다와 같이 물이( )(terrestrial areas, )陸地

있는 곳을 제외한 지구의 표면을 말한다4) 즉 육지지역은 육지와 바다의 경계에.

서 내륙 쪽을 의미한다 이수재 외 육수지역 은 호( , 2015). (inland water areas)

수 저수지 연못 하천 습지 등 내륙수 지역이다 따라서 육지 및 육수지역은 육, , , , .

지와 바다의 경계를 기준으로 내륙 안쪽의 육지와 수역을 포함하는 모든 지역이

라고 할 수 있다.

구분 범위 관련법 목표 11

관

할

해

역

영해

기선( )基線 5)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해리의 선까지에 이12

르는 수역( )水域

영해 및 접속수역법 연안지역

접속수역

기선 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基線

바깥쪽 해리의 선까지에 이르24

는 수역 중 영해를 제외한 수역

영해 및 접속수역법

해양지역

배타적

경제수역

기선 으로부터 그 바깥쪽( )基線

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200

역 중 영해를 제외한 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관할 외 해역
기선으로부터 해리까지의 관200

할해역 바깥 수역
공해

출처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

표< 6 국내법에 의한 해역의 구분>

연안지역 은 바다와 육지의 경계부이며 이 경계에서 발생하는(coastal areas)

여러 작용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넓은 지역을 일컬으며6) 해양지역(marine

4) 위키백과 검색https://ko.wikipedia.org/wiki/%EB%95%85(2017.4.19 )

5)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의 기선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척해도

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 으로 한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 조( ) ( ) ( 2 ).大縮尺海圖 低潮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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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안지역의 바깥지역을 말한다 대개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이루는 선areas) .

과 바다 위 경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상의 선을

설정하여 경계를 구분하고 있다 국제법상 국가 관할 해역. (marine areas under

과 국가 관할 외 해역national jurisdiction) (marine areas beyond national

으로 구분하며 국가 관할 해역은 영해 배타적jurisdiction) (territorial waters),

경제수역 으로 나눈다 국가 관할 외 해역은(Exclusive Economic Zone, EEZ) .

공해 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과 배타적 경제수역( ) .公海 「 」 「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구분한, ,」

다 목표 의 연안지역은 영해에 해양지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 해당한다고 볼. 11 ,

수 있다 따라서 연안 및 해양지역은 해안선으로부터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을. ,

포함한 해리까지의 관할해역이라고 할 수 있다200 .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에서는 보호지역의 목표 면적 비율에 대한 수치를11

육지 및 육수지역 이상 연안 및 해양지역 이상이라고 명확히 제시하17% , 10%

고 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생태계 온전성 을. (integrity)

유지하며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보호지

역이 필요한지를 과학적으로 검증하여 얻은 결과는 아니다 또한 보호지역 확보.

의 최종 목표 수치를 의미하지도 않는다 이는 국제협약에 의해 협상의 결과로.

도출된 수치이며 중간 목표 수치이다 따라서 년(Woodley et al., 2012). 2020

이후 목표 의 달성 정도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새로운 목표 수치가 제시될 것11

이며 보호지역과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으로 구분하여 각(OECMs)

각의 목표 수치가 제안될 것으로 예상한다.

년 월 기준 세계 보호지역 데이터베이스2016 4 , (World Database on

에 따르면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 세계적으로Protected Areas, WDPA) ,

개국 총 개소이며 총면적은 만 이다244 , 217,155 , 3,389 (UNEP-WCMC and㎢

그림 에서와 같이 현재 육지 및 육수 보호지역은 이고IUCN, 2016). [ 6] 14.7%

연안 및 해양 보호지역은 로 집계되었으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세계 육10.1% .

지 및 육수 보호지역은 개소 만 이다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202,467 , 1,980 .㎢

의 육지 및 육수 보호지역 목표인 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만 의 보호11 17% 310 ㎢

지역이 추가로 필요하다 세계 연안 및 해양 보호지역은 개소 만. 14,688 , 1,409 ㎢

6) 지구과학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80223&cid=42456&

검색categoryId=42456(2017.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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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는 전체 해양 면적의 를 차지하며 국가 관할 해역 해리 의. 4.12% (0 200 )∼

에 해당한다 년에 비하여 비율10.1% (UNEP-WCMC and IUCN, 2016). 2014

로는 면적으로는 만 가 증가하여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해상1.7%, 260 11㎢

보호지역 목표 를 초과하였다10% .

그림[ 6 에 등록된 육상 및 해상 해리 보호지역 비율 기준] WDPA (0-200 ) (2016. 4 )

출처 : UNEP-WCMC and IUCN(2016) p.30

그림[ 7 세계 보호지역 분포 현황]

출처 : UNEP-WCMC and IUCN(2016) The World Database on Protected Areas

(WDPA)[On-line], April 2016, Cambridge, UK: UNEP-WC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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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가 특별히 중요한 지역3.4.3

(Especially areas of particular importance for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에서는 보호지역이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가11

특별히 중요한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Juffe-Bignoli et al., 2014).

보호지역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종풍부도가 높은 지역 생물종 생, ,

물군계 서식지의 위협이 심한 지역 특별히 중요한 생물서식지를 보유한 지역을, ,

포함하여야 하며 공급서비스 지원서비스 조절서비스 문화서비스 등 생태계 서, , , ,

비스가 중요한 지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전 세계의 생물다(Jonas et al., 2012).

양성이 특별히 중요한 지역은 핵심생물다양성지역(Key Biodiversity Areas,

KBAs)7) 생물다양성 중점지역, (Biodiversity Hotspots)8) 식물다양성 센터,

(Centres of Plant Diversity, CPD)9) 생태학적으로 또는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해양지역(Ecologically or Biologically Significant Marine Areas, EBSAs)10),

중요 해양 포유류 지역(Important Marine Mammal Areas, IMMAs)11) 등이

7) 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세계보전총회 에서 지구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2004 (WCC)

해 전세계적으로 반드시 보전이 필요한 핵심생물다양성지역 의 중요성을 인식(KBAs)

하고 세계자연보전연맹 세계보호지역위원회 와 종보전위원회 가(IUCN) (WCPA) (SSC)

공동으로 생물다양성과 보호지역에 관한 태스크 포스 를 구성하여 연구를(task force)

진행하였다 핵심생물다양성지역 지정을 위한 국제 표준을 전문가 수백 명이 참여한.

국제 협의를 거쳐 년 월 세계자연보전연맹 위원회 결정문 를 통해 채2016 4 C/88/25

택하였다 성정원( , 2016; UNEP-WCMC and IUCN, 2016).

8) 영국의 가 처음 제안한 것으로 지구 육상 면적의Norman Myers (Myers, 2000),

이지만 세계 전체 식물고유종의 와 육상 척추동물의 가 서식하는 생물2.3% 50% 42%

다양성이 매우 풍부한 지역이다 생물다양성 중점지역은 원 서식지의 이상이 훼. 70%

손된 지역이며 인간에 의한 생태계 위협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개소의 생물다양성 중점지역이 있다36 (Critical Ecosystem Partnership Fund,

http://www.cepf.net).

9) 식물다양성 센터 는 세계자연보전연맹 과 세계야생생물기금 이(CPD) (IUCN) (WWF)

년에 수행한 프로젝트로 식물 특유의 높은 고유성 및 종 풍부성에 기초1994 1997 ,∼

한 전 지구적으로 식물이 중요한 장소 를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개소가 있(site) . 234

다(http://www.biodiversitya-z.org/content/centres-of-plant-diversity-cpd).

10)생태학적으로 또는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해양지역 은 해양의 건강한 기능과(EBSAs)

그것이 제공하는 많은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목적을 제공하는 해양 특정 지

역을 말하며 유사한 생태적 특성을 가진 주변 지역과 비교하여 하나 이상의 종 개체/

군 또는 전체 생태계에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리적 또는 해양학적으로 분리된

지역이다 생물다양성협약 결정문 부속서 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IX/20 I (CBD

Secretaria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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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중 생물다양성협약 결정문 에 의하여 설립된 생물다양성 지표 파. VII/30

트너쉽 이 핵심생물다양성지역에 대(Biodiversity Indicators Partnership, BIP)

한 글로벌 자료를 제공하고 생물다양성 중요지역의 지표로 사용을 제안하였다

세계자연보전연맹 은 이(Bertzky et al., 2012; Jonas et al., 2012). (IUCN)

지표를 보호지역 평가에 사용하고 있다.

핵심생물다양성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 유지에 크게 기여하는 지역으

로 정의한다 이 지역은 중요 조류 및 생물다양성 지역(IUCN, 2016). (Important

과 멸종제로제휴지역Bird and Biodiversity Areas, IBAs) (Alliance for Zero

Extinction sites, AZEs)12)으로 구성된다 년 기준 세계 핵심생물다양성지. 2016 ,

역 데이터베이스 에 등록된 핵심(World Database of Key Biodiversity Areas)

생물다양성지역은 곳에 이른다 그렇지만 핵심생물다양성지역의 만14,595 . 19.2%

이 보호지역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다(UNEP-WCMC and IUCN, 2016).

목표 은 보호지역이 생물다양성 보전뿐만 아니라 인류 복지를 위한 생태계11

서비스 확보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생태계 서비스.

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직간접적인 각종 혜택이다(ecosystem service) .

생태계 서비스는 새천년생태계평가(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MA,

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개념으로 지원 서비스 조절2005) , (supporting service),

서비스 공급 서비스 문화 서비스(regulating service), (provisioning service),

의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광합성 토양의 생성 물질(cultural service) 4 . , ,

순환 서식처 제공 기능을 포함하며 다른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지원 서비스 대기 및 기후 조절 수질 및 수량 조절 해충 및 질병 조절 등, , ,

의 생명지원 시스템과 생태계 과정을 조절하는 조절 서비스 인간에게 필요한 식,

량과 원료 물질 등 상품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직접적인 물질적 혜택인 공급 서

비스 문화적 다양성 종교와 성소로서의 가치 심미적 가치 등 생태계로부터 얻, , ,

11)중요 해양 포유류 지역 은 한 종 이상의 해양 포유류의 중요한 서식지이다(IMMAs) .

중요 해양 포유류 지역은 해양 포유류가 우산종 깃대종(umbrella species), (flagship

으로서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높은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해양을 보호하species)

려는 많은 국가들이 해양 포유류를 간과한다는 점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www.marinemammalhabitat.org).

12)멸종제로제휴지역 은 세계자연보전연맹(Alliance for Zero Extinction sites, AZEs)

적색목록 중 한 종 이상의 멸종 위급종(IUCN) (Red List) (Critically endangered

또는 멸종 위기종 의 전체 개체군의 최소 이상species) (endangered species) 95%

이 서식하는 지역을 말한다(Juffe-Bignoli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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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비물질적 혜택인 문화 서비스가 바로 그것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외( ,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 간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2016).

고 있으며 생태계 서비스를 보전하기 위해 생물다양성의 보전이 필요하다는 점

은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특정지역에 대한 탄소 저장(Woodley et al., 2012).

가치(Campbell, A. et al., 2008; Scharlemann et al., 2010; Scharlemann et

al., 2014, V r 식수 제공 가치smarty et al., 2010), (Dudley et al., 2003;

국립공원 휴양가치Harrison et al., 2016; Juffe-Bignoli et al., 2016),

등 개별 생태계 서비스를 평가하는 연구는 다수 있다 그(Thapa et al., 2014) .

렇지만 현재 생태계서비스가 특별히 중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적절한 공간 자료

가 부족하고 연구자와 대상지에 따라 연구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직 가용한 국제적 수준의 지표(Bertzky et al., 2012; Jonas et al., 2012)

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효과적이며 공평한 관리3.4.4 (Effectively and equitably managed)

보호지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은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

표 의 결정적인 요소이며 보호지역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11 (objectives)

전제조건이다 보호지역이 효과적으로 관리되는 경(Juffe-Bignoli et al., 2014).

우에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있어서 성공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관

리가 보호지역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목표 달성을 보장한다(Bertzky et al.,

보호지역이 생물다양성을 얼마나 잘 유지하고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2012).

가는 보호지역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주변 개발 맥락에서 보호,

지역을 얼마나 고려하는지 얼마나 지역사회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보호지역의 효과적인 관리체계에서는 통상 정부기관 비정부단체. ,

민간기업 지역민 및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생물(NGO), ,

다양성 보전을 위해 상호 협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참여가 보호지역의 사회.

적 공평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지역의 관리의 효과성과 사회적 공평성

은 매우 높은 연관 관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효과적인 관리란 관리의 기본요소로.

써 보호지역에 대한 생태적 접근뿐 아니라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요구 와(needs)

권리 를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rights) .

년 생물다양성협약 은 효과적이고 공평한 보호지역 관리를 위하여2004 (CBD)

세계자연보전연맹 이 제안한 보호지역 실행프로그램(IUCN) (Programme of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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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채택하고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들에게on Protected Areas, PoWPA) 2010

년까지 보호지역의 이상에 대하여 보호지역 관리효과성 평가30% (Protected

Areas Management Effectiveness Assessment, PAMEA)13)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목표 제 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결정문(PoWPA 1.4) 10 X

에 의해 년까지 보호지역의 까지로 상향 조정하였다 그러나 세계 보31 2015 60% .

호지역 관리효과성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생물다양성협약 보호지역 실행프로그,

램 의 보호지역 관리효과성 평가 목표 를 달성한 국가는(PoWPA) (PAMEA) 60%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7.5% (UNEP-WCMC and IUCN, 2016).

보호지역 관리효과성 평가는 두 가지 틀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생물다양성,

보전 생태계서비스 공급 인간 생계에 대한 긍정적 결과를 제공하는 등 보호지역, ,

이 가치를 유지하고 목표를 달성하는지 여부이다 즉 생물다양성 보전 측면에서의.

관리 효과성에 대한 것이다 최근에 보호지역이 생물다양성에 어느 정도 긍정적.

결과를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한 연구에서 개의 열대지. 60

역 보호지역을 년 동안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였는데 전체적으로 생물다양20 30 ,∼

성 감소 현상을 보였으나 보호활동이 증가한 보호지역에서는 생물다양성 유지에

성공적이었다 이 연구는 보호지역 관리가 생물다양(Juffe-Bignoli et al., 2014).

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광범위한 종을 보전하는데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보호지역이 관리 행위 거버넌스 재정 메커니즘 측면에서 유효한지 여부, , ,

이다 즉 사회적 공평성 측면에서 관리 효과성에 대한 것이다 공평성의 핵심 고. .

려사항은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분배적 공평성 절3 . 1) (distributive equity), 2)

차적 공평성 규범적 공평성 이 그것(procedural equity), 3) (contextual equity)

이다 분배적 공평성은 비용 편익 리스크 에 대한 분배이. (cost), (benefit), (risk)

며 절차적 공평성은 의사 결정 과정의 참여를 말하고 규범적 공평성은 의사결, ,

정 과정 자원 및 편익의 접근성과 이해관계자의 지식 규범 가치에 대한 존중이, , ,

다 세계 보호(Juffe-Bignoli et al., 2014; UNEP-WCMC and IUCN, 2016).

지역 데이터베이스 는 절차적 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WDPA)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버넌스 유형 을 수집한다 그러나 거(governance type) .

버넌스 유형은 공평성 자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공평성.

은 거버넌스 유형뿐 아니라 거버넌스의 질 에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quality) .

13)보호지역 관리효과성 평가는 보호지역 관리 현황에 대한 평가로 관리를 통해 가치를,

보호하는 한편 전략목표 와 목적 을 얼마나 달성하고 있(strategy goals) (objectives)

는지를 평가하는 수단이다(Hockings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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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자원을 공평하게 관리하는 것이 보전 성과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

다는 인식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사회적 공평성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합의

된 방법론은 부재한 실정이다(UNEP-WCMC and IUCN 지금까지 대부, 2016).

분의 평가는 주로 생물다양성 측면에서의 관리 효과성에 중점을 두어 왔다 이러.

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회적 공평성에 대한 평가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해 세계자

연보전연맹 은 보호지역 거버넌스 평가방법과 보호지역의 사회적 비용 편(IUCN) ·

익 분석방법 등 두 가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Woodley et al., 2012).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은 효과적이며 공평한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전세11 .

계 보호지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를 구성하는 비

정부기구 민간부문과 정부기관 등 다양한 파트너의 보다 많은 참여가 필요하며,

이러한 참여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사회적 공평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이다(Woodley et al., 2012).

생태적 대표성3.4.5 (Ecologically representative)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에서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보호지역이 생태적으로11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대표성 이란 어떤 범. (representativeness)

주의 한 구성원이 그 범주의 전체 상태나 성질을 얼마나 잘 나타내는지를 표현

하는 말이다 보호지역에 있어서 생태적 대표성. (ecological representativeness)

이란 해당 보호지역이 그것과 유사 또는 동일한 생태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

역을 생태적으로 얼마나 대변하는가와 어느 정도의 전형성을 갖는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마치 통계조사에서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적절한 표본을 선택해야.

하듯이 보호지역이 현존하는 생태계 와 생태적 과정(ecosystem) (ecological

을 적절한 수준에서 선별하여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process) .

세계자연보전연맹 은 지구보호 보고서(IUCN) 2012(Protected Planet Report

에서 이러한 생태적 대표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였다 육상 생2012) .

태지역 과 해양 생태지역 에서의 보(terrestrial ecoregions) (marine ecoregions)

호지역 면적비율이 바로 그것이다 생태지역 이란 생물종 자연군집. (ecoregion) , ,

환경조건이 지리적으로 독특하게 결합되어 있는 생태계에서 상대적으로 동질성

이 있는 지역으로 정의한다 생태지역(Olson et al., 2001; Jonas et al., 2012).

은 기후 지질 토양이 비슷한 지역으로 이러한 비생물적 요소가 생태계에서 어, ,

떤 식물과 동물이 서식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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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는 개의 생물지리학적 육상권역 개의 생물군계8 (Terrestrial realms), 14

개의 생태지역 으로 구성되어 있다(biomes), 827 (ecoregions) (Olson et al.,

전 세계 생태지역 중 육상 보호지역 비율이 이상인 곳은 이며2001). 17% 43%

보호지역 비율이 절반을 넘는 육상 생태지역이 인 반면 육상 보호지역 비율10%

이 미만인 곳도 에 이른다1% 6% (UNEP-WCMC and IUCN, 2016).

지역
보호지역 면적 개소수와 비율( )

미만1% 이상17% 이상50%

육상권역(Terrestrial realms) 0 3(43%) 0

육상생물군계(Terrestrial biomes) 0 6(43%) 0

육상생태지역(Terrestrial ecoregions) 53(6%) 350(43%) 85(10%)

출처 : UNEP-WCMC and IUCN(2016) p.35

표< 7 육상권역과 생물군계 생태지역 극지방 제외 의 보호지역 면적 비율> , ( )

해안선에서부터 수심 에 이르는 해양수역은 개 해양권역 개 해양200m 12 , 62

구 개 해양 생태지역으로 나누어진다 수심 이상 지역은 생물지리학, 232 . 200m

적 특성에 따라 개 표영구 로 분류된다37 (pelagic provinces) (Spalding et al.,

년 해양 보호지역 면적 평가 결과 전 세계 해양생태지역 중 보호2012). 2016 ,

지역 비율이 이상인 곳은 이며 보호지역 비율이 가 넘는 곳은10% 36% 50%

보호지역 비율이 미만인 곳은 이다 수심 이상 지역의 경13%, 1% 22% . 200m

우 보호지역 비율이 이상인 표영구는 불과 에 불과하며 보호지역 비율, 10% 8%

이 이상인 곳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50% (UNEP-WCMC and IUCN, 2016).

지역
보호지역 면적 개소수와 비율( )

미만1% 이상10% 이상50%

해양권역(Marine realms) 0 3(50%) 0

해양구(Marine provinces) 4(6%) 28(45%) 7(11%)

해양생태지역(Marine ecoregions) 51(22%) 84(36%) 29(13%)

표영구(Pelagic provinces) 18(49%) 3(8%) 0

출처 : UNEP-WCMC and IUCN(2016) p.36

표< 8 해양권역 해양구 생태지역 표영구 극지방 제외 의 보호지역 면적 비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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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지역 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해당지역의 환경조건을 기반으로(ecoregion)

동물군과 식물군의 분포 즉 생물다양성의 분포를 반영하기 때문에, Juffe-

은 목표 의 생태적 대표성이라는 공간적 요소를 결정하Bignoli et al.(2014) 11

기 위한 기준으로 생태지역 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ecoregion) .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 면적이 작은 나라에서는 생태지역 을 적용하기(ecoregion)

에는 어려움이 있다 국내 생태지역에 대한 연구는 신준환 외 김원주. (1996),

유재심 외 등이 있으며 남한 또는 한반도를 대상으로 생태지역(2004), (2015)

을 구분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신준환 외 는 남한지역을 개의 생태지역. (1996) 5

으로 구분하였으며 김원주 는 한반도를 개의 생태지역으로 유재심 외(2004) 11 ,

는 한반도를 개로 구분하였다 또한 북한은 년 월 산림 및 경(2015) 15 . 2012 3 ‘

관복원에 관한 평양 국제 세미나 에서 북한전역을 개의 생태지역으로 구분한’ 9

다고 발표하였다 유재심 외 이렇듯 생태지역은 연구자에 따라 그 수가( , 2015).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국내에는 아직 합의된 생태지역 분류가 없으며 일반화되.

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국내의 생태지역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적용하기에는 현실.

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은 종들이 현재 보호지역에 의해 얼마나 잘 보호되고

있는가하는 것이다 즉 보호지역이 생물종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가이다 년. . 2004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포유류 조류 거북 및 양서류의 종 중, , 11,633

가 보호지역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세계자연보전12% (Rodrigues, et al., 2004).

연맹 적색목록 생태지역 생물다양성 중요지역에 분포하는 약 멸종위기, , 25,000

종을 대상으로 이들 종의 보호지역 분포 비율을 평가하였다(Butchart et al.,

평가 결과 이상의 종들이 보호지역에 의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2012). , 50%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조류 와 산호류 중 절반 이상의 종만이. (56%) (78%)

보호지역에 의해 적절히 분포 보호되고 있었다 이는 전반적으로 생물종의 분포, .

지역이 보호지역에 의해 충분히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암시한다.

잘 연결된 보호지역3.4.6 (Well-connected systems of protected areas)

보호지역은 보호지역 내부의 서식지 손실과 파편화를 방지하는데 효과적일지

라도 보호지역 외부의 토지이용 변화 때문에 고립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고립.

은 생물종의 감소와 유전적 고립을 유발하고 생태계 기능 저하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한다 서식지 파편화 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실질적인. (habitat frag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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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이다 그래서 생물다양성 보전 전략 중 하나는 보호(Bertzky et al., 2012).

지역을 연결하는 것이다 연결성 은 보호지역 간의 연계를 구축하. (connectivity)

고 유지하며 유전자 교류와 같은 생태학적 과정을 강화하고 수자원 확보와 같은

생태계 기능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보전 전략이 되고 있다 잘 연결된 보호지역은.

서식지를 보호하고 생물종이 경관 사이의 이동을 촉진하여 개체군의 유전적 교

환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증명된 사실이다(Juffe-Bignoli et

또한 최근의 많은 연구들은 서식지 연결성이 육상 및 해양 환경에서al., 2014).

생물종 이동 및 분산 종다양성 종풍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 ,

인하고 있다 서식지 연결성은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극심(Bertzky et al., 2012).

한 환경 변화와 기상 이변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하기도 한다.

연결성과 관련하여 유럽의 해양보호지역 네트워크 등 기존 생, Natura 2000

태네트워크의 연결성 평가 글로벌 차원에서 서식지(Opermanis et al., 2012),

적합성 모델을 기반으로 한 연결성 측정 도구의 개발 서(Crooks et al., 2011),

식지 사이의 연결성 측정 등 연구가 꾸준히 진행(Pascual-Hortal et al., 2006)

되어 왔으며 연결성과 관련된 많은 방법론이 다수 개발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까.

지 공식적인 국제적 지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생물종과 생태계는 다양.

한 수준의 연결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단일한 척도로는 이를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연결성.

보전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정의하고 기술하는 지침14)을 개발하는 중에 있

다 이러한 지침을 활용하면 전 세계의 서로(UNEP-WCMC and IUCN, 2016).

다른 유형의 각종 연결성 보전 지역(Connectivity Conservation Areas, CCAs)

을 일관성 있게 파악하고 이들 지역 사이의 공간 경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 지침은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과 관련하여 연결성 보전 이행 상11

황을 평가하는 밑거름을 제공할 수 있다(UNEP-WCMC and IUCN, 2016).

더 넓은 육상경관과 해상경관과의 통합3.4.7 (Integrated into the

wider landscape and seascape)

14)Worboys, G.L., R. Ament, J.C. Day, B. Lausche, H. Locke, M. McClure, C.H.

Peterson, J. Pittock, G. Tabor and S. Woodley(eds.)(2016) Advanced Draft,

Connectivity Conservation Area Guidelines IUCN, 28 Rue Mauverney, Gland,

Switzer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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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에서 언급한 육상 및 해상 경관과의 통합은 보호지11

역이 보호지역 외 지역에게 주는 각종 혜택을 충분히 인식하고 주변지역으로부

터의 개발압력의 악영향을 파악하는 동시에 보호지역을 국가 및 지역계획과 통

합하여 그 압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호지역은 원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되었지만 보호지역 밖에

있는 자연과 사람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인간은 보호지역을 통하여 식수.

및 식량 공급의 물질적 혜택에서부터 레크리에이션 및 관광활동 재해 감소 문, ,

화 및 정신적 이익 건강 등 비물질적 혜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

다 최근의 지구온난화에 있어서도 보호지역은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크게 기.

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열대우림 보호지역의 산림전. ,

용 및 황폐화를 억제하는 것은 주요한 기후변화 완화 방안이며 생물종의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보호지역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것은 적절한 기후변화 적응 방

안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지역의 각종 혜택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개발 압력에 보호

지역이 노출되어 그 혜택이 반감되거나 보호지역의 미래를 위협하는 상황이 벌

어지고 있다 보호지역 주변지역의 농지전용 도시 확장 외래종의 침입 등으로. , ,

인한 서식지의 손실과 감소 현상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모든 생물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년부터 년까지 육상 보호지역 주변에서 발생. 1990 2010

하는 인구밀도 증가 토지 변형 전력시설 등의 개발압력으로 세계자연보전연맹, ,

보호지역 분류체계 중 야생원시지역 는 감소하는 반면 엄정자(IUCN) b( ) a(Ⅰ Ⅰ

연보호지역 종 및 서식지관리지역 미분류 보호지역이 증가하였다), ( ),Ⅳ

특히 아시아지역에서 급등세를 보였다(Juffe-Bignoli et al., 2014). .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을 바탕으로 당사국들에2010 2020∼

게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및 실천 계획 을 수립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NBSAPs) .

한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및 실천 계획 은 생물다양성 계획뿐 아니라(NBSAPs)

생물다양성을 다른 분야와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루도록 요구하였다.

년 생물다양성 당사국의 가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및 실천 계획2014 92%

을 수립하였다 최근 생물다양성협약에 수정 제출된 개 국가 생물(NBSAPs) . , 27

다양성 전략 및 실천 계획 중 개는 국가 생물다양성 지표를 개발하(NBSAPs) 21

였지만 오직 개만이 아이치 목표와 연계성을 갖고 있다8 (Juffe-Bignoli et al.,

더욱이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에 대해 고려하지도 않았다 현재 국2014).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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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물다양성 전략 및 실천 계획 이 국가계획에 보호지역을 어느 정(NBSAPs)

도 통합하였는지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연구는 발견할 수가 없다(Juffe-Bignoli

et al., 2014).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3.4.8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이라는 용어는 아이치 목(OECMs) 2010

표 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년 월 우리나라 제주도에(Aichi Target 11) . 2012 9

서 개최된 제 차 세계자연보전총회 에서5 (World Conservation Congress, WCC)

세계자연보전연맹 위원회 및 회원들에게 생물다양성협약 결정문(IUCN) (CBD

를 지원하기 위해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Decision) X/2 (OECMs)

에 대한 기준 개발을 요청하였다 이에 세계자연보전연맹(Jonas et al., 2014).

은 년 월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제 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IUCN) 2012 10 11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제출된 정책 방침서 에서 기타 효과적인(position paper)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에 대한 기초적인 의견만을 피력하였다 세계자연(OECMs) .

보전연맹 은 목표 에 기여하는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IUCN) 11

은 보호지역과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지를 우선적으(OECMs)

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IUCN, 2012).

이후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를(OECMs)

형성할 수 있는 지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아이. 2020

치 생물다양성 목표가 채택된 이후 년 간 당사국 이해당사자들에게 기타 효과4

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기타 효과적인(OECMs) ,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을 어떻게 인식하고 지원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OECMs)

지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Jonas et al., 2014).

년 제 차 세계공원총회 전담 회의와 년 세계보호지역위원회2014 6 (WPC) 2015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은 후에야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WCPA)

의 기준 개발을 위한 전담반 이 설립되었다 이 전담(OECMs) (Task Force, TF) .

반 은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의 논의와 정보 교환을(TF) (OECMs)

위한 포럼 역할과 함께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에 대한 기(OECMs)

준을 개발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전담반 의 활동 범위는 첫째 기타 효과. (TF) ,

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에 대해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정리하고(OEC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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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잠재적 기준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완성도 높은 기준을 개발하며 셋째 연, , ,

관성 있는 사례를 연구하고 전문가 회의 등에서 논의되고 합의된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에 관한 정보지 를 제작 배포(OECMs) (information paper) ,

하는 것이다 전담반 은 년 월 토론 자료집을 제작 배포하였다 이. (TF) 2015 12 , .

후 영국 캠브리지 독일 빌름 캐나다 밴쿠버에서 차례의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 , 3

여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의 정의 고려요소 선별방안 등(OECMs) , ,

을 논의하고 지침의 초안 을 마련하였다 또한 생물다양성협약 과학 기(draft) . ·

술 자문 보조기구 년 월 세계자연보전총회· (CBD SBSTTA) 20(2016 4 ), (2016

년 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년 월 에서 진척 상황 및 초기 연9 ), (2016 12 )

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향후 일정은 지침 초안에 대한 현장 검증 및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년 제 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2018 14 ,

최종 지침을 발간할 예정이다.

개념 및 의의(1)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은 잘 연결된 보호지역 시스템과 기타 효과적인 지11

역 기반 보전 수단 을 활용하여 육상과 해상의 전 지구적 목표(OECMs) (global)

를 달성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분명하게 요청하고 있다 다시 말해 생.

물다양성협약 은 보호지역 외부지역을 보호지역 내부지역과 동일한 비중으(CBD)

로 고려하여 전체 목표를 성취하고자 한다(Jonas, et al., 2014).

지금까지 논의되고 정리된 지침 초안에서 제시한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수

단 의 정의는 보호지역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관련 생태계 서비스(OECMs) “ ,

문화적 가치 영적 가치와 함께 생물다양성에 대한 효과적이며 지속적인 현지 내,

보전 을 제공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관리되는 지리적으로(in-situ conservation)

한정된 공간 이다” (WCPA, 2017)15).

다음은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Other Effective Area-based

의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보고자Conservation Measures)

한다(Jonas et al., 2015; WCMC, 2016).

첫째 기타 는 현재 공식적으로 보호지역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 ' (other)'

15)"A geographically defined space, not recognised as a protected area, which is

governed and managed over the long-term in ways that deliver the effective

and enduring in-situ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with associated ecosystem

services and cultural and spiritual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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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정부가 해당지역을 보호지역으로 공식 승인을 하지 않았거나 해당지역의.

이해관계자가 보호지역으로 지정 요청을 하지 않아서 보호지역으로 인정되지 않

았다는 것을 뜻한다.

둘째 효과적인 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세계자연보, ‘ (effective)’ .

전연맹 의 보호지역 정의에서 법 또는 기타 효과적인 수단(IUCN) (legal or

을 통하여 보호지역을 지정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여other effective means) .

기에서 수단이란 국내법 국제협약 전통규범 등을 말하며 효과적인, , ‘

의 뜻은 일정 이상의 강제성을 발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effective)' .

효과적인 의 두 번째 의미는 해당지역을 관리하는 목적과는 상관‘ (effective)’

없이 자연과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데 실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

고 그 보전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도 포함한다.

