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0년 세계야생생물기금(WWF: World Wide Fund for Nature)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의 세계보호지역위원회(World Commission on Protected 
Areas)가 방콕에서 개최한 회의에서는 보호지역이 제공하는 광범위한 
사회적, 환경적 혜택을 규명하고 계량화 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후 세계야생생물기금에서 보호에 관한 논의(Arguments 
for Protection)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보호지역의 광범위한 혜택을 규명하며, 가능한 경우 계량화
 ● 보호에 대한 지원 강화
 ● 새로운 학제간 협력관계 마련
 ● 혁신적 재원조달 메카니즘 강구
 ● 보호지역 관리전략 확대 및 강화

2003년 이후 이 프로젝트는 보호지역의 광범위한 가치에 대한 최대 
규모의 정보들을 창출해왔다. 현재까지 6개의 보고서가 출판된 상태 
이며(www.panda.org/protection/arguments 참고), 이에 더해 간 
편한 사용수단으로서 보호지역 혜택 평가도구(PA-BAT: Protected 
Area Benefit Assessment Tool)를 새롭게 개발하였다. 이 도구는 
현재 현장검증을 거쳐 실제 업무에 도입되고 있다. 

현재 출판된 보고서들은 다음과 같다: 
 ● 깨끗한 물(Running Pure): 식수 확보를 위한 산림보호지역의 

중요성
 ● 식량 저장고(Food Stores): 작물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지역의 이용
 ● 믿음을 넘어서(Beyond Belief): 생물다양성 보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앙과 보호지역을 상호 연계
 ● 안전망(Safety Net): 보호지역과 빈곤 경감
 ● 자연 안보(Natural Security): 보호지역과 위험 완화
 ● 생명의 장소(Vital Sites): 인류건강에 대한 보호지역 기여

이 프로젝트는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재해경감전략기구(UN 
ISDR: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버밍엄대학교
(University of Birmingham), 종교와 보전 연맹(Alliance of Religions 
and Conservation), 그리고 기타 수많은 보호지역 운영기관들과 
협력하에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새로운 보고서는 세계은행과 
지속적 협력을 통해 작성되었으며, 유엔개발계획(UNDP), PACT 
2020: 보호지역과 기후호전 연맹(Protected Areas and Climate 
Turnaround Alliance) 회원국들과의 공동작업물이다.

보호에 관한 논의(Arguments for Protection)

PACT 2020: 
보호지역과 기후 호전(Protected Areas and Climate Turnaround)

2008년 3월 8일부터 10일까지 열린 세계자연보전연맹(이하 IUCN) 
이사회 회의에서 기후변화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인정되었으며, 전 지구적 보호지역 시스템은 이에 대한 가장 강력한 
해결책의 하나로 주목받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PACT 2020: 보호 
지역과 기후호전이 IUCN 혁신기금(Innovation Fund)의 지원 하에 
2008년 IUCN 세계자연보전총회(World Conservation Congress)
에서 공식 발족되었다. 

PACT 2020은 IUCN 세계보호지역위원회(이하 WCPA)가 이끌며, 
IUCN 사무국, IUCN 회원, 그리고 국제자연보호협회(The Nature 
Conservancy), 국제야생생물기금(WWF International), 야생동물보호 
협회(Wildlife Conservation Society), 국제보전협회(Conservation 
International), 야생생물재단(Wild Foundation), 국제 동물 및 식물협회 
(Fauna and Flora International), 기후공동체와 생물다양성 연맹
(Climate, Community and Biodiversity Alliance), 세계은행(The World 
Bank),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환경계획 세계보전모니터링센터
(UNEP World Conservation Monitoring Centre) 등의 각종 국제기구 
들이 참여하여 협력하고 있다.
 
PACT 2020은 “보호지역 및 보호지역 시스템이 생물다양성과 인간 
생계를 위한 기후변화 적응-완화 전략에 중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PACT 2020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보호지역이 기후변화 적응/완화에 필수적 요소라는 설득력 

있는 논증 및 그것을 적용하기 위한 행동계획의 제시로 이어 
지는 상황을 분석

 ● 지역적 실행계획을 위한 지침서 및 프로젝트 제안서 개발
 ● IUCN이 지지하는 정책 행동계획이 핵심 이해관계자들의 동의 

를 얻도록 노력
 ● 보호지역 및 기후변화 정책이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 계획 및 

시행되도록 개입 
 ● 기능적인 소통/학습 네트워크 개발

본 출판물은 위와 같은 공동작업의 첫번째 결과물이며, 2009년 11
월 스페인 Granada에서 Andalucia 자치정부의 주최로 개최된 PACT 
2020 보호지역 및 기후변화 회의(Protected Areas and Climate 
Change Summit)의 주요 의제로서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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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이제 통제불능의 상태를 피할 수 있을 만큼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을 회피”) 이미 벌어진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데(“회피할 수 없는 상황을 

관리”)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기후변화 적응에 중요한 탄소흡수원(carbon sinks) 등의 자연생태계와 기타 자연자원을 관리하는 

것은 갈수록 필수적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비용대비 효과적인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다.“기후변화의 

경제학에 대한 스턴 보고서(The Stern Review on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는 각국 

정부가“자연자원 보호, 연안 보호, 긴급상황에 대한 준비 등을 포함하는 기후민감성 공공재”에 대한 

정책을 개발할 것을 권장하였다. 

세계 보호지역네트워크는 이미 기후변화에 대한 완화 및 적응을 상당부분 지원하고 있다. 보호지역은 

전세계 육지 탄소의 15%를 저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해경감, 물공급, 식량, 공중보건 등 공동체 

기반의 적응을 가능하게 하는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당수 자연 및 관리된 생태계는 

기후변화의 영향 저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보호지역은 자연생태계 관리에 대한 기타 접근법에 

비해 법적, 거버넌스적 명확성, 관리역량, 효과성 등의 측면에서 유리하다. 보호만이 탄소의 배출을 

차단하고 생태계서비스의 정상적인 작동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 경우도 상당히 많다.

세계적으로 보호지역 시스템에 대해 이루어진 투자가 없었다면 현재 상황은 더 악화되었을 것이다. 

각국 정부, 공동체, 원주민, 비정부기관, 민간부문 간의 협력관계를 통한 투자 증대가 이러한 필수 

서비스에 대한 보호 강화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보호지역이 제 기능을 한다는 증거는 이미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 이 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이후에 발간된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원주민들에 의해 

보전되는 열대우림 보호지역이 기타 관리체계 보다 낮은 수준의 산림 손실정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후, 생물다양성, 사회에 대한 이러한 공공혜택은 많은 경우 고려되지 못하거나 무시당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최초로 보호지역이 어떻게 기후변화의 영향을 경감시키는데 유의미한 기여를 

하는지, 그리고 보호지역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다룬다. 기후와 생물다양성에 대한 논의의 규모가 전례없는 수준으로 성장한 지금, 이 메시지를 

정책결정자들에게 확실하게 전달하여 효과적 정책 및 재원 조달 메커니즘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Lord Nicholas Stern

Chair of the Grantham Research Institute on Climate Change and the Environment,  

IG Patel Professor of Economics & Government,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 Nelson, A. and K. Chomitz (2009); Protected Area Effectiveness in Reducing Tropical Deforestation: A global analysis of the impact of 
protection status, Independent Evaluation Group, Evaluation Brief 7, The World Bank, Washington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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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DM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H4 메탄(Methane)

C 탄소(Carbon)

CO2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

EBA 생태계 기반 적응(Ecosystem-based Adaptation)

GEF 지구환경기금(Global Environment Facility)

GHG 온실가스(Greenhouse gases)

Gt 기가톤(10억t 또는 1백만 메트릭톤)

IPCC 기후변화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UCN 세계자연보전연맹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Mg 메가그램(1,000,000 그램)

Mt 메가톤(1백만 메트릭톤)

REDD 산림훼손 및 산림전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Degradation)

PoWPA 보호지역실행프로그램(CBD Programme of Work on 

Protected Areas)

Tg 테라그램(1조 그램)

TNC 국제자연보호협회(The Nature Conservancy)

UNDP 유엔개발계획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FCCC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WCPA 세계보호지역위원회

 (IUCN World Commission on Protected Areas)

WCS 야생동물보전협회(Wildlife Conservation Society)

WWF 세계야생생물기금(World Wide Fund for Nature)

용어정리 
적응(Adaptation): 실제나 향후 예상되는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자연계 및 인간 시스템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구상과 방법을 

이른다. 선행적 적응과 반응적 적응, 민간 적응과 공공 적응, 

자율적 적응과 계획적 적응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1. 

배출량 감축의 추가성(Additionality of emission reductions): 

온실가스 배출을 완화하기 위한 프로젝트 활동의 부재 시에 

나타날 배출원 별 배출량 감축수준과 탄소흡수원 별 제거력 

향상수준에 대한 추가적인 변화 정도를 이른다2. 교토의정서의 

공동이행 및 청정개발체제 관련 조항에서 언급된 공동이행 및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의 활동이다3.

탄소격리(Carbon Sequestration): 탄소격리란 대기 중의 탄소가 

나무, 토양 미생물, 작물 등의 생물체에 의해 흡수되는 생화학적 

과정을 이르며, 잠재적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 수치를 감축할 

수 있는 토양 내 탄소 저장과 관련된다4. 

생태계 기반 적응(Ecosystem-based adaptation): 인류가 기후 

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전반 

적인 적응 전략의 일부로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의 활용 

을 뜻한다5.

생태계서비스(또는 생태계 재화 및 서비스: Ecosystem services): 

인류가 생태계로부터 얻는 혜택을 말한다. 식량, 물, 목재, 섬유 

등의 자원에 대한 공급서비스(provisioning services); 기후, 

홍수, 질병, 폐기물, 수질 등에 대한 조절서비스(regulating 

services); 여가, 미적 여흥, 영적 충족 등에 대한 문화서비스

(cultural services), 그리고 토양형성, 광합성, 영양소순환 

등에 대한 지원서비스(supporting services) 등이 있다6. 

대기중 이산화탄소 상당 농도(Equivalent CO2 concentration): 

이산화탄소와 기타 온실가스의 특정한 조합과 동일한 수준의 

복사 강제력(radiative forcing)을 유발할 이산화탄소 농도를 

의미한다7.

유출(Leakage): 한 지역의 탄소격리 활동이(예: 나무심기) 의도 

하지 않은 직간접적 결과로서,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해당 활동의 탄소에 대한 효과를 상쇄시키는 다른 활동을 

유발하는 상황을 이른다8. 이는 온실가스(GHG) 배출원 별 

인위적 배출량의 순변화량,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을 완화하도록 

설계된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발생한 측정 가능한 순변화량을 

지칭한다 9.

완화(Mitigation): 생산 단위 당 수반되는 자원 투입량 및 배출량 

을 감소시키는 기술적 변화 및 대체를 의미한다. 배출량 감축을 

유도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정책은 몇 가지가 

있지만, 기후변화와 관련한 완화란 온실가스(GHG) 배출량을 

감축하고 탄소흡수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 시행을 의미 

한다10. 기후체계에 대한 강제행위를 줄이기 위한 인위적 

개입으로서, 온실가스 배출원 및 배출량을 감축하고 온실가스 

흡수원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포함한다11. 

영속성(Permanence): 관리 및 교란 환경을 고려하였을 때의 탄소 

저장고의 수명과 저장 안정성을 의미한다12. 

회복력(Resilience): 특정한 시스템이 변화를 일으키지 않은 채 

견딜 수 있는 힘을 뜻한다. 또는, 교란을 겪고 있을 때 온전성

(integrity)을 유지하려는 성향을 의미한다13. 

취약성(Vulnerability): 특정 체계의 기후 변동성 및 이상기후 

등 기후변화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민감성과 대처곤란성 

수준을 의미한다. 취약성은 해당 시스템이 노출된 기후변화 및 

변동성의 특성, 규모, 비율과 해당 시스템의 민감성, 적응 역량 

간의 함수이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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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해법: 주요 논점

보호지역은 기후변화에 대한 다음 두 가지 주요 대응을  

통해 기후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 

완화(Mitigation)

•	 저장: 식생 및 토양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탄소의 

손실 방지 

•	 포집: 자연생태계 대기로부터 이산화탄소 격리 

보관 

적응(Adaptation)

•	 보호: 생태계 온전성을 유지하고, 지역 기후를 

완충하며, 폭풍, 가뭄, 해수면 상승과 같은 극한의 

상황으로 부터 위험과 영향 감소

•	 제공: 인류가 기후변화로 인한 물 공급, 어업, 질병, 

농업생산력 등에의 변화를 보다 잘 감당할 수 있 

도록 돕는 필수 생태계서비스 유지 

보호지역 시스템은 이미 생태계 관리를 위한 관련 

법제, 정책, 관리 및 거버넌스 기관, 지식, 인력, 역량 

을 모두 갖춘 성공적이며 비용 효과적 도구로서 인정 

받고 있다. 상당수 지역에서 마지막 남은 대규모 자연 

서식지들이 보호지역 내에 위치해 있다. 현재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한 생태계의 회복력을 강화하며 필수적 

생태계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경관적 수준에서 보호 

지역 간 연결성을 증대시키고, 효과적 관리를 수행 

해야 한다. 

보호지역은 기후변화에 대한 전 지구적 대응의 필수요소이다.

보호지역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돕고 있으며, 인류가 의존하는 

필수서비스를 유지시켜 사회가 기후변화의 영향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보호지역 없이는 기후변화에 

직면한 인류의 도전이 훨씬 클 것이며, 보호지역 시스템 강화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자연의 

해법 중 하나이다. 

핵심내용 요약 및 주요 정책 제언

보호지역을 기후대응전략에 활용하기 위한 기회들은 

국가 및 지역 정부에 의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세계적 

수준에서 생물다양성협약(CBD)의 보호지역실행프로 

그램이 주요 기후변화완화 및 적응을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를 돕기 

위한 국가전략의 일부로서 보호지역의 역할 역시 기후 

변화협약(UNFCCC)에 의해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	 기후변화협약(UNFCCC): 보호지역을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도구로 인정하고, REDD와 적응기금

(adaptation fund) 등의 핵심 기후변화 관련 재원 

조달 메카니즘들을 보호지역 시스템의 생성, 강화 

 및 효과적 관리에 투입 

•	 생물다양성협약(CBD):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COP10)에서 보호지역실행프로그램 

을 발전시켜, 기타 생물다양성협약 프로그램과 

연계하에 보호지역이 기후변화 대응에 보다 구체 

적인 역할 수행 

•	 국가	및	지역	정부: 보호지역 시스템의 역할을 

국가적 기후변화전략 및 행동계획에 도입하고, 

자연 서식지의 손실 및 훼손 감소를 통해 기후 

변화를 완화하며, 자연생태계의 취약성 감소와 

회복력 증가를 통한 적응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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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은 요약 및 정책 분석과 관련된 내용이다. 

본문에는 각 사례를 뒷받침하는 참고문헌과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핵심내용 요약 및 주요 정책 제언

영속성(Permanence)

 ● 영속성과 생태계, 자연자원의 장기적 관리에 대한 약속에 

기반

 ● 특정 보호지역에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관심을 집중시켜 

해당 지역의 보호 강화

효과성(Effectiveness)

 ● 육지 및 해양 경관 수준의 보호지역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자연생태계 및 생태계서비스 유지에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 

되어 있음

 ● 기후변화와 관련한 새로운 정보나 조건들에 신속한 대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관리계획을 확보하고 있음

 ● 기후변화 적응에 필수적인 생태계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생태계 관리 방식에 대한 지식 등을 포함하는 관리 전문성 및 

역량을 제공하는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고 있음 

 ● 보호지역의 계획과 관리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을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육지 및 해양 경관 수준의 

접근에 적용할 기회 제공

 ● 정부 예산책정, 지구환경기금(GEF) 및 LifeWeb의 재정지원 

등 기존 재원조달 메카니즘들을 활용할 수 있음

 ● IUCN WCPA와 환경보전 NGO 등 조언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음

모니터링,	검증과	보고(Monitoring,	verification	and	reporting)

 ● 정부의 약속인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라 생태적으로 대표성이 

있는 보호지역 시스템 설립 지원

 ● IUCN의 관리분류, 거버넌스 형태, 적색목록(Red List)과 UNEP 

세계보전모니터링센터(WCMC)의 세계보호지역 데이터베이 

스(World Database on Protected Areas)와 같은 자료를 

(이 체계들이 기후변화협약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강화가 필요하다) 정리하고 축적하여 

기준치를 설정하고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였음

잘 관리된 보호지역은 초기비용이 들지 않고 사회경제적 비용은 

보호지역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의해 상쇄된다는 점에서 기후변화 

대응전략의 시행을 위한 비용대비 효과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보호지역은 우수한 관리역량, 효과적인 관리, 합의된 거버넌스 

구조, 지역민과 공동체로부터의 강한 지지 등이 확보되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기능한다. 이상적인 경우, 보호지역과 보전의 

필요성은 보다 광범위한 육지 및 해상 경관을 연결하는 전략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보호지역은 이미 세계 육지면적의 13.9%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아직 충분한 지정 비율을 확보하지 못한 연안과 해양에서도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다. 인구나 개발 압력이 특히 강한 상당수 지역 

에서는 보호지역이 잔존하는 자연생태계에 대한 마지막 보호 

장치이기도 하다. 최고의 보호지역은 자연생태계 관리에 대한 

모범적인 모델이 되고 있다. 

특별한 도전
기후변화는 지구 상의 모든 생명체에 전례없는 수준의 위협을 

가하고 있다. 더욱이, 기후변화 영향력의 규모와 속도에 대한 예측 

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어 이미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던 

상황의 위협 수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대기 중 온실가스는 기온을 상승시켜 해빙, 해수면 

상승, 예기치 못한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매우 심각하며 

예측이 어려운 결과들이 발생한다는 것이 기후변화 위협의 요지 

이다. 최근의 연구들은 더욱 암울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 작성중인 현재 발표된 새로운 정보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해양 산성화로 인한 광범위한 산호초 

시스템 붕괴를 방지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모르며; 세계 

은행에 의하면 개발도상국들은 2010년 이후 기후변화 적응에 

연간 750억~1조 달러를 지출하여야 할 것이고; 영국 기상청에 

의하면 기후변화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져 2060년쯤엔 산업혁명 

이전보다 평균기온이 4℃ 상승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감소 

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직 많이 있다. 본 보고서는 

보호지역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제시하며, 지금까지 세계적 대응전략에서 간과되었던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기후 변화에 대한“새로운”해법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이미 입증된 대안을 등한시 할 위험에 처해 있다. 

왜 보호지역인가?
IUCN은 보호지역을“장기적 자연보전 뿐 아니라 관련 생태계 

서비스 및 문화적 가치의 증진을 위해 법적, 또는 기타 실효적 

방법을 통해 인지되고, 전용화되고, 관리되는 명확하게 정의된 

지리적 공간 ”으로 정의하고 있다. 

토지이용 변화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에 대응하고, 기후변화 적응에 

필수적인 생태계서비스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토지이용 

관리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보호지역은 관리를 

관할하는 기존 정책, 법률, 제도와 현장 역량 및 전문성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전략을 

지원하기에 최적의 위치에 놓여 있다. 특히, 국가적 수준에서의 

보호지역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갖추고 있다: 

거버넌스	및	보호장치(governance	and	Safeguards)

 ● 경계가 획정되어 있어 탄소흡수원, 저장 및 기타 생태계 

서비스를 측정할 수 있음 

 ● 법적 또는 기타 실효적 체계 하에서 운영되어 육지 및 수중 

생태계를 관리하기 위한 안정적이며 장기적인 메카니즘을 

보유

 ● 광범위한 사회적,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합의된 

거버넌스 구조를 갖추고 있음

 ● 다수의 지지적 협약 및 합의(CBD, 세계유산, 람사르협약, 

인간과 생물권 계획, CITES 등), Natura 2000과 같은 지역적 

합의들로부터 정책, 도구, 정치적 지지를 얻고 있음

 ● 보호지역의 문화적,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며, 정당하고 효율 

적인 관리를 통해 이해하기 쉬운 지역적 접근법을 시행한 

경험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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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규 보호지역은 부분적으로는 탄소저장 잠재력에 따라 

선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새로운 선정 기준이 필요해질 것이다. 

개별 보호지역 내의 사전 불 지르기(prescribed burning) 등의 

관리활동 시에도 탄소배출 및 합의된 기후변화협약(UNFCCC) 

규정과의 연관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포집(Capture): 자연생태계 대기중 이산화탄소 격리 

도전: 대부분의 자연 및 준자연생태계(semi-natural ecosystems)

는 이산화탄소를 격리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현재 이러 

한 생태계서비스 중 일부가 서식지 파괴 및 훼손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를 상정한 신뢰성 있는 

시나리오에 따르면 일부 생태계들이 수년 내에 탄소흡수원에서 

배출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 

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관리 대응이 필요하다. 

