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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동아시아는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일본, 북한, 한국 

그리고 몽골로 구성된 8개 지역이다.  동아시아의 면적은 

11,790,000 km2에 달할 만큼 거대한 규모이고 중요한 

지역이다.  IUCN은 1996년 동아시아 보호지역 실행계획

을 발간하였다. 이 계획은 제4차 세계국립공원 보호지역 

총회에서 채택된 카라카스(Caracas) 실행계획을 지지하

며, 보호지역 관리와 법제 마련을 포함한 동아시아 보호

지역의 10퍼센트 지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1996년 당

시 동아시아의 보호지역은 5.7퍼센트가 지정되어 있었다. 

동 계획은 “모든 동아시아 국가 및 지역은 아닐지라도 대

부분 지역의 보호지역 면적에 차이가 있다”라고 지적하

였다. 그러나 효과적인 보호지역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선 

몇몇 지역에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한가지 고

무적인 사실은 이 후 십 년 뒤 동아시아 보호지역 면적은 

육지면적 대비 약 16퍼센트에 달할 만큼 목표를 초과 달

성했다는 사실이다.

이번에 발간 된 실행계획에서는 동아시아 내 다른 보호

지역의 확대 및 1996년 실행계획에서 정한 활동, 프로

젝트 그리고 목표가 성취되었는지의 여부와 지난 십 년

간 발생한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 실행

계획은 동아시아 8개국이 보호지역에 대한 생물다양성협

약(CBD)의 목표를 증진시키는 것에 지속적 관심을 두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프로젝트와 

수많은 관리활동을 규명하고 있다. 또한 강력한 보호지역

체계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다양한 국가차원의 활동을 강

조하고 있다.

2005년 유엔환경계획 세계보전모니터링센터(UNEP-

WCMC)에서는 세계보호지역위원회(WCPA)를 대신하여 

동아시아 보호지역의 GIS 평가를 준비했다. 이 평가가 개

정된 실행계획의 좋은 토대가 되었으며, 수정된 평가의 일

부 내용이 이번 실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동아시아 지

역과 관련된 WCPA 발간도서는 일반 혹은 특별 도서로 구

분이 되며, 이들 중에는 CBD 보호지역실행계획(2004), 

효과적 보호지역 체계(CBD 보호지역 실행계획의 이행을 

위한 실행가이드), CBD 전문서 18(2005), 접경을 초월

한 이익, 제5차 IUCN 세계공원대회(2005), 동아시아 보

호지역 재원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2005), 동아시아 보

호지역 및 생태관광을 위한 가이드라인(2005), 동아시

아 보호지역 직원교환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동아시아 보호지역 목록-전문가, 조직, 지역(2002), 동

아시아 보호지역 21세기 전략(데이빗 쉐퍼드, 2001) 등

이 포함된다.

동아시아 보호지역 실행계획

�





제1장 – 동아시아 보호지역 제도 평가

2.1 동아시아 지역범위

동아시아 지역은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일본, 몽골, 북한 그리고 한국

을 포함한다. 이 지역은 생태학적으로 

구분이 아닌 정치적인 국가 경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인도말

레이시아의 북부지역과 함께 광범위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이지역의 육상면적11,790,000 km2 

이고 서쪽으로는 알타이산맥으로

부터 동쪽으로는 일본 열도의 대호 

(the great arc)에 이르며, 최남단으로

는 열대바다와 산호초에 이르는 다양

한 식생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 지

역에는 가장 넓고 높은 고원, 가장 높

은 봉우리, 그리고 가장 깊게 함몰된 

지역과 사막이 존재한다. 

2.2 지형 및 지리

이 지역은 오랜 지질활동의 영향

을 받은 지형이다. 과거 이 지역 대

륙 대부분이 지중해였으나 약 1500 

만년 전 인도아대륙판(the Indian  

subcontinental plate)과 아시아판의 

충돌 이후 고지대의 티벳-칭하이 고

원 (Tibetan-Qinghai Plateau)을 형성

하였다. 현재의 높은 히말라야 산맥

이 그 충돌의 흔적이다(지도1). 아시

아 대륙판이 필리핀판 밑으로 들어가 

있는 동쪽지역에는 화산 및 지질활동

을 통해 대만의 산맥과 일본의 군도가 

형성되었다.

지도 1.  동아시아지역 지형 (5분도)

2.  동아시아지역 개요

또한, 이 지역에는 

가장 넓고 높은 고

원, 가장 높은 봉우

리, 그리고 가장 깊

게 함몰된 지역과 사

막이 존재한다

�



2.3 인구 및 경제척도 

이 지역의 인구는 15억이 넘거나 전

세계 인구의 1/4을 차지한다. 동아시

아지역의 81퍼센트를 차지하는 중국

에서 이 지역 인구 84퍼센트가 살고 

있다. 이 지역에는 일본, 홍콩, 마카

오, 한국과 같이 높은 GDP를 가진 나

라와 몽골과 북한과 같은 저개발국가 

등이 있다. 중국은 현재 해안지역에서

의 급격한 발전속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 그리고 대규모의 국

제 무역이 이루어 지고 있는 중진 국

가임에도 개발이 덜 된 환경에서 살고 

있는 많은 인구에 의해 GDP가 비교

적 낮게 나타나고 있다. 

삶의 질과 자연자원의 소비는 부와 밀

접한 관련이 있다. 이 지역 부국들의 

산림 감소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웃하고 있는 저개발국들로

부터 임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표1은 동아시아지역 국가의 주요 통

계자료를 보여준다. 

2.4 주요 생태계

동아시아지역의 생태계는 만년설과 

열대우림, 다양한 산림유형, 덥고 추

운 사막, 스텝초원, 호수, 강, 늪, 해

양식생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있다. 대

규모의 인구가 거주하는 이 지역에서 

지난 8,000년간 인간의 활동으로 인

해 많은 생태계가 변화를 겪어왔다 

이 지역의 식생은 고도, 위도, 강우

량 세가지 요소에 의해 형성된다. 동

아시아 서쪽지역은 높은 고도와 낮은 

강수량을 가지고 있으며, 티벳 대륙

은 높고 건조하며 여러 산맥에서 녹

아 내린 눈에 의해 수천 개의 호수가 

형성되었다. 이중 다수의 호수가 염분

을 함유하고 있다. 티벳-칭하이 고원 

(Tibetan-Qinghai Plateau) 북쪽으로

는 알타이(Altai), 티엔산(Tianshan, 

天山), 쿤룬(Kunlun)산맥들 간에 형

성된 퇴적분지가 있다. 이 분지는 모

래와 돌로 이루어진 사막으로 동쪽으

로 갈수록 더욱 습해지고 더 많은 초

본류로 덮여있다. 대초원지대 (스티

파라는 이름에서 따옴)는 오도스고

원(Ordos Plateau)과 몽골 및 내몽골

에 나타난다. 동북부 중국과 한반도는 

온대성 산림식생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위도 최북단지역의 고산지대에서

는 침엽수림이 존재하고, 넓은 하단

부 호수와 광대한 늪이 있는 계곡에

선 활엽수림이 존재한다. 티벳-칭하

이 고원(Tibetan-Qinghai Plateau)의 

동쪽으로는 경사가 급격히 낮아지며 

양쯔강과 작은 규모의 산맥이 존재한

다. 이전에 이들 모두는 북쪽 산맥에

선 침엽수림이 남쪽 계곡에선 아열대

림 식생으로 덮여있던 육지였다. 하나

의 큰 섬인 대만은 저지대에선 아열대

림이 남쪽 최남단에선 열대림이 존재

하는 산악지형이다. 중국 남부해안과 

하이난섬(Hainan), 윈난(Yunnan)과 

티베트의 남동부 시짱에 걸쳐 열대지

역이 나타난다. 열대 산호섬은 일본

과 대만의 최남단과 중국 남해에 위

치하고 있다. 

  

지도2 는 지구육상면적특성(GLCC)에 

기술된 9개의 식생으로 이 지역을 구

분하고 있다. 이 지도는 생태학적으

로 유사성으로 분류한 것이 아닌 리

모트센싱(원격) 태양광선양으로 그룹

화시켰다. 

국가 면적
(1000 km2)

인구 (백만) 인구증가율% 삼림분포% 삼림감소% 보호지역% 연간국내 총생산
(US$), 2002

중국 9,597 1,300 1.4 20 0.6 15.0 c. 5,000

홍콩 1 6.8 0.5 5 0 51.5 28,700

일본 370 124 0.6 20 0.2 17 28,000

대만 38 53 1.5 29 0.6 12.1 23,400

마카오 0.03 0.44 0.87 0 0 0 19,400

북한 122 22 1.2 c. 12 자료없음 2.6 c. 1,000

한국 98 48 1.2 c. 15 자료없음 7.9 17,700

몽골 1,565 2.5 2.8 c. 20 자료없음 13.9 1,800

표 1.  동아시아지역 기초통계

자료출처: WCMC database, IUCN (2002), 세계경제데이타, 전문가 업데이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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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식생 식생아류형(Habitat Subtypes)

얼음과 바위 빙하
최저 설선의 산비탈

고산지 및 초원
고산지 방목지대
고산지대 관목덤불
고산지대 목초지

침엽수림

타이가낙엽송림
아고산대전나무/가문비나무/헴록
온대기후 소나무
혼합침엽수림/활엽수림
열대소나무림
Casuarina 해수림
침엽수림 조림지

활엽수림

온대활엽수
온대포플러
아열대 상록수림
열대 몬순삼림
열대상록수/준상록수림
열대석회림
파생림
맹그로브림

스텝 및 초원

스텝목초지
고원지대 목초지
범람원목초지 
관목식생

사막/준사막

냉고산대 사막
모래사막
자갈사막
관목지

도심지/인공물

관개수로 농경지
마른 농경지
전환농업
도심지역
파생목초지
과수원

담수

담수호
염수호
강
저수지

습지
고산습지
갈대습지
해안습지

표2.  동아시아지역 주요식생 및 아류식생(sub-habitats)

지도2. 동아시아지역 주요식생유형 (5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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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생물학적 풍부도

동아시아지역은 생물의 풍요도가 매

우 높은 지역 중 하나이다. 중국은 

생물종의 개체 수에 있어 그 풍부함

이 세계에서 다섯 번 째 안에 꼽히

는 나라이다. 이 지역엔 생물학적 중

요지역 즉 동부히말라야와 헝두언 산

맥(Hengduan) 과 남서부 인도차이

나 내에 있는 윈난(Yunnan)폭포 등

이 있다. 

이 지역의 열대 및 아열대지역이 생

물학적 풍요도가 높으며, 지구상에서 

가장 온대 생태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 

지역이다. 중국 중부 온대지역의 산림

은 특히 더 울창하며 잔존생물을 포함 

다양한 식물종이 풍부하게 존재한다. 

세계유산지역인 씨촨(Sichuan)의 치

옹라이(Qionglai) 산에서만 독일 전체 

식물 종을 합한 수인 약 10,000의 식

물종이 존재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고유(토착)성이 매

우 높게 나타난다. 일본, 대만, 하이

난 섬은 많은 고유종들을 포함하고 있

지만 중국 또한 몇몇 지역에서는 높은 

고유성을 나타낸다. 이 지역엔 고유 

식물이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지만, 고

유조류지역(EBAs)과 고유포유류지역

(EMAs)의 분포에 의해 구분된다.  

표3. 동아시아국가/지역의 종 풍부성

국가
포유류 조류 고산지대 식물

총계  고유종  멸종위기종 총계 고유종  멸종위기종 총계 고유종  멸종위기종

중국 580 77 42 1,244 67 86 30,000 17,500 343

일본 132 38 17 583 21 31 4,700 200 706

몽골 134 6 8 390 2 11 2,272 229 1

한국 49 0 6 390 0 19 2,500 224 69

북한 55 0 7 371 0 16 2,500 107 7

대만 63 10 6 445 14 12 4,000 1,075 95

마오란(Maolan) 특별보호구, 귀쪼우(Guizhou), 중국

출처: 세계보전모니터링센터(2003). End=고유(토착)종; Thr=국제적으로 위협에 처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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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특정 종의 특징

동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과 

가장 넓은 대륙 그리고 가장 넓은 온

대사막과 스텝을 포함하고있다. 또 다

른 특징은 중국 남서부의 3대강 - 살

윈(Salween)강, 메콩(Mekong)강, 양

쯔강 – 이 근접한 거리에서 같이 흐

르다가 인도양으로 유입된다. 중국 중

북부의 대규모 황토평야 또한 특별하

며 이 황토평야에서 생성되는 황사폭

풍은 수백만 사람에게 위협이 되고 있

다. 중국 남부지방은 독특한 카르스트 

지형경관을 지니고 있다.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하고 특별한 일

부 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펜더곰, 붉

은 펜더곰, 타킨(takin), 황금원숭이, 

아름다운 깃털을 지닌 꿩과 이 지역에

서 겨울을 나는 두루미와 거위들이 이

에 포함된다. 

2.7 동물지리학적 분류 

동아시아지역 대부분은 구북구(the 

Palearctic) 영역에 속하나 대만과 함

께 중국 남부의 열대지역과 일본 남부

는 인도말라얀영역에 속한다. 이 지

역은 Udvardy(1984)에 의해 분류

된 17가지의 생물군계가 존재하고 

WWF에 분류된 76개의 생태지역

들이 존재한다. 표4에서 Udvardy 와 

WWF의 분류를 비교했다. 제3장에

서 생태지역분류에 대하여 더욱 자세

히 다루게 된다.

표4. Udvardy 생물군계와 WWF 생태지역분류 비교

영역 생물군 생태지역

구북구

2.1.2 중국아열대림 PA0101, PA0118, PA0437

2.2.2 일본아열대림 PA0440, PA0441, PA0439

2.4 시베리아 아한대 타이가 PA0609, PA0601, PA0805

2.14.5 만주-일본 혼합림 PA0511, PA0510, PA0414 PA0426, PA0901, PA0907, PA0903, 
PA0505

2.15.5 동양 낙엽수림 PA0413, PA0428, PA0427, PA0511, PA0417, PA0415, PA0424, 
PA0902, PA0908, PA0411, PA0430

2.22.8 타클라마칸-고비 사막 PA1314, PA1315, PA1302, PA1317, PA1316, PA1013, PA0508, 
PA1302, PA1324, PA1330, PA0442, 

2.23.8 티벳 PA1002, PA1011, PA1006, PA1020, , PA1022, PA0517, PA1015

2.29.11 폰티안 대초원 PA0806

2.30.11 몽골-만주 대초원 PA0815, PA0804, PA0816, 

2.35.12 알타이 고원 PA0502, PA1001, PA0512, PA1007, PA0815, PA0519, PA1016

2.36.12 파미르-티엔산(Tian 
Shan) 고원

PA1019, PA0521, PA1014

2.38.12 히말라야고원 IM0401, IM0501, PA1003, PA1021, 

2.39.12 s 시촨(Sichuan) 
고원

PA0102, PA0509, PA1017, PA0518, 

인도-말라얀

2.41 류쿠(Ryukyu)섬 IM0170

4.6.1 중국남부 열대 다우림 IM0149, IM0172, IM0171, IM0169

4.10.4 태국 몬순림 IM0137, IM0140

오세아니아 오가사와라(Ogasawara) 섬 OC0109

동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과 가장 

넓은 대륙 그리고 가

장 넓은 온대사막과 

스텝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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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보호지역발전 요약

동아시아 보호지역은 이지역 내륙면

적의 16퍼센트에 달하는 지역이 보호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만큼 우수하

다. 그러나 WCMC(2005)의 GIS분

석에 따르면 보호지역의 면적은 국가

나 지역에 따라 다소 부정확하게 나

타나고 있다. 홍콩의 경우는 보호지

역면적이 50%에 달하는 반면 북한

은 2.6%의 보호지역을 가지고 있다.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 고산지역 그

리고 불모지에 편중된 보호지역 범위

(면적)에 다소의 오차가 있으나, 이들 

보호지역 체계에 있어서는 주요한 차

이는 발견할 수 없다. 지리학적 위치, 

표고대, 생태지역 또는 종 분포 등 어

느 인자를 살펴보든 변수(편차)는 보

호지역의 면적에 기인한다.  

WCPA의 자료에 따르면 보호지역 중 

상당수와 지역이 해양보호지역이 아

닌 육상보호지역인 것이 나타나고 있

다. 다수의 보호지역이 데이터베이스

에 나와 있지 않기에 이 계획에 특별

히 언급하지는 않았다. 데이터가 존재

하지 않는 이유는 미흡한 보고체계와 

부적절한 자료출처 그리고 IUCN 카

테고리 에 의해 분류되지 않은 지역

이 있기 때문이다. 좀 더 최근의 자료

가 제3장에서 다루어진다. 일부 국가

에서는 IUCN과 WCMC의 기준에 의

해 분류된 해당국가의 보호지역 카테

고리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는 해당국

가의 개선된 보고체계와 WCPA 전문

가의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

을 보여준다. 

동아시아 보호지역 체계는 급속히 발

전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7년간 일

년에 평균 100개 이상의 신규 보호

지역을 지정해 왔다. 현재 동아시아 

보호지역의 총면적은 지도3에서 보

는 바와 같이 1,800,000 km2 에 이

른다.

비록 WDPA의 데이터 상에 격차가 존

재하더라도 이 지역의 보호지역 숫자

와 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을 보여준다. 

국제 보호지역

일부 동아시아 우수 보호지역들은 국

제적으로도 중요한 곳이다. 표5에 국

제적으로 중요한 보호지역을 국가별

로 요약해 놓았다. 

지도 3. 동아시아 보호지역 현황, 2003 (5분도)

지리학적 위치, 표고

대, 생태지역 또는 

종 분포 등 어느 인

자를 살펴보든 변수

(편차)는 보호지역의 

면적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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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1.  동아시아 보호지역 면적증가

도형2.  동아시아 보호지역 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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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중 국

범위 및 지형

중국의 육지 총면적은 9,600,000 

km2이며 이는 동아시아지역의 81퍼

센트를 차지한다(홍콩, 마카오, 대만

은 하단에 별도 설명). 13억의 인구

와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국은 추후 세계

경제를 이끌 태세이다. 자연자원의 보

전 또는 소비량은 동아시아 및 다른 

지역의 보전에 매우 중요하다. 

중국의 생물학적 특징은 산맥과 사막

에서부터 초원 그리고 아한대와 열대

상록님과 맹그로브에 이를 만큼 다

양하고 광대한 영역을 이루고 있다. 

WWF에서 규명한 81생태지역 중에 

58개 생태지역이 동아시아 지역에 존

재하고 있다. 고유(토착)형과 형태를 

모두 가진 섬나라인 대만과 일본과는 

별개로 중국 내에서만도 다른 나라의 

전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 

생물학적 특성

중국의 면적과 다양한 자연 그리고 

복잡한 지질학적 특성 때문에 중국

에는 광대한 규모의 서식처와 다수

의 종이 존재하고 있다. 353개 동식

물 과에 속하는 30,000개의 고산식

물과 3,184개 종 중 190개의 특수

종이 중국에 존재한다. 중국은 세계에

서 가장 온화한 온대지역이며 전체 식

물종 다양성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풍

부한 국가들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

다. 풍부한 척추생물과 동물 때문에  

Conservation International(이하 CI)는 

중국을 최고의 종 다양성 국가로 꼽

고 있다. 매우 특이한 동물인 자이언

트 팬더곰과 같이 세계 척추동물의 약 

10퍼센트가 중국에 존재하고 있다.  

표5. 동아시아의 국제적 보호지역, 2006

국가 보호지역 수 면적 (km2)

생물권 보전지역

중국 26 63,776

일본 4 1,158

북한 2 1,847

한국 2 1,224

몽골 5 153,461

총계 39 221,466

람사르 습지

중국 30 29,359

홍콩 1 15

일본 33 1,303

한국 4 45

몽골 11 14,395

총계 78 45,117

세계유산지역(자연 및 복합)

중국 9 29,471

일본 3 987

몽골 1 9,467

총계 13 39,925

WWF 에서 규명한 

81생태지역 중에 

58개 생태지역이 동

아시아 지역에 존재

하고 있다

3.  국가/지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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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지역 번호 면적 (km2) 세계면적 
대비면적(%)

귀쪼우(Guizhou)고원 활엽수림 과 혼합림 PA0101 269,500 100

중국남부-베트남 아열대 상록수림 IM0149 183,692 82

찌엔난(Jian Nan) 아열대 상록수림 IM0118 661,110 100

윈난(Yunnan)고원 아열대 상록수림 PA0102 240,300 100

인도차이나 북부 아열대림 IM0137 144,758 33

북부삼각지대 아열대림 IM0140 2 <1

누지앙 랑창(Nujiang Langcang) 계곡 고산침엽수림 과 혼합림 PA0516 82,000 100

헝두언(Hengduan)산 아고산대 침엽수림 PA0509 99,400 100

티벳남동부 관목과 초원 PA1017 460,800 100

칭라이-민산(Qionglai-Minshan) 침엽수림 PA0518 80,200 100

시촨(Sichuan)유역 상록활엽수림 PA0437 98,100 100

따바(Daba)산 상록수림 PA0417 168,300 100

창찌앙(Changjiang)평원 상록수림 PA0415 438,000 100

황허(Huang He)평야 혼합림 PA0424 434,200 100

보하이(Bohai) 해 해수초원 PA0902 11,600 100

황해 해수초원 PA0908 5,300 100

중국중부 황토고원 혼합림 PA0411 359,600 100

중국 동북부 평야 낙엽수림 PA0430 232,500 100

만주 혼합림 PA0426 354,143 70

장백산 혼합림 PA0414 46,154 49

아무르 대초원 PA0901 51,672 42

쒸펀-콴카(Suiphun-Khanka) 대초원과 초원림 PA0907 14,410 43

몽골-만주 초원 PA0813 578,094 65

넌지앙(Nenjiang) 초원 PA0903 23,200 100

다힝칸-쯔하그디(Da Hinggan-Dzhagdy) 산 침엽수림 PA0505 151,479 61

동시베리아 타이가 PA0601 282 <1

다우리안(Daurian) 대초원림 PA0804 2,610 1

고비사막 동부 대초원 PA1314 178,315 63

오르도스(Ordos) 고원 대초원 PA1013 215,500 100

허란산(Helanshan) 저산대 침엽수림 PA0508 24,700 100

아라산(Alashan)고원 준사막 PA1302 217,967 32

치리엔(Qilian)산 침엽수림 PA0517 16,700 100

치리엔(Qilian) 산 아고산대 초원 PA1015 73,200 100

췬링(Qin Ling) 산 낙엽수림 PA0434 123,279 100

차이담(Qaidam) 유역 준사막 PA1324 192,000 100

타클라마칸 사막 PA1330 741,900 100

타림(Tarim)유역 낙엽수림 및 대초원 PA0442 54,500 100

티엔산(Tian Shan) 저산대 대초원과 초원 PA1019 190,209 68

티엔산(Tian Shan) 저산대 침엽수림 PA0521 12,787 46

중꺼(Jungger) 유역 준사막 PA1317 304,200 100

이민(Emin)계곡 대초원 PA0806 44,916 69

알타이 저산대림과 대초원림 PA0502 16,986 12

알타이 고산초원 및 툰드라 PA1001 15,337 17

티벳북부고원-쿤룬산 고산사막 PA1011 374,400 100

파미르 고산사막 및 툰드라 PA1014 30,806 26

카라코람(Karakoram)-티벳고원서부 고산대초원 PA1006 25,093 18

표6. 중국 생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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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중국 생태지역 (continued)

인구 및 경제

중국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이다. 인구 대부분이 한족이지만 

중국 동북부와 서부 그리고 남서부에 

56개의 소수민족이 살고 있다. 이전

에는 한족의 종교가 도교나 유교였으

나 현재 이 종교를 믿는 사람의 거의 

없다. 중국 북서부 지방 - 티베트 시

짱시(Tibet Sizang) - 의 주된 종교

는 이슬람교이고 유난 남서부지방 사

람들에게는 불교가 주된 종교이다. 

비옥한 계곡과 평야를 가지고 있는 중

국 동부의 인구밀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서부의 인구밀도는 매우 낮

다. 특히 해안지역의 삶의 질과 경제

발전이 급속히 이루어 지고 있다. 이

로 인해 오염, 산성비 그리고 오니 퇴

적 등이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연자원에 심각한 위

협이 되고 있다. 산림벌채는 상류수원

을 오염시키고 있고 수로와 호수의 배

수를 막고 있어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끔찍한 홍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

다. 기후변화와 함께 무분별한 방목

과 산림 벌채는 수자원 공급에 상당한 

차질을 야기하고 있고, 대부분의 중국 

북부지방은 매년 물이 부족한 실정이

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댐과 인공수로 등의 토목사업

은 자연환경에 훨씬 더 큰 위협이 되

고 있다. 

야생으로부터의 전통 약용식물 채취

와 동물의 소비는 야생동식물의 개체 

수에 또 다른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야생동식물의 거래는 중국을 새

로운 외래침입종의 위협에 노출시키

고 있고 이웃국가의 자연자원과 산림

에 위협이 되고 있다.

 

보전정책 및 법률

자연보전과 환경보호에 대한 중국의 

정책은 매우 우수하다. 12개의 법과 

규정을 각기 다른 수준에서 정부 각 

부처에서 제정하였다. 각 법률에서는 

야생동식물보호, 산림, 해양보전, 습

지보전 및 EIA를 다루고 있다. 중국

은 생물종과 생태계 그리고 자연지역

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보호

지역설립에 관한법률을 제정하였다.  