셋째 지역 기반 은 합의하여 정해진 경계를 가지며 공간적, ‘ (area-based)’

으로 정의된 영역을 의미한다 영역의 경계를 분명히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기.

록의 용이성 정확성의 향상 이행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중요하다, , .

넷째 보전 은 세계자연보전연맹 지침 상 생태계 자, ‘ (conservation)' (IUCN) ,

연 서식지 반자연 서식지의 현지 내 유지와 자연 환경에서 생존 가능한 개체군,

의 현지 내 보전 을 의미한다(in-situ conservation) .

마지막으로 수단 은 어떤 방식으로든 승인 과정이 필요하며 자연‘ (measures)

보전에 대한 장기적이며 구체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방안을 의미한다 또한 자연.

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의미도 내포한다.

이러한 보호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을 적용하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OECMs) (Jonas et al., 2014).

첫째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은 오직 국가에서 승인한, (OECMs)

보호지역 시스템에서 보다 포괄적이며 대표적인 보호지역과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의 통합 체계 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렇게 변(OECMs) (system) .

화된 체계에는 더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이해당사자 간 협약을 포함

한다.

둘째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은 보호지역에 대한 생물다, (OECMs)

양성협약 과 세계자연보전연맹 의 정의에는 벗어나지만 보전에는 효(CBD) (IUCN)

과적인 다양한 기타 다른 보전 방안을 채택함으로써 보전 다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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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도할 수 있다(conservation pluralism) .

셋째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 (OECMs)

으로써 생물다양성 보전 뿐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경제 정치 문화 영적 측면에, , ,

서 인간의 삶과 복지에 필수적인 다양한 가치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특징(2)

캐나다 생태지역위원회 는(Canadian Council on Ecological Areas, CCEA)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의 과학적 이해를 위한 실무 지침(OECMs)

을 개발하기 위해서 년 차례에 걸쳐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이 참2013 2015 3∼

여하는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이 워크샵에서는 기타(MacKinnon et al., 2015).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통한 합의 도출(OECMs) ,

캐나다 상황을 고려한 의사 결정 도구의 개발 사례 연구를 통한 의사 결정 도구,

의 검증 등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그 합의된 성과물 중 하나인 기타 효과적.

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OECMs) .

경계가 명확히 구분된 지리적 공간이다1) .

생태계 종 유전적 다양성을 포함한 생물다양성의 보전 또는 생물다양성2) , ,

보전을 통한 지역 고유의 문화적 가치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objectives)

으로 한다.

3) 주요 목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을 분명히 명시한다 대상지역별로 다양한 목.

적이 있을 수 있으나 목적 간에 갈등이 있을 경우 보전이 우선하여야 한다, .

모든 관련 관할 당국은 보전 목적을 인정하고 준수한다4) .

관리 메커니즘은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 내 모든 행위를5)

배제 통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

관리 메커니즘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상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6) .

관리 메커니즘은 영구히 지속되도록 계획한다7) .

보전지역 해제 방법이 어려워야 한다8) .

관리 메커니즘은 연중 효력을 가져야 한다9) .



- 44 -

유형(3)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의 유형은 세계자연보전연맹(OECMs)

의 보호지역 정의에 대한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IUCN) 2

수 있다 유형 은 정부기관에 의한 공식적인 승인을 제외하고 세계자연보전연맹. Ⅰ

보호지역 정의를 모두 충족하는 지역이며 유형 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Ⅱ

보호지역 정의를 모두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자연 및 생물다양성을 보전(IUCN)

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의 유형. (OECMs)

는 각각 개의 세부 유형을 가지고 있다 세부 유형에 대한 내용은 표, 2 . <Ⅰ Ⅱ

에 정리하였다9> .

유 형 세부 유형 예시

Ⅰ

공식적인 승인을

제외하고 IUCN

보호지역 정의의

모든 요소를

충족하는 지역

aⅠ

관련 정부 기관이·

보호지역으로 승인하지

않은 지역

IBAs, KBAs,

접경지역 등EBSAs,

bⅠ

관리 주체가 해당지역을·

국가 정부에 의해

보호지역으로

승인 목록화 지정하기를/ /

원하지 않는 지역

개인소유 지역사회/

관할지역,

성지(sacred natural

등sites)

Ⅱ

보호지역IUCN

정의의 하나

이상의 요소를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자연 생물다양성/

을 보전하는 지역

aⅡ

이차적이며 자발적·

보전지역(secondary

voluntary conservation)

보전 성과가 주요 관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달성되는 지역

군사지역,

유역관리지역 등

bⅡ

보조 보전지역· (ancillary

conservation)

보전 의도가 없는·

관리활동의 부산물이거나

관리활동 부족으로 인하여

보전 효과가 있는 지역

생산경관,

어업관리지역,

안보지역 배제지역 등,

출처 의 내용을 표로 정리함: WCMC(2016) p.7-10

주 IBAs : Important Bird Areas

KBAs : Key Biodiversity Areas

EBSAs : Ecologically and Biologically Significant Areas

표< 9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의 유형> (OECMs)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유형 의 첫 번째 세부 유형은(OECMs)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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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역으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관련 정부 기관으로부터 보호지역

으로 승인을 받지 못한 지역이며 그 예로는 중요 조류 서식지(Important Bird

생태계가 우수한 접경지역 등이다 두 번째 세부 유형은 보호지Areas, IBAs), .

역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만 보호지역 관리주체가 보호지역으로 승인을

원하지 않는 지역을 말하며 개인소유 또는 지역사회 소유의 생태계가 양호한 지

역 등이다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유형 또한 두 가지로. (OECMs) Ⅱ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생물다양성 보전이 주요 관리 목적이 아니더라,

도 그 효과가 달성되는 지역으로 군사지역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보.

전 의도가 없는 관리활동의 부가적인 효과로 생물다양성 보전에 효과가 있는 지

역이며 어업관리지역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소결4.

본 연구에서는 이론 고찰로 보호지역의 시대별 개념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을 간략히 살펴보고 가지 측면에서 보호지역의 가치를 검토하여 보호지역3

의 확대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생물다양성의 개념과 가지 수준의 유형을 정리하였다 보호지역의3 .

과학적 기초 이론을 뒷받침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의 학문적 배경이 되는 보전생

물학 의 목적을 간략히 짚어 보았다 보전생물학의 대표(conservation biology) .

적인 기초 이론 중 하나인 도서생물지리학 이론과 도서생물지리학을 응용하여

가 제시한 자연보전지구의 설계 지침 다이아몬드 이론 을 살펴Diamond(1975) - -

보았다 도서생물지리학 이론은 생물종수에 대한 가설적 예측이 실제 현장의 관.

찰을 통하여 검증된 이론으로써 경관 바탕 구조와 생물종의 특징 및 개체군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자연보전지구 설계에 응용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주었다 하지만 다이아몬드 이론은 서식지의 크기.

와 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하나의 큰 자연보전지구와 여러 개의 작은 자연보

전지구 중 어느 것이 종풍부도에 있어 유리한지에 대한 논쟁 을 불러 일(SLOSS)

으켰다 이러한 논쟁은 큰 자연보전지구와 작은 자연보전지구의 서로 다른 가치.

가 인정되면서 어느 정도 일단락되었다 대형포유동물의 유지에 유리한 큰 자연.

보전지구와 특정 종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서식지 다양성의 확보를 통해 종다양

성 유지에 유리한 작은 자연보전지구가 서로 보완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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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보전지구 주변에 작은 자연보전지구가 산재하여 징검다리 서식지 역할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김명수( , 2002).

또한 보호지역과 관련된 국내 연구와 국제 동향을 살펴보았다 국내 보호지역.

관련 연구는 세계자연보전연맹 보호지역 관리 분류체계에 따라 보호지역(IUCN)

을 재분류 및 재정립하고 보호지역의 중복 지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리의 비

효율성에 대한 개선방안을 집중 연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호지역 관련 국제.

사회의 주요 흐름은 국가 정상회의 생물다양성협약 세계자연보전연맹, (CBD),

차원에서 정리하여 도식화하였다 그림(IUCN) ( 5).

본 연구에서는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의 문구 하나 하나가 담고 있는 구11

체적인 의미를 집중적으로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시 공간적 범위와. ·

내용적 범위를 한정할 수 있었다 또한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의 달성 정도. 11

를 평가할 수 있는 양적 평가 항목과 질적 평가 항목을 도출하였다 그림 표( 10,

부록11, 3). 도출된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의 달성 정도에 대한 평가 항목11

은 육상 보호지역 비율과 해상 보호지역 비율의 가지 양적 확대 평가 항목과2 1)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 중요지역(especially areas of particular

생태적 대표성importance for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2)

관리효과성(ecological representativeness), 3) (management effectiveness),

연결성 사회적 공평성 통합성4) (connectivity), 5) (social equity), 6) (integration)

의 가지 질적 향상 평가 항목으로 요약할 수 있다6 .

마지막으로 보호지역과 관련 연구 및 국제 동향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가지3

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보호지역의 문제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국가 차원에서 통일된,

정의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보호지역이라는 한 단어에 대한 통일된 사전.

적 개념 정의가 없다는 표면상 문제점을 넘어 보호지역 지정 관리주체의 다원·

화 중복 지정 관리 비효율화 등 보다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우, , .

리나라 보호지역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으며 중복되고

차별성 없는 보호지역 지정 기준의 개선 통합관리전담기구 설립 통합법 제정, ,

등 통합관리시스템으로의 개편을 강력히 제안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는 세계 위의 경제대국이자 환경 관련 국제협약의 당사국으, 15

로서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보호지역 관련 국제사회의 요청에 능동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보호지역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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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기준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세계 각국에게 성실한 이행을 강력히 권고하, ,

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국내 보호지역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

요청사항 중 최대 화두는 국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보호지역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생물다양성 전략계획과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는 생물. 2020

다양성 보전과 증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대해 세부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

고 있다 더욱이 보호지역과 관련하여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에서 양적 목. 11

표와 질적 목표뿐 아니라 보호지역 확대 시 활용할 수 있는 기타 보전 수단까지

도 명확히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법률에 의하여 수많은 용도지역. ,

지구 구역 이하 용도지역 등 을 지정하고 운영 관리하고 있다 이 중 현재, ( ‘ ’) , .

보호지역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생태적으로 높은 잠재력을 가진 지역이 충분

히 존재할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보호지.

역 통합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충분히 국제 수준 이상의 보호지역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제사회는 엄격하게만 적용하던 보호지역을 보호지역 통합 시스템 차원,

으로 전환하여 보호지역과 더불어 기타 다른 수단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

하고자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보전의 다원주의. (conservation

로의 유도를 의미한다 이를 통하여 생물다양성 보전만이 아니라 지역pluralism) .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의 다양성도 포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환경뿐 아니라 경제 문화 등을 포함하는 사회 후생. ,

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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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범위 및 방법.Ⅲ

연구 범위1.

시간적 범위1.1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생물다양성 전략계획과 아이치 생물다양2010 2020∼

성 목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 연도인 년을 기준으로 하였다2020 .

공간적 범위1.2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대한민국 영토로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는 육상지역

과 해상지역이다.

국토 면적 육상 면적 은 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지적통계연보에서 집( ) 2016

계한 을 기준으로 하며 해상 면적은 제 차 해양환경종합계획에서100,295.35 , 4㎢

제시하고 있는 관할 해역16) 영해 면적 를 기준으로 사용443,838 , 86,891㎢ ㎢

하였다.

구분 설명 면적( )㎢ 비고

국토면적

육지 및 육수지역

(terrestrial and inland

water areas)

100,295.35 지적통계연보2016

해상

면적

영해면적

기선 으로부터 측정( )基線

하여 그 바깥쪽 해리의12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水

)域

86,891
제 차 해양환경종합계획4

영해 및 접속수역법「 」

배타적

경제수역

(EEZ)

기선 으로부터 그 바( )基線

깥쪽 해리의 선까지에200

이르는 수역 중 대한민국

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

356,947

제 차 해양환경종합계획4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

륙붕에 관한 법률」

합계 443,838 관할 해역

표< 10 우리나라 국토면적 및 해상면적>

16)영해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한 수역을 말하며 즉 해안선으로부터 해리까지의, , 200

수역이다 세계보호지역 데이터베이스 에 등재된 한국 자료의 관할 해역 기준. (WDPA)

면적은 일본 북한과의 분쟁 수역을 제외한 를 사용하고 있다, 324,99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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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연구의 공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1.3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 향상을 위한 이론적 고찰은 첫째 보호지역, (protected

개념의 시대별 변천을 간략히 고찰하고 현시점에서 왜 보호지역을 확대하areas)

여야 하는가를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보호지역의, , .

과학적 기초 이론을 뒷받침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의 학문적 배경이 되는 보전생물

학 과 그 과학적 대표 이론의 하나인 도서생물지리학을 고(conservation biology)

찰하였다 또한 도서생물지리학에서 도출된 자연보전지구 설계 지침도 검토하였다. .

둘째 주요 시기별 보호지역 관련 국내 연구의 주요 흐름과 변화를 파악한 후, ,

가장 핵심적이며 주된 연구 주제였던 보호지역 지정 기준과 관리방안에 대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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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연구 동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셋째 보호지역 관련 국제동향은 세계자연보전연맹과 생물다양성협약 내용 중,

보호지역 관련 주요 기준 전략 계획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특히 직접적으로, , .

보호지역과 관련이 있는 생물다양성 전략계획과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2020

전반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전문에 대해 정. 11

량적 측면과 정성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하였다 아이치 생.

물다양성 목표 에서 제안하고 있는 보호지역 확대의 강력한 수단인 기타 효과11

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의 개념 특성 유형을 관련 문헌을 통하여(OECMs) , ,

고찰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본 연구의 방향과 연구 방법을 도출하였다. .

넷째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을 국내 실정과 그 특성을, (OECMs)

고려하여 발굴 선별 과정을 단계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발굴 선별 과정을 거· 3 . ·

쳐 최종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기(OECMs) .

존 국가 보호지역과 통합하여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17)을 구축하였다.

다섯째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 해석으로 도출한, 11

양적 확대 목표와 질적 향상 목표를 활용하여 평가 항목별로 국가 보호지역 평

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발굴을 통. (OECMs)

하여 구축된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에 대한 평가도 함께 진행하였다 국가 보호지.

역과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의 평가 결과를 비교하여 보호지역이 얼마나 정량적

차원과 정성적 차원에서 향상되었는지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의 의의와 한계를 논하였다.

17)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 은 국가 보호지역과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

을 통합하여 구축한 것으로 기존 국가 보호지역과 구별하기 위해 이 용어를(OECMs)

사용하였다 세계자연보전연맹은 오직 국가에서 승인하고 주된 목적이 자연보전으로.

정한 지역만을 보호지역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만으로는 생물종의 멸.

종을 예방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생물다양성협약과 세계

자연보전연맹의 보호지역 정의에는 벗어나지만 민간 보호지역(privately protected

원주민 및 지역공동체 보전지역areas, PPAs), (indigenous and community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등 생물다conserved areas, ICCAs), (OECMs)

양성 보전에 효과적인 다양한 기타 다른 보전 수단을 포괄하는 보전 다원주의로 유도

하고 보호지역 통합 체계 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취(system) .

지에 부합하고자 국가 보호지역과 기타 다른 보전 수단을 통합한 보전 지역

을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 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시스템은 보호(conserved areas) ‘ ’ .

지역의 공간 체계와 관리 체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향후 우리나라 보호지역 체.

계를 공간적으로 보호지역과 기타 보전 수단의 양대축으로 구분하여 정책 방침 기준, ,

등을 마련하되 관리 차원에서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만 본 연구.

는 기타 다른 보전 수단을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만으로 한정하(OECMs)

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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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2.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의 발굴2.1 (OECMs)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은 다음의 과정을 통하여 발굴하(OECMs)

였다 검토 대상 선정 및 목록 작성 검토 대상의 선별 및 최종. 1) , 2) (screening)

선정 최종 선정된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의 지도화 및, 3) (OECMs)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다(DB) .

검토 대상의 선정2.1.1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의 발굴을 위한 검토 대상은(OECMs) 1)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해 제한을 하는 일단의 토지 즉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 지구 등 관련 정부 부처 사업구역 민간분야“ · ”, 2) , 3)

보전지역 중에서 지정 기준 및 목적과 사업목적을 검토하여 자연자원 보호와 자

연환경 보전의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

는 지역을 선정하여 목록화하였다.

의 선별 및 최종 선정2.1.2 OECMs (screening)

검토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 또는 사업에 대하여 단계 선별 과정을 거쳐 최종3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을 발굴하였다(OECMs) .

선별 단계는 해당 지역이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에 충실한지와 보호지역1 11

으로 이미 기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별하였다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은 다른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보다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OECMs) 11

에 가장 충실하여야 한다 개의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는 생물다양성 증진과. 20

모두 관련이 있으며 직 간접적으로 보호지역과 연관성을 가진다 지속가능한 수· .

산자원의 관리 농업 수경재배 임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등은 다른 아이치 생물, , ,

다양성 목표와 더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과 기준을 가진 해당지역을

제외하여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이 온전히 아이치 생물다(OECMs)

양성 목표 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선별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미 육11 .

상 또는 해상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보호지역 내부에 위치하고 있으면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에서 제외하였다 보호지역과 기타(OEC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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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은 상호 배타적이어야 한다(OECMs) (WCMC,

보호지역 여부를 확인하는 이유는 중복 계산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2016). .

이 두 가지 사항은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에 부합하기 위(OECMs)

한 전제 조건 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precondition) (Jonas et al., 2016).

사업 실적을 파악하여 사업 추진 실적이 없는 사업구역은 제외하였다.

그림[ 9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발굴 과정] (OECMs)

선별 단계는 해당지역이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의 특2 (OECMs)

성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별하였다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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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보호지역을 비교 검토하여 부록 그 특성을 파악하고 기타 효과(OECMs) , ( 2)

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의 특성을 구성하는 요소를 위치 관리체계(OECMs) , ,

관리 기간 보전 방식 보전 성과 및 효과 등 가지로 구분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 5

총 가지의 선별 항목을 설정하였다9 .

위치 명확히 지리적으로 규정된 공간1) : ①

관리체계2)

관리주체 유무②

관리 시행 여부③

보호지역 관리 규칙75%④ 18)

관리 기간 장기적인 관리 유효기간3) : ⑤

보전 방식 현지 내 보전4) : ⑥

보전 성과 효과5) /

효과적인 생물다양성 보전 성과 생태계보전 서식지 보호 개체군 유지( , , )⑦

생태계 서비스 증진⑧

문화적 영적 종교적 가치의 보전, ( )⑨

상기 가지 항목은 모두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는 필요조건이며7 ,①∼⑦ ⑧ ⑨

가지 항목은 충분조건이다2 .

선별 단계는 외부 압력에 도전을 받을 때 보전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3

는지 확인하였다 이는 외부의 압력에도 유지되고 위해 행위를 배제할 수 있는.

법 또는 다른 효과적인 수단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상기의 단계의 선별과정을 거쳐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3

을 최종 선정하였다(OECMs) .

의 지도화 및 구축2.1.3 OECMs DB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의 선별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OECMs)

선정된 지역에 대해 세부 현황을 조사하고 지도화하였으며 데이터베이스 를(DB)

구축하였다.

18)보호지역의 관리 규칙은 보호지역의 최대 까지 보호지역의 주요 목적과 양립75% 25%

할 수 있는 다른 용도가 허용되는 구역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규칙이다(Dudley,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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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역 평가 및 비교 검증 방법2.2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호지역의 범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국가 보호지역

과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을 발굴하여 국가 보호지역과(OECMs)

통합한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을 지도화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각각 구축한 후 아,

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에서 도출한 보호지역에 대한 양적 질적 평가항목을 적11 /

용하여 평가를 수행하였다 두 평가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

반 보전 수단 을 통해 통합된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이 정량적 차원과(OECMs)

정성적 차원에서 얼마나 확대되고 향상되었는가를 검증하였다.

평가 체계2.2.1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의 내용은 크게 보호지역에 대한 시간적 목표 공11 ,

간적 목표 보전 수단 등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부록 공간적 목표는 양적, 3 ( 3).

확대 목표와 질적 향상 목표로 구분된다 양적 확대 목표는 육상지역과 해상지역.

의 국가 관할 면적에 대한 보호지역 면적 비율이며 질적 향상 목표는 생물다양

성 및 생태계 서비스 유지를 위한 보전대상과 보호지역이 질적으로 갖추어야 할

보전가치 요소를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전대상이라 함은 생태적 중5 .

요 지역 즉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가 중(ecologically important areas) ,

요한 지역을 말하며 보호지역의 질적 보전가치 요소는 생태적 대표성 관리 효과,

성 연결성 사회적 공평성 통합성을 의미한다 이를 토대로 그림 과 같이, , , . [ 10]

보호지역 평가 체계를 구성하고 도식화하였다.

그림[ 10 보호지역 평가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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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 확대 목표에 대한 평가2.2.2

국가 보호지역 지정 현황을 유형별로 조사하여 면적을 정리하였으며 육상 면

적과 해상 면적으로 구분하고 전체 보호지역 면적을 집계하였다 국가 보호지역.

은 중복 지정이 많기 때문에 보호지역의 중복 지정 면적을 제외하고 보호지역

전체 면적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토 및 관할 해역 면적을 기준으로.

보호지역 면적 비율을 계산하였다 산출한 국가 보호지역 면적 비율을 아이치 생.

물다양성 목표 의 목표 비율과 비교하였다11 .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과 통합한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에(OECMs)

대하여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 육상 및 해상의 보호지역 면적을 산출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보호지역이 양적으로 얼마나 확대되었는가를 검증하였다. .

질적 향상 목표에 대한 평가2.2.3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에서 도출한 개의 질적 향상 목표 평가 항목으로11 6

국가 보호지역과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 대한 질적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였다.

이러한 평가 과정을 통하여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의 질적 향상 정도를 검증하였다.

표 은 질적 향상 목표에 대한 평가 항목 내용 요소를 정리한 것이다< 11> , , .

생태적 중요 지역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가 중요한 지역(1) :

생태적 중요 지역에 대한 평가 내용은 보호지역이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

스가 중요한 지역을 얼마나 포함하고 있는가이며 평가 항목은 생물다양성이 중

요한 지역과 생태계 서비스가 중요한 지역에 대한 보호지역의 면적 비율이다.

전 세계의 생물다양성이 특별히 중요한 지역은 핵심생물다양성지역(KBAs),

생물다양성 중점지역 식물다양성 센터 생태학적(Biodiversity Hotspots), (CPD),

으로 또는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해양지역 중요 해양 포유류 지역(EBSAs),

등이 있다 이들 중 생물다양성협약 에서 보호지역 평가를 위해(IMMAs) . (CBD)

공식적으로 활용하는 곳은 핵심생물다양성지역 이다 또한 각 지역의 분(KBAs) .

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우리나라에는 핵심생물다양성지역 의 하나인 조, (KBAs)

류 및 생물다양성지역 과 식물다양성 센터 만이 분포하는 것으로 확(IBAs) (CPD)

인되었다 따라서 이 두 지역을 보호지역과 중첩하여 해당 지역 내 보호지역의.

면적과 그 비율을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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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평가 내용 평가 요소 선정 근거 비고

생태적

중요지역

보호지역이 생물다양

성 및 생태계 서비스

가 중요한 지역을 얼

마나 포함하고 있는가?

핵심생물다양성지역· (Key Biodiversity

에 대한 보호지역 비율Areas)

식물다양성 센터 에 대한 보호지역 비율· (CPD)

공식 지표·IUCN (Bertzky et al., 2012; Jonas et

al., 2012; UNEP-WCMC and IUCN, 2016)

생물다양성 중요 지역 중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지·

역 선정

정량적

분석

생태적

대표성

보호지역이 생태계를

얼마나 대표하는가?

생태지역 에 대한 보호지역 비율· (ecoregion)

생태계 유형별 보호지역 비율·

보호지역 내 멸종위기종 출현 또는 서식·

비율 보호지역의 생물종 대표성( )

공식 지표·IUCN (Olson et al., 2001; Spalding et

al., 2007; Spalding et al., 2012)

생태적 과정을 고려한 생태계 유형 항목 추가·

보호지역 내 생물종 분포 현황· (Butchart et al.,

2013; Rodrigues et al., 2004; Venter et al., 2014)

관리

효과성

보호지역이 얼마나 효

과적으로 보전 관리·

되는가?

보호지역 관리효과성 이행 현황 면적 및 비율· ( )
·Bertzky et al., 2012; Juffe-Bignoli et al.,

2014; UNEP-WCMC and IUCN, 2016

연결성
보호지역이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는가?

연결성 지수 산출·

중력모형-

오규식 외 이도원· , 2009; , 2001; Forman and

Godron, 1986;

사회적

공평성

보호지역이 얼마나 공

평하게 관리되는가?

보호지역 관리체계·

보호지역 거버넌스 유형·

절차적 공평성 지정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 /

의견 수렴)

·Oldekop et al., 2016

공식 지표·IUCN (UNEP-WCMC and IUCN,

2016)

·Mcdermott et al., 2013; Pascual et al., 2014

정성적

분석

통합성

보호지역이 육상경관,

해상경관과 얼마나 통

합되어 있는가?

법 제도적 차원· ,

정책 및 계획적 차원·

이행 현황 지방생물다양성전략 수립· ( ) 공식 지표·IUCN (Bertzky et al., 2012;

Juffe-Bignoli et al., 2014; UNEP-WCMC and

IUCN, 2016)

표< 11 질적 향상 목표에 대한 평가 항목 내용 요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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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서비스가 중요한 지역은 국제적 국가적 차원에서 기준을 확인할 수 없,

다 오우석 외 는 우리나라 전역을 개 생태계 유형으로 구분하고 생태계. (2015) 7

서비스를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연구 성과는 아직 활용할 수준은 아니

다 또한 생태계 서비스를 구성하는 항목이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생태계 서비.

스가 중요한 지역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향후 보다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생태계 서비스가 중요한 지역의 평가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구분 현황 적용여부

생물

다양성이

중요한

지역

핵심생물

다양성지역

(KBAs)

조류 및 생물다양성

지역(IBAs)

공식 지표·CBD

국내 개소 분포· 40
○

멸종제로제휴지역

(AZEs)

공식 지표·CBD

우리나라 분포하지 않음·

생물다양성 중점지역(Hotspots) 우리나라 분포하지 않음·

식물다양성 센터(CPD) 국내 개소 분포· 1 ○

생태학적으로 또는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해양지역(EBSAs)
우리나라 분포하지 않음·

중요 해양 포유류 지역(IMMAs) 우리나라 분포하지 않음·

생태계 서비스가 중요한 지역
국제적 지표 없음·

연구성과 미비로 파악할 수 없음·

표< 12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가 중요한 지역>

생태적 대표성(2)

생태적 대표성이란 보호지역이 현존하는 생태계와 생태적 과정을 적절하게 선

별하여 대표하고 있는가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태지역 에 대한 보호. (ecoregion)

지역 면적 비율과 생태계 유형별 보호지역 면적 비율 보호지역 내 멸종위기종,

서식 비율 생물종 대표성 등 세 가지로 생태적 대표성을 평가하였다( ) .

이 분류Olson et al.(2001), Spalding et al.(2007), Spalding et al.(2012)

한 생태지역은 지구 규모에서 분류한 것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비교적 면적이 작

은 국가는 비교적 단순하게 분류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태적 과정을

고려한 생태계 유형을 평가 항목으로 추가 선정하였다.

생태계 유형 분류는 위치에 따라 육상생태계와 해상생태계로 대분류하고 토지

피복도의 대분류와 중분류 기준으로 인간의 간섭 정도에 따라 인공생태계 반자,

연생태계 자연생태계 가지로 중분류하였다 그리고 구성 요소에 따라 도시 농, 3 . ,

업 산림 초지 습지 담수 연안습지 해양의 개 생태계 유형으로 세분하였다, , , , , , 8 .

토지피복도에서 개 유형의 생태계 유형 분류도를 생성한 후 생태계 유형별 면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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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산출하였다 생태계 유형 분류도와 보호지역을 중첩하여 보호지역의 생태계.

유형 분류도를 작성하고 동일하게 보호지역 생태계 유형별 면적을 산출하였다.

토지피복도 생태계 유형

대분류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시가화

건조지역

(100)

주거지역(110)

육상생태계

인공생태계 도시생태계

공업지역(120)

상업지역(130)

위락시설지역(140)

교통지역(150)

공공시설지역(160)

농업지역

(200)

논(210)

반자연생태계 농업생태계

밭(220)

하우스재배지(230)

과수원(240)

기타재배지(250)

산림지역

(300)

활엽수림(310)

자연생태계
산림생태계침엽수림(320)

혼효림(330)

초지(400)
자연초지(410) 초지생태계

인공초지(420) 인공생태계 도시생태계

습지(500)
내륙습지(510)

자연생태계
습지생태계

연안습지(520) 해상생태계 연안습지생태계

나지(600)
채광지역(610)

육상생태계
인공생태계 도시생태계

기타나지(620)

수역(700)
내륙수(710)

자연생태계
담수생태계

해양수(720) 해상생태계 해양생태계

표< 13 토지피복도를 활용한 생태계 유형 분류>

보호지역 내 생태계가 동일한 유형의 생태계를 얼마나 대표하는지를 정량적으

로 분석하기 위해 생태계 대표성 지수(Ecosystem Representativeness Index,

를 개발하였다 생태계 대표성 지수 란 생태계 유형의 전체 면적 비율ERI) . (ERI)

에 대한 보호지역 내 생태계 유형 면적 비율의 상대비 로 보호지(relative ratio) ,

역 내 해당 생태계 유형이 그 생태계 유형을 양적으로 얼마나 대표하는지를 가

늠할 수 있는 지수라고 정의하였다.

생태계대표성지수 
생태계유형별전체면적비율 

보호지역내생태계유형별면적비율 

생태계 대표성 지수는 신체질량지수 에서 착안한 지(body mass index, BMI)

수로 두 개의 서로 다른 요소를 결합하여 하나의 수치를 생성함으로써 하나의,

통합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지수이다 생태계 대표성 지수값이 또는 에.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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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값일수록 해당 생태계 유형을 양적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이상일 경우 양적으로 충분 또는 과도하게 해당 생태계 유형이. 1 ,

편입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만약 보다 점점 더 작아질수록 해당 생태계1

유형을 양적으로 대표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본 지수는 생. ,

태계 유형별 양적 크기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상대비율 차원에서 해당 생태계

유형의 현재 면적을 기준으로 보호지역 포함 여부의 양적인 적절성만을 염두하

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거나 희소한 생태계 유형을 간과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

에 희귀성 또는 희소성 차원에서 지수의 의미 파악 및 해석에 유의하여야 한다.

연구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며 보호지역에 대한 생물종의 대표성을 측정

하는 방법으로 보호지역 내 멸종위기종 서식 비율을 분석하였다 국내 멸종위기 야생.

생물 중 척추동물을 대상으로 보호지역 내 서식 출현 빈도를 분석하였다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제 차 전국자연환경조사 자료 중 멸종위기 야생생물 조사3 (2006 2013)∼

자료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제공한 국립공원 내 멸종위기 야생생물 조사 자료를 사

용하여 보호지역에서 출현하는 포유류 조류 양서 파충류 어류 등 개 분류군의 서, , · , 4

식 출현 빈도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통하여 보호지역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

지로서 적합한지와 생물다양성 보전 기여 정도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관리 효과성(3)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의 관리 효과성 이란 보호지역이11 (effectiveness) “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전 관리되는가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리 효과성을· ?” .

평가하기 위하여 세계자연보전연맹 세계보호지역 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보

호지역 관리효과성 평가 이행 현황을 평가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평가 항목.

으로 선정한 이유는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보호지역의 관리효과성을 평가할 때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지표이며 제 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결정문10 X 31

에 년까지 이상의 보호지역에 대해 관리효과성 평가를 실시하라는 정2015 60%

량적인 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그래서 관리효과성 국내 이행 현황을 파악한다면.

목표 수치와 비교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 관리가 이루어지는 보호지.

역이 그렇지 않은 보호지역과 비교할 때 서식공간으로서 보다 많은 생물종이 출,

현 또는 서식한다는 것이 기존 연구에서 확인되었다(Gray et al., 2016;

Juffe-Bignoli et al., 2014; Laurance, et al., 2012; Lester et al., 2009).