보호지역의 역할: 생태계의 보호는 통상 탄소격리 잠재력을 

보장한다. 기후변화 등의 요인이 보호지역 내의 이산화탄소 포집 

까지 계속적으로 저해할 경우, 적극적 복원 및 자연적 재생의 

장려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관리방식을 수정하여 탄소격리 능력 

증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수 있다. 훼손된 산림은 온전한 산 

림에 비해 탄소가치가 절반에도 못 미칠 경우도 있다. 

함의: 육수(inland waters), 하구(estuaries), 이탄지(peatlands) 

등 일부 보호대상 서식지의 관리는 탄소격리 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히 관리되어야 한다. 복원의 역할은 산림, 맹그로브 숲, 

자연 및 인공초지 등의 일부 보호지역에서 커질 것이다.

적응(Adaptation)

보호(Protect): 생태계 온전성을 유지하고, 지역 
기후의 완충작용을 하며, 폭풍, 가뭄, 해수면 상승과 
같은 극단적인 이상기후의 위험과 영향력 감소 

도전: 밀레니엄생태계평가(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생태계서비스 중 약 60%가 훼손된 상태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1940년대 이래 모든 대륙에 걸쳐 

홍수 및 대규모 산불의 발생건수의 유의미한 증가에 기여하였다.”

지난 50년간 기후관련 재난에 의한 경제적 손실은 10배 증가 

하였고, 홍수, 폭풍, 해일, 가뭄, 눈(산)사태 등의“자연”재해는 

그 빈도와 강도가 계속 증가할 것이다. 

보호지역의 역할:  보호지역은 거대한 규모의 재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자연재해 영향력이 경감되도록 도울 수 있다:

 ● 홍수: 범람수가 흩어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자연식생을 

통해 홍수의 영향력 흡수 

완화(Mitigation)
저장(Store): 식생 및 토양에 이미 고정되어 있는 
탄소의 손실 방지

도전: 생태계 손실 및 훼손은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이다. 

기후변화 관한 정부 협의체(IPCC)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20%가 

산림벌채와 기타 토지 이용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추산하고 있다. 

보호지역의 역할: 보호지역은 토지전용과 탄소 손실을 방지하고, 

자연생태계에 탄소를 안정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관리전략이다. UNEP-WCMC의 연구에 의하면, 보호지역 내의 

열대우림이 보호지역 밖의 우림에 비해 탄소손실이 훨씬 적다. 

추가적인“고탄소(high carbon)”생태계의 보호와 이탄지(peat 

land)의 수위를 증가시키는 등의 탄소 보유(retention)용 서식지의 

관리 및 복원을 위한 기회들은 현재에도 주어져 있다. UNEP-

WCMC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의 보호지역네트워크에 312Gt의 

탄소가 저장되어 있으며, 이는 세계 육지 탄소 저장량의 1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함의: 보호지역의 탄소 저장 효과는 보호지역을 확대하고 일부 

보호지역이 보다 많은 양의 탄소를 보유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개선하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기후변화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지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핵심내용 요약 및 주요 정책 제언

 ● 마다가스카르: 6백만ha 규모의 보호지역이 신규 지정 
되어 연간 4백만t의 탄소배출을 방지

 ● 탄자니아: 동부 아크 산맥(the Eastern Arc Mountains)
에 1억 5100만t 이상의 탄소가 저장되어 있고, 이 중 60% 
는 기존 보전림(forest reserve)에 분포

 ● 벨라루스: 훼손된 이탄지에 대한 지속적인 복원 및 보호 
작업은 이탄지 화재 및 광물화(mineralization)로 인한 연간 
이산화탄소 448,000t에 해당하는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 러시아: 코미공화국(the Komi Republic)내 163만ha의 
타이가(taiga) 원시림과 이탄지 토양의 보호로 7천150 
만t 규모의 탄소 저장 유지 

 ● 볼리비아, 멕시코, 베네수엘라: 보호지역 내에 2천500
만ha의 산림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390억~870억 
달러의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추산되는 40억t 이상의 
탄소가 저장 

 ● 캐나다: 44억 3천200만t의 탄소가 39개의 국립공원 
에 격리되어 있고, 이의 가치는 720억~780억 달러로 
추산 

 ● 브라질: 아마존 강 유역의 보호지역과 원주민 거주지들은 
2050년까지 약 670,000km2의 산림의 훼손을 방지할 것 
으로 추산되고, 이는 약 80억t의 탄소 배출 방지효과를 
갖음

저장 및 포집의 사례



핵심내용 요약 및 주요 정책 제언

 ● 산사태: 토양과 눈을 안정화시켜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산 

(눈)사태 발생 시의 움직임을 둔화

 ● 폭풍해일: 산호초, 보초도(barrier islands), 맹그로브 숲, 

사구(dunes), 습지(marshes)는 폭풍해일을 차단

 ● 가뭄 및 사막화: 방목압(grazing pressure)을 경감시키고 

유역 및 토양의 수분보유 유지

 ● 산불: 산불 위험 지역의 잠식을 제한하고 전통적 관리체계 

유지

함의: 생태계, 공동체, 생물종, 그리고 생태계에 회복력을 부여 

하는 과정들의 온전성은 갈수록 변동성이 심해지는 이상기후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보호지역에 

대한 격차분석이 수행시에는 생물다양성 이외의 필수적 생태계 

서비스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일부 관리 접근법들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재난 저감방법에 대해 고려하는 것은 특히 산지 및 

급경사지와 해안 및 내륙습지를 대한 보호지역으로 확대 지정 

하는데 자극제가 될 것이다. 

제공(Provide): 인류가 기후변화에 의한 물 공급, 
수산자원, 질병, 농업생산력 등에의 변화를 보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 생태계서비스 유지 

도전: 기후변화는 식량, 식수, 전통약재의 부족을 악화시키고, 일부 

질병균의 확산을 증가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대안적 공급원과 

새로운 제품에 대한 필요를 함께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 식량 

자원과 수자원 부족은 예측 불가능하며 상태가 심각할 가능성이 

높아,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비용이 높아질 것이다. 

보호지역의 역할: 보호지역은 필수적 자연자원 및 서비스의 

유지에 있어 그 효용이 입증된 도구로서, 기후변화에 맞서 생계의 

회복력을 증가시키고 취약성을 경감시키는 일을 도울 수 있다. 

 ● 물: 깨긋한 물 공급 및 유수량 증가(특히 열대 산지 구름 

산림(tropical montane cloud forests)의 경우)

 ● 수산자원: 해양, 담수 보호지역 보전과 어장 재구축

 ● 식량: 작물 육종(crop breeding) 및 수분작용 서비스를 촉진 

하기 위한 야생근원종의 보호를 통해 공동체들에 지속가능한 

식량 제공

 ● 건강: 훼손된 생태계에서 번성하는 매개체에 의한 감염질환

(vector-bome disease)의 확산을 둔화시키기 위한 서식지 

보호, 전통적 약재에 대한 접근성 개선

함의: 보호지역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하에서 생계에 대해 지속 

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관련된 중앙 

및 지방 정부와 생태계 서비스관리를 전담하는 전문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일부의 경우, 인간사회의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경감시켜주는 생태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보호 

지역 내 및 주변지의 생태계 복원을 위한 투자가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온대산림의 가을 잎  © Nigel Dud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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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 전세계 105곳의 가장 큰 도시 중 33곳은 산림보호 
지역 내의 집수지(catchment)에서 식수 공급 

 ● 전세계: 해양보호지역에 관한 연구 112건에서 해양보호 
지역 내에서 어류의 크기 및 개체수가 증가 

 ● 케냐: 산호초 보호가 어장 건강성 및 개체수 증가에 기여 
하고 지역주민들의 1인당 소득 증가라는 이중 혜택을 제공 

 ● 파푸아뉴기니: 산호초, 해안 서식지, 식량안보 보호를 위해 
킴베(Kimbe)에는 기후변화 회복력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 
주민에 의해 관리되는 해양보호지역이 설계되고 있음 

 ● 전세계: 보호지역을 주제로 한 100건 이상의 연구에서 
작물 야생근원종의 중요성을 확인

 ● 콜롬비아: 알토 오리토 인디 앙궤 보호지역(Alto Orito 
Indi-Angue Sanctuary)은 약재식물의 보호라는 목적에 
따라 설정 

 ● 트리니다드 토바고: 나리바(Nariva) 습지의 복원 및 보전 
작업은 해당 지역이 탄소흡수원,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갖춘 생태계, 해안가 폭풍에 대한 자연완충 시스템으로서 
갖는 중요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스리랑카: 무투라야웰라(Muthurajawella) 보호지역이 제공 
하는 홍수방지 기능은 연간 5백만 달러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가짐 

 ● 호주: 멜버른의 산림 유역(절반 이상이 보호지역에 위치)
에 대한 관리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하에서 물 생성량
(water yield)에 대한 영향력이 최소화되도록 적응 작업 중 

 ● 스위스: 전체 산림의 17%가 산사태 방지를 위해 관리되고 
있다. 연간 20억~35억 달러의 가치를 제공 

보호 및 공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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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역은 이미 필수적인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관한 혜택 

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지역의 잠재력은 아직 부분적 

으로 밖에 발휘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온전성은 위험에 처해 

있다. 실제로 복수의 연구결과들이 보호지역 시스템이 빠른 시일 

내에 완성되어 효과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후변화를 

견뎌내고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준의 

내구성을 갖추지 못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보호지역의 규모, 

지정범위, 연결성, 식생 복원, 관리효과성, 포괄적 거버넌스 등을 

향상시킴으로써 전세계의 보호지역 시스템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도전과제들에 대한 해법이자, 기타 자원관리계획들에 대한 모범 

사례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의 두 사안이 핵심적인 중요성을 가진다:

 ● 재정: 몇 몇 환영받을 만한 재정 구상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계적인 보호지역네트워크에 대한 자금지원은 최대 

효율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 

치고, 일부 정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지원금 수준을 감축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보호지역의 역할 확대를 

유지 및 허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원이 필요하며, 특히 

기후변화가 제기하는 새로운 도전과제와 기회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개발이 요구된다. 

보호지역 시스템 구축 및 강화를 위한 다음 단계

핵심내용 요약 및 주요 정책 제언

 ● 정책: 생물다양성 손실과 기후변화라는 환경의 양대 위기에 

당면해 있는 현행 국가, 국제적 정책기구들은 상당수의 경우 

충분히 조율되지 못한 상태이며, 자원을 낭비하고 있고, 

가치있는 보완적 정책 수립 기회를 놓치고 있다. 

재정과 정책기구는 아래 상자에 요약된 6가지의 중요 대응전략을 

다루어야 한다. 

두 핵심적인 다자적 환경협약인 기후변화협약(UNFCCC)과 생물 

다양성협약(CBD)은 각각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과 생태계 보전 

및 관리를 관할한다. 기후변화협약(UNFCCC)은 생태계 회복력과 

인류 공동체의 취약성 및 회복력 간의 관계를 명백하게 인지하고 

있고, 생물다양성협약(CBD)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결정들은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에 대한 기후변화의 위협을 강조하여 왔다. 보호 

지역이 두 협약의 실행계획 내에서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써 보호지역의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들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국가별 

수준 그리고 전세계 공동체 수준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잠재 

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또한 각국 정부의 다양한 실행 계획도 

필요하다.

보호지역이 기후변화 대응 메카니즘으로서 보다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6가지 핵심 정책 및 관리 전개가 필요하다.

 ● 보호지역의 수 및 규모 증대: 탄소가 많이 저장, 포집 

되어 있으며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탄소가 

소실될 가능성이 큰 생태계, 열대우림, 이탄지, 맹그 

로브 숲, 담수 및 해안습지 및 해초지, 해양생태계 

등 중요 생태계서비스 제공지로 위협에 처해있는 

생태계 

 ● 육지 및 해양 경관내에서 보호지역 연결: 보호지역 

이나 수역사이(intervening waters) 외부의 자연 또는 

준자연 식생에 대한 관리에 이용한다. 이 경우에는  

완충지대(buffer zones), 생물학적 통로(biological 

corridors), 생태적 디딤돌(ecological stepping 

stones)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들은 육지, 해양 

경관 범위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생태계 회복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연결성을 구축하고, 일부 보호 

형태에서 총 서식지의 개소수를 늘리기 위해 중요

 ● 전방위적인 거버넌스 형태의 인지 및 시행: 이는 

보다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공동체의 기후대응전략 

으로 보호지역을 지정 및 관리에 참여하도록 장려 

하고, 특히 원주민 및 공동체 기반 보전지역과 사설 

보호지역에 해당 

 ● 보호지역 내의 관리 개선: 보호지역이 제공하는 

생태계와 서비스에 관한 인식을 강화하고, 불법적으로 

이용되거나 의사결정 미숙에 따라 훼손되거나 손실 

되지 않도록 관리 개선

 ● 보호지역 내 탄소저장지에 대한 보호 수준 향상: 탄소 

저장에 있어 높은 가치를 지니는 구체적인 요소들을 

보호 및 관리하는 것을 인식하기 위함이다. 노령림

(old-growth forest)의 유지, 지반교란 또는 이탄지 

건조 방지, 식생이 훼손된 보호지역에 대한 복원 등 

관리 노력

 ● 관리노력의 일부를 완화와 적응 부분에 집중: 필요 

에 따라 관리계획, 선택도구, 관리접근법을 수정하는 

것을 포함 



12 핵심내용 요약 및 주요 정책 제언

기후변화협약(UNFCCC) 

 ● 영구적 탄소 저장, 격리를 위한 도구로서 보호지역의 역할을 

인지하며, 육지 기반의 배출량 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전략의 핵심적 요소로서 내구성이 높은 보호지역 시스템의 

이행을 촉구

 ● 기후변화 적응에 있어서의 생태계의 역할을 강조하며, 자연 

생태계의 보호를 위한 국가적 적응전략 및 행동계획에 기술 

및 기반시설 기반의 적응 조치들에 대한 비용대비 효과적 대 

안으로서, 그리고 부적응 방지 조치로서 자연생태계 보호 

에 대한 고려를 도입

 ● 기후 관련 재정메카니즘을 통해 재정적, 기술적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호지역 및 국가적 보호지역 

네트워크의 강화를 위해 각국에 적절한 완화 및 적응 행동을 

허용

생물다양성협약(CBD)

 ●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COP10)에서 보호지역 

실행프로그램을 개선하여, 기타 생물다양성협약(CBD) 프로 

그램들과의 연계 하에 보호지역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역할 수행 

 ● 각국이 기후의 영향력을 평가하고, 자국 보호지역 시스템의 

회복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도구 및 방법론 개발을 

장려하며, 그들의 완화 및 적응에 대한 역할이 완전히 연구 

되도록 노력

 ● 기후변화 대응전략으로서 보호지역네트워크가 제공하는 

혜택을 더욱 증대할 수 있도록 국내적 보호지역과 초국경적 

보호지역 간의 연결성을 증대하는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

 ● 해양보호지역과 간과되었던 생물군계(biome) 내의 보호지역 

을 설치하는 사안에 정치적 긴급성을 부여 및 육성

각 국가 및 지방 정부

 ● 보호지역 시스템 역할에 대한 고려를 국가적 기후변화 전략 

및 행동계획에 도입

 ● 자연 서식지 손실 및 훼손을 경감시키는 것으로 완화를 강조

 ● 자연생태계 취약성을 경감시키고 회복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적응을 강화

 ●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과 관련한 혜택을 제공 

하는데 있어서 보호지역의 효과적 관리를 강화

러시아 시베리아의 예벤키(Evenk)족 순록을 기르는 사람  © Hartmut Jungius / WWF-Ca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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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향후 기후 동향과 이에 대한 생태적 반응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인 예측을 내놓았다. 이번 장의 첫 부분에서는 보호지역과 가장 밀접히 
관련되는 사안에 대한 가장 최근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논의들을 요약하여 
제시한다. 

두번째 부분에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을 포함하는 정부 간 협의 과정에 
서 보호지역과 관련한 완화 및 적응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여 왔는지를 살펴본다. 일부 국가 
정부의 대응 예시가 제시된다. 

다음으로 보호지역의 개념을 소개한다. 다양한 관리 모델과 거버넌스 접근법이 설명되며, 
보호지역의 지정비율과 지정면적에 대한 기초통계 자료가 제시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주제로서 기후변화에 대응함에 있어서 보호지역이 어떠한 특별한 
위치에 놓여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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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빙하 및 눈 유입 하천 상당수에서의 지표유출수의 증가 및 

춘계 유량 최고 기간(spring peak discharge)의 조기화

 ● 상당수 지역의 호수, 하천에서의 온난화로 열구조(thermal 

structure) 및 수질에 영향

해양 및 담수 생물학적 체계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수온 상승 및 

결빙, 염분, 산소농도, 순환 등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결론 

역시 높은 신뢰수준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는 다음이 

포함되었다. 

 ● 고위도 해양에서의 해조류, 플랑크톤, 어류 분포 및 존재비율 

변화

 ● 고위도 및 고지의 호수에서의 해조류 및 동물성플랑크톤 

존재비율 증가

 ● 하천의 어종 분포 변화 및 회유(migration) 조기화

산호초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력의 증거도 점차 축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들을 남획과 오염 등의 기타 압력 요인과 

분리하여 분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해수면 상승과 인간 개발 

역시 해안습지, 맹그로브 숲 등의 손실과 해안가 홍수피해의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인공 그리고 인간시스템에 대한 평가는 변화 요인의 복잡성에 

의해 특별히 어려우며, 이에 따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CC)가 이들 체계에 대한 영향력을 평가하는 보고에 부여하는 

신뢰수준은 낮은 편이다(50%):

 ● 북반구 고위도의 농업 및 산림 관리에 대한 영향에는 춘계 

작물 식재의 조기화, 산불과 해충으로 인한 산림 교란 변동 

등이 포함

 ● 유럽에서 폭염으로 인한 사망률 증가, 유럽 일부 지역에서 

감염성 질병매개 변화, 북반구 고위도 및 중위도 지역에서 

알레르기 유발성 꽃가루의 계절적 생산의 조기화 및 증가와 

같은 인류 건강에 대한 영향

 ● 사냥 활동, 설빙지에서 여행철 단기화 등 극지에서 인간 

활동에 대한 영향 및 산지 스포츠활동의 변화 등 알프스 

저지대에서 인간 활동에 대한 영향

2007년 출판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제4차 

평가보고서는 75개 연구로부터 도출한 29,000개 이상의 실측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15. 그 결과들은 상당수 물리적, 생물학적 

체계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중 

89% 이상이 기후변화의 자연적 체계에 대한 영향력의 과거 전망 

과 일치한다. 전체적으로, 금번 분석을 통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모든 대륙과 바다에서 수집된 관측 증거 
들은 상당수 자연적  시스템이 기온상승 등의 지역적 기후변화에 
영향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결론내렸다. 

이 장에서는 자연생태계 및 자연자원과 관련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결론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인간 

공동체에 대한 함의를 제시한다. 이러한 변화의 보호지역에 대한 

영향력과 그에 대한 가능한 관리 대응책은 5장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다. 