중국은 생물종과 생

태계 그리고 자연지

역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보호지

역설립에 관한법률을 

제정하였다

생태지역 번호 면적 (km2) 세계면적 
대비면적(%)

티벳고원 고산관목지대와 초원 PA1020 272,100 100

중앙티벳고원 고산초원 PA1002 629,500 100

서부 히말라야 고산관목 및 초원 PA1021 33,354 48

야룬 짱포(Yarlun Tsangpo) 건조초원 PA1022 59,500 100

히말라야 북동부 아고산대 침엽수림 PA0514 40,626 88

알타이 대초원 및 준사막 PA0802 1,970 2

티엔산(Tian Shan) 구릉 및 대초원 PA0818 8,027 6

히말라야 북동부 고산관목지대와 초원 PA1012 635 1

히말라야 동부 고산관목지 및 초원 PA1003 86,389 71

침엽수림 IM0501 651 1

히말라야 동부활엽수림 IM0401 Marginal <1

하이난섬 몬순 열대다우림 IM0169 15,5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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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중국의 주요 정책, 문서, 법률

정책 년도 척도

중국 최초 보호지역 지정 1956 딩후산(Dinghushan)보호지역 지정

보호지역을 국가계획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 1979 자연보호구의 강화, 계획 그리고 과학적 연구가 관심대상

3개소의 MAB 최초 지정 1980 중국 MAB 위원회 설립

보호지역을 법인격으로 인식 1981 삼림법

보호지역을 위해 제정된 법 1985 삼림, 야생동식물의 자연보호구 관리방법, 초원법

보호지역의 가치 인식 및 세계유산총회 가입 1985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대한 세계총회

생태보전에 있어 보호지역의 역할 인식 1987 중국 생태보전에 관한 원칙

생물종 보호의 필요성 인식 1988 야생동물보호법

습지중요성 인식 1988 람사르총회

종 다양성 이용에서 얻는 이익공유와 이의 국제적 책임 통감 1992 생물다양성협약

지리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대한 보호 필요성 인식 1994 지리적으로 중요한 유적지의 보전관리에 대한규칙

성 의회에서 인증한 자연보호구에 대한 규칙마련 1994 자연보호구 법

해양보호구를 위한 법 제정 1995 해양자연보호구 관리방법

다양한 영역의 정책의 수정과 승인 1992 중국 생물종다양성 실행계획

대규모 홍수에 따른 대규모 지역에서의 벌목 금지 1998 수상령

비탈(경사면)진 땅에서의 농업을 위한 개간금지를 위한 계획 1999 농업용지의 산림화 및 초원화를 위한 계획

시골과 중국동남부 도시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계획 1999 대 서부발전계획

시골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 2003 법령 1

지금까지 중국은 많은 보호지역이 지

정되었지만, 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포

괄적 법률을 갖추고 있지 않다. 현재 

보호지역은 행정적인 법률로 만 지정

되어 있으며, 더욱이 현존하는 법은 

제한적인 용도변경과 관리 만이 가능

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보호지역이 

법률에 의한 효과적인 관리가 되고 있

지 않다. 국가 및 성 차원에서 습지, 

용도지구, 그리고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를 위한 새로운 법제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보호지역 연혁

중국은 1956년 광동주 딩후산 

(Dinghushan)지역 지정을 필두로 적

극적으로 보호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그 후 1979년까지 정기적이지만 다

소 더디게 신규 보호지역을 지정하

였으나 문화혁명 이후 현재까지 다

소 빠른 속도로 보호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자연보호구에 관한 법률이 유일한 법

제이기에 대규모 보호구 특성과 전혀 

다른 성격을 띠고 있는 소규모 공원 

역시 같은 법에 의해 적용 받고 있

다. 더욱이 보호지역은 수많은 기관

의 목적에 따라 국가단위에서부터 현 

단위까지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10여 

개 기관이 보호지역을 지정 및 관리

하고 있다 

중국의 자연보호구는 야생동식물보호

구, 생태보호구 및 자연유산보호구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지만 대부분의 

보호구가 한가지 이상의 유형을 복합

적으로 지니고 있다. 각 유형이 표8에 

나와있다.  

국가 및 성 차원에서 

습지, 용도지구, 그

리고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를 위한 새로

운 법제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

고 있다

1�



보호지역 확대

중국은 2005년 말까지 5,000개의 

보호지역을 지정했다. 이는 중국면

적의 18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세

계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치이다. 이

중 가장 중요한 보호지역이 자연보

호구이다. 2005년까지 2,349개의 

자연보호구가 지정(홍콩, 마카오, 

대만제외) 되었으며, 이 중 265개

(1,500,000km2)가 국립자연보호구

이다(2006년 7월). 육상자연보호구

는 중국 육지면적의 15퍼센트를 차

지한다(SEPA 2006년). 자연보호구 

외에도 1,400개의 산림공원(627개

가 국립), 800개 이상의 수려한 경관 

및 유적지(187개가 국립), 138개 이

상의 국립지질공원, 50개 이상의 수

상보전경관지역, 1,000개 이상의 소

규모자연보호구와 중국육지의 약 3퍼

센트를 차지하는 농업보호구가 있다. 

이들 다양한 종류의 모든 보호지역은 

IUCN의 정의에 의한 “보호지역” 

이다.

중국 자연보호구의 기초통계가 표 

8에서 그리고 이들의 공간분포도가 

지도 4에 나타나있다. 인구가 많은 

중국의 동부와 남부지방에는 다수의 

소규모 보호구가 존재하는 반면 인구

가 상대적으로 적은 서부에는 대규모

의 보호구가 소수로 존재하고 있다. 

20개의 대규모 자연보호구를 통합하

면 모든 보호구 총면적의 60퍼센트에 

달하는 면적이다. 예를 들어 세계에

서 두 번째로 큰 자연보호구인 치앙탕

(Qiangtang)자연보호구는 이탈리아

와 면적이 비슷하다. 또한, 겨우 1 헥

타아르에 이르는 작은 보호구도 존재

한다. 512개의 소규모 자연보호구는 

총 보호구 수의 21.78퍼센트를 차지

하나 이들의 면적은 0.13퍼센트에 불

과하다(SEPA 2006).

 

표 8. 중국 자연보호구 종류

종류 2005년 현재 보호지역 수 면적

자연생태계

삼림생태계 1,205 323,361

초원 및 목초지 생태계 46 32,382

사막생태계 29 399,688

내륙습지 및 강유역 생태계 245 255,962

해양 및 해안 생태계 66 9,798

야생동식물

야생동물 483 435,655

야생식물 144 24,883

자연유적

지질유적 103 12,019

화석유적 29 5,743

총계 2,349 1,499,490

출처: SEPA (2006)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자연보호구인 치

앙탕(Qiangtang)자연

보호구는 이탈리아와 

면적이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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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WDPA에 IUCN 카테고리 

V로 분류된 중국 대부분의 보호지역

은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 비록 

현재 이 지역에서는 다양한 인간의 활

동이 전개되고 있으나 이들 보호지역

의 관리목적은 카테고리 V보단 카테

고리I에 가깝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

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이들 지역의 

IUCN 카테고리 재분류에 대한 논의

가 필요한 실정이다.   

보호지역 관리기관과 관리기준

중국 대부분의 자연보호구는 산림청

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를 제외한 자

연보호구는 환경청, 건설부, 수자원보

전부, 농림부 또는 해양청 등에서 관

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이 그

림 3에 나와있다. 일부 보호지역은 여

러 기관에 의해 중복 지정, 관리되고 

있기에 보호지역 관리를 위한 기관 간 

조율이 필요한 실정이다. 

다수의 대규모 자연보호구들은 성이

나 현에 의해 관리되고 있지만 국립

자연보호구로 분류되어 있다. Xie와 

Li(2004년)는 국가차원에서 관리하

고 있는 보호지역의 비율이 너무 크기 

때문에(67퍼센트) 성 으로의 하향위

임을 권고하고 있다. 

보호지역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나 

관리기준은 미흡한 상태이며, 직원들

에 대한 전문적인 직무교육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이를 인정할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예산부족, 

관리감독 미흡 그리고 융통성 없는 규

정들 만이 존재한다. 이러한 결과로, 

보호지역 관리목적 및 법에 반하는 영

리사업들이 우후죽순으로 보호지역 

내에 생겨났으며 이 때문에 대부분의 

보호지역이 IUCN 카테고리 분류가 

어려운 실정이다.   

접경보호지역 이니셔티브

중국은 14개 국가들과 국경을 이루

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 국가들

과 많은 접경보호지역들이 존재한

다. 이 중 중요한 보호지역은 중국 

북동부와 러시아 간에 있는 싱카이/

칸카(Xingkai/Kanka) 보호구, 중국

과 북한간의 장백산/백두산, 몽골과  

중국간의 고비사막/알타이산맥 보호

구, 중국과 파키스탄 간의 카라코람 

(Karakoram) 보호구, 네팔의 접

경에 있는 총마롱아/에버레스트  

(Qongmalonga/Everest) 및 기타 히말

라야 산맥, 중국과 미얀마간의 까오리

공(Gaoligong) 산, 라오스와 중국간

의 샹양-한마(Shangyang-Hanma) 그

리고 중국과 베트남간의 리엔산(Lian 

Shan)과 광시(Guangxi) 석회암 보호

구 등이 있다. 다수의 중국 습지 보호

구는 러시아, 한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의 다른 보호지역과 연결된 철새들의 

국제적 이동경로가 되고 있다. 

중국의 국제무역 특히, 야생동식물에 

대한 국제거래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이에 최근 국내에서의 자구노력 뿐 아

니라 다양한 양자간 협정 및 국제협약 

등을 통하여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Forestry 76%

Environmental protection 11%

Agriculture 3%

Ocean administration 2%

Soil 2%
Irrigation 2%

Mining 1%
Urban construction 1%

Other 2%

도형3. 각기 다른 기관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중국 보호지역 비율 (2002)

��



지도 4. 중국 보호지역, Xie 와 Li (2004년)

3.2 홍 콩

범위

홍콩은 1997년 7월1일 이후로 중국

의 특별행정자치구(SAR)가 되었다. 

홍콩의 육지면적은 1,104 km2 에 달

하며, 홍콩섬, 란타우(Lantau)섬과 

일부 소규모 도서들을 포함 중국 본토

의 일부분을 이룬다. 

생물학적 특성

홍콩은 중국 남부-베트남의 아열대 

상록수림 생태지역에 속한다. 홍콩은 

두 번의 산림벌채 후 재 녹화사업을 

수행했다. 현재 이차림은 육지면적의 

16퍼센트를 차지하나 시골경관은 주

로 이차 초원으로 이루어진 민둥언덕

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불은 정기적으

로 발생되는 문제로 현재 남아있는 준

자연산림은 지역민들에 의해 풍수목

적으로 남겨진 것으로 그 규모가 작

은 편이다. 산림면적이 증가하고 있고 

새로운 종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으며, 

특별행정자치구 정부 및 박물학자들

에 의해 야생동식물에 대한 자료가 추

가되고 있다. 인근 광동성 인근의 훼

손된 산림에 살고 있는 많은 야생동식

물들이 이 지역에서 삶의 터전을 찾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맹그로브, 갈대숲과 양어지는 람

사르 지역인 마이포만(Mai Po Inner 

Deep Bay) 에서 발견된다. 산호군

락이 동해 해양공원내에서 보호되고 

있고 중국 흰돌고래(Sousa chinensis 

chinensis)는 서해 해양공원에서 보호

되고 있다

 

그러나 홍콩은 두 번

의 산림벌채 후 재 

녹화사업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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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5. 홍콩 보호지역. 2003년

인구 및 경제

높은 생활수준과 년간 국내총생산

(GDP)이 $28,800에 이르는 홍콩에

는 690만의 인구가 살고 있다. 인구 

대부분은 중국인이지만 세계 주요 국

제무역과 서비스의 중심인 홍콩은 다

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홍콩으로 불러 

들이고 있다. 불교와 기독교가 주요 

종교이지만 다른 종교 대부분이 존재

한다. . 

보전정책 및 법률

홍콩은 육지관리 및 보전에 있어 높

은 수준의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다. 

홍콩은 국가로 제한된 다수의 국제계

획이나 협약에는 중국의 일부로서 참

여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홍콩이라

는 독립된 타이틀로 참여하고 있다. 

홍콩의 자연보전 정책은 지속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에 중요한 자연자원

의 이용제한과 보호, 관리를 통하여 

현재와 미래세대 모두에게 자연자원

의 영유와 이익추구 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사회적 경제적인 고려를 통

하여 추진되고 있다. 야생동물보호법

(1994년)은 사냥과 거래, 수출이나 

보호지역 동물 소유 등을 금지하고 있

고,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3곳의 보호

지역은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산림및

지방법(1976년, 2005년)과 해양공

원법(1995년)은 보호지역의 보전과 

관리에 기반이 되는 법률이다. 환경영

향평가법(1998년)은 개발로 인해 역

효과로부터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보

호지역을 보전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

다. 중국의 일부로서 홍콩은 야생동

식물 멸종위기종국제거래에 관한협약

(CITES)과 람사르협약(Ramsar)을 

준수하고 있다.

보호지역 연혁

2006년 현재 총 면적 416.44㎢ 

23개 국가공원과 17개 특별지역(국

가공원 내 11개 존재)이 국가공원법

에 의해 지정되었다. 높은 보전가치를 

지닌 24.30㎢에 달하는 4개소의 해

양공원과 1개소의 해양보호구가 해양

보호구법에 의해 지정되었다. 과학적

으로 특별한 중요성을 가진 66개의 

지역과 1개의 람사르지역 그리고 야

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3개의 제

한구역들이 존재한다. 

보호지역 범위

홍콩은 높은 비율의 보호지역 면적

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거의 모두 국

가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개

방된 야생의 이차 서식지이며 보전, 

휴양, 교육 및 관광을 위해 관리되고 

있다. 본래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

던 마이포와 이너딥베이(Inner Deep 

bay)는 1995년 람사르지역으로 지정

되었다. 1996년 설립된 해양보호지

역 제도는 생태적으로 민감한 해양 및 

연안지역을 다루고 있다.  

보호지역 관리기관과 관리기준

광범위한 국가공원은 홍콩 정부의 농

수산보전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관리

기준은 우수하고 학계, NGOs 그리고 

정부기관 간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접경보호지역 이니셔티브

홍콩은 다른 나라와 국경을 두고 있

지 않다. 그러나 홍콩은 중국의 광동

성과 행정상의 접경을 이루고 있으며 

1996년 람사르 지역인 마이포만 인

근 후티엔(Futian) 자연보호구의 관리

기관과 함께 협력 프로그램을 시작하

였다. 이 보호구는 물새가 머물다 가

는 중요한 이동경로로서 동아시아 - 

호주 바다새 이동경로 네트워크의 일

부이다. 이 보호구는 기타 아시아 국

가와 중국의 습지관리자를 위한 교육

센터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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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두리(Kadoorie)농장과 식물원은 조

사, 계획 그리고 열대림 보호지역의 

확대를 지원하면서 중국 남부의 몇

몇 성들과 긴밀하게 업무 공조를 하

고 있다. 

특별행정자치구 정부는 광동성과 긴

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광

동성은 보호지역 관리와 산림 및 자

연 보전에 있어 양자간 이익을 위한 

현안에 대해 정기적 모임을 주선하고 

있다. 

3.3 일 본

범위 및 지형

일본은 4개의 큰 섬과 3,000여 개

의 작은 섬으로 구성된 국가로 북으로

는 아북극대 기후이며 최남단은 아열

대기후로 3,000km에 이르는 군도이

다. 일본의 총면적은 378,000 km2 

이다. 일본의 인구밀도는 높고 경제

적으로 매우 발전한 국가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약 67퍼센트

의 산림면적을 보존할 수 있었으며 이

중 27퍼센트는 자연림이고 36퍼센트

는 이차림 그리고 37퍼센트는 조성림

이다. 일본의 약 4퍼센트는 초원으로 

고산대 일부 자연초목지를 포함하고 

있다. 토탄이 많은 황무지, 리드베드, 

호수, 강과 연안갯벌이 포함된 소규모

의 습지가 일본에 존재한다. 

생물학적 특성

일본은 생물학적으로 다소 풍부

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엔 약 

8,800개의 도관생물종과 241개의 

포유류 그리고 약 700종의 조류가 

존재한다(환경성 자연보전국, 일본, 

2002년). 일본에만 사는 특수종이 

이중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일본열도는 아시아대륙판과 필리핀판

이 만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 결

과로 섬들의 위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

라 역동적으로 이동했는데 이는 또한 

섬 뿐만 아니라 섬과 대륙에 수많은 

연결고리를 생성하였다. 이는 섬들의 

군체형성 및 진화에 중대한 결과를 가

져왔다. 3,000m를 넘는 산들이 있으

며 일부는 활화산이다. 지진 또한 자

주 발생한다. 

 

일본엔 혼슈, 시코쿠, 큐수라는 세개

의 큰 섬이 있는데 이 섬은 이전에 혼

도라고 불리는 하나의 대륙이었고 비

슷한 생물군이 존재하고 있었다. 북쪽

에 있는 훗카이도는 최근의 지질학적 

현상으로 혼슈와 분리되었으나 사할

린섬을 걸쳐 시베리아와 연결되어 있

다. 일본최남단에 위치한 류큐 및 오

가사와라섬은 오랜 기간에 걸쳐 고립

되어 있어서 매우 쉽게 고유종을 발견

할 수 있다. 

WWF의 9개 생태지역이 일본 내에 

존재한다. (표9)

표9. 일본 생태지역

생태지역 번 호 면적 (km2) 세계면적 대비 면적(%)

타이히요(Taiheyo) 상록수림 PA0440 138,300 100

타이요(Taiheyo) 저산지 낙엽수림 PA0441 41,900 100

니혼카이(Nihonkai) 저산지 낙엽수림 PA0428 82,300 100

난세이(Nansei)섬 아열대 상록수림 IM0170 4,100 100

오가사와라(Ogasawara) 아열대 우림 OC0109 100 100

니혼카이(Nihonkai) 상록수림 PA0427 21,600 100

혼슈(Honshu) 고산 침엽수림 PA0511 11,500 100

홋카이도(Hokkaido) 저산지 침엽수림 PA0510 45,800 100

홋카이도(Hokkaido) 낙엽수림 PA0423 25,500 100

WWF의 9개 생태

지역이 일본 내에 존

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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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으로 실시된 자연환경조사에서 

일본대륙의 67퍼센트를 산림이 차지

하고 있으며 이 중 27퍼센트는 자연

림이고, 시골의 수목이 우거진 지역을 

포함한 36퍼센트의 이차림, 그리고 

37퍼센트의 조성림으로 나타났다. 대

규모 자연림은 대부분 훗카이도에 밀

집해 있고 소규모 자연림은 이들 이외

의 지역에 산재하고 있다. 나머지 산

림 대부분은 저산지 침엽수림으로 나

타났다. 대규모의 상록활엽수림은 현

재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강어귀에서 

자라고 있는 조습지와 맹그로브림은 

높은 수준의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리오모트(Iriomote)섬의 맹

그로브림은 일본에서 가장 큰 규모이

다. 이차림은 석탄이나 화목용으로 이

용되고 있다. 인간의 간섭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의 천이가 방해 받지 

않고 진행 중이며, 특정 종의 급격한 

감소가 우려된다. 

고산대 자연초목지와 아고산대 초목

지는 고산에서 발견된다. 이차초원은 

저지대의 산림으로 대체되고 있고 방

목용도로 이용된다. 또한 일본은 일부 

중요한 야생지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의 저지대 습지는 벼농사를 위한 

논으로 광범위하게 개간되었다. 광범

위한 연안갯벌은 지역주민과 철새 그

리고 물새들에게 중요한 곳이다. 강과 

호수는 수상식물과 동물에게 중요한 

서식처가 되고 있으나, 상당수의 강에

서 어류가 상류에서 강어귀로의 이동 

시 이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물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의 열도로서 일본의 해양지역은 

어류와 갑각류 그리고 해조류에게 중

요한 서식지가 되고 있다. 도서 간의 

한류와 난류는 해저생물을 매우 풍부

하게 하는 효과를 제공한다. 산호초는 

주로 최남단 섬에서 발견된다. 류큐

(Ryukyu)섬의 산호초가 감소하고 있

는데 이는 등대풀속 관목 불가사리의

가 산호초를 먹이로 섭취하고 있고 적

토의 침전물이 산호초를 훼손하고 있

기 때문이다. 

인구 및 경제

일본은 국내 총생산 미국달러기준 년

간 28,000달러이며 1억2천4백만 

인구를 가진 선진국이다. 신도가 일본

의 주 종교이다. 일본의 음식은 주로 

신선한 해산물이 곁들어진 밥과 국수

이다. 야생동식물에 대한 거래는 거의 

없고 목재자원에 대한 악영향 또한 대

단히 적다. 자연림에 대한 주된 문제

는 농업용지 개간과 개발에서 온다. 

수세기 동안 일본문화는 자연의 균형 

및 수상 생태림의 보전을 소중하게 생

각해 왔다. 

지도6. 일본의 보호지역(2005년)

수세기 동안 일본문

화는 자연의 균형 및 

수상 생태림의 보전

을 소중하게 생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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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정책 및 법률

일본은 자연보전에 대한 강력한 정

책을 펴고 있다. 2007년에 채택

한 제3차 일본생물다양성전략(the 

Third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of  

Japan)은 생물다양성의 지속적 활용

과 보전에 대한 일본정부의 기본정책

이다. 다음은 보호지역과 관련된 법

제들이다.  

• 기초환경법(1993년)

• 자연보전법(1972년)

• 자연공원법(1957년), 2002년 

 개정

• 야생동식물 멸종위기종 보전법 

 (1992년)

• 야생동식물 보호 및 수렵법

 (2002년)

• 문화자원 보호법(1950년)

• 산림법(1951년)

• 기초산림법(1964년)

• 기초수산업법(2001년)

• 수산자원보존법(1951년)

• 도심 녹지법(1973년)

• 도시공원법(1956년)

• 자연복원촉진법(2003년)

• 카타지나(Cartagena) 조약 국

 내법(2003년)

• 외래침입종법(2004년)

• 경관법(2004년)

• 생태관광촉진법(2007년)

일본은 생물다양성협약, 세계유산총

회, 야생동식물의국제거래에관한국제

협약, 람사르총회, 인간과생물권계획

과 같은 다수의 국제협약에서 매우 적

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보호지역 연혁

현재 일본은 국토의 17퍼센트를 차지

하는 668개의 보호지역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보호지역의 분포도를 지도

6에서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첫 번째 국립공원은 1934년

에 지정되었으며 지난 수십 년간 점차

적으로 보호지역이 확대되었다. 자연

공원법에 따라 정부는 일본을 대표할 

수 있는 뛰어난 자연경관을 지닌 지역

을 공원으로 지정해왔다. 일본 보호지

역은 다음 세가지로 구분되는데 이는 

국립공원, 준국립공원과 도립공원으

로 나뉜다. 일본엔 현재 29개의 국립

공원과 56개의 준 국립공원이 있다. 

각 도를 대표할만한 뛰어난 자연경관

을 가진 309개의 보호지역이 도립공

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07년 현

재 자연공원은 일본육지면적의 14퍼

센트 또는 5,398,036헥타르에 이른

다. 

해양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국립공원

과 준국립공원내에 해양공원지역을 

지정하였다. 2007년 12월 현재 일

본은 11개 국립공원 내에 86개의 해

양공원지역(총2,359헥타르)과 14개

의 준국립공원지역 내에 67개의 해양

공원지역(총1,385헥타르)이 존재한

다. 

1972년 자연보전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기초하여, 인간활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과 뛰어난 자연환경을 

지닌 지역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

해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자연보전지역

(도립자연보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야생동식물보호 및 적정수렵법에 따

라 2007년 12월 현재 일본 정부에

서 지정한 66개의 야생동식물보호

지역이 있고 도에서는 야생동식물의 

보호와 번식을 위해 2007년 3월 현

재 야생동식물 보호지역으로 지정한 

3,831개소의 보호지역이 있다.  현

재 총 3,650,000헥타르에 이르는 

이 지역에서는 야생동식물 포획이 금

지되어 있다. 

야생동식물멸종위기종보전법에 따라 

일본은 국가가 지정한 멸종위기종의 

멸종을 막기 위해 2007년 현재 총 

885헥타르에 달하는 9개의 자연서식

지보전지역을 지정했다. 

보호지역 관리기관과 관리기준

일본의 보호지역은 주로 환경성 자연

보전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그 이외

의 지역은 다른 기관들이 관리하고 있

다. 일본은 조사, 모니터링, 보호관

리, 서식지복원 및 생태관광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기준을 보유하고 있다. 

년간 9억 이상의 인구가 공원을 방문

하고 있으며, 특히 국립공원은 지역정

부, 녹색운동가프로그램 및 공원관리

기관과 같은 지역주민을 포함한 지역

사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접경보호지역 이니셔티브

일본은 인근 국가들과 육상으로는 국

경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은 

산호초와 철새 그리고 이들의 서식지 

보전을 위한 지역 및 국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인근 국가들과 따오기 

보전을 포함한 몇몇 공동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3.4 북한

범위 및 지형

북한의 총 면적은 120,540km2이

다. 지리적 위치는 중국과 한국 사이

에 위치하며 러시아와는 일부 접경하

고 있다. 지형은 좁고 깊은 협곡과 분

리된 대부분 산과 언덕으로 이루어진 

바위가 많은 지형이다. 서쪽에는 연

안평지가 넓게 분포하나 동쪽은 끊어

진 형태이다. 백두-장백산의 고도는 

2,744m이다. 

생물학적 특성

산림 이외에 북한에는 일부 중요한 

습지가 존재한다. 북한에는 3개소의 

WWF 생태지역이 존재하고 있다. 

(표10)

 

인구 및 경제

북한에는 2,200만의 인구만이 살고 

있다. 경제현황과 삶의 질은 연간 국

생태지역 번호 (Km2)
국유면적

(%)

장백산혼합림 PA0414 47,281 51.00%

만주혼합림 PA0426 46,195 9.00%

한국 중부 낙엽림 PA0413 27,992 27.00%

표10. 북한의 생태지역 및 보호지역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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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총생산이 미국달러기준 1,000달러

(2000년)일 정도로 동아시아 지역에

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다수의 인

구가 수도인 평양인근에서 살고 있으

며, 시골지역의 경제활동은 농업과 석

탄채굴에 의존한다. 

보전정책 및 법률

북한 정부는 수십 년간 환경보호의 중

요성, 특히 희귀종과 중요한 생태지역

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 왔다. 보호

지역 설립에 관한 법률은 1946년 처

음으로 제정되었다.  