관리효과성 평가가 수행된 보호지역은 실제 관리가 이루어져 생물다양성 증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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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한다고 판단하였다.

국내에서 진행한 보호지역 관리효과성 평가이행 현황을 살펴보고 평가가 진행

된 보호지역의 개소수와 면적비율을 계산하여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요구하고 있

는 관리효과성 평가 이행 목표 에 어느 정도 도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60% .

이행 현황과 더불어 관리효과성 평가 관련 국내 법 제도 정책 관련계획을 함· , ,

께 살펴보았다.

연결성(4)

보호지역의 연결성 이란 보호지역이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는(connectivity) “

가 이다 이러한 연결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결성 지수를 산출하였다?” . .

연결성은 구조적 연결성과 기능적 연결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구조적 연결,

성은 경관생태학적 개념에 바탕을 둔 서식지 패치 간의 거리 관계로 연(patch)

결성을 측정하며 송원경 외 최인접 패치 직선거리( , 2012) (Euclidean nearest

근접성 지수 링크의 수neighbor distance, ENN), (proximity index, PROX),

매개 중심성 근접 중심(number of links, NL), (betweenness centrality, BC),

성 해러리 지수 경관일치확률(closeness centrality, CC), (Harary index, H),

연결성 통합지수(landscape coincidence probability, LCP), (integral index

등 다양한 구조적 연결성 측정 지수들이 사용되고 있다of connectivity, IIC) .

이 지수들은 경관의 구조적 측면은 잘 반영하나 이동 주체인 생물종에 대한 고

려가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기능적 연결성은 경관 요.

소에 대한 개체의 행동을 고려한다 안윤정 외 대표적 기능적 연결성 지( , 2014).

수는 유동성 지수 면적 가중 유동성(flux index, F), (area-weighted flux,

연결가능성 지수 등이 있다 송원경AWF), (probability of connectivity, PC) (

외 기능적 연결성은 실제 야생동물의 이동 특성을 반영한다는 장점은, 2012).

가지고 있으나 생물종 이동 특성에 대한 축적된 연구 자료가 부족하고 생물종별

이동 수준이 다양하여 단일한 척도로 측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조적 연결성 측정 지수 중 가장 대표적인 중력 모형

을 사용하였다 거리와 면적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조(gravity model) .

파악이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측정이 쉬운 중력 모형은 지리학 분야에서 결절점

상호작용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방법이며 이도원 경관생태학에서(node) ( , 2001)

경관 조각 사이의 위치상 관계를 측정하는데 이용한다(Forman and Godron,



- 61 -

중력 이론에 따르면 경관조각 상호 간의 면적이 크고 거리가 가까울수록1986).

조각들 간의 이동은 많아지고 연결성도 좋아지며 거리가 멀고 면적이 작을수록,

연결성은 떨어지게 된다 오규식 외 중력 모형식은 다음과 같으며 오규식( , 2009). (

외 이도원 경관 조각의 면적과 두, 2009; , 2001; Forman and Godron, 1986)

조각 간 거리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

   경관조각와 의면적

  경관조각와 의거리

  상수일반적으로 

사회적 공평성(5)

사회적 공평성은 보호지역이 얼마나 공평하게 관리되는가 이다 사회적 공“ ?” .

평성 평가는 보호지역 공평성의 핵심 고려사항 중 절차적 공평성을 중심으로 살

펴보았다 세계보호지역 데이터베이스 에서 절차적 공평성을 확보할 수. (WDPA)

있는 조건으로 공식적으로 수집하는 거버넌스 유형을 조사하였다 이에 앞서 우.

리나라 보호지역 유형별 지정권자 관리 권한 협력체계 등 관리체계가 어떻게, ,

이루어지고 구성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보호지역 의사결정 과정에.

서 얼마나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보호지역 지정 변,

경 해제 절차와 보호지역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법 제도적으로 의견수렴을, ,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통합성(6)

통합성이란 보호지역이 육상 경관 및 해상 경관과 얼마나 통합되어 있는“

가 를 말한다 보호지역과 육상 및 해상 경관과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 .

적으로 보호지역이 보호지역 외 지역에게 주는 각종 혜택을 충분히 인식하고 주

변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압력의 악영향을 파악하는 동시에 보호지역을 국가 및

지역계획과 통합하여 그 압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자연보전연맹 에서 통합성을 평가하는 지표는 아직까지 개발되지(IUCN)

않았다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실천계획 의 수립 현황을 파악하는 수. (NBSAPs)

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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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지방생물다양성전략 및 실천계획(Local Biodiversity Strategies and

의 수립 이행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에 앞서 보호Action Plans, LBSAPs) .

지역과 국가 및 지역계획의 통합을 보장할 수 있는 법 제도를 확보하고 있는지와·

우리나라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실천계획 에서 통합성과 관련된 계획(NBSAPs)

내용을 마련하는가를 검토하였다 즉 통합성 을 평가하기 위하여. (integration) 1)

법 제도적 측면과 관련 계획적 측면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2) 2 .

법 제도적 측면은 보호지역을 국가 및 지역계획과 통합을 유도하거나 보호지·

역 주변 개발사업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법 및 제도적 장치를 살펴보았으며 관련

계획적 측면은 가지 사항으로 검토하였는데 제 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실2 3①

천계획 에서 통합성과 관련된 계획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와 지방(NBSAPs) ②

생물다양성전략 및 실천계획 수립 이행 현황을 조사하였다 국가생물(LBSAPs) .

다양성전략 및 실천계획 에 대한 검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를(NBSAPs)

포함하고 있는지를 주로 살펴보았다.

보호지역 혜택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하고 있는가1. ?

보호지역 주변지역의 개발 압력을 파악하고 있는가2. ?

국가 및 지역계획과 연계하여 개발 압력 및 위해한 압력을 최소화하는 방안3.

을 마련하였는가?

단 통합성은 국가 보호지역과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을 각각 평가하는 것이 아,

니라 관련 법 제도와 계획을 통하여 평가하므로 국가 보호지역과 국가 보호지·

역 시스템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 평가하였다.

자료의 수집 및 처리2.3

국가 보호지역 현황2.3.1

국가 보호지역 지정 현황은 년 월 기준으로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2017 4 , ,

청 산림청의 개 부처에서 지정 관리하는 보호지역에 대한 개소수 지정 면적, 4 , ,

등 현황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보호지역에 대한 지리정보체계 자료는 우리나라에서 세계보호지역 데이(GIS)

터베이스 에 년 월에 등재한 데이터셋 을 기초로 지정 현(WDPA) 2017 3 (dataset)

황과 상이한 부분을 검토하고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을 국가공간정보포털 오

픈마켓 용도지역지구정보를 사용하여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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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자료유형 출처

보호지역

현황

해당 부처 보호지역

보도자료 통계자료 등,

지정 개소수 지정면적 등( , )

문서자료
해당 부처 홈페이지

국가지표체계(www.index.go.kr)

보호지역 등재 자료WDPA SHP(polygon) www.protectedplanet.net/country/KR

행정구역도 시도 행정경계 SHP(polygon) 국가중점개방데이터market.nsdi.go.kr( )

용도지역

지구정보

자연공원 용도구역/ SHP(polygon) 국가중점개방데이터market.nsdi.go.kr( )

습지보전 습지보호지역/ SHP(polygon) 국가중점개방데이터market.nsdi.go.kr( )

산림보호 산림보호/ SHP(polygon) 국가중점개방데이터market.nsdi.go.kr( )

주 을 의미하며 에서 사용하는 벡터형 파일구조를 말함) SHP : shape file GIS

표< 14 보호지역 현황 구축 활용자료>

보호지역 관련 분석 자료2.3.2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발굴과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을(OECMs)

구축하기 위해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표 와 같다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15> .

보전 수단 으로 최종 선정된 용도지역 등 의 현황은 년 월 기(OECMs) ‘ ’ 2017 4

준으로 해당 부처 및 관계기관의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개소수 현황 면적 등 현,

황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분석에 필요한 지리정보체계 자료는 국가. (GIS)

공간정보포털 오픈마켓 산림청 정부 정보공개 데이터개방 환경공간정보서비, 3.0 ,

스 등에서 확보하여 사용하였다.

생태지역 관련 지리정보체계 자료는 관련 국제기구 홈페이(ecoregion) (GIS)

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확보하여 사용하였다 핵심생물다양성지역 은. (KBAs)

에 직접 요청하여 확보하였다Bird Life International .

해당 용도지역 등 과 관련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 ’ , , , ,

은 법제처가 운영하고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필요한 법령(www.law.go.kr)

을 검색하여 사용하였다.

분석방법2.3.3

국가 보호지역 유형별 현황 및 분석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의 발굴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의 평가를 위해 자료를 사용하였다(OECMs) , GIS .

자료는 년 월 기준 용도지역지구정보에 등록된 자료 중에서 본 연구GIS 2017 4

와 관련 있는 자료들의 레이어를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렇게 추출된 공간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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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중복 현황 생태계 유형별 면적 등을 산출하기 위해 형식의 자료를, SHP

크기의 레스터 자료 구조 로 변환하여 분석30m x 30m (raster data structure)

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였다. GIS ESRI ArcGIs 10.2 .

구분 내용 자료유형 출처

생태지역

(Ecoregion)

Terrestrial Ecoregions of the

World (TEOW)

SHP

(polygon)

World Wide Fund for Nature

www.worldwildlife.org

Marine Ecoregions of the

World (MEOW)

SHP

(polygon)

World Wide Fund for Nature

www.worldwildlife.org

Marine Ecoregions and Pelagic

Provinces of the World

SHP

(polygon)

UNEP-WCMC(http://data.unep-

wcmc.org/datasets/38)

Key Biodiversity

Areas

Key Biodiversity Areas in

Korea

SHP

(polygon)
Bird Life International

Centre of Plant

Diversity

Centre of Plant Diversity in

Korea

SHP

(polygon)
World Wide Fund for Nature

토지피복도 토지피복분류 중분류( , 2007)
SHP

(polygon)
환경공간정보서비스(egis.me.go.kr)

용도지역

지구정보

국토계획 자연환경보전지역/
SHP

(polygon)

market.nsdi.go.kr

국가중점개방데이터( )

국토계획 공간시설/

도시자연공원구역( )

SHP

(polygon)

market.nsdi.go.kr

국가중점개방데이터( )

수도 상수원보호/
SHP

(polygon)

market.nsdi.go.kr

국가중점개방데이터( )

수목원조성및진흥 용도지역/

국립수목원완충지역( )

SHP

(polygon)

market.nsdi.go.kr

국가중점개방데이터( )

개발제한구역관리 개발제한구역/
SHP

(polygon)

market.nsdi.go.kr

국가중점개방데이터( )

지하수 지하수보전구역/
SHP

(polygon)

market.nsdi.go.kr

국가중점개방데이터( )

국토계획 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 )
SHP

(polygon)

market.nsdi.go.kr

국가중점개방데이터( )

자연휴양림
SHP

(polygon)

www.forest.go.kr

산림청 데이터개방( )

전통마을숲
SHP

(point)

www.forest.go.kr

산림청 데이터개방( )

산지정보 사찰림_
SHP

(polygon)

market.nsdi.go.kr

공간정보데이터셋( )

해당 용도지역·

지구 등 현황

관련 부처 보도자료 통계자료 등,

지정 개소수 지정면적 등( , )
문서자료

해당 부처 홈페이지

국가지표체계(www.index.go.kr)

해당 법령 해당 법률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 , 문서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멸종위기종 분포
멸종위기야생생물 출현 및 발견 지점 SHP(point) 제 차 전국자연환경조사 자료3

국립공원 멸종위기종 출현지점수 문서자료 국립공원관리공단

표< 15 보호지역 분석을 위한 활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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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과정3.

본 연구의 과정은 아래의 그림 과 같다[ 11] .

그림[ 11 연구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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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및 고찰.Ⅳ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의 이해1. 11

개의 모든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는 보호지역의 지정과 관리에 간접적인20

영향을 미치지만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은 보호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11

을 담고 있다 목표 은 개 단어로 구성된 하나의(Woodley et al., 2012). 11 61

문장이다 하지만 굉장히 압축적이며 정제된 단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으.

로 표현된 이상의 훨씬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목표 에 대한 구. 11

체적이고 정확한 의미 해석은 우리나라 보호지역을 국제적 목표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만들고 실행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은 당사국이 년까지 보호지역에 대해서 달성11 2020

하여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시 공간적 목표를 정확히 명시하고 있다 시간적 목표 즉 목표 달성의· .

타임 스케줄인 목표연도는 년이며 공간적 목표는 양적 확대 목표와 질적2020

향상 목표로 구분한다 양적 확대 목표는 보호지역의 공간적 대상 범위를 육상지.

역과 해상지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목표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질적 향상 목표.

는 보전대상과 보호지역이 정성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개의 보전가치 요소를 포5

함한다.

둘째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 유지를 위한 보전 대상과 보전가치 요소를,

명문화하고 있다 이는 질적 향상 목표이자 보호지역이 갖추어야 할 질적 요소들.

이다 보전수단인 보호지역 또는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qualitative factors) .

보전 수단 의 지정 또는 발굴 과정에서 평가 지표로 활용이 가능하며 지(OECMs)

정 또는 발굴 이후 해당지역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 증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지와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

셋째 보호지역의 확대 및 향상에 활용할 수 있는 보전 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

보호지역 과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의(protected areas) (OECMs)

트랙을 보전 수단으로 활용하여 통합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2 .

표 은 앞서 이론 고찰에서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을 문구별로 그 의< 16> 11

미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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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핵심 키워드 세부 내용

목표연도 년·2020 중간 목표 이행 점검 시기·( )

양적 확대 목표
육지 및 육수지역의 이상· 17%

연안 및 해양지역의 이상· 10%

협상의 결과로 도출된 수치·

중간 목표 수치·

년 이후 새로운 목표 수·2020

치 제시

질적

향상

목표

보전

대상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

가 중요한 지역

국제적 생물다양성 중요 지역·

의 포함

공식지표 핵심생물다양성지역 :

비율(KBAs) (coverage)

국제적 생태계서비스 중요 지·

역의 포함

아직 국제적 수준의 지표 없음

보전

가치

요소

효과적 관리·

(effectively managed)

생물다양성 보전 측면에서의·

관리효과성

공식 지표보호지역의 관리효과· :

성 평가 이행 현황(PAME)

공평한 관리·

(equitably managed)

사회적 측면에서의 관리효과성·

분배적 공평성

절차적 공평성

규범적 공평성

공식 지표 거버넌스 유형· :

생태적 대표성·

(ecologically representative)

현존하는 생태계와 생태적 과·

정을 적절한 수준에서 선별하

여 포함하는 것

공식 지표 생태지역 비율· :

(coverage)

보호지역의 생물종 분포 비율·

로 생물종 대표성 측정 가능

연결성·

(well-connected)

보호지역의 연결·

파편화 및 고립화 방지·

경관과의 통합성· (integrated

into the wilder landscape

and seascape)

보호지역의 혜택 인식·

주변지역으로부터의 개발압력·

악영향 파악

국가 및 지역계획과 통합·

공식 지표 수립현황· : NBSAPs

보전 수단

(2 track)

보호지역· (protected areas)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

단(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보호지역 통합 시스템으로의·

전환

보전의 다원주의 유도·

가이드라인 마련 중·OECMs

표< 16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의 의미 해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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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호지역의 현황2.

국가 보호지역 현황은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 개 정부 부처, , , 4 ,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가 총 개 법률에 의해 개 유형 세부 유형 기준 의 보10 21 ( )

호지역을 지정 관리 중에 있다, .

구분 법률 유형 세부유형

환경부

자연공원법 자연공원

국립공원

도립공원19)

군립공원
1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특정도서

자연환경보전법 생태 경관보전지역·
환경부 지정 생태 경관보전지역·

시도지사 지정 생태 경관보전지역·․

환경부 지정 습지보호지역

습지보전법 습지보호지역 시도지사 지정 습지보호지역․

해양

수산부

해양수산부 지정 습지보호지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보호구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해양환경관리법 환경보전해역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노거수 개별 희귀동 식물종 제외( , · )

천연보호구역

명승

산림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출처 김보현 를 수정하여 정리함: (2012) p.162

표< 17 지정 관리주체에 따른 보호지역의 구분> ·

19)행정구역과 공원 명칭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년 월 일 개정하고2016 5 29

년 월 일 시행한 자연공원법 에서는 도립공원을 도립공원과 광역시립공2017 5 30 「 」

원으로 군립공원을 군립공원 시립공원 구립공원으로 세분화하였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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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개소수
면적( )㎢

계 육상 해상

합계 1,859 20,912.590 15,221.810 5,690.780

자연

공원

국립공원 22 6,726.298 3,972.589 2,753.709

도립공원 29 1,124.876 717.357 407.519

군립공원 27 237.755 233.983 3.772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1 26.14 26.14 -

야생생물 보호구역 395 909.93 909.93 -

특정도서 230 12.238 12.238

생태경관․

보전지역

환경부 지정 9 241.613 241.613 -

시도지사 지정 23 37.727 37.727 -

습지

보호지역

환경부 지정 22 126.278 126.278 -

시도지사 지정 7 8.254 2.144 6.11

해양수산부 지정 12 225.170 - 225.170

해양

보호구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1 254.318 - 254.318

해양생물보호구역 1 91.237 - 91.237

해양경관보호구역 - - - -

환경보전해역 4 1,882.130 933.010 949.120

천연기념물 204 1,108.077 147.888 960.189

천연보호구역 11 454.076 429.780 24.296

명승 109 217.692 202.352 15.340

백두대간보호지역 1 2,756.460 2,756.460 -

산림

보호

구역

산림유전자원 741 1,524.361 1,524.361 -

생활환경 - 0.110 0.110 -

경관 - 194.120 194.120 -

수원함양 - 2,705.520 2,705.520 -

재해방지 - 48.210 48.210 -

출처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 통계자료 및 보도자료: , , ,

주 자연공원 해양보호구역 년 월 기준) , 2017 1

특정도서 년 월 기준2016 1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년 월 기준, 2016 12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년 월 기준, 2016 6

백두대간보호구역 년 월 기준2016 5

환경보전해역 년 월 기준2016 4

산림보호구역 년 말 기준 단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년 말 기준2014 , 2015

천연기념물 천연보호구역 년 말 기준, 2016

명승 년 월 기준2016 9

표< 18 국가 보호지역 지정 현황>

국가 보호지역 지정 현황은 표 그림 와 같이 조사되었다 년< 18>, [ 12] . 2017

현재 총 개 유형 개소 가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 21 , 1,859 , 20,912.590㎢

으며 육상 보호지역은 해상 보호지역은 이다 단 이15,221.810 , 5,690.780 . ,㎢ ㎢

면적은 중복 지정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산술 합계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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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국가 보호지역 지정 및 분포 현황]

출처 세계보호지역 데이터베이스 의 한국 보호지역 데이터셋과 국가중점개방데이터의 해당 용도: (WDPA)

지역지구정보 자료를 활용하여 보호지역 지정 현황에 따라 편집하고 구축한 자료임

주 국가 보호지역 구축 세부 내용은 부록 에 정리함) DB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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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의 발굴3. (OECMs)

검토대상의 선정 및 목록 작성3.1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의 검토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OECMs)

검토 대상 풀 로 국내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지구 구역(pool) , , ,① ②

보호지역 지정 관리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구역 민간에서 관리하는 보· , ③

전지역에서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으로 잠재력을 가진 지(OECMs)

역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토지이용규제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용도지역 지구제의 채택이·

다 김영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별표 에 따르면 현재 개 법률에( , 2015). ( ) , 98「 」

의해 개의 용도지역 등 을 지정 관리 운영하고 있다 용도지역은 개242 ‘ ’ · · . 65 ,

용도지구는 개 용도구역은 개 기타 개이다 이중 보호지역을 제외하33 , 103 , 41 .

면 개 법률에 의해 개이다 개 용도지역 등 의 지정 기준 및 목적, 88 210 . 210 ‘ ’

을 살펴보고 이 중에서 자연자원의 보호와 자연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지정·

관리하는 곳과 지정 목적에 관계없이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

는 곳을 선발하여 개를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검토 대21 (OECMs)

상으로 선정하였다.

구분 합계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타

개 수 242 65 33 103 41

보호지역 제외 210 59 29 87 35

출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별표의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 지구 등을 분류한 것임: ,「 」

표< 1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현황> , ,「 」

다음으로는 현재 우리나라 보호지역의 지정 관리기관인 환경부 해양수산부· , ,

문화재청 산림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조사하고 그 중에서 자연자원의 보호 자, ,

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증진 생태계 서비스 보전 등의 사업 목적을 가진, , 8

개 사업구역을 선발하여 목록을 작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민간 관리지역 중 자연.

보전과 관련성이 있는 전통마을숲과 사찰림 개를 선정하여 검토 대상 목록에2

추가하였다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의 검토 대상은 총. (OECMs) 31

개 용도지역 등 또는 사업구역이다 표‘ ’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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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번 근거 법률 지역 지구 사업· ·

토지이용

규제를

하는

지역,

지구 등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조3 개발제한구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제 호36 1 4 자연환경보전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제 호37 1 6
보존지구 중 생태계보존

지구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의38 2 도시자연공원구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40 수산자원보호구역

6

금강수계 낙동강수계 영산강/ /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조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조4

수변구역

7 농지법 제 조제 항제 호28 2 1 농업진흥구역

8 농지법 제 조제 항제 호28 2 2 농업보호구역

9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제 호10 1 1 절대보전무인도서

10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제 호10 1 2 준보전무인도서

11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제 호10 1 3 이용가능무인도서

12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 조· 13 자연휴양림구역

1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19 채종림구역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47 시험림구역

15 산지관리법 제 조제 항제 호가목4 1 1 임업용산지

16 산지관리법 제 조제 항제 호나목4 1 1 공익용산지

17 수도법 제 조7 상수원보호구역

18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 조19 국립수목원완충지역

19 자연환경보전법 제 조22 자연유보지역

20 자연환경보전법 제 조39 자연휴식지

21 지하수법 제 조12 지하수보전구역

환경부

22 자연환경보전법 제 조42 생태마을

23 자연환경보전법 제 조41 생태관광지역

24 자연환경보전법 제 조50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구역

25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16 생물다양성관리계약지역

2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32 멸종위기종관리계약지역

해양

수산부

2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49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지역

2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49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구역

산림청 29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 조2ㆍ 수목원

민간
30 전통마을숲

31 사찰림

출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별표 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의 해당 법령을 검색하여 정리함: ( ) (www.law.go.kr)

표< 20 검토 대상 목록> OE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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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대상의 선별3.2

선별 단계 전제조건3.2.1 1 : (precondition)

선별 단계에서는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에 대한 충실성 보호지역과의1 11 ,

중복성 사업실적 현황의 가지 기준으로 개 용도지역 등 의 검토 대상을, 3 31 ‘ ’

선별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번 지역 지구 사업· ·
목표 11

충실성

보호지역

중복성

사업

실적
선정 비고

1 개발제한구역 ○ ○ - ● 중복 6.0%

2 자연환경보전지역 ○ × - 중복 법적 중복 국계법 제 조67.9%, ( 8 )

3 보존지구 중 생태계보존지구 ○ × - 중복 65.8%

4 도시자연공원구역 ○ ○ - ● 중복 21.5%

5 수산자원보호구역 △ ○ - ●
목표 중복 유일한6, 33.7%,

해양지역 고려

6 수변구역 대강(4 ) ○ ○ - ● 중복 3.2%

7 농업진흥구역 × - - 목표 농지의 집단화 이용7( )

8 농업보호구역 × - - 목표 농업 환경의 보호7( )

9 절대보전무인도서 ○ × -

중복 타법에 의하여 관리77.06%10 준보전무인도서 ○ × -

11 이용가능무인도서 ○ × -

12 자연휴양림구역 ○ ○ - ● 중복 36.8%

13 채종림구역 × - - 목표 임업용조림용 우량종자 생산7( : )

14 시험림구역 × - - 목표 임업용산림과학기술의 개발7( : )

15 임업용산지 × - - 목표 임업생산기능 증진7( )

16 공익용산지 ○ × -
중복 53.5%

법적 중복 산지관리법 제 조( 4 )

17 상수원보호구역 ○ ○ - ● 중복 22.0%

18 국립수목원완충지역 ○ ○ - ● 중복 4.6%

19 자연유보지역 ○ ○ - ●

20 자연휴식지 ○ ○ - ●

21 지하수보전구역 ○ ○ - ●

22 생태마을 ○ × ○ 생태 경관보전지역·

23 생태관광지역 ○ ○ ○ ●

24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구역 × - ○ 목표 훼손지 복원15( )

25 생물다양성관리계약지역 ○ ○ ○ ●

26 멸종위기종관리계약지역 ○ × ×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사업실적 없음,

27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지역 ○ ○ × 사업실적 없음

28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구역 × ○ × 목표 훼손지 복원 사업실적 없음15( ),

29 수목원 ○ ○ ○ ●

30 전통마을숲 ○ ○ - ● 보호지역 내 개소 분포71 (5.3%)

31 사찰림 ○ × - 중복 55.7%

주 사업실적 검토는 연번 만 해당함) 22 29∼

표< 21 선별 단계 결과> OECM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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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용도지역 등 검토 대상을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의 충실성 보호31 ‘ ’ 11 ,

지역과의 중복성 사업실적 현황을 기준으로 판별한 결과 개가 탈락하고, , 17 14

개 용도지역 등 이 선별되었다‘ ’ .

우선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검토 대상 용도지역 등, (OECMs) ‘ ’

과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에 대한 충실성을 검토하여 개 용도지역 등 을11 7 ‘ ’

제외하였다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은 다른 아이치 생물다. (OECMs)

양성 목표보다 목표 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11 .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620)에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채종림구역 시험림, , , ,

구역 임업용 산지는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721)에 더 높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

다 다만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검토 대상 중 해양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유일한 용.

도구역으로 해양지역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후속 선별과정에 추가하였다. 생태계

보전협력금 반환사업 구역과 해양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 구역은 훼손지 복원

의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1522)와 더 관련성을 갖고 있어 역시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해당 용도지역 등 과 보호지역과의 중복도를 검토하였다 아이치, ‘ ’ .

생물다양성 목표 에 대한 충실성 선별 과정에서 탈락한 개 용도지역 등11 7 ‘ ’

을 제외하고 나머지 개에 대하여 보호지역과 얼마나 중복되어 있는지를 검토24

하였다 보호지역과 중첩을 통하여 중복면적 비율이 이상이거나 법 규정 상. 50%

보호지역으로의 편입 가능성을 판단하여 해당되는 용도지역 등 을 제외하였다‘ ’ .

그 결과 총 개 중에서 개 용도지역 등 을 제외하였다 자연환경보전지역24 9 ‘ ’ .

생태계보존지구 공익용산지 사찰림 은 보호(67.9%), (65.8%), (53.5%), (55.7%)

지역과의 실제 중복 면적이 모두 이상에 해당하여 제외하였다 자연환경보50% .

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규정에 의하여 상당수의8「 」

보호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며 산지관리법 제 조 규정에4｢ ｣

의하여 보호지역 내의 산지는 모두 공익용산지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법 규정

20)목표 년까지 모든 어류와 무척추동물 및 수생식물은 지속가능하게 합법적으6 : 2020 ,

로 생태계 기반의 접근법을 적용하여 관리하고 수확하여 남획을 방지하고 복원 계획,

과 조치가 고갈된 종에 관해 적용되며 어업이 위기에 처한 종과 취약한 생태계에 상

당한 악영향을 주지 않고 안전한 생태적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1)목표 7 : 년까지 농업 수경재배 임업이 진행되는 지역은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확신2020 , ,

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하게 관리한다.

22)목표 15 : 년까지 적어도 의 악화된 생태계를 포함하는 보전과 복원을 통해 생태2020 15%

계 회복력과 생물다양성의 탄소저장에의 기여를 강화함으로써 기후변화 저감과 적응에 기

여하고 사막화를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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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보호지역과의 중복도가 매우 높다 생태마을은 생태 경관보전지역 내에 위치. ·

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멸종위기종관리계약지역은 야생생물특별

보호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역시 법 규정 상 보호지역과의 중복도 및 편입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무인도서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

법률 에 의하여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및 개발가능의 개 유형으로 구분· · 4｣

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그 밖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독. ,｢ ｣ ｢

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자연공원법 연안관리법 산, , ,｣ ｢ ｣ ｢ ｣ ｢

지관리법 등의 법률이 해당 분야별로 무인도서에 대해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다.｣

등록 무인도서 개 중 타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무인도서는 인2,642 73.81%

개이며 면적으로는 에 이른다 해양수산부 따라1,950 58.93 (77.06%) ( , 2015).㎢

서 무인도서는 관리 상 보호지역과의 중복도가 높기 때문에 선별 단계에서 배1

제하였다.

그림[ 13 국가 보호지역과의 중복도]

주 빨간색 는 중복도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이며 파란색 는 법 규정 상 중복되는 지역임) 50% ,▭ ▭

마지막으로 사업실적에 대한 검토 결과이다 멸종위기종관리계약지역과 해양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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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다양성관리계약구역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구역은 사업실적이 전무,

한 관계로 제외하였다.

선별 단계 과정을 수행한 결과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1 ,

검토대상 개의 용도지역 등 중 개를 제외하고 후속 선별 대상(OECMs) 31 ‘ ’ 17

으로 개가 정해졌다14 .

선별 단계 의 특성 보유3.2.2 2 : OECMs

선별 단계는 해당 지역이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의 특2 (OECMs)

성을 충족하는지를 선별하는 단계이다 선별 단계에서 선정된 개 용도지역. 1 14 ‘

등 을 대상으로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의 특성을 반영한’ (OECMs)

총 개의 선별 항목을 사용하여 선별 과정을 진행하였다 표9 ( 22).

단계 선별 결과 선별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용도지역 등 은 총 개 중2 , ‘ ’ 14

에서 개이다 단계 선별 과정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선별 항목 지리적으로7 . 2 , ①

한정된 공간을 기준으로 생태관광지역 생물다양성관리계약지역 전통마을숲을, ,

탈락시켰다 생태관광지역과 생물다양성관리계약지역은 신청서 또는 청약서에 위.

치와 면적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확한 경계는 불분명하고 전통마을숲은

산림청에서 구축한 위치가 표시된 포인트 도형 정보자료만 존재할 뿐 명(point)

확한 경계가 파악되지 않았다 년 또는 년의 단기 관리 기간을 가지므로 관. 1 3⑤

리 유효기간의 측면에서도 부적합하여 탈락시켰다 검토대상 개 용도지역. 14 ‘

등 은 모두 관리주체 선별 항목 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선별 항목’ ( ) .②

관리시행을 기준으로 자연유보지역은 특정한 관리 없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③

지역이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선별 항목 보호지역 관리 규칙 충족 여부를. 75%④

확인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토지피복도를 이용하여 자연생태계 면적 비율을 분

석하였다 자연생태계 비율이 미만인 개발제한구역 과 지하수보전. 75% (67.6%)

구역 을 배제하였다 다만 개발제한구역(24.15%) . 23)의 경우 보호지역 관리, 75%

23)개발제한구역의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권역 대전권역 부산권역 울산권역 대구, , , , ,

권역 광주권역 창원권역 등 크게 개 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권역별로 자연생태, , 7 .

계로 분류할 수 있는 토지피복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권역 대전권역, 64.94%,

부산권역 울산권역 대구권역 광주권역75.18%, 65.32%, 76.83%, 75.90%,

창원군역 로 지역적 편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과반이 넘는 개 권역54.98%, 79.82% 4

이 보호지역 관리규칙을 충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75% .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년에 최초로 지1971

정된 이후 대도시 주변의 높은 개발압력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규제와 사회적 합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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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항목을 제외한 다른 선별항목은 모두 만족하였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권.

역별 자연생태계 분포 분석 결과 관리 규칙을 충족하는 권역이 그렇지 못, 75%

한 권역보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후속 선별과정에 추가하였다 선별 항목 보. ⑥

전방안을 기준으로 현지 내 보전 방안이 아닌 수목원을 배제하였다 수목원은 개.