현재 영향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최근의 온난화가 특히 

다음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육지 생물학적 체계에 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매우 높은 신뢰수준*(90%)의 평가를 내렸다:

 ● 신록, 산란, 철새이동 등의 봄철 자연현상의 조기화

 ● 동·식물의 분포범위가 극지 및 고지를 향해 이동

눈, 얼음, 결빙지(영구동토대 포함)와 관련한 자연계 영향받고 

있다는 결론 역시 높은 신뢰수준(80%)을 갖고 있었으며, 이러한 

영향의 예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 빙하호의 확대 및 유수량 증가

 ● 영구동토대 지역의 지반불안정 및 산지의 산사태 빈도 증가

 ● 해빙 생물군계를 포함하며 최상위 포식자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극지 생태계의 변화

수문학적 체제에 대한 영향이 존재한다는 결론 역시 높은 신뢰 

수준을 가졌으며, 이러한 영향의 예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기후변화가 자연 및 자연자원 그리고 이에 
의존하는 인간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가 이미 육지, 해양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고, 이러한 변화 속도 및 강도가 
향후 백년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식량과 식수가 희소해지고, 자연재해의 빈도가 
높아지며, 인류 건강이 위협에 처하고, 생물종들이 멸종하며, 생태계가 파괴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의미한다. 보호지역 내의 생태계와 생물종도 이러한 효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KEY MESSAGES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기후변화의 효과에 

대한 논의시에는 불확실성에 대한 표준화된 체제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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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영향: 제4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보고서 

는 이전 보고서에 비해 21세기 영향력 전망에 대해 보다 높은 

신뢰수준을 부여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온난화가 육지 및 북반구 

고위도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남극 부근 남빙양과 북부 

대서양에서 가장 적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결론내리고 있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전망하고 있다:

 ● 이상 고온, 혹서, 집중호우의 빈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음

 ● 고위도 지역에서 강수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 아열대 육지지역에서 강수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음

 ● 열대 사이클론(태풍 및 허리케인 포함)의 강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대기 중 CO2 농도와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평균 기온이 1.5~2.5℃ 

증가함에 따라“생태계의 구조와 기능, 생물종들의 생태적 상호 

작용 및 지리적 분포범위 등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고, 생물 

다양성과 물, 식량 등의 생태계 재화 및 서비스 공급에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구체적으로, 향후 백년 안에: 

 ● 기후변화 및 관련 교란요인과(예: 홍수, 가뭄, 산불, 해충, 

해양 산성화) 기타 요인들(예: 토지전용, 오염, 자연적 체계의 

단편화, 자원 과잉이용) 등의 전례없는 수준의 조합에 의해 

상당수 생태계들의 회복력 수용한계가 초과될 가능성이 큼 

 ● 육지 생태계의 탄소 흡수량(carbon uptake)은 21세기 중반에 

정점을 찍은 후 약화되거나 반전되어 기후변화를 증폭시킬 

가능성이 큼

 ● 동·식물종의 약 20~30%가 멸종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큼 

기타 주요 영향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해안지역은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식에 노출 

되어 21세기 말에는 전세계 수백만명의 인구가 연례적 홍수 

피해를 겪을 것임 

 ● 영양실조, 설사성 질환, 심폐질환(지표면 오존 수치 상승으로 

인함)의 증가, 이상기후, 일부 감염성 질병의 분포범위 

변화와 관련된 영향 등으로 인해 전세계 수백만명의 건강이 

영향받을 것임 

 ● 담수체계에 대한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력이 그 긍정적 

혜택을 초과할 것이다. 강수량과 기온의 변화는 지표유출과 

물 가용성에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지표유출수는 21세기 

중반에 이르러 고위도 지역과 일부 열대습윤지역에서 

10~40% 증가할 전망이지만, 그로 인한 긍정적 영향은 

강수량과 지표유출의 변동성 증가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의해 상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계 인구의 20%는 2080

년까지 하천 범람 가능성이 증가할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 반면에, 중위도와 열대건조지역에서는 강수량 감소와 증발 

미국 워싱턴 DC 올림픽 해안의 초록바다말미잘(Green Sea Anemones)  © Fritz Pölking / WW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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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량 증가로 인해 지표유출이 10~30%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상당수 반건조지대(예: 지중해 유역, 미국 서부, 남부 아프 

리카, 북동부 브라질)들은 수자원 감소를 겪을 것이다. 마 

지막으로, 기온 상승으로 인해 담수 호수 및 하천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속성이 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 중위도, 고위도 지역에서는 작물 생산량이 조금 증가하겠지만 

저위도 지역에서는 감소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높음 또는 매우 높음의 

신뢰수준을 부여한 아래와 같은 지역적 영향 역시 보고되었다. 

아래에 제시된 영향의 규모와 발생시점은 기후변화의 정도와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아프리카

 ● 2020년까지 7500만~2억 5천만 명의 인구가 더욱 심한 물 

부족(water stress)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 2020년까지 일부 국가의 천수 농업(rain-fed agriculture) 

생산량이 현재의 50% 수준까지 격감할 가능성이 있다. 

 ● 21세기 말까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해수면 상승은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저지대 해안가 지역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에 대한 적응 비용은 최소한 GDP의 5~10%에 육박할 

가능성이 있다. 

 ● 2080년까지 건조지대와 반건조지대의 면적이 5~8%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

 ● 2050년까지 중앙아시아, 남부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의 

대규모 하천 유역의 담수 가용성이 감소할 것이다. 

 ● 남부, 동부, 동남 아시아의 인구 수가 매우 많은 해안지역 

대형삼각주는 매우 큰 해양 및 하천 범람의 위험에 직면할 

것이다. 

 ● 기후변화는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압력요인의 영 

향력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주로 홍수와 가뭄에 의해 유행하게 되는 설사성 풍토병의 

질병율 및 사망율이 특히 동아시아, 남부아시아, 동남아시아 

에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호주 및 뉴질랜드

 ● 2020년까지 대보초(Great Barrier Reef)와 퀸즈랜드 열대 

습윤지역 등의 일부 생태적 풍부지역에서 상당한 생물 

다양성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30년까지 호주 남부 및 동부와 뉴질랜드의 노스랜드와 

일부 동부지역에서 물 안보 문제들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 

다. 

 ● 2030년까지 이 지역들에서 가뭄, 산불로 인해 농업 및 임업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50년까지 일부 지역의 진행 중인 해안 개발 및 인구 

증가로 인해 위험요인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 산불의 강도 및 빈도 증가

산불관리 전문가, 연구기관16, 연구원17들은 지난 2009년 2월 7일 

의 빅토리아 주 지역 산불이 보여 주었듯이, 기후변화가 호주의 

산불 강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의하면 향후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한다. 각종 기후변화 예보 

들은 지구의 온난화 예측을 받아들일 때 2020년까지 1990년 

에 비해 산불 발생 일수가 15~65%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또한 대규모 산불재난(catastrophic fire weather event) 

은 1973년부터 36년에 걸쳐 12곳에서 발생한 데에 비해, 20 

09년과 2020년 사이에는 20곳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18.

나는 1970년대부터 수많은 산불 현장의 소방수, 소방전략가, 사건 

통제사로서 호주의 산불관리에 관여하여 왔지만, 2009년 2월 

빅토리아 주의 산불은 내가 지금껏 경험해왔던 어떤 산불보다도 

강력했다. 그러나 이 산불의 발생 과정에 관여했던 조건을 생각 

해볼 때 이는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금번 산불에 앞서 역사적으로 

전례없을 정도로 오래 지속된 심각한 가뭄이 이어졌었다. 빅토리아 

주 중부에서는 12년간 강수량이 1997년 이전의 최저 수준의  

강수량 기록보다도 10~13% 낮은 수준의 총강수량으로 집계되 

었다19. 수도인 멜버른에서는 기록적 혹서로 인해 2월 7일(검은 

토요일) 이전 11일간 매일 최고기온이 30℃ 이상을 유지하였다. 

이로 인해 식생과 산림연료의 심각한 건조 및 말리기(curing)가 

이루어졌다. 검은 토요일에는 멜버른의 최고 기온 기록이 갱신되 

었고(46℃) 습도는 수 시간동안 10% 미만 수준을 기록하였다. 

더욱이, 대기불안으로 인해 거대한 대류 기둥이 발달해 심각한 

산불기상 현상이 발생하였다. 검은 토요일에 시작된 100건의 

산불 중 상층기압골에 영향받은 경우가 가장 심각하였다. 2005

년 호주 남부에서 발생하였던 산불 한 건을 제외하면, 이 날의 

산불기상 조건은 호주의 기록된 역사상 가장 심각한 수준이었다. 

산불의 평균 확산 속도는 시속 12km였지만(국지적으로는 이보 

다 높은 속도도 관측되었다), 시속 100km의 풍속을 탄 불씨들에 

의해 바람의 방향으로 35km 거리에 있는 곳에까지 이어지는 

전례없는 수준의 극심한 비화(spot fire)가 발생하였다. 금번 

산불 중 100m이상 길이의 화염이 관찰되기도 하였고, 금번 산 

불로 인해 발생한 열기는 히로시마에 투하되었던 원자폭탄 

1500개에 맞먹는 것으로 추산되었다20. 이로 인해 173명의 

사상자와 2,029가구 주택 손실이 있었다. 이와 같은 산불 기상 

현상은 기후변화에 영향받은 것으로, 내가 여태껏 본 어떤 산불 

보다 심각하였다. 이는 향후 호주인들에게 불길한 화재성상의 

전조인 것으로 보인다. 

출처: Graeme L. Worboys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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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혹서의 빈도, 강도, 지속기간 증가가 도시 인구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 해안 공동체 및 서식지들은 기후변화, 개발, 오염에 의한 

압력을 겪을 것이다. 

극지대

 ● 설빙 조건의 변화는 기반시설과 원주민들의 전통적인 

생활양식에 위협을 가할 것이다. 

 ● 남북 극지 모두에서 몇몇 생태계와 서식지들이 외래종 

침입에 취약한 상태에 놓일 것으로 전망된다. 

 ● 빙하, 빙상, 해빙의 분포범위 및 두께 축소와 더불어, 자연 

생태계들에의 변화는 철새, 포유류, 상위 포식자 등 수많은 

생물체들에 위협을 가할 것이다. 

소규모 도서

 ● 해수면 상승은 침수, 폭풍해일, 침식 등의 해안가 위협 

요인들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 21세기 중반에는 기후변화에 의해 카리브해, 태평양 등의 

상당수 소규모 섬들의 수자원이 감소되어, 낮은 강수량이 

이어지는 기간 중에는 수요에 비해 물 공급이 불충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온 상승으로 인해 외래종에 의한 침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 기후변화는 자연 자원 및 자산의 수량과 질에 있어서의 

지역적 차이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돌발홍수, 해안범람 및 침식 등의 위험이 상승할 것이다. 

 ● 산악지대는 융빙, 적설량 감소, 광범위한 생물종 손실 등의 

위험에 직면할 것이다. 

 ● 남부 유럽에서는 기후변화에 의해 물 가용성, 수력발전능력, 

여름 관광수요, 작물 생산량 등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틴아메리카

 ● 21세기 중반까지 기온 상승과 그에 따른 토양 보수율 감 

소에 의해 아마존 동부의 열대우림이 점차 사바나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 반건조지대의 식생 역시 건조지대 식생으로 대체될 것이다. 

 ● 상당수 지역에서 멸종에 의한 상당한 수준의 생물다양성 손실 

위험이 존재한다. 

 ● 강수량 변화와 융빙은 물 가용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 

으로 전망된다. 

북아메리카

 ● 서부 산악지대의 온난화는 스노우팩(snow-pack) 감소, 

동계 홍수 증가, 하계 하천 기저유량 감소 등을 일으켜 

수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다. 

캐냐 나이로비에서 물은 귀중한 자원  © Martin Harvey / WWF-Ca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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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활방식, 경제활동 각각의 상호작용에 있어 근본적이고 
중대한 변화가 요구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과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격리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모든 합리적 대응전략에 공통적인 다음과 같은 중요 요소를 살펴볼 것이다: 대기 
중 탄소를 포집 및 저장하는 동시에 인류 및 생태계가 기후변화의 영향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자연적, 준자연적인 시스템을 보전하는 도구로서 보호지역을 사용하는 것이다.

물론 보호지역은 완전한 해법이 아니며, 그에 의존하여 배출요소 감소에 직접 관여하는 해결 
노력들을 대체하거나 약화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보호지역이 적응 전략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지금까지는 과도하게 도외시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노르웨이 스피츠베르겐의 융빙  © Steve Morello/WWF-Canon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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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역은 이미 상당수 정부와 정부 간 기관들에 의해 현실적인 

완화 및 적응 전략으로 광범위하게 인정받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변화들에 대한 정책 결정자들이 수행한 대응책 몇 가지를 

검토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CC)는 완화 및 적응 역량의 신장, 배출량 감축,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경감을 위한 요소로서 보호지역을 사용하기를 

촉구하고 있다21.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보고서는 특히 기후 영향력의 제한에 있어 산림보호 및 관리의 

역할에 주목하였으며, 완화와 관련한 지구 총 잠재력의 65%가 

열대지방에 위치해 있으며 50%는 산림벌채로 인한 배출량 감축 

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22. 이 보고서는 산림 관련 

완화 활동이 상대적으로 저비용에 기후변화 적응 및 지속 가능한 

개발 간의 중요한 시너지효과들을 창출하며, 고용, 소득창출, 

생물다양성 및 유역 보전, 재생가능한 에너지 공급, 빈곤경감 

등과 관련한 상당한 수준의 부가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23. 산림에 관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내렸다:“효과적 보호로 인한 수목의 재성장도 
탄소격리로 이어지겠지만, 보호지역에 대한 적응적 관리 역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경감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생태통로는 동·식물의 이주 기회를 만들어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을 용이하게 한다 ”24(우리의 강조점). 이러한 윈-

윈 상황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의 측면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환경적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산림정책, 조치, 기구들은 다음을 포함한다고 지적하였다: 

 ● 산림 면적 증가, 산림벌채 감소, 산림 유지 및 관리 등에 

대한(국가 및 국제적) 재정적 인센티브

 ● 토지이용 규제 및 단속25

본 보고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모델이 바로 이러한 합의된 토지 

이용에 대한 접근법들의 조합을 재정적 인센티브로 뒷받침하는 

방식이다. 

기후변화협약: 기후변화협약(UNFCCC)은 아직 보호지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가 없으며, 현재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심도깊은 논의 중에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협약에서 2007

년에 채택한 발리 행동계획(Bali Action Plan)은 코펜하겐 협정 

관련 논의를 위한 로드맵을 설정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완화 

및 적응 전략과 관련한 더욱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였는데, 

전세계적으로 점점 많은 국가들이 이와 같은 요청에 응답하기 

시작하고 있다(표 1 참조).

2009년 6월 UNEP에서는 기후변화협약 및 기타 기관들에게 

탄소격리에 있어서의 자연생태계의 역할에 대한 보다 큰 관심을 

갖을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26.

생물다양성협약: 생물다양성협약(CBD)는 보호지역실행프로그

램 (PoWPA)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함에 있어서의 보호지역의 역

할을 다음과 같이 인지한 바가 있다:“1.4.5 기후변화 적응 조

치들을 보호지역 계획, 관리 전략 및 보호지역 시스템의 설계

에 도입한다.”생물다양성협약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SBSTTA: 

국제적, 국가적 대응 - 정책결정자들은 
보호지역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보호지역을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규정하였으며, 생물다양성협약(CBD) 등의 기타 정부 간 기구들도 이 메세지를 
반복하여 왔다. 각국 정부들은 이미 보호지역을 자국 기후대응전략의 일부로서 도입하기 
시작하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KEY MESSAGES

핀란드 가을 전나무와 너도밤나무  © Mauri Rautkari / WWF-Ca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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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문서 내용

호주 국가 생물다양성 및 

기후변화 행동계획

(2004-2007)31

본 계획은 다양한 관할권에서의 활동을 조율해 생물다양성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력에 

대처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본 계획은 특히 해양보호지역과 관련한(제 4.2, 4.5 전략) 

기후변화 영향력들에 대한 고려를 도입한(제 5.2 전략 및 관련 행동) 신규 보전지구를 

개발하는 등의 보호지역 관련 전략 및 행동들을 포함한다. 

브라질 기후변화 국가계획 

(2008)32

본 계획은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목표로 하는 행동 및 조치들을 규정한다. 이는 7개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중 산림과 관련되는 것에는“전 브라질 생물량

(biomass)에서의 산림벌채율의 지속적 감소를 도모해 불법적 산림벌채 완전 방지 달성”

이 있고, 행동에는“보호, 보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할 공공 산림의 선정”및“특히 

아마존 우림 등에서의 국가적, 국제적 산림벌채 감소, 지속가능한 사용, 보전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아마존 기금의 신설 등이 있다. 

중국 국가 기후변화 

프로그램 (2007)33

본 프로그램은 2010년도 목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자연자원 보전은 두 차례 언급되며, 

제 2.3.4장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 기후변화 

적응 역량 증진을 위한 산림 및 습지 보전 강화 및 … 탄소격리 역량 증진을 위한 

산림 및 습지 복원, 녹화사업(afforestation) 강화 등이 필요하다”. 제 3.3.2장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자연산림 보전 및 자연 보존지구 관리의 강화와 더불어 핵심 

생태 복원 계획의 지속적 시행을 통해 핵심적 생태 보호지역을 설립하고 자연 생태 

복원을 증진한다. 2010년까지 통상적 산림 생태계와 핵심적 자연 야생생물의 90%가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자연 보존지구 면적이 총 영토의 16%를 차지하며, 사막화된 토양 

2천200만ha가 관리된다.”

핀란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가전략 

(2005)34

알프스 산맥과 그 동부 구역들의 보호지역네트워크는 충분한 기후변화 적응력을 

제공하는데, 이는 이들이“인위적 압력요인을 경감시키고 알프스 서식지 형태와 생물종 

서식지들의 보전을 촉진하기 위한 효율적 토지이용 통제”기회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부 핀란드의 보호지역은 그 지정범위가 좁고“보호지역이 생물종에게 적응 

및 전환의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보호지역네트워크의 평가 및 개발에 대한 바렌츠 회사(Barents 

cooperation) 등과의 보다 광범위한 국제적 공조.”

인도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 행동계획 

(2008)35

본 계획은 2017년을 기한으로 하는 8개의 핵심적“국가과제”를 규정하며 각 

정부기관들이 국무총리실 산하 기후변화위원회에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지시한다. 히말라야 생태계 지속을 위한 국가과제(National Mission for Sustaining the 

Himalayan Ecosystem)는“인도의 주요 수원인 빙하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 후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히말라야 지역에서 생물다양성, 산림피복 등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멕시코 기후변화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 

(2009 검토본)

본 프로그램의 목표는 이전에 발표된 기후변화 국가전략(ENACC: National Strategy on 

Climate Change)에 포함된 지침을 발전 및 공고화하는 것이다. 본 프로그램에는 에너지 

발전; 에너지 사용; 농업, 임업 등 기타 토지이용; 폐기물; 민간부문 등을 다루며, 

대부분 2012년이 기한인 41개의 완화 목표 및 95개 관련 목표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또한 보호지역의 보전, 확대, 연결과 더불어, 생태계 회복력 형성 및 

REDD 프로젝트의 설계, 시험, 시행 등을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36.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 

기후변화 대응전략 

(2004)37

본 전략은 청정개발체제(CDM) 프로젝트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건강 보호 및 

촉진 조치들까지 망라하는 다양한 사안들을 연관짓는 22개의 핵심 행동을 제시하며, 

이에는“식생, 동물, 해양 생물다양성을 위한 보호 계획을 개발”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표 1: 보호지역을 활용한 국가적 기후변화 대응들

Subsidiary Body on Scientific, Technical, and Technological 

Advice)는 SBSTTA 제11차 회의(권장사항 XI/14)에서“생물다

양성, 토지 전용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 간의 시너지

를 촉진하기 위한 지침”의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다양한 대응

책들의 마련을 촉구하였다27. 2010년 말로 발표가 계획되어 있

는 보호지역실행프로그램(PoWPA) 검토보고서에서는 보호지역 

정책 내에서의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대한 강조 정도가 더 커

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된 사안들은 PoWPA의 미래를 계획 

제 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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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경제학에 대한 연구(TEEB: The Study of the Economics of Ecosystems and 
Biodiversity)의 주요 요점은 2010년에 보고서가 출간되었다. 2009년 코펜하겐 협정 관련 협상 자료로 출간된 
기후변화에 대한 요약 보고서는 정책 결정자들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긴급한 사안들을 강조하고 있다. 

TEEB가 출간한 기후 관련 최신 사안40 보고서는 코펜하겐 

협정에 연관된 정책 결정자들이 고려해야 할, 특별한 중요성 

을 가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안을 강조하고 있다: 

1.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기후 

변화로 인한 산호초 손실에 대한 고려한다.

2.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산림 탄소에 대한 적절한 

조기 합의한다.

3. 생태적 기반시설(특히 산림, 맹그로브 숲, 하천 분지, 습지 

등의 복원 및 보전)에 대한 공공 투자를 뒷받침하는 비용 

대비 혜택 논거의 인정. 특히 이들 인프라는 기후변화 적응 

수단으로서 상당한 잠재력을 가진다. 

본 보고서는 이에 더해 산림을 완화 과정의 주요한 
방안으로써 고려하는 것은 중요한 선례를 남길 뿐 아니라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비용(payment) 지급을 위한 잠재적 
플랫폼을 구성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TEEB는“성공적인 세계적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그것은 인간 사회가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경제학을 
“주류화”함으로써, 그들의 생태적 혜택들을 보이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혜택들을 가격이 매겨진 보상을 통해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는 기점이 될 
것이다.”이러한 합의는 TEEB가 발표하는 모든 보고서에서 
권장하고 있는 세계적인 경제 모델에 대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조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듯이:“우리는 측정 
불가능한 것을 관리할 수 없다.”산림에 의한 탄소격리 
(흐름)의 측정은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확립되어 있는 반면, 

토양, 물 등 기타 생물상(흐름)에 의한 탄소격리 및 탄소 
저장량의 측정 방식은 상대적으로 개발 및 표준화가 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생태계서비스 간 연결고리에 대한 
평가 역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생태계에 걸쳐 신뢰 
가능한 세계적 탄소 격리 및 저장에 대한 측정 및 설명 
방식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는 나아가서 세계적 산림 탄소 합의가 보전 
노력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것과 관련되는 조항을 
포함하도록 확정하는 일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TEEB
는 보전 효과성의 지표에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 임업 의존적 지역공동체를 위한 비농업 소득창출 

활동을 개발하는 노력

 ● 인력 및 장비 증가와 산림 공동체와의 합의를 통해 

기존 보호지역의 관리 개선

 ● 신규 법제 도입을 통해 보호지역 확장

 ● 보호지역 관리에 대한 독립적 검증의 촉진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 TEEB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보호지역을 통한 직접적 보전활동과 
지속가능한 사용에 대한 제한들은 인류의 생태학적 
기반시설들의 건전성과 생산성을 유지하여 생태계서비스 
들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도록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다. 
생태계 공공재 및 서비스에 대한 가치와 투자 대비 사회적 
수익에 대한 혜택이 포함되며 매우 높은 비용 대비 혜택이 
유지되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하기 위한 최근의 회의들에 매우 강하게 등장하고 있다28. 이에 

더해 생물다양성협약(CBD)와 기후변화협약(UNFCCC)는 이미 

두 협약 간의 시너지를 도모하기 위한 합동 작업그룹을 생성하

였다29. 