• 산림법(1992년)

• 도시관리법(1992년)

• 건설법(1992년)

• 문화재보호법(1995년)

• 수자원법(1997년)

• 해양오염방지법(1997년)

• 유용한 동물보호법(1998년)

북한 보호지역은 북한과학원의 협조

와 함께 산림부내 산림관리부에 의해 

지정 관리된다(IUCN 1996년). 북한

은 2 곳의 MAB 보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CBD 가맹국이기도 하다. 최

근 북한은 유네스코의 세계유산프로

그램에 가입하였으며, 1개소 세계문

화유산지역을 설립하였다. 지구환경

금융(GEF)은 2000년 1월 “묘향산

자연공원 생물다양성관리” 프로젝트

를 승인했으며 현재 “북한 서해안 생

물다양성관리” 프로젝트를 검토 중

에 있다. 이를 제외하면 북한은 세계

보전프로그램에서 미미한 활동을 보

이고 있으며 북한의 자연보전 및 발전

계획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실행계획 개

발(NBSAP)

북한은 1994년 10월 생물다양성협

약을 비준했으며 1998년 10월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및 실행계획을 수립

하였다. 이 계획은 1999년 7월에 수

립된 국토건설일반계획과 밀접한 관

련이 있다. 이 계획의 주요원칙은 다

음과 같다. 

• 경작 가능한 육지는 국토건설과 

 자원개발의 명목 하에 잠식되면 

 안되고 가능한 넓게 보호해야 

 한다. 

• 도시규모는 너무 방대해서는 안

 되며 다수의 소규모 도시가 건설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북한 내 존재하는 많은 지역의 기

 후 및 토양상태도 고려해야 한다.

• 건설은 과학적이어야 하며 국가 

 및 지역의 경제발전계획과도 부합

 해야 한다. 

국토건설일반계획에는 산림자원의 보

호와 복원, 유용한 동식물의 보호와 

증대,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해안지

역 및 육상수자원 개발과 보전, 해양

자원의 보호 및 증대 그리고 환경오염

방지 등이 나와있다. 

보호지역 수의 증가, 보호 및 관리 

능력 향상 그리고 생물다양성보전에 

대한 야생 동식물자원 관리를 위해 

NBSAP에 따라 긍정적인 조치가 취

해졌다. 

NBSAP에서 보호지역 총면적 

2,428,600헥타아르(19.78퍼센

트)중 696,927헥타아르(육지면적 

5.68퍼센트)에 이르는 자연보호지역

에 대한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 계획

은 자연보호지역의 보호와 관리를 위

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

다는 것을 강조했다.

NBSAP에서 3,395헥타아르에 달

하는 12개의 담수어 자원보호구와 

19,450헥타아르에 달하는 15개의 

연안수산자원보호구 또한 재확인했

다.

지도7. 북한 보호지역.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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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AP는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20개 프로젝트를 선정했으며 이

는 다음과 같다.

• 생물자원 목록화 및 생명다양성 

 평가

• 생물다양성 모니터링과 통제

• 국립자연보호지역제도 설립 

• 백두산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 금강산 및 묘향산 생물다양성 

 관리 

• 청천강하구 및 두만강하구, 대동

 만 습지보호

• 해양자원보호구 관리능력 증진

• 멸종위기종 자료집 출판과 멸종위

 기종 및 희귀 종의 보호

• 식물원, 수목원, 동물원 등 서식

 지외(ex-situ) 보전능력 증대 

• 유전자원은행 설립

• 검정부리 저어새와 중국해오라기 

 보호

• 훼손된 생태림 복원과 나무종묘능

 력 증대

• 생태농업 체계확립과 자원순환농

 업을 위한 모델지역 설립

• 해양자원의 보호와 증식 및 담수

 (먹는 물)/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 고려약용자원 보호 및 증대

• 도심지역 녹지화 및 나무식재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청천강유역 

 지속 가능한 개발

• 생물다양성계획 수립 

• 도 차원의 생물다양성 보호계획  

 수립

• 생물다양성 및 인식증진을 위한  

 관리자 교육훈련

보호지역 연혁

수십 년 간 북한의 보호지역은 더디게 

성장해 왔다. 1946년 최초의 보호지

역이 지정되었으며, 다른 보호지역은 

1976년과 2003년 당초 보호지역에 

근거하여 지정되었다. 

보호지역 범위

북한은 제한된 보호지역을 보유하

고 있으나 NBSAP의 목표를 이미 

초과했다. 보호지역의 총 면적은 이

미 724,000헥타아르(육상면적의 

5.12퍼센트)에 달하고, 보호지역

은 북한 내 3개소의 생태지역에 분

포하고 있다. 170개의 보호지역과 

34개의 천연기념물 보호구가 존재

하며, 이중에는 2개의 생물권보전지

역(125,120헥타아르), 27개의 자

연공원(382,227헥타아르), 4개의 

자연보호지역(62,810헥타아르), 

22개의 식물보호지역(83,750헥

타아르)과 20개의 해양자원보호구

(45,510헥타아르)가 있다.  

북한에는 자연서식지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고, 개체수의 밀도가 낮으

며, 여타 개발압력이 제한적이기에 북

한 보호지역 제도를 강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보호지역 관리기관과 관리기준

북한의 보호지역 관리기준에 대해 알

려진 바는 거의 없다. 법 집행은 매우 

엄격하지만 빈곤은 나무와 기타 산림

자원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북한 

정부는 조사나 예방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와 자원을 제한적으

로 보유하고 있다. 

접경보호지역 이니셔티브

북한은 일부 멸종위기종의 상당한 개

체 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근 국가들

과도 보호지역 설립을 위해 중요한 접

경을 이루고 있다. 

 

북한은 거위, 백조, 두루미와 같은 철

새에게 중요한 지역일 뿐 아니라 동

아시아 철새이동경로보호구 네트워크

의 일부를 형성하는 중요한 습지를 지

니고 있다. 

표11. NBSAP에 실린 북한의 주요자연보호지역 수와 면적

IUCN카테고리 보호지역 보호지역수 면적 ha

엄정자연보호구 백두자연보호구를 제외한 7개의 자연보호구 8 60,600

자연공원 금강산자연공원을 제외한 20개의 자연공원 21 169,900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291 51,191

특별보호구 12 19,000

야생보호구 식물보호구 14 29,330

동물보호구 14 94,071

바다새 보호구 6 189

철새(습지) 보호구 12 19,000

경관보호구 수풍호 24 147,646

경관보호구 23 108,000

총계  698,927

표 12. 한국의 생태지역

생태지역 번호 면적(Km2) 면적 (%)

한국중부낙엽림 PA0413 75,625 73

한국상록수림 PA0439 14,060 100

만주혼합림 PA0426 5,7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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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대한민국

범위 및 지형

대한민국은 한반도 남부와 3,153개

의 도서(464개의 유인도)로 구성된 

국가로 총 면적은 99,000km2에 달한

다. 비교적 넓은 계곡에 의해 구분된 

몇몇 산맥과 다양한 산림, 습지, 해안

지역으로 구성된 국가이다. 

 

생물학적 특성

한국은 풍부한 개체 수와 고유종을 보

유하고 있다. 최남단 상록수림 만해도 

다수의 고유식물과 풍부한 종들이 서

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주도는 다

수의 고유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하단

부에서는 개발이 다소 진행된 상황이

지만 고도가 높은 대부분의 지역에는 

울창한 산림이 발견된다. 

한국은 하나의 WWF 생태지역과 나

머지 두 개의 생태지역 일부분을 보유

하고 있다. 

인구 및 경제

한국은 수십 년간 급속한 경제성장

과 발전을 이루어 왔다. 현재 한국에

는 비교적 많은 수인 4,800만이 거

주하고 있으며 2002년 현재 년간 

국내총생산(GDP)이 미국달러기준 

17,700에 달한다. 주요도시는 산업

화되었으나 농촌지역과 산림지역이 

광범위하게 남아있다. 

 

보전정책 및 법률

한국정부는 1962년 미국에서 최초

로 개최된 세계국립공원대회에서 자

연자원 보전에 더욱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

다. 1967년 국립공원 설립을 최초

로 위탁 받은 기관은 건설부였으며, 

1989년 이후로 환경부가 한국의 자

연생태보전지역을 관리하고 있다. 새

로운 자연환경보전법이 1991년 제

정되었다.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와 

관련된 다른 법률에는 습지보전법

(1999년), 자연공원법(2001년 개

정)과 독도등무인도서생태계보전에

관한특별법(1997년)등이 있다. 

대한민국은 1997년 람사르협약을 비

준하였고 2008년 현재 6개의 람사르

습지를 지니고 있다. 

보호지역 연혁

1967년 한국의 첫 번째 국립공원

이 설립되었으며, 이후 보호지역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2005년 한반

도의 척추에 해당하는 백두대간(총 

2,634km2)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이 제정되었다. 

보호지역 범위

대한민국에는 현재 국토의 7.3퍼센트

를 차지하는 20개의 국립공원, 23개

의 도립공원과 33개의 군립공원이 

있다. 이들 이외의 보호지역 범주에

는 자연생태보전지역, 자연보호구, 

야생동식물 서식지를 포함하는 천연

기념물과 경관지역으로 나뉜다. 이

는 1994년 카라카스에서 목표로 설

정한 10퍼센트를 훨씬 뛰어넘는 것

으로서 국토의 5.6퍼센트인 총면적 

15,621,435km2에 달하는 면적을 

보호하고 있다. 보호지역 면적은 한

국의 남단에서 더 확대될 수 있는데 

이곳은 생물학적으로 가장 풍부하고 

매우 독특한 지역으로 한국 전 지역

에 분포하는 WWF의 생태지역이 존

재한다. 현재 한국에는 63개의 중요

한 습지보호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 48개소가 서해생태지역을 따

라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관리권이 

미치는 일부 습지보호지역 만이 보호

되고 있다. 

 

한국의 보호지역 분포는 지도 8 과 

같다. 

지도8. 대한민국 보호지역,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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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역 관리기관과 관리기준

환경부 및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보

호지역의 계획수립, 지정, 이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관리효

과성은 매우 우수한 편이다. 

접경보호지역 이니셔티브

중요한 접경보호지역 구상 중 하나는 

UNDP의 지원 하에 휴전선 인근 남

북 4km 동서 250km에 달하는 접경

생물권보전지역 이니셔티브이며, 북

한의 협조를 얻으려는 노력이 진행돼 

왔다. 이 지역은 평화공원으로도 매우 

적합한 지역이다. 

 

3.6 마카오

범위

마카오는 면적이 25km2 에 달하는 

작은 지역이다. 가장 높은 곳이 해발 

172m인 마카오는 중국 본토에 부속

되는 섬이다. 1999년 12월 20일에 

포르투갈의 식민지에서 중국의 특별

행정자치구가 되었다. 

생물학적 특성

마카오는 중국 남부-베트남 아열대 상

록수림 생태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열대 해안계절풍의 기후를 가지고 

있다. 마카오 전체가 도시이지만 이 

중 녹지(공원용지)가 20퍼센트를 차

지하고 있으며 일부 해수욕장의 해안

선은 총 41km에 이른다. 

인구 및 경제

0.87퍼센트의 인구성장률을 가진 

44만의 인구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2002년 현재 국내총생산이 

미국달러기준 연평균 19,400달러에 

이르는 삶의 질이 우수한 지역이다.  

 

보전정책 및 법률

마카오 도심에는 자연보전을 위한 공

간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정부 정책

으로 국토의 20퍼센트를 녹지로 유지

하려는 노력이 진행중이지만 이는 이

차림이나 인공림으로 존재할 뿐 보호

지역 지정을 위한 시도는 없었다.

 

보호지역 연혁

마카오에는 현재 IUCN 카테고리에 적

합한 보호지역이 없지만 문화지역인 

세계유산지역은 존재한다. 

3.7 몽 골

범위 및 지형

총면적 156만km2에 달하는 몽골은 

세계에서 육지로만 둘러 쌓인 가장 큰 

국가 중의 하나이다. 커다란 국토면적

에 비해 250만 인구가 거주하는 몽골

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적은 인구 밀

도를 가진 나라 중 하나이다. 몽골에

는 다양한 형태의 지형이 있으며, 이

들에는 호수, 습지, 초원, 산림, 사막

과 산 등이 있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지형에 삶의 터전을 이동하며 살고 있

는 전통 유목민이 몽골인구를 구성하

고 있다. 준유목민들은 말과 낙타를 

타고 그들의 양떼, 소떼, 염소 떼를 

한 초지에서 다른 초지로 일년 주기

로 이동시킨다.  

생태적으로 몽골은 고비사막, 알타이

산맥, 시베리아 타이가림과 중앙아시

아 스텝이 만나는 중앙아시아의 조우

지점에 있다. 다수의 야생서식지와 중

요 종들의 개체수가 유지되고 있지만 

기후악화와 강도 높은 수렵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생물학적 특성

풍부한 개체수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일부 고유 생태계와 희귀 종들이 존

재하고 있다. 

몽골에는 15개의 중요한 WWF 생태

지역과 사얀(Sayan) 산간 초원지대의 

끝부분을 보유하고 있다.

표13. 몽골의 주요 생태지역

생태지역 번호 면적(Km2) 면적(%)

다우리안(Daurian) 대초원림 PA0804 94,614 45

몽골-만주 초원 PA0813 308,600 35

트랜스-바이칼 낙엽수림 PA0609 38,060 19

시렝게-오르콘(Selenge-Orkhon) 대초원림 PA0816 202,301 89

사얀(Sayan) 산간 낙엽수림 PA0519 38,294 11

사얀(Sayan) 고산초원 및 툰드라 PA1016 21,540 27

칸가이(Khangai)산맥 고산초원 PA1007 37,167 100

칸가이(Khangai) 산맥 낙엽수림 PA0512 2,900 100

고비호수유역 사막대초원 PA1315 139,703 100

동부고비사막 대초원 PA1314 178,315 63

알라샨(Alashan)고원 준사막 PA1302 217,967 32

정갈(Junggar)분지 준사막 PA1317 33,899 11

알타이 산간림과 대초원림 PA0502 90,369 63

알타이 고산초원 및 툰드라 PA1001 25,559 28

대호수분지 사막초원 PA1316 135,197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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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의 66퍼센트 지역은 초원으로 덮

여 있고 이는 세계적으로도 특별히 중

요한 지역이다. 세계 6 퍼센트의 초원

이 몽골에 존재하리만큼 전 세계를 통

틀어 가장 크고 가장 교란이 적은 온

대 초원지대이다. 

몽골을 서식지로 삼고 있으며, 이 지

역에 현재 서식하는 가장 대표적인 종

들은 눈 표범(Uncia uncial), 몽골 큰 

코 영양(Saiga tatarica momgolica), 

큰 뿔 양(Ovis ammon), 야생낙타

(Camelus bactrianus), 갈색 곰(Ursus 

arctos), 야생마(Equus hemionus)과 

재두루미(Grus vipio)등이 있다. 

보전정책 및 법률

몽골은 전통 유목생활에 매우 중요한 

환경을 유지해 왔고 관광을 촉진시키

기 위한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개발과 도심지역의 

급속한 인구팽창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 도로의 개설이 지금까지는 접근

하기 어려웠던 곳으로의 접근을 가능

하게 하고 시장자유화 및 총기류 도입

과 국제거래가 생물자원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치고 있다.  

몽골에는 24개의 환경법이 있으나 보

호지역관리와 가장 관련이 있는 법들

은 다음과 같다. 

•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1995)

• 특별보호지역에 관한 법률

 (1995)

• 특별보호지역 완충지대에 관한 법

 률(1997)

• 산림에 관한 법률(1995)

• 자연식물에 관한 법률(1995)

• 식물보호에 관한 법률(1006)

• 사냥에 관한 법률(1995)

• 동물에 관한 법률 (1995)

• 멸종위기 종의 국제거래 도입에 

 관한 법률(1995)

몽골 정부는 강력한 환경보호정책

을 채택하였으며 자연환경국을 설

립하였으며, 1996년 UNDP의 지

원으로 생물다양성보전실행계획

(Biodiversity Conservation Action  

Plan for Mongolia)을 수립하였다. 

지도9. 몽골의 보호지역 시스템 2003. (6분도)

몽골은 전통 유목생

활에 매우 중요한 환

경을 유지해 왔고 관

광을 촉진시키기 위

한 우수한 자연환경

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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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역 연혁

생물다양성보전실행계획에 따르면 몽

골은 6개의 주요 생물지리학 지역과 

45개의 세부지역으로 구분되어 있

으며, 이 단위는 보호지역 네트워크

의 기본골격을 형성하고 있다. 당시 

26개소의 보호지역은 현재 61개소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몽골 전체지역의 

13.7%에 해당되는 면적이다. 더 많

은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노력이 진

행 중이다.

보호지역 시스템의 범위

몽골에는 총 55개소의 보호지역이 지

정, 관리되고 있으며 이는 몽골 전체

지역의 13.8% 즉 21,500,000헥타

르에 이른다. 몽골보호지역은 15개소

의 엄정보호지역과 18개소의 국립공

원, 19개소의 자연보전지역 및 8개소

의 천연기념물로 분류되어 있다. 지도

9는 보호지역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

다.

보호지역 관리기관과 관리기준

몽골의 자연환경관리부(Ministry of 

Nature and Environment)가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활동을 담당하고 있지만 

광대한 보호지역 관리 및 역량강화에 

많은 한계가 있으며, 이에 국제연합

개발프로그램(UNDP), 지구환경금융

(GEF), 세계야생동물기금(WWF)과 

같은 국제기구로부터 원조를 받아오

고 있다. 

보호지역 관리의 주요 이슈는 악화되

는 기후조건, 불법이주 및 증가하는 

사냥 등이 있으며, 이 중 가장 심각

한 문제는 목초지 잠식이다. 현재 몽

골의 약 78%의 목초지가 지역사회

에 의해 잠식되었으며 추가적으로 약 

20%가 시장과 수자원 근접지역의 과

잉 방목, 광업(금광업 위주) 그리고 

복원노력의 부재로 인해 상황이 악화

되고 있다. 

접경보호지역 이니셔티브

몽골은 접경보호지역 관리를 위해 이

웃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에 

해당되는 지역이 상당수 존재한다. 일

부 접경지역의 보전노력이 이미 시작

되었으며, 러시아 국경에 있는 테스리

버빌리지(Tes River Village), 툰쿤레이

크(Tun Kun Lake), 소쿤드(Sokhound) 

및 도롄(Dauren) 지역이 이에 해당된

다.  협력 가능한 중국의 접경 지역으

로는 알타이(Altay)지구, 그레이트고

비(Great Gobi), 남부 목초지와 북동 

달라이레이크(Dalai Lake) 및  몽골다

규어(Mongol-daguur)지역이 이에 해

당되며, 넘러그(Numrug)보전지역 또

한 중국 국경지역에 인접해 있다.

3.8 대 만

보호지역 범위 및 지형

대만은 한 개의 큰 섬과 북회선을 통

과하는 88개의 작은 섬들로 구성되

어 있다. 육지면적은 36,000km2이며 

주요 섬의 동쪽 해저 깊이는 3,000-

6,000m 정도이다. 

대만의 3분의 2 이상은 3,000m가 

넘는 62개의 봉우리로 구성된 산맥으

로 덮여있다. 옥산(Yu Shan)의 가장 

높은 봉우리는 3,977m에 이른다. 가

파르게 흐르는 작은 강은 서쪽의 좁은 

평원으로 넓게 흘러가며 1,100km에 

이르는 해안선에는 홍수림을 포함한 

여려 개의 만이 있으며 앞바다의 작은 

섬에는 산호초가 서식한다. 대만의 기

Table 14.  대만의 생태지역(Ecoregions of Taiwan)

생태지역 번호 면적(km2) 국가전체(%)

대만의 아열대상엽수림 IM0172 33,400 100

남대만의 몬순우림 IM0171 2,600 100

후는 아열대의 몬순기후이며 남부지

역은 열대기후를 보이고 있다. 

생물학적 특성

대만은 종 다양성이 극히 풍부한 편은 

아니지만 생물학적으로는 거의 모든 

분류군에서 가장 높은 단위의 고유성

을 가진 중요한 지역이며 이것이 아시

아의 다른 국가와 차별되는 면이기도 

하다. (표3 참고)

대만은 세계야생동물기금(WWF)의 

2개의 생태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표14)

인구 및 경제

대만의 인구는 약 2,230,000명이

며 내전 이후 국민당과 함께 이주해 

온 중국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만

은 지난 몇 십 년 동안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며 1인당 국민소득이 

US$23,400에 이른다(2006년 기

준). 서쪽의 연안평지에 인구가 집중

되어 있으며 대만 중심에 위치한 산들

과 동쪽의 좁은 연안평지는 인구가 거

의 없는 야생지역으로 남아 있으며 약 

29%가 산림으로 덮여 있다.

보전정책 및 법률

대만의 자연보전 정책은 4개의 주요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서식지 보존, 

산림자원 보전, 멸종위기 종 보호 및 

국제 종 보호활동 참여이다. 대만의 

주요 자연 생태계 보호법은 아래와 같

다:

• 국립공원법(1972)

• 문화유산보존법(1982)

• 야생동식물보전법(1989)

산림법, 환경영향평가법 및 국토수도

보전법은 보전활동에 대한 근거를 제

공한다.“생물다양성실행계획 (A Bi-

odiversity Action Plan)”은 2002년 

완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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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역 범위

대만의 81개소의 보호지역은 전체 육

지의 21%를 차지한다. 지도 10은 주

요 보호지역의 분포를 보여준다. 이 

보호지역 중 국립공원은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을 위한 휴양공간뿐만 아니

라 상당한 보호지역 범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래 지도 참고)

보호지역 관리기관과 관리기준

농림부는 자연보전활동을 관장하는 

반면에 내정부 영건서 및 각 국립공

원 사무소는 국립공원을 관리한다.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

tion Administration)은 환경영향평가 

표15. 대만의 보호지역 시스템

보호지역 유형 IUCN 카테고리 번 호 면 적 (ha)

자연보호구 I 19 64,777

국립공원 II 6 322,845

야생동식물보호구 IV 17 25,819

야생동•식물주요서식지보호구 IV 31 321,744

森林保護地域 VI 8 21,348

합 계 81 756,623

출처: 농림부(2006)

지도10. 대만의 보호지역 시스템 2005(왼쪽: 해양보호지역, 오른쪽: 육상보호지역)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와 공해방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

다. 이 기관들은 대만국립공원협회 

(Taiwan National Park Society), NGO 

및 대학의 지원을 받고 있다.

대만은 보호지역 관리와 조사 그리고 

생태관광 관리 기준이 비교적 엄격한 

편이다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

만의 국립공원에는 매년 양명산 

(Yangminshan) 12백만명, 간정

(Kenting) 4백만명, 옥산(Yu-shan) 

2백만명 등 수많은 방문객들이 이들 

지역을 방문하고 있다.

접경보호지역 이니셔티브

대만은 육지로 다른 국가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

중국의 남중국해(South China Sea) 

분쟁과 관련하여 대만은 아세안연합

국가(ASEAN)와 협력하여 남중국해

의 중요 산호군락 종과 어류 종의 보

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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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전모니터링센터(WCMC)는 고

도, 영토, 생태지역, 서식지유형 및 

멸종위기종과 고유종 범위에 중점을 

두어 동아시아 보호지역 범위에 대

한 지리정보시스템(GIS)분석을 시

행하였으며, 이 분석의 주요 결과는  

Appendix V에 나와 있다.(MacKinnon 

et al. 2005).

세계보전모니터링센터(WCMC)의 분

석 결과에 의하면 동아시아 지역은 다

양하고 광범위한 보호지역시스템 개

발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서식지 혹은 종 범위 간 커다란 격차

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상업적 가

치 및 생물다양성 가치가 낮은 지역

이 존재하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많은 수의 보호지역과 광범위

한 면적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전문

가 그룹 보고서와 국가보고서에 따르

면 멸종 위기종의 개체수가 점점 증가

하고 있으며, 주요 서식지 및 보호지

역이 지속적으로 손상되고 있다. 증가

하는 멸종위기의 주요 원인은 보호지

역의 체계가 아니라 기 지정된 보호지

역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

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보전모니터링센터(WCMC) 분석

에 의하면 추가 보호지역 지정 및 자

연(반자연) 서식지의 생태통로를 통

한 보호지역 면적확대 혹은 연계가 필

요하다. 관련내용은 아래의 권고사항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세계보전모니터링센터(WCMC) 분석

결과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동아시아 보호지역을 위한 실행계

획 (A Regional Action Plan for Pro-

tected Areas in East Asia)” 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취약한 해양보호지역 

관리실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해양오염 및 침전, 산호채굴, 어류남

획, 파괴적 방법의 낚시, 상어 및 거

북이의 과도한 사냥 및 고래사냥 합

법화 움직임 등을 고려하여 해양보호

지역의 취약 부분이 시급히 수정되어

야 한다.

산, 사막 및 야생지역에는 보전이 잘 

되어 있는 많은 종류의 보호지역이 존

재한다. 실제로 이 지역의 일부 보호

지역 면적은 국가 면적만큼 이나 넓

다. 대체로 이런 지역은 비옥한 저지

대보다 생물다양성 가치가 낮은 편이

다. 야생의 가치가 높고 중요한 배수

지역으로서 역할을 하지만 생물다양

성의 가치는 낮은 편이다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위치한 보호

지역의 특징은 면적이 좁다는 것이다. 

보호지역의 협소한 면적은 생태적 지

속가능성을 저해시키고 심지어 보전

이 잘 되고 있는 보호지역 내에서 조

차 섬생물지리적효과로 인해 일부 자

원이 멸종 될 수도 있다. 좁은 면적의 

보호지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

해서는 완충지대와 생태통로에 관한 

효과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보호지역 

간 혹은 인접한 자연(반자연) 서식지 

간 주요 종을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

다. 예를 들어, 인접해 있는 두 개의 

자연보전지역을 보호지역과 연결하는 

것은 어렵지만 산림지와 공원간 생태

통로는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

이 아니다. 

보호지역에 대한 효과적 관리의 중요

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다. 큰 면적의 보호지역 지정이 보호

지역 내 생물 종 보전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부의 사냥행위

라도 점진적으로 번식 종에 치명적 영

향을 끼칠 수 있다.  

증가하는 멸종위기

의 주요 원인은 보호

지역의 체계가 아니

라 기 지정된 보호지

역 관리가 효과적으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4. 동아시아 보호지역 범위에 대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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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광대한 티베트고원과 고

비사막은 넓은 보호지역을 포함하고 

있지만 야생 야크 (Bos grunniens), 

눈표범, 늑대(Canis lupus), 티베트

영양(Pantholops hodgsonii), 프셰발

스키말의 가젤(Procapra przewalskii) 

및 야생쌍봉낙타(Camelus bactrianus 

ferus)는 모두 인간에 의해 심각한 멸

종 위기에 놓여 있다. 중국의 보호지

역은 초기 지정 시 대부분 희귀 종을 

보호하기 위해 편중 지정되었으며 이

로 인해 보호지역 분포가 균형을 이루

지 못하고 있는 편이다. 예를 들어 중

국의 자이언트 팬더의 경우 종 서식지 

전체가 보호되고 있는 반면에 새앙토

끼(Ochotona spp.)와 같이 덜 주목 받

는 종에 대한 보호가 미비하고 심지

어 농업 해충으로 취급되어 혹사 당

하기도 한다.