별 식물종을 보호하는 성격을 가진 현지 외 보전 지역이기 때문에 선별 항목 ⑦

보전 성과 및 효과적 측면에서도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OECMs)

의 특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자연휴식지의 지정 기준 및 목적은 기타 다른 법.

률에 의하여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

자연휴식지는 우수한 생태자연을 보유하여 자연탐방 생태교육적 활용 가치가 높,

지만 관리 범위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역이다 귀중한 자연자원 관리의 사.

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이러한 지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연휴식지로 지정 관리·

하여 생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보전법 에서 규정하고 있다 현재.「 」

강원도 전라북도 곡성군 경상남도 양산시 경기도 양평군 여주시 용인시 파주, , , , , ,

시 포천시에서 자연휴식지를 지정하고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 중에 있다 자연휴, .

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에는 관리의 기본원칙 관리계획의 수립 적정관리 등의, ,

내용을 담고 있지만 오히려 관리비용 마련을 위한 이용료 징수가 보다 비중 있

게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들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자연휴식지의 기원은 우수한 생태자원의 관리보다 무분별한 자연발생 유원

지 관리 목적에서 출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주로 쓰레기 수거 및 처리 등.

청소 위주로 관리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보전 성과 및. ⑦

효과적 측면에서 자연보전에 대한 성과 또는 효과가 저조하여 제외하였다.

선별 항목 은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으로서 가져(OECMs)①∼⑦

야 하는 필수 특성이며 가지의 선별 항목 모두를 동시에 충족하여야 기타 효과7

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선별 항목 생태계(OECMs) . ⑧

서비스와 문화적 및 영적 가치는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⑨

특성 충족의 충분조건이며 선택적 선별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OECMs) .

대한 결과는 용도지역 등 별로 해당 사항을 표 에 자세하게 정리하였다‘ ’ < 22> .

의하여 년 이상 대규모의 면적이 유지되어 오고 있다 향후 현재 상태가 지속적으40 .

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나머지 개 권역이 보호지역 관리규칙에는. 3 75%

미흡하지만 다른 선별항목을 모두 만족하기 때문에 후속 선별과정에 포함하였다 선별.

항목 의 일부 예외를 적용하였다.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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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지역 지구 사업· ·

①

지리적으로

한정된 공간

②

관리주체

유무

③

관리시행

④

75%

관리규칙

⑤

관리

유효기간

장기( )

⑥

보전방안

현지내보전( )

보전성과 효과/⑦ 생태계⑧

서비스*

지원 조절 공( / /

급 문화/ )

⑨

문화적 영적,

가치*

선정 비고생태계

보전

서식지

보호

개체군

유지

1 개발제한구역 ○ 1 ○ 67.6% ○ ○ ○ ○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 예외 적용④

2 도시자연공원구역 ○ 1 ○ 90.8% ○ ○ ○ ○ 여가 휴식, ●

3 수산자원보호구역 ○ 1 ○ 91.7% ○ ○ ○ ○ ○ ●

4 수변구역 대강(4 ) ○ 1 ○ 76.4% ○ ○ ○ ○ ●

5 자연휴양림구역 ○ 1, 3 ○ 99.0% ○ ○ ○ ○ 산림휴양 ●

6 상수원보호구역 ○ 1 ○ 79.7% ○ ○ ○ ○ ●

7 국립수목원완충지역 ○ 1 ○ 78.5% ○ ○ ○ ○ ●

8 자연유보지역 ○ 1 ×(방치) ○ ○ ○ ○

9 자연휴식지 ○ 1 ○ ○ ○ × × × ○ 관광 여가,
자연발생유원지

방문객 관리

10 지하수보전구역 ○ 1 ○ 24.1% ○ ○ ○ ○

11 생태관광지역 불분명( )△ 2 ○ × 년(3 ) ○ ○ ○ 환경교육 체험,

12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지역
불분명( )△ 3 ○ 년×(1 ) ○ ○ ○ ○

13 수목원 ○ 1, 3 ○ ○
×

현지외보전( )
× × × ○ 수목 전시 관람/

보전성과 효과/

개별종 보호-

14 전통마을숲 × 1, 3, 4 ○ ○ ○ ○ ○ ○ 토속신앙
자료만point

존재

주 관리주체 유무 정부 공동 민간 원주민 지역공동체) 1: , 2: , 3: , 4: /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의 충분조건 항목* : (OECMs)

표< 22 선별 단계 결과> OECM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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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 단계 의 특성 보유3.2.3 3 : OECMs

선별 단계에서는 선별 단계에서 선정된 개 용도지역 등 에 대하여 보전3 2 7 ‘ ’

성과의 지속적 유지와 위해 행위를 배제할 수 있는 법 또는 다른 효과적인 수단

의 보유 여부를 조사하였다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변구역 수산자. , , ,

원보호구역 자연휴양림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은 해당지역의, , ,

보전 성과의 유지와 악영향을 관리할 수 있는 법률 행정규칙 관리지침 등 법적, ,

수단이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검토 결과 개 용도지역 등 모두. , 7 ‘ ’

가 법적 수단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개 용도지역 등 을. 7 ‘ ’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으로 최종 선정하였다(OECMs) .

연번 지역 지구· 악영향에 대한 관리 대책 수단 법 지침 매뉴얼 등 존재 여부( , , )

1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기준 조례 등·

2 도시자연공원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변경 등에 관한 지침· ·

3 수변구역

금강수계 낙동강수계 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 / / ·

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

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4 수산자원보호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

한 규정

수산자원의 정밀조사 평가의 방법 및 내용에 관한 고시 등· ·

5 자연휴양림구역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ㆍ

자연휴양림 등 타당성 평가의 세부기준·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등·

6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

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태 평가지침·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

7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수목원 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국립수목원완충지역 협의기준·

표< 23 선별 단계 결과> OECM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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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도화 및 구축3.3 OECMs DB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최종지역으로 선정된 개발제한구(OECMs)

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변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자연휴양림구역 상수원보호, , , , ,

구역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의 개, 7 용도지역 등‘ ’에 대하여 지도화 및 데이터베이

스 를 구축하였다 그림(DB) ( 14).

그림[ 14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분포도] (OECMs)

출처 국가중점개방데이터와 산림청 데이터 개방자료:

국가공간정보포털 오픈마켓 국가중점개방데이터와 산림청 데이터 개방자료 중

필요한 자료를 다운받아 해당지역을 폴리곤 형태로 을 구축하였다GIS datas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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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호지역과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 평가 및 비교 검증4. ·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에서 도출한 가지의 양적 확대 목표와 가지의11 2 6

질적 향상 목표를 적용하여 국가 보호지역과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에 대한 평가

를 수행하였다 국가 보호지역보다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이 정량적으로 얼마나.

확대되었는지와 정성적으로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두 평가 결과의 비교를 통하

여 검증하였다.

양적 확대 목표에 대한 평가 및 비교4.1

표 은 국가 보호지역 지정 현황을 보호지역 간 중복 지정을 고려하지 않< 18>

고 산술 집계한 것으로 중복 면적을 고려하면 육지 및 육수 보호지역 육상 보호, (

지역 은 연안 및 해양 보호지역 해상 보호지역 은) 10,888.646 , ( ) 5,259.056㎢ ㎢

이다 육지 및 육수 보호지역은 국토면적의 이며 이는 국제적인 평균에. 10.86%

비추어 약 낮은 수준이며 아시아 육상 보호지역 평균 에도 미치지 못4% 13.9%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안 및 해양 보호지역은 관할 해역 기준 영해 기. 1.18%(

준 로 세계 해상 보호지역 비율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아시아 해상6.05%)

보호지역 에도 도달하지 못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아이치 생물1.4% .

다양성 목표 의 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육지 및 육수 보호지역은11 17%, 10%

연안 및 해양 보호지역은 를 달성한 수준에 불과하다 아이치 생63.9%, 11.8% .

물다양성 목표 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육상 해상 영해 기11 6,162 , 39,125 (㎢ ㎢

준 의 보호지역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3,430 ) .㎢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을 발굴하여 국가 보호지역과 통(OECMs)

합하여 구축한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의 면적을 집계한 결과 육지 및 육수 보호지,

역의 면적은 에서 가 증가한 이며 비율10,888.646 7,023.162 17,911.808㎢ ㎢ ㎢

은 에서 로 증가하였다 기존 육지 및 육수 보호지역 면적보다10.86% 17.86% .

가 증가하였고 전체 비율로도 가 상승하는 향상된 결과를 얻었다64.50% 7.00% .

육지 및 육수 보호지역은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에서 요구하는 를 초과11 17%

달성하였다 육지 및 육수 보호지역은 목표 달성 수준은 이다. 105.1% . 연안 및 해

양 보호지역의 경우 면적은 증가하여 기존 연안 및 해양 보호지역, 1,389.272㎢

면적의 를 추가 확보하였으나 관할 해역 기준 에 불과하고 비율로26.42% 1.50%

도 상승하는데 그쳤다 영해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에 지나지 않는0.32% . 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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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는 아시아 해상 보호지역의 평균치를 약간 상회하는 수치이며 아이치. 1.50%

생물다양성 목표 의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상의 면적11 15.0% . 37,736㎢

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에 이를 수 있다 이는 우리10% .

나라의 해양생태계에 대한 관리가 연안 및 영해 지역에 치우쳐 있고 기타 효과

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발굴 과정에서 배타적 경제수역 에 대(OECMs) (EEZ)

한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림[ 15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 국가 보호지역] ( +OECMs)

출처 국가 보호지역 자료와 자료를 통합하여 구축한 자료임: GIS OECMs GIS

세계보호지역 데이터베이스 의 한국 보호지역 데이터셋 국가중점개방데이터 산림( (WDPA) , ,

청 데이터 개방자료를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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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육지 및 육수 보호지역 연안 및 해양 보호지역

면적( )㎢ 비율(%) 면적( )㎢ 비율(%)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11 17.00 10.00

세계 보호지역1 19,800,000 14.70 14,090,000 10.10

아시아 보호지역2 2,900,000 13.9 268,000 1.4

국가 보호지역 10,888.646 10.86 5,259.056 1.18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 17,911.808 17.86 6,648.328 1.50

출처 1. UNEP-WCMC and IUCN(2016) p.30

2. Juffe-Bignoli et al.(2014) p.15

표< 24 국가 보호지역과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의 면적 및 비율 비교>

그림[ 16 보호지역별 면적 비율의 비교]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으로 선정된 개 용도지역(OECMs) 8 ‘

등 과 보호지역과의 개별 중복 면적 및 중복도를 산출하고 각각의 용도지역’ ‘

등 이 양적으로 어느 정도 확대에 기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표’ ( 25).

그림[ 17 별 육상 확대 면적 및 기여도] OECMs 그림[ 18 별 해상 확대 면적 및 기여도] OE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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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선정된 용도지역 등 의 개별 전체 면적이 클수록 국가 보호지역, ‘ ’ ,

과의 중복도가 낮을수록 양적 확대에 높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상지.

역의 경우 개 용도지역 등 모두가 양적 확대에 기여를 하였는데 그중 전체, 7 ‘ ’

면적이 가장 크고 증복도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이 양적 확대에 가장 높은 기여하

였다 또한 수변구역 자연휴양림구역 상수원보호구역이 약 전후로 양적 확. , , 1%

대에 기여하였으며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은 보호지역과의 중복도는 낮으나 절대

면적이 크지 않아 양적 확대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다 해상지역의 경우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만이 의미 있는 면적 으로 양적 확대에 기여하였(1,425.402 )㎢

으나 전체 해상면적을 기준으로 절대 면적이 부족하여 양적 확대 기여율은,

에 불과하다 나머지 개 용도지역 등 도 양적 확대 기여율은0.321% . 4 ‘ ’ 0.001

로 저조한 수준이다0.005% .∼

구분
전체면적

( )㎢

보호지역
확대 면적( )㎢

보호지역 제외면적( )

양적 확대

기여도(%)

중복면적( )㎢ 중복도(%) 육상 해상 육상 해상

개발제한구역 3,806.725 228.588 6.00 3,554.619 23.517 3.54 0.005

도시자연공원구역 280.493 60.164 21.45 206.508 13.820 0.21 0.003

수산자원보호구역 2,812.091 947.279 33.69 439.410 1,425.402 0.44 0.321

수변구역 대강(4 ) 1,189.006 38.037 3.20 1,150.970 - 1.15 -

자연휴양림구역 1,811.699 666.931 36.81 1,141.921 2.846 1.14 0.001

상수원보호구역 1,138.344 250.416 22.00 876.994 10.934 0.87 0.002

국립수목원완충지역 5.936 0.261 4.39 5.676 - 0.01 -

주 양적 확대 면적 및 기여도는 보호지역과의 중복만을 고려한 것이며 상호 간 중복은 고려하지 않은) OECMs

수치임

표< 25 선정된 의 양적 확대 기여도 분석> OECMs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의 양적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타 효과적11

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을 발굴하고 기존 국가 보호지역과 통합한 국(OECMs)

가 보호지역 시스템을 구축한 결과 육상지역의 경우 목표 를 달성하였다, 17% .

또한 년에 수립한 국가 보호지역 확대 로드맵 국립공원관리공단 외2015 ( , 2015)

에 따라 기존 보호지역 유형을 추가 확보한다면 년까지 약 의 보호지, 2020 20%

역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토 면적에 비하여 배 이상의 해상 면적. 4

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의(OE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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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을 통한 연안 및 해양지역의 양적인 확대는 그 수준이 미미하였다 따라서.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은 육상지역의 정량적 확대에는 효(OECMs)

과적이나 해상지역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 이유는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의 발굴이 우리나라의 용도지역 지구제(OECMs) ·

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육상지역의 용도지역 등 중에서 생태적 잠재. ‘ ’

력을 가진 지역들이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으로 발굴되었(OECMs)

다 그렇지만 해상지역에는 소수의 용도지역 등 만이 존재하고 연안지역에만. ‘ ’

위치하고 있어 배타적 경제수역 이 배제되었기 때문에 배타적 경제수역 내(EEZ)

에서의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의 발굴은 현실적으로 한계(OECMs)

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해상지역에서의 보호지역 및 기타 보전 수단의 확.

대는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이 아닌 다른 접근이 필요하(OECMs)

다 즉 해양생태계 조사를 통하여 해상환경 기초 자료를 구축하며 이를 기반으로.

해양생태계에 대한 보전가치 평가를 실시하고 해양 생물다양성이 중요한 지역을

발굴하여 해상 보호지역으로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 기존 해양보호구역과 다른, .

형태의 해상 보호지역 유형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해역에 분포하지는.

않지만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생태학적으로 또는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해양

지역 중요 해양 포유류 지역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검(EBSAs), (IMMAs)

토가 필요하다.

제 차 해양환경종합계획 에서 기존 해양생태계 조사 범위를 영4 (2011 2020)∼

해 외측 배타적 경제수역 등으로 확대하고 중국 일본 대만 등과 장기 해양생태, ,

계에 대한 국제 공동 연구 추진을 명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외 이에( , 2011).

따라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에서 영해부터 배타적 경제수역까지의 근해에 대

한 해양 조사를 확대하였으며 동 서 남해로 해역을 구분하고 동 식물플랑크· · ·

톤 중 대형저서동물에 한해 연 회 하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 1 ( ) (

외 그림 는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 조사 중 근해의 조사 정점을 나, 2016). [ 19]

타낸다 조사 정점은 서해 개소 남해 제주 개소 동해 개이다 하지만 해역의. 4 , / 6 , 5 .

면적에 비하여 조사 정점의 수가 부족하여 해양생태계를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근해에 대한 조사 정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보다 정밀한.

해양생태계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해양 보호지역 설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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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중 근해 조사정점도]

출처 해양수산부 외: (2016) p.9

질적 향상 목표에 대한 평가 및 비교4.2

본 연구에서는 국가 보호지역과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의 질적 차원에서 생태적

중요 지역 생태적 대표성, , 관리 효과성 연결성 사회적 공평성 통합성의 가지에, , , 6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생태적 중요지역 생태적 대표성 관리 효과성 연결. , , ,

성은 정량적 분석을 사회적 공평성 통합성은 정성적 분석을 수행하고 국가 보, ,

호지역의 분석 결과와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 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질적 향상

정도를 검증하였다.

생태적 중요 지역4.2.1

국가 보호지역과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의 생태적 중요 지역에 대한 평가는 생

물다양성이 중요한 지역에 대한 보호지역의 면적 비율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생.

물다양성이 중요한 지역은 생물다양성협약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핵심생물다

양성지역 과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식물다양성 센터 를 분석하였다(KBAs) (CPD) .

핵심생물다양성지역 중요 조류 및 생물다양성지역(1) (KBAs)- (IBAs)

핵심생물다양성지역 은 중요 조류 및 생물다양성지역 과 멸종제(KBAs) (IBAs)

로제휴지역(AZEs)24)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 핵심생물다양성지역 중. (KBAs)

중요 조류 및 생물다양성지역 은 총 개소(IBAs) 40 , 2,022.888㎢25)가 분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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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면적의 에 해당한다 그리고 멸종제로제휴지역 의 국제 분포2.02% . (AZEs)

현황을 확인한 결과 우리나라에는 분포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중요 조류 및 생물다양성지역[ 20] (IBAs)

은 주로 서해안 갯벌과 주요 하천의 하구를 중심으로 집중 분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0 중요 조류 및 생물다양성지역 분포 현황] (IBAs)

출처 제공: BirdLife International

그림 은 국가 보호지역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과 핵심생물다양성지역[ 21, 22] /

중요 조류 및 생물다양성지역 을 중첩하여 작성한 것이다 국(KBAs)- (IBAs)- .

가 보호지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 조류 및 생물다양성지역(IBAs)의 면적은

24) 개의 생물다양성 보전단체의 공동 이니셔티브 인 멸종제로제휴연맹67 (initiative)

은 생물종들이 절박하게 사라질 위험이 높은(Alliance for Zero Extinction, AZE)

주요 지역을 확인하고 보호함으로써 멸종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연맹의 목.

표는 멸종 위협을 제거하고 서식지를 복원하여 개체군이 되살아나게 함으로써 멸종

위기에 대비하는 최전방의 방어선을 만드는 것이다(http://www.zeroextinction.org).

25)이 면적은 에서 제공한 의 속성자료에서 집계한Birdlife International GIS shape file

것이며 홈페이지 에는Birdlife International (www.birdlife.org) datazone 1,371.40

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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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비율은 로 산출되었으며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 내 포306.485 , 15.15% ,㎢

함되어 있는 중요 조류 및 생물다양성지역(IBAs)의 면적은 이며 면적484.984 ,㎢

비율은 로 산출되었다 면적은 당초 면적의 가 증가하23.97% . 178.499 , 58.2%㎢

였으며 비율로는 가 상승하였다8.82% .

그림[ 21 와 국가 보호지역 분포 현황] IBAs

출처 제공: BirdLife International

그림[ 22] 와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 분포 현황IBAs

출처 제공: BirdLife International

구분 전체 국가 보호지역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 증가량

면적( )㎢ 2,022.888 306.485 484.984 178.499

비율(%) 100.00 15.15 23.97 8.82

표< 26> 중요 조류 및 생물다양성지역(IBAs)의 보호지역 편입면적 및 비율 비교

그림[ 23] 중요 조류 및 생물다양성지역(IBAs)의 면적 및 비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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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연보전지구 설계 지침 를 적용하여 핵심생물다양성지역Shafer(2008) A

중 보호지역에 완전히 포함된 현황을 분석하였다 핵심생물다양성지역 중 국가.

보호지역에 완전히 포함된 곳은 유도 경포호 송지호 화진포 동림저수지 강진, , , , ,

만 구굴도 우포늪 함평만의 개소로 개소수 대비 이다 국가 보호지역, , , 9 22.5% .

시스템에 천수만 개소가 추가되어 총 개소로 개소수 대비 로 향상된 결1 10 25%

과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 세계 보호지역과 아시아 보호지역 내 완전히 포.

함된 핵심생물다양성지역의 비율과 비교할 때 상회하는 결과이다 완전, 5 10% .∼

히 포함된 곳의 면적을 비교하면 국가 보호지역에서는 에 불과, 98.714 , 4.9%㎢

하던 면적이 배 이상 증가하여 로 산출되었다 이러한 면적2 231.134 , 11.4% .㎢

증가는 개소수 대비 비율에는 못 미치지만 상당히 진전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구분
개소수KBAs( ) 보호지역 완전포함 KBAs

IBAs AZEs 합계 개소수 비율(%)

전 세계1 14,000 595 14,595 2,803 19.2

아시아2 1,937 98 2,035 326 16.0

한국

국가 보호지역

40 - 40

9

(98.714 )㎢

22.5

(4.9%)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

10

(231.134 )㎢

25.0

(11.4%)

출처 1. UNEP-WCMC and IUCN(2016) p.34

2. Juffe-Bignoli et al.(2014) p.22

주 의 수치는 완전 포함 면적과 면적 비율임) ( )

표< 27 핵심생물다양성지역 에 대한 비교> (KBAs)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으로 선정된 개 용도지역(OECMs) 8 ‘

등 과’ 중요 조류 및 생물다양성지역(IBAs)과의 개별 중첩 면적 및 기여도를 산

출하였다 표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면적 의 핵심생물다양성지역을( 29). 132.692㎢

편입시켜 의 면적 향상에 가장 높은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되었6.56%(77.6%)

다 이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안 및 내륙지역의 수면으로 조류가 서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 조류 및 생물다양성지역과의 분포가 다

수 중첩된 것으로 이해된다 다음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향상되는데 기여하. 1.39%

였다 나머지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은 기여도가 미미하거. (OECMs)

나 수변구역과 자연휴양림구역은 전혀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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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면적( )㎢

국가 보호지역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 증가면적

( )㎢편입

면적( )㎢

편입

비율(%)

편입

면적( )㎢

편입

비율(%)

한강 56.011 0.763 1.36 26.560 47.42 25.797

한강하구 42.898 30.968 72.19 33.439 77.95 2.471

유도 경기 김포( ) 0.255 0.255 100.00 0.255 100.00 -

대성동 판문점 습지 13.118 - - - - -

연천 경기( ) 1.186 - - - - -

강화도 남부 갯벌 104.921 1.624 1.55 1.626 1.55 0.002

영종도 갯벌 33.586 - - - - -

시화호 133.430 15.885 11.90 16.034 12.02 0.150

남양만 경기 화성( ) 62.026 - - - - -

광릉숲 32.778 6.626 20.21 11.759 35.87 5.133

철원유역 101.926 0.263 0.26 0.656 0.64 0.393

경포호 강원 강릉( ) 1.046 1.046 100.00 1.046 100.00 -

송지호 강원 고성( ) 0.534 0.534 100.00 0.534 100.00 -

화진포호 강원 고성( ) 2.132 2.132 100.00 2.132 100.00 -

천수만 충남 서산( ) 132.420 32.872 24.82 132.420 100.00 99.548

금강 및 하구 107.447 11.158 10.38 11.158 10.38 -

아산만 116.559 - - 38.830 33.31 38.830

만경강 하구 210.390 - - - - -

동림저수지 전북 고창( ) 2.645 2.645 100.00 2.645 100.00 -

유부도 충남 서천( ) 2.443 0.932 38.13 0.932 38.13 -

동진강 하구 184.005 0.041 0.02 0.041 0.02 -

영암호 전남 영암( ) 46.212 - - - - -

금호호 전남 해남( ) 27.567 0.116 0.42 0.116 0.42 -

고천암호 전남 해남( ) 8.111 - - - - -

강진만 전남 강진( ) 2.782 2.782 100.00 2.782 100.00 -

순천만 전남 순천( ) 26.729 16.925 63.32 21.650 81.00 4.725

칠발도 전남 신안( ) 0.064 0.013 19.54 0.013 19.54 -

구굴도 전남 신안( ) 0.058 0.058 100.62 0.058 100.62 -

구미 해평 23.949 - - 1.131 4.72 1.131

우포늪 경남 창녕( ) 3.277 3.277 100.00 3.277 100.00 -

주남저수지 경남 창원( ) 4.640 - - 0.030 0.64 0.030

낙동강 하구 77.734 67.747 87.15 68.037 87.52 0.289

북촌 제주( ) 0.100 - - - - -

하도리 제주( ) 0.421 - - - - -

성산포호 제주 서귀포( ) 1.454 - - - - -

대부도 경기 안산( ) 64.311 - - - - -

영흥도손제도 인천 옹진, ( ) 29.917 0.004 0.01 0.004 0.01 -

백수 갯벌 전남 영광( ) 21.988 - - 0.001 0.01 0.001

함평만 85.985 85.985 100.00 85.985 100.00 -

무안 갯벌 255.833 21.835 8.53 21.835 8.53 -

합계 2,022.888 306.485 15.15 484.984 23.97 178.499

출처 자료 제공: BirdLife International

주 음영표시는 국가 보호지역 또는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에 완전히 포함된 곳을 의미함)

표< 28 중요 조류 및 생물다양성지역 의 편입 현황> (IB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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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면적

( )㎢

보호지역

제외면적( )㎢
추가 중첩 면적( )㎢ 기여도(%)

개발제한구역 3,806.725 3,578.137 28.099 1.39(16.4)

도시자연공원구역 280.493 220.329 0.002 0.0001(-)

수산자원보호구역 2,812.091 1,864.812 132.692 6.56(77.6)

수변구역 대강(4 ) 1,189.006 1,150.970 - -

자연휴양림구역 1,811.699 1,144.767 - -

상수원보호구역 1,138.344 887.929 7.306 0.36(4.3)

국립수목원완충지역 5.936 5.676 2.833 0.14(1.7)

합계 170.932 8.85(100.0)

주 중첩 면적은 의 중복만을 고려한 것이며 상호 간 중복은 고려하지 않고 산출한 수치임) 1. IBAs OECMs

기여도는 전체 면적에 대한 해당지역의 중첩 면적 비율임2. IBAs

기여도 안의 수치는 전체 추가 중첩 면적에 대한 개별 지역의 중첩 면적 비율임3. ( )

표< 29 선정된 의> OECMs 중요 조류 및 생물다양성지역(IBAs)에 대한 향상 기여도 분석

중요 조류 및 생물다양성지역(IBAs) 중 보호지역에 포함된 면적이 국가 보호

지역 시스템에서도 를 약간 넘는 상황이며 완전히 포함된 곳도 개소 면20% 10 ,

적 기준으로 에 불과하다 또한 전혀 편입되지 않은 곳도 개소나 되기11.4% . 11

때문에 조류서식지로서 중요한 생물다양성 지역이 보호지역을 통하여 충분히 보

호받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조류서식지는 조류의 생존 및 번식에 필요

한 다양한 종류의 먹이 휴식 잠자리 은신처를 제공하는 식생 및 수환경을 가진, , ,

습지 지역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중요 조류 및 생물다양성지역(IBAs)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은 년에 한2004

차례 이루어졌으며 그 후에는 시행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의 어떠한 단체도 중요.

조류 및 생물다양성지역을 관장하는 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Birdlife International

다. 중요 조류 및 생물다양성지역(IBAs)이 국제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에 있어 중

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에도 국내 인식도는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요

조류 및 생물다양성지역 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과 더불어(IBAs) 향후 추가 보호

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이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편입하여 충분히 보호하여야,

한다. 중요 조류 및 생물다양성지역(IBAs)을 보호지역 후보지역 특히 습지보호지

역 후보지역으로 선정하여 생태계 정밀조사를 통해 보전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

고 보호지역으로 지정 관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되도록 완전히 보호지역 안, .

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보호지역 범위 설정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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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다양성 센터(2) (CPD)

식물다양성 센터 는 식물종 보호의 관점에서 세계에서 가장 보전 가치가(CPD)

높은 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년 설립된 세계야생동물기금1998 (World Wildlife

Fund, WWF)26)과 세계자연보전연맹 간의 공동 분류 이니셔티브(IUCN) (joint

이다classification initiative) 27) 이들 지역은 종풍부도가 높으며 많은 고유종이.

서식하는 장소이다 본토지역 은 종 이상의 관속 식물을 보유하. (mainland) 1,000

고 그 중 최소 이상의 고유종이 서식하는 지역이어야 하며 섬 지역의 경우10%

에는 최소 종 이상의 고유종 또는 이상의 고유종이 분포하여야 한다50 10% 28).

식물다양성 센터 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개소가 있으며 우리나라에(CPD) 234

는 개소가 있는데 한라산국립공원이 이에 해당한다 한라산국립공원은 우리나라1 .

의 대표적인 보호지역의 하나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식물다양성 센터.

는 보호지역에 포함되어 온전히 보호 관리되고 있다(CPD) 100% · .

구분 전체 국가 보호지역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 증가량

면적( )㎢ 153.332 153.332 153.332 -

비율(%) 100.00 100.00 100.00 -

표< 30 식물다양성 센터 의 보호지역 편입면적 및 비율 비교> (CPD)

그림[ 24 우리나라 식물다양성 센터 분포 현황]

출처 : http://www.biodiversitya-z.org/content/centres-of-plant-diversity-cpd

26)현재는 세계자연기금 이다(World Wild Fund for Nature, WWF) .

27) 검색https://en.wikipedia.org/wiki/Centres_of_Plant_Diversity(2017.5.28 )

28)http://www.biodiversitya-z.org/content/centres-of-plant-diversity-cpd

검색(2017.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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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적 대표성4.2.2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에서 생태적 대표성이란 보호지역이 얼마나 생태11 “

계를 대표하고 있는가 라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이러한 대표성을 가지?” 3

항목으로 평가하였다 하나는 생태지역 에 대한 보호지역 면적 비율. (ecoregion)

을 평가하였으며 다른 하나는 생태계 유형별 보호지역 면적 비율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호지역의 생물종 대표성을 검증하기 위해 보호지역 내 멸

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 출현 현황을 분석하였다.

생태지역(1)

그림 는 우리나라 관할 권역에 분포하는 생태지역을 나타낸 지도이다[ 25] .

그림[ 25 우리나라 육상 생태지역 해양 생태지역 및 표영구] ,

출처 의 자료를 편집함: Olson et al.(2001), Spalding et al.(2007), Spalding et al.(2012) 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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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관할 권역의 육상 생태지역은 남부 상록수림(Southern Korea

중부 낙엽수림 만주evergreen forests), (Central Korean deciduous forests),

혼효림(Manchurian mixed forests) 개 유형이며 육상 생태지역별 구성비는3

대략적으로 로 나타났다15:80:5 . 육상 생태지역의 분포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

로 구분하고 있는 난대림 온대림 한대림의 산림대와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 ,

다. 해양 생태지역은 총 개 유형이 분포하는데 수심 이내의 해양 생태지역5 200m

은 황해 동중국해 동해 개 유형이고(Yellow Sea), (East China Sea), (East Sea) 3

수심 이상의 생태지역인 표영구 는 쿠로시오200m (pelagic province) (Kuroshio),

동해 개 유형이다 황해 동중국해 표영구 동해가 전체 해상 면적의(East Sea) 2 . , , -

각각 전후의 비율로 분포하고 있다30% .

그림 과 표 은 국가 보호지역과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의 생태지역별[ 26] < 31>

면적과 그 비율을 분석하여 비교한 것이다 국가 보호지역에서 목표 를 상회. 17%

하는 육상생태지역은 만주혼효림 개 유형만 나타났다 만주 혼효림은 강원권의1 .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설악산 오대산 국립공원과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의 보호지역이 포함되어 목표 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17% .