기타 국제회의: 상당수의 여타 국제적 합의에도 기후변화에 대

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예시에는 유엔 밀레니엄 선

언(Milennium Declaration)과 함께 채택된 밀레니엄 발전목표

(MDG: Milennium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

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채택된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Johannesburg Plan for Implementa-

tion), 기후완화에 있어서의 보호지역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검토

한 세계유산협약(World Heritage Convention) 30, 유엔 지속가능

발전위원회(UN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등

이 있다. 

각국의 반응: 갈수록 많은 수의 정부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

기 위한 도구로서 보호지역을 활용하기 시작하고 있으나, 이중 

절대 다수는 아직 보호지역을 기후변화 적응 국가 실행 계획

(National Adaptation Programme of Action)에 도입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표 1에는 각국 구상들의 예시가 제시되어 있다. 

기후변화의 복잡성과 그 원인, 영향력, 대응책들의 다양성으로 

인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는 다수의 국제기구 간의 시너지
38, 각국 내에서 정부 부처 간 협조, 다양한 이해당사 단체들의 참

여 등이 필요하나, 현재로서 이러한 조건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각국 정부는 배출량 감축 등이 위

주가 되는“갈색 해법”에 집중하면서, 항상“녹색”,“청색”해

법들(육지 식생 및 해양에 저장된 탄소)에 대한 연쇄효과를 고려

하지는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배출량 감축에만 좁게 집중한 결

과 바이오연료 생산이 장려되었는데, 이 생산이 계획적으로 이

루어지지 않을 경우 육지 생태계로부터 탄소가 추가적으로 손실 

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재 보다 통합적인 

접근법에 대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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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역이란 무엇인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보호지역의 정의에는 IUCN과 생물다양성 

협약(CBD)의 정의 두 가지가 있지만, 이 둘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메세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 IUCN의 정의: 장기적인 자연보전 뿐만 아니라 생태계서비스 
및 문화적 가치 증진을 위해 법적, 또는 기타 실효적 방법 
으로 인지되고 전용화되고, 관리되고 있는 명확하게 정의된 
지리적 공간 41

 ● 생물다양성협약(CBD)의 정의: 특별한 보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정, 통제, 관리되는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

보호지역에는 인간의 방문이 금지되거나 엄격하게 통제될 정도로 

강하게 보존되는 장소부터, 현지 거주민 공동체의 전통적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현대적) 생산 활동이 일정한 규제 하에 생물다양성 

보호 활동과 함께 이루어지는 보호 대상의 육지, 해양 경관까지 

다양한 지역들이 포함된다. 보호지역 관리는 국가, 지역정부, 

비영리목적 기금, 기업, 개인, 원주민 단체 또는 지역 공동체 등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보호지역은 상명 

세계 보호지역 시스템의 기후변화 대응 잠재력

보호지역은 자연생태계를 영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이미 필수적인 생태계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보호지역은 다양한 관리 접근 및 거버넌스 형태를 활용함으로써 회복력이 큰 
전 세계 네트워크로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하달식의 중앙관리에서 훨씬 포괄적, 참여적이며 다양한 관리 

체계로 발전해 왔다. 세계적으로 공인된 한 분류체계는 여섯까지 

관리목표 분류 및 네 가지 거버넌스 형태를 포함하는 다양한 

접근법을 기술하며, 이들은 그림 1에 나타났듯이 어떠한 조합 

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현대의 보호지역은 명시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에 집중하나, 그 

대부분은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증진하는 역할도 가지며 이 역시 

관리에 반영된다. 점점 많은 국가의 정부들이 의식적으로 현지 

동·식물 개체들을 장기적으로 지탱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보호지역 시스템 내에 국내 모든 생태계 및 생물종을 포함시키 

려고 노력하고 있다. IUCN 생물종보전위원회(Species Survival 

Commission)는 80%의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생물종들이 

이미 보호지역에서 분포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대부분의 보호지역은 고립되어 기능을 할 수 없으며 생물학적 

통로나 기타 적절한 서식지를 통해 상호 연결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보호지역은 대부분의 국가적, 지역적 생물다양성 보전 

전략의 핵심을 이루지만 보전의 유일한 도구는 아니다. 

전 세계 보호지역 네트워크 지도

핵심 메세지

본 지도의 내용은 UNEP-WCMC 등 본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기관들의 공식적 견해나 정책을 반드시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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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CN 보호지역 분류
(관리 목표에 따름)

IUCN 보호지역 관리 형태

A.  정부에 의한 관리 B. 공동 관리 C. 민간관리
D.  원주민, 지역 

공동체에 의한 
관리

연방
정부, 
국가의 
부처 
및 
기관

지역적 
담당
부처
및 
기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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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IUCN 보호지역 분류 및 관리 형태

범 지구적 시스템: 현재 세계에는 약 120,000 곳의 보호지역이 

지정되어* 지구 육지면적의 13.9%를 차지하고 있고, 해양보호 

지역은 영해의 5.9%, 공해의 0.5%를 차지하고 있다42. 또한 국가 

체계 밖에도 원주민 및 공동체 보전 구역 등을 포함하는 보호지역 

들이 알려지지 않은 수로 존재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이들이 

국가에 의해 설립된 보호지역과 비견될 만한 지정범위를 가지고 

있다43. 이들은 모두 정부, 신탁기금, 지역 공동체, 원주민, 개인 

들에 의한 보전 목적의 육지 및 해양 보호에 대한 거대한 투자를 

대변한다. 대부분의 보호지역은 20세기에 신설되었으며, 전세계에 

걸친 보호지역 지정지 설정은 역사상 가장 빠른 의식적 토지 관리 

변화 사례이다. 그러나 이러한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초지, 

육수, 해양 환경 등 일부 생태계는 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호를 더 확대할 수 있는 기회는 시간이 지나고 

활용 가능한 토지 및 수역이 희소해짐에 따라 필연적으로 감소 

하게 될 것이다.  

목적: 보호지역은 국가적, 국제적 생물다양성 보전 전략의 초석 

이다. 보호지역은 중점 관리되는 육지, 해양 경관에서 생존하기 

힘든 생물종 및 생태적 과정을 위한 은신처(refuge) 역할을 수행 

함과 더불어, 자연적 진화 및 향후 생태적 복원을 위한 여유공간 

을 마련해준다. 보호지역은 육지, 해양 경관 내에 완전히 포함 

되어 있으며, 상당수 경우 현재까지 잔존하고 있는 자연생태계의 

핵심을 구성한다. 이런 방식으로 보호지역은 그 경계를 훨씬 넘어 

서는 범위의 생태계의 구성, 구조, 광범위한 기능에 기여한다. 

보호지역은 또한 인간에게도 보다 직접적인 혜택을 다양하게 

제공한다. 보호지역 주변지 거주민 뿐 아니라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도 인간은 보호지역이 야생적 공간과 생태 은신처를 

통해 전통적 취약 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야생생물의 유전적 자원, 

생태계서비스, 여가의 기회 등의 수혜를 받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 

들은 인류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생물종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윤리적 의무를 가진다고 믿는다. 대표적 보호지역은 

노트르담 성당이나 타지마할과 같은 국가적 유산들만큼이나 

큰 중요성을 가지며, 상당수 보호지역은 풍부한 생물다양성 분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문화적, 영적 가치를 가진다. 

  

보호지역 간에는 상당한 다양성이 존재하지만, 보호지역이 따라야 

할 공통적인 의무도 있으며, 이는 생물다양성협약(CBD) 및 IUCN 

규정에 제시되어 있다. 

보호지역이란 모두 식별 가능하고 지리적으로 명확히 정의된 구역* 

으로서, 보호 대상지로서 인정된 곳이다. 이러한 인정은 통상  

정부가 제정하는 법률의 형태를 가지지만 자가선포된 공동 

체 결정이나 신탁기금, 기업 등의 내부 정책일 수도 있다. 보호 

지역은 또한 관리되어야 한다. 이 관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 세계보호지역데이터베이스(WDPA)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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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군계 면적(km2) 보호 대상지의 %

온대성 초지, 사바나, 관목지 10,104,060 4.1

아한대성 산림, 타이가 15,077,946 8.5

열대 및 아열대 침엽수림 712,617 8.7

지중해성 산림, 삼림지대, 덤불지대 3,227,266 10.2

열대 및 아열대 건조성 활엽수림 3,025,997 10.4

사막 및 건조한 관목지 27,984,645 10.8

온대성 활엽수림 및 혼합림 12,835,688 12.1

온대성 침엽수림 4,087,094 15.2

열대 및 아열대 초지, 사바나, 관목지 20,295,424 15.9

열대 및 아열대 습윤성 활엽수림 19,894,149 23.2

산간 초지 및 관목지 5,203,411 27.9

맹그로브 숲 348,519 29.1

범람 초지 및 사바나 1,096,130 42.2

표 2: 2009년 지정된 세계 보호지역의 생태적 대표성: 2010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 진행사항44

보호지역을 완전히 보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보호지역이 훼손 등을 겪었을 경우 적극적인 복원을 수행하거나, 

생태계 온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타 조치들(예: 외래침입종의 

통제) 등을 수행함으로써 이루어질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보호지역이 그 가치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계획되었다는 

것이다. 즉, 보호지역은 무시하거나 변동시킬 수 있는 임시적인 

지정지가 아니라 생태계 및 생태적 과정의 온전한 관리와 생물종 

보호에 대한 장기적인 유지의사를 대변한다. 보호지역이 이와 

같이 자연 생태계의 유지를 목적으로 인정되며, 그 장기적인 보호 

및 관리에 관여한다는 사실이 바로 보호지역의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수단으로서의 적정성을 보여준다.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의 초지 © Michel Gunther / WWF-Canon

*  보호지역의 경계는 특정한 경우에 변화할 수 있다. 이러한 예는 특정 
수역이 어자원의 산란지를 보호하기 위해 연중 특정한 기간에만 
어획금지구역으로 설정되고 나머지 기간에는 어획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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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 또는 기타 실효적 체계 하에서 운영되어 육지 및 수 

생태계를 관리하기 위한 안정적이며 장기적인 메카니즘을 

제공한다. 

 ● 광범위한 사회적, 문화적 요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합의된 

거버넌스 구조들을 갖추고 있다. 

 ● 다수의 지지적 협정 및 합의들과(CBD, 유네스코 세계유산, 

람사르협약,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 CITES 등) 

Natura 2000과 같은 지역적 합의부터 정책 프레임워크, 

도구, 정치적 지지를 제공받고 있다. 

 ● 보호지역의 문화적,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며, 사람들이 

적법하며 효과적으로 관리에 참여하는 접근성이 큰 지역적 

접근법 시행에 경험이 있다. 

영속성

 ● 영속성과 생태계, 자연자원의 장기적 관리에 대한 약속에 

기반한다. 

 ● 특정한 보호지역에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관심을 집중시켜 

해당 지역의 보호를 강화한다. 

효과성

 ● 특히 육지 및 해양 경관 수준의 보호지역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자연생태계 및 생태계서비스 유지를 위한 효과적 

방법인 것으로 입증되어 있다. 

 ● 기후변화와 관련한 새로운 정보나 조건들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관리계획을 확보하고 있다. . 

 ● 기후변화 적응에 필수적인 생태계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생태계 관리 방식에 대한 지식 등을 포함하는 관리 전문성 

및 역량을 제공하는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고 있다. 

 ● 보호지역의 계획과 관리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을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육지 및 해양 경관 

수준의 접근들에 적용할 기회를 제공한다. 

 ● 정부 예산책정, GEF 및 LifeWeb의 재정지원 등의 기존 

재원조달메카니즘을 활용할 수 있다. 

 ● IUCN WCPA와 환경보전 NGO 등 조언과 원조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전문가 네트워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본 보고서 상당부분은 인간 공동체가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지원하는 자연생태계 역할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어떠한 자연, 준자연 생태계이든지 그 거버넌스 체계에 관계 없이

(예: 미사용 토지, 원주민 거주지, 전략적 보존지구)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관리될 수 있다. 상당수 관리된 생태계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관리가 수행될 수 있다. 각국 정부와 토지 

소유주는 모든 자연적, 문화적 서식지 내에서 생태적 가치를 인식 

및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창의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원주민 및 지역 공동체는 자연적 시스템 가치를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가치들을 수백년 간 지속시켜왔다45.

 

그러나 현재 상당수의 전통적 관리 체계들은 외부 압력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 이런 압력 요인들에는 인구의 증가, 자연자원에 

대한 접근 수요 증가, 공동체 내의 사회적 변화 등이 있다. 생태계 

들의 훼손은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파괴 및 손실 역시 동반 

한다. 전 세계적 경제체계도 강한 국가적, 국제적 정책 프레임워크 

내에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 과정을 심화시킬 수 있다. 

자연계가 높은 가치를 갖는다는 사실은 잘 정립되어 있지만, 이 

가치들은 통상 다수의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분산된 형태로 

축적되고, 생태계서비스의 경우 국가적, 세계적 공동체에  조금씩 

제공된다. 따라서 개인이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원을 재생 

불가능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보다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산림유역은 하류의 공동체에게 높은 시장가치를 가 

지는 깨끗한 물을 공급함으로써 혜택을 제공할 수 있지만, 토지를 

소유하는 개인은 수질 규제 및 물 공급 서비스를 희생하면서 

목재를 판매해 보다 즉각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보호 

지역은 생태계의 지구적, 지역적 혜택을 장단기 모두에 걸쳐 유지 

할 수단을 제시해 준다. 

보호지역은 토지 및 자연자원 관리를 위한 여타 거버넌스 체계와 

비교하여 특별한 위치에 놓여 있다. 이러한 독특성은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이라는 영역에 걸쳐 보호지역이 기여할 수 있는 

요소에 의해 들어난다. 구체적으로 보호지역

거버넌스 및 보호장치

 ● 경계가 획정되어 있어 탄소흡수원, 저장 및 기타 생태계 서 

비스를 측정하는 것에 활용 가능하다. 

왜 보호지역인가?

많은 자연상태 및 관리된 생태계가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도입을 줄 수 있지만, 보호지역은 
법적 인정, 보호에 대한 장기적 유지의사, 합의된 관리 및 거버넌스 접근법, 관리 계획 및 
역량 등의 몇 가지 이점을 제공한다. 이에 더해 보호지역이 가장 비용 대비 효과적인 방안인 
경우가 많고, 상당수 지역에서는 그곳에 마지막으로 잔존한 대규모 자연 및 준자연 서식지들이 
보호지역 시스템 내에 위치하기도 하다.

KEY MESS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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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검증, 보고
 ● 생태적 대표성이 있는 보호지역 시스템을 설립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생물다양성협약(CBD) 정부 약속의 지원을 받는다. 

 ● IUCN의 관리분류, 거버넌스 형태, 적색목록(Red List)과 

UNEP 세계보전모니터링센터(WCMC)의 세계 보호지역 데이 

터베이스(World Database on Protected Areas)와 같은 자 

료출처를(이 체계들이 기후변화협약(UNFCCC) 수요에 부응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강화가 필요하다) 조직 

하고 축적하여 기준치를 설정하고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 

였다. 

잘 관리된 보호지역은 초기비용이 이미 해결되었고 사회경제적 

비용은 보호지역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의해 상쇄된다는 점 

에서 기후변화 대응전략의 시행을 위한 비용대비 효과적인 

선택방향을 제시한다. 보호지역은 우수한 관리역량, 효과적인 

관리, 합의된 거버넌스 구조, 지역민과 공동체의 강한 지지 

등이 확보되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기능한다. 이상적인 경우, 

보호지역과 보전 수요가 보다 광범위한 육지, 해상 경관 전략 

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최고의 보호지역은 자연생태계 관리 및 

유지에 대한 모범적인 모델이 되고 있다. 인구나 개발 압력이 

특히 강한 상당수 지역에서는 보호지역이 잔존하는 자연생태계에 

대한 마지막 보호장치이기도 하며, 따라서 생태계서비스의 공급 

규제에 있어 특별히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잘 설계되고 관리된 보호지역 시스템이 제공할 

수 있는 기후변화 관련 혜택을 기술하고, 이러한 체계의 발전 및 

효과적 관리를 세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를 살펴 

본다. 

보호지역은 생태계 및 저장된 탄소의 보호에 있어 효과적으로 
작용하는가? 

생태계 기능유지와 생태계서비스 공급에 있어 보호지역의 유 

용성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결정된다: 보호지역 

경계 밖의 토지의 온전성 및 보호지역의 부가가치, 인간이 가하는 

위협에 대한 완충지대로서의 보호지역의 효과성, 보호지역의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에 대한 전위효과(displacement effect)와 

그에 따른 타지역의 생태기능 기반이 약화될 가능성 

기존의 보호지역 효과성에 대한 연구들은 전면적인 서식지 

손실 및 훼손 감소의 측면에 있어서 보호지역의 잠재적 혜택 

에 집중하여 왔다. 22개 열대 국가의 92개 보호지역이 당면 

하고 있는 인위적 위협요인에 대한 한 대형 연구는 대다수 

의 보호지역이 실제로 성공적으로 생태계를 보호한다고 결론 

내렸다. 구체적으로 보호지역은 일반적인 토지에 비해 식생 

제거 및 불법 벌목, 사냥, 화전, 방목 활동 등을 효과적으로 방지 

할 수 있다47. WWF와 세계은행에 의해 일관적인 방법론을  

사용하여 전세계 330개 보호지역을 대상으로 수행된 조사에서 

이들 보호지역은 생물다양성 조건에서 일관되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48.

퀸즈랜드 대학에서 조직한 세계적인 메타연구에서는 2300

개 이상의 보호지역에 대한 관리 효과성 평가들을 조사해 그 

중 86%가 모범적 관리에 대한 자가기준을 충족시켰다는 사실 

을 발견했다49. 2008년도에 수행된 또 하나의 대규모 연구는 

22개국의 49개 장소에 대한 메타자료 분석을 통해 토지피복 

제거(land-cover clearance) 방지의 측면에서의 보호지역의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이 연구는 보호지역이 주변지에 비해 식생 

제거율이 낮고,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보호지역 경계선 내에서 

제거율이 낮아진다고 결론내렸다50. 최근에 발표된 또 하나의 

보고서는 IUCN의 보호지역 분류체계를 활용하여 몇 가지 보호 

지역 관리 형태를 아마존, 대서양 해안, 서아프리카, 콩고의 

네 열대지역에 걸쳐 비교하였다. 이 방법론은 보호지역 내부 

및 주변지의 다양한 거리에 걸친 자연식생 변화의 파악을 

포함하였다. 이 연구는 보호지역의 자연식생을 보호하는 정도는 

연구 대상 네 지역의 구체적인 지리적 맥락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갖는다고 강조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보호지역이 효과적이었다고 결론내렸다. 보전지역 내에서의 

산림피복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인간의 영향력이 상당히 

큰 주변지에 비해서는 두드러지게 높았다51.

현재로서는 전세계 보호지역 시스템이 생태계 및 생태계서비스의 

보호에 있어서 가지는 효과성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비교할 만한 육지, 

해양 관리 체계에 비해 포괄적인 평가가 이루어져 있다.

보호지역은 주변지역에 비해 훨씬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 

2004~2009년 사이에 생물다양성협약(CBD) 
보호지역실행프로그램(PoWPA)은 상당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PoWPA는 현재로서 가장 성공적인 생물다양성협(CBD) 

구상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고, 측정 가능한 목표치를 

설정해 진척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한 최초의 구상 

이었다. 이 프로그램의 이행 상황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가변적이지만 2004년 출범한 이래 PoWPA에 규정된 

행동들과 관련하여 상당한 진전 사항들이 보고되고 있 

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 27개국에서 6천만ha의 육지 및 해양 면적을 차지 

하는 5,900개의 신규 보호지역이 지정 

 ● 2005~2007년 사이에 접경보호지역 수가 34% 증가 

 ● 전체 보호지역의 30% 정도는 관리계획을 수립하 

였고, 또 다른 30%는 계획을 수립중 임 

 ● 상당수 국가들은 보호지역의 지정 및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및 혜택의 공평한 분배를 위한 법적, 

정책적 프레임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관련 법제들은 

이해당사자, 원주민, 지역공동체 등이 보호지역 기획, 

설립, 관리에 참여해야 함을 명시(이러한 정책, 법 

프레임워크의 시행에는 추가적인 발전이 필요)

 ● 2,322개 보호지역을 대상으로 한 관리효과성 평가 

연구결과에 의하면, 86%의 보호지역이 효과적 관리 

의 기준에 부응하고, 그 중 22%는 모범적 관리를 수행 

하고 있었다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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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호지역이 없이는 생물다양성 상실 및 인간 

공동체들이 의존하는 서비스의 상실이라는 도전이 훨씬 크게 다가올 

것이다. 