새앙토끼는 중국 북서부지역과 몽골

의 광활한 초원에서 서식하는 중추 종 

중의 하나이다. 이들은 초원 생태계에 

있어서 중요한 존재로 굴에서 서식하

며 다양한 식물과 풀, 씨앗, 뿌리 및 

잎을 먹고 산다. 가축에게 유해한 식

물을 잡아 먹고, 초목의 밀도를 낮게 

유지시키고, 영양분을 이동시키며, 초

원에 통기 및 배수 역할을 함으로써 

녹은 눈이 땅으로 스며들게 한다. 게

다가 버려진 새앙토끼 굴은 뱀, 부엉

이 및 다른 조류와 파충류 같은 많은 

초원 동물들이 사용하기도 한다. 새앙

토끼는 소나 양의 목초를 먹기도 하

지만 전반적으로 이들은 생태계적으

로 중요한 존재이며 건강한 목초지를 

위해 필요한 존재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때 농업 전문가들은 이 동물을 유해

한 해충으로 분류하여 살충프로그램

을 통해 목초지의 수천 평방 킬로미

터에 걸쳐 살충제를 뿌리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새앙토끼 뿐만 아니라 다른 

무해한 그리고 심지어 이로운 많은 수

의 동물이 소멸되었다.

목초지의 또 다른 문제점은 방목지로 

둘러싸임으로써 야생 영양, 야크, 말

과 같은 야생가축과 목축민들을 이들

의 훌륭한 겨울 목초지로부터 격리시

키는 것이다. 

중국은 보호지역의 면적, 수, 보호지

역 범위, 직원, 예산 분배 및 연구, 프

로젝트 측면에서 보호지역 국가시스

템을 구축에 진척을 보였지만 몇몇 취

약점이 남아 있다. (Protected Areas 

Task Force of CCICED, In: Yan et al. 

(2004). 이 중 중요한 것은 포괄적

인 보호지역 카테고리 시스템 및 통합

적 법제 시스템의 미흡이다. 그 외에

도 자금, 관리역량 및 감독기구의 역

할이 부족하며 이 문제들에 대한 시급

한 조치가 수반되지 않는 다면 광범위

한 규모의 보호지역 지정 및 재원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쓸모 없게 될 것

일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손실은 지속

되고 감소된 보호지역 생태능력은 사

회적 혜택 및 수익측면에서 막대한 손

실을 가지고 올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보호지역 관리에 있어 

많은 선진화를 이루었다. 주요 보호지

역 내 사유지와 관련된 문제가 남아 

있지만, 보호지역관리에 대한 축적된 

자이언트 펜더곰 - 깃대종

지도11: 백두대간 프로그램

노하우(know-how)를 동아시아 지

역의 다른 국가들에  기술이전 및 지

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경우 핵 정책으로 인한 외교적 

고립으로 경제적 제재를 받고 있으며 

환경 및 경제 분야의 국제원조 또한 

보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절박한 자연

환경 및 기본적 요구에 대한 원조활동

이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지속되고 

동아시아국가 및 국제사회가 북한의 

환경 보호노력에 동참하도록 노력해

야 한다. 북한과의 접경협력으로는 중

국과의 백두(Baekdu) 및 두만강(Tu-

men River) 접경지역 협력 그리고 비

무장지대(DMZ) 협력 등이 있다. 한

반도 백두대간의 전체 산맥을 따라 연

결된 생태통로를 만드는 장기계획이 

기획 단계에 있다.(지도11)

IUCN의 동아시아 지역 분류에 러시

아 동부지역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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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12. 흑룡강(Amur)유역

려가 필요하다. 러시아는 생물학적으

로 중요한 지역으로 흑룡강(Amur) 유

역은 최근 있었던 분류작업에 의해 반

으로 잘려졌지만 여전히 무분별한 낚

시 및 오염 예방과 야생동물 개체군 

보호를 위해 통합관리접근법이 절실

히 요구되는 지역이다.

몽골은 이미 러시아와 4개의 접경지

역에 대해 협약을 맺었으며 중국과는 

3개의 양자협력 협약을 맺은 상태이

다. 러시아는 동아시아 북해지역의 낚

시 규제 및 보전활동에 있어 중요한 

이해당사자이며, 동아시아 철새이동

경로(East Asian Flyway)의 습지보전

의 중추역할을 하는 바다새, 맹금 및 

물새의 번식지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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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행계획 1996 평가

실행계획 1996은 실행계획 범위가 

광범위하고 13개의 우선순위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야심찬 프로그램이었

다. 하지만 관련 회의 개최 및 후속 

조치 등 많은 훌륭한 아이디어와 의

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계획은 이

행되지 못했으며, 오늘날 까지도 유

효한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다. 실행

계획에서 제시하는 13개의 최우선순

위 계획 중 일부는 이행되었지만 동아

시아 지역차원에서의 노력이 부족했

으며 실행보다는 보고서 작성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대부분이다. 실행계획 

1996은 국가보호지역 시스템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이행사항 소망목록(wish 

list)에 불과 하였다. 수행된 계획은 대

부분 기본 요구사항을 다루었으며, 동

아시아 지역차원의 이행이 아닌 개별 

국가에 의한 이행이 대부분이다. 

IUCN은 동아시아 지역에 맞는 다양

하고 훌륭한 관리 툴 및 우수사례 가

이드라인을 개발해 왔지만 극히 제한

된 언어로 만 번역되어 있으며, 임시

방편으로 만 사용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 내 IUCN의 입지는 약한 편이며 

보호지역 관리기법을 각 국의 국가프

로그램으로 연계, 발전시키는데 성공

하지 못했다.

하지만 가장 큰 성과는 거의 두 배 가

까이 증가한 전체 보호지역 체계와 중

국, 몽골, 북한 내 현저히 증가한 보

호지역 면적이다.   

람사르지역(Ramsar sites), 세

계자연유산지역 (World Heritage 

natural sites) 및 생물권보전지역 

(Biosphere Reserves) 과 같은 국제

적 범위 내에서 승인된 보호지역 수가 

눈에 띄게 증가 하였다. 북한은 아직 

등재된 자연유산 혹은 문화유산이 없

지만 세계문화유산협약에 가입을 한 

상태이다. 

북한이 환경보호, 보전 및 보호지역시

스템 구축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

인다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실행계획 중 해양보호지역시스템 강

화와 관련 많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주로 영해분쟁으

로 인해 개별 국가의 단독활동이나 협

력활동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보호지역관리, 관리효과성 모니터링, 

데이터 관리 및 공유에 관한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거의 진척되지 못하고 있

으며, 밀렵과 야생동식물 거래 예방

을 위한 직원 교환프로그램도 거의 답

보 상태이다

실행계획 1996은 너무 광범위한 분

야를 다루고 있으며, 책임, 예산 그리

고 실행계획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부

족하였다. 개별 정부가 실행해야 할 

완전하고 공인된 계획이라기 보다는 

권고사항에 대해 기술한 학술적 성과

평가에 불과하였다.

중국 및 일부 다른 국가의 보호지역 

법제는 효율적인 보호지역 관리 및 이

로 인한 혜택을 보장하기에 부족한 점

이 많다. 

유럽연합(EU) 및 아세안(ASEAN)에 

비해 동아시아 지역 내 협력활동은 극

히 미비한 수준이므로 강화될 필요가 

있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으로 

인해 협력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은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룬 반

면 일본, 한국, 홍콩과 같은 선진국

들은 경제침체를 경험하였으며 북한

과 몽골은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

고 있다

한편 외래침입 종, 기후변화, 해양 및 

담수시스템 오염, 야생동물관련질병

(SARS, 조류독감 등) 및 불법 야생

동물 거래 등과 같은 새로운 이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금번 동아시아지역실행계획에는 현실

적인 실행가능성과 짧아진 실행계획 

이행기간(5년) 그리고 명확하고 구

체적인 실행계획 이행대상이 나와 있

다. 동아시아 실행계획 1996에서 밝

힌 실행계획과 이행사항은 Appendix 

II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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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에 의하면 동아시아 지역은 넓

은 보호지역에도 불구하고, 보호지역

시스템 내 서식지 범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도가 비교적 낮은 지

역에 위치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서

식지 중 많은 부분이 개발에 의해 위

협을 받고 있으며, 이 지역의 생물학

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노

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생물다양성 보

전을 위한 사유지의 취득이 쉽지는 않

지만 용도지구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

다.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이 풍부하

고 휴양가치가 있는 지역 내의 건설 

및 산업 활동을 금지시켜 상업적 가

치를 감소시키면 보호지역 지정을 위

한 토지의 취득이 용이해 질 수 있다.

추가 보호지역이 필요한 곳은 다음과 

같다: 

중국의 경우 티엔산맥(Tianshan), 

진찌산맥(Jinji Mountains), 칭하

이성 (Qinghai province)의 동부국

경지역, 남동의 윈난-귀쪼우고원  

(Yunnan-Guizhou  Plateau), 헝두언

산맥(Hengduan Mountains), 황투고

원(Huangtu Plateau), 오르도스고원

(Ordos Plateau), 광시성(Guangxi) 

북부, 화이허강(Huaihe) 그리고 

옐로우강(Yellow Rivers )등이 있

다. 몽골의 경우 알타이 산맥 (Altai  

Mountains), 대호수 평지(Great Lakes 

Plain) 및 남동지역이 해당된다. 이외

에도 한국의 최남단, 대만의 저지대숲

과 란위섬(Lanyu Island) 그리고 해양

지역 등이 해당된다. 

IUCN의 종 실행계획(Species Action 

Plan)에 의하면 서식지 범위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차이가 확인

되었다: 영양 보호를 위한 중국야생동

물보호법(China’s Wildlife Protection 

Law)의 엄격한 적용, 치앙탕(Qiang-

tang)과 아린산(Arjin Shan)보호지역 

내 밀렵에 대한 조치 강화, 타림분지

(Tarim Basin)와 차이담분지(Chaid-

am Basi)내 보호지역 추가 지정, 칭하

이호수(Qinghai Lake)동쪽의 후동-케

토(Hudong-Ketu)지역 내 프셰발스키  

(Przewalski)가젤(Procapra gutturosa) 

보호를 위한 보호지역 지정, 몽골가젤

(Procapra gutturosa)의 중국 내 개체

수 보호를 위한 몽골접경지역의 싱

바레고우키(Xinbaragyouqi)와 동구

키(Dongwuqi)지역 내 보호지역 지

정, 중국의 북서부 알타이(Altai) 지

역 내 몽골 큰코영양(Monglian saiga  

antelope) 재도입 및 티베트영양 양

모의 샤투시(shahtoosh) 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등이 이에 해당된다.  

자유로이 방목되는 일본사슴(Cervus 

nippon), 중국 고라니(Hydropotes 

inermis) 및 멸종위기에 처한 사향노

루(Moschus spp.)의 분포상태에 대

한 정보 구축, 그리고 중국 동남부 

지역 내 희귀 블랙문착(Muntiacus  

crinifrons) 보호 강화 및 사향 거래에 

대한 단속도 필요하다. 

마삐엔 따펑띵(Mabian Dafengding) 

자연보호구역을 포함한 4개 보호지

역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희귀고유 

종인 사천성 언덕자고(Arborophila  

rufipectus) 보호에 대한 노력도 필요

하다. (Fuller et al. 2000)

보호지역 네트워크 격차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의 노력들이 필요하다: 

• 중국의 자이언트 펜더곰 외에 붉 

 은 펜더곰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규명

• 살쾡이 보호를 위해 가능한 많은 

 보호지역의 연결 및 확장 그리고 

 고양이 모피 거래에 대한 단속 강

 화

• 중국 북부산림 내 희귀 뇌조(雷

 鳥)종과 말코손바닥사슴(Alces 

 alces) 보호를 위한 불법 사냥에 

 대한 감시 강화. 시베리아 호랑이 

 서식지 내 보호지역 확대

• 두루미 번식 및 월동에 중요한 지

 역이 두루미전문가 그룹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이 지역에 대한 보

 호활동 강화 

• 야생 갯과(科)동물 분포 현황에 

 대한 정보구축 및 보호지역 관리

 강화

6. 보호지역 네트워크 격차 보완

• 잘 알려지지 않은 족제비 개체군 

 파악과 쓰시마담비(Martes 

 tsuensis), 울버린(Gulo gulo)- 

 북미산 족제빗과, 대만의 노란목 

 담비(Martes flavigula 

 chrysospila),점박이 사향고양이

 (Prionodon pardicolor) 및 오스턴 

 사향고양이(Chrotogale owstoni)의 

 보호지역 관리 강화를 위한 현황 

 조사. 

• 고유종인 하이난 언덕자고(Ar

 borophila ardens)의 적절한 

 서식지 파악 그리고 하이난

 (Hainan) 보호지역 내 서식지 

 추가지정(Fuller et al. 2000).

• BI(BirdLife International)의 

 특별보고서와 CI(Conservation 

 International)의 “hotspot” 

 접근법에서 언급하는 종 서식 범

 위 내 격차를 국가단위의 시스템 

 검토 시 다루기.

이 외에도 멸종위기 조류 서식지

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BI(BirdLife  

International)의 노력은 다른 생물군

으로도 확장되어야 한다. 식물 및 무

척추동물의 경우 분포 범위가 좁으므

로 추가 서식지가 필요하다. 적절한 

추가 서식지가 확인되면 종 보호 목

적 외의 정당한 사유와 함께 관리당

국에 보고되어야 한다. 추가 서식지의 

경계지역 및 용도지역은 지역의 생태 

및 개발 전략에 포함되어야 한다. 현

재 대부분의 국가는 서식지 손실, 물 

부족, 사막화, 홍수 및 오염과 같은 다

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시점에서 보

호지역은 앞서 언급한 반환경적인 현

상을 완화시키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생태적 역할을 할 것이다. 

6.1 국가보호지역 시스템 
 계획

바람직한 보호지역 계획은 두 가지 차

원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하나는 보

호지역시스템의 목적, 보호지역 관리 

및 선정 기준을 제시하는 국가차원의 

보호지역시스템 계획이며, 나머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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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각 보호지역에 대한 개별 관리

계획이다.

실행계획1: 각 국은 추가 보호지역의 

필요성과 자국의 최우선과제를 파악

하기 위하여 국가보호지역시스템에 

관한 계획(National Protected Areas 

Systems Plan)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은 경관 개념의 활용, 지역사회

의 광범위한 참여, IUCN 카테고리V 

및 VI의 활용, 꾸준한 모니터링 및 보

고활동, 카테고리와 용도지구의 조화, 

GIS 서식지 분석을 통한 취약점 규

명, 다른 용도로써 보호지역 활용의 

필요성 - 예를 들어 종, 생태 서비스, 

문화 및 휴양 등이 있다. 이러한 접

근방식은 David Sheppard의 유명한 

보고서인 “동아시아 보호지역을 위

한 21세기 전략(Twenty-first Century 

Strategies for Protected Areas in East 

Asia, 2001년)”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중국은 거대한 면적으로 인해 성과 국

가단위에서 보호지역 체계를 검토해

야 한다.

대부분의 보호지역은 원시 종을 유지

하기에 면적이 협소한 편이다. 이들 

지역은 섬생물지리학적효과(유지될 

수 있는 종의 개체수는 보호지역 면

적에 비례한다)로 인해 종 개체수가 

감소하게 된다. 하지만 보호지역 간 

연결통로가 만들어지고 가까운 거리

에 유사한 서식지가 있거나 혹은 고립

된 서식지가 서식지 간 디딤돌로써의 

역할을 한다면 섬생물지리학적효과는 

최소화 될 것이다. 보호지역 간 생태

통로가 생기면 고립된 동종교배개체

군 간의 유전교환 및 이동이 가능할 

것이며 보호지역 간 연결통로가 생기

거나 고립된 개체군 간 이계교배 유지

를 위해 생물체를 인위적으로 이동시

킨다면 보호지역 효과성은 상당히 향

상 될 것이다. 서식지 내(in-situ) 보전

활동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어느 정

도의 자연 보전활동의 개입 또는 서식

지 외(ex-situ) 보전활동이 필요하다. 

엄정 보호지역으로서 지대 이용이 불

가하다면 IUCN 카테고리V나 VI 지역 

내 다목적 보호지역을 지정하여 생태

통로를 만드는 것이 전략적인 대응 방

법이 될 수 있다. 

외래 종 침입과 같은 새로운 위협요

소가 점점 더 심각한 문제로 부상되

고 있다. 이미 외래 종이 침입하였다

면 보호지역 관리당국은 다른 기관과

의 협조 하에 최 일선 현장에서 이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전반적인 관리목표와 허용행위의 유

형에 의해 구분된 다양한 용도지구

를 포함하는 보호지역카테고리는 개

별 보호지역과 지역사회의 현실에 적

합하게 이용될 수 있다. IUCN의 6개 

보호지역 카테고리는 관리목표, 보호

와 허용행위 수준 간의 차별화에 초점

을 두고 있다. 더욱이 각 카테고리내

의 다양한 용도지역(zone)은 보호지

역 계획가와 관리자들이 개별 보호지

역의 지역 상황을 고려한 융통성 있는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중국의 보호지역 계획 및 관리에 있어

서 근본적인 문제는 보호지역 용도지

역(zoning)의 융통성 부족에서 기인

한다. 대부분의 보호지역은 산악에 위

치해 있으므로 생물학적 가치가 높은 

서식지는 대부분 주변지역의 저고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지

역 중앙에 위치해 있는 핵심지역은 외

래침입 종 위협이 적고 생물학적 가치

가 희박한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표16. 중국 전체 보호지역 비율에 대한 카테고리 및 용도지구 계획(%로 나태냄)

용도지구 엄정보호지역 I 서식지/종 보호지역IV 휴양자연공원 II 다목적 이용보호지역 VI

엄정보호 >80 >20 >20 >10

관리  <20 <80 <50 <90

방문객 이용  <10 <20 <80 <50

자연자원 채취 <10 <10 <10 <80

밀집 이용 <10 <10 <10 <20

완충 선택사항 선택사항 선택사항 선택사항

실행계획2: : 동아시아 국가/지역은, 

보호지역 통합 관리(하나 이상의 기관

에 의해 관리되는 경우), 일부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그리고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유도를 위해 보다 나은 관

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보호지역 카

테고리와 용도지구 활용을 검토해야 

한다. 표16은 중국의 보호지역 법제 

검토 중인 권고안의 예이다.

관련 활동:

국가/지역/성 단위의 보호지역시스

템 개발

기후변화를 위한 보호지역 계획 방법 

및 수단에 관한 회의 개최

6.2 해양 보호지역

해양서식지에 대한 보호는 아주 미흡

한 실정이다. 세계보호지역데이터베이

스(WDPA)자료에 의하면 동아시아 해

양보호지역은 252개(4,300,000헥

타르)로 이 지역의 육상보호지역 

2,430개소(188,800,000헥타

르)에 비하면 아주 미흡한 실정이다. 

급속한 개발로 인한 해안선 파괴, 어

류 남획, 오염 및 기타 이유로 인한 해

양지역 피해가 악화되고 있지만 육상 

생태계에 비해 해양보호지역시스템 

개발에 대한 관심이 많이 부족한 편

이다. Kelleher et al. (1995)은 해양

보호를 위한 취해야 할 우선과제를 다

음과 같이 밝혔다. 해양보호지역 개발 

혹은 해양보호 수단(할당제 도입, 어

획지역에 대한 합의, 허가되는 어획장

비에 대한 합의 등)에 대해 조치가 취

해져야 하며 이런 맥락에서 논쟁 해양

지역 내 자원이용에 대해 국제적 합의

에 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동

아시아 다수 연안해양지역의 논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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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있는 상태이다. 남중국해(South 

China Sea)의 영해에 대한 합의가 이

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공동 연구와 보

호 활동이 수행되어야 한다.  

실행계획3: 보호지역시스템 및 각 국실행계획3: 보호지역시스템 및 각 국

의 개별 보호지역 계획에서 해양보호의 개별 보호지역 계획에서 해양보호

지역의 필요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지역의 필요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

자들의 요구와 지역사회의 참여가 고

려되어야 한다. 

관련활동

• 동아시아 해양 총회 개최

• 해양보호지역 네트워크 강화

• 남사군도(Spratly Islands) 

 보전계획 수립

6.3 접경보호지역 이니셔티브6.3 접경보호지역 이니셔티브

국가 및 지역 접경에 인접한 보호지

역 관리의 협력을 강화한다면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주제

에 대한 IUCN의 가이드라인은 훌륭

한 참고사항이 될 것이다. (Sandwith 

et al. 2001)

지도13은 접경 내 위치하거나 인접해 

있는 보호지역의 접경 협력에 대한 많

은 가능성을 보여 준다. 이 지역은 접

경보호지역으로 검토 가치가 있으며 

국제기구는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수

행 할 수 있다. 

이 지도는 또한 동아시아지역 내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있으며 

몽골-중국 접경지역, 중국-북한 접경

지역 그리고 북한과 남한 간 비무장지

대(DMZ)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도13. 동아시아지역 내 가능성 있는 접경 보호지역지도13. 동아시아지역 내 가능성 있는 접경 보호지역

장백산-백두산 접경지역

실행계획4: : 동아시아 각 국가/지실행계획4: : 동아시아 각 국가/지

역은 인접 보호지역(지역 내 및 지역 역은 인접 보호지역(지역 내 및 지역 

간) 내의 접경 협력 및 제휴를 통해 보간) 내의 접경 협력 및 제휴를 통해 보

호지역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도록 특호지역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도록 특

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남중국해(South China Sea)의 

암초군락 및 중요 도서 보호를 위한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

관련활동: 인간과생물권보전지역 및 

세계유산프로그램 하에 장백산-백두 

협력활동 공식화중국의 보호지역(알

타이산맥, 몽골사막 및 몽골동부)과 

러시아 보호지역 (Khovsgol Lake, 

Khan Khenti and Mongol Dagurian) 과

의 접경 협력관계를 위한 몽골의 노

력 중국의 네팔 보호지역과 총마롱마

(Qongmalongma) 자연보전지역의 협

력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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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중인 두루미(Grus japonensis)

7. 법률적 기반(틀) 강화

세계보호지역동아

시아지역 사무국

(WCPA-EA 

Secretariat)이 설립

되면 이러한 지역회

의 개최 지원활동을 

할 것이다

7.1 보호지역 관련 법규 개선

실행계획6: 동아시아 각 국가/지역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주요 동향 및 

새로운 필요에 맞게 보호지역 관련 법

제를 비교•검토해야 한다. 단지 보호

활동만 강조한다거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 보다 금

지사항만을 강요하고 현지 여건에 맞

게 조정할 수 있는 융통성이 결여된 

법률은 빠른 시일 내에 아래 사항을 

포함한 법률로 개선 되어야 한다:

• 포괄적인 보전 및 보호지역 관리 

 목표

• 다양한 사회적•지리적 여건을 반

 영할 수 있도록 관리활동에 융통

 성 제공 

• 지역 차원에서 더 많은 의사결정

 이 이루어질 수 있는 관련 조항 

 포함(의사결정 시 많은 참여와 상

 향식 접근 등)

• 지역사회의 복지, 권리 및 참여 

 방안에 대한 고려

• 다른 부문과의 시너지를 위한 보

 다 넓은 관점 장려 및 더 넓은 경

 관으로의 통합

• 최근 위협요소 - 예를 들어 유전

자변형생명체(LMOs), 외래침입종

(IAS), 생물테러리즘(bio-terrorism), 

유전자원약탈(bio-piracy), 국제밀수, 

인수공동전염병(zoonoses) 및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관련활동: 

각 국가의 보호지역 법을 위한 

IUCN의 기본구조, 모듈 및 조언 매

커니즘 개발

아시아개발은행(ADB) 및 IUCN의 

지원 하에 중국 보호지역 법의 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며 초안은 이용 가능함 

 

7.2 국제협약 이행

실행계획7: 국제협약 당사국회의에

서 개진할 입장 및 의견을 위한 동

아시아 지역회의 개최.  주요 국제협

약 당사국회의의 안건 및 논의사항에 

대해 동아시아 지역단위에서 조망된 

의견 전달을 위해 동아시아 지역단위

의 회의가 개최되어야 한다. 세계보호

지역동아시아지역 사무국(WCPA-EA 

Secretariat)이 설립되면 이러한 지역

회의 개최 지원활동을 할 것이다. 

��



8.1 관리계획

중국의 경우, 전체 자연보전지역에 대

한 통합 관리계획이 필요하다. 하지

만 대부분의 보호지역의 경우 정기적

인 운영을 위한 관리계획이 부족한 실

정이다. 경제개발계획과 기존 보호지

역 관리계획의 적합한 통합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다른 국가의 경우도 

보호지역 관리계획 개선노력에 힘을 

쏟아야 한다. 

실행계획8: 동아시아 각 국가/지역은 

전체 보호지역을 위한 관리계획을 세

워야 하며 이러한 관리계획 준비 및 

승인을 위한 기준 또한 만들어야 한

다. 보호지역 재원의 지원은 이러한 

계획의 승인여부에 부분적인 조건을 

두어야 한다. 보호지역 관리계획은 

IUCN의 우수사례를 따라야 하며, 보

호지역의 단순한 경계를 넘어 더 광범

위한 경관 비전을 포함해야 하며, 지

역사회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보호지역 관리활동과 보호지역관리계

획이 서로 상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8.2 관리역량표준 채택

실행계획9: 보호지역 관리기관의 직

무와 직급에 따라 필요한 전문지식(역

량) 및 기술을 나타내는 관리역량표준 

채택. 중국은 보호지역시스템 관리 및 

보호지역관리자를 위한 체계화된 전

문서비스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 현재

는 승인된 역량표준이 없으며 보호지

역관리에 있어 필요한 지식기반 및 기

술에 대한 합의도 없으며 이런 표준을 

세울 전문집단도 없는 형편이다. 대부

분의 관리직원은 극히 제한적인 직무

훈련을 받는다. 