보호지역 시스템의 육상 생태지역은 국가 보호지역보다 평균 면적6.76%,

이 증가하여 만주 혼효림과 더불어 남부 상록수림의 개 유형이 목6,936.505 2㎢

표를 상회하는 향상된 결과를 얻었다. 해양 생태지역은 총 가 증가1,475.942㎢

그림[ 26 국가 보호지역과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의 생태지역별 비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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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국 국가 보호지역
비율(%)

(B/A)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
비율(%)

(C/A)

증가

면적

( ,C-B)㎢면적( , A)㎢ 비율(%) 면적( , B)㎢ 비율(%) 면적( , C)㎢ 비율(%)

육상

생태

지역

남부 상록수림 14,728.450 15.23 1,612.621 15.63 10.95 3,169.712 18.37 21.52 1,557.091

중부 낙엽수림 76,182.583 78.80 7,015.117 68.00 9.21 12,229.547 70.88 16.05 5,214.431

만주 혼효림 5,768.311 5.97 1,688.842 16.37 29.28 1,853.825 10.74 32.14 164.983

소계 96,679.344 100.00 10,316.580 100.00 17,253.084 6,936.505

해양

생태

지역

생태

지역

황해 142,146.684 29.81 2,645.787 45.42 1.86 2,912.871 39.90 2.05 267.084

동중국해 145,983.919 30.62 3,135.651 53.83 2.15 4,338.577 59.42 2.97 1,202.927

동해 14,721.122 3.09 40.379 0.69 0.27 46.310 0.63 0.31 5.931

표영구

쿠로시오 28,828.254 6.05 - - - - - - -

동해 145,098.047 30.43 3.445 0.06 0.002 3.445 0.05 0.002 -

소계 476,778.025 100.00 5,825.262 100.00 7,301.204 1,475.942

주 소계 면적은 국토 및 관할 해역 기준 면적과 보호지역 산출 면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이는 에서 제공한 생태지역 자료와 우리나라 행정구역 자) . WWF

료의 해안선이 상이하여 나타난 결과임

표< 31 국가 보호지역과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의 생태지역 별 면적과 비율> (ecoregion)



- 96 -

하였는데 대부분 동중국해에서 증가하였다 그리고 수심 이상의 표영구에. 200m

는 단지 만이 증가하였다 개 해양 생태지역의 증가 비율은 모두3.445 . 5 1%㎢

미만으로 해양 생태지역 향상에 전혀 진전을 보이지 못하였다 특히 표영구의 면.

적 증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보호지역의 해양 생태지역에.

대한 대표성을 검토하는 것에 앞서 우선 해상지역에서의 보호지역 또는 기타 보

전 수단의 절대적인 면적 확대가 시급한 과제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생태지역별 분석 결과를 통하여 보호지역과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

단 의 분포가 육상지역과 해상지역 모두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다고(OECMs)

유추할 수 있다 육상 생태지역 경우 만주 혼효림에 국가 보호지역이 편중 분포. ,

하고 있다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을 통하여 이러한 편중. (OECMs)

현상을 일정 정도 해소하고 남부 상록수림에서 목표 를 달성하는 진전을 보17%

였으나 중부 낙엽수림에서 의 가장 많은 면적이 추가 편입되었음에5,214.431㎢

도 목표에 이르지 못하여 지역 편중 현상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중부 낙엽수림에서 목표 에 필요한 이상의 보호지역 및 기타 효과17% 721.5㎢

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을 추가 확보하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OECMs)

에도 의미가 있지만 지역 안배에 있어서도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중부 내륙지역.

에서 보호지역의 적극적인 추가 발굴이 필요하다 전체 해상 면적에 비하여 절대.

적인 면적의 부족으로 해양 생태지역 대표성 평가 결과에 대한 의미 해석에는

한계가 있지만 해양 생태지역도 마찬가지로 황해와 동중국해 해양 생태지역에

국가 보호지역과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 모두 이상 분포하여 지역 편중이99%

두드러졌다 이는 우리나라의 황해 해양 생태지역 서해안 및 동중국해 해양 생. ( )

태지역 남해안 이 동해안과 비교하여 해안선이 복잡하고 조수간만의 차가 커 다( )

양한 해안경관과 생태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아 보호

지역 및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으로 보다 용이하게 발굴(OECMs)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은 육상 생태지역과 해양 생태지역 표영구 분석 결과를 전 세계< 32, 33> /

현황과 아시아 현황과 비교한 것이다 육상 생태지역의 경우는 이상 목표. 17%

달성한 생태지역이 개 유형에서 개 유형으로 에서 로 증가하여1 2 , 33.3% 66.7%

전 세계 평균 이상의 결과를 얻었다 해양 생태지역과 표영구는 진전이 전혀 이.

루어지지 않았으며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해상 보호지역의 절대적인 면적의 확

대가 이루어진 후에야 해양 생태지역과 표영구에 대한 평가가 유의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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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서는 결과에 대한 해석이 의미를 갖지 못한다.

지역
보호지역의 면적 비율 생태지역의 개소수와 비율( )

합계 미만1% 이상1% 이상17% 이상50%

전 세계
1 827 53(6%) 339(41%) 350(43%) 85(10%)

아시아2 209 2(1.0%) 137(65.5%) 59(28.2%) 11(5.3%)

국가 보호지역 3 - 2(66.7%) 1(33.3%) -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 3 - 1(33.3%) 2(66.7%) -

출처 1. UNEP-WCMC and IUCN(2016) p.35

2. Juffe-Bignoli et al.(2014) p.26

표< 32 육상 생태지역의 보호지역 면적 비율 비교>

지역
보호지역의 면적 비율 생태지역의 개소수와 비율( )

합계 미만1% 이상1% 이상10% 이상50%

전 세계
1

해양생태지역 232 51(22%) 68(29%) 84(36%) 29(13%)

표영구 37 18(49%) 16(43%) 3(8%) -

아시아2
해양생태지역 39 - - 6(15.4%) -

표영구 - - - - -

국가 보호지역
해양생태지역 3 1(33.3%) 2(66.7%) - -

표영구 2 2(100.0%) - - -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

해양생태지역 3 1(33.3%) 2(66.7%) - -

표영구 2 2(100.0%) - - -

출처 1. UNEP-WCMC and IUCN(2016) p.36

2. Juffe-Bignoli et al.(2014) p.27

표< 33 해양 생태지역 표영구의 보호지역 면적 비율 비교> ,

개의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과 생태지역을 중첩하여7 (OECMs)

기타 효과적인 지역 보전 수단 별로 생태지역에 대한 향상 정도를 분석(OECMs)

하였다 표 분석 결과 선정된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34). , (OECMs)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은 전적으로 육상생태지역의 향상에 기여하였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이(OECMs) .

남부상록수림과 중부낙엽수림의 생태지역 면적과 비율 향상 가장 큰 기여를 하

였으며 자연휴양림이 만주혼효림 생태지역 향상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 수산자원보호구역만이 해양생태지역 향상에 진전을 보였으며 나머지.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은 향상 기여도가 미미하거나 없는(OECMs)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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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육상 생태지역 면적 누계] 그림[ 28 육상 생태지역별 비율 누계]

그림[ 29 해양 생태지역 면적 누계] 그림[ 30 해양 생태지역 비율 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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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육상생태지역 해양생태지역

남부상록수림 중부낙엽수림 만주혼효림 소계
생태지역 표영구

소계
황해 동중국해 동해 쿠로시오 동해

보호지역
면적( )㎢ 1,612.621 7,015.117 1,688.842 10,316.580 2,645.787 3,135.651 40.379 - 3.445 5,825.262

비율(%) 10.95 9.21 29.28 1.86 2.15 0.27 0.00 0.002

OECMs

개발제한

구역

면적( )㎢ 869.196 2,685.423 - 3,554.619 13.941 9.576 - - - 23.517

비율(%) 5.90 3.52 - 9.43 0.01 0.01 - - - 0.02

도시자연

공원구역

면적( )㎢ 37.938 168.570 - 206.508 11.611 1.980 0.229 - - 13.820

비율(%) 0.26 0.22 - 0.48 0.01 0.001 0.002 - - 0.01

수산자원

보호구역

면적( )㎢ 218.947 198.865 21.598 439.410 239.266 1,186.136 - - - 1,425.402

비율(%) 1.49 0.26 0.37 2.12 0.17 0.81 - - - 0.98

수변구역

대강(4 )

면적( )㎢ 264.291 886.679 - 1,150.970 - - - - - -

비율(%) 1.79 1.16 - 2.96 - - - - - -

자연휴양림

구역

면적( )㎢ 40.963 967.044 133.915 1,141.921 1.583 1.263 - - - 2.846

비율(%) 0.28 1.27 2.32 3.87 0.001 0.001 - - - 0.002

상수원

보호구역

면적( )㎢ 254.045 613.543 9.406 876.994 1.587 3.662 5.685 - - 10.934

비율(%) 1.72 0.81 0.16 2.69 0.001 0.003 0.04 - - 0.04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면적( )㎢ - 5.499 0.177 5.676 - - - - - -

비율(%) - 0.01 - 0.01 - - - - - -

소계
면적( )㎢ 1,685.380 5,525.622 165.096 7,376.098 267.989 1,202.616 5.914 - - 1,476.520

비율(%) 11.44 7.25 2.86 0.19 0.82 0.04 - -

합계
면적( )㎢ 3,298.001 12,540.739 1,853.938 17,692.678 2,913.776 4,338.267 46.293 - 3.445 7,301.782

비율(%) 22.39 16.46 32.14 2.05 2.97 0.31 - 0.002

주 비율은 생태지역별 전체 면적에 대한 별 면적 비율임) 1. OECMs

상호 간 중복은 고려하지 않고 산출한 수치임2. OECMs

표< 34 선정된 의 생태지역에 대한 면적 및 비율 기여도 분석> OE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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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생태계(2)

환경부 토지피복도 를 활용하여 개 생태계 유형으로 분류한 생태계 유(2007) 8

형별 분류도를 생성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생태계 유형별 면적을 산출하였다. .

그림[ 31 전국 생태계 유형 분류도]

출처 환경부 토지피복도 를 사용하여 작성함: (2007)

주 가독성을 위해 지면의 한계로 해양생태계 일부를 삭제함 전체 해양생태계 범위는 그림 참조) ( [ 8] )

전국 생태계 유형별 분포 현황의 특이사항은 육상생태계 중 초지생태계

습지생태계 담수생태계 와 해상생태계 중 연안습지생(0.53%), (0.71%), (2.38%)

태계 가 국토 및 해양 면적 대비 소규모 면적으로 희소성 차원에서 보전(0.56%)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생태계 유형 분류도와 국가 보호지역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을 중첩하/

여 각각의 생태계 유형 분류도를 작성하고 해당 생태계 유형별 면적을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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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국가 보호지역의 생태계 유형 분류도]

그림[ 33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의 생태계 유형 분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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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가 보호지역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의 생태계 유형별 면적 비율 및 생, , ,

태계 대표성 지수 분석 결과를 표 에서 정리하였다(ERI) < 35> .

국가 보호지역과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의 생태계 유형별 면적 변화의 특징은

첫째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이 국가 보호지역보다 육상지역과 해상지역을 포함,

이상 증가하여 모든 생태계 유형의 면적이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산림8,400 .㎢

생태계와 연안습지생태계의 구성 비율은 감소하였다 이는 두 생태계의 면적 증.

가율이 평균 증가율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육상생태계의 면적 증가. ,

순위와 면적 비율 증가 순위가 서로 다르다 면적 증가 순위는 산림생태계 농업. ,

생태계 도시생태계 순이며 면적 비율 증가 순위는 담수생태계 습지생태계 농업, , ,

생태계 순이다 이중 면적 규모가 희소한 담수생태계와 습지생태계는 상대적으로.

적은 면적이 추가 편입되어도 증가율이 민감하게 변하고 국가 보호지역의 담수/

습지생태계 면적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충분한 면적이 추가 편입되었기 때문으

로 파악된다 다만 초지생태계 역시 희소성을 가지고 있지만 면적 증가율이 낮은.

이유는 당초 면적 기준으로 면적 확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유

추할 수 있다 셋째 해상생태계의 면적 증가율은 육상생태계의 증가율보다 상대. ,

적으로 낮다 총 가 증가하여 전체 면적 증가량에 나 차지하. 1,399.433 16.5%㎢

지만 해상생태계 기준 면적이 크기 때문에 증가율 향상에 기여하지는 못하였다.

그림[ 34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의 생태계 유형별 증가 면적 및 면적 증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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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호지역과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의 생태계 유형별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의 달성 정도를 도시생태계와 농업생태계를 제외한 개 자연생태계 유형11 6

에 한정하여 검토하였다 그림 는 국가 보호지역과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의. [ 35]

전체 생태계 유형에 대한 개별 생태계 유형의 면적 비율을 비교한 것이다 국가.

보호지역에서 연안습지생태계 개 유형만이 목표 을 달성하였다 국가 보호지1 11 .

역 시스템에서는 연안습지생태계를 포함하여 산림생태계와 담수생태계 개 유형3

이 목표 을 달성하여 향상된 결과를 얻었다 초지생태계와 습지생태계는 목표11 .

에는 도달하지 못하였으나 국가 보호지역에 비하여 진전된 결과를 나타내고17%

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초지생태계는 습지생태계는 의 보호. 13 , 32㎢ ㎢

지역 및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OECMs)

다 육상생태계 중 향상 폭이 두드러진 생태계 유형은 습지생태계와 담수생태계.

이다 이는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으로 발굴된 수산자원보. (OECMs)

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의 내륙 수면 또는 수변 습지지역이 반영되어, ,

나타난 결과로 추정된다 그리고 도시생태계와 농업생태계는 약 이상 증가하. 5%

여 대의 결과를 얻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도시 및 농업의 토지이용 현황8% .

이 반영된 수치이다.

그림[ 35 국가 보호지역과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의 생태계 유형별 비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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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국 국가 보호지역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
증가면적

( , C-B)㎢
면적(A, )㎢

비율 E1

(%)
면적(B, )㎢

비율 P12

(%)

비율 R13

(B/A, %)

P-ERI4

(P1/E)
면적(C, )㎢

비율 P22

(%)

비율 R23

(C/A, %)

PS-ERI4

(P2/E)

육상

생태계

도시생태계 9,902.842 9.87 328.500 3.02 3.32 0.306 835.482 4.66 8.44 0.473 507.718

농업생태계 24,825.973 24.75 829.400 7.62 3.34 0.308 2,158.640 12.05 8.70 0.487 1,330.043

산림생태계 61,961.894 61.76 9,447.683 86.77 15.25 1.405 14,131.570 78.90 22.81 1.277 4,683.902

초지생태계 534.343 0.53 34.241 0.31 6.41 0.590 59.237 0.33 11.09 0.621 25.064

습지생태계 707.433 0.71 36.644 0.34 5.18 0.477 107.011 0.60 15.13 0.847 70.673

담수생태계 2,391.852 2.38 212.180 1.95 8.87 0.817 619.869 3.46 25.92 1.452 407.891

소계 100,324.337 100.00 10,888.646 100.00 17,911.808 100.00 7,025.289

해상

생태계

연안습지생태계 2,487.2005 0.56 266.085 5.06 10.70 9.029 319.827 4.81 12.86 8.585 56.624

해양생태계 441,350.800 99.44 4,992.971 94.94 1.13 0.955 6,328.501 95.19 1.43 0.957 1,342.810

소계 443,838.000
6

100.00 5,259.056 100.00 6,648.328 100.00 1,399.433

주 비율 는 전국 면적에 대한 생태계 유형별 면적 비율임) 1. E

비율 는 보호지역 전체 면적에 대한 보호지역 내 생태계 유형별 면적 비율임2. P

비율 은 생태계 유형별 전체 면적에 대한 보호지역 내 생태계 유형별 면적 비율임3. R

보호지역 면적 비율 와 전국 생태계 면적 비율 의 상대비4. ERI : P E (Relative Ratio)

연안습지생태계 면적은 토지피복도의 부정확성으로 갯벌 면적 해양수산부 년 조사 결과 을 사용함5. ( 2013 )

관할해역6. : 443,838㎢

표< 35 국가 보호지역과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의 생태계 유형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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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양생태계는 의 면적이 증가하였으나 에서1,342.810 1.13% 1.43%㎢

로 면적 비율의 향상 폭은 에 그쳤다 해양생태계의 보호지역 및 기타 효0.30% .

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은 앞서 생태지역에 대한 분석에서와 동일(OECMs)

하게 질적 차원의 생태계 유형별 대표성을 평가하기 전에 양적 차원의 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였다.

선정된 개의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은 생태계 유형 중7 (OECMs)

산림생태계 습지생태계 담수생태계의 생태적 대표성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효과, ,

적이다라는 것이 검증되었다 다만 초지생태계의 대표성 향상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였지만 아직 목표 수준에 도달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따라서 초지생태계를.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초지생태.

계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로 절대적으로 규모가 작기 때문534.343 , 0.53%㎢

에 희소성을 가지고 있어 보호지역으로 편입하여 보전할 가치가 충분하다 그러.

나 절대적인 양이 적은 관계로 자연상태의 양호한 초지생태계를 발굴하여 보호

지역 내로 편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보호지역 및 기타 보전 수단 내.

의 훼손지를 복원할 경우 초지를 조성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

현재 환경부는 수변구역 내 토지를 지속적으로 매수하여 생태복원을 통하여 수

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과 연계하여 매수 토지의.

생태복원 시 초지생태계를 조성한다면 수질보호를 위한 수변생태벨트의 조성 목

적에도 부합하고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의 초지생태계 대표성을 향상시키는데 기

여할 수 있다 이는 표 에서 수변구역이 초지생태계에 가장 높은 비율로 대. < 36>

표성 향상에 기여한 것에서도 초지 조성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별 생태계 유형의 대표성에 대한(OECMs)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개발제한구역은 육상생태계의 생태적 대표성 향상 기여도.

가 로 고르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산림생태계 면적2.26 4.71% .∼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예상과는 달리 기여율 측면에서 담수생태계에 큰 기

여를 하였다 상수원보호구역도 육상생태계의 생태적 대표성 향상에 고르게 기여.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습지생태계 와 담수생태계 의 비율. (2.93%) (4.00%)

증가에 큰 기여를 하였다 수변구역은 담수생태계를 제외한 육상생태계의 향상에.

대의 기여를 하고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다른 생태계 유형보다 산림생태1% .

계에 기여하는 결과가 나왔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습지 담수 연안습지생태계에. , ,

긍정적 기여를 하였으며 해양생태계에 전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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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생태계 유형별 면적 누계]

그림[ 37 생태계 유형별 비율 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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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육상생태지역 해양생태지역

도시생태계 농업생태계 산림생태계 초지생태계 습지생태계 담수생태계 소계
연안습지

생태계
해양생태계 소계

국가보호지역
면적( )㎢ 328.500 829.400 9,447.683 34.241 36.644 212.180 10,888.648 266.085 4,992.971 5,259.056

기여율(%) 3.32 3.34 15.25 6.41 5.18 8.87 10.70 1.13

OECMs

개발제한

구역

면적( )㎢ 354.530 867.457 2,197.702 12.083 28.424 112.610 3,572.806 5.969 0.226 6.195

기여율(%) 3.58 3.49 3.55 2.26 4.02 4.71 0.24 0.0001

도시자연

공원구역

면적( )㎢ 8.270 15.543 195.359 0.482 0.029 0.604 220.287 0.068 0.131 0.199

기여율(%) 0.08 0.06 0.32 0.09 0.004 0.03 0.003 0.00003

수산자원

보호구역

면적( )㎢ 31.411 80.110 121.949 0.764 17.299 230.896 482.429 47.536 1,335.300 1,382.837

기여율(%) 0.32 0.32 0.20 0.14 2.45 9.65 1.91 0.30

수변구역

대강(4 )

면적( )㎢ 62.203 275.672 787.678 7.387 8.711 9.351 1,151.002 - - -

기여율(%) 0.63 1.11 1.27 1.38 1.23 0.39 - - -

자연휴양림

구역

면적( )㎢ 5.966 8.186 1,128.869 0.817 0.268 1.352 1,145.458 0.001 - 0.001

기여율(%) 0.06 0.03 1.82 0.15 0.04 0.06 0.00004 - -

상수원

보호구역

면적( )㎢ 65.660 135.853 565.169 4.887 20.709 95.717 887.995 - 0.116 0.116

기여율(%) 0.66 0.55 0.91 0.91 2.93 4.00 - - -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면적( )㎢ 0.823 0.738 4.052 0.023 0.021 - 5.657 - - -

기여율(%) 0.01 0.003 0.01 0.004 0.003 - - - -

소계
면적( )㎢ 528.862 1,383.558 5,000.779 26.444 75.461 450.529 7,465.632 53.573 1,335.774 1,389.347

기여율(%) 5.34 5.57 8.07 4.95 10.67 18.84 2.15 0.30

합계
면적( )㎢ 857.362 2,212.958 14,448.462 60.685 112.105 662.709 18,354.280 319.658 6,328.745 6,648.403

기여율(%) 8.66 8.91 23.32 11.36 15.85 27.71 12.85 1.43

주 기여율은 생태계 유형별 전체 면적에 대한 해당지역의 면적 비율임) 1.

상호 간 중복은 고려하지 않고 산출한 수치임2. OECMs

별 가장 큰 면적과 가장 높은 기여율에 음영 표시를 함3. OECMs

표< 36 선정된 의 유형별 생태계에 대한 면적 및 비율 기여도 분석> OE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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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역 내의 생태계가 동일한 유형의 생태계를 얼마나 대표하는지를 정량적

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생태계 대표성 지수(Ecosystem Representativeness

를 산출하였다 그림 은 국가 보호지역과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Index, ERI) . [ 38]

의 생태계 대표성 지수 산출 결과를 비교하여 작성한 것이다 육상생태계(ERI) .

중 산림생태계는 두 결과 모두 이상의 값으로 산림생태계는 충분히 대표성을1

확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국토 전체 면적의 이상이 산. 60%

림이므로 산림생태계가 보호지역 및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OECMs)으로 편입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산림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양호한 산림이 보호지역으로서의 가치가 높다는 증거이기

도 하다 나머지 육상생태계 유형의 생태계 대표성 지수 의 분석 결과는 생. (ERI)

태계 유형별 면적 비율 분석 결과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림[ 38 육상 생태계 유형별 생태계 대표성 지수의 비교]

해상생태계 중 연안습지생태계의 생태계 대표성 지수값이 각각 9.029, 8.585

의 값을 취하며 매우 높은 값으로 산출되었다 해상생태계 중 연안습지생태계의.

생태계 대표성 지수 가 높게 산출된 이유는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이 해(ERI)

안선이 복잡하고 자연적으로 갯벌이 생기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 국

토 면적의 약 에 달하는 광대한 규모의 갯벌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생물다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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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측면에서 갯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다수의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해양생태계 보호지역의 면적이 해.

양 전체 면적에 비하여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안습지생태계가 상

대적으로 과대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해양생태계는 각각 로 산출되. 0.955, 0.957

어 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해양생태계 보호지역 및 기타 효과적인1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의 절대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양생태계를 대(OECMs)

표할 수 있다고는 말하기가 곤란하다 단순히 현재 지정되어 있는 해양생태계의.

보호지역 면적 기준으로만 볼 때 생태계 대표성을 가진다는 의미로 한정하여 이,

해해야 한다 해양생태계 보호지역의 면적이 현저히 작기 때문에 해양생태계 대표.

성 지수값에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의 생태적 대표성은 기존 국가 보호지역에 비하여 육상

지역의 생태지역과 생태계 유형 모두에서 향상된 결과를 얻었다 다만 생태지역.

차원에서는 중부 낙엽수림 육상 생태지역이 목표에 가 부족하고 유형별0.95%

생태계 차원에서는 초지생태계와 습지생태계의 생태계 대표성 지수 가 향상(ERI)

되었으나 목표로 하는 에 도달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중부 내륙지역에서 내1 .

초지생태계와 습지생태계가 포함된 지역을 보호지역 또는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으로 추가 발굴하여 편입하는 것이 두 가지 생태적 대(OECMs)

표성 향상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생물종 대표성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 출현 현황(3) :

환경부에서 제공한 제 차 전국자연환경조사 자료 중 멸종위기3 (2006 2013)∼

야생생물의 조사자료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제공한 국립공원 내 멸종위기 야

생생물 조사자료를 국가 보호지역과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을 각각 중첩하여 포

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어류 등 척추동물의 보호지역 내 서식 출현 빈도를 분석, , ,

하였다.

국가 보호지역 내 멸종위기종의 서식 출현 빈도는 평균 이다 이는 육상49.1% .

보호지역 비율이 인 점을 고려할 때 국가 보호지역이 멸종위기종의 서식10.8%

지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다만 조류의 출현비율이 다른 분류.

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핵심생물다양성지역 인 조류 및(KBAs)

생물다양성지역 의 낮은 보호지역 편입비율 과 관련성이 있다고(IBAs) (15.15%)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중요 조류 및 생물다양성지역 을 보호지역으로 편. (IB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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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해야 하는 필요성을 다시한번 확인하였다.

국가 보호지역과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 출현 빈도

를 비교하면 포유류는 회에서 회로 조류는 회에서 회로8,466 9,016 , 2,156 2,438 ,

양서파충류는 회에서 로 어류는 회에서 회로 모두 증가하였다168 181 , 441 462 .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을 추가하여 면적이 확대되었기 때(OECMs)

문에 서식 출현 빈도의 증가는 당연한 결과이다.

분류군
총

출현빈도

국가 보호지역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 증가량

출현빈도 비율(%) 출현빈도 비율(%) 출현빈도 비율(%)

포유류 14,805 8,466 57.2 9,016 60.9 550 3.7

조류 6,693 2,156 32.2 2,438 36.4 282 4.2

양서 파충류· 406 168 41.4 181 44.6 13 3.2

어류 957 441 46.1 462 48.3 21 2.2

합계 22,861 11,231 49.1 12,097 52.9 827 3.8

표< 37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 출현 빈도의 비교>

그림[ 39 분류군별 멸종위기 야생생물 출현비율 비교]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 출현 빈도 증가의 특징은 그림 에서 보여지듯이[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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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어류 개의 모든 분류군이 거의 일정한 비율로 증가, , , 4

한 것이다 그러나 면적 비율 의 국가 보호지역에서 의 국가 보. 10.86% 17.86%

호지역 시스템으로 가 증가한 반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 출현 빈도7.00%

비율은 면적 증가율에 못 미치는 만이 증가하였다3.8% .

전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 출현 빈도 중 국립공원에서만 서식 출현한 비

율은 평균 로 산출되었으며 포유류의 경우 를 넘어서는 수치를 기록43.7% 50%

하였다 국토 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 국립공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겨우. , 6.71%

에 불과하지만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 출현은 이상의 수치를 기록하였40%

다 전국 자연환경 조사 자료와 국립공원 조사 자료의 상이한 정밀도를 고려하더.

라도 이는 국립공원이 양질의 생물서식처로서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보전에 중추

적 역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구분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어류 합계

전국

출현빈도

회( )

국립공원(A) 7,654 1,793 150 400 9,997

국립공원외(B) 7,151 4,900 256 557 12,864

합계(C) 14,805 6,693 406 957 22,861

비율

(%)

국립공원(A/C) 51.7 26.8 36.9 41.8 43.7

국립공원외(B/C) 48.3 73.2 63.1 58.2 56.3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국가

보호

지역

출현빈도

회( )

국립공원(A) 7,654 1,793 150 400 9,997

국립공원외(D) 812 363 18 41 1,234

합계(E) 8,466 2,156 168 441 11,231

비율

(%)

국립공원(A/E) 90.4 83.2 89.3 90.7 89.0

국립공원외(D/E) 9.6 16.8 10.7 9.3 11.0

E/C

(E/C-A/C)

57.2

(5.5)

32.2

(5.4)

41.4

(4.4)

46.1

(4.3)

49.1

(5.4)

국가

보호

지역

시스템

출현빈도

회( )

국립공원(A) 7,654 1,793 150 400 9,997

국립공원외(G) 1,362 645 31 62 2,100

합계(H) 9,016 2,438 181 462 12,097

비율

(%)

국립공원(A/H) 84.9 73.5 82.9 86.6 83.6

국립공원외(G/H) 15.1 26.5 17.1 13.4 16.4

H/C

(E/C-H/C)

60.9

(3.7)

36.4

(4.2)

44.6

(3.2)

48.3

(2.2)

52.3

(3.8)

표< 38 국립공원과 국립공원 외 지역에서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출현빈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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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호지역에서 국립공원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이 인데 배가 넘는41.7% 2

의 서식 출현 빈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국립공원을 제외한89.0% .

의 나머지 보호지역에서 발견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에 불과하다68.3% 11.0% .

그리고 국립공원 출현비율과 전체 보호지역 출현비율을 비교하더라도 밖에5.4%

차이가 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마찬가지로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의 출현비율과.

비교하더라도 앞서 언급했듯이 면적 증가율에 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출현빈

도 증가율은 로 낮게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립공원은 우수한 생물서3.8% .

식공간으로서 기능을 충실히 발휘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에 십분 기여하고 있지만

그 외 보호지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로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

석할 수 있다 따라서 국립공원 이외의 보호지역도 생물서식지로서 제 역할을 하.

기 위해 서식지의 질적인 향상 방안을 고민하여야 한다 또한 기타 효과적인 지.

역 기반 보전 수단 으로 발굴한 지역도 양질의 서식지로 기능할 수 있(OECMs)

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립공원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 출현 빈도가 매우 높게 나타난 이유

는 보호지역 관리효과성 차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최근의 한 연구에서 곳. 359

의 육상 보호지역 내 표본지역이 보호지역 외부와 비교하여 평균적으로 종은

개체는 가 더 많이 발견된 것으로 보고하였다11%, 15% (Gray et al., 2016).

또 다른 연구에서도 보호활동이 증가한 보호지역에서 생물다양성 유지에 성공적

이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렇듯 보호지역에 대한 지(Juffe-Bignoli et al., 2014).

속적인 관리활동은 생물다양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우리.

나라의 보호지역 중에서 전담조직을 설립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보호지역은 국립공원이 유일하다 전담조직과 전문 인력의.

관리활동 결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 출현 빈도에서 말해주듯이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보전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에 결정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립공원 이외의 보호지역과 기타 효과.

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에서도 생물다양성 보전 기능을 향상시키기(OECMs)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활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보호지역 전체에 대한.

관리 기능을 갖는 전담 조직의 구성과 전문 인력의 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장.

기적인 관점에서 보호지역 관리청의 신설이라든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확대 개

편 등 보호지역 전담 조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국립공원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 출현 빈도가 높게 나타난 또 다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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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는 국립공원은 최소 의 큰 규모의 보호지역으로 다양한 서식환경을 보유50㎢

하고 있으며 큰 서식 면적을 요구하는 야생생물에게 적합한 서식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분류군에 비하여 보다 넓은 서식 면적을 요구하는 포유류의.

서식 출현 빈도가 높게 나타난 분석 결과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개별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에서의 멸종위기(OECMs)

야생생물의 서식 출현 빈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별 생물종 대표성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포유류는 자(OECMs) .

연휴양림이 조류는 개발제한구역이 양서파충류는 개발제한구역이 어류는 수산, , ,

자원보호구역이 분류군별 생물종 대표성을 향상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였다.

그림[ 40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유류와 조류 의 누적 출현 빈도] ( )

그림[ 41 멸종위기 야생생물 양서파충류와 어류 의 누적 출현 빈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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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포유류 조류
양서

파충류
어류 합계

국가보호지역
출현빈도 8,466 2,156 168 441 11,231

기여율(%) 57.2 32.2 41.4 46.1

OECMs

개발제한

구역

출현빈도 152 107 5 3 267

기여율(%) 1.0 1.6 1.2 0.3

도시자연

공원구역

출현빈도 10 5 - - 15

기여율(%) 0.1 0.1 - -

수산자원

보호구역

출현빈도 58 47 1 6 112

기여율(%) 0.4 0.7 0.2 0.6

수변구역

대강(4 )

출현빈도 60 56 3 8 127

기여율(%) 0.4 0.8 0.7 0.8

자연휴양림

구역

출현빈도 195 20 - 1 216

기여율(%) 1.3 0.3 - 0.1

상수원

보호구역

출현빈도 75 46 4 3 128

기여율(%) 0.5 0.7 1.0 0.3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출현빈도 - 1 - - 1

기여율(%) - 0.01 - -

소계
출현빈도 550 282 13 21 866

기여율(%) 3.7 4.2 3.2 2.2

합계
출현빈도 9,016 2,438 181 462 12,135

기여율(%) 60.9 36.4 44.6 48.3

주 기여율은 분류군별 전체 서식 출현 빈도에 대한 해당지역의 서식 출현 빈도 비율임) 1.

상호 간 중복은 고려하지 않고 산출한 수치임2. OECMs

표< 39 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 출현 빈도 및 기여도 분석> OECMs

관리 효과성4.2.3

관리 효과성 에 대한 평가는 보호지역 관리효과(management effectiveness)

성 평가 이행 현황을 분석하여 수행하였다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문화재. , , ,

청에서 실시한 보호지역 관리효과성 평가에 대한 이행 현황을 조사하였다 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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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별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서 관리효과성 평가를 이행할 수 있는 법 또는 관련

계획 근거를 함께 정리하였다.