피지의 남자 부족원들이 새로운 해양보호지역의 지정을 축하하고 있음. © Brent Stirton/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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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 산림
→ 초지
→ 육수
→ 해양시스템
→ 토양 및 부식질

등의 식생의 탄소 포집 
및 저장

재난저감: 

→ 산사태
→ 태풍
→ 홍수
→ 해일
→ 가뭄

위험 평가와 위험저감을 
통해, 생태계서비스를 
이용해 재난에 대응

 인간의 필요로 하는 공급: 
 → 깨끗한 물(clean water)
 → 어자원 산란
 → 야생 식량
 → 건축 자재
 → 향토 약재
 → 거주지
 → 농업생물다양성
 → 제약
 → 유전물질

완화(Mitigation)

적응(Adaptation)

보호지역은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그에 대한 적응을 지원하는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다. 기후변화 완화는 대기중으로 배출 

되거나 대기 중에 함유된 탄소를 보관 및 제거함으로써 이루어 

지고, 적응은 기후변화가 인류에 대해 가질 가능성이 큰 영향력에 

직접 대응되는 환경적 재화 및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이러한 역할들은 과거에 과소평가되거나 주목받지 못하고 

당연시되었다. 이 뒤의 장에서는 이러한 이해의 공백을 채우고, 

보호지역이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지원할 수 있는 잠재력을 최 

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아래 그림에는 보호지역 혜택의 세 가지“핵심”들이 요약되어  

있으며, 제2장과 제3장에서에서 이 주제를 보다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그림 2: 보호지역 혜택의 세가지 축

보호지역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지원하는 방법

보호지역은 자연생태계의 탄소를 격리, 저장하여 자연과 사회가 기후변화를 완화하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형태의 생태계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현재 그리고 향후 예측되는 변화들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KEY MESS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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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완화: 보호지역의 역할
이번 장에서는 보호지역이 산림, 육수 및 해양, 초지, 농업체계 등에서 어떻게 완화(탄소의 
포집, 저장 및 손실 방지)에 기여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생물군계에 따라 격리된 
탄소의 양은 차이가 나지만 공통점도 있다: 

→ 모든 생물군계는 상당 수준의 탄소를 비축하고 있다. 

→ 모든 생물군계는 대기중으로부터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흐름
 (net flow)의 방향에는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 

→ 현재 일어나고 있는 토지 및 물 이용의 변화는 저장된 탄소의 손실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 이러한 변화의 일부는 생태계가 추가적으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능력을 감소
 시키고 있기도 하다. 

→ 따라서 대부분의 생태계는 관리 형태 및 외부 위협의 속성과 범위 등의 요인에 의해 탄소 
 흡수원에서 순 배출원(net source)으로 전환될 수 있다. 

→ 기후변화는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피드백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가 진행되면서 
 자연생태계의 격리 능력이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예컨대 산불, 가뭄의 빈도와 강도 
 증가).

→ 보호지역은 현재 자연생태계에 저장된 탄소를 보호하고 추가적으로 탄소를 포집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효과적인 관리는 보호지역이 탄소 배출원이 되는 대신 
 계속하여 순 탄소 흡수원으로 기능하도록 보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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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역의 완화 잠재력에 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UNEP-WCMC에 의해 진행 중인 한 연구는 이미 보호지역이 

거대한 양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탄소의 규모에 대한 보수적인 집계에 따르면 아래 표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보호지역에는 육지 총 탄소 저장량의 15%가 

저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탄소의 세계적인 분포는 

보호지역의 완화 잠재력

불가리아의 스레바르나 자연보호구  © Nigel Dudley

표 3: 다양한 생물군계에 걸친 보호지역에 저장된 탄소량 추정치52

지역 탄소저장량(Gt) 비율

총량 보호지역 내 보호지역 내

1 북아메리카 388 59 15.1

2 그린란드 5 2 51.2

3 중앙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16 4 25.2

4 남아메리카 341 91 26.8

5 유럽 100 14 13.6

6 북부 유라시아 404 36 8.8

7 아프리카 356 49 13.7

8 중동 44 3 7.8

9 남아시아 54 4 7.2

10 동아시아 124 20 16.3

11 동남아시아 132 20 15.0

12 호주 및 뉴질랜드 85 10 12.0

13 태평양 제도 3 0 4.3

14 남극 및 주변 제도 1 0 0.3

위 표의 탄소저장량 수치는 반올림되어 제시되었지만, 백분위 값은 실제 수치를 기준으로 계산

균일하지 않으며, 보호지역 내 탄소의 60%는 남북 아메리카 및 

아프리카에서 발견된다. 지역적 탄소저장량 중 보호지역 내에 

위치한 비율 역시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 그린란드에서는 절반 

이상인 것에 반해 태평양 지역에서는 4%를 약간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장에서는 몇 곳의 필수적 생물군계에 대한 이러한 

사실의 함의들이 다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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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자들에게 다양한 기회 및 도전을 제시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들은 아래에서 논의된다. 

열대림: 농경지61 또는 목초지62로의 전용, 콩(soybean)64 등의 

바이오연료63에 의한 손실 등의 원인에 의한 산림벌채 및 산림 

훼손에 의해 그 역할이 계속 약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대림은 가장 큰 규모의 육지 탄소 저장고이자 현재도 활발히 

작동하고 있는 탄소 흡수원이다. 열대 습윤성 산림에 저장되어 

있는 탄소의 양에 대한 추정치는 ha당 170t부터 250t의 탄소

(tC/ha)까지 다양하며65,66,67 산림의 탄소 저장 능력은 일부분 

대형교목종68의 분포량에 따라 결정되어 벌목이 이루어진 산림의 

효용이 일차림에 비해 작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산림에 저장된 

탄소의 상당 부분은 지상 생물군계에 위치하여 160tC/ha가 지상 

생물군계에, 40tC/ha가 지하에 90~200tC/ha가 토양탄소로서 

위치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69. 최근의 연구들은 아마존70과 

아프리카71 모두에서 열대 습윤성 산림들이 노숙 단계에 도달한 

후에도 탄소격리 작용을 계속한다는 강한 증거들을 제시해 

자연산림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 주었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영향들은 이러한 격리를 감소시키거나 반전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아마존의 건조화는 대규모 추가적 탄소 손실로 

잠재력
산림은 거대한 양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다. 산림벌채 및 산림 

훼손은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인지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산림 손실 및 훼손이 세계적인 

탄소 배출량의 17%를 야기하는 것으로 추산하며, 이 집계에 

따르면 이러한 산림의 파괴가 전세계의 운송부문 전체보다도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세번째로 큰 온실가스 배출원인 

것으로 나타난다53. 엘리아쉬 보고서(The Eliasch Review)에 

의하면, 상당한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세계의 산림 

손실에 의한 기후변화의 경제적 비용은 2100년까지 1조 달러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54. 이에 더해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의 토지전용의 역할에 대한 최근의 추산들도 전반적으로 

비슷한 결론들을 내리고 있다55. 현재의 거의 모든 산림 손실은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특히 열대지역의 산림 손실, 훼손을 중단시키고 되돌리는 

일은 기후변화에 대응함에 있어 인류가 당면한 가장 긴급한 

도전과제 중 하나이고, 이러한 사실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56와 각종 연구기관57, 각국 정부58, NGO59,60 등의 

정부간 기관들에 의해서도 널리 인정받고 있다. 세계의 주요 

산림 종류들은 각각 다른 탄소 저장 잠재력을 가지며, 이에 따라 

산림과 완화
key messages

산림은 지구 상에서 가장 거대한 육지의 탄소 저장고이다. 노령림 단계(old-growth phase)
에서도 탄소 격리 작용을 계속하지만, 산림벌채, 훼손, 기후변화의 장기적 영향력 등에 의해 
탄소 저장 능력을 소실할 위험에 처해 있다. 보호지역은 산림 내 탄소 저장을 유지 및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성공적으로 탄소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조심스러운 관리가 
필요하다. 

가봉 정부는 2002년에 13개 지역으로 국토 면적의 10% 이상 
을 차지하는 국립공원 체계를 확립하였다. 산림 자원에 대한 
인구 압력이 낮으며 정부의 개발정책이 부분적으로 임업에 
기반하고 있는 가봉에서 산림벌채는 큰 문제가 아니다. 가봉은 
광대한 산림 덕분에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며, 야생생물 및 
열대우림 식생의 핫스팟(hot spot)으로 인정받고 있다. 

야생동물보전협회(WCS)의 연구원들은 다른 과학자들과의 
협력 하에 가봉 내의 성숙림에서 탄소격리의 지속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1968년부터 2007년까지 살아있는 수목들 내의 
지상 탄소저장이 연구 대상지들에 걸쳐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측정하지 않은 산림 요소들(살아있는 뿌리, 
소형수목, 사체중량(necromass)에 대한 외삽(extrapolation) 

과 대륙 전체로의 규모분석(scaling)을 통해 연구기간 내에  
아프리카의 열대우림의 탄소저장량이 총 약 2억 6천만t CO297 
증가하였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 연구는 최고의 탄소흡수원은 급속히 생장하는 신규 산림 
이라는 기존의 생각에도 불구하고, 가봉의 성숙림이 계속하여 
새로운 탄소를 고정하고 탄소흡수원으로서 작용한다는 사 
실을 밝혔다. 이는 가봉에 조성되어 있는 것과 같은 노숙림 
지역에서의 보호지역의 기후변화 완화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출처: WCs

가봉의 성숙림에서 탄소격리에 대한 연구들은 탄소의 포집 및 저장이 갖는 장기적 효과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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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 산림들이 계속하여 탄소를 격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오랜 논쟁이 있어왔지만, 가장 최신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격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78. 그러나 산불, 병충해의 증가 등 

예상되는 기후변화의 생태적 효과들 때문에 아한대 산림의 

향후 역할은 불확실한 상태이다. 산불 빈도가 높을 경우 탄소가 

소실되며79, 기후 모델링 결과는 러시아와 캐나다에서 고온으로 

인해 산불이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80. 

이는 산불 관리 등의 위험 경감 전략이 도입되지 않는 한 이 

생물군계가 향후 탄소흡수원에서 배출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온대 산림: 온대 산림들은 역사적으로 상당한 수축(retraction) 

을 거쳤지만81, 현재 다양한 지역에서 확장 중이고82,83, 탄소 

저장량도 활발하게 증가하고 있다. 토지이용 정책 및 인구 분포의 

변화에 의해 이러한 추세는 상당수 국가에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생체 및 사체 유기물로 구성된 알려진 

가장 높은 수준의 탄소를 저장하는 장소는 호주의 온대지역에 

위치한 유칼립투스(Eucalyptus reglans) 산림으로, 이 곳은 평균 

1,867 tC/ha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었다. 이 연구의 저자들은 높은 

탄소 저장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서 다음을 제시하였다: 

1) 상대적으로 선선한 기온과 높은 강수량으로 인한 높은 수준의 

생장과 느린 부패; 2) 교란(disturbance)을 거의 겪지 않은 노령

, 복층(multi-layered), 복수 수령(multi-aged)의 산림84. 또한, 

상당수 온대지역에서는 조림(reforestation) 기회가 증가해 탄소 

혜택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85.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산림들이 

탄소 배출량의 7~12%를 격리하고 있다86,87. 온대 산림의 탄소 

저장량 추정치는 150~320tC/ha에 달하며, 그 중 60%는 식생 

생물량에, 나머지는 토양에 분포하고 있다88. 이러한 격리 능력은 

향후 소실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지중해 연안89과 호주90

에서의 산불 증가가 이러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보호지역의 역할
보호지역이 산림 손실 및 훼손의 감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그래야 한다는 것은 널리 인정된 사실이다91,92. 예를 들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보호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모범적인 관리의 필요성도 함께 지적하고 

있다):“효과적 보호로 인한 수목의 재생장은 탄소격리로 이어 
지지만, 보호지역의 적응적 관리 역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경감으로 이어진다”그리고“보호지역, 
원주민 보존지구, 비목재 보존림, 공동체 보전지구를 지정함 
으로써 법적으로 산림을 보호하는 것은 일부 국가에서 산림피복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지만, 반면 자원과 인력 
의 부족으로 인해 법적으로 보호된 산림이 기타 토지용도로 
전용되는 결과가 나온 경우도 있었다” 93. 

이와 비슷하게 14개 연구조직, UN기관 및 IUCN의 연합체인 

산림협력체(Collaborative Partnership on Forests)는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의 모든 형태가 탄소 격리에 있어 수행할 역할이 있다고 

밝히면서도,“산림보호지역은 생태계 및 경관의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을 증가시키고, 그 유전적 자원과 생태계서비스를 통해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으나, 보호지역 
관리를 위한 자금의 부족은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므로 곧바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산림보호지역은 기후와 관련한 맥락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효과적 관리와 충분한 인력 및 자원 

공급이 필수적이다.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72. 미옴보(miombo) 숲과 같은 여타의 

열대림은 ha당 탄소 저장량이 적지만 그 광대한 면적으로 인해 

총 저장량은 클 수 있다. 남부아프리카의 자연 미옴보 숲에 대한 

연구는 이들에서 94-48Mg C/ha의 탄소 저장량을 측정하였지만, 

이 수치는 삼림이 옥수수 작물 재배지로 대체되는 시점에서 

9~28Mg C/ha로 급감했다73.  

미옴보의 총 탄소저장량의 50~80%는 토양의 최상부 1.5m에 

위치해 있지만74, 식생제거가 이루어진 후의 축적 속도는 매우 

느려진다75. 

아한대 산림: 아한대 산림들은 주로 캐나다, 알라스카, 러시아, 스칸 

디나비아에서 발견되며, 매우 생장이 느리고 생물종도 종류도 

적은 침엽수림과 활엽수림이 혼합된 구성을 보인다. 아한대 산림 

들은 지구상에서 두번째로 큰 육지 탄소저장고이며, 주로 토양, 

낙엽 등에 평균 60~100tC/ha76,77가 저장되어 있다. 노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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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볼리비아 보호지역의 열대림은 7억 4500만t의 
탄소를 저장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의 가치는 국제 탄소 
시장 가격(최소 5달러, 최대 20달러) 기준으로 37억~149억 
달러로 집계된다. 산림피복의 10% 가까이가 이미 벌목, 농지 
및 거주지로의 전용, 산불피해 등에 의해 소실된 현재  산림 
벌채는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멕시코: 멕시코의 연방 및 주 보호지역에는 22억t 이상의 
탄소가 저장되어 있다. 가격을 매우 보수적으로 측정하더 
라도, 이 서비스는 최소한 340억 달러의 가치를 가진다. 더 
욱이, 멕시코의 저지대 해안지역은(특히 리오 브라보(Rio 
Bravo) 삼각주, 알바라도 석호(Alvarado Lagoon), 파파 
라오판 강(Papaloapan River)의 저지대 유역, 그리할바-
메즈카팔라-우수마신타 삼각주 복합체(Grijalva-Mezcapala- 
Usumacinta Delta Complex), 로스 페테네스(Los Petenes) 
및 시안카안 체투말 해변(Sian Ka’an Chetumal Bays) 등) 
해수면 상승에 취약한데, 이들 5개 지역 중 4개 현장에  
해안가 거주지를 보호하고, 해안 침식을 최소화하며, 폭풍 
해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보호지역이 설치되었다. 

베네수엘라: 현재 카나이마 국립공원(Canaima National Park 
)에 10억 달러, 이마타카 산림보호구(Imataca Forest Reserve) 
에 9400만 달러, 시에라 네바다 국립공원에 450만 달러 
수준의 가치를 갖는 탄소가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2천만ha에 달하는 산림이 잠재적으로 70억~280억 달러의 
가치를 갖는 14억t의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에 의해 완화를 위해 사용 가능한 것으로 인정받은 
상태이다. 1990년~2005년 사이에 베네수엘라 내 산림 및 
삼림 서식지의 7.5%가 소실되었다. 

출처: TNC

볼리비아, 멕시코, 베네수엘라의 보호지역에 포함된 
2500만ha의 산림은 40억t 이상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저감되는 세계적 위험 비용의 
가치는 450억~770억 달러로 추산된다98.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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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지역 면적 확대: 기존 보호지역을 확장하고 신규 보호지역을 지정한다. 

산림보호지역 내 관리의 효율성 강화: IUCN-WCPA의 관리효과성 평가 프레임워크96에 
기반하여 평가를 더욱 적용하고, 관리역량을 증진한다. 

보호지역 내의 산림 복원: 벌목이 이루어진 지역, 방치된 농경지, 기후변화에 의해 여타 
토지이용이 어려워진 지역 등을 복원한다.

높은 수준의 탄소저장 및 격리 잠재력을 갖는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방법론 및 
기준 개발: 그리고 이를 보호지역 선택과정에 적용한다. 

관리 훈련 수행: 산불체계, 하천유량, 외래종 유입 등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여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sOLUTIONs

완화: 보호지역의 역할

UNEP-WCMC에 의한 연구95는 보호지역이 여타 관리안에 비해 

열대우림을 관리하는데 훨씬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물론 보호 

지역도 완벽하지는 않다. 연구 대상 국가에서 2000년~2005년 

사이에 발생한 산림 손실의 3%가 보호지역 내의 산림에서 이루 

어진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 역시 평균보다는 훨씬 바람 

직한 수치이다. 보호지역은 산림벌채를 통제할 법적 조건 

들을 갖추고 있고, 자금 및 자원의 증가가 추가적인 개선 

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가봉의 서부 콩고 분지의 열대우림  © Martin Harvey / WWF-Ca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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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림에 위치한 이탄지와, 상당부분 얼어있는 상태인 러시아, 

캐나다, 알라스카, 스칸디나비아 최북단의 툰드라 지역의 이탄지가 

있다. 

습지, 특히 이탄지의 관리 실패는 많은 양의 탄소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104. 동남아시아의 이탄지를 대상으로 한 한 연구는 건조화 

된 이탄지들로부터의 CO2 배출량이 연간 355~874Mt에 달하고, 

이에 더해 주로 인도네시아의 이탄지 산불로 인해 1997년부터 

2006년 사이에 CO2가 연간 1,400Mt 배출되었다고 계산하였다
105. 이탄지는 그 손실과 훼손을 야기하고 있는 다양한 위협들에 

직면하고 있다. 주로 기름야자 농장(oil plam plantation)의 설립을 

위해 이루어지는 이탄지의 건조화는 배출량의 급속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106. 화석연료의 대안으로서 바이오연료의 잠재력 

역시 관심과 투자를 모으고 있지만, 탄소의 관점에서는 이탄지를 

건조화하여 연료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연료작물 

농장의 설치 과정에서 소실되는 탄소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420년 

잠재력
내륙 습지, 특히 이탄지는 상당한 탄소저장량을 가진다. 이탄지는 

지구 육지면적의 3% 밖에 차지하지 않으면서 가장 많은 양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탄지에 저장된 

탄소의 총량은 육지 생물군계 전체의 탄소 저장량과 같다99. 

온전한 이탄지는 1,300tC/ha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100 전세계적으로 550Gt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101. 

습지체계 내의 전반적인 탄소 균형 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습지 

면적과 이에 저장되어 있는 탄소의 양에 대해서 여전히 중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102. 람사르 사무국(Ramsar Secretariat)의 

과학패널은 2007년 기준으로 전세계에 약 12억 8천만ha의 습지 

(지구의 육지 총면적의 9%)가 있는 것으로 계산하였지만, 동시에 

집계되지 못한 습지가 여전히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103. 

탄소의 관점에서 중요한 지역에는 동남아시아, 특히 인도네시아의 

내륙 습지, 이탄지와 완화

key messages

내륙 습지, 특히 이탄지는 많은 양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보호는 매우 
중요하다. 이들 지역은 제반조건과 적용되는 관리 수단들에 따라 순 탄소 배출원이나 
흡수원으로서 모두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 중 일부는 저장된 탄소 중 
상당량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있다. 습지, 특히 열대지역 습지는 탄소 저장 잠재력과 관리 
실패로 인한 손실 증가 가능성이 모두 높아 조심스러운 관리방법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순 
탄소 균형(net carbon balance)에 대한 지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제 2 장

알라스카 코북밸리(Kobuk Valley) 국립공원 툰드라 위를 달리는 카리부(Rangifer tarandus)  © Staffan Widstrand / WW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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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실하므로, 이탄지 서식지를 재범람하는 것도 하나의 직접적인 

관리 대응이 될 수 있을 것이다116. 물론 이 과정에서 범람의 

깊이나 침수의 시간 등 몇 가지 사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17. 반면, 칼리만탄(Kalimantan)에서 수행된 한 연구 프로젝트는 

이탄지의 재범람이 탄소 균형에 별다른 변화를 주지 못한다고 

결론내리기도 하였다118. 