아세안(ASEAN) 지역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관리표준이 실행되고 있으며 

관리표준내용은 중국어로도 이용 가

능하다. 이 표준서는 보호지역관리에 

필요한 250개의 다양한 기술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각각의 기술은 직무 

유형 및 직급 따라 기술되어 있으며 

일부 기술은 전체 직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일부는 특정 전문 

직무와 관련된 것이다.

직원 직급은 근무년수 및 업무책임에 

따라 5단계로 나뉘어 있으며 경험이 

없는 1단계에서부터 주요 국립공원이

나 성 단위의 보호지역 관리기관의 소

장 경력에 해당하는 5단계가 있다. 

이런 표준의 이용에는 다음과 같은 이

점이 있다:

• 직원들로 하여금 그들의 역할 및  

 임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 이 표준에 근거하여 각 직무에 대

 한 명확한 위임전결사항을 파악할 

 수 있으며

• 필요한 기술을 갖춘 직원채용이 

 가능하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맞

 춤식 기술훈련이 가능하며

• 훈련과정은 직무에 필요한 정확한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재 설계될 

 수 있으며

• 직원들은 필요한 기술을 배우기 

 위한 자신만의 훈련과정을 기획 

 할 수 있고

• 예산이 지원된 직원 훈련과정의 

 경우 예산이 교육생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적합한 훈련에 사용되었는

 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 특정 직무를 위한 전문적 요구사

 항이 정확히 파악될 수 있고

• 승인된 전문성에 근거한 전문기관

 으로 발돋움 할 수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교육훈련과

정이 주로 신입직원(level1) 혹은 선

임직원 및 소장급(level5) 직원에 초

첨이 맞춰져 있지만 가장 넓은 범위의 

기술 및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단계

는 중간단계의 직원(level3)이다. 하

지만 중간단계의 직원(level3)은 직

무수행과 관련된 교육훈련을 거의 받

지 못하고 있다. 

8. 보호지역 관리개선

관련활동: 

• 각 국의 언어로 표준서 번역

• 표준에 대한 토론을 위해 회원국

 간 회의 개최

• 표준 검토 및 도입

• 직원 채용, ToR 준비, 경력개발 

 및 교육훈련에 표준 활용

8.3 글로벌프로그램 활용

실행계획10: 동아시아국가 및 관련 

국제기구는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보

호지역 관리를 위한 국제기준으로 생

물다양성 보호지역 실행계획(CBD 

PoWPA: CBD Programme of Work on 

Protected Areas)을 이행하여야 한다. 

실행계획11: 세계유산협약(World 

Heritage Convention)을 통한 생

물다양성 증진. 동아시아지역은 세계

유산협약에 의한 다양하고 많은 문화

유산을 자랑하고 있지만, 정작 복합

유산 및 자연유산은 매우 부족한 실

정이며(13개의 사이트만이 등재되어 

있음) 심지어 생물다양성 기준을 위해 

등재된 지역은 훨씬 적은 수를 기록하

고 있다. 이는 동아시아지역의 다양하

고 아름다운 자연서식지의 현실적인 

반영과는 거리가 멀다. 세계유산으로

의 등재는 인식증진, 관리활동 지원, 

관광 수입증가 및 재원마련 측면에서 

다양한 혜택을 가져온다. 동아시아 국

가들은 이러한 기회를 보다 잘 활용하

고, 자연유산 등재를 위한 사전준비와 

제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최근 세계자연유산 등재에는 군집, 연

속 및 접경유산 등이 채택되고 있다.

관련활동: 

• IUCN의 “중국의 세계유산생물

 다양성지원(World Herit age 

 Biodiversity Support for China) 프

 로젝트”는 중국의 세계유산프로 

 그램의 생물다양성 강화하기 위한 

 것임

• 동아시아 시범사례를 이용한 세계

 보호지역위원회(WCPA)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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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로 출판된 보호지역관리자의 직무능력표준

 계유산증진(Enhancing our 

 Heritage)” 프로젝트

• 정기적인 국가모니터링 모델로써 

 IUCN 모니터링 도구(툴) 채택

실행계획12: 환경관련 국제프로그

램(MAB, Ramsar, Bonn Convention 

등)을 통한 보호지역 개선

관련활동: 

• 인간과생물권계획(MAB) 보호구,  

 WI(Wetlands International;  

 세계습지보전단체), 지구환경금융 

 (GEF) 및 람사르 지원프로젝트  

 개발. 아시아 철새이동경로 프로 

 그램 강화 (6.3 참고)

• 아태지역 이동성 물새 보전전

 략(Asian-Pacific Migratory 

 Waterbird Conservation 

 Strategy) 검토 및 이행

실행계획13: 보호지역과 기후변화 

간 상관관계 부각. 보호지역은 기후변

화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

후변화 현상을 완화시키는데 많은 기

여를 한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관찰하

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고 기후

변화에 직면하여 보호지역의 대응능

력을 강화하기 위한 보호지역 관리계

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8.4 모니터링, 정보관리
 및 공유

실행계획14. 생물다양성의 영향, 관

리효과성 및 지역사회의 사회•경제

적 여건에 대한 정기적인 보호지역 모

니터링 계획 수립. 필요한 교육훈련과 

함께 정기적인 보호지역 모니터링이 

수행되어야 하며 성과평가, 국가 환

경보고서 및 국제적인 보고를 위한 데

이터가 관련 데이터관리센터로 제공

되어야 한다. 

세계보호지역위원회(WCPA)는 보

호지역 관리효과성 평가를 위한 가이

드라인을 개발하였으며, 세계보전모

니터링센터(WCMC)는 생물다양성

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기 위한 일련

의 프로토콜을 개발하였다. 아세안생

물다양성보전센터(ASEAN Regional 

Center for Biodiversity Conservation)

는 아세안 지역의 생물다양성에 관

한 웹사이트(www.aseanbiodiversity.

org)를 구축하였는데 이는 동아시아

의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다. 

모듈보고서 및 가상(웹기반)보고서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 모듈보고서의 

경우 여러 기관에서 제공한 다양한 데

이터 중에서 특정 주제에 관한 보고서 

작성 시 필요한 데이터를 취합할 수 

있다. 모듈보고서의 장점은 일관적 데

이터를 적시에 제공하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지

만 어느 정도의 데이터 공유 및 조정

이 필수적 이다. 가상보고서는 웹사이

트 상으로 유효한 보고서로써 출판용

이 아니기 때문에 편집 및 출판의 수

고를 덜 수 있으며 배포 비용 또한 절

약할 수 있다. 또한 보고서의 정기적

인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관련활동:

• 법률상으로 모니터링 및 보고 의 

 무 명시화

• 국내•외에서 접근 가능한 정보교 

 환센터(data clearing house) 구축

• 일관된 보고시스템 구축

• 인터넷 상으로 웹기반보고시스

 템 구축을 통해 데이터 접근이 가

 능하도록 하며 국제적인   보고의

 무(CBD Clearinghouse, Ramsar, 

 CITES등) 수행

• 모든 보호지역의 기준데이터, 적

 절한 모니터링 및 평가프로그램 

 구축(지역사회의 협력 하에 모니

 터링 수행이 권장됨)

• 외래침입종(IAS) 및 유전자변형

 생명체(LMO)에 대한 위험평가

 를 위한 평가절차를 구축하여 적

 절한 운영수단-예를 들어 중간

 점검, 장애 및 물리•화학적 차단

 장치-으로 활용 

실행계획15: 동아시아지역의 보호지

역 데이터베이스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이는  세계보호지역동아시아 사

무국(WCPA-EA Secretariat)에서 수

행할 수 있다. 

실행계획16: 침입 종에 대한 정보 및 

경고 웹사이트 구축. 이 웹사이트는 외

래침입 종에 대한 정보, 위협요소, 분

포도, 관리방법 및 다른 외래침입 종 

지역과의 연계 등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한다. 초기 단계에는 중국 IAS(외

래침입 종)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웹

사이트를 구축하는 방법도 있다. 그

리고 이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는 국

제외래침입종프로그램(GISP: Global 

Invasive Species Programme)과 연계

되어야 한다.

실행계획17: 생태 복원에 관한 경험 

공유. 

동아시아 국가들 대부분은 광범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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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서식지가 파괴되어 있어 이를 복

원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표

준 산림기술을 이용하여 황폐한 서식

지를 재녹화 하는 노력에는 많은 비

용이 들기도 하지만 부분적 효과 만 

볼 수 있었다. 가장 성공적인 접근법

은 자연의 과정을 이용하여 천이계

열, 자연 재녹화, 혼합종 군락, 식물

층 및 이종교배군 등을 모방하는 것

이다. 벌목, 산불, 방목 및 다른 자

연 파괴적 활동이 빈번한 지역을 폐

쇄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효과를 가

져왔다. 생태복원분야는 아직 발전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경험을 공유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주제와 관

련된 서적은 Xie Yan (2002) 과  

MacKinnon et al. (2002)이 있다. 

(중국어 버전)

관련활동: 

• 생태복원 경험에 관한 회의 개최

• 웹 기반 특별 정보 구축

• 파괴된 서식지에 대한 꾸준한 복 

 원활동

8.5 종 보전

몽골의 광범한 보호지역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유제동물의 많은 개체수가 

합법적인 사냥 및 밀렵으로 위협받고 

있다. 종보전위원회의 영양전문가그

룹(SSC Antelopes Specialist Group, 

Mallon and Kingswood 200�)의 권고

사항은 밀렵단속, 몽골가젤과 같이 합

법 사냥이 인정된 종에 대한 쿼터(할

당량) 설정, 몽골 큰코영양과 프셰발

스키 야생마(Equus ferus 

przewalskii)  포획동물 사육 및 이주 

프로젝트, 우수한 보호지역관리계획 

공지 및 수자원 이용 규제 등의 내용

을 포함하고 있다. 

실행계획18: 동아시아 지역 내 야생

동물 거래 및 대규모 불법사냥에 대한 

강경 조치.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법 

집행 강화, 법 집행기관의 역량 강화, 

보호지역 관리자의 사법권 행사 및 거

래지점 통제 강화, 경찰과 법원 그리

고 일반의 인식증진, 법 집행기관 간 

정보공유 증진 및 야생동물을 다루는 

식당 및 시장 단속 등과 같은 일련의 

활동들이 필요하다. 

실행계획19: 중국 북부지방의 설치

동물 및 새앙토끼 방사 프로그램 중

단. 이러한 프로그램은 초지의 투수성

(투수성은 설치동물 및 새앙토끼의 굴

에 의해 향상된다)을 향상시킬 수 있

지만 기대하지 않은 역효과를 수반한

다. 새앙토끼는 핵심종이며 이들의 굴

은 새나 파충류를 포함한 다른 동물들

에게도 은신처를 제공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행계획20: 여러 국가에 폭넓게 

분포하는 공동 관심 종 - 예를 들

어 두루미, 이동성 거북 등 - 에 대

한 종 모니터링 데이터베이스 링

크 구축. 이 계획은 “이동성야생동

물보호협약Convention on Migratory 

Species(CMS)”이행과 연계하여 실

행할 수 있다. 

실행계획21: 동아시아 휴대용 도감 

시리즈 출판 장려. 한반도, 홍콩, 대

만의 주요 생물 분류군 휴대용 도감은 

이미 만들어져 있다. 중국의 경우 조

류 휴대용 도감이 있으며 포유류에 관

한 책자 및 휴대용 도감이 최근에 완

성되었다. 몽골과, 북한, 한국 그리고 

대만의 포유류 휴대용 도감은 중국 도

감에서 발전시키는 것이 수월할 것이

다. 나비, 어류, 양서류 및 파충류와 

같은 다른 생물에 대한 도감도 만들어

져야 하며 식물도감도 만들어져야 한

다. 중국의 경우 전국 단위의 광범위

하고 서로 무관한 수백 개의 종에 초

점을 맞추기 보다는 주 단위의 휴대용 

도감을 만드는 것이 훨씬 유용할 것이

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방단위의 분류

작업이 가능하며, 종 모니터링 및 보

고가 가능하다. 현장관리자는 교육훈

련을 통해 보호지역의 주요 종과 일반 

종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약간의 

자금 지원으로 도감 번역, 편집 및 발

간을 할 수 있다. 

8.6 우수사례 채택

IUCN은 전 세계의 자연보전 성공

사례 및 경험을 취합하여 우수사례 

가이드라인 시리즈를 만들었다. 세

계은행(World Bank), CI(Convention  

International), 세계야생동물기금

(WWF) 및 다른 기관의 사례도 유용

한 참고가 될 것이다. 이 사례를 동아

시아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관

심이 필요하다.

실행계획22: IUCN의 우수사례 시리

즈 번역 및 배포

동아시아 국가들은 IUCN의 우수사

례 시리즈 요약본 또는 기타 관련 출

판물을 번역하고 현지여건에 맞게 보

완하도록 권장된다.

(http://www.iucn.org/themes/wcpa/

pubs/guidelines.htm#planning).

• National System Planning for 

 Protected Areas(보호지역을 위한 

 국가시스템 계획). 1998. 

 Adrian G. Davey. Series editor:  

 Adrian Phillips. Best Practice 

 Protected Areas Guidelines No. �. 

 IUCN.

• Economic values of protected 

 areas: guidelines for protected 

 area managers.(보호지역의 경제 

 적 가치: 보호지역 관리자를 위한  

 지침) 1998. IUCN World  

 Commission on Protected Areas, 

 Task Force on Economic Benefits 

 of Protected Areas; the IUCN 

 Economics Service Unit and the 

 Cardiff University - Gland. Best  

 Practice Protected Area 

 Guidelines Series No. 2. IUCN. 

• Guidelines for Marine Protected  

 Areas.(해양보호지역을 위한 가이

 드라인) 1999. Edited and 

 coordinated by Graeme Kelleher. 

 Series editor: Adrian Phillips. Best  

 Practice Protected Areas 

 Guidelines No. �. IUCN. 

• Indigenous and Traditional Peoples 

 and Protected Areas: Principles, 

 Guidelines and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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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ies.(원주민, 토착민 그리

 고 보호지역: 원칙, 가이드라인 

 및 사례연구) 2000. Edited 

 and co-ordinated by Javier 

 Beltrán. Series Editor: Adrian 

 Phillips. Best Practice Protected 

 Areas Guidelines No. �. IUCN. 

• Guidelines for Cave and Karst 

 Protection.(동굴과 카르스트 지

 형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1997. Prepared by the WCPA 

 Working Group on Cave and Karst 

 Protection, synthesised and 

 edited by John Watson, Elery 

 Hamilton-Smith, David Gillieson, 

 Kevin Kiernan. 

• Financing Protected Areas: 

 Guidelines for Protected Area 

 Managers.(보호지역 재원마련: 

 보호지역 관리자를 위한 가이드

 라인) 2000. Prepared by the 

 Economic Benefits of Protected 

 Areas Task Force, World 

 Commission on Protected Areas 

 and the IUCN Economics Service 

 Unit. Series Editor: Adrian Phillips.  

 Best Practice Protected Areas 

 Guidelines No. �. IUCN. 

• Evaluating Effectiveness: A 

 Framework for Assessing 

 Management of Protected 

 Areas.(효과성평가: 보호지역

 관리 평가를 위한 기본 틀) 

 2000. Prepared by Marc 

 Hockings, IUCN World 

 Commission on Protected Areas 

 Management Effectiveness Task 

 Force, with Sue Stolton and Nigel 

 Dudley, WWF/IUCN Forest 

 Innovations Project. Series Editor: 

 Adrian Phillips. Best Practice 

 Protected Areas Guidelines 

 No. �. IUCN. 

• Transboundary Protected Areas 

 for Peace and Co-operation.(평

 화 및 협력을 위한 접경 보호지

 역) 2001. Trevor Sandwith, 

 Clare Shine, Lawrence Hamilton 

 and David Sheppard. Series 

 editor: Adrian Phillips.  Best 

 Practice Protected Areas 

 Guidelines No. �. IUCN. 

• Sustainable Tourism in Protected 

 Areas: Guidelines for Planning 

 and Management.(보호지역의 지

 속가능한 관광: 계획 및 관리

 를 위한 가이드라인) 2002. 

 Paul F.J. Eagles, Stephen F. 

 McCool and Christopher D. 

 Haynes Adrian Phillips, Series 

 Editor. Best Practice Protected 

 Areas Guidelines No. �. IUCN. 

• Management guidelines for IUCN 

 category V protected areas, 

 protected landscapes/seascapes. 

 (IUCN 카테고리  V 보호지역, 

 육상/해상 경관 보호지역)2002. 

 Phillips, Adrian. Best Practice 

 Protected Area Guidelines Series 

 No. �. IUCN. 

• Guidelines for Management 

 Planning of Protected Areas.(보

 호지역 관리계획을 위한 가이드

 라인) 2003. Lee Thomas and 

 Julie Duff. Best Practice Protected 

 Areas Guidelines No. �0. IUCN. 

•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and Protected Areas.(원주민, 지

 역사회 그리고 보호지역) 2004. 

 Grazia Borrini-Feyerabend, 

 Ashish Kothari and Gonzalo 

 Oviedo. Series Editor: Adrian 

 Phillips.  Best Practice Protected 

 Areas Guidelines No. ��. IUCN. 

• IUCN East Asia Guidelines

• Guidelines for Tourism in Parks  

 and Protected Areas of East Asia. 

 (동아시아 보호지역 및 공원 관

 광에 대한 가이드라인) 2001. 

 Paul F.J. Eagles, Margaret E. 

 Bowman, Teresa Chang-Hung 

 Tao. Series editor: Adrian Phillips. 

• Guidelines for Financing Protected 

 Areas in East Asia. (동아시아 

 보호지역 재원마련을 위한 가이

 드라인)2001. Andrea Athanas, 

 Frank Vorhies, Fernando Ghersi, 

 Peter Shadie, John Shultis. Series 

 editor: Adrian Phillips. 

• Guidelines for Management 

 Planning of Protected Areas. 

 (보호지역 관리계획을 위한 가이

 드라인)2003. Lee Thomas and 

 Julie Middleton.

8.7 생태관광 개발

보호지역 내 생태관광은 수입창출의 

효과를 가져오지만 보전 및 보호활동

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보호지역 내 관광활동 허

가 여부는 해당 보호지역의 카테고리 

및 용도지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승인된 관리계획의 허용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관광 서비스 및 시

설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리계획에 포

함되어야 하며 보호지역 관리직원이 

아닌 영업자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보호지역 내 생태 관광에는 아래와 같

은 이점이 있다

• 보호지역 가치에 대한 인식 증진

• 보호지역 내 이용 제한에 따른 손 

 실을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 및  

 수입 창출 효과

• 늘어나는 휴양활동으로 인한 밀 

 렵, 멸종위기 식물 종 채집, 경목  

 벌채 및 농지 개척과 같은 불법적  

 자원이용 감소

• 휴양 가치와 측정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개발되었으며  

 이를 활용하여 주요 의사결정자로  

 하여금 보호지역의 지정 및 지속  

 가능한 관리는 “상생(윈-윈)”  

 옵션을 제공한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음.

실행계획23: 생태관광 행동강령 채

택 및 시행

한국의 경우 생태관광 질 향상을 위

한 인증프로그램이 생겼으며 이 경험

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와 공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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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보전활동 협력

실행계획24: 보호지역 지원을 위한 

광범위한 협력관계 구축. 보호지역 관

리향상을 위해서는 보호지역 관리기

관 설립 외에도 더 많은 것이 필요하

다. 여기에는 보호지역 법 개정, 환경

영향평가(EIA), 경관계획, 외래침입 

종(IAS) 및 생물안전성에 대한 이슈, 

연구조사, 관광 및 생태 서비스 등이 

해당된다. 보호지역 관리기관이 이 모

든 문제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기관 및 분야와 협력 관계 구축이 필

수적이다. 수자원, 수력, 농업 및 관

광 관련기관들은 보호지역기관과 협

력을 통해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으

며 기획, 로비 및 정부 예산 확보에 많

은 기여를 할 것이다(재원마련에 관

하여 section11 내용참고). 동아시

아 지역의 많은 대학과 연구기관에는 

훌륭한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있으

며 이들은 연구, 조사 및 관리계획에 

기꺼이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현

실은 NGO의 참여가 전혀 없으며, 민

간분야의 참여는 제한적이며 지역사

회는 관리활동, 모니터링 및 기획 등

과 같은 일련의 활동에서 배제되어 있

다. 최근 한국에서 설립된 한국보호지

역포럼(KPAF)은 보호지역 관련 정

부기관과 연구원, 전문가 등의 참여로 

만들어진 협의체로 관련 분야 간 협력

사례의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다.

보호지역 법제에는 사립(민간)보호지

역 발전을 위해 개인 또는 연구기관이 

기 소유하고 있거나 관련 토지를 취득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보호지역 법은 사립(민간)보호지역과 

국립보호지역의 민간관리를 허용해야 

한다. 보호지역 내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민간분야 개입은 합의에 의해 이

루어지며 세액공제 및 장려금 제공을 

통한 민간분야 투자에 관한 인센티브

에 대해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한국

과 일본의 경우, 보호지역 내 사유지

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사

유지 관리자 또한 보호지역 관리에 참

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재검토 되

어야 한다.

생물학적 필요에만 근거한 보호지역 

지정은 보호지역 지정에 도움이 되는 

기관의 협조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보호지역 지정에 있어 서식지 보호 및 

복원 작업이 지역개발 차원에서 제공

되는 생태서비스 및 경제(사회)적 혜

택에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 

지우짜이고우(Jiuzhaigou) 관광

9. 다른 부문과의 통합

보호지역 관리기관이 

이 모든 문제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기관 및 분야와 협력 

관계 구축이 필수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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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지역사회 참여 및 공동
 관리

정부는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에 있어 

지역사회를 참여시켜야 한다. 보호지

역 관리에 있어 더 이상 지역사회를 

배제시킬 수 없으며 보호지역 관리의 

성공여부가 지역사회의 참여 여부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실행계획25: 보호지역 지정, 계획 및 

관리에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효과적

인 방안 모색. 지역사회를 참여시키는 

것은 “실용주의”와 “공정성”측면

에서 중요하다. 보호지역 관리에 지

역사회를 배제시키기 보다는 협력하

여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실용주의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지역사회는 보

호지역 내 보호활동, 경계지역 관리, 

화재진압 및 야생동물 활동보고 등 많

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지역주민에게 

보호지역 내 일정 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용권을 주게 되면 보호지역 보호 및 

감시활동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리고 보호지역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보호지역으로부터 생

기는 수익과 혜택의 누릴 수 있다면 

보호지역 관리활동에 좀 더 동참하고 

존중하게 될 것이다. 공정성 측면에서 

보자면, 보호지역은 수 세기 동안 지

역사회에 의해 보호되고 존중 받아 온 

지역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은 보호지

역의 보호활동에 동참하는 것이 바람

직하며, 지역주민들의 보호지역에 대

한 애착은 지역정부보다 강한 편이라 

할 수 있다.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숲 가꾸기, 산

불진화 및 비탈진 경사면에 초지 및 

숲 복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

역사회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실험하

고 있다. 이들은 또한 여러 통합보전 

개발(Integrated Conservation and De-

velopment)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며 

부분적인 성공을 거둔 상태다. 이 외

에도 보호지역을 계획하고 관리, 혜

택을 공유하는데 있어 지역사회를 참

여시킬 다른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

가 있다.

보호지역 법은 보호지역 지정, 계획 

및 관리에 있어 지역사회의 참여를 필

수사항으로 명시해야 한다. 또한 보

호지역 내 경제적 혜택, 즉 생태관광 

및 민간서비스 분야의 수익 및 혜택

의 공유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 이러

한 공정한 이익공유는 생물다양성협

약(CBD)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요구

사항이다.

지역사회가 보호지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보호지역 관리계

획에서 벗어나지 않는 일부 용도지구 

및 카테고리 내에서 재생 가능한 자원

에 대한 이용권을 받는 것이다. 보호

지역법은 보호지역 내 특정 자원의 채

취는 보호지역 관리계획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보호지역 내 자원의 

보호•보전을 위해서는 자원 배분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보호지역 

관리기관이 서로 협조할 수 있는 매

개체가 필요한데 환경영향평가(Envi-

ronment Impact Assessment)가 이 역

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보호지역 법은 

보호지역 내 자연자원을 생계수단으

로 이용하는 지역주민을 위해 지속 가

능한 자원채취를 허용해야 한다.

보호지역 법은 다음의 일련의 사항에 

대해 명시해야 한다. 첫째로 보호지역 

용도지구 및 카테고리 내에서 허용되

는 용도지구 형태, 두 번째로 보호지

역 내 채취활동 시기 그리고 채취활동

에서 생기는 혜택은 보호지역과 인근 

지역사회에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

과 마지막으로 보호지역 내 허용된 채

취활동에 대해 지불하는 비용 책정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제공해야 한다

현지 주민들은 관련 전문교육이 부족

할지라도 훌륭한 보호지역 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부족한 전문지식은 현장교육 시스템

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

관련활동: 

•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보호지역 법, 카테고리 및 용도지

 구 검토

• 주요 관광지 인근 마을에 홈스테

 이(민박) 시스템 정착

• 지역주민 고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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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호지역관리 교육훈련

보호지역 관리가 취

약한 국가의 관리 수

준을 향상시키는 것

은 관리 선진국의 중

요한 책임이다

보호지역 관리업무는 적절한 경력과 

현장경험이 필요하며 주거지, 보험, 

의료보험 및 연금과 같은 재정적 지원

이 보장되는 전문직종으로 인지되어

야 한다. 이러한 인식이나 지원 없이

는 업무수행, 직업에 대한 충성심 및 

동기가 저하되어 종종 보호지역 목표

와 상충되는 다른 경제적인 이익을 추

구하려 할 것이다.

10.1 국가 차원의 훈련

실행계획26: 보호지역 관리자를 위

한 연수과정 개발 및 보호지역관리

의 표준화를 위한 동아시아 보호지

역 관리자 훈련과정 개발. 보호지역 

관리자 교육훈련은 관리역량표준( 

competence standards: 보호지역 관

리에 있어 경력에 따라 필요한 기술 

및 전문지식을 나열해 놓은 기준서)에 

기초하여 특정 직급 및 직위에 필요

한 기술훈련을 제공하는 맞춤 식 과정

이어야 한다. 이런 지원 프로젝트 하

에 제공되는 교육훈련이 관리역량표

준(competence standards)과 부합한

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국내•외 교

육훈련 센터의 기능 및 교육과정 개선

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IUCN은 훈련전문가 지원방법을 모

색해야 한다. 