우리나라의 보호지역 관리효과성 평가는 그 평가 목적과 평가 방법은 다소 차

이가 있지만 법정 보호지역을 정부 부처 주도로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 ( , 2016a).

환경부는 년에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세계자연보전연맹 과 함2007 2009 (IUCN)∼

께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는 개소의 주요 보호지역을 세계자연보전연맹39 (IUCN)

의 세계보호지역위원회 평가틀과 연계하여 한국 특성을 반영한 평가틀을 개발하

고 보호지역 관리효과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허학영 외 이후( , 2012). 2015∼

년 당시 환경부가 지정 관리하고 있던 모든 보호지역 개소를 대상으로2016 · 742

관리효과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 때 시스템 평가와 개별 보호지역 평가를 병행.

하였으며 관리자 설문 국내외 전문가 현장 실사를 실시하고 권역별 워크샵을 개,

최하여 평가 참여자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환경부( , 2016a).

환경부는 해양수산부와 산림청과는 달리 보호지역 관리효과성 평가를 실시하는

법적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법정 국가환경계획인 제 차 국가환경종합계. 4

획 제 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제 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서 보호지역의 효, 3 , 3

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호지역 관리효과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이행률

을 확대하는 계획 내용을 담고 있다 제 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서는 년. 3 2020

까지 이상의 보호지역에 대해 관리효과성 평가를 이행하는 계획 목표를 가70%

지고 있다 환경부 환경부는 이를 평가 이행의 근거로 삼고 있는데 산림( , 2015).

청과 해양수산부와 같이 보다 안정적이며 정기적인 평가 이행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여 보호지역 관리효과성 평가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년 해양수산부 당시 국토해양부 는 습지보호지역과 해양보호구역의 관리2008 ( )

효과성 평가를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 지표를 개발하였다 처음으로 해.

양보호지역에 대한 관리효과성 평가틀을 도입하였다 년에는 평가 지표를. 2009

개선하고 지자체 자체 평가와 현장 실사를 실시하였으며 년 관리효과성 평2011

가 지표 개발 및 평가 방법 개선 연구를 진행하여 평가 지표를 보완하였다.

년 이를 적용하여 무안갯벌 습지보호지역의 시범 평가를 시작으로 이후 매2012

년 개소의 습지보호지역 또는 해양보호구역을 평가하여 년까지 총2 4 2016 12∼

개소의 관리효과성 평가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년 월 해양. 2016 8 「

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훈령 제 호 을 제정하고 해양보( 333 )」

호구역에 대한 관리효과성 평가를 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법적 규정을 마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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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였다 향후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습지보호지역을 포함한 해양보호구역 관.

리효과성 평가는 안정적으로 이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년 월 해양수. 2016 2

산부는 환경관리해역「 29)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 이행 실태의 평가 및 관리

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고시 제 호 을 제정하여 환경관리해역 기본( 2016-25 )」

계획의 종합 이행평가와 해역별 관리계획의 연차별 이행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이행평가는 기본계획의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 정도와 수질평.

가지수(water quality index, WQI)30) 관리목표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

로 보호지역 관리효과성 평가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따라서 해양수산부가 관리하.

는 환경보전해역은 관리효과성 평가 대상에 빠져 있어 환경관리해역 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 이행 실태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이행평가와 함」

께 관리효과성 평가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연도 습지보호지역 해양보호구역 비고

2012 무안 갯벌 2

2013 순천 보성벌교, 2

2014
태안신두리사구해역,

문섬등주변해역
2

2015
서천갯벌 부안줄포만갯벌, ,

옹진장봉도갯벌
3

2016 진도갯벌 증도갯벌 송도갯벌, , 대이작도주변해역 4

합계 9 3 12

출처 바다나라 생태정보: (http://www.ecosea.go.kr)

표< 40 해양보호지역 관리효과성 평가 이행 실적>

산림청은 년 월 산림보호법 의 개정을 통하여 산림청이 관할하고 있2012 2 「 」

는 산림보호구역에 대하여 관리효과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을 도입

하였다 산림보호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효과성 평가는 산림유전자원보호. 「 」

29)환경관리해역이란 환경보전해역과 특별관리해역을 말한다.

30)우리나라 해양환경 특성에 적합한 종합적인 해역수질평가 기준 설정을 위해 해역을

해류 조석 탁도 수심 등을 기준으로 가지의 생태구 동해 대한해협 서남해역 서해, , , 5 ( , , ,

중부 제주 생태구 로 구분하고 부영양화의 원인항목 용존 무기질소 용존 무기, ) ( (DIN),

인 과 일차반응항목 클로로필 투명도 과 이차반응항목 저층 용존산(DIP) ( (Chl-a), (SD)) (

소 포화도 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평가항목으로 계산된 수질등급기준을 말한다(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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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의 현재 상황 및 향후 보호 관리 계획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 관리· , ·

자원 투입 현황 및 보호 관리 경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 관리 성과· , ·

등을 중심으로 년마다 실시하도록 하였다 다만 산림보호구역 중 산림유전자원5 .

보호구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이외의 산림구

역과 백두대간보호지역에 대한 관리효과성 평가 실시는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나머지 보호지역에 대해서도 관리효과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 년 법 개정 이후 산림청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효. 2012

과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시스템 수준과 현장 수준의 효과성 평가 지표를 개발하.

고 실제 이를 적용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효과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현.

장 수준의 관리효과성 평가는 개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평가하지

않고 지방산림청 직원들과 지자체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통합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다만 당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개소 중 개소 를 대상으로 현장 실462 (1,269.92 ) 54 (277.774 , 11.7%)㎢ ㎢

사를 실시하여 개별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효과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산림청은 법 규정에 따라 년 관리효과성 평가를 실시, 2012). 2012

한 후 년이 지난 년 기존에 개발한 산림보호구역 관리효과성 평가 지표를5 2017

보완하여 관리효과성 평가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년 이후. 2012

추가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포함하여 관리효과성 평가가 진행될 것으

로 예상되며 보호지역 관리효과성 이행 비율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보호지역인 천연기념물 천연보호구역 명승에 대한 관리, ,

효과성 평가 이행 실적은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는 문화재청이 역사 및 문화적.

관점에서 자원관리를 집중하기 때문에 자연환경 보전의 관점은 매우 소홀한 것

으로 이해되며 보호지역 관리효과성 평가 자체에 대한 인식 수준도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환경부를 주축으로 해양수산부 산림청과 협력하여 문화. ,

재청과 보호지역에 대하여 논의를 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고 협력사업을 통하

여 문화재청이 역사 및 문화자원으로만 보호지역을 바라보는 인식을 개선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 보호지역에 대한 관리효과성 평가 이행 현황을 정리하면 총 평가지역은,

개소이며 총 평가 면적은 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보호지역1,232 10,918.684 .㎢

대비 수행비율은 개소수 대비 면적 대비66.3%, 52.21%31)로 년 목표2015

31)관리효과성 평가의 면적 대비 이행률은 보호지역의 중복 면적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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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추어 볼 때 개소수 비율은 를 달성하였으나 면적 비율은 아직 부60% , 60%

족한 실정이다.

구분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문화재청

근거

제 차 국가환경종합계획4

제 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3

제 차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3

해양보호구역

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산림보호법 -

평가 대상

보호지역

자연공원 국립 도립 군립( , , )

생태경관보전지역 시 도지정포함( · )

습지보호지역 시 도지정포함( · )

야생생물 특별 보호구역( )

특정도서

습지보호지역

연안습지( )

해양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

평가

누락지역
- 환경보전해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생활환경 경관보호( , ,

수원함양 재해방지, )

-

평가 시기 2015 2016∼ 매년 개소2 4∼ 2012 -

평가 주기 불분명 년5 년5 -

평가 개소수 742 12 462(54) -

평가 면적 9,377.400 271.364 1,269.92(277.774) -

출처 환경부: (2016a)

국민대학교 산학렵력단(2012)

바다나라 생태정보(http://www.ecosea.go.kr)

주 는 현장실사에 해당하는 수치임) ( )

표< 41 부처별 보호지역 관리효과성 평가 이행 현황>

본 연구 결과에 의하여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으로 발(OECMs)

굴된 용도지역 등 은 신규로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에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

제안한 사항으로 관리효과성 평가 대상으로 전혀 고려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평

가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의 기타 효과.

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에 대한 관리효과성 평가 이행 여부를 평가(OECMs)

할 수가 없다 향후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으로 발굴된 지. (OECMs)

역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관리효과성 평가 이행을 위하여 법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므로 중복을 고려할 경우는 이행률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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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정 현황 관리효과성평가 이행 현황

개소수
면적( )㎢

개소수
면적( )㎢

계 육상 해상 계 육상 해상

합계 1,859 20,912.590 15,221.810 5,690.780 1,232 10,918.684 7,476.210 3,442.474

자연

공원

국립공원 22 6,726.298 3,972.589 2,753.709 21 6,656.246 3,902.537 2,753.709

도립공원 29 1,124.876 717.357 407.519 29 1,124.876 717.357 407.519

군립공원 27 237.755 233.983 3.772 27 237.755 233.983 3.772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1 26.14 26.14 - 1 26.14 26.14 -

야생생물 보호구역 395 909.93 909.93 - 395 909.93 909.93 -

특정도서 230 12.238 12.238 - 230 12.238 12.238

생태경관․

보전지역

환경부 지정 9 241.613 241.613 - 9 241.613 241.613 -

시도지사 지정 23 37.727 37.727 - 23 37.727 37.727 -

습지

보호지역

환경부 지정 22 126.278 126.278 - 21 124.241 124.241 -

시도지사 지정 7 8.254 2.144 6.110 3 6.634 0.524 6.110

해양수산부 지정 12 225.170 - 225.170 8 201.640 - 201.640

해양

보호구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1 254.318 - 254.318 3 69.724 - 69.724

해양생물보호구역 1 91.237 - 91.237 - - - -

해양경관보호구역 - - - - - - - -

환경보전해역 4 1,882.130 933.010 949.120 - - - -

천연기념물 204 1,108.077 147.888 960.189 - - - -

천연보호구역 11 454.076 429.780 24.296 - - - -

명승 109 217.692 202.352 15.340 - - - -

백두대간보호지역 1 2,756.460 2,756.460 - - - - -

산림

보호

구역

산림유전자원 741 1,524.361 1,524.361 - 462 1,269.920 1,269.920 -

생활환경 - 0.110 0.110 - - - - -

경관 - 194.120 194.120 - - - - -

수원함양 - 2,705.520 2,705.520 - - - - -

재해방지 - 48.210 48.210 - - - - -

출처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환경부 바다생태정보나라 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함: (2012), (2016a), (http://www.ecosea.go.kr)

표< 42 보호지역 관리효과성 평가 이행 세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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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성4.2.4

중력모형 을 사용하여 보호지역의 연결성을 분석하였다 국가(gravity model) .

보호지역의 연결성 분석을 위해 중복된 보호지역을 하나의 폴리곤 으로(polygon)

병합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총 개의 폴리곤이 생성되었다(merge) . 7,651 .

개의 폴리곤의 면적을 계산하고 각 폴리곤의 가장 가까운 폴리곤의 거리를7,651

산출한 후 중력모형을 적용하여 연결성 지수값 을 산출하였다 개의 연, (G) . 7,651

결성 지수값이 산출되었으며 평균 의 값을 얻었다538,378,693 .

그림 는 국가 보호지역의 중력모형으로 얻은 각 폴리곤 연결성 지수값을[ 42]

이용하여 도면화한 것이다 연결성 지수값을 크기 순서로 나열한 후 순위를 부여.

하였다 그리고 분위 상위. 5 ( 0 20%, 20 40%, 40 60%, 60 80%, 80∼ ∼ ∼ ∼ ∼

로 나누어 매우 높음에서 매우 낮음의 개 범례로 구분하여 도면화하였100%) 5

다 국가 보호지역 연결성 분석도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높음 상위 의 연. ( 20%)

결성 지수 값은 우리나라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설악산에서 지리산까지 연결축(G)

을 형성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해안 전라남도 서남해안 경상남도 남해안에 위치, ,

한 보호지역들이 높은 연결성 지수값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큰 면적을 가지고 있.

는 국립공원과 일부 산림보호구역이 높은 연결성을 갖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의 연결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앞서와 동일한 작업을 수

행하여 총 개의 폴리곤이 생성되었다 개의 폴리곤의 면적을 계산하9,094 . 9,094

고 각 폴리곤에서 가장 가까운 조각의 거리를 산출한 후 중력모형을 적용하여,

연결성 지수값 을 계산하였다 개의 연결성 지수값이 산출되었으며 평균(G) . 9,094

의 값을 얻었다 국가 보호지역보다 향상된 결과를 얻었다588,042,212 . .

그림 은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의 중력모형으로 얻은 각 폴리곤별 연결성[ 43]

지수값을 이용하여 도면화한 것이다 국가 보호지역과 동일한 방법으로 범례를.

구분하고 도면화를 하였다 전체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의 연결성 분석도를 살펴.

보면 국가 보호지역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매우 높음 상위 의 연결성 지, ( 20%)

수 값은 우리나라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설악산에서 지리산까지 연결축을 형성(G)

하고 있으며 경기도 동측과 강원도 영서지방을 연결하는 산림축이 높은 연결성

을 보이고 있다 또한 충청남도 해안 전라남도 및 경상남도 남해안에 위치한 보. ,

호지역들이 높은 연결성 지수값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서울 부산 대. , ,

전 대구 울산 광주 등 대도시 주변에 환상형의 조각이 역시 매우 높음 상위, , , (

의 연결성 지수값을 나타내고 있다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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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국가 보호지역 연결성 분석도]

그림[ 43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 연결성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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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호지역과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을 대상으로 중력모형을 사용하여 연결

성 지수를 산출한 결과를 비교하여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이 연결성 측면에서 어

느 정도 향상되었지를 살펴보았다 그림 와 그림 에서 보여지듯이 연결. [ 42] [ 43]

성의 증가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결성이 증가된 지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수도권 지역을 꼽을 수 있다 그림 경기 동북쪽, ( 44).

을 제외하고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던 보호지역이 서울 외곽의 대규모의 개발

제한구역이 환상형으로 입지하면서 한강을 따라 서해안에 이르고 경기 동남쪽의

남한강 수변구역이 충북지역까지 뻗어 있다 그리고 북한강 수변구역이 경기도.

동북쪽의 산림지역 도립공원 산림보호구역 자연휴양림 과 연결되면서 강원도지( , , )

역까지 높은 연결성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강원지역도 연결성이 한층 향상되었다 강원도지역은 주로 자연휴양.

림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추가 편입되었다 설악산국립공원 북측에 위치한 산림.

보호구역과 천연보호구역에서 출발하여 오대산 태백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

줄기가 주변 지역을 포함하면서 보다 연결성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설악산국립공원에서 서측으로 갈라져 나온 보호지역 및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

반 보전 수단 이 인제 양구 춘천을 거쳐 경기권까지 연결됨을 확인할(OECMs) , ,

수 있다 강원남부지역의 태백에서 분기하여 낙동정맥을 따라 형성된 보호지역이.

삼척 울진 영덕을 남북방향으로 내달리며 높은 연결성을 보이고 있다, , .

대강 수변구역이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에 편입되면서 경기 강원 등의 한강수4 ,

계 진주 산청 하동과 양산 울주 청도와 안동 영양 청송 등의 낙동강수계 보, , , , , , , ,

은 옥천 영동 진안 장수 등의 금강수계 순천 광양 화순 등의 영산강 및 섬, , , , , , ,

진강 수계가 모두 연결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주변의 보호지역과 직접적으로 연

결되면서 주변지역 또한 연결성이 향상되었다 안동 영양 청송 등에 위치한 수. , ,

변구역은 안동호댐 수산자원보호구역과 연결되었으며 진주 산청에 위치한 수변,

구역은 웅석봉군립공원 야생생물보호구역과 연결되고 더 나아가 지리산국립공원,

과 직접 연결되었다 옥천 영동 금산 진안 장수에 위치한 금강 수변구역은 대. , , , ,

청호 상수원보호구역과 연결되며 대전시를 둘러싼 개발제한구역과 직접 연결되

었다 또한 인접한 야생생물보호구역과 직접적으로 연결됨으로써 청주시내 도시.

자연공원구역의 연결성을 향상시켰다 그림 순천 광양 화순 등의 영산강( 45). , ,

및 섬진강 수계의 수변구역은 북으로는 광주광역시 주변 개발제한구역과 직접

연결되며 남으로는 환경보전해역으로 연계되어 상위 매우 높음의 연결성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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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값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이 연결성 향상에 큰 기여를 하였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 , , ,

울산 광주 등 대도시 주변에서 환상형의 축을 형성하며 상위 의 높은 연결, 20%

성이 나타났다 특히 울산 부산 창원으로 이어지는 개발제한구역이 경상남도 동. , ,

남지역 연결성의 핵심축을 형성하면서 양산시 울주군 밀양시 경주시 청도군, , , ,

등의 영남알프스와 연결되고 있다 그림( 46).

마지막으로 남해안 연안지역의 연결성이 보다 향상되었다 기존의 환경보전해.

역과 해상국립공원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상호 연결 및 연계됨으로써 연결성 향

상에 큰 진전을 보였다.

대규모 택지 산업단지 도로 건설 등으로 서식지의 면적은 감소하고 서식지, ,

간 거리가 증가하는 파편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야생동물은 보금자리를 잃고

점점 고립되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단기간에.

고도 성장을 통하여 산업화 도시화가 이루어진 경우 보다 심각한 서식지 파편, ,

화를 겪고 있다 그 결과 급격한 생물다양성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

생물다양성 보전 주요 전략의 하나가 보호지역을 연결하는 것이며 우리나라도

한반도 대 핵심축 보전 강화를 국가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보호지역의 연결성4 .

이 높다는 의미는 보호지역 상호 간의 면적이 크고 거리가 가까워 보호지역 간

의 이동 및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잠재력이 높다는 것이다 기타 효.

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을 발굴을 통하여 중력모형에 의하여 분석된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의 연결성은 대도시 주변 강원도 백두대간 및 그 주변지역 대, , 4

강 지역 남해안지역 등에서 크게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보호지역, .

의 구조적 측면에서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에 의하여 큰 면적의 보

호지역이 추가되고 보호지역 간 거리가 가까워졌음을 의미한다 구조적 연결성의.

향상은 생물종 이동 및 분산 종다양성 중풍부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

으로 예상되지만 본 연구에서 실제로 검증되지는(Juffe-Bignoli et al., 2014)

않았다 따라서 추후 연결성 향상과 종다양성 종풍부도와의 상관성을 검증하는. ,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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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국가 보호지역 좌 과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 우 의 수도권지역 연결성 분석도 비교] ( ) ( )

그림[ 45 국가 보호지역 좌 과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 우 의 전북 충청권 연결성 분석도 비교] ( ) ( ) /

그림[ 46 국가 보호지역 좌 과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 우 의 경남권 연결성 분석도 비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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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공평성4.2.5

사회적 공평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우선 국가 보호지역 관리체계가 어떻게 구

성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표 은 보호지역 유형별 지정 관리 협력체계. < 43> , ,

현황을 정리한 것이며 이를 도식화하여 그림 을 작성하였다[ 47] .

전반적인 보호지역 관리체계는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의 개1) , , , 4

정부 부처가 보호지역의 중앙정부 주무 부처로서 보호지역 지정과 해제 기본계획,

수립 조사 연구 모니터링 등 주로 정책수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 · ,

중앙정부로부터 보호지역 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산하 지방청 지방자치단체 또2) ,

는 공공기관은 관리계획 수립 토지매수 현장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김보, , (

현 는 것 민간 자연환경 보전단체의 육성 민간인의 자율적인 자연보전, 2012) , 3) ,

활동 참여 확대 국민들의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관련 협회,

를 설립 또는 지원하고 있으며 야생생물보호원 특정도서명예감시원 등 자연보전,

활동원들을 위촉하여 미흡하나마 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국.

가 보호지역 관리체계의 특징은 정책 주관 현장 위임 관리 협력의 가지 메카니, , 3

즘에 의하여 역할을 구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부처 및 기관별 위상을 고려하.

여 보호지역 관리에 있어서 역할을 구분한 것은 관리효율성 차원에서 긍정적 측

면이나 사회적 공평성 차원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충분하게 수렴하여 의

사결정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유관기관들의 의사결정권이 상급 기.

관에 귀속되는 측면이 있고 자연보전활동원들의 협력체계도 개인적 차원에서 진

행되어 의사결정의 참여보다 단순 보전활동 행위에 그치고 있다.

그림[ 47 국가 보호지역 관리 협력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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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형 지정권자 관리 위임 기관( ) 유관기관 및 협력체계

환경부

자연공원

국립공원 환경부장관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자연공원협회도립공원 시 도지사· 1 시 도지사·

군립공원 시 군 구청장· ·
2

시 군 구청장· ·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환경부장관 유역 지방 환경청장( ) 한국야생생물보호협회

야생생물보호원야생생물보호구역 시 도지사 시 군 구청장· , · · 시 도지사 시 군 구청장· , · ·

특정도서 환경부장관 유역 지방 환경청장 시 도지사( ) , · 특정도서명예감시원

생태 경관보전지역·
환경부장관 유역 지방 환경청장 시 도지사( ) , ·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자연환경해설사시 도지사· 시 도지사·

습지보호지역

환경부장관 유역 지방 환경청장 시 군 구청장( ) , · ·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습지센터

명예습지생태안내인
시 도지사· 시 군 구청장· ·

해양

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시 군 구청장, · ·

해양보호구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시 도지사, ·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환경보전협회

해양생태계명예지도원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환경보전해역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민안전처장, ,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

시 군 구청장· ·

해양환경관리공단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문화재청장
시 도지사·

궁릉 유적 관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관광해설사
천연보호구역

명승

산림청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청장이 환경부장관과 협

의하여 지정

도지사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 ,

리소장 시 군수 유역 지방 환경청장, · , ( )

산림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청장

시 도지사·

시 도지사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 , ,

장 시 군 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 · ,

산림보호원

숲사랑지도원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1. · · · ·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2. ·

표< 43 국가 보호지역 유형별 지정 관리 협력체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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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특징은 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지정 관리 권한4 ·

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지정 관리체계의 다원화인데 이는 보호지역 관리. ·

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하다 사회적 공평성 차원에서 의사결정체계가.

분산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의사결정체계의 분산은 특히 생태 경관보호. ·

지역 습지보호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은 보호지역의 지정 및 관리를 개 이, , 2

상의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등 업무의 중복으

로 이어지고 있다 더 나아가 예산이 중복 편성되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때로는 책임의 분산으로 인한 관리의 공백이 발생하기도.

한다 보호지역과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을 통합하여 구축. (OECMs)

한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에서 이 문제는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급

히 중복된 관리체계를 개선하되 사회적 공평성 차원에서 의사결정의 단일화와,

의견수렴의 다양화라는 관점을 견지하면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가 보호지역 및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의 거버넌스 유형을 조사하

였다 국가 보호지역은 년 월 세계보호지역 데이터베이스 에 등재. 2017 3 (WDPA)

된 자료를 이용하여 거버넌스 유형을 조사하였으며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은 개

별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의 지정 관리체계를 검토하여(OECMs) ·

거버넌스 유형을 구분하였다 세계자연보전연맹 의 보호지역 거버넌스 유. (IUCN)

형 분류 방식에 따라 거버넌스 유형을 분류하여 표 를 작성하였다 오직 정< 44> .

부 거버넌스 유형만 존재하던 국가 보호지역이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에서는 정

부 거버넌스 민간 거버넌스 로 변화하였다 자연휴양림구역에 의하99.1%, 0.9% .

여 민간 거버넌스가 일부 나타났지만 거버넌스 다양성의 향상 수준은 미미하다.

세계보호지역 데이터베이스 에 보고된 보호지역의 거버넌스 유형은 정(WDPA)

부 거버넌스에서 공유 민간 원주민 및 지역공동체 거버넌스로 뚜렷한 변화 양, ,

상을 보이고 있다 년 전체 보호지역 면적의 였던 정부 거버넌스가. 1990 63.2%

년에는 로 감소하였고 나머지 거버넌스가 에서 로 증가2014 56.8% 2.43% 10.9%

하였다 그 중 원주민 및 지역공동체 거버넌스가(Juffe-Bignoli et al., 2014).

거의 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보호지역 관리에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5% .

지역주민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

통마을숲의 거버넌스 현황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전통마을숲은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선별 단계에서 선별 항목 지리적으로 한정된(OECMs) 2 ①

공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탈락하였지만 나머지 선별 항목은 모두 만족하였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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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전국의 전통마을숲의 위치 주요수종 식생 성상 면적 등은 조사가 이루어졌, , ,

으나 지리적 경계는 명확히 인지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전통마을숲의.

지리적으로 합의되고 인지된 경계만 확인된다면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으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OECMs) .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에 전통마을숲을 추가하여 거버넌스 유형을 분석한 결과,

민간 거버넌스 원주민 및 지역공동체 거버넌스 로 거버넌스 유형의8.6%, 14.0%

다양성이 상당히 향상되었다 거버넌스 다양성 향상 측면에서 전통마을숲은 매우.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림[ 48 보호지역 거버넌스 유형 현황 개소수 및 구성 비율] ( )

보호지역은 매우 강한 공공성을 가지지만 국가 보호지역의 거버넌스는 정부가

완전히 독점한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관 에 편중되어 있고 민간 참여가( )官

매우 저조하다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에 의해서도 이러한. (OECMs)

관 편중 상황은 해소되지 않았다 다만 전통마을숲을 통하여 민간 원주민 및 지. , ,

역공동체 거버넌스 유형을 확보함으로써 세계 보호지역 수준 이상으로22.6%

향상되었으며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발판이 형성되었다는 의

의가 있다 또한 이러한 거버넌스의 다양화는 보호지역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다양.

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함으로써 사회적 공평성 향상에 기반

이 될 것이며 지역사회 자연환경뿐 아니라 타 사회 분야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

이다 전통마을숲과 같은 민간 분야에서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을 추가 발굴하는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모색이 보호지역(OECMs) .

에 민간 분야의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기회요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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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정부 거버넌스 공유 거버넌스 민간 거버넌스 원주민 및 지역공동체 거버넌스

소계
국가 부처

및 기관

지방정부

및 기관

정부

위임에

의한 관리

소계
접경

관리

협력

관리

공동

관리
소계 개인

비영리

조직

영리

기업
소계

원주민

자치지구 및

보전지역

공동체

보전

지역

국

가

보

호

지

역

자연공원

국립공원 22 21 1

도립공원 29 29

군립공원 27 27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1 1

야생생물보호구역 395 395

특정도서 230 230

생태 경관·

보전지역

생태 경관보전지역 환경부· ( ) 9 9

생태 경관보전지역 시도지사· ( ) 23 23

습지보호지역

습지보호지역 환경부( ) 22 22

습지보호지역 시도지사( ) 7 7

습지보호지역 해양수산부( ) 12 12

해양보호구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1 11

해양생물보호구역 1 1

해양경관보호구역

환경보전해역 4 4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204 204

천연보호구역 11 11

명승 109 109

백두대간보호지역 1 1

산림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741 637 104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소계 1,859 1,273 586

표< 44 국가 보호지역과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의 거너번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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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정부 거버넌스 공유 거버넌스 민간 거버넌스 원주민 및 지역공동체 거버넌스

소계
국가 부처

및 기관

지방정부

및 기관

정부

위임에

의한 관리

소계
접경

관리

협력

관리

공동

관리
소계 개인

비영리

조직

영리

기업
소계

원주민

자치지구 및

보전지역

공동체

보전

지역

OECMs

개발제한구역1 7 7

도시자연공원구역 191 191

수변구역
2

4 4

수산자원보호구역3 32 32

자연휴양림구역 142 41 101 23 23

상수원보호구역 297 297

국립수목원완충지역 1 1

소계 982 492 490 23 23

합계 2,533 1,655 878 23 23

전통마을숲4 308 110 198 292 205 87 512 512

총계 2,841 1,765 1,076 315 205 87 23 512 512

주 수도권역 부산권역 대전권역 대구권역 광주권역 울산권역 창원권역 등 개 권역으로 구분함) 1. , , , , , , 7

한강수계 낙동강수계 금강수계 영산강 섬진강수계 등 개 수계로 구분함2. , , , · 4

해수면 개소 내수면 개소로 구분함3. 10 , 22

총 개소 중 확인된 개만 분석함4. 1,346 1,112

표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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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절차적 공평성을 평가하기 위해 보호지역의 지정 변경 해제 절차, ,

와 보호지역 관리계획 수립 과정 및 절차에서 해당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의 의

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평하게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

다.

국가 보호지역과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의 용도지역 등 의 해당 법률에서 지‘ ’

정 변경 해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각 지역들은 해당 법률에 의해 지정 절차, , .

가 약간 다르게 적용되지만 일반적으로 가지 단계를 거쳐 지정을 하게 된다 첫3 .

번째 단계는 사전 준비 단계로 예비 보호지역을 선정하고 자연환경조사를 통해,

관련 서류를 구비한 후 두 번째 단계인 지정 준비 단계에서 자연환경조사를 기,

초로 지정 계획 안 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 이해당사자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 ,

을 수렴한 다음 관계부처 협의와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 보호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관련 정보시스템에 등재한다 보호지역의· .

변경 및 해제 절차도 이와 동일하게 진행한다 개별 보호지역 또는 기타 효과적.

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 여부가 결정된다 따(OECMs) .

라서 국가 보호지역의 개별 보호지역과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의 지정 변경 해제 절차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OECMs) , , .

그림[ 49 국가 보호지역의 일반적인 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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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절차에서 민간참여 또는 협력은 지역주민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로 한정되어 있다 일부 지역은 관련 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친다 즉 회성의 지역주민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과 한정된 전문. 1

가 의견 수렴 이외에는 법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

어 있지 않다 그래서 현재의 법적 지정 체계에서는 지역 민간비영리단체. (NGO),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들의 자발적 참여 보장이 어려운 실정이다.

국가 보호지역과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의 보전 및 관(OECMs)

리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를 표 에서 정리하였다 보전 및 관리 기본계< 45, 46> .

획 수립 절차도 지정 절차와 유사하게 수립권자가 계획 안 을 작성하여 관할( )

시 도지사 의견 수렴 관계중앙 행정기관 의견 수렴 및 협의 위원회 심의를 거· , ,

쳐 계획을 확정짓는다 문화재기본계획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공원녹지기본계. , ,

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만 이해당사자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의견

수렴 과정은 생략되어 있다 일부 지역만 심의위원회를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

이외에는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은 최소화되어 있다 이는 국가 차원의 기본계.

획이라는 성격으로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인 의사 결정 시스템

이라는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며 국가 보호지역이 정부 거버넌스로만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별 보호지역과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의 보(OECMs)

전 관리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지역주민 및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

하고 반영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보전 관리 기본계획이 국가 차원. ·

이라는 계획의 성격 상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기가 곤란하지만 개별 지역의 보

전 관리계획은 이해당사자가 보다 명확하게 구분되고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한 의사 결정의 필요성은 한층 높

아진다 대부분 개별 보호지역과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의. (OECMs)

보전 관리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주민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

을 하고 있으나 역시 회성에 그치고 개인적 참여만을 유도 또는 보장하고 있다1 .

주민협의체나 지역단체의 조직적인 참여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 보호지.

역과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의 의사 결정 과정에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

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는 계획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법 규정에서 민간의.