보호지역의 역할
이미 이탄지에 저장되어 있는 탄소의 관리는 탄소 대응 전략의 

가장 핵심적 요소 중 하나이며, 잘 관리된 보호지역은 상당한 

양의 탄소를 고정시킬 수 있다. 보호지역은 자연 이탄지 및 

탄소를 격리하는 기타 내륙 물 서식지들을 유지하는데 필수적 

이다(카리브 해와 캐나다에 대한 사례연구 참조). 가장 높은 우선 

순위 작업에는 특히 연소 가능성으로부터의 잔류하는 이탄지의 

보호, 훼손된 이탄지에서의 자연적 수문체계들의 회복 등이 

있다.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벨라 

루스에 대한 사례연구 참조). 

정도의 바이오연료 재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계산 결과가 

발표되어 있다107. UNEP-WCMC에 의한 최근 추산은 이미 

이탄지 전용의 결과로 연간 0.5~0.8Gt의 탄소가 소실되고 

있다고 결론내리고 있다108. 

툰드라 지역의 탄소 소실량은 현재로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온난화에 의한 해빙과 이탄지의 건조화 및 온난화가 계속될 경우 

열대지역의 탄소 소실량을 초과할 가능성도 있다. 알라스카의 

일부 연구 지역은 이미 탄소흡수원에서 배출원으로 전환하였다
109. 기후변화가 통제불능이 되는 상황에 대한 가장 심각한 

예측 중 상당수는 극지 툰드라에서의 갑작스러운 탄소 방출의 

위험성에 주목하고 있다110. 

이탄지가 탄소격리를 계속할 수 있을 가능성은 가변적이며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 순 탄소 균형은 기후적, 수문학적 

변수들에 의존하며, 이에 따라 장소 별로, 그리고 동일한 장소 

내에서도 시점 별로 변화가 발생한다. 습지, 그리고 특히 이탄지는 

탄소, 질소 흡수원이자 메탄, 황 배출원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111. 이러한 다양한 상호작용들 간의 균형은 습지체계가 

전체적으로 순 탄소배출원인지 흡수원인지를 결정한다. 내륙 

습지의 탄소격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따르면, 탄소격리 

효과가 특히 메탄의 거의 동등한 수준의 배출에 의해 상쇄될 

가능성이 높다112. 따라서 이들 생태계들이 탄소격리 작용을 

계속하여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결론내리기에는 

조심스럽지만, 이탄지의 건조화 및 연소가 이들 생태계에 수백 

만년에 걸쳐 축적된 거대한 저장량을 대기중으로 방출시킨다는 

사실은 명백해 보인다. 

산소의 부족으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둔화 또는 중지되는 

무산소 조건에서 탄소가 저장될 경우, 탄소격리 효과는 상당히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특히 이탄지들에 해당하는 

이야기이다. 기후조건이나, 특히 수문학적 관리에 있어서의 작은 

변화들도 특정 장소가 순 탄소흡수원에서 순 탄소배출원으로 

전환되도록 할 수 있다. 최근의 한 연구에서는 탄소격리 추정치가 

연간 220g CO2/m2 축적에서 연간 310g CO2/m2 손실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3. 이는 온대지역 이탄지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해 좋지 않은 정보이므로 모든 수치와 추정치는 

주의하여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가 습지 자원에 의존하는 공동체들에게 개발 수준을 

높이도록 하면서, 습지에 대한 압력요인들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레소토(Lesotho)의 저지대 토양의 훼손 심화는 

이들 지역과 고지대를 오가며 이루어졌던 전통적 이동방목 

체계를 약화시키고, 역시 이탄지의 중요한 저장고인 산지의 

습지에 가축을 집중시키는 이차적 관리체계로 대체하였다. 

가축이 이탄을 짓밟아 탄소 손실을 증가시키므로 이는 습지에 

압력을 가한다. 더욱이, 고지대의 거주인구 증가는 연료를 위한 

이탄 채취 및 습지의 개간도 증가시켰다. 

그러나 관리 접근법을 의식적으로 바꾸는 것이 훼손된 이탄체계의 

탄소 손실을 둔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반전시키도록 도울 수 

있다는 증거들도 있다. 캐나다에서 수행된 한 연구는 절취된(cut) 

이탄지역의 CO2 손실을 복원 및 재녹화를 통해 둔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114, 동남아시아, 러시아, 아르헨티나, 

히말라야 산맥에서도 비슷한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115. 이탄지는 

특히 건조한 상태일 때(극단적인 경우 연소될 때) 탄소를 많이 

완화: 보호지역의 역할

UNDP 프로젝트 하에 이루어진 벨라루스의 이탄지 
복원 작업은 훼손된 습지를 복원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을 감축하는데 비용 대비 효과적인 방법인 것으로 
증명되었다. 

벨라루스에서는 40,000ha의 훼손된 이탄지가 자연상태로 

복원되었으며, 추가로 150,000ha가 복원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지역의 절반은 현재 보호지역 내에 분포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정부에 의해 현재 개발 중인 새로운 보호 분류에 

의해 보호될 것이다. 이 작업은 이탄지 화재 및 광물화로 

인한 연간 이산화탄소 448,000t에 해당하는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였다120. 훼손된 이탄지의 재활은 소방작전 

비용지출을 방지하여 연간 150만 달러의 정부 지출을 절약 

시킨다. 이탄지의 복원은 습지 사냥지, 어장과 약재식물, 야생 

열매 등의 혜택을 받는 지역공동체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정부는 벨라루스에서 사용된 방법을 전국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탄지 재활의 경제적, 생태적 혜택을 인정한 정부는 

현재 모든 이탄채취 회사들이 채광작업 후 이탄지를 원상태로 

복원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벨라루스의 경험에 기반해 교토의정서의 

청정개발체제를 위한, 이탄지 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완화 

방법론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성공적일 경우, 

이탄지 재활 프로젝트들은 교토의정서의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및 청정개발체제 하에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출처: UNDP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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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이탄지의 보호: 아한대, 온대, 열대 지역 이탄지의 고정적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경우 보호지역네트워크 확대 등의 긴급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탄지 
자체에 대한 보호와 더불어 이탄지 수원이 되는 유역 전체에 걸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할 
경우가 많다. 

최고의 관리전략 수립: 이탄지와 기타 육수의 탄소 균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더불어 특정 체계가 탄소 흡수원에서 탄소 배출원으로 전환하도록 할 수 
있는 조건들의 조합과 습지를 탄소 흡수원으로서 유지하기 위한 최고의 관리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sOLUTIONs

캐나다 공원관리청(Parks Canada)은 국립공원 
네트워크에 저장된 탄소의 양 및 가치를 연구하였다. 
총 저장량은 44억 3200만t, 그 가치는 700억 달러 
이상인 것으로 추산되었다. 

사례연구

최근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심각한 홍수들은 기후변화에 

의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 완화 조치를 도입할 필요 

성이 특히 긴급해지고 있다121. 트리니다드의 동쪽 해안에 

위치한 나리바 보호지역은 그 높은 생물다양성과 서식지 가치 

때문에 국가적, 국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습지이다. 

그러나 이들 습지는 상류의 댐과 벼 생산에 의한 수문학적 

변화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122. 

나리바 조림 및 탄소격리 프로젝트(Nariva Reforestation and 

Carbon Sequestration Project)는 나리바 습지가 탄소흡수 

원으로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생태계, 

해안가 폭풍에 대한 자연적 완충체계 등의 기능을 인정함으로 

써 나리바 습지를 복원, 보전하기 위한 노력에 기여할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온실가스 완화 목표를 적응 수요와 통합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이다. 훼손된 습지의 일부를 토착 수목종 

들로 식재하는 작업은 2017년까지 193,000t CO2의 탄소를  

구매할 예정인 바이오탄소 기금(BioCarbon Fund)에 의해 

자금지원을 받을 것이다123. 이 자금지원은 인공적 장애물을 

제거해 늪지의 자연적 물 순환체계를 원래의 배수체제(drainage 

 regime)로 복원시킬 물 관리계획의 시행에 기여할 것이다124. 

출처: 세계은행

카리브 해의 섬국가들인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심각한 문제인 홍수피해는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현지 인구가 이런 홍수의 증가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트리니다드 나리바 
늪지(Nariva Swamp) 보호지역의 자연범람체제
(natural flood regime)가 복원되고 있다. 

사례연구

이 연구는 캐나다 육지면적의 2.25%를 차지하는 39개 국립 

공원에 저장된 탄소의 양을 추산하였다. 캐나다 산림청에 의해 

개발된 탄소 예산 모델(Carbon Budget Model)을 사용하여 

계산하였을 때, 국립공원들의 총 탄소 저장량은 약 44억 

3200만t이었고, 그 중 47%는 토양에, 8%는 식생 생물량에, 

그리고 나머지 45%는 이탄지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캐나다 최대의 탄소저장지는 아한대 지역이다. 이 

연구는 이 탄소를 대체하기 위한 비용을 두 가지 시나리오를 

활용해 살펴보았다. 보호지역의 조림을 통해 탄소를 대체하는 

작업의 비용과 주변부 농지에 대한 조림 비용은 2000년 물가 

기준으로 t당 각각 Cdn$16.25와 Cdn$17.5인 것으로 계산 

되었다. 이들 가격을 대리값(proxy value)으로 놓고 계산하 

였을 때, 탄소격리와 관련한 국립공원의 가치는 720억~780

억 달러로 추산되었다119. 

출처: 캐나다 공원관리청(Parks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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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및 연안 생태계와 완화
key messages

연안 및 해양 지역은 상당량의 탄소를 저장한다. 특히 연안에서 연간 0.2Gt의 탄소포집이 
이루어진다. 염습지(salt marshes), 맹그로브 숲(mangroves), 해초지(seagrass beds) 등은 
모두 중요한 수준의 탄소격리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이 시스템은 현재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효과적인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들은 탄소 흡수원에서 배출원으로 전환될 
수 있다. 따라서 신규 보호지역의 지정과 더불어 기존 보호지역의 관리개선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부영양화와 해수면 상승까지 더해져 그 생존과 온전성이 위협받고 

있다140. 염습지의 복원은 세계의 자연 탄소흡수원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농경습지에서 유출된 물을 이용하여 조간대를 

복원시키는 것 역시 염습지의 탄소흡수도를 유의미하게 증가 

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는 농지로 전용된 펀디만의 

소택지가 모두 복원될 수 있다면 연간 격리되는 CO2의 양이 

교토의정서 하에 캐나다가 1990년 수준의 배출량으로부터 감축 

하기로 한 목표치의 4~6%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된다141. 

보호지역의 역할: 가속화되는 해수면상승에 대응하여 소택지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소택지가 내륙으로 이동할 공간이 확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여 해안가의 

농경지 등 토지가 포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택지와 인접한 

내륙에는 개발을 차단하고 가능한 경우 완충구역의 설정을 통해 

규제하여야 할 것이다. 해양보호지역은 내륙 해안지역을 띠 형태 

로 포함하도록 하여 미래의 변화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육상 완충구역 역시 농경으로 인한 염습지의 부영양화를 경감 

시켜 지하에 대한 보호와142 그에 따른 격리 잠재력 보호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맹그로브 숲
맹그로브 시스템은 주로 열대 및 아열대의 조간대지역에 분포한다. 

맹그로브 숲은 전세계적으로 원래 면적의 절반 수준으로143,144 

급속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의 원인은145 개간, 도시화, 인구증가, 

수자원 연결(water diversion), 해안 개발, 관광업, 가장 중요한 

원인일지 모르는146 수경재배, 염전 건설 등이다. 

잠재력: 맹그로브 숲은 탄소격리에 중대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현재 전세계 맹그로브 숲의 면적이 160,000 km2인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의 순 일차 생산량(net primary production)은 

연간 218 ± 72 Tg C인 것으로 계산되었으며, 이 생산성 중 뿌리 

생산은 38%, 낙엽 및 목재 생산은 각각 약 31%씩을 차지했다
147. 생산성은 적도지역에서 유의미하게 높았으며148, 격리 속도는 

육상의 산림에 비해 빨랐다149. 

맹그로브 숲은 맹그로브 탄소를 해당 지역 또는 주변체계의 

퇴적층에 매장하고, 산림 순 생물량을 증가시킴으로써 CO2 

격리에 기여한다. 이 중 전자는 장기적 흡수원인데 반해 후자는 

매우 단기적이다. 염습지와 맹그로브 숲 내의 탄소격리에 대한 

154개 연구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150 후자의 경우 퇴적량 

바다에는 용존 이산화탄소(dissolved CO2), 탄산, 탄산염의 

형태로 대기에 비해 50배 이상의 무기 탄소가 포함되어 있고
125, 한랭한 수역이 온난한 지역보다 많은 양의 탄소를 흡수한다. 

용존무기탄소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광합성 과정에 의해 용존 

입자성유기탄소로 변환된다126. 산업화 이후 인간에 의해 전 

세계에 배출된 CO2의 30%는 바다에 의해 흡수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127, 이 때문에 해양산성화 등 다수의 생태계 문제들이 

발생하였다128. 

소량의 탄소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심해로 가라앉아 해저에 

묻힘으로써 장기적으로 격리될 수 있지만, 연간 0.2Gt에 해당 

하는 수준으로 대부분의 해양 광물화와 유기탄소 매장이 이루 

어지는 곳은 해안가이다129. 따라서 흡수량에 매우 작은 변화만 

생겨도 세계적인 탄소 균형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해양에서 탄소 격리 과정에 대한 인류의 이해는 

아직 불완전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속도로 

환경의 훼손이 계속될 경우 해안 지역의 순 격리가 탄소 순 

손실로 반전될 것이라는 강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130,131,132. 

아래에서는 4가지 주요 해안 식생 형태들의 탄소 격리 잠재력을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다. 

염습지(Tidal salt marshes)
염습지 폭풍으로부터 보호된 해안, 하안에 발생하며, 아북극대부터 

열대까지 다양한 기후조건 하에 분포하지만 온대 기후에서 가장 

많이 분포한다133. 

잠재력: 염습지와 열대지역 맹그로브 늪지대의 토양에 격리된 

각 CO2 분자는 이들 생태계에서 여타 온실가스 생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의해 다른 어떠한 자연생태계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보다 큰 가치를 가진다(즉, 격리의 관점에서 

볼 때 순 탄소 균형이 보다 유리)134. 전세계의 염습지에 저장된 

탄소에 대한 검토 결과 평균적으로 이들 지형의 토양에 연간  

210g C/m2, 또는 770g CO2가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5. 그러나 다른 경우의 탄소격리와 마찬가지로, 생산성과 탄소 

포집률은 지리적 위치와136 생물종137,138,139에 의해 크게 변동한다. 

조간대범람수(tidal floodwater)는 무기퇴적물을 조간대토양에 

공급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토양을 포화시켜 호기성 

분해의 가능성을 경감시킨다. 혐기성 분해는 상대적으로 훨씬 

효율성이 낮으므로 토양에 유기물이 축적되도록 하고, 해당 

지역을 실질적인 탄소 흡수원으로 만든다. 

그러나 배수에 의해 상당한 너비의 염습지가 소실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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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치나 물질균형에 대한 고려에서 도출해볼 때, 맹그로브 숲의 

지구 전체 면적이 160,000km2이라고 가정할 때, 연간 약 18.4 

Tg C에 해당하는 탄소량이 계산되었다. 개별 맹그로브 체계의 

퇴적층 내에 저장된 탄소의 양은 상당한 편차를 보였으며, 

세계적인 중간값 비율은 2.2%였다151. 각각의 생태계에 따라 

이러한 탄소는 맹그로브 숲에 의한 지역적 생산량과 조류에 의해 

유입된 유기물질 둘 모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152. 이 수치들은 

근사값이며 이 생태계 내의 탄소 중 상당량의 변화는 추적되지 

못한 상태이다153. 맹그로브 숲은 생산에 의한 직접적 투입과 

함께 퇴적률의 증가를 통해 퇴적층의 탄소 저장량에 영향을 

끼친다154. 맹그로브 숲의 제거는 이렇게 저장되는 탄소량을 

급격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155. 맹그로브 숲은 육지의 산림들에 

비해 일반적으로 적은 양의 나무 잔류물(woody debris)를 갖고 

있는데156, 특히 중대한 교란현상이 대규모의 나무 폐사를 유발한 

것과 같은 경우, 이 역시 탄소 저장에 있어 유의미할 수 있다
157,158,159. 

보호지역의 역할: 갈수록 많은 수의 맹그로브 숲이 수산자원 

산란 유지 및 해안가 공동체를 폭풍해일로부터 보호하는 등의 

생태계서비스 유지를 위해 지정한 국가나 공동체 보호지역에 

속해 있다. 맹그로브를 복원하였을 때 그 생산성은 자연 맹그로브 

생태계와 흡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들이 있다160. 맹그로브 숲의 

복원은 상대적으로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맹그로브 

숲의 복원, 재활을 통해 탄소격리를 증가시키려는 시도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퇴적물 축적 속도가 해수면 상승 속도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유지될 경우 맹그로브 숲은 자연적으로 

그 분포범위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가능성은 

기존 기반시설과 지형에 의해 좌우될 것이므로 기획 시 이러한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IUCN은 관리자들이 해수면 상승에 

대응하여 맹그로브 숲의 회복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을 열 가지 전략을 수록한 지침을 출간하였다161. 맹그로브 

숲의 재활 및 복원은 장단기적인 시점 모두에 걸쳐 효율적인 

CO2 흡수원을 제공할 잠재력이 있다. 이 흡수원의 규모는 일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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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과 관련한 요소들과 퇴적속도와 주변 체계들과의 탄소 

교환에 영향을 받아 결정되는 퇴적층에 저장된 생물량의 종류 

등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해초지(seagrass meadows)
해초지는 생산성이 높은 초지로 해양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 

하고 있다. 그 분포 면적에 대한 추정은 약 177,000162; 약 

300,000163,164; 약 600,000165km2 까지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다. 

최근의 한 연구는 해초에 의한 영양염순환의 가치가 연간 1조 

9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하기도 하였다166. 인간의 간섭은 

해초 서식지에 있어 광범위한 손실을 야기하였으며167, 이러한 

감소의 주요 원인은 부영양화(eutrophication)와 매몰(siltation)

로 이어진 교란이었다. 해초지의 감소는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1879년 처음 연구된 이래 알려진 분포 면적의 29%

가 소실되었고, 이러한 손실 속도는 가속화되어 현재 연간 7%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168. 기후변화는 염도, 수심, 수온 변화를 

일으켜 해초에 대한 압력 증가, 부영양화 증가, 자외선의 변화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 이의 결과들이 어떨지는 여전히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169. 

잠재력: 해초의 상설 생물량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170, 순 

생산의 절대속도와 그에 따른 탄소 흡수량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171. 더욱이 해초의 잎은 천천히 분해되며172, 그 뿌리 

및 뿌리줄기(rhizome) 체계를 통해 해초는 지하에 반광물화된 

탄소를 상당량 저장함으로써 중요한 CO2 흡수원으로 역할을 

한다. 실제로 해초지는 바다의 총 탄소저장량의 15%를 담당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해초 중 Posidonia oceania 종은 스스로 

생산하는 탄소 중 상당량을 매장하여 지하에 유기탄소 성분 

비율이 40%에 달하는 수 미터 두께의 반광물화 상태의 매트를 

생성한다. 이 매트들은 수백년간 유지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 

탄소흡수원으로써 역할을 한다173,174,175. 장기적 저장의 측면에 

있어 다른 생물종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연구의 

여지가 남아있으며, 특히 상당수 생물종들이 어떻게 P. oceanica

방글라데시 순다르반스 국립공원(Sundarbans National Park) 맹그로브 숲  © David Woodfall / WWF-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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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흡사한 수준의 격리 잠재력을 가져 현재의 전세계 탄소 저장량 

추정치의 신뢰도를 높이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한 자료에는 평균적으로 해초지 생물량의 16%가 저장되어 있 

다고 보고하고 있다176. 

퇴적층의 단기적 탄소저장량에 대한 추정치는177 평균적으로 

연간 133g C/m2 수준이다. 이 값은 장기적 탄소매장 추산치인
178 연간 83g/m2와 비교하여서도 타당성을 갖는다. 보다 정확한 

세계적 규모의 예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생물지리학적

(biogeographical) 지역들에 걸쳐 주류 해초 생물종의 분포 및 

밀도에 대한 신뢰 가능한 추정이 이루어져야 하고179, 이를 위해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보호지역의 역할: 해초지가 제공하는 탄소흡수 서비스를 유지 

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의 해초지의 건강 및 분포범위를 보존해야만 

한다180. 해초 손실을 해초지 수준에서 반전시키기는 힘들다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듯이181 복원의 잠재력이 

감소되고 있으므로, 현존하는 해초지의 보호 및 유지관리가 우선 

순위 과제일 것이다. 

산호초
산호초들은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해양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들 중 상당수는 인간 활동에 

의해 훼손되었다. 전혀 오염되지 않은 산호초는 전혀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2030년까지 전체 산호초의 15%가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들도 있다182. 실제로 이미 상당수 지역에서는 

산호초 감소도가 95%를 초과하였다183. 