실행계획27: 보호지역 관리자를 위

한 현장교육과 정규 훈련과정 제공. 

이는 특히 보호지역 관리자에게 생태 

원리를 이해시키는데 필요하다. 왜냐

하면 오늘날 보호지역 관리자의 대부

분은 임업과 같은 타 분야 출신이 많

기 때문이다.

능력위주의 채용 및 승진은 아주 드물

며, 보호지역을 존중하고 애착심을 가

진 지역사회의 인력을 고용하기를 꺼

려한다. 왜냐하면 지역에 대한 지식 

보다는 학위를 더 중요한 요소로 보

기 때문이다.  

10.2 동아시아 지역차원의
 훈련

실행계획28: 동아시아 전문기술 협

력 프로그램 개발. 이 프로그램은 보

호지역 관리 선진국에 의한 직원교환 

및 연수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보호지

역 관리가 취약한 국가의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관리 선진국의 중요

한 책임이다. 대만, 일본, 한국, 홍콩

과 같은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게 장

학금(정착지원금)과 같은 지원활동이 

권장된다. IUCN은 북한에 훈련프로

그램 제공에 노력해왔으며 특히, 구월

산 생물권보전지역(Mount Guwol Bio-

sphere Reserve) 지정 및 레드데이터

북(Red Data Book: 야생동물의 멸

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계자연보전

연맹이 지구상에서 멸종의 위험이 있

는 동식물의 종을 선정하여 그 생식상

황과 생물 종의 명단을 밝힌 자료집) 

출판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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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원확보를 위한 매커
 니즘

실행계획29: 동아시아 국가들은 보

호지역 지정 및 발전을 위한 재원 증

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고

려해 볼만 하다

• 생태관광 개발(입장료 수익)

• 자연보전세 징수

• 생태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원금 

 (물 사용료 부터의 지원 등) 

• 원류(급수원)보전 프로그램

• 생물자원 탐사(bioprospecting: 

 동.식물이나 미생물에서 의학적, 

 상업적으로 가치 있는 생화학 자

 원을 찾는 것) 허가증 및 옵션 

 판매

보전세는 자원사용에 대한 자금 조성

의 한 방법으로 케냐, 코스타리카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 세금은 해외여행(공항세의 일부) 

혹은 국제호텔 객실요금에 부과될 수 

있다.

IUCN은 지속가능한 보호지역 재원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

다. 여기에는 민간 기업과 같은 이해

관계자 및 개발자에 의한 개발부담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경제력이 있는 관리 선진국들은 관리

가 미흡한 이웃 국가에 직접적인 지원 

또는 안정적 기여금 확보를 위한 제안

서 준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  이들은 

국제원조기구로부터 동아시아 지역 

자금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풍족한 연안지방에 위치한 관련 산업, 

관개농업, 수력전기, 수송 및 거주지

역민과 같은 양질 급수의 수혜자는 이

에 대한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세금

수익은 원수 보호를 위해 개발이 제

한된 급수지역에 재투자되어야 한다. 

이 수익금은 보상계획, 산림확장, 복

원 또는 보호지역 관리개선 및 보호 

등에 사용되어야 한다. 

보호지역은 중요한 생물자원의 표본

과 농축(집합물)을 보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생물자원탐사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생물자원탐사는 상업적

으로 가치 있는 자원을 찾기 위해 유

전자원 종을 수집, 조사, 연구 및 개

발하는 것으로 보호지역 법은 이러한 

유전자원 접근에 대해 규제 조항을 두

어야 한다. 생물자원탐사 활동은 공

식 승인 하에 일정 지역에 국한되어

야 하며 기초단계의 조사부터 상업적 

활용까지 각 단계마다 일정한 사용료

(fee)가 부과되어야 한다. 생물다양성

협약(CBD)은 회원국들로 하여금 생

물 탐사권 허가의 전제조건으로 사

전통보승인(Prior Informed Consent:

PIC) 체계를 확립할 것을 종용하고 있

다.  사전통보승인은 보호지역 및 지

역사회로 하여금 생물자원탐사활동의 

사용료에 대한 협상 범위를 제공한다. 

생물 탐사권이 널리 알려지고 국제적

으로 인정 된다면 이로 인한 수입 또

한 증가할 것이다.

지난 몇 십 년 동안, 재정 및 인력상

의 제약으로 많은 국가가 국립보호지

역 및 사립보호지역을 국가 차원이 아

닌 민간 차원에서 관리 해왔다. 이런 

국가들은 수십 년 동안의 경험을 통

해 민간관리기관에 의한 국립보호지

역 관리와 사유지에서의 보호지역 지

정 및 관리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경

험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홍콩의 경

우 세계야생동물기금(WWF)이 마이

포(Mai Po Marshes) 자연보전지역과 

회이하완(Hoi Ha Wan) 해양공원에

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수천 개의 사유지 지형

과 야생동물 서식지가 과학적 관심지

역(Sites of Special Scientific Interest: 

SSSI)으로 인정되었다. 보호지역 법

에 의해 사유지 소유자는 사유지를 보

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경제력이 있는 관리 

선진국들은 관리가 

미흡한 이웃 국가에 

직접적인 지원 또는 

안정적 기여금 확보

를 위한 제안서 준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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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실행계획 이행을 위한 
 협력

동아시아 보호지역 

사무국의 중심 역할

은 실행계획 이행 촉

진 및 지역네트워크 

강화 등이 있다

12.1 국가차원의 이행

본 책자에서 다루는 실행계획 중 대부

분은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순위 과제는 제3장의 국가별 현

황과 실행계획에서 다루고 있다. 이런 

실행계획이 국가차원의 계획과 예산

에 반영되기 위해서 IUCN과 세계보

호지역위원회(WCPA)가 다양한 기

술지원 제공 및 비경상 비용 충당을 

위한 추가 외부 자금확보 등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

12.2 동아시아지역 차원의
 이행

실행계획30: 세계보호지역동아시아 

사무국 설립. 동아시아 보호지역 사

무국의 중심 역할은 실행계획 이행 촉

진 및 지역네트워크 강화 등이 있다. 

사무국의 지원 하에 동아시아지역은 

동아시아생물다양성센터(East Asia  

Biodiversity Centre) 설립 가능성에 대

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생물

다양성센터는 유럽연합(EU)의 지원 

하에 7년 째 운영되고 있는 정보센터

로 연구분야, 인식증진, 역량개선, 정

보관리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남아시아 지역의 인도야

생동물협회(Wildlife Institute of India:

WII) 또한 동아시아 생물다양성센터 

설립 기획 시 참고할 수 있는 모델이

다. 사무국은 또한 동아시아 보호지역 

웹사이트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기존 기관을 활용

한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 모듈 구축

이 가능하긴 하지만 동아시아 생물다

양성센터가 설립된다면 동아시아 보

호지역 웹사이트 및 데이터베이스 구

축 등이 가능할 것이다.관련활동: 

• 동아시아생물다양성센터

 (ARCBC) 현장방문

• 인도야생동물협회(WII) 현장방문

• 세계보호지역 동아시아위원회의

 에 계획서 제출

• 기금조성

• 동아시아 데이터베이스/웹사이트 

 구축

실행계획31: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의한 실행계획 이행을 위한 홍보활동. 

동아시아 운영위원회의 및 워크숍을 

통해 이행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

토. 실행계획 이행에 대한 평가를 함

으로써 다음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별 국가 차원이 아닌 

동아시아지역 차원에서 실행계획 중 

일부는 우선순위 과제로서 추가 보완

이 필요하다.

실행계획32: 이웃 지역과의 연계 프

로그램 개발 무역 및 관광으로 인해 

지구촌 세계가 점점 가까워지고 기후

변화, 외래침입 종(IAS), 유전자변형

생명체(LMS) 및 동물 매개체성질병

과 같은 전지구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

는 시점에서 생물다양성 이슈는 초 국

경적 접근이 더욱 중요하다. 이런 이

슈를 지역단위로 다루는 것으로도 충

분하지 않다. 동아시아지역은 이웃지

역과의 협력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생

물다양성센터 및 프로그램과의 협력

이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활동: 

• ASEAN과의 연계(아세안지역생

 물다양성보전센터)

• 남아시아와의 연계

• 러시아와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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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ces

Appendix I: 우선순위과제 프로젝트 (동아시아 지역단위의 실행계획)

No. 실행 사항 실행주체 재원 출처

1 각 국은 국가보호지역시스템 계획(National Protected Areas Systems 
Plan)을 수립하여 추가 보호지역 지정의 필요성 및 국가단위에서 접근해
야 할 우선순위 과제 파악

개별국가 개별국가

2 동아시아 국가/지역은 보호지역 카테고리 및 보호지역 범위를 검토하
여 다양한 관리 옵션을 제공하고(특히 여러 보호지역 관리기관으로 구성
된 통합관리인 경우), 일부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지역사회의 참여
를 허용

개별국가 개별국가

3 해양지역을 관리하는 국가는 국가보호지역시스템 계획 또는 개별 계획 내
에서 해양보호지역의 필요성 검토 

개별국가 개별국가

4 각 국가/지역은 인접지역(지역 내 및 지역 간)에 위치한 보호지역의 접경
협력 및 제휴 방안 마련을 통한 보호지역 체계 강화 기회 규명 및 실행

양자간 이내셔
티브

국가 및 국제단위

5 동아시아 철새이동경로프로그램(Flyway Programme) 강화 철새이동협약 
사무국

국가 및 국제단위

6 각 국가/지역은 최신 동향 및 추세에 맞게 보호지역 관련 법률 비교•검토 개별국가 개별국가

7 국제협약 당사국회의에서 개진할 입장 및 의견 조율을 위한 동아시아 지
역회의 개최

WCPA-EA 국가단위 이행 및 국제
스폰서

8 전체 보호지역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이러한 계획의 준비 및 승인을 위
한 기준마련

개별국가 개별국가

9 보호지역 관리기관 내 직급 및 직위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전문기술 및 
지식에 관한 관리역량표준(competence standards) 채택

IUCN 국제스폰서십

10 동아시아지역 정부기관 및 관련 국제기구는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보호
지역 관리를 위한 국제기준으로 생물다양성 보호지역실행프로그램(CBD 
PoWPA: CBD Programme of Work on Protected Areas)을 이행

개별국가 국가 및국제기구

11 세계유산협약(World Heritage Convention)을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 동아시아지역 국제펀드

12 환경관련 국제프로그램(MAB, Ramsar, Bonn Convention 등)을 통한  보호
지역 발전 촉진

동아시아지역 국제펀드

13 보호지역과 기후변화 간 상관관계 부각 개별국가 개별국가

14 생물다양성 영향, 관리효과성 및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정
기적인 보호지역 모니터링 수립 

IUCN 국제펀드

15 동아시아지역의 보호지역 데이터베이스 및 전문네트워크 구축 WCMC 및
WCPA-EA 사무국

국제펀드 모색

16 외래침입 종에 대한 정보 및 경보 웹사이트 구축 중국과학아카데미 국제펀드 모색

17 생태 복원 경험 공유 주관대상 모색 국제스폰서 필요

18 동아시아지역 내 야생동물 거래 및 대규모 불법사냥에 대한 강경한 조치 NGO지원 및 국
가

다양한 스폰서

19 중국 북부 설치동물 및 새앙토끼 방사 프로그램 중단 중국농림부. 
IUCN중재 필요

개별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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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실행 사항 실행주체 재원 출처

20 여러 나라에 걸쳐 넓게 분포하는 공동관심 종, 예를 들어 두루미, 이동성 
거북 등에 대한 종 모니터링 데이터베이스 링크 구축

동아시아생물다양
성센터(설립 시)

센터설립 전 기존센터 활
용 통해 연계구축 

21 동아시아 휴대용 도감 시리즈 출판 장려 개별국가 세계은행 

22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우수사례 시리즈 번역 및 배포 IUCN 국제펀드 모색

23 생태관광 행동지침 채택 및 시행 WCPA및NGO로
비활동 필요

관련산업에 의한 자발
적 채택

24 보호지역 지원을 위한 광범위한 협력관계 구축 NGO지원 민간부문 및 기타

25 보호지역 지정, 계획 및 관리에 있어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효과적인 방
안 개발

IUCN의 모범사
례 홍보

모델구축 및 시험테스트 
위한 펀드모색

26 보호지역 관리자를 위한 교육훈련 개발 및 보호지역관리의 표준화를 위한 
동아시아 지역단위의 보호지역 관리자 훈련과정 개발

IUCN 및 개별
국가

국제 및 국가 단위 재원 

27 보호지역 관리자를 위한 현장교육과 정규 훈련과정 제공 개별국가 국가 및 국제

28 동아시아 기술협력 프로그램 개발 개별국가 국가 및 국제

29 보호지역 지정 및 발전을 위한 재원 증대 방안 모색 IUCN가이드라
인 실행

국가 및 민간 발전기금

30 세계보호지역동아시아(WCPA-EA) 사무국 설립 IUCN지원 및 호
스트국

주요 재원 모색

31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의한 실행계획 이행을 위해 홍보활동 장려. 동아시아 
운영위원회의 및 워크숍을 통해 이행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토

IUCN WCPA사
무국 및 회원국

소규모 펀드모색

32 타 지역 프로그램과 연계 모든 기관 약간의 자금 필요

Appendix I: 우선순위과제 프로젝트 (동아시아 지역단위의 실행계획)(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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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동아시아실행계획1996의 이행사항 실행 여부

2.1.1 국가발전계획에 보호지역 포함 전반적으로 실행 

2.1.2 보호지역 관리방안이 포함된 포괄적인 국토이용계획 수립 전반적으로 실행되지 않음

2.1.3 보호지역 및 주변지역을 위한 용도지구 체계 이행 전반적으로 실행되지 않음

2.1.4 환경영향평가(EIA)의 효과적인 절차 수립 실행이 약함

2.1.5 보호지역 계획 수립 시 대중의 참여 미 실행

2.2.1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 장려 미 실행

2.2.2 자연보전 노력에 대한 임업지식 고려 단종재배 의존적임

2.3.1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 및 이행 보호지역관련분야의 
미 참여

2.3.2 관광개발 및 관리를 위해 국가 혹은 지역 간 협력 및 지원 활동 초기 단계임

2.3.3 보호지역 내 관광개발 및 생태관광 조사를 관장하는 비 정부 기관 또는 준 정부 기관 설립 
 또는 기존 유사업무 수행기관에 새로운 권한 부여

미 실행

2.3.4 모든 국가 및 지역 내, 생태관광 운영자를 위한 실행코드 개발 실행코드는 있지만 실행되
고 있지 않음

2.3.5 관광 수입금의 일부를 지역사회 및 보호지역에 할당 임시

2.4.1 수원 오염 감축 노력 진척사항 거의 없음

2.4.2 보호지역 내 오염 모니터링 미 실행

3.1.1 자연환경보호를 여타 발전 목표와 더불어 국가적 목표로서 명시한 공식적인 정책 수립 진척사항 거의 없음

3.2.1 보호지역의 경제적 혜택을 보여주는 풀 코스트 회계 적용 미 실행

3.3.1 보호지역을 위한 실행가능하고 동의된 예산 확보 미 실행

3.3.2 보호지역 수익 증대를 위한 혁신적인 방안 개발 진척사항 거의 없음

3.3.3 민간 및 자원봉사 부문의 보호지역 내 투자 장려 미 실행

3.4.1 국제개발기구로부터 보호지역 재원 증대 진척사항 거의 없음

3.4.2 보호지역 필요성에 대한 재원확보 미 실행

3.4.3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으로부터 관련 재원 확보 중급정도의 성과

4.1.1 관리카테고리 내에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국가계획 수립 미 실행

4.1.2 국가 (또는 국가산하의)에 의한 생물개체수 조사 프로그램 개발 진척사항 거의 없음

4.2 생물권보전지역 추가지정 몇 개 지역이 지정

4.2.2 국가단위의 우선순위 과제

a) 일본의 경우, 국립공원, 주립공원 및 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를 위한 프로그램 장려 필요 진척사항 거의 없음

b) 한국의 경우, 국립공원 내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 매입을 위한 정부재원 필요. 특히 국립공
 원 내 많은 사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에 대한 보상계획은 거의 효과를 보지 못했으며, 
 국립공원 내 사유지 이용제한에 대한 갈등은 지속되고 있음 

진척사항 거의 없음

c) 또한 한국은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 보호를 위해 추가 국립공원 및 다른 종류의 보호지역 
 지정 필요. 한국 국립공원의 대부분은 국립공원 내 문화 및 역사유적 보호를 위해 지정되었
 음. 한국의 생물다양성 보호활동은 미흡한 편임

진척사항 거의 없음

4.2.3 개별보호지역의 필요

a) 칭하이(Qinghai)와 중국신장(Xinjiang provinces of China) 사이에 위치한 칭하이-
 신찌앙(티베트의 중국이름) 고원에 걸쳐 있는 국립공원은 단일의 연합된 관리당국 필요

광대한 자연보전지역이 지
정되었으나 단일화된 관리
계획 부재

b) 중국 신장(Xinjiang)지역 내 자연보전지구 추가를 통해 Bosten호수, Ulunguhia, 
 Salimn호수 및 Erqisi강 보호

약간의 진척

c) 중국서부의 신장고원과 동부의 저산악 지대 사이에서 중요한 트랜지션벨트(transition belt) 
 를 형성하는 타이양핑(Taiyangping) 지역의 위협에 처한 션농찌아(Shennongjia) 처녀림 
 아고산대/아열대림의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

약간의 진척

d) 생태적으로 중요한 헝두언산맥과 히말라야의 지역과 생물학적 다양성을 지닌 지역에 보호지
 역 추가 지정

실행

e) 대만에서 유일하게 남은 고립 저지대 산림 보전을 위한 자연보호구 지정과 산림 복
 원이 가능한 산림 사이의 보호생태통로 개설

실행

f) 중국 북서쪽 초원 및 사막지역의 불모지 혹은 반건조 지역 보전을 위한 다목적 관
 리지역(Category VI) 추가 지정. 이는 몽골의 기존 보호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지
 속 가능한 사냥, 방목, 자원이용 및 지역사회에 장기적 경제혜택을 제공하기 위함

부분적 실행

APPENDIX II: 동아시아실행계획 1996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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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동아시아실행계획1996의 이행사항 실행 여부

g) 중국의 타클라마칸사막(Taklamakan Desert) 내부의 취약한 생태계 보호를 위한 생
 물다양성보전지역 지정. 이를 통해 석유 및 가스 탐사활동 규제와 사막 내 “마운
 틴아일랜드” 생태계 및 ”그린생태통로(green corridor)” 오아시스의 피해 방비

미 실행

h) 몽골의 위협에 처한 습지 및 침엽수림 그리고 비 관광/사냥종(non-game species) 보전을 위
 한 보호지역

대부분 실행

i) 중국의 열대림 및 아열대림 내 보호지역 추가. 이 지역은 동아시아 생물다양성 및 토착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산림벌채가 진행되고 있음

실행

j) 중국남부의 멸종위기에 직면한 연안 맹그로브 숲을 위한 해양보호지역 추가 부분적 실행

k) 중국북부 산림과 남부 석회산 및 북서부의 건조지역 내 보호지역 추가 대부분 실행

l) 마카오 내 극 소수의 원시지역 보전을 위해 카테고리 VI 보호지역 지정 미 실행

m) 북한 내 극 소수의 저지대 숲 보호를 위한 보호지역 지정 부분적 실행: 실행사항이 
많이 남아 있음

n) 무분별한 채굴로 위협을 받고 있는 황해 내 생물학적 중요도서생태계 보전을 위한 북한 서쪽 
 연안 내 보호지역 지정

미 실행

4.3.1 동아시아지역 및 동아시아 국가 내 하나 이상의 생물다양성보전지역(Biodiversity 
 Conservation Region) 지정 (제안된 최소면적: 100,000헥타르) 

미 실행

4.3.2 홍콩, 마카오, 중국은 인도-태평양 혹등돌고래 보호와 관련하여 생물다양성보전지역으로서 
 주찌앙(Zhujiang, 주강) 강어귀 내 해양보호지역 지정 가능성 검토

미 실행

4.3.3 중국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심각한 위협에 놓인 아래의 지역 내 생물다양성보전지역 설
 립에 대해 검토
 a) 하이난성 중앙산맥 및 남쪽산맥
 b) 운남성의 씨쑤앙빤나(Xishuangbanna, 운남성(雲南省) 남부에 있는 타이족을 주로 하는 
  소수 민족 자치주(小數民族自治州). 지역
 c) 광서성(Guangxi)의 남서석회암 언덕과 산

미 실행

5.1.1 동아시아 대표적 해양보호지역 시스템의 효과적인 관리방안 수립 및 이행 미 실행

5.1.2 “광범위한 해양생태계(large marine ecosystems)” 보호지역 인식 증진 미 실행

5.1.3 잠재성 있는 해양보호지역에 대한 연구 수행 진척사항 거의 없음

5.1.4 해양보호지역 지정, 관리 및 통합된 다목적 관리지역계획에 있어 지역주민과 전통적 토지 소
 유자 참여

진척사항 거의 없음

5.2.1 다목적 관리를 위한 통합된 정책 및 프로그램 도입 및 실행 진척사항 거의 없음

5.2.2 해양환경 오염을 최소화 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이행 미 실행

5.3.1 보호지역을 위협하는 어업권 분쟁 해결 미 실행

5.3.2 수산업의 중요지역 보호 수단으로 해양보호지역 이용 도모 진척사항 거의 없음

5.3.3 지속 가능한 다목적 관리계획으로써 해양보호지역과 수산업관리를 통합 진척사항 거의 없음

6.1.1 보호지역에 관한 효율적인 국가의 법제 제공 진척사항 거의 없음

6.1.2 보호지역 계획과 국토이용 및 해양이용계획을 효율적인 통합을 위한 관련 법 활용 미 실행

6.1.3 환경 법의 적절성과 달성가능성 검토 진척사항 거의 없음

6.2.1 생물다양성협약 진척 중

6.2.2 세계유산협약 진척 중

6.2.3 람사르협약 진척 중

7.1.1 보호지역관리를 위해 적절한 기관 구조 제공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7.1.2 보호지역 국가시스템계획 및 정책 개발 불충분한 실행

7.1.3 전체보호지역에 대한 관리계획 개발 약간의 진척

7.1.4 보호지역 관리 기관 간 의사소통 향상 진척사항 거의 없음

7.1.5 보호지역 중앙관리부와 현장직원 간 의사소통 및 지원활동 개선 불충분

7.2.1 모든 보호지역에 유능하고 열정적인 팀 매니저와 직원 구성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7.2.2 보호지역 관리기술에 대한 정보 구축 및 교환 진척이 거의 없지만 
IUCN이 노력하고 있음

7.2.3 올바른 보호지역 관리를 위한 우수한 보호지역 관리 모델 구축 모델구축에 많은 과도한 비
용 소요

7.2.4 관리효과성 모니터링 수단 개발 IUCN에 의해 실행

7.2.5 IUCN카테고리 VI(자원관리보호지역)를 참고하여 개발압력 하에 있는 보호지역의 지속 가능
 한 관리를 위한 새로운 관리기술 개발

실행력 부족

7.3.6 동아시아 보호지역 관리기관 지원을 위한 다른 기관 및 지역 NGO와   협력 미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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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동아시아실행계획1996의 이행사항 실행 여부

7.3.1 종 이동경로 내 보호지역 설립을 포함하여 희귀 종, 멸종위기 종의 주요 서식지 보호 부분적 실행

7.3.2 이동경로를 중심으로 보호지역 간 생태통로 설립 및 멸종위기 종에 대한 보호인식 확산 부분적 실행

7.3.3 보호지역 내 사냥 및 밀렵단속 강화 강화수단 약함

7.3.4 종 보호 활동에 있어 지역주민 참여 (특히 야생지에 대한 경험이 있거나 야생동물 사냥꾼의 
 참여가 권장됨)

진척사항 거의 없음

7.3.5 이동성야생동물보호협약(본 협약) 활용 Limited 제한된 실행

7.3.6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CITES) 관련 협력 증진 제한된 실행

7.3.7 절멸위기 약용 종의 거래 축소 및 중단 제한된 실행

7.3.8 동아시아 내 멸종위기종에 대한 종복원위원회 실행계획(SSC Action Plans) 이행 계획성 부재

7.4.1 접경 보호지역 지정 더딘 진척

7.4.2 접경 보호지역에 관한 경험 공유 IUCN 이론 존재

8.1.1 보호지역에 대한 우선순위 연구조사계획 수립 진척사항 거의 없음

8.1.2 과학연구기관과 협력관계 구축 진척사항 거의 없음

8.1.3 보호지역 내에서 생존하는 멸종위기 종에 대한 연구를 우선순위 과제로 채택 진척사항 거의 없음

8.1.4 국가 및 국제적 차원의 지원 제공 부적절

8.2.1 보호지역 관리당국에 의한 교육훈련 및 자원 제공 부적절

8.2.2 외부 지원활동 제공 부적절

8.2.3 데이터 수집 및 모니터링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 WCMC의 제한적 이행

동아시아 각 국의 이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9.1.1 보호지역관리자 교육훈련에 관한 정책 미 실행

9.1.2 전체 과정에서 효과적인 관리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훈련 전략 준비 및 이행 미 실행

9.1.3 교육훈련 전략의 일환으로 보호지역 관리자를 위한 세미나 임시

동아시아 지역단위의 이행사항

9.2.1 동아시아지역에 더 많은 교육 훈련기회 제공 거의 실행되지 않음

9.2.2 우수 교육훈련 전략,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준비 거의 실행되지 않음

9.2.3 정보 및 경험 공유를 위한 직원교환 프로그램 장려 미 실행

9.2.4 주요 국제자료를 현지 언어로 번역 IUCN 및 WB에 의한 약간
의 진전

9.2.5 국제적 지원 제공 약간의 진척

10.1.1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보호지역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관심 고취 진척사항 거의 없음

10.1.2 중국 내 보호지역에 대한 인지도 개선 약간의 진척

10.1.3 NGO로 하여금 보호지역 및 환경보전에 대한 일반(대중) 교육프로그램 장려 약간의 진척

10.1.4 초등학교 및 중학교 내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설 약간의 진척

10.1.5 PR 및 홍보를 통해 보호지역 지원 장려 진척사항 거의 없음

10.2.1 보호지역 및 인근지역 내 소유권에 대한 갈등 해결 진척사항 거의 없음

10.2.2 공원관리 및 계획에 있어 지역주민 참여 대부분 실행되지 않음

10.2.3 보호지역 지정에 있어 현지상황 및 요구사항 등 고려 고려되지 않음

10.2.4 보호지역의 경제적 혜택을 지역주민과 공유하고 자원이용권 제한에 대한보상 제공 약간의 진척

10.2.5 보호지역 내 시설이 필요한 곳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시설 설치 대부분 실행되지 않음

10.2.6 지역사회 NGO 활성화 진척사항 거의 없음

10.2.7 통합 보전개발 프로젝트 개발 및 이행 부분적인 성공

11.1.1 지방 및 국가 수준의 네트워크 구축

11.2.1 지방, 국가, 동아시아지역 및 국제단위의 보호지역 데이터 수집 및 교환네트워크 구축 진척사항 거의 없음

11.2.2 동아시아지역 내 IUCN활동 증대 및 지원 부분적 실행

11.2.3 보호지역 이슈에 관한 동아시아 총회 개최(2-3년에 한 번) 대부분 실행

11.2.4 동아시아지역 포럼 개최(매년) 일부 실행

11.2.5 동아시아 보호지역과 관련된 보호지역 직원, 정부 및 비정부 기관의 명부 작성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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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지역 보호지역관리 전문가 및 국제기구 관계자 등 약 260명이 참석한 동아시아 보호지역 및 국립공원에 대한 

첫 컨퍼런스가 1993년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중국 베이징 프래그런트 힐(Fragrant Hill)에서 열렸다. 컨퍼런스 참석

자들은 동아시아 정부에게 다음 사항의 이행을 정중히 요구하고자 한다:

• 단기적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육지, 담수 및 바다를 이용하기 보다는 장기적 보전을 위한 관리가 이루어

 질 때 자연은 인간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인식한다.