의견 수렴과 자발적 참여를 전혀 보장하고 있지 못하고 보호지역의 거버넌스 구

조 상 의사 결정이 독점화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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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보전 관리기본계획·
수립

주기
수립권자

관할

시 도지사·

의견 청취

관계중앙

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주민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

하위계획

자연

공원

국립공원

자연공원기본계획 년10 환경부장관 ○ ○
○

국립공원위원회( )
×

국립공원계획

도립공원계획

군립공원계획

공원별보전관리계획

도립공원

군립공원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기본계획 년5 환경부장관

×

결과통보( )
○ × ×

야생생물보호를 위한 세부

계획야생생물 보호구역

특정도서 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 년10 환경부장관 ○ ○ × ×

생태경관․

보전지역

환경부 지정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 환경부장관 ○ ○ ×

시도지사 지정 시 도 생태 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 · - 시도지사
○

시군구청장( )
×

○

전문가( )

습지

보호지역

환경부 지정

습지보전기본계획 년5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
○ ○

○

국가습지심의위원회( )
× 습지보전실천계획시도지사 지정

해양수산부 지정

해양

보호구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 년10 해양수산부장관 ○ ○
○

해양수산발전위원회( )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

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환경보전해역

해양환경종합계획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해역별 관리계획

년10

년5

년5

해양수산부장관 ○ ○
○

해양수산발전위원회( )
×

천연기념물

문화재기본계획 년5 문화재청장 ○ ○
○

문화재위원회( )

○

소유자( )
연도별 시행계획천연보호구역

명승

백두대간보호지역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 년10
산림청장

환경부장관( )
○ ○ × ×

연도별 백두대간보호 시행

계획

산림

보호

구역

산림유전자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년5 산림청장 ○ ○ × ×
관할 산림유전자원보호구( )

역에 대한 관리계획

생활환경

경관

수원함양

재해방지

표< 45 국가 보호지역 보전 관리기본계획 수립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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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보전 관리기본계획·
수립

주기
수립권자

관할

시 도지사·

의견 청취

관계중앙

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주민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

하위계획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년5
시도지사

승인권자국토교통부장관( : )

○

시군구청장( )
○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 군관리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년10

시도지사

대도시장

○

시군구청장( )
○

○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

○

수변구역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 년5 환경부장관 ○ ×
○

수계관리위원회( )
×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년5 해양수산부장관 ○ ×
○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
×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자연휴양림구역 산림문화 휴양기본계획· 년10 산림청장 ○ ○ × ×
지역산림문화 휴양계획·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상수원보호구역 수도정비기본계획 년10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 × ×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관리

계획

국립수목원완충지역 수목원 정원진흥기본계획· 년5 산림청장 ○ ○ × × 수목원 정원진흥실시계획·

출처 해당 법령의 보전 및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한 내용을 검토하여 정리함:

표< 46 의 보전 관리기본계획 수립 절차> OEC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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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서는 보호지역 관련 민간 분야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

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보호지역의 협력적 거버넌스인 지역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지역협의체의 활동 자금. ,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제적 정비와 함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절차적 공평성의 핵심은 민간 분야 활성화로 집약되며 민간 역량 강화가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향후 보호지역 보전 관리계획을 지역협의체에서 수립할 수 있. ·

는 역량을 갖추고 상향식 의사 결정 체제를 완비한다는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목소리의 수렴을 보장하는 법 제도적 정비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

통합성4.2.6

보호지역의 통합성은 국가 및 지역계획과 통합하여 보호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지를 법 제도적 측면과 계획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법 제도적 측면에서는 보· . ·

호지역을 국가 및 지역계획과 통합을 유도하는 제도와 보호지역 주변 개발사업

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영향을 사전에 예방하는 법 제도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

계획적 측면에서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실천계획 의 계획내용과 지(NBSAPs)

방생물다양성전략 및 실천계획 의 수립 현황을 검토하였다(LBSAPs) .

먼저 보호지역을 국가 및 지역계획과 통합하는 법 제도적 측면을 살펴보았다· .

우리나라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양대축으로 국토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두 계획은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두 계획의 연계성에 대한 실효성이 제기되어 왔다.

환경계획은 국토 및 도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과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견제

수단으로 역할을 하였으나 오염매체별 사후대책 및 프로그램 중심의 계획과 개

념적 수준의 계획에 머물러 있어 국토 및 공간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실행성이

가시화되지 못하였다 최희선 외 이에 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 2009). 2014

상호 협력하여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동을 위한 국토 환경계획 연동제를 마-

련하였다 왕광익 외 국토 환경계획 연동제란 국토계획와 환경계획이 지( , 2015). -

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수립과정 계획 내용에,

대하여 상호 보완적이며 협력하는 체계를 말한다 환경부 외 두 계획 간( , 2014).

연계가 가능하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 연계수립 방법 및 절차 계획수립을 위,

한 기초자료 공유 공동협의체 구성 등 관련사항을 협의하여 두 부처 공동훈령으,

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환경부 외 국토계획은 도시 군기본계획( ,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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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계획수립 지침을 보완하여 연동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친환경성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며 환경계획은 국토의 공간구조 지역 내 기능 분담 방향,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하는 등 공간환경분야의 강화를 추진한다 이러한 연.

동제는 보호지역을 포함한 환경계획과 국가 및 지역계획을 통합할 수 있는 법·

제도적 기본 골격을 구축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일반적으로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제도는 환경영향

평가제도가 있으며 보호지역 주변 개발사업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는

자연경관심의제도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심의제도가 있다 자연경관심의제도는.

자연환경보전법 에 따라 개발사업이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개발「 」

사업의 계획 수립 단계에서 평가하여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연경관을 종

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주용준 외 자연경관심의( , 2013).

대상은 보호지역 주변지역과 보호지역 주변 외 지역으로 구분하고 일정 이상의

조건을 갖추면 심의 또는 검토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특히 자연공원 습지보. ,

호지역 및 생태 경관보전지역의 보호지역 경계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 위치하·

고 있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심의 및 검토대상이 된다.

구분 경계로 부터의 거리

자연공원

최고봉 이상1200m 2,000m

최고봉 이상700m 1,500m

최고봉 미만 또는 해상형700m 1,000m

습지보호지역 300m

생태 경관보전지역·
최고봉 이상700m 1,000m

최고봉 미만 및 해상형700m 500m

출처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 지침 환경부 예규 제 호: ( 561 )

주 습지보호지역 및 생태 경관보전지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습지보호지역 거리 기준을 우) 1. ·

선 적용

보호지역이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경우는 거리 기준을 로 함2. 300m

표< 47 자연경관심의 대상이 되는 보호지역 경계로부터의 거리>

이러한 자연경관심의제도는 보호지역 주변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보호지

역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자연경관적 차원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관이라는 시각적 측면의 영향에 보다 집중하기 때문에 생.

태적 환경적 영향의 최소화라는 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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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에서는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문「 」

화재 외곽경계로부터 안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하고 여기에서500m

행하여지는 건설공사가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즉 문화재현상 변경허가 심의를 거쳐야 한.

다 천연기념물과 명승은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천연기념물과 명승 주변에서 이들.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심의제도는 자연경관심의제도와 마찬가지로 보호지역 주변

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이 보호지역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역사문화환경적

차원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다만 환경생태적 악영향의 최소화라는 측.

면보다는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영향에 집중하고 있다.

다음으로 통합성을 관련 계획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첫째 제 차 국가생물다양. , 3

성전략에서 통합성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보호지역 혜택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하고 있는가1. ?

위 사항과 관련이 있는 계획 내용은 실천목표 국민의 인식 제고와 참여“ 2

활성화 이며 국민의 생물다양성 인식 증진 프로그램으로 매년 정부 차원의 국”

민인식도 조사를 실시한다는 추진과제를 확인하였다.

보호지역 주변지역의 개발 압력을 파악하고 있는가2. ?

위 사항과 관련 있는 계획 내용은 실천목표 개발로 인한 생물다양성 영“ 10

향저감과 생태복원 이다 이와 관련된 세부 추진과제를 보면 예방적 차원에서” .

개발계획에 대한 환경성평가를 확대하고 생물다양성 가치가 반영된 국가환경지

도를 구축하는 과제와 백두대간 생태축 주변 및 일원 등 훼손지의 복원DMZ ,

수생태계 연결성 강화 연안지역의 폐염전 양식장 등 복원사업 등 국가생태계복, ,

원대책을 수립하는 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목표 에서 보호지역 주변지역의 개. 10

발 압력을 파악하고 있는가는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국가생태계복원

대책 수립을 통하여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잠재력은 확보하고 있다.

국가 및 지역계획과 연계하여 개발 압력 및 위해한 압력을 최소화하는 방안3.

을 마련하였는가?

위 사항과 관련이 있는 계획 내용은 실천목표 생물다양성 정책의 추진 강“ 1

화 에서 그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다 보호지역을 포함한 환경계획과 국가 및 지” .

역계획을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국토 환경계획 연동제 도입 추진과 중-

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지방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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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을 마련하고 광역시 도 단위에서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도록 장려하는·

추진과제를 확인할 수 있다.

가지 사항의 포함 여부에 대하여 제 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검토한 결과3 3 ,

가지 모두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보호지역의 통합성을 국가생3 .

물다양성전략에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국가계획 수준에서 해당 사항을 상당히 포괄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

련 과제를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통합성이라는 정성적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광역시 도에서 지방생물다양성전략 및 실천계획 수립 현황을 조사하였, ·

다 지방생물다양성전략 및 실천계획은 지방정부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

를 보전 증진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고 실행하는 계획수단이다 환경부, , ( , 2014b).

이는 생물다양성협약과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지역 단위에서 이행하기 위한 구체

적인 실행수단이기도 하다 환경부는 년 지역생물다양성전략 활성화 방안 연. 2014

구를 통하여 지역생물다양성전략 및 실천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다 년 월 환경부는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안내서를 배포하였. 2015 4

다 현재까지 지방생물다양성전략 및 이행계획을 수립한 곳은 경상남도를 비롯하.

여 총 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이며 부산광역시와 충청북도는 현재 수립 중에 있고5

전라남도는 올해 수립 예정이다 총 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개 광역지방자. 17 5

치단체가 전략 및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29.4% .

구분 년2013 년2014 년2015 년2016 년2017

완료 경상남도 강원도

울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진행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남도 착수예정( )
출처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홈페이지: (icleikorea.org)

표< 48 지방생물다양성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현황>

상기와 같이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 보호지역은 법 제도적 측면과 계획적 측, ·

면에서 보호지역 통합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토 환경. -

계획 연동제를 통하여 보호지역을 국가 및 지역계획에 통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자연경관심의제도 문화재현상 변경허가 심의제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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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역 주변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도

갖추고 있다 또한 제 차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의 계획 내용에 보호지역 통합성. 3

관련 내용을 충실히 담고 있으며 지방 생물다양성 전략 및 실천계획의 수립은,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의 계획에 따라 착실히 이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미 보호지역 통합성에 대한 법 및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고 국가 계획의 기본 체

계를 마련하였기 때문에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 차원에서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

반 보전 수단 을 반영한 통합성 또한 이를 바탕으로 용이하게 그 체계(OECMs)

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소결4.3

국가 보호지역과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의 양적 확대 목표와 질적 향상 목표를

기준으로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양적 확대 차원에서 선별된. 7

개의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을 통하여 국가 보호지역 시(OECMs)

스템이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의 육상지역 목표 를 달성하였으나 해상11 17%

지역은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질적 향상 차원에서 개 항목에 대한 평가 비. 6 ,

교 및 향상 결과는 표 와 같다< 49> .

개의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에 대하여 양적 확대 및7 (OECMs)

질적 향상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기여도 분석 결과는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을 보호지역 체계에 편입하는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자 할 때(OECMs) ,

정책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이 가능하다.

양적 확대 측면에서 개별 지역의 면적이 클수록 국가 보호지역과 중복도가,

낮을수록 높은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면적이 크고 중복도가 낮.

은 개발제한구역과 수변구역이 육상지역의 양적 확장에 가장 큰 기여하였다 해.

상지역은 중복도는 높지만 양적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전적으로 기여를 하였

다 질적 향상 측면에서 생태적 중요 지역 향상에 를 차지한 수산자원. 1) 77.6%

보호구역이 가장 큰 기여하였다 생태계 대표성 중 생태지역은 개발제한구역. 2)

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유형별 생태계는 희소성을 갖는 습지 담수 초지생태계, , ,

향상에 수산자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이 의미 있는 기여를 하였, ,

다 생물종 대표성의 기여도 분석 결과 포유류는 자연휴양림구역이 조류와 양. , ,

서 파충류는 개발제한구역이 어류는 수변구역이 상대적으로 큰 기여를 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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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 보호지역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 향상 정도

생태적

중요

지역

핵심생물다양성

지역

(KBAs)

보호지역

편입면적 및

비율

306.485 , 15.15%㎢ 484.984 /23.97%㎢
증가178.499 , 8.82%㎢

가장 높게 기여한 수산자원보호구역OECMs :

완전포함 KBAs
개소9 (98.714 , 4.9%)㎢

전체 개소수 대비 비율 : 22.5%

개소10 (231.134 , 11.4%)㎢

전체 개소수 대비 비율 : 25.0%

개소 증가1 (132.420 , 6.5%)㎢

전체 개소수 대비 비율 향상: 2.5%

식물다양성센터

(CPD)

보호지역

편입면적 및

비율

개소153.332 , 100%(1 )㎢ 개소153.332 , 100%(1 )㎢ 보호지역에 포함되어 온전히 관리됨100%

생태적

대표성

생태지역

육상

남부 상록수림 : 10.95%

중부 낙엽수림 : 9.21%

만주 혼효림 : 29.28%

남부 상록수림 : 21.52%

중부 낙엽수림 : 16.05%

만주 혼효림 : 32.14%

남부 상록수림 만주 혼효림 목표 달성 개소, (1

증가)

가장 높게 기여한 개발제한구역OECMs :

해상 진전 없음 진전 없음
가장 높게 기여한 수산자원보호구역OECMs :

단 전체적인 향상에는 진전이 없음,

생태계 유형

육성

산림생태계 : 15.25%

초지생태계 : 6.41%

습지생태계 : 5.18%

담수생태계 : 8.87%

목표달성 생태계 유형 없음:

산림생태계 : 22.81%

초지생태계 : 11.09%

습지생태계 : 15.13%

담수생태계 : 25.97%

목표달성 생태계 유형 개 유형: 2

산림생태계 담수생태계 목표 달성 개 유형, (2

증가)

개발제한구역 고른 기여

담수생태계 향상에 수산자원보호구역과 상수원

보호구역이 큰 기여를 함

해상

연안습지생태계 : 10.70%

해양생태계 : 1.13%

목표달성 생태계 유형 개 유형: 1

연안습지생태계 : 12.86%

해양생태계 : 1.43%

목표달성 생태계 유형 개 유형: 1

가장 높게 기여한 수산자원보호구역OECMs :

단 전체적인 향상에는 진전이 없음,

생물종 대표성 서식출현빈도 평균 서식출현빈도 49.1% 평균 서식출현빈도 52.9%

평균 서식출현빈도 증가3.8%

면적 증가율 대비 낮은 증가율 보임(7.02%)

국립공원의 생물다양성 보전의 핵심 역할 확인

관리효과성
관리효과성평가

이행 현황

개소수 대비 66.3%

면적 대비 52.21%
-

의 관리효과성 평가를 위한 법제도적OECMs

장치 마련 필요

표< 49 질적 향상 목표에 대한 평가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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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 보호지역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 향상 정도

연결성
중력모형

연결성지수

평균 538,378,693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높은 연결성

서남해안의 높은 연결성

평균 588,042,212

대도시 주변 연결성 향상

강원도 산림지역의 연결성 강화

대강 및 주변지역 연결성 향상4

남해안 연결성 강화

의 연결성 향상 기여도OECMs

개발제한구역 대도시 주변 연결성 향상 :

자연휴양림 강원지역 연결성 강화 :

수변구역 대강 및 주변지역의 연결성 향상 : 4

수산자원보호구역 남해안 연결성 강화 :

사회적 공평성

관리체계의 특징
정책 주관 현장 위임 관리 협력의 가지 메카니즘, , 3

지정 관리체계의 다원화·

사회적 공평성 차원에서 현 관리체계는 의사결

정의 편중으로 부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음

거버넌스 유형 정부 거버넌스100%

자연휴양림에 의한 민간 분야 추가

정부 거버넌스 99.1%

민간 거버넌스 0.9%

거버넌스 유형의 다양성 향상 정도 미미

전통마을숲의 잠재력 확인

정부 거버넌스 77.5%

민간 거버넌스 8.6%

원주민 및 지역공동체 거버넌스 14.0%

절차적 공평성

단계의 지정 변경 해제 절차3 · ·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회성1

전문가 의견 일부 수렴

단계의 지정 변경 해제 절차3 · ·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회성1

전문가 의견 일부 수렴

절차적 공평성 향상에 대한 진전은 없음

보호지역 관련 의사 결정의 관 편중 현상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사결정 과정 참여 유

도를 위한 정부의 선도적 역할 필요

통합성

법제도적 측면

보호지역과 국가 및 지역게획과의 통합 제도적 장치

국토 환경계획 연동제 -

보호지역 주변 개발사업의 악영향 최소화 제도

자연경관심의제도 문화재현상변경심의제도 ,

보호지역 통합성 향상을 위한 법 및 제도적 장

치를 구비하고 있음

향후 에 대한 법 및 제도적 보완이 OECMs

요구됨

계획적 측면

제 차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의 계획 내용에 보호지역 통합성 내용 포함3

보호지역 혜택에 대한 충분한 인식

보호지역 주변지역의 개발 압력의 파악

국가 및 지역계획과의 연계

지방생물다양성 전략 및 실천계획의 수립 이행 현황 : 29.4%

보호지역 통합성 향상을 위한 국가 및 지역계

획의 체계 및 내용은 확보하고 있음

향후 계획 수립 시 에 대한 고려가 OECMs

필요함

표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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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성은 개발제한구역 자연휴양림구역 수변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대도3) , , ,

시주변 백두대간과 그 주변지역 대강지역 남해안지역에 각각 연결성 향상에, , 4 ,

큰 기여를 하였다 사회적 형평성에 있어 거버넌스 다양성 향상 정도는 낮지만. 4)

민간분야를 추가한 자연휴양림이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기여도 분석 결과를 양.

적 및 질적 차원에서 종합해 볼 때 개발제한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수변, , ,① ② ③

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휴양림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국립수목원완, , , ,④ ⑤ ⑥ ⑦

충지역의 순으로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 차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계획과 제 차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의 국가 보호3 3

지역 시스템 향상 관련 내용과 본 연구 결과를 상호 비교하여 국가 계획 차원에

서 본 연구가 가지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두 계획 내용 중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 향상 목표는 크게 보호지역의 확대와

보호지역 관리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본 연구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과.

그 맥을 같이한다.

양적 확대 차원에서 두 계획 내용과 본 연구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양적 확,

대 수단으로 기존 보호지역의 확대와 더불어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에서는 보전

프로그램 적용 지역 확대를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에서는 잠재보호지역의 발굴,

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보전 다원주의의 모색을 통한 통합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본 연구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또한 이는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

전 수단 과 매우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OECMs) .

보전 수단 유형 은 세계자연보전연맹 보호지역 정의의 모든 요소는(OECMs) Ⅰ

충족하지만 정부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지 못한 지역으로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

에서 말하는 잠재보호지역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선정 발. ·

굴된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의 유형을 구분한다면 잠재보(OECMs)

호지역의 도출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 과정과 결과가 잠재보호지역 발굴의 지.

침으로써 활용이 가능하고 통합 시스템 구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음으로 질적 향상 차원에서 본 연구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두 계획의 보호,

지역 관리방안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보호지역의 가지 질적 향상 항목 중 관리6

효과성에 대한 계획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나머지 항목은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 두 계획 모두 보호지역의 질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고 평가.

할 수 있다 따라서 생태적 중요지역 생태적 대표성 연결성 사회적 공평성 통. , , , ,

합성 등 질적 차원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러한 질적 측면을 반영한 국가 보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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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국가 보호지역 기본계획.

수립 시 보호지역의 질적 향상 차원에서도 가이드라인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

할 것이다.

구분 제 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3 제 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3

목표 목표 보호지역 확대 및 효과적 관리6
목표 국제적 수준의 보호지역 확대 및1-2

관리 강화

추진

과제

년까지 보호지역 지정 및 보전 프로2020∘

그램 적용 지역 확대

년 목표 수준으로 보호지역2020 CBD

을 확대하거나 보전 프로그램 시행지역

으로 포함 추진

국제적 수준의 보호지역 확대1-2-1

국제기준에 부합한 보호지역 발굴 등록,∘

잠재보호지역 발굴

국제수준의 보호지역 확대∘

잠재보호지역 추가 등록 및 보호지역별

확대

유형별 보호지역 확대 및 지원 강화∘

보호지역 지정 관리 기반 확립∘

국가보호지역 기본계획 수립

한반도 대 생태축 보전 강화 3

보호지역 관리 강화1-2-2

합리적인 보호지역 조사체계 개선∘

현장 중심의 보호지역 관리체계 구축∘

보호지역 관리카드 체계화

보호지역 관리 거버넌스 구축 지원 /

국제적 수준의 보호지역 관리체계 마련∘

보호지역 관리효과성평가 확대 및 적응

형 관리체계 구축

효과적인 보호지역 관리 추진∘

보호지역 관리효과성 평가 지속 시행 및

이행율 확대

보호지역 관리기반 강화1-2-3

국가보호지역 통합 구축DB

보호지역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보호지역의 효과적 관리에 대한 국제적 인

증 강화

출처 관계부처 합동 와 환경부 의 내용을 요약 정리함: (2014) p.44 45 (2015) p.38 45∼ ∼

표< 50 제 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과 제 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보호지역 관련 내용>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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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Ⅴ

본 연구는 보호지역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이 생물다양성 보전에

중요하다는 점에서 출발하였다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을. (OECMs)

국내 여건에 맞게 선별 발굴하여 구축한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에 아이치 생물·

다양성 목표 에 기반한 양적 질적 평가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보호지역 확대11 ·

및 향상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의 정확한 이해와 이에 대한 적용은 보호지역의 양11

적 확대만을 강조한 시각을 보호지역의 질적 향상까지 포괄하는 관점으로 전환

함으로써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보호지역 정책 수립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약 및 결론1.

본 연구는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전문을 문구별로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11

파악하고 보호지역의 양적 확대 목표와 질적 향상 목표의 달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항목을 각각 도출하였다.

국내 실정을 고려한 체계적인 선별 단계의 과정을 거쳐 개발제한구역 도시자3 ,

연공원구역 수변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자연휴양림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국립, , , , ,

수목원완충지역의 개 용도지역 등 을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7 ‘ ’

으로 발굴하였다 그리고 국가 보호지역과 통합하여 국가 보호지역 시(OECMs) .

스템을 구축하였다.

국가 보호지역과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을 양적 및 질적 평가 항목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보호지역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 정도를 비교 검증하였다 국가 보· .

호지역에 비해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은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에 의하여 양적 확대가 이루어져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의 육상지(OECMs) 11

역 목표 를 초과하는 를 확보하였다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17% 17.86% .

수단 은 육상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데에는 매우(OECMs)

효과적임이 증명되었다 하지만 해상지역 목표 달성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였.

다.

국가 보호지역과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의 질적 차원에서 생태적 중요 지역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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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적 대표성, 관리 효과성 연결성 사회적 공평성 통합성의 가지 항목에 대한, , , 6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에서 생태적 중,

요지역 생태계 대표성 연결성에 있어 질적인 향상이 성취되었거나 진전이 나타, ,

났다 다만 관리효과성 사회적 공평성 통합성은 국가 보호지역과 국가 보호지역. , ,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보호지역 관련 법 제도, ·

및 계획적 측면에서 일부 정비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질적 향상 목표 평가의 세부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태적 중요 지역 중 핵심생물다양성지역 은 국가 보호지역 시스, (KBAs)

템에 포함된 면적 비율이 약 증가하고 보호지역에 완전히 포함된 핵심생물9%

다양성지역 또한 개소 증가하였으며 그 면적도 배 이상 상승하였다 다만 우1 2 . ,

리나라의 핵심생물다양성지역 중요 조류 및 생물다양성지역 의 중요성에- (IBAs)

대한 낮은 인식도를 극복해야 하는 점이 과제로 도출되었다.

둘째 생태지역 생태계 유형 생물종 대표성 등의 생태적 대표성은 육상지역에, , ,

서 모두 향상된 결과를 확인하였다 개의 육상 생태지역 중 개소가 목표를 달. 3 2

성하였으며 나머지 개의 육상 생태지역도 의미 있는 진전을 보였다 육상 생태1 .

계 유형에 있어서도 국가 보호지역에서 하나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국

가 보호지역 시스템에서 산림생태계와 담수생태계가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육.

상 생태지역과 육상 생태계 유형 모두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중 개발제한구역에 의해 큰 향상을 보였다 다만 해상지역은 수산자원(OECMs) .

보호구역에 의하여 이상 향상되었으나 전체 비율로는 전혀 진전이 나타1,000㎢

나지 않았다 멸종위기종 서식 출현 빈도 생물종 대표성 는 면적 증가율에 비하. ( )

여 서식 출현 빈도의 증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국립공원이 우리나라 생,

물다양성 보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국가 보호지

역 시스템을 위한 보호지역의 전담 조직과 지속적인 관리활동의 중요성이 부각

되었다.

셋째 관리효과성 측면에서 국가 보호지역의 관리효과성 평가 이행 현황은 국,

제 목표에 도달한 상태이며 법률 또는 계획 차원에서 안정적인 평가 이행의 근

거를 확보하고 있다 일부 보호지역이 평가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고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보호지역은 전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보완 또는 보

호지역 관리 기관의 협력 테이블이 필요하다 또한 추후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

반 보전 수단 으로 발굴된 지역에 대한 평가 이행에 필요한 법 제도적(OEC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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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의 마련이 과제로 도출되었다.

넷째 연결성 분석 결과 지역적으로 대도시 주변지역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 , ,

백두대간과 그 주변지역 대강지역 남해안지역의 연결성 향상이 두드러졌다, 4 , .

이는 개발제한구역 자연휴양림 수변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이 기존 보호지역, , ,

과 직접적으로 연결 및 연계되면서 연결성 향상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추정된

다.

다섯째 사회적 공평성 차원에서 현 보호지역 관리체계는 의사 결정의 편중으,

로 부정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선정된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은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절차 및 과정을 살펴본 결과 절차(OECMs) ,

적 공평성 향상에 진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지역 거버넌스 측면에서 자.

연휴양림구역에 의하여 민간 분야가 추가되었지만 거버넌스 다양성 향상 수준은

미미하였다 다만 전통마을숲은 거버넌스 다양성 향상에 큰 잠재력을 가진 것으. ,

로 분석되었으며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의 형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국가 보호지역에서 이미 보호지역 통합성 향상을 위한 법 및 제도,

적 장치와 국가 및 지역계획의 체계 및 내용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성에

대한 기반은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기.

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을 반영한 통합성을 체계화 할 수 있(OECMs)

는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몇 가지 학술 및 정책적 함의를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보호지역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질적으로 향상함으로써 우리

나라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술 및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연구방법과 연구 결과는 기존 보호지역과 기타 다른 보∙

전 수단을 통합한 보전지역으로의 전환을 통해 보전 다원주의를 유도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방안으로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에서 제시한 보호지역11∙

의 확대 및 향상 목표를 실제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보호지역 정책 수립의

지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 147 -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보호지역의 질적 향상이 매우 중요하며 질적 향상∙

목표 평가 결과 생태적 중요 지역의 고려 생태적 대표성을 통한 보호지역, ,

의 지역 안배와 생태계 다양성 확보 생물종 대표성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활동 제공 전국토의 연결성 강화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국가, , ,

및 지역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절대적인 해양 보호지역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상지역의 보호지역 절대 면적∙

확장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의 모색과 장기적인 탐색과정이 필요하다.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을 제도권으로 도입하고 이와(OECMs)∙

더불어 관리효과성 평가의 이행 확대 보호지역 관리주체가 참여하는 보호지,

역 협의체 구성 협력적 거버넌스의 지원 국가 및 지역계획 통합 실적의 점, ,

검 등 법 및 제도적 정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의 의의와 한계2.

본 연구는 국내의 보호지역 확대 및 향상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아

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을 기준으로 보호지역의 양적 확대 방안 및 질적 향상11

방안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종합적이며 학제적 접근의 응용 과학 분야인 보

전생물학적 관점에서 수행한 실용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 11

전을 위한 보호지역의 양적 확대 관점뿐 아니라 질적 향상 관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보호지역이 꾸준히 증가하여 왔지만 생물다양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보호지역의 면적만을 확대한다고 생물다양성이 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보호지역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와 의 수치에 집중하여 보호지역의 양11 17% 10%

적 확대만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고자 본 연구는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

표 을 정량적 차원과 정성적 차원의 두 관점에서 해석하여 보호지역의 양적11

확대와 더불어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둘째 보호지역의 확대를 위해서 국내 여건을 고려한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의 선별과정을 단계별로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연구(OECMs) .

는 보호지역 내부 또는 생태계가 우수하여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곳을 보



- 148 -

호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오직.

국가에서 승인하고 주된 목적이 자연보전으로 정한 지역만을 보호지역으로 고려

하던 시각에서 벗어나 보호지역 바깥지역에서 실제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계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지역을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으로 발굴함으로써 보호지역의 통합 체계 로의 전환을 꾀하였(OECMs) (system)

다.

셋째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양적 확대 목표와 질적 향상 목표에 대한 평가,

방안을 제시하고 통합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의 확대 및 향상 효과를 검증하였다

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에 기초하여 보호지역이. 11

갖추어야 하는 양적 및 질적 평가 항목 내용 요소를 도출하였다 이는 육상보호, , .

지역 비율과 해상보호지역 비율의 가지 양적 평가 항목과 생태적 중요지역2 1)

생태적 대표성 관리효과성 사회적 공평성 연결성 통합성의 가지2) , 3) , 4) , 5) , 6) 6

의 질적 평가 항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보호지역에 적용하여 실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양적 확대 효과와 질적 향상 효과도 검증하였다.

위에 열거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은 육상지역의 보호지역 시, (OECMs)

스템 확장에는 유용하나 해상지역에서는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용도지역 지구제. ·

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 실정을 고려할 때 육상지역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생태적 잠재력이 높은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OECMs)

의 발굴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상지역 특히 배타적 경제수.

역 은 용도지역 지구제에서 자연스럽게 배제되기 때문에 해상지역에서는(EEZ) ·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해상 보호지역의 확대는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해양생태계 조사 자료를 구축하고 해양생태계 보전 가

치의 평가를 통해서 새로운 유형의 해양 보호지역을 발굴하거나 국제적인 해양

생물다양성 중요 지역과의 연계를 제안하였다.

둘째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선별 단계의 특성 평가, (OECMs) 2

에서 생물다양성 성과 및 효과에 대한 현장 검증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생물다양

성 보전에 기여하는 곳을 찾아 선별하여 특성 평가의 타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

다 본 연구는 문헌 및 구득 가능한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

제 생물다양성 성과 및 효과에 대한 평가 결과의 실효성이 일부 부족하거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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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함이 나타났다.

셋째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의 발굴을 해당 용도지역, (OECMs) ‘

등 의 전체를 대상으로 선별과정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평준화의 오류가 발생하’

여 상대적으로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이 배제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예를 들.

어 수목원은 비록 보전방안 차원에서 현지 외 보전으로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

반 보전 수단 의 특성을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광릉 국립수목원의 경우(OECMs) ,

현지 내 보전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 선별 절차를 적용하였을 때 기,

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OECMs) .

해당 용도지역 등 의 지역적 현황 및 특성 차이를 고려하여 개별 지역에 대한‘ ’

선별 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질적 향상 목표에 대한 평가 항목 중 정성적 분석 방법에 대한 체계화가,

필요하다 정량적 분석을 수행한 항목의 경우 국가 보호지역과 국가 보호지역. ,

시스템의 분석 결과를 비교하기가 용이하여 쉽게 질적 향상 정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성적 분석을 수행한 항목은 상대적인 비교가 어렵고 국가 보호.

지역 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기가 곤란한 경우도 발생하였다 따라서 상대.

적 비교가 용이한 분석 방법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간의 중복에 대한, (OECMs)

고려가 미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간의 중복을 고려하지 않고 분석을 진행.

하였기 때문이다 국가 보호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인 중복 문제를 가중시.

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추후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의 중. (OECMs)

복을 고려한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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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생물다양성 목표와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와의 비교1. 2010 2020

생물다양성 목표2010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2020

해당 내용 없음

늦어도 년까지 사람들이 생물다양성의2020

가치와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

용을 위해 취해야 할 과정을 인지한다.