잠재력: 산호초들은 탄소격리 작용을 수행하지 않는다. 관리되지 

않은 산호초의 신진대사는 탄산칼슘 석출의 부작용에 의해 순 CO2 

배출원이 된다184,185. 석회화 작용이 기후변화에 의해 감소할 경우
186 (예: 수온 상승, 해양산성화 등187) 산호 사체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므로, 이론적으로는 산호로부터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축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이점들은 이러한 손실의 

거대한 생태학적 부작용에 의해 상쇄될 것이다. 

산호초는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기보다는 이산화탄소 관리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해안 거주 공동체들과 육지 생태 

계를 해안 범람으로부터 보호한다. 그리고 후에 논의하겠지만 

산호초는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의 결과에 대한 해안 거주 

공동체의 취약성을 경감시킬 수 있는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갈라파고스 붉은게(Grapsus grapsus)  © Nigel Dudley 



40 제 2 장

해안가 맹그로브 숲, 염습지, 해초지 군락에 대한 보호 강화: 해양보호지역과 통합적 연안 
관리를 통해 전세계 자연 탄소흡수원을 증가시키고, 바다를 보다 광범위한 탄소 관리 계획의 
일부로 통합시키는 효과적인 해양관리시스템을 발전시킨다. 

해양보호지역의 격차분석 및 기타 보호지역 평가들에 탄소격리 잠재력에 대한 평가를 추가: 
시뮬레이션 모델 및 현장연구를 활용하고 개선하여 생태계 보호, 재활, 복원을 위한 관리계획 
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며, 탄소 배분 및 이산화탄소 흡수의 최적시나리오 개발한다. 

해양보호지역의 관리효과성 강화: 해안 파괴, 남획, 해양 및 육지의 오염 등의 인위적 압력 
요인을 경감시킴으로써 생태계 회복력과, 해양의 자연 탄소흡수원을 유지, 관리, 회복시킨다. 

피지의 산호군락에 산란하는 자리돔(Damselfish)  © Cat Holloway / WWF-Canon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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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력
자연 초지는 많은 양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으며, 그 중 대부분이 

토양에 분포한다. 특히 개간을 포함한 역사적인 변화들은 이미 이 

생물군계로부터 상당량의 탄소를 방출하였다. 그러나 초지들은 

여전히 주요한 탄소 저장고로서, 방목지에만 지구의 토양 내 

탄소량의 10~30%가 저장되어 있다고 추정되고 있고188, 초지는 

생물권(biosphere) 내 총 탄소량의 10% 이상을 차지한다189. 온대 

초지와 스텝 지역의 생물량 탄소는 온대 산림에 비해 낮을 수 

있지만(예: 중국의 스텝190), 토양 내 탄소 수치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191. 사바나와 열대 초지들은 통상 온대 초지보다 

높은 수준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어, 열대 초지의 경우 그 양이 

2tC/ha 미만이고, 사바나 수목지의 경우 30tC/ha에 달한다192. 

지구 육지면적의 40.5%(그린란드와 남극 제외)는 초지이고, 그 

구성은 13.8%가 사바나 수목지 및 사바나, 12.7%가 관목지, 

8.3%가 나무가 없는 초지, 5.7%가 툰드라 지역이다193. 

세계적인 중요성을 갖는 탄소저장고는 갈수록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초지의 전용 및 훼손은 탄소 손실을 급격하게 증가시 

킬 수 있다. 최근의 연구결과들은 훼손된 초지가 주요한 배출원 

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수행된 한 연구 

는 1980년대와 2000년대 사이에 초지의 손실률에 급격한 

증가세를 발견하였다194. 이산화탄소 수치의 증가는 토양의 탄소 

손실을 증가시켜 음성 피드백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을 보이며, 

이런 추측은 영국의 장기적 자료에 대한 한 연구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195. 이산화탄소 수치 상승의 잠재적 결과 중 

하나인 초지의 사바나 수목지로의 전환은196 순 탄소격리량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믿음이지만 그 사실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이다197. 

특별한 경우, 초지는 추가적인 탄소 포집 작용도 수행할 수 있다. 

온대지역 초지의 탄소격리률 측정치 및 모델 추정치는 연간 

0~8Mg C/ha 이상까지 다양한 결과를 보인다198. 그러나 다양한 

실험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초지가 특히 강수량, 일조량, 

점토 및 실트(silt) 양, 이산화탄소 수치, 기온 등에 의해 영향받아 

탄소의 순 배출원이나 흡수원이 된다는 것은 명확해 보인다. 

초지 탄소격리의 연간 변동은 티벳199과 캐나다200에서 증명된 

바 있다. 북미의 방목지 8곳에 대한 한 연구는 연간 날씨 패턴에 

따라 모든 장소가 탄소배출원이나 흡수원을 오갈 수 있음을 

밝혔지만, 연구 대상 방목지 8곳 중 5곳은 연구기간 중에 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 흡수원이었다. 가뭄은 고도의 탄소 흡수가 

이루어지는 기간을 제한하며 가장 생산성이 높은 장소들조차 

탄소배출원이 되도록 한다201. 주요 통제변인은 일조량 또는 

강수량인 것으로 보였다202. 

지표 생물량과 토양 탄소 함유도를 증가시키는 등의 작용을 

위한 관리관행들은 손실을 억제하고 격리 잠재력을 신장시키는 

것에 기여할 수 있다203. 농지를 영구적으로 초지로 대체하는 일 

역시 탄소격리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204, 이는 농업이 

비생산적이거나, 기후변화에 의해 비생산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에서는 고려 가능한 선택일 것이다. 

115개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유용한 관리 개선안의 

시행은 74%의 연구들에서 토양의 탄소 함유량 및 농도를 증가 

시킬 수 있으며, 모든 종류의 개선에서 토양 내 평균 탄소량이 

증가하였음이 밝혀졌다. 가장 높은 수준의 증가를 가져온 개선안 

들은 농경지의 전용, 지렁이의 도입과 관개였다205. 이러한 변화 

들이 복잡할 필요는 없었다. 예를 들어 지속가능한 방목시스템 

의 도입과 습윤한 지역에서 과밀한방목을 감소시키는 것만으로도
206 직접적인 결과로서 탄소격리가 이루어졌다. 일부 방목지에서는 

방목과 연소를 병행함으로써 탄소 저장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였다207. 이는 분해되지 않는 숯의 생성에 

의한 결과인데, 이 방식을 활용 시에는 생물량 연소에 의한 손실 

과의 균형이 조심스럽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에는 여전히 장소 및 조건별로 구체성을 갖는 명확한 지침이 

부재한 상황이다. 

보호지역의 역할
온대 초지는 육상에서 가장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생물군계이며 

(보호율 4.1%208), 집중적인 방목, 농작물 재배, 바이오연료 및 

펄프 농장 설립 등의 결과로 급격한 속도로 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초지 보호지역 확대는 향후 초지에서 탄소 손실을 저감하기 

위한 중요하고 시급한 절차로서, 신속하게 수행될 경우 탄소 

저장과 생물다양성 보전 모두에 있어 이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중요한 초지를 식별하기 위한 중요한 

예비작업이 일부 수행되었지만209, 이제는 이의 개선 및 광범위한 

재현을 통해 중요 초지에 대한 세계적 격차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역들은 엄격하게 제한된 공간내에서 약하게 

방목함으로써 IUCN의 VI 분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자연 초지는 주요 탄소저장고이나 이들의 손실 및 훼손으로 인해 현재 많은 양의 탄소 
가 대기중으로 방출되고 있다. 초지는 관리 상태, 강수량, 이산화탄소 수치 등에 따라 탄소 
흡수원이나 배출원이 될 수 있다. 최근의 연구결과는 특정한 관리 상의 변화를 통해 초지에서 
탄소 포집 및 유지 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관리 개선안을 
잔존하는 자연 초지를 전용이나 관리실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함께 광범위하게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초지와 완화
   key mess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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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 서식지에서 보호지역 확대: 낮은 수준의 방목 행위를 조심스럽게 통합하여 탄소 저장량 
안정화 및 재건에 기여할 수 있는 장소를 엄정보호지역(IUCN 카테고리 I-IV)과 경관 보호를 
위한 지역(카테고리 V-VI)으로 설정한다.

관리 개선: 보호된 경관지역과 채취를 위한 보호지역(extractive reserve)에 대한 지속가능한 
방목방법을 도입한다.

초지의 탄소격리 현황 및 추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수행: 저장 및 격리를 최대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안을 집중 연구한다. 
 

탄자니아 세렝게티 국립공원의 초원 © Sue Stolton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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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력
토양은 육지 탄소순환에서 가장 대규모의 탄소 저장고로 추정치 

간의 편차가 크긴 하지만,* 대기와 식생이 저장하고 있는 탄소를 

합친 양보다 많은 탄소를 저장하고 있다210. 토양 탄소 유동에 

발생하는 상대적으로 작은 변화들만으로도 전세계적인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양 탄소는 

정부 간 기후변화 구상에서 완화 전략으로서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여 왔다211. 

토양 탄소는 모든 육지 생물군계에 대해 영향력을 갖는다. 

아래에는 농업시스템에서 토양의 역할과 보호지역(특히 IUCN 

카테고리 V, VI) 내 농지토양 관리에 대한 함의들이 검토된다. 

토양은 관리 상황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원이나 흡수원이 모두 될 

수 있다. 토양 내 탄소격리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작물 잔류물 

등 즉시 재배출되지 않는 형태의 유기고체로 전환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토양 탄소격리는 토양에 생물량을 추가하고 토양 

교란 감소, 토양과 물을 보전, 토양구조 개선, 토양 동물상 활동을 

강화하는 관리시스템을 통해 강화시킬 수 있다. 반면 이미 저장된 

토양 탄소는 토지관리 변화와 기후변화에 의한 손실에 취약할 수 

있으며, 이상기후의 빈도 증가는 탄소 및 토양 유기물 풀(pool)

의 안정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3년의 유럽 

혹서기에 상당한 토양 탄소 손실을 가져왔다212,213. 

오늘날의 농업: 농업은 흔히 온실가스 흡수원보다는 배출원이며, 

전세계의 인위적 탄소배출 총량의 10~12%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농업은 세계적인 수준에서 자연서식지를 가장 

크게 변화시키는 원인이기도 하다. 농업에 의한 탄소 배출의 

대부분은 토양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전세계의 농지는 

대기와 매우 큰 규모의 양방향적 이산화탄소 유동을 생성하지만 

그 순 유동량은 적은 편이다214. 그러나 과거의 손실 규모는 매우 

커서 대부분의 농지 토양이 기존에 함유하고 있던 유기물질의 

50~70%를 소실한 상태라는 추측들도 있다215. 이는 복원과 

추가적인 탄소 포집에 유리한 조건이다. 

탄소격리를 증가시키기 위한 농업활동의 잠재적 변화: 농업은 

탄소저장량의 보전 및 재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 변화들을 

통해 탄소를 완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개별 농업체계와 

환경에 대해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관행의 목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농업과 

관련하여 수행할 수 있는 완화 관행들 몇 가지를 제시한 바 있고, 

그 중 현재 주제와 관련 있는 것들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216: 

 ● 토양 탄소저장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작물 및 방목 토지관리 

개선

 ● 개간된 이탄토양 및 훼손된 토지의 복원

 ● 메탄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쌀 재배 농법 및 가축과 배설물 

관리법 개선

 ● 아산화질소(N2O) 배출량 감축을 위한 질소비료 사용기법 

개선

저경운(low-tillage) 농법은 침식과 화석연료 사용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토양 탄소를 축적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217. 토양에 유기 

물질을 축적하는데 것은 작물 생산량도 증가시킨다218. 

그러나 토양의 종류와 조건들에 의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위와 같은 다양한 방식들에 의한 탄소격리 수준 측정치는 연간 

50-1000kg/ha로219 매우 다양한 분포를 보여 순 혜택에 대한 

광범위한 계산이 어렵다. 

농업의 탄소격리에 대한 기여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유럽연합(EU)은 농지 토양의 이산화탄소 격리 

잠재력을 연간 60-70Mt CO2로 보수적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이는 EU의 인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5~1.7%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기술적 측정치는 유기부산물, 유기농업, 보전경운, 

일부 지역의 영구적 재녹화, 순환 휴경 대신 바이오에너지 

수목작물 재배 등과 연관성을 가진다220. 퓨 지구기후변화센터

(Pew Center on Global Climate Change)의 의뢰로 2006년 

미국에서 수행된 연구에 의하면, 다수의 농부들이 작물 잔류물의 

보유, 무경운, 배설물, 비료, 물의 효율적 활용 등 탄소 저장을 

위한 농법을 활용하고, 아산화질소와 메탄에 대한 비용 대비 효과 

적인 감축 조치를 수행할 경우, 미국 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이 

5~14% 감축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221. 로데일 연구소 

(Rodale Institute)에 의해 23년의 기간 동안 미국에서 수행된 한 

실험이 유기농 작물 재배체계와 통상적 재배체계를 비교한 결과, 

농지에 대해 유기농법을 보편적으로 적용할 경우, 현재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0% 가까이를 격리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 

다222. 

토양은 거대한 탄소 저장고를 제공한다. 경운 농업 축소, 장기작물 및 유기농법 등 탄소격리를 
증가시키는 농업활동 변화는 세계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 IUCN 카테고리  
V, VI 보호지역에서 토양 관리는 더욱 많은 탄소 저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강화되어야 한다. 

토양과 완화

완화: 보호지역의 역할

key messages

*  식생 내 탄소 잠재력에 대한 상당수 추정치들은 그 아래의 토양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와 같이 조사에 포함된 요소가 무엇인가에 따라 

“최대의”탄소저장고인 생물군계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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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의 구체적인 수치는 사용된 탄소격리 기법의 종류와 

다양한 기후변화 조건들 하에서의 격리와 배출 간의 상호작용 

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 때 농업시스템을 변화시킴으로써 

얻는 격리 상의 이득과, 그 결과 농업생산량의 감소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토지를 농지로 개간해야 할 필요성 간의 균형도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이러한 가능성을 불가피한 것으로 상정 

하지도 말아야 할 것이다. 

보호지역의 역할: 상당수 보호지역은 소규모 소작지(minority 

holding)이나 보호지역 경관 내의 관리체계로서 농장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생물다양성 혜택을 증가시키고223,  

보전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224,225 보다 지속가능한 형태의 농업 

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IUCN 카테고리 V, VI 

의 보호지역에서 많이 나타난다. 

유럽에서는 전체 IUCN 카테고리 V 보호지역 면적의 52%가 

농장을 포함한다226.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일부 IUCN 카테고리 

V 국립공원에서는 유기농업이 특별히 장려되며 자금지원을 

받는다227. 탄소격리는 이러한 농장의 토지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유인을 제공한다. 비생산적 농지를 자연식생으로  

복원하는 것 역시 탄소격리의 효과적인 방법이다228. 

유엔 식량농업기구(U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가 

개발한 2008년도 세계 탄소 격차 지도 등의 새로운 지도제작 

도구들은 토양 탄소 저장량이 높은 지역들과 더불어 훼손된 

토양에 추가적으로 토양을 저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지역을
229 식별할 수 있어 보호지역 격차분석에 귀중한 도구를 제공한다. 

식량, 섬유를 생산할 뿐 아니라 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농법을 도입: 법제, 유인, 농가 공동체에 
대한 우선적 자금지원(preferential funding) 및 역량개발 등을 시행하고, 특히 유기농 생산, 
저경운, 그리고 적절한 경우 영구적 휴경지 설정에 초점을 맞춘다. 

모델 접근법을 촉진: IUCN 카테고리 V 보호지역 내의 농경을 최신 및 전통적 탄소 포집 
기법들의 모델 및 실험대상으로 만든다. 

농업의 탄소 격리 잠재력에 대한 이해도 증진: 잠재력의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의 지속은 신규 
관리 접근법의 시행을 저해하고 있다. 추측을 완료, 종합하기 위한 작업이 긴급히 필요하다. 

그리스 에브로스 삼각주(Evros Delta)의 농지  © Michel Gunther / WWF-Canon

제 2 장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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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적응: 보호지역의 역할
보호지역은 생태계 기반 접근법을 통해 다양한 측면의 적응을 이행할 수 있는 비용 대비 
효과적이며 실용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일부 보호지역은 생태계서비스를 공급받기 위해 
지정되고 있으나, 이들을 국가적, 지역적 적응전략 및 관리계획에 어떻게 통합할지에 대해 
서는 아직 배울 것이 많은 상황이다. 

생태계 기반의 적응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를 전체적인 적응전략에 활용한다. 이러 
한 적응은 생태계서비스의 지속가능한 관리, 보호, 복원을 통해 인류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들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유지한다. 

이 장에서는 보호지역이 다양한 적응 관련 도전과제 중에서 지역적 수준에서는 기후변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체 기반 접근법을 활용함으로써 어떻게 생태계 기반 적응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알아볼 것이다. 

이는“자연”재해를 방지하며 그 영향력을 경감하고, 음용 가능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기후 관련 건강 문제에 대응하고, 야생 식량, 어장, 작물 야생근원종 등 식량 공급원을 보호 
하는 등의 보호지역의 역할에 대한 검토가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압력 하에서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보호지역의 역할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는 생물다양성의 국지절멸(extirpation)이나, 전면적 멸종을 방지하고,  
생태계 회복력을 유지하며, 보호지역이 제공하는 경제적 가치 보호에 중요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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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영향 저감

KEY MESSAGES

자연재해의 빈도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자연재해의 원인은 이상기후의 증가와 
사람들이 인구 압력이나 토지 분배의 불평등으로 인해 급경사지나 범람원 등의 불안정한 
지역에 거주한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산림과 습지를 포함한 보호되고 양호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생태계는 상당수의 홍수, 해수피해, 산사태, 폭풍 등에 대해 완충작용을 할 수 
있다. 

중국 호남성 동정호의 홍수  © Yifei  Zhang / WWF-Ca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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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후의 가변성 및 이상기후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도 축적되고 있다. 세계적인 강수량 변화에 대한 한 검토 

연구는 전세계 모든 지역에서 강수량의 가변성이 증가하였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북반구 고위도에서는 강수량이 증가하였고, 

중국, 호주, 태평양 제도 국가 등에서 강수량이 감소하였으며, 

적도지역에서는 가변성이 증가하였다237. 남아메리카 아열대의 

안데스 산맥 동부 일부지역에서는 연간 강수량이 1960년대 

이래 40%까지 증가하였다238. 말레이시아에서는 이미 대부분의 

자연재해가 폭우의 결과로 발생한다239. 

더욱이, 자연생태계가 산림벌채, 습지 건조화 등의 인간 활동에 

의해 훼손되고 그에 따라 생태계서비스 효과성이 감소할 경우, 

호우, 허리케인, 지진, 가뭄 등의 자연적 위험요인으로 인한 

피해도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재해경감 전문가들은 자연 

재해의 여러 원인과 함께 기후변화의 영향력도 함께 점검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240. 이러한 여러가지 상황 하에서 자연재해가 

대규모 재해로 발전할 가능성은  증가할 것이다.  

사이클론의 풍속이 시속 119km를 초과하면, 대서양과 북동부 

태평양에서는 허리케인, 서태평양에서는 태풍이 된다. 취약한 

해안지역에서는 폭풍의 증가로 인한 영향이 해수면 상승에 

의해 심화될 것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는 향후 열대 사이클론의 강도가 점점 증가하면서 최대풍속 

및 강수량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하였다241. 폭풍의 심화 가 

능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은 이미 발견되고 있다. 2005년에는 

남아메리카와 카리브해에 14건의 허리케인과 26건의 열대 폭우 

가 내려 역사상 가장 큰 파괴력을 가졌던 허리케인 계절 중 

도전과제
이상기후 현상과 관련한 자연재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날씨를 더욱 불안정하게 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특히 빈국의 인간 사회는(열악한 기반시설과 재해경보체계로 

인해 취약성이 높음) 갈수록 큰 위협에 처해가고 있다. 상당수 

개발도상국가 공동체의 취약성은 인구 증가와 토지 소유 불평 

등으로 인해 불모지의 재해가 잦은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들은 이상기후 

현상 이후 복구에 필요한 재정적 여유, 보험체계 등의 자원 역시 

부족하다230. 날씨와 홍수 피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지난 50년 

간 10배로 증가하였으며231, 전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재해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232. 

기후변화는 재해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소 상당수에 직접 

적인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 한 번 발생 시 많은 사상자가 생기는 

재해는 지진과 같은 지리학적 위험요소는 수문학적-기상학적 

위험요소들이 보다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최신 IPPC 보고서는“강수량의 강도 및 가변성 증가는 많은 
지역에서 홍수와 가뭄 위험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233 고 

밝히고 있다. 또한, 2005년 일본에서 개최된 세계재해저감총회

(World Conference on Disaster Reduction)에서도 기후변화를 

재해와 관련한 근본 위협요인으로 인정하였다234. 예를 들어, 

홍수의 위험은 바다의 변화(해수면 상승 및 폭풍해일 증가), 

빙하호 파괴(네팔 등 국가에서 문제가 되고 있음), 간헐적 집중 

호우의 강도 및 지속시간 증가 등에 의해 심화되고 있다235. 이상 

폭우의 강도 및 빈도 증가 역시 산사태의 규모 및 빈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236. 