• 보호지역 관리 인력, 기반 및 지식을 동원하여 지역주민, 지역사회 및 더 나아가 전 세계에 지속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지속 가능한 재화 및 용역의 제공과 이의 실현에 있어 보호지역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인간과 자연자원의 조 

 화로운 발전을 위해 지구정상회의(1992년 Rio de Janeiro에서 열렸던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의 속칭)의 아젠

 다21과 전 세계의 풀뿌리환경운동단체의 요구에 부응할 것을 촉구한다. 

• 보호지역 지원에 필요한 재원 -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유엔개발프로그램(UNDP), 유엔환경프로

 그램(UNEP), UNESCO, IUCN, WWF, 재원, 전문지식 및 정신적 지원과 같은 원조기구 등-의 적극 활용을 권장

 한다.

• 동아시아 각 국가/지역은 보호지역 관리활동을 조정 및 관장할 수 있는 적절한 기구를 설립하여 가능한 많은 보호

 지역 관련 기관들의 협력 하에 현 세대 및 미래세대를 위한 보전활동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

• 보호지역 관리활동 지원 및 가치를 보존하는데 있어 지역주민, 전문가 및 정부관리자 간 생산적인 협력관계를 유

 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 환경문제에 대해 전 세계적인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에 환경문제에 투자하여 인류에게 중요한 자연시스템

 의 지속적인 생산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인류의 번영을 약속한다.

• 보호지역을 기술이전, 교육훈련, 연구 및 정보공유와 같은 분야의 중요한 국제협력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며 세계

 유산협약,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지역해(Regional Seas), 국제해양법, 람사르, CITES 등 보호지역 관련 기구 및 

 협약을 활용한다.

• 증가하는 관광산업에서 보호지역을 중요한 관광자산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보호지역 보전으로 인한 다양한 혜

 택을 일반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며, 보호지역 관광은 보호지역을 지원하는 계획 내에서 실행되어야 하

 고, 보호지역의 보전가치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 동아시아지역 내 주요 이니셔티브를 개발하여 중요한 보전가치를 지닌 육지, 해양 및 담수에 대한 연구, 복원활동, 

 일반대중참여, 교육훈련 등 적절한 관리계획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우리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인류의 행복은 식물, 동물, 흙, 물 그리고 공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지역 및 국제기구의 전문가로서 자연보전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요청하고자 한다. 또한, 자연보전의 

임무는 지금이야 말로 절호의 기회이며 우리 인류의 존망의 문제임을 확신한다.

APPENDIX III: 중국 프래그런트 힐 선언(THE FRAGRANT HILL DECLARATION),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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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IV: 일본 구시로(KUSHIRO) 선언, 구시로 1996

IUCN CNPPA에 의해 1996년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일본 구시로에서 개최된 제2차 동아시아지역 회의 참가자 

모두는 다음사항에 합의했다.

동아시아 보호지역의 중요성과 이들 보호지역의 계획과 효과적 관리를 최우선 덕목으로 고려해 줄 것을 각 정부 대표들

에게 요청한 1993년 9월 제1차 회의에서 채택된 중국 프래그런트 힐 (Fragrant Hills) 선언을 재확인하며, 

보호지역 계획과 관리의 우수 사례에 대한 권고안을 담고 있는 동아시아 보호지역 실행계획을 채택하며, 

본 실행계획을 이 지역 관련 기관들 및 전문가들에게 널리 알리고, 특히 이들 모두에게 다음 사항들을 장려한다.

• 보호지역 계획을 경제, 자연, 농업, 산림, 관광 개발과 오염 방제와 같은 다른 부문별 계획과 통합한다.

• 이들 지역의 경제적 가치 산출, 적정한 재원의 제공 및 보호지역과 그 주변 지역사회를 위한 국제 발전 기금의 활

 용을 통하여 보호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 IUCN 보호지역 관리 카테고리의 전면 활용과 함께, 자국 내 보호지역 네트워크를 확장한다.

• 이들 지역의 대표적 체계의 설립과 통합적 해안 용도지역 관리의 채택을 통하여 해양보호지역을 개선하고 확장한

 다.  

• 각 국의 보호지역의 법률적 기반을 강화하고 이를 시행한다. 그리고, 생물다양성협약, 세계유산협약, 람사르협약

 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개념과 같은 보호지역 관련 국제협약을 충분히 활용한다.

• 보다 나은 관리계획을 통하여, 광역지자체, 지자체, 지역사회, 비정부기관 및 민간 부문의 관심과 참여, 지역 내 

 또는 지역의 경계를 초월하는 보호지역 간 자매결연 장려 등을 통하여 보호지역 관리를 향상시킨다. 

• 보다 나은 보호지역 정보 취합과 이러한 정보의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보호지역에 대한 조사와 데

 이터 취합 매커니즘을 증진한다.

• 지방, 국가 및 지역 프로그램 등을 통해, 모든 수준에서 보호지역 관리자들의 교육훈련을 활성화한다.

•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환경교육 그리고 보호지역에 관한 공공의 인식을 증진함으로서 보호지역에 대한 공공

 의 지원방안을 개발한다.

• 계획의 당초 목적 추구에 있어 지역내 그리고 이를 초월한 다른 정부기관들과의 공동 협력한다.

또한, 우리는 다음 사항에 동의한다.

• 본 계획의 실행을 장려함에 있어 CNPPA 동아시아 운영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을 지지한다.

• 활발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통하여 동아시아 CNPPA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발전시킨다. 이를 통하여 지역 내 그

 리고 국제적 수준에서 보호지역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는데 도움을 준다.

• 이 중요한 분야에 대한 인류의 노력에 우리 지역의 리더십을 제공하기 위하여 더욱 긴밀히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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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V: 대만 양명산(YANGMINGSHAN) 선언, 대만 2002년

IUCN WCPA에 의해 2002년 3월 18일부터 23일까지 대만 양명산 국립공원에서 개최된 제4차 동아시아지역 회의에 

참가한 300명 이상의 참가자 모두는 다음 사항에 합의했다.

동아시아 보호지역의 중요성과 이들 지역의 계획과 효과적 관리를 최우선 덕목으로 여겨줄 것을 각 정부 대표들에게 

요청한 1993년 플래그런트 힐(Fragrant Hills) 선언, 1996년 구시로(Kushiro) 선언, 1999년 북한산(Pukansan) 선언

을 재확인하며,  

보호지역을 위한 동아시아 실행계획의 진전을 환영하며, 이러한 진전에는 특히, 본 계획의 4대 최우선 분야 - 관광, 직

원교환, 보호지역 전문가 목록과 보호지역의 지속가능한 재원확보 등이 포함된다.   

금 세기 동아시아 지역 사람들을 위한 보호지역의 중요성을 모든 관련기관 및 개인들이 인식하기를 촉구하며, 특히, 다

음사항을 장려한다.

• 동아시아 지역 내 보호지역 영역에 대한 검토 및 IUCN 보호지역 카테고리를 널리 활용한다.

• “해양보호지역의 범지구적 대표 체계 (Great Barrier Reef Marine Park Authority, World Bank and IUCN, ����)” 

 및 세계이 산호초와 맹그로브 숲 (UNEP-WCMC, ����)”에서 기술한 Dong-Sha 산호섬 (Pratas)과 같은 주요 

 해양보호지역의 설립을 촉진한다.

• 보다 나은 보호지역 정보 취합과 이러한 정보의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보호지역에 대한 조사와 데

 이터 취합 매커니즘을 증진한다

• 지방, 국가 및 지역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모든 수준에서 보호지역 관리자들의 교육훈련을 활성화한다.

• 특히,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통하여, 보호지역이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보다 

 명확히 보여줌으로서, 그리고 보호지역내 지역주민의 보다 효과적인 참여를 통하여 모든 수준에서 보호지역에 대

 한 일반의 인식 증진과 지지를 향상시킨다.

• 각 국 보호지역의 법률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행한다. 그리고, 어젠더 21, 생물다양성협약, 세계유산협약, 람사르

 협약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개념과 같은 보호지역 관련 국제협약을 충분히 활용한다

• 특히, 적정한 재원 및 관리인원, 그리고, 지방정부, 지역사회, 비정부기구 및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하여 보호지역 

 관리를 향상시킨다.

• 보호지역이 “고립된 섬들”로서가 아닌 통합된 해안 관리, 생태통로, 완충지역 및 잠재적 국가단위의 보전 생태

 통로 등의 조치등을 활용등을 포함하는 지역계획의 통합적인 요소들로서 보호지역이 관리될 수 있도록 보다 광범

 위한 규모의 보호지역 계획과 관리를 고려한다.

• 직원교환 프로그램, 멸종위기종에 대한 공동 조사, 서식지 복원, 접경보호지역 협력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동아시

 아 지역 내 및 지역적 범위를 초월하는 보호지역 협력활동을 증진한다.

• 보호지역에 대한 지식, 계획 및 관리체계에 원주민 또는 토착민의 참여를 이끈다.

우리는 다음사항에 동의한다.

• 본 계획과 이와 관련된 활동을 실행함에 있어 WCPA 동아시아 운영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기 

 위해 각 국 정부와 기타 잠재적 지원을 장려한다.

• 동아시아 지역 및 국제적으로 보호지역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활발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을 통하여 WCPA 동아시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발전시킨다. 

• 2003년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되는 제5차 세계공원대회 참가 뿐만 아니라 이의 준비 과정에 참여한다.

• 이 중요한 분야에 대한 인류의 노력에 우리 지역의 리더십을 제공하기 위하여 더 협조한다. 

• 우리의 논의과정과 회의에 원주민/토착민의 참여를 촉진한다.

• 2002년 국제 산의 해에 참여한다. 그리고,

• 2003년 남아공 더반, 2004년 중국, 2005년 홍콩에서 다시 만난다.

부록

부록은 이 선언문에 첨부된다. 동 부록은 대만 타이페이 양명산 국립공원에서 개최된 제4차 WCPA-EA 회의 기간 심

포지엄 동안에 작성되었다. 이 부록의 권고안들은 적합하고 적절한 이행에 근거하여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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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VI: 홍콩 톨루하버(TOLO HARBOUR) 선언, 2005년 홍콩

IUCN WCPA에 의해2005년 6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 중국의 홍콩특별행정자치구 소재 홍콩중문대학에서 개최된 

제 5차 IUCN/WCPA 제 5차 동아시아 보호지역 회의에 참가한 250명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993 북경 프래그런트 힐(Fragrant Hills) 선언, 1996년 구시로(Kushiro) 선언, 1999년 서울 북한산(Buhansan) 선

언, 2002년 대만 양명산(Yang Ming Shan) 선언의 내용을 재확인 한다.

IUCN 세계공원대회(World Parks Congress) 더반협약(2003), 방콕의 WCPA 전문가회의(2004)에서 권고, 제안, 생

물다양성협약 보호지역 작업계획(CBD PoWPA), 2004년 11월 방콕의 IUCN 세계보전대회(WCC)에서 세워진 주요 정

책방향을 인정한다.

동아시아 국가와 지역이 육상, 해양 보호지역 설립에 있어 이뤄낸 성과와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보호지역 관리 역량

의 지속적인 진전을 환영한다.

동아시아 지역 내 보호지역 설립과 관리를 지원하고 멤버간 네트워크 구축, 보호지역 관리 경험과 지식 공유, IUCN 지

역 및 국가 사무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동아시아 지역 WCPA의 역할을 상기한다. 

다음의 사항을 권고한다.

• 보호지역을 설립하고 보다 나은 보전 결과와 사회적 혜택을 목표로 하는 보호지역 계획과 관리 기준을 향상시킨다;

• 해양 보호지역을 확장, 강화한다;

• 생물다양성협약(CBD)와 2004년 CBD 제7차당사국회의(COP7)에서 채택된 보호지역 작업계획(PoWPA)의 목표

 에 대처한다

• 지속 가능한 관광을 포함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보호지역의 기여를 촉진한다;

• 이해당사자, 정책입안자, 관리자, NGO, 과학자들이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인 환경 거버넌스 를 증진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한다

동아시아에 있는 모든 관련 기관과 개인에게 동아시아 사람들에게 보호지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고 다음의 사항

을 실천하는데 독려하도록 촉구한다: 

• 보호지역의 계획과 관리에 관심을 갖도록 젊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육, 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 사회경제적, 문화적 고려, 특히 토착민들과 지역주민들의 생계와 재산권을 존중하면서 보호지역과 주변 토지 사용

 의 연계에 주목한다;

• 보호지역 지역사회를 봉사하기 위해 훈련, 워크숍, 세미나, 출판물을 통한 보호지역 관련 지식, 경험, 데이터 베이

 스를 포함한 기술을 공유하고, WCPA 보호지역네트워크 (PALnet)을 최대한 활용한다;

• 동아시아 보호지역 체계의 종합적인 목록을 만들고 현 시스템의 격차분석을 실시한다.

• 보호지역, 동温식물군의 관리, 모니터링, 평가를 위한 모범 가이드라인과 지표를 개발 하고 시행한다;

• 보호지역 시스템에 대한 일반의 지지를 높이고 특히 도시지역을 비롯한 각 지역사회에 보호지역의 가치와 혜택을 

 설명한다

•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재정조달과 정책지원을 통해 보호지역을 위해 충분한 자원을 제공한다;

• 접경보호지역을 개발한다;

• 보호지역의 생태 복원의 기회를 탐구한다;

• 과학적 연구를 촉진한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할 것에 합의한다. 

• 동아시아 보호지역 활동 계획을 향상시키고 업데이트하며, 각 지역의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문서와 그 

 외 주요 WCPA 문서, 가이드라인을 각 지역과 국가의 언어로 번역한다;

• 3년에 한번 있는 동아시아 지역 회의 사이에 특별 워크샵, 세미나, 특정지역 브래인스토밍 회의, 또는 교환방문 등

 의 지역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조직한다;

• 각 국가와 지역의 보호지역을 관리하는데 있어 WCPA가 개발한 가이드라인과 정책을 적합한 지역에서 시행한다;

• 관련 네트워크와 기관에서 이 선언문을 알린다;

• 제 6차 WCPA 동아시아 지역 회의를 위해 2008년 중국에서 다시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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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VII: 대한민국 제주선언, 2006년 대한민국

2006년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한국의 제주도에서 ‘보호지역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국제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회의 기간 동안의 발표와 토론의 결과로, 참가자들은 다음 사항에 합의하였다:

• 보호지역은 생물종다양성 보전과 인류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나아가 2010년의 세계 육상 생물다양성 목표와 

 2012년의 세계 해양 생물다양성의 목표 달성에 적절한 도구이다; 

• 동아시아 지역에서 지난 10년 동안 보호지역의 수가 두 배로 증가하는 등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1996년  

 WCPA-EA에서 채택된 동아시아 지역 실행계획은 대부분 이행되지 못하였다; 

• 생물다양성협약 보호지역 작업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향후 5년간의 새로운 목표와 우선순위를 명시하는,  

 1996년 작성된 동아시아 지역 실행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된 합의를 통해, 이번 워크숍의 참가자들은 

1. 동아시아 지역 정부들과 동 지역 국제기구들을 ‘생물다양성협약’의 보호지역 프로그램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2010년까지 육상, 2012년까지 해양지역에서 포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되면서 생태학적으로 대표될 수 있는  

 보호지역을 지정•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사항의 이행이 바람직하다; 

• UNEP-WCMC와 더불어 동아시아 보호지역의 포괄적인 목록을 준비하고 이를 통해 새롭게 개선된 WDPA와 UN  

 세계보호지역 목록을 준비한다.

• 기존 보호지역의 대표성을 평가하며 결여된 각종 생태군, 서식지와 생물종(生物種)을 추가하여 각 지역을 생태학 

 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보호지역으로 한다. 

• 해양생태계에 중점을 두면서 보호지역의 범위를 확대한다. 

• 관리효과성 평가를 수행하고 관리효과가 미흡할 경우 이를 의제로 다룬다.

2. 정보와 경험의 공유를 통해 정부와 각 기관들의 협력을 강화시키고 생태계 접근법의 적용과 초 국경적 활동을 원 

 활히 할 수 있는 워크숍을 개최한다. 

3. 동아시아 지역 정부와 협력 기관들로부터 위 활동들을 위한 추가 재정지원을 이끌어내고, 특히 향상된 관리활동을 

 위해 필요한 인력 및 제도 확충에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의 이행이 바람직하다.

• 세계문화유산, 생물권보전지역 및 람사르습지 지역과 같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보호지역을 사용해서 동아시아 지

 역에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인식을 증진시키고 이들 지역의 보전활동을 강화시킨다.

• IUCN 관리목록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각국의 보호지역 분류시스템도 존중한다. 

• 보호지역을 더 넓은 내륙과 해안지역으로 통합하며 특히 연결성, 생태통로와 접경지역의 협력에 중점을 둔다. 

• 보호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원주민과 지역사회가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 상호협력을 통해 대중 인식을 제고하고 보호지역의 가치와 유용성에 바탕을 둔 지지를 이끌어낸다. 

4.  위 활동들을 원활하게 수행하며 2010년 이전에 이행 사항의 성과평가를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사무국 

 설립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한다. 

170명의 워크숍 참석자들은 이번 회의를 주최했던 IUCN WCPA와 한국의 관계 기관들, 특히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또 

주관 기관이었던 제주특별자치도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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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VIII: 동아시아 보호지역 체계 격차에 대한 GIS 분석

VIII.1  지역 및 행정단위

국가 또는 영토 경계를 보호지역 GIS 데이터를 중첩함으로서 보호지역 면적 중 많은 부분이 이 데이터와 차이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아래 표 1은 각 지역의 보호지역 면적을 수치로 보여주는 것이며, 표 1에는 마카오 특별자치구 보호지

역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북한과 한국 양 측은 다른 지역을 따라잡거나 보호지역 면적을 국토대비 10% 초과를 위

한 목표를 설정하기 이전에 더 많은 관심과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표 1.  동아시아 보호지역 면적

면적 국토면적 (km2) 보호지역 면적  (km2) 보호지역 면적(%)

중국 9,346,685 1,558,351 16.67

홍콩 1,009 393 38.96

일본 373,737 60,904 16.30

북한 122,393 3,200 2.61

한국 98,930 4,060 4.10

마카오 19 0 0.00

몽골 1,564,707 208,836 13.35

대만 36,120 4,152 11.49

합계 11,543,600 1,839,896 15.9

표 2. 다른 표고 상의 동아시아 보호지역 면적

VIII.2  표고

다음의 유사 분석에서는 표고에 따른 보호 수준을 보여준다. (표 2 및 그림 1)

표고(m) 총면적 km2) 보호지역 내 면적 (km2) 보호면적백분율 (%)

< 1000 4,899,352 412,012 8.41

1000–2000 3,385,485 338,761 10.01

2000–3000 811,843 94,111 11.59

3000–4000 564,015 123,228 21.85

4000–5000 1,250,112 579,917 46.39

> 5000 602,160 291,867 48.47

Total 11,512,967 1,839,895 15.9

그림 1. 다른 표고 상의 면적, 조류의 풍부성과 보호 수준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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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다른 서식지 유형의 면적, 조류풍부도 및 보호지역 면적 간의 관계

% PA cover by habitat type

본 분석에서는 모든 육상 표고대가 5% 이상의 보호지역 면적을 가지고 있을 지라도, 산악지역이 저지대 보다 더 쉽

게 보호되는 것을 포함, 표고의 증가에 따라 보호지역 면적에 더욱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차이는 

표고대의 전체면적 또는 이와 관련된 생물상의 풍부함에 반한다 할 수 있다. 자연도태(선택)는 생물상이 풍부한 서

식지보다 오히려 척박한 서식지에서 보다 잘 나타나며, 더욱이 저지대의 경우 보호지역 상당 면적이 경작 또는 개

간된 것으로 GLCC에 의해 확인된다.

VIII.3 서식지 유형

보호지역 체계가 모든 서식지 유형을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위해, 보호지역 GIS 면적에 GLCC 데이터베

이스로부터 서식지 분류 데이터를 중첩시켰다. 이를 통해 각 주요 서식지 유형의 총 면적과 보호지역 면적을 산출

할 수 있다.  

표 3. 동아시아 주요 서식지에 대한 보호지역 면적

서식지 유형 총면적 (km2) 보호지역내면적(km2) 백분율 (%)

조작된 서식지 2,268,098 141,787 6.25

사막 및 반사막 2,417,030 356,555 14.75

고산지 및 초지 2,574,592 758,838 29.47

활엽수림 1,134,983 122,914 10.83

습지 48,540 8,231 16.96

스텝 및 관목 1,469,219 218,670 14.88

설원 및 빙상 117,488 36,243 30.85

침엽수림 1,316,075 149,569 11.36

내륙 수계 166,943 47,090 28.21

총면적 11,512,968 1,839,895 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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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석에서는 보호지역 체계 내의 모든 주요 육상 서식지들이 상당히 잘 보호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농업 또는 다른 

경제적 이용에 대한 가치가 낮은 개활지와 산악지역은 편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가장 적은 서식지 유형은 활엽 및 침엽

수림 지역으로, 이들 지역들은 때때로 생물다양성 (조류 개체수에 의해 확인 할 수 있듯이) 관점에서 가장 귀중한 지역에 

속하기도 한다. 보호지역 중 일부 지역은 개간 또는 인간의 인위적 간섭이 있으며, 이들 지역들은 대부분 저지대이다

Xie와 Li(2004)는 중국의 80개 해양보호지역을 지도상에 표시했다 (지도 1). 그들은 이들 지역 중 52개 지역이 서

식지 보호 보다는 특정 종 보호를 위해 선택된 지역이며, 사실상 이들 지역 중 대부분이 해안선과 섬들 임을 지적한다. 

따라서, 산동성으로부터 절강성까지는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해 특별하게 지정된 보호지역이 한 곳도 없으며, 해양 환

경 측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지도 1. 중국의 해양 보호 격차 (5도 격자). 붉은 사각형 내에는 해양보호지역 없음

VIII. 생태지역

우리는 77개 WWF 생태지역들(ecoregions)에 동아시아 보호지역 GIS 데이터를 중첩시켰다. 지도 2는 보호지역 보

호지역 등급에 대한 생태지역을 나타낸다. 우리는 개별 그리고 5가지 범주로 분류된 전체 보호지 지역을 측정하였다.

예외지역 면적 (> 20 per cent) 

잘 보호되고 있는 면적 (10–20 per cent PA coverage)   

중급 수준의 보호가 되고 있는 면적 (5–10 per cent PA coverage)

보호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지역 면적 (< 5 per cent PA coverage)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면적 (zero coverage)

결과에서는 57%의 생태지역이 10% 이상의 보호지역 면적을 차지하며, 19%의 생태지역이 5%에서 10% 사이의 보

호지역 면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 지역 내 3곳의 생태지역들에서 보호지역 면적이 상당히 부족하며, 16곳의 생태지역에서는 보호지역 면적이 

5%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표 4는 이들 지역 중 보호가 잘 되지 못하고 있는 생태지역들의 목록이며, 이 지역들의 현

황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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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2. 생태지역 주변의 보호지역 면적지도 2. 생태지역 주변의 보호지역 면적

표 4. 동아시아에서 5% 미만의 보호지역을 가진 WWF 생태지역들 표 4. 동아시아에서 5% 미만의 보호지역을 가진 WWF 생태지역들 

생태지역 명 동아시아 면
적(km2)

보호지역  
비율 (%)

생물다양성을 위한 중요도 의견

중국 중부 황토평원 복
합림

359,865 4.95 중요도 매우 낮음 산림보호를 위한 생태적 논쟁이 
있는 지역으로 복원을 위한 상당
한 노력이 필요함

한국중부 낙엽수림 103,617 2.97 관심도 중급
자생도 낮음 관심지역, 

산림이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보
호지역 면적 확장이 고려되는 지
역으로 UNDP에 의한 DMZ 관련 
노력이 진행중임 

황하평원 복합림 433,474 3.29 매우 가치 있음 현재 매우 거주 밀도가 높고 인간
의 간섭이 심한 지역으로 보호지
역에 대한 고려 시 극히 제한 적임

사천분지 상록활엽수림 98,010 3.48 특별히 중요하지 않음 매우 인구밀도가 높아 보호지역
을 위한 적정한 서식지가 존재하
지 않음

한국 남부 상록수림 14,057 2.50

횡단산악 아고산 침엽
수림

99,298 4.84 생물다양성 주요 지역으로 독특한 풍부
도를 가진 아열대 지역

CI와 다른 기관들은 이들 주요 생
태지역내의 보호지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중국 당국과 긴밀히 협조
하고 있음.