해당 내용 없음

늦어도 년까지 생물다양성 가치를 국가2020

및 지역 발전과 빈곤감소 전략 및 계획 과정

에 통합하고 국가 회계와 보고 시스템에 포

함시킨다.

해당 내용 없음

늦어도 년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2020

하거나 피하기 위해 보조금을 포함한 생물다

양성에 반하는 유인 조치를 없애거나 중단하

거나 개선하며 국가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고려하여 조약 및 국제 책무에 맞추어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긍

정적인 유인 조치를 개발 및 적용한다.

해당 내용 없음

년까지 모든 어류와 무척추동물 및 수2020

생식물은 지속가능하게 합법적으로 생태계,

기반의 접근법을 적용하여 관리하고 수확하

여 남획을 방지하고 복원 계획과 조치가 고,

갈된 종에 관해 적용되며 어업이 위기에 처

한 종과 취약한 생태계에 상당한 악영향을

주지 않고 안전한 생태적 한계 내에서 이루

어져야 한다.

해당 내용 없음

년까지 통합성과 기능을 유지하도록 산2015

호초에 대한 다중 인위적 압력과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는 취약한 생태계 혹은 해양 산성

화를 최소화한다.

해당 내용 없음

년까지 각 당사국은 효과적이고 참여적2015

이며 업데이트된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

행계획 을 개발하고 정책적 수단으(NBSAP)

로 채택하며 이행에 착수한다.

목표 적어도 의1.1: 10%

생태 지역을 효과적으로

보전한다.

적어도 의 육상과 육수 및 의 연안17% 10%

및 해양 지역 특히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

스에 중요한 지역을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관

리하고 생태적으로 대표성 있고 연결성이 확,

보된 보호지역 시스템과 지역을 기반으로 하

는 보전 조치를 통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더 넓은 경관과 해양경관에 통합시킨다.

목표 생물다양성 면1.2:

에서 특별히 중요한 지역

을 보호한다.

표 부< -1 생물다양성 목표와 아이치 생물다양성목표 비교> 20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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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선별된 분류군2.1:

의 종 개체 수 감소를 줄

이고 이들 종을 복원 및

유지한다.

년까지 알려진 위협받는 종의 멸종을2020

방지하고 특히 감소하는 종의 보전 상태를

개선하고 유지한다.
목표 멸종위기종의2.2:

상황을 개선한다.

목표 작물 가축을3.1: ,

비롯한 식물 어류 야생, ,

동물 등의 가치 있는 종의

유전적 다양성이 보전되

고 관련된 전통 지식이,

유지된다.

년까지 사회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문2020

화적으로 가치 있는 종을 포함한 경작된 식

물과 가축과 야생 생물들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유전적 파괴를 최소화하고 그것들

의 유전적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전략을 개

발하고 이행한다.

목표 생물다양성에4.1:

기반한 상품이 지속가능하

게 관리되는 자원으로 생

산되고 생산 지역 관리가,

생물다양성 보전과 함께

이루어진다.

년까지 농업 수경재배 임업이 진행되2020 , ,

는 지역은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확신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하게 관리한다.

목표 생물자원의 지4.2:

속가능하지 않은 소비와

그 영향을 감소한다.

늦어도 년까지 정부 사업자 및 이해당2020 ,

사자들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위한 계

획을 성취하거나 실행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자연자원의 사용으로 인한 영향이 안전한 생

태적 한계를 넘지 않도록 유지한다.

목표 국제 무역이 야4.3:

생 동식물을 위협하지 않

는다.

해당 내용 없음

목표 자연 서식지의5.1:

손실 및 저하를 감소한다.

년까지 숲을 포함한 모든 자연 서식지2020

의 손실률을 반으로 줄여야 하고 가능한 곳

에서는 손실률이 이 되도록 하며 악화와 단0

편화를 현저하게 감소시킨다.

목표 잠재적인 주요6.1:

침입외래종의 유입 경로를

통제한다. 년까지 침입외래종과 그들의 경로를 확2020

인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하며 주요 종은 통제

하거나 근절시키고 침입과 정착을 방지하기

위해 경로를 관리하는 조치를 취한다.

목표 생태계 서식지6.2: , ,

종을 위협하는 주요 침입

외래종 관리 계획을 수립

한다.

표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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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기후변화 적응7.1:

을 위해 생물다양성 요소

의 회복력을 유지 및 증진

한다.

년까지 적어도 의 악화된 생태계를2020 15%

포함하는 보전과 복원을 통해 생태계 회복력

과 생물다양성의 탄소저장에의 기여를 강화

함으로써 기후변화 저감과 적응에 기여하고

사막화를 방지한다.

목표 오염 및 오염이7.2:

생물다양성에 끼치는 영향

을 저감한다.

년까지 과잉영양분을 포함한 오염을 생2020

태계의 기능과 생물다양성에 위협이 되지 않

는 수준으로 낮춘다.

목표 재화와 서비스8.1:

를 제공하는 생태계 능력

을 유지한다. 년까지 여성과 지역주민 및 난민과 약2020

자의 필요를 고려하여 물과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하는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

과 생계수단 및 복지에 기여하는 생태계를

복원하고 지킨다.

목표 특히 빈곤층의8.2:

지속가능한 생계 지역 식,

량 안보 및 건강한 삶에

이로운 생물자원을 유지한

다.

목표 전통 지식과 혁9.1:

신 관습을 보호한다, .

년까지 토착 지역 공동체의 생물다양성2020

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과 연관된 혁신과

실행에 대한 전통지식과 그들의 생물자원에

대한 관습적 이용이 존중되어야 하며 국내법,

과 관련된 국제적 의무의 대상이며 모든 단,

계에서 토착 지역 공동체의 완전하고 효과적

인 참여로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에 이들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 관습이 완전하게 통

합되어야 한다.

목표 토착민과 지역9.2:

커뮤니티가 전통 지식과

혁신 관습에 대하여 가지,

고 있는 권리를 보호한다.

특히 이익공유 방면( )

목표 모든 유전자원10.1:

의 이용이 생물다양성협

약 국제 식량 및 농업에,

관한 식물 유전자원 국제

협약 및 기타 협정에 의거

해 진행된다.

년까지 유전자원의 접근과 유전자원의2015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균

등한 공유에 대한 나고야의정서가 국내법에

따라 시행되고 운영된다.목표 유전자원을 상10.2:

업적 혹은 기타 목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따라 나오

는 이익을 자원을 제공한

국가와 공유한다.

표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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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새롭고 추가적11.1:

인 재원이 개발도상국에

지원되어 효과적인 협약의

이행이 협약 조에 따라20

가능하도록 한다.

생물다양성전략계획 이행을 효2011-2020

율적으로 하기 위한 모든 재원동원은 재원동

원 전략과 통합되고 합의되어 현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을 통해 늦어도 년까지2020

증가되어야 한다 본 목표는 당사국에서 개발.

하고 보고하는 자원 필요성 평가에 따라 변

경될 수 있다.

목표 개발도상국 당11.2:

사국에 기술이 전달되어

효과적인 협약의 이행이

협약 조 문단 에 따라20 4

가능하도록 한다.

년까지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과학 기반2020

의 지식과 기술은 그 가치와 기능 상태 및,

추세 그 손실의 결과는 개선되어지고 널리,

공유되고 전달되며 적용된다.

출처 환경부: (2014a) p.12-16

표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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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과 보호지역 의 비교2. (OECMs) (PAs)

구(phrase) OECMs 보호지역(PAs) 선별 항목

지리적으로 한정된1.

공간

(geographically

defined space)

합의된 경계가 있는 공간적으로 한정된 영역·

육지 내수 해양 연안지역 또는 둘 이상의 조합 지역· , , ,

차원 공간·3

특정종 생태계의 현지 내 보전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 ,

로 충분히 커야 함

과 동일·OECMs
합의된 경계를 가진

지역

보호지역으로2.

승인되지 않음(not

recognized as a

protected area)

과 보호지역은 상호배타적이며 이미 보호지역으·OECMs

로 지정되었거나 보호지역 내에 있는 지역은 이OECMs

아님

일부 은 보호지역으로 인정될 수 있음· OECMs

특정 보전 목적으로 승인되어 지정 관리· ,

되는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

비보호지역

보호지역과의 중복성( )

관할되는3.

(governed)

특정 기관의 권한 하에 있음을 의미하며 관리 주체가·

명확히 있음

보호지역과 동일한 유형의 거버넌스 하에 관리될 수 있음·

은 가지 유형의 거버넌스를 지향함·IUCN 4

정부 거버넌스

개인 및 단체 회사 거버넌스 ,

원주민 및 지역사회 거버넌스

공유 거버넌스

관리주체의 존재 유무

관리되는4.

(managed)

생물다양성 보전의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관리되는 지역

관리체계가 없거나 의도적 관리 행위가 없으면· OECMs

이 아님

해당 지역의 관리 목적과 생물다양성 현지 내 장기 보·

전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함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을 통제하는 효과·

적인 수단 포함

보호지역 규칙 적용· 75%

보호지역의 자연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적·

극적인 조치를 취함

법적 또는 효과적인 수단을 통하여 승인· ,

고시되거나 지역사회의 전통적 규범, NGO

방침으로 관리되어야 함

의도된 관리 시행

보호지역 규칙75%

장기간5.

(long-term)

장기간 즉 영구적으로 생물다양성을 현지에서 보전함·

단기 임시관리전략의 결과는 아님· /

영구적으로 관리·

단기 임시관리전략으로 관리되어서는 안됨· /

관리 유효기간

장기( )

표 부< -2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과 보호지역 의 비교> (OECMs) (P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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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phrase) OECMs 보호지역(PAs) 선별 항목

효과적이고6.

지속적인(effective

and enduring)

생물다양성의 현지 내 보전에 효과적임·

모니터링 보고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

일정 이상 수준의 보전 효과·

에 지속적 보고·WDPA
보전 성과 및 효과

현지 내 보전7.

(in-situ

conservation)

현지 내 보전의 의미는 보호지역과 동일함·

단일종이나 종 그룹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생태계와 서·

식지를 보전할 것으로 기대함

생태계와 자연서식지의 보전과 자연환경에·

서 생존 가능한 개체군의 유지 및 회복,

가축 또는 재배종의 경우 특정 환경에서,

의 개체군의 유지 및 회복

보전방안

현지 내 보전( )

생물다양성8.

(biodiversity)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생물다양성 보전 달성·

유전자 종 생태계 수준에서의 생물다양성· , ,

을 지칭하며 지질다양성 지형 및 광범위,

한 자연 가치를 의미함

생물다양성 보전

생태계 서비스9.

(ecosystem

services)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함·

특정 생태계 서비스 관리가 부지의 전반적인 생물다양성·

보전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음

생태계 서비스는 자연 보전의 목표와 관련·

이 있지만 저해하지는 않음

조절서비스

지원서비스

공급서비스

문화서비스

생태계 서비스 제공

문화적 및 영적10.

가치(cultural

and spiritual

values)

전통문화 및 영적 종교적 관행의 일부로 주요종 및 서· ( )

식지 보호와 생물다양성 관리가 이루어지는 지역을 포함

함

이러한 관리가 생물다양성 보전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음

보호지역의 모든 문화적 가치가 보전 성과·

를 훼손하지 않음

문화적 및 영적 가치

제공

출처 의 내용을 요약하고 보완하여 작성함: WCPA(2017) p.13 18, 29 33∼ ∼

표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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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에 기초한 보호지역의 평가 지표 또는 기타 적용가능한 평가 지표3. 11

구분 목표 관련 문구11 공식 적용된 평가 지표( ) 기타 적용가능한 지표 또는 연구 사례* **

공간적

목표

정량적(

지표)

보호지역 규모 범위/

(Protected Area

Coverage)

“at least 17 per cent of

terrestrial and inland water

areas and 10 per cent of

coastal and marine areas”

육지 및 육수 보호지역의 면적 비율

연안 및 해양 보호지역의 면적 비율

공

간

적

목

표

⁀

정

성

적

지

표

‿

보

전

대

상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의

중요성을 가진 지역

(Areas of

Importance for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especially areas of

particular importance for

biodiversity ”…

핵심생물다양성지역 에 대한(KBAs)

보호지역 면적 비율

중요 조류 및 생물다양성 에- (IBAs)

대한 보호지역 면적 비율

멸종제휴연맹지역 에 대한- (AZEs)

보호지역 면적 비율

해당지역에 대한 보호지역 면적 비율*

생물다양성 중점지역· (Biodiversity Hotspots)

식물다양성센터· (Centre of Plant Diversity)

중요한 식물지역· (Important Plant Areas)

생태학적으로 또는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해양지역· (Ecologically or

Biologically Significant Marine Areas)

중요 해양 포유류 지역· (Important Marine Mammal Areas)

보호지역 내 척추동물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의** ( , , )

분포현황(Rodrigues et al., 2004. Venter et al., 2014)

멸종위기종 적색목록의 분포 현황**IUCN (Butchart et al., 2012)

“ and ecosystem…

services...”
적용할 수 있는 국제적 지표 없음

특정지역에 대한 개별 생태계 서비스를 평가하는 연구에 집중되어 있음**

탄소 저장 기능· (Campbell, A. et al., 2008; Scharlemann et al.,

2010; Scharlemann et al., 2014, V r smarty et al., 2010)

식수 제공 기능· (Dudley et al., 2003; Harrison et al., 2016;

Juffe-Bignoli et al., 2016)

지역기반 생태계서비스평가· (Peh et al., 2013, Thapa et al., 2014)

보

전

가

치

요

소

효과적으로 관리되는

보호지역

(Effectively Managed

Protected Areas)

“...conserved through

effectively...managed...

protected areas”

적용할 수 있는 지표 없음

보호지역 관리효과성 이행 현황* (PAME)

관리 유무에 따른 보호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 효과 비교** (Gray et

al., 2016; Juffe-Bignoli et al., 2014; Laurance, et al., 2012;

Lester et al., 2009)

공평하게 관리되는

보호지역

(Equitably Managed

Protected Areas)

“...equitably

managed...protected areas”
적용할 수 있는 지표 없음

보호지역의 거버넌스 유형*

절차적 공정성 보호지역 지정 관리계획 수립 과정 중 의견 수렴의* : /

법적 규정

표 부< -3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에 기초한 보호지역의 평가 지표 또는 기타 적용가능한 평가 지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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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목표 관련 문구11 공식 적용된 평가 지표( ) 기타 적용가능한 지표 또는 연구 사례* **

공

간

적

목

표

⁀

정

성

적

지

표

‿

보

전

가

치

요

소

생태적으로 대표하는

보호지역

(Ecologically

Representative

Protected Areas)

“...ecologically

representative... protected

areas”

육상 생태지역 해상 생태지역에 대한,

보호지역 면적 비율

표영구 에 대한(pelagic provinces)

보호지역 면적 비율

잘 연결된 보호지역

(Well-Connected

Systems of

Protected Areas)

“...well-connected systems

of protected areas”
적용할 수 있는 지표 없음

기존 생태네트워크 연결성 평가 서식지 적합성 모델 기반 연결성** ,

측정 서식지 사이의 연결성 측정 등 연구,

연결성 보전에 대한 지침은 있으나 연결성을 정량적으로 산출하는**

내용이나 지표는 없음

주변 경관과 통합된

보호지역

(Protected Areas in

the Wider Landscape

and Seascape)

“...integrated into the wider

landscape and seascape.”
적용할 수 있는 지표 없음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현황 및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11

반영 정도

지방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현황*

보전

수단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가이드라인 개발 중

초안 작성 년 월( , 2017 4 )

주 적용가능한 지표 연구 사례: * , **

표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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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호지역 구축 내용4. DB

구 분

WDPA

Dataset

개소수( )

최종

구축

개소수( )

비고

합계 1,188 8,272

자연

공원

국립공원 22 22

도립공원 30 29 낙산도립공원 해제로 삭제

군립공원 26 27 빙계계곡군립공원 누락되어 추가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1 1

야생생물 보호구역 346 346
미수정 환경부 통계자료 기준(

개소 개소 누락395 , 49 )

특정도서 230 230

생태경관․

보전지역

환경부 지정 9 9

시도지사 지정 24 23
대덕산 금태봉생태경관보전· ․

지역 해제로 삭제

습지

보호지역

환경부 지정 21 22 심진강 침실습지 추가

시도지사 지정 3 7
경포호가시연습지 순포호 쌍, ,․

호 가평리습지 개소 추가, 4

해양수산부 지정 12 12 송도갯벌 중복 입력 수정

해양

보호구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1 11

해양생물보호구역 1 1

해양경관보호구역 - -

환경보전해역 4 4

천연기념물 204 204

천연보호구역 11 11

명승 109 109

백두대간보호지역 1 1

산림

보호

구역

산림유전자원 123

7,203
공간정보데이터셋 산림보호 산( /

림보호 공간정보 으로 대체)

생활환경 -

경관 -

수원함양 -

재해방지 -

출처 : WDPA dataset - https://www.protectedplanet.net/country/KR

표 부< -4 보완 및 수정 내용> WDPA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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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정된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 의 현황5. (OECMs)

개발제한구역 현황 전 국토 면적의(1) : 3.85%

구분
면 적 천( )㎡

당초 지정 해제 현재 지정

합 계 5,397,110 1,538,376.787 3,858,733.213

서울특별시 167,920 17,136.563 150,783.437

부산광역시 389,320 135,845.999 253,474.001

대구광역시 418,960 17,615.599 401,344.401

인천광역시 96,800 8,526.470 88,273.530

광주광역시 267,620 21,134.298 246,485.702

대전광역시 316,820 11,951.409 304,868.592

울산광역시 318,880 49,625.889 269,254.111

세종특별자치시 41,980 1,327.390 40,652.610

경기도 1,302,080 126,968.697 1,175,111.303

강원도 294,400 294,400.000 0.000

충청북도 236,700 182,706.766 53,993.234

충청남도 25,700 258.042 25,441.958

전라북도 225,400 225,400.000 0.000

전라남도 374,700 103,880.589 270,819.411

경상북도 117,540 2,756.863 114,783.137

경상남도 719,690 256,242.214 463,447.786

제주특별자치도 82,600 82,600.000 0.000

출처 나라지표: e- (www.index.go.kr)

표 부< -5 개발제한구역 지정 현황 년 월 말 기준> (2015 12 )

도시자연공원구역 현황 전 국토 면적의(2) : 0.29%

구분 개 소 면 적( )㎡

합 계 191 289,855,931

서울특별시 - -

부산광역시 - -

대구광역시 7 42,812,872

인천광역시 20 27,123,970

광주광역시 - -

대전광역시 5 12,347,144

울산광역시 3 6,862,607

세종특별자치시 - -

경기도 29 30,167,000

강원도 7 6,026,278

충청북도 25 47,533,215

충청남도 33 19,485,971

전라북도 5 1,142,435

전라남도 29 42,832,741

경라북도 4 2,179,520

경상남도 10 45,609,018

제주특별자치도 14 5,733,160
출처 나라지표: e- (www.index.go.kr)

표 부< -6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현황 년 월 일 기준> (2015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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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구역 현황 전 국토 면적의(3) : 1.19%

수계구분 시도․ 시군구․ ․ 면적( )㎢

한강

수계

경기도

남양주시 8.094

145.323

용인시 24.213

광주시 9.611

가평군 26.248

양평군 32.967

여주군 44.190

강원도
춘천시 15.712

21.056
원주시 5.344

충청북도 충주시 20.558 20.558

소 계 186.937

낙동강

수계

울산광역시 울주군 4.960 4.960

경상북도

안동시 64.320

214.249

영양군 27.830

청송군 61.374

포항시 10.340

영천시 10.776

경주시 17.170

청도군 22.439

경상남도

양산시 5.137

119.153

밀양시 2.850

산청군 45.824

진주시 38.390

사천시 20.912

하동군 6.040

소 계 338.362

금강

수계

대전광역시 동구 1.580 1.580

충청북도

보은군 26.530

183.704옥천군 128.314

영동군 28.860

충청남도 금산군 26.560 26.560

전라북도

진안군 111.730

160.943장수군 27.893

무주군 21.320

소 계 372.787

영산강

섬진강

수계

전라남도

순천시 70.480

298.641

광양시 17.240

담양군 2.280

보성군 67.847

화순군 73.177

장흥군 49.700

강진군 3.620

영암군 14.297

소 계 298.641

총 계 1,196.727
출처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표 부< -7 수변구역 지정 현황 년 월 일 기준> (2015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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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구역 현황(4)

구분
해수면 내수면

소계 수면 육지 소계 수면 육지

합 계 2,863.747 2,495.013 368.734 296.769 31.618 265.1151

경기도 30.053 30.053

강원도 110.511 88.870 21.641

충청북도 17.745 17.745

충청남도 145.377 130.651 14.726 38.195 38.195

전라북도 15.420 15.420

전라남도 1,510.595 1,270.938 239.657 34.961 32.786 2.175

경상북도 49.884 42.082 7.802

경상남도 1,207.775 1,093.424 114.351

출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부서별 사전공표정보: (www.mof.go.kr)

표 부< -8 수산자원보호구역 현황 년 월 일 기준> (2015 12 31 )

자연휴양림 조성 현황 전 국토 면적의(5) : 1.30%

구분
국유 자연휴양림 공유 자연휴양림 사유 자연휴양림

개소수 면적(ha) 개소수 면적(ha) 개소수 면적(ha)

합 계 41 107,316 101 21,322 23 2,108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2 413 2 88

인천광역시 1 128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2 267

울산광역시 1 1,305 1 60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5 3,621 8 2,653 4 206

강원도 12 47,833 12 5,762 5 409

충청북도 3 829 15 2,679

충청남도 3 1,306 12 1,842 2 164

전라북도 4 3,029 7 1,311 2 457

전라남도 3 1,794 12 1,464 2 115

경상북도 6 46,675 18 3,116 2 350

경상남도 2 369 10 1,267 3 259

제주특별자치도 2 555 2 420

출처 나라지표: e- (www.index.go.kr)

표 부< -9 자연휴양림 조성 현황 년 월 말 기준> (2015 12 )



- 174 -

상수원보호구역 현황 전 국토 면적의(6) : 1.16%

광역시도
보호구역

개소( )

지정면적

천( )㎡

지정거리

(m)

거주인구

명( )

취수장수

개소( )

서울특별시 1 6,453 10,200 37 7

부산광역시 1 88,967 11,000 9,647 1

대구광역시 3 53,715 25,000 1,632 5

광주광역시 3 26,986 14,600 142 3

대전광역시 1 77,708 19,700 3,650 2

울산광역시 2 11,077 6,000 9 2

경기도 11 190,249 43,605 10,112 17

강원도 50 96,951 190,610 997 50

충청북도 12 111,340 66,758 3,975 13

충청남도 6 5,543 17,930 325 5

전라북도 11 44,047 153,033 724 11

전라남도 64 188,348 226,666 1,131 52

경상북도 78 139,475 224,668 1,483 81

경상남도 40 121,908 121,225 2,063 37

제주특별자치도 13 1,823 13,160 79 8

세종특별자치시 1 644 2,000 30 1

총 계 297 1,165,234 1,146,155 36,036 295

출처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표 부< -10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현황 년 말 기준> (2014 )

국립수목원완충지역 현황(7)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은 국립수목원에 인접한 경기도 남양주시 및 포천시 일원

필지 가 지정되어 있다1,344 591ha .

기타 전통마을숲 현황(8) :

전통마을숲 현황은 년 월 일 기준 개소 이다2011 6 30 1,346 1,915.87ha .

전통마을숲 관리 현황은 전체 개소 중 관리주체가 파악된 개소를1,346 1,148

대상으로 관리주체 유형별로 분류하면 마을공동관리가 개소 로 가장512 44.6%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 개소 지자체 개소 국가 개소205 17.9%, 198 17.2%, 110

로 조사되었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9.6% (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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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량 면적

개소 비율(%) ha 비율

합 계 1,346(1,336) 100.0 1,915.87 100.0

서울특별시 - - - -

부산광역시 3 0.2 8.36 0.4

대구광역시 5 0.4 18.2 0.9

인천광역시 - - - -

광주광역시 2 0.1 0.94 0.05

대전광역시 5 0.4 38.8 2.0

울산광역시 - - - -

세종특별자치시 - - - -

경기도 31(30) 2.3 46.33 2.4

강원도 126 9.4 396.85 20.7

충청북도 60 4.5 43.18 2.3

충청남도 76 5.6 170.98 8.9

전라북도 300 22.3 176.58 9.2

전라남도 252(251) 18.7 324.89 17.0

경상북도 305(298) 22.7 500.71 26.1

경상남도 176(175) 13.1 188.26 9.8

제주특별자치도 5 0.4 1.79 0.1

출처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를 보완함: (2013) p.174

와 면적은 산림청 제공 전통마을숲 수치임( ) DB

표 부< -11 전통마을숲 현황 년 월 일 기준> (2011 6 30 )

구분 합계 마을 개인 지자체 국가 문중 기타

개소 1,148 512 205 198 110 97 26

비율(%) 100 44.6 17.9 17.2 9.6 8.4 2.3

출처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 p.175

전체 개소 중 자료가 존재하는 개소 분석1,1346 1,148

표 부< -12 전통마을숲 관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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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 -1 전통마을숲 분포 현황도]

출처 산림청 데이터개방: (www.fore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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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vised by Professor Yong-hoon Son

Biodiversity, all sources of human life, is rapidly declining due to

human activities such as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To prevent

this decline, various policies and measures have been developed around

the world. Protected areas are a tried and tested approach to nature

conservation and are the most effective way to protect species, habitats

and ecosystems. However, despite increasing protected area coverage,

biodiversity continues to decline globally and within some protected

areas. Biodivesity cannot be maintained by simply extending protected

area coverage. While the qualitative aspect of protected areas is also

significant, it is not fully considered.

The 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 020 and its Ai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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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diversity Targets were adopted in 2010 in Nagoya, Japan, at the 10th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BD. They are widely recognized as a

comprehensive framework for all of the biodiversity to address its

crises. In particular, Aichi Biodiversity Target 11 clearly outlines the

goals for quantitative expansion and qualitative improvement that

protected areas should follow for biodiversity conservation. It also

proposes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which integrates protected areas

and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OECMs) which

are not officially recognized as a protected area, but deliver the

effective and enduring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

This study seeks three goals. First, it aims to establish a national

protected areas system by finding OECMs that are appropriate for

domestic conditions. Second, it suggests guidance to achieve the goals

for quantitative expansion and qualitative improvement that the Aichi

Target 11 states. And lastly, it aims to verify the expansion and

improvement effects of the national protected area system throug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valuation.

The screening tool for OECMs has three key steps as follows:

·Step 1. Ensure that the area is not already recorded as a protected

area and that Aichi Target 11 is the right focus.

·Step 2. Ensure that the area has the essential conservation

characteristics that are associated with an OECM.

·Step 3. Ensure that the conservation outcome is likely to be

sustained when challenged.

This paper carried out a clause by clause analysis of Target 11 and

exactly interpreted each clause in order to best achieve biodiversity

conservation using protected areas. Factors that can be used to assess

protected area goals for quantitative expansion and qualit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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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 were also identified. Quantitative factors are terrestrial

protected area coverage and marine protected area coverage. Qualitative

factors consist of six elements including the ecologically important areas,

ecological representativeness, management effectiveness, connectivity,

social equity, and integration. The internationally applied evaluation

indicators or the applicable indicators in the existing studies were

selected for each factor and the results were compared and verified.

The research results for improving national protected area system are

as follows:

Through a three-step systematic screening tool that considers

domestic conditions, seven areas which include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Urban Natural Park Areas, Riparian Zones, Fishery Resources

Protection Zones, Natural Recreation Forest Zones, Water Source

Protection Areas, and Buffer Zones for Korea National Arboretum were

selected as OECMs. They were integrated with the national protected

areas(NPA) to build the national protected areas system(NPAS).

NPA and NPAS were assessed a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valuation factors and their degree of expansion and improvement was

verified. Compared with the NPA, the NPAS has been increased by

OECMs and has reached to 17.88%, exceeding the target of 17% for

terrestrial and inland water protections. It is proven that OECMs are

very effective in enlarging the terrestrial and inland water protections.

However, it failed to contribute to the target for marine protections.

As a result of the evaluation and comparison of the six qualitative

improvement goals, the NPAS has been improved qualitatively in

ecologically important areas, ecological representativeness and

connectivity. Management effectiveness, social equity, and integration

were evaluated by integrating the NPA and the NPA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some reforms were required in terms of the laws and

plans related to protected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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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tailed results of the evaluation for qualitative goals are as

below:

First, protected area coverage of Key Biodiversity Areas(KBAs) has

increased by about 9% in the NPAS. The number of KBAs that are fully

contained in the protected areas has also added up to by one and its

area has more than doubled. However, overcoming a low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KBAs-Important Bird and Biodiversity Areas(IBAs) in

Korea remains an issue.

Second, the evaluation results of ecological representativeness

including ecoregions coverage, ecosystems coverage, and coverage of

species by protected areas showed improved outcomes in terrestrial and

inland water areas. However, the improvement level of marine areas was

poor. The assessment of ecoregions coverage showed that the protected

areas are distributed unevenly, which requires equal distribution of

protected areas in the central inland and eastern coast of Korea.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sis for the ecosystems coverage,

significant improvements have been made in wetland, freshwater and

grassland ecosystem, which are scarce in scale. However, in order to

improve the representativeness of the grassland ecosystem that did not

reach the target, the linkage with ecosystem restoration projects was

proposed. The increase rate of endangered species frequency was less

than that of area. The importance of the dedicated organization and

ongoing management activities of the protected areas has been

highlighted.

Third, in terms of management effectiveness, approximately 60% of

the NPA has been assessed for Protected Area Management

Effectiveness(PAME). It means that it has reached the international goal

and has secured the legal grounds for performing a stable evaluation. To

expand PAME, the cooperation with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is

required, and the preparation of legal and institutional devices for

including PAME of OECMs and protected areas that are missing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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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ME is also necessary.

Fourth, connectivity analysis showed that the value of the connectivity

index by Gravity Model in regions around the metropolises,

Baekdudaegan and its surrounding areas, four major rivers, and southern

coastal areas was remarkable. This means that large protected areas

have been added and the distance between the protected areas has

become closer in terms of the structure. Structural connectivity

enhancement is expecte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species movement

and dispersion, species diversity, and species richness.

Fifth, from a social equity point of view, management system of the

protected areas has negative aspects because of the bias of decision

making and restriction of public input. Although the private governance

of protected areas was included by Natural Recreation Forest Zones, the

improvement level of governance diversity was insufficient. However, it

has been confirmed that traditional village forests have great potential

for improving governance diversity. It is believed that the discovery of

conservation areas managed by the private sector will play a positive

role in enhancing social equity.

Finally, the NPA already has statutory regulations, institutional devices

and national and local planning for the improvement of the integration for

the protected area. Based on this it is possible to conclude that there is

sufficient potential to systematize the integration of OECM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various points of view. Firstly, it pointed

out the importance of not only quantitative expansion of protected areas,

but also qualitative improvement for biodiversity conservation based on

the Aichi Target 11. Secondly, to enlarge the protected area, the

OECMs' screening process considering the domestic conditions was

introduced systematically, and the transition to the integrated protected

areas system and conservation pluralism were induced in the study.

Thirdly,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valuation methods for expans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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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 of protected areas which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were

presented in the study, and it showed that they can be used as

guidelines for establishing protections policies. Fourthly,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nhancement of the NPAS is proven in this study. Lastly,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can be found in identifying the insufficient part

of the protected area and drawing out implications from the results.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OECMs were useful in extending the protected areas system in

terrestrial areas, but not in marine areas. The expansion of marine

protected areas requires different approaches. Field validation of

biodiversity performance and effectiveness is needed in the screening

process of the essential conservation characteristics that are associated

with an OECM. In screening OECMs, areas of high biodiversity were

missed out due to leveling of characteristics of the whole region. The

screening procedure for individual areas should consider regional

difference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qualitative analysis methods

used as the evaluation factors for qualitative goals. Since qualitative

analysis is more difficult to compare and verify the results than

quantitative one, it is necessary to systematize qualitative methods or to

develop more delicate quantitative methods.

keywords : Protected Areas, Protected Areas System, Biodiversity,

Conservation biology, 2020 Biodiversity Strategic Plan,

Aichi Biodiversity Targets,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OE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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