천산 저산대 침엽수림 12,787 1.86 수원지역으로 중요함
중급 수준의 생물다양성 관심지역

매우 고립된 지역, 정부 지원은 미
미하나 추가 보호지역으로서의 가
치가 있음

동 시베리아 침엽수림 282 0.00 지역내 희귀 서식지 유형이나 시베이라 
북부에는 흔하게 발견되는 지역

중국에서는 한계지역으로 1997년 
대규모 산불로 대부분이 파괴되
었음 

알타이 스텝 및 반사막 1,970 0.12 중요성 중급수준
일부 유제동물(말굽동물)을 위한 중요
성 중급수준

큰고영양(Saiga) 복원이 진행
중임

에민 골짜기 스텝 44,916 3.98 중국 내에서는 희귀하나 대개 농업과 
목초지로 활용되고 있음

보호지역으로의 추가지정 등을 고
려할 수 있는 지역

58



생태지역 명 동아시아 면
적(km2)

보호지역  
비율 (%)

생물다양성을 위한 중요도 의견

몽골 세렌지-오크혼
산림 스텝지역

202,301 3.44

천산(티엔산) 습윤 스
텝지역

8,027 4.37 생물다양성 낮음 대개 겨울철 목초지로 활용

눈강(넌찌앙) 초원 23,259 6.66 주요 습지 대개 농업지역으로 이용되고 있으
나 추가 보호지역으로의 가능성 잠
재 지역

희말라야 북서 고산 관목 
및 습지

635 0 중국의 한계지역 보호지역으로서 비교적 쉽게 지정
할 수 있는 대표 지역

오르도스 고원 스텝 215,596 3.66 중요도 중급 생태적 기능을 위해 긴급한 서식지 
복원이 필요함

천산 저산대 스텝 및 초
원

190,209 4.57 생물다양성 낮음하지만, 생물다양성과
관련이 있는 지역.

대개 여름철 목초지로 이용.
몇 개의 지역은 추가 보호지역으로 
지정 가능

동부 고비사막 스텝 지역 282,357 3.61 몽골가젤 및 일부 현지형태에 있어
서 중요

대개 목초지역으로 울타리가 있음.
몽골과의 접경보호지역 지정 구상 
지역. 몇 개의 보호지역은 몽골 접
경에 위치.

고비호수 골짜기 스텝 139,703 1.58 경관 및 특정 야생동물을 위한 중요
지역

중요지역이나 보호지역이 거의 없
으며, 최우선 지역으로 선정 될 수 
있는 지역 

해양 8,346,294 0.67 매우 중요한 격차 육상 범위에는 지도화 되지 않았으
나 긴급한 격차분석이 필요함

표 4. 동아시아에서 5% 미만의 보호지역을 가진 WWF 생태지역들 (continued)

VIII.5 고유(토착)종 핵심지역

P보호지역 시스템이 지역의 높은 고유(토착)종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는 고유조류지역

(EBAs)과 고유포유류지역(EMAs)의 지도에 보호지역 GIS 데이터를 중첩시켰다.  

17개소의 고유조류지역(EBAs)이 동아시아에 존재하며, 이들 지역은 한 개체 이상의 제한된 지역에서 서식하는 조류

의 서식지들이다. 사실 국제적으로 고유조류지역(EBAs)은 전 세계 육상면적의 단지 3%에서 동 조류들의 85% 이상

이 보호되고 있기에 조류 보호를 위한 최고의 전략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다음의 분석결과 (표 5)는 비록 윈난산맥, 산서산맥, 남동중화산맥, 중화아열대림 그리고 대만 등에 몇몇 주요 고유조

류지역(EBAs)이 포함되지 못하고는 있으나, 동아시아 지역의 보호지역 체계는 비교적 모든 고유조류지역(EBAs)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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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 
no.

지역명 고유(토착)
종수

EMA 면적 
(km2)

보호지역 내 면적  
(km2)

보호지역 비율 
(%)

1 까오리꽁 산맥 (Gaoligong Mountains) 18 40,850 7,302 17.88

2 위난성 남서지역 (Southwest Yunnan) 10 143,764 10,156 7.06

3 광서성 남서지역(Southwest Guangxi) 3 35,720 3,466 9.70

4 서부 시촨산맥 (West Sichuan Mountains) 12 139,565 24,181 17.33

5 귀쪼우산맥 북동부 Northeast Guizhou Mountains 2 47,548 5,336 11.22

6 헝두언 산맥 (Hengduan Mountains) 6 166,577 12,214 7.33

7 희말라야 동부 (East Himalayas) 7 284,968 51,265 17.99

8 하이난 섬 (Hainan Island) 5 23,666 1,956 8.26

9 대만 (Taiwan Island) 14 30,996 3,931 12.68

10 창바이 산맥 (Changbai Mountains) 2 118,927 8,789 7.39

11 남동 중화산맥 (Southeast China Mountains) 2 123,445 8,180 6.63

12 치린 산맥 (Qilian Mountains) 2 97,429 6,664 6.84

13 흐어란 닝시아 (Helan Ningxia) 2 92,718 11,758 12.68

14 따빠-칭링 산맥 (Daba-Qingling Mountains) 3 120,402 10,588 8.79

15 호카이도 산맥 (Hokkaido Mountains) 2 19,898 4,530 22.77

16 혼슈 중앙 산맥 (Central Honshu Mountains) 2 30,575 8,610 28.16

17 사도-니가타 (Sado-Niigata) 3 4,733 489 10.34

18 쓰시마 섬 (Tsushima Islands) 2 640 228 35.61

19 류큐 열도 (yukyu Island Chain) 10 2,972 801 26.97

20 오가사와라(Ogasawara-Bonin) 2 49 49 100.00

표 6. EMAs (토착포유류지역)내의 보호지역 면적

표 5. 토착조류지역 내 보호지역 면적

자생조류
지역번호
EBA no

지역명 토착조류 수 EBA 지역 
(km2)

P보호지역내
지역(km2)

PA 면적 (%)

127 타클라마칸 사막 (Taklimakan Desert) 2 60,418 4,790 7.93

134 티벳 동부 (Eastern Tibet) 2 63,225 30,729 48.60

133 티벳 남부 (Southern Tibet) 2 59,695 11,597 19.43

130 희말라야 동부(Eastern Himalayas) 22 18,038 9,625 53.36

135 청해 산맥 (Qinghai mountains) 2 232,628 27,619 11.87

137 사천 중부 산맥(Central Sichuan mountains) 11 115,242 22,087 19.17

138 사천 서부 산맥(West Sichuan mountains) 3 175,672 60,816 34.62

140 중국아열대림(Chinese subtropical forest) 5 129,458 10,078 7.78

139 유난(윈난) 산맥(Yunnan mountains) 3 185,652 11,327 6.10

142 해남(Hainan) 4 13,201 1,586 12.01

136 산서 산맥(Shanxi moutains) 2 188,631 12,169 6.45

141 남동 중화 산맥 (Southeast Chinese mountains) 5 595,382 39,771 6.68

149 대만 (Taiwan) 15 35,904 4,148 11.55

148 난세이쇼토(Nansei Shoto) 10 4,734 1,114 23.53

147 오가사와라 섬(Ogasawara Islands) 1(3種は絶滅) 64 64 100.00

129 히말라야 중부(Central Himalayas) 3 28 28 100.00

146 이주 열도 (Izu Islands) 3 306 244 79.61

동일한 연구가 고유포유류서식지역(EMAs)을 위해서도 가능하다. 이미 동아시아의 112종의 고유포유류들에 대한 분

포가 지도에 맵핑 되었으며, 이러한 지역들은 고유포유류서식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자료분석을 통하여 20곳의 고유포

유류서식지역이 밝혀졌으며, 그 결과(표 6)는 고유조류서식지역(EBAs)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서 유난(South-

west Yunnan), 광시성 남서지역(Southwest Guangxi), 헝두언 산맥(Hengduan Mountains), 하이난 섬(Hainan Island), 

창바이 산맥(Changabi Mountains), 남동중화산맥(Southeast China Mountains), 치리엔 산맥(Qilian Mountains), 그리고 

따빠-칭링산맥(Daba-Qingling Mountains) 등 일부 지역에서 중요하고 생물상이 풍부한 고유포유류서식지역(EMAs)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고유포유류지역(EMAs)이 보호지역 면적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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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6 절멸위기 종

我특정 종들을 살펴볼 때 종 면적에서 약간의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그 예로서, 보호지역 면적에 93종의 위협 및 멸종

위기에 처한 조류의 서식 데이터를 중첩시켜보았다. 분석결과 60%의 종들이 그들의 지리학적 서식영역 내에 10% 이

상의 보호지역을 가지고 있으며, 30%의 종들은 5%에서 10%의 보호지역 면적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지 9종

만이 보호지역 면적이 불충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 보호지역
면적(%)

멸종위기
데이터 범주

의견

Brachypteryx hyperythra 0 Vu 인도 북동부에서 관찰. 중국 Nujiang 보호지역에서 보호될 수 있음

Columba punicea 0 Vu 희말라야 종들은 네팔 보호지역 인근에서 보호되고 있음 

Nipponia nippon 1.33 Cr 대부분 멸종됨. 마지막 야생번식지는 보호지역내에 존재. 사육 및 방
사 프로그램이 진행 중

Polysticta stellata 0 Vu 겨울철에만 방문객에 허용. 번식지는 러시아

Sterna bernsteini 0 Cd 거의 멸종됨. 야생 번식지 확인되지 않음

Tadorna crtistata 0 Cr 멸종 가능성 있음. 러시아, 한국, 중국 접경지역 내에 야생 개체 없음.

Arborophila rufipectus 3.98 Cr Mabian Dafending 보호지역내에서 보호되고 있음. IUCN SSC(종복원 
전문가 그룹)에 의해 추가 지역이 권고됨 

Liocichla omeiensis 3.75 NT Emei 보호지역내에서 잘 보호되고 있으나 더 많은 산림이 보호될 필
요가 있음 

Spelaeornis badeigularis 0 Vu 중국에서 발견 기록이 없으나 Mishmi Hills 북부지역에서 서식 가능한 
것으로 보임. 인도 행정구역 내에서 보호되고 있음.

표 7. 불충한 보호지역 면적을 가진 절멸위기 조류

모든 중국의 고유포유류들의 분포에 대한 유사 분석을 수행하였다. 서식지역이 보호지역내에 포함되지 못한 고유포유

류들은 Soriculus fumidus, Soriculus sodalis, Rhinolophus osgoodi, Plecotus taivanus and Murina puta 이다. 이들 중에는 

2종의 뾰족뒤쥐와 3종의 박쥐가 포함되며, 그들의 전체 서식영역이 더 잘 알려진다면 이러한 종들을 더욱 쉽게 보호

지역 내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제한된 보호지역 면적(5% 미만)을 가진 종들에는 Esopalax fontanierii, Eothenomys proditor, Ochotona iliensis, Sorex 

cansulus and Myotis pequiniu 등이 포함된다. 이들 중 2종은 잘 관찰되지 않으나 pika Ochotona iliensis는 매우 제한적

으로 발견된다. 그리고 IUCN SSC(종복원위원회)의 Pica 전문가 그룹은 이의 보호를 위해 추가적인 보호지역 지정을 

제안하고 있다. Eospalax fonaierii는 폭넓은 분포와 관찰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 극히 적은 보호지역 면적을 가진 중국의 

Loess 고원지역 내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BirdLife International(BI)는 중요한 조류서식지역에 대한 목록을 취합해 오고 있으며, 이들 지역에서는 수종의 멸종위

기 종 목록에 등재된 조류들이 발견되고 있다. 우리는 동아시아 주요 조류서식지역의 GIS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었다. 

각 고유조류서식지역(IBA)에 대하여 이미 알려진 면적과 IBAs의 명칭(때때로 보호지역 범위 데이터에 언급된)을 원

을 이용하여 표시 함으로서 우리는 보호지역 내에 얼마나 많은 지역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개략적인 분석에 착수했

다. (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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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고유조류서식지역(IBAs) 내 보호지역 면적

보호지역과 고유조류서식지역(IBA)과의 관계 개소수 면적(ha) 비율 (no.) 비율 (area)

보호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 319 13,030,417 40.8 11.9

보호지역 중앙 233 61,972,214 29.8 56.6

보호지역으로부터 10 km 이내 74 2,896,604 9.5 2.6

보호지역에 인접한 비교적 큰 규모의 지역 23 22,148,099 2.9 20.2

보호지역으로 10 km 이상 떨어진 중앙지역 133 9,415,267 17.0 8.6

합계 782 109,462,601

결과에서는 보여주듯이 비록 커다란 규모의 고유조류서식지역(IBAs)이 보호지역 내 또는 인근에 존재할지라도, 여전

히 이들 중 많은 주요 지역들이 보호지역 외부에 존재하고 있다. 몇몇 지역은 보호지역과 중첩되거나, 보호지역과 관

련이 없지만 만약 세부적인 데이터들이 이용가능 하다면 각 지역은 보호지역이 가진 잠재 가치 평가를 위하여 사안별

로 조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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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목록
 

ARCBC ASEAN Regional Centre for Biodiversity Conservation 아세안 생물다양성보전 센터

ASEAN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

BCAP Biodiversity Conservation Action Plan 생물다양성 보전 실행계획

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생물다양성협약

CI Conservation International 국제보전단체

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야생동식물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

CMS Convention on Migratory Species (Bonn Convention) 이동성 야생동물 종 보전 협약(본협약)

COP Conference of Parties 당사국회의

DMZ  Demilitarized Zone 비무장지대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EA East Asia 동아시아

EBA Endemic Bird Area 고유조류서식지역

EI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환경영향평가

EMA Endemic Mammal Area 고유포유류서식지역

EU European Union 유럽연합

GDP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 지구환경금융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시스템

GISP Global Invasive Species Programme 글로벌 외래침입 종 프로그램

GLCC Global Land Cover Characteristics

IAS Invasive alien species 외래침입 종

IBA Important Bird Area 중요조류지역

ICD Integrated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통합 보전 및 개발

ICF International Crane Foundation 국제두루미재단

IM Indo-Malayan (in ecoregion codes) 인도-말라얀(생태지역 코드)

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세계자연보전연맹

LMO Living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생물체

MAB Man and Biosphere Programme 인간과생물권보전계획

NBSAP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실행계획

NGO Non-governmental organisation 비정부기구

NR Nature Reserve 자연보호지역

OC Oceania (in ecoregion codes) 오세아니아(생태지역 코드)

PA Protected Area 보호지역

PA Palearctic (in ecoregion codes) 구북구(생태지역 코드)

PIC Prior Informed Consent 사전통보승인

PoWPA Programme of Work on Protected Areas (CBD) 생물다양성협약 보호지역 실행계획

ROK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SAR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특별행정자치구

SAR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후천성면역 결핍증

SEPA State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China)중국 국립환경보호기관

SFA State Forestry Administration (China) 중국 국립산림청

SSC Species Survival Commission of IUCN IUCN의 종보전위원회

SSSI Site of Special Scientific Interest 자연보호협회의 특별지정지구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개발프로그램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유엔환경프로그램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WCMC World Conservation Monitoring Centre 세계보전모니터링센터

WCPA World Commission on Protected Areas 세계보호지역위원회

WII Wildlife Institute of India 인도 야생동식물협회

WWF World Wide Fund for Nature 세계야생동물기금

�2



WCPA-EA운영위원 연락망

Country/Area Affiliation Address Tel/Fax Email

China

BAI, Chengshou Director, Division of Nature 
Reserves and Species 
Management, State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 Nanxiaojie, 
Xizhimennei, Beijing, 
�000��, China

��-�0 ���� ���� (Tel); 
��-�0 ���� ��0� (Fax)

chshbai@zhb.gov.cn

ZUO, Xiaoping Director, Office of National 
Park, Ministry of 
Construction

� Sanlihe Lu, 
Baiwanzhuang, Beijing, 
�00���, China

��-�0 ���� �0�� (Tel); 
��-�0 ���� �0��; 
��-�0 ���� �0�2 (Fax)

zuoxp@mail.cin.gov.cn

WANG, Bin Director, Department of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State Oceanic 
Administration

No. � Fuxingmenwai 
Ave., Beijing, �00��0, 
China

��-�0 ��0� ���2 (Tel); 
��-�0 ��0� 0��� (Fax)

soawb@sina.com

LI, Zhong Chief, Division of Nature 
Reserve Management, 
State Forestry 
Administration

�� Hepingdongjie, 
PO Box ��2�, Beijing, 
�00���, China

��-�0 ��2� ��2� (Tel); 
��-�0 ��2� �2�� (Fax)

lizhong@forestry.gov.cn

XIE, Yan Institute of Zoology, Chinese 
Academy of Sciences China
Program Director, Wildlife
Conservation Society

C20�, Institute of 
Zoology, CAS, Datunlu,
Beijing, �00�0�,China

��-�0 ���0 �2�� (Tel); 
��-�0 ���0 �2�� (Fax)

xieyan@ioz.ac.cn  

DPRK

PAEK Sung Ik Director of Foreign Affairs 
Department, NCUK

DPRK ncuk�@co.chesin.com

Hong Kong

JIM, Chi Yung Chair Professor and Head, 
Department of Geography, 
The University of Hong 
Kong

Pokfulam Road, Hong 
Kong

(��2) 2��� �020 (Tel); 
(��2) 2��� �020 (Fax)

hragjcy@hkucc.hku.hk

Joseph Chun-hung 
SHAM

Assistant Director, 
Agriculture, Fisheries and 
Conservation Department

�/F, Cheung Sha Wan 
Government Offices, 
�0� Cheung Sha Wan 
Road, Kowloon, Hong 
Kong

(��2) 2��0 ��0� (Tel); 
(��2) 2��� ���� (Fax)

joseph_ch_sham@afcd.
gov.hk

ANG, P.O. Jr. Professor, Department of 
Biology,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Department of Biology,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Shatin, 
N.T. Hong Kong

(��2) 2�0� ���� (Tel); 
(��2) 2�0� ���� (Fax)

put-ang@cuhk.edu.hk

Richard CORLETT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Ecology and 
Biodiversity, The University 
of Hong Kong

Pokfulam Road, Hong 
Kong

(��2) 22�� 0�0� (Tel); 
(��2) 2��� �0�2 (Fax)

corlett@hkucc.hku.hk

CHAU, Kwai Cheong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and Resource 
Management,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Department of 
Geography and 
Resource Management,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Shatin, 
N.T. Hong Kong

(��2) 2�0� ���� (Tel); 
(��2) 2�0� ���� (Fax)

kwaicchau@cuhk.edu.hk

��



Japan

KANDA, Shuji Director, National Park 
Division, Ministry of the 
Environment

�-2-2 Kasumigaseki, 
Chiyoda-ku, Tokyo, 
�00����, Japan

++�� (�) ��2�-
�2��/++�� (�) 
����-����

koen_kento@env.go.jp

YONEDA, Kumiko Senior Research Scientist, 
Japan Wildlife Research 
Centre

Taito-ku, Tokyo, 
��0-����, Japan

++��(�) ��2�-
0���/++�� (�) 
��2�-0���

kyoneda@jwrc.or.jp

HIGASHIOKA, Reiji Assistant Director, 
National Park Division, 
Nature Conservation 
Bureau, Ministry of the 
Environment, Japan

�-2-2 Kasumigaseki, 
Chiyoda-ku, Tokyo, 
�00����, Japan

��-�-��2�-�2�� (Tel) 
��-�-����-���� (Fax)

REIJI_HIGASHIOKA@env.
go.jp

YOSHIDA, Masato Chairperson of Japan 
Committee for IUCN c/o 
Nature Conservation 
Society of Japan

Mitoyo Building, 2F, 
�-��-�0 Shinkawa, 
Chuo-ku, Tokyo, 
�0�00��, Japan

��-�-����-��0� (Tel)
��-�-����-0��� (Fax)

mail@iucn.jp
myoshida@iucn.jp

SHIKANO, Hisao Head Director, National 
Park Association of Japan

Toranomon Denkibilu, 
�F, 2-�-� Toranomon, 
Minato-ku, Tokyo, 
�0�000�, Japan

��-�-��02-0��� (Tel)
��-�-��02-���� (Fax)

shikano@npaj.or.jp

NAKAYAMA, Naoki Chief, National Park 
Division, Nature 
Conservation Bureau, 
Ministry of the 
Environment, Japan

�-2-2 Kasumigaseki, 
Chiyoda-ku, Tokyo, 
�00����, Japan

��-�-����-���� (Tel)
��-�-����-���� (Fax)

NAOKI_NAKAYAMA@env.
go.jp

Macau

LEONG Kun Fong fongl@iacm.gov.mo

PUN Wing Wah wingp@iacm.gov.mo

Mongolia

ENEBISH Tumurbaatar Director, Center for 
Ecosystem Management 

Ih surguuliin gudamj 
Bldg ��B Ulaanbaatar 
Mongolia

Mobile: ���-��2�0�00 etumur@magicnet.mn or 
etumur@yahoo.com

NAMKHAI.A Director, Department of 
Protected Area 
Management, Ministry of 
Nature & Environment, 
Mongolia 

Bag toiruu-��, Gov 
Bldg-� Ulaanbaatar 
Mongolia

Tel: ���-��-��2�2� 
Fax: ���-��-�2��0�

namkhai@mne.gov.mn

BADAMDORJ 
Bayartogtokh

Head, Department of 
Zoology, Faculty of 
Biology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P.O. Box ��� 
Ulaanbaatar 2�0��� 
Mongolia

Tel: ���-��-�2���0
Fax: ���-��-�20���

bayartogtokh@num.edu.mn

��



ROK

KIM, Ji-Tae Director General, Nature 
Conservation Bureau, 
Ministry of Environment

Government 
Complex-Gwachon �, 
Joongang-dong, 
Gwacheon-si, 
Gyeonggi-do, �2�-�2�, 
Korea

(�22)2��0-��0�
(�22)�0�-�20�

jtkim22�@me.go.kr

SHIN, Won-Woo Executive Director, Park 
Conservation, Korea 
National Park Service

Taeyoung Bldg. �th FL. 
2�2-� Gongdeok-dong, 
Mapo-gu, Seoul, Korea

(�22)�2��-2���; 
(�22)�2��-2�0�

wowshin@knps.or.kr

CHO, Do-Soon Professor, Department of 
Life Scienc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Yeokgok 2-dong, 
Wonmi-gu, Bucheon-si, 
Gyeonggi-do �20-���, 
Korea

(�22)2���-����; 
(�22)2���-����

dscho@catholic.ac.kr

KIM, Seong-Il Professor, Dept. of Forest 
Sciences,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 
Gwanangno, 
Gwanak-gu, Seoul, ���-
��2, Korea

(�22)��0-����; 
(�22)���-���0

seongil@snu.ac.kr

HEO, Hag-Young Senior Researcher, Korea 
National Park Service

Taeyoung Bldg. �th FL. 
2�2-� Gongdeok-dong, 
Mapo-gu, Seoul, Korea

(�22)�2��-2��0; 
(�22)�2��-2�0�

mudae�@paran.com

CHUNG, Heuk-Jin Professor, Dep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College of 
Engineering, Chung-Ju 
National University

�2�. Geonmdan-ri, 
lryu-myeon, Chungbuk, 
��0-�02, Korea

(�2��)���-����; 
(�2��)���-���0

hchungmoe@hanmail.net

PARK, Yong-Ha Director of Land and 
Ecosystem Management 
Division, Korea 
Environment Institute

���-2, Bulkwang-Dong, 
Eunpyung-Gu, Seoul, 
�22-0�0, Korea

(�22)��0-����; 
(�22)��0-����

yhpark@kei.re.kr

YOOK, Keun-Hyung Researcher, Coastal & 
Ocean Policy Research 
Department, Korea 
Maritime Institute

Sooam Bldg, #�02�-�, 
Bangbae �-Dong, 
Seocho-Gu, Seoul, 
���-���, Korea

(�22)2�0�-2���; 
(�22)2�0�-2���

ykh��0@kmi.re.kr

Taiwan

LIN, Yi Hou President, National Park 
Association in Taiwan

No. ��, Alley �0, Lane 
�2. Section �, Bade 
Road, Taipei, �0� Taiwan

���-2-2�����2� (Tel); 
���-2-2������� (Fax)

yhlin@faculty.pccu.edu.tw

KUO, Monica Chair,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Chinese Culture 
University

��, Hwa Kang Road, 
Yang Ming Shan, Taipei, 
Taiwan

���-2-2���-���� 
(2���) (Tel); 
���-2-2���-��0� 
(2��0) (Fax)

epdc2000@ms�2.hinet.net

CHIAU, Wen Yan Professor and Director, 
Institute of Marine 
Affairs and Resource 
Management National 
Taiwan Ocean University

Keelung City 2022�, 
Taiwan

���-2-2��2-2��2 ext. 
��0� (Tel); ���-2-
2���-���� (Fax)

chiau@mail.ntou.edu.tw
or chiauyw@mail.nsysu.
edu.tw

FANG, Kuo Yun Director, Nature 
Conservation Division, 
Forest Bureau

2, Sec. l, Hang Chow 
South Road, Taipei, 
Taiwan

kyfang@forest.gov.tw

LEE, Kuang Chung Assistant Professor, 
National Hualien 
Teachers College

No. �2�, Hua Shi Road, 
Hualien City ��00�, 
Taiwan

���-�-�22��0� 
(��0�) (Tel); 
���-�-�222��� (Fax)

kclee2000@hotmail.com

WANG, Shin Professor, National Taiwan 
University

P.O. Box 2�-����, Taipei, 
Taiwan

���-2-2��2�0�2 swang@ntu.edu.tw

��



감사의 글

편집진은 본 실행계획을 위한 기여와 검토를 위해 시간을 할애해준 모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특히, 모든 동

아시아지역 공원관리기관들의 관리자들과 WCPA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 및 관리자들에게 감사 드린다. 동 책자의 편

찬과 그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위해 애쓴 IUCN 보호지역 프로그램의 데이빗 쉐퍼드(David Sheppard), 피터쉐디(Peter 

Shadie), 사라 진르(Sarah Gindre) 및 여러 직원들께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또한, 편집진은 GIS 분석 데이터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유엔환경계획 세계보전모니터링센터 (UNEP-WCMC)에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마지막으로 2006년 제주워크숍을 성공적으로 준비하신 한국 국립공원관리공단(KNPS)에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

하며, 당시 IUCN 직원들과 편집진에 보여준 환대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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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Sukhumvit Soi 39
Wattana, Bangkok 10110, Thailand
Tel: + 66 (0) 2 662 4029
Fax: + 66 (0) 2 662 4387
iucn@iucnt.org

www.iuc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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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