실제 폭풍 사례에 대한 최근의 연구와 더불어 수행된 다양한 
기온상승 시나리오에 대한 모델링 결과, 뉴질랜드의 강수량은 
0.5℃, 1.0℃, 2.7℃의 기온변화에 대해 각각 평균적으로 3%, 
5%, 33%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76. 일반적으로, 강수량의 
증가는 홍수의 증가를 의미한다. 

150년 전의 뉴질랜드에 존재하였던 습지의 약 90%는 현재 
건조화되거나 매립되는 등 파괴된 상태이다277.   
전체 면적 7,290ha 안에 4,871ha의 습지관리보호구(Wetland 
Management Reserve)를 포함하고 있는 왕가마리노 습지는 
북섬(North Island)에서 두 번째로 큰 늪지 및 습지 복합체이 
다. 

이 습지는 홍수 통제(이것의 가치는 2003년 기준으로 연간 
601,037달러로 추산된다278) 및 퇴적물 포집에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한다. 홍수가 많은 해에는 이 습지의 홍수통제 기능의 가치 
역시 상승하여, 1998년 한 해 동안만 홍수 방지의 가치가 4백 
만 달러에 달했던 것으로 추산된다. 이 습지의 가치에 대한 한 
평가는 다음과 같이 결론내렸다: 
 “왕가마리노 습지가 없었을 경우, 지역위원회는 하천 하류를 

따라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들여 제방(stopbank)을 설치하여야 
했을 것이다”279. 
그러나 홍수통제를 위한 습지 사용의 증가와 여타 생태계 가치 
의 보전 사이에는 상반관계(trade-off)가 존재한다.  
왕가마리노 습지는 상당한 생물다양성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장소로서, 특히 북섬에서 가장 큰 식생 다양성을 가지는 대규모 
저지대 이탄지이다. 이 생물다양성으로 인해 이 습지는 지역 
적으로 희소한 다양한 생물 개체군을 지원할 수 있다 280. 이 
습지에는 또한 알려진 최대 규모의 희귀종 호주 알락해오라기
(Australasian bittern; Botaurus poiciloptilus) 개체군 서식하고 
있으며, 어획 및 사냥지로서도 가치를 가진다. 따라서, 기후변 
화의 간접적 영향력 역시 완화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영양물질 
및 퇴적물 부하를 증가시키는 범람수의 유입을 조심스럽게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왕가마리노는 습지복원을 위해 각각 연간 NZ$500,000의 자금 
을 지원받는 세 곳의 뉴질랜드 습지지역 중 하나이다 281. 

출처: 뉴질랜드 자연보호부(Department of Conservation)

뉴질랜드의 홍수 피해는 기후변화에 의해 갈수록 심각해질 전망이다. 
이에는 자연의 해법이 효과적이다. 그 예로 왕가마리노 습지(Whangamarino Wetlands)의 보호는  
국가적으로 수백만 달러의 재해방지 비용 절감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산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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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기록되었다242. 이러한 재해의 영향력에는 인명손실, 

지역공동체의 전체적 이주, 그리고 국가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경제적 손실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멕시코에서는 

2005년에 허리케인 윌마(Wilma)가 약 17,788백만 달러 손실을 

입힌 것으로 추산되었고243, 2007년의 타바스코 홍수(Tabasco 

floods)는 310억 3백만 달러의 손실을 가했다244. 사이클론은 

최저 26.5℃의 수온과 50m의 수심을 가지는 열대 해양 상층 

의 온난습윤한 공기에 의해 에너지를 공급받는다. 해양의 

온난화가 진행될수록 열대 해양 중 이러한 사이클론 형성 조건을 

만족시키는 지역의 면적이 넓어질 것이며, 그에 따라 폭풍의 

형성 빈도도 증가할 것이다245. 최근까지만 해도 남대서양에는 

단 두건만의 열대성 사이클론이 기록되었으며, 허리케인은 전혀 

기록된 바가 없었다. 그러나 2004년 3월 28일 브라질의 남부 

해안에 사상 최초의 허리케인이 발생하였으며 이것이 카트리나

(Catarina)였다 246. 

연안습지는 이미 직간접적 인간 활동에 의해 연간 1% 정도로 

감소하고 있다. 해수면이 1m 상승할 시 전세계 해안습지의 절반 

이상이 소실될 것으로 예상된다247.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 의하면 이미 이와 같은 일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해안 범람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248. 

한 추정에 의하면 연간 1천만명 이상의 인구가 해안 범람에 

영향받고 있으며, 이 숫자는 모든 기후 변화 시나리오 하에서 

증가할 전망이다249.

생태학자, 공학자, 재난구조 전문가들은 개발, 보전, 재난대비  

간의 최적 균형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원주민 및 

지역공동체에 의해 사용되는 전통적 접근법들을 참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재해저감전략기구(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제 3 장

Reduction)는“현재로서 환경 관리 도구들은 재난 발생 및 취약 
성 추세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하지 못하고 있다”250고 인정하고 

있다. 이는 통상 재해경감 비용이 재해복구 비용에 비해 훨씬 

적다는 연구결과들과는 상반된다251. 세계은행과 미국 지질 

조사소(US Geological Survey)는 효과적인 재해경감에 투자된 

금액 1달러 당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7달러가 감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252. 또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는“기후변화는 물, 토양, 대기 오염, 건강위험, 재해위험, 산림 
벌채 등의 세계적인 환경, 자연자원 문제 추세들과 모든 수준 
에서 상호작용할 것이다. 그 합쳐진 영향력은 통합적 완화 
및 적응 조치의 부재로 인해 향후 가중될 것이다”253라고 지적 

하였다. 

보호지역의 역할
상당수 정부 및 정부 간 기관들은 생태계서비스의 보호 및 복원이 

많은 정부와 정부간의 의한 재난대비 강화를 위한 중요한 단계로 

보고 있다. 초기의 보호지역의 일부는 이상 기후 및 관련 위험에 

대해 인간 공동체들을 완충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일본에서는 

15~16세기에 산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보호 제도가 도입 

되었다 254. 

기후변화는 모든 종류의 수문기상학적 위험요인들의 심각성을 
증가시킬 잠재력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강수량의 강도, 
빈도 증가는 산사태의 발생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282, 이는 특히 최근의 산사태 발생 증가 원인이 집중호우와 
가축밀도 증가로 지목되고 있는 스위스283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284. 산림벌채 역시 급경사지에서의 소규모 산사태 빈도를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다285.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경사지의 조림은 
소규모지만 위험성을 갖는 산사태(주로 진흙 및 토석류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고 권고하는 한편,“지나친 산림 
벌채는 산사태로 이어진 전례가 많다”268고 지적하였다. 
스위스에서는 꽃가루에 대한 연구기록이 인위적 산림벌채 및 
농경활동과 산사태 발생건수 간의 상관관계의 존재를 강하게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고 있다 287.  
약 150년 전 스위스 정부는 수목의 과잉개발이 심각한 산사태 

와 홍수들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엄격한 보호 
및 복원 체계를 도입하였다288. 이를 위하여 낙석, 산사태 
로부터의 보호를 위하여 임분이 관리되었다289. 1987년의 
대홍수 이후로는, 자연적 위험요소들에 대비한 보호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산림을 활용하기 위해“홍수 및 산림 보호에 
대한 연방 조례(Federal Ordinances on Flood and Forest 
Protection)”에 근거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290.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주요 자연위험관리 요소들이 지정되었다: 
위험 파악, 보호 요건의 정의, 조치 계획, 긴급사태 대비 계획
291. 산림의 활용은 재난방지의 주요한 요건으로 인정되었으며, 
오늘날 스위스 내 산림 면적의 17%를 차지하는 알프스 
지역은 주로 보호기능을 위해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보호 
산림들은 연간 20억~25억 달러에 달하는 가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92. 

                 

보호지역은 산림손실을 감소시키고 토양 안정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산사태의 방지를 돕는다.   
스위스는 150년 이상 동안 알프스의 산림을 보호하는 자연위험요소 관리 정책을 수행하여 수십억 달러에 
육박하는 보호 효과를 창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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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자연재해 방지 및 완화에 있어서의 보호지역의 역할 예시

위험요소 보호지역의 
역할

보호지역 
서식지 형태

예시

홍수 강우 및 홍수 

감쇠를 위한 

범람공간 제공

늪지, 해안습지, 

이탄지, 자연호수

 ●스리랑카의 무스라자웰라 늪지(Muthurajawella Marsh)를 구성하는 두 

개의 보전지구는 콜롬보(Colombo) 주변지역에서 3,068ha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지역이 제공하는 홍수 감소 기능의 경제적 가치는 2003년 

환산가치 기준으로 연간 5,033,80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259. 

유수량의 흡수 및 

경감

하안, 산지의 산림  ●마다가스카르 만타디아 국립공원(Mantadia National Park)의 상류 

유역에서의 산림보호가 제공하는 작물에 대한 침수피해 감소 혜택의 

가치는 126,700달러으로 추산된다(1991년 기준으로 마다가스카르의 

1인당 GNP는 207달러이었다)260. 

낙석, 산사태 토양, 암석 및 눈 

안정화

급경사지의 산림  ●네팔은 홍수와 산사태 빈도가 높아 연간 200명의 인명손실을 야기한다261. 

시바푸리 국립공원(Shivapuri National Park)은 카트만두(Kathmandu) 

지역의 주요 식수원이다. 이 국립공원 내 12개 소에 산사태 보호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262. 

토양 및 눈의 

움직임에 대해 

완충

경사지와 그 

하부에 위치한 

산림

 ●150년 전 스위스 정부는 산림손실이 심각한 산사태, 홍수 위협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263. 국내 산림의 17%는 산사태 보호를 위해 

관리되고 있으며264, 이로 인해 연간 20억~35억 달러의 가치를 갖는 

서비스가 제공된다265. 

조석파(Tide Wave), 
폭풍해일

해수유입에 대비한 

물리적 장벽을 

조성

맹그로브 숲, 

보초도, 산호초, 

사구

 ●온두라스의 리오 플라타노 보전지구(Rio Platano Reserve)에 거주하는 

원주민 공동체는 이반 석호(Ibans Lagoon)의 연안을 맹그로브 등의 

식생으로 재조림하여 어류 서식지를 개선하고 좁은 연안지구 침식에 

대응하고자 하고 있다266. 

 ●2004년의 쓰나미 이후, 산호초가 해상공원 내에 위치한 스리랑카 

히카두와(Hikkaduwa)에서 수행된 연구들은 피해범위가 내륙으로 50m 

까지만 도달했고, 파고는 불과 2~3m였던 반면, 산호채취에 의해 산호 

초가 극심한 피해를 입은 근방의 페랄리야(Peraliya)에서는 파고가 10m 

에 달했고 범람피해 범위가 내륙으로 1.5km까지 도달하였다고 지적 

하였다267. 

파도급습에 대비한 

범람공간 제공

해안늪지  ●블랙리버 저지대 늪지(Black River Lower Morass)는 자메이카에서 가장 

큰 담수습지 생태계이다. 이 늪지는 하천 범람수와 파도급습에 대한 

자연 완충지로서 작용하고268, 20,000여명의 인구에게 중요한 경제적 

자원이다. 

가뭄, 사막화 방목, 답압 저감 초지, 건조한 

산림에도 해당

 ●지부티(Djibouti)의 데이 산림(Day Forest)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이 중요한 산림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손실과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복원 프로젝트들이 시행되고 있다269. 

내건성 식생 유지 모든 건조지대 

서식지

 ●말리(Mali)에서는 사막화 통제에 있어서의 국립공원의 역할이 잘 인지 

되어 있으며, 보호지역은 내건성 생물종의 중요한 원천으로 여겨지고 

있다270. 

산불 산불통제 관리체계 

유지

사바나, 

온난건조한 산림, 

관목지

 ●필리핀의 키탕글라드 산 국립공원(Mount Kitanglad National Park)에 

서는 주변의 다양한 민족공동체 출신의 자원봉사자들이 산불 모니터링 

업무를 이행한다. 이러한 자원봉사 지킴이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 

하는 일은 토지관리(land stewardship)에 대한 전통적 관념과 잘 부합 

하여 부족 연장자들 역시 이를 장려하고 있다271. 

자연적 산불저항성 

유지

산림, 습지의 산불 

생존지역(refugia)

 ●인도네시아의 쿠타이 국립공원(Kutai National Park) 내부 및 주변지에서 

행해진 연구들은 1982~1983년의 산불로 인해 피해가 보호 대상의 일차 

산림에 비해 이차산림에서 더 심했음을 발견했다. 일차산림에서는 산불이 

지표식생에만 영향을 미쳤으며, 대형 수목에는 불이 칡(liana)을 타고 

퍼졌을 경우에만 피해가 미쳤다. 이와 비슷하게, 아마존에서 최근 수행된 

연구는 주변지에 비해 보호지역에서 산불 발생건수가 적음을 발견 

하였다273. 산림 단편화는 지표식생의 건조화로 이어져 산불 위험을 높인다. 

허리케인, 폭풍 직접적 폭풍 

피해로부터의 완충

산림, 산호초, 

맹그로브 숲, 

보초도

 ●방글라데시와 인도의 순다르반스(Sundarbans) 보호대상 맹그로브 

체계는 습지, 해안의 안정화를 돕고 사이클론으로부터의 완충작용을 

수행한다. 맹그로브는 사이클론 중 높이가 4m를 넘는 폭풍파를 쇄파할 

수 있으며274, 그에 따라 이들 산림에 의해 보호받는 해안구역들은 

맹그로브가 서식하지 않는 지역에 비해 폭풍해일 피해를 덜 받는다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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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계획: 국가적, 지역적, 초국경적 수준에서 재해대응 기관과의 협력 하에 기회분석을 
수행하여 자연 생태계가 재난을 방지, 완화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야 한다. 지역공동체에 
대해 완충기능을 수행하는 필수적 생태계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취약 장소에 대한 신규 
보호지역 지정 등의 관련 생태계 보호 전략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작업은 보다 
광범위한 재난위험 관리 계획 및 체계의 맥락에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 보호지역의 관리기관은 관리목표와 계획을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    
이는 재난 완화에 있어서의 보호지역의 기여를 유지하고 그에 대한 인식을 신장하기 위함이다. 

SOLUTIONS

오늘날 일본의 산림보호지역 면적은 9백만ha에 달하고 그 

지정용도는 17종류이며, 그 중 13종류는 이상기후의 영향력 

경감과 관련된다255. 중동에서는 약 천년 이상 전부터 초지 침식 

방지를 위하여 히마(hima)라고 하는 보호지역이 지정되어 왔다
256. 상당수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관리되는 원주민 및 공동체 

보전지역(Indigenous and Community Conserved Areas)과 

자연성지(sacred natural sites)들은 이상기후로 인한 홍수 및 

산사태에 대한 보호장치로서 자연식생을 활용한다257. 재난위험 

경감에 있어서의 보호지역의 가장 직접적인 역할은 자연적 

위험요소의 영향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보호지역이 제공하는 주요 혜택은 다음 세가지와 같다: 

 ● 해일, 홍수 등의 자연적 위험요소에 대한 완충작용을 하는 

해안가 맹그로브 숲, 산호초, 범람원, 산림 등의 자연생태계 

관리

 ● 농임업 체계, 계단식 작물재배, 건조지역의 과일나무 숲 

등 이상기후를 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가지는 전통적 

문화적 생태계 유지

 ● 위와 같은 체계의 훼손 여부와 관계 없이 그 적극적,소극적 

복원을 위한 기회 제공

이와 같은 생태계서비스의 가치는 상당할 수 있다. 미국 내 

허리케인과 관련한 홍수를 경감시키는데 있어서 습지의 역할에 

대한 최근의 한 연구는 연간 1ha당 8,240달러라는 값을 계산 

했다. 미국의 해안습지 전체는 폭풍보호 서비스로 연간 232억 

달러에 해당하는 가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258. 

나미비아의 건조한 초지에서의 사막형성 © Nigel Dud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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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과제
많은 국가들은 이미 물 부족을 겪고 있으며293, 이러한 국가의 

수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인류가 지리적, 시간적으로 

활용 가능한 지표수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는 상황이다294. 2025년 경에는 50억여 명의 인구가 물 

부족을 겪고 있을 수 있다295. 물 공급에 있어 새로운 접근법을 

취할 필요성은 갈수록 널리 인정받고 있다296. 인류의 물 소비량의 

3/4은 농업용수며, 농업용수는 비효율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나297 물이 희소해질 때 가장 먼저 물 사용량이 줄어드는 

부문도 관개용수이다298. 

기후변화는 물 가용성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온난한 기후 

조건은 물 순환을 가속화시킴으로써 담수원을 증가시켜 이론적 

으로 물 부족을 경감시켜야 하지만, 이러한 이점은 모두 지역적 

변화, 변동으로 인해 상쇄될 것이다299,300. 예를들어 일부 온대, 

아열대 지역들에서 강수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남아시아 

및 동아시아는 우기의 제한된 기간 동안만 강수량이 증가할 

것이다301. 전세계 상당수 지역들에서 강우의 시공간적 가변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수문학적 체제 역시 기타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 식물구

(Cape Floristic Region)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외래 수목종의 

분포범위 확장 속도가 빨라져 산불교란체제 및 지표수, 유수량 

등을 변화시킬 것이다.  

보호지역의 역할
유령림(young forest), 외래종 조림지(exotic plantation)을 포함한 

물(수자원) 보호
KEY MESSAGES

기후변화는 물의 가용성(water availability)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 공급은 보다 가변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중요 지역의 총 강수량도 감소할 것이다. 
운무림(cloud forest)과 일부 오래된 유칼리(eucalyptus) 숲 등 일부 자연생태계는 유역권의 
용수를 증가시킬 수 있고, 대부분의 습지는 유수량의 조절을 돕는다. 이와같이 생태계 보호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압력을 경감시키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에콰도르 카얌베-코카 운무림 자연보전지구 © Kevin Schafer / WWF-Ca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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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산림은 이를 구성하는 수목들이 초지와 작물과 같은 다른 

식생에 비해 증발산량이 높기 때문에 순 유수량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자연림(특히 열대 산간 운무림과 일부 노령림)은 총 

유수량을 증가시키므로, 자연산림이 벌채될 가능성이 높은 조건 

하에서는 보호지역의 지정이 물 공급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302. 

운무림대 또는 운무림 지역은 통상 대륙 내륙의 대규모 산지나 

산맥의 해발고도 2,000~3,500m 지역에 분포하지만 섬의 산악 

지대에서는 해발고도 400~500m의 지역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303. 운무림의 전세계적 면적은 381,166km2(2004년 집계)에 

달하며, 그 중 60%는 아시아 25%는 북남미 15%는 아프리카에 

위치한다. 이론적으로 추정되는 분포면적은 이보다도 훨씬 

넓지만, 이 역시 기후변화 하에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304. 

운무림은 대기 중의 수분을 잎 등의 식생에 응결시켜 수집함 

으로써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305. 운무림에 

의한 전체적인 물 사용량은 산지의 저지대에 위치한 산림들보다 

훨씬 적은 것이 일반적이다. 이 두 요소에 의해 운무림은 동일한 

강수량에 대해서도 평균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유량을 보이게 

되며, 건조한 시기에도 물 공급원으로서 보다 신뢰 가능하게 

된다. 

운무림으로부터 공급되는 물의 양은 일반적인 강수보다 100% 

이상 많을 수 있다. 습윤한 지역에서는 이 수치가 15~20% 대로 

떨어지지만, 이러한 추가량도 수질이 좋은 물의 부족을 겪고 있 

는 공동체들에는 유의미할 수 있다. 운무림이 벌채될 시 이러한 

물 추출 기능은 상실되므로, 이러한 물 공급 상의 혜택을 보호 

및 유지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운무림을 보호지역 시스템 

내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호주에서 행해진 연구들은 일부 

노령의 유칼리 숲 역시 유역으로부터 순 유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사례연구 참조). 

상당수 습지 및 흡습성 토양(hydroscopic soils)은 우기 중의 

강우를 포집 및 저장하고, 지하수를 재충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가정용수, 농업용수 등이 연중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한다. 보호지역은 습지 생태계의 지속적인 기능 수행을 보장할 

수 있으며, 산불, 수목식생의 침입, 목축업 등에의 지속불가능한 

사용 등의 통제를 위한 관리체제는 이들 습지체계에의 기후 관련 

영향을 경감시킬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수직적 강수량에 대한 

추가적인 공급을 제공하므로 보호지역에 의존하는 공동체에 

있어 필수적인 물 서비스 공급을 유지시켜준다. 

멜버른 시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예측은 기온 상승, 강수량 
감소 등의 이상기후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한 물 
공급의 잠재적 영향에는 하천 유량 감소로 인한 공급 감소와 
더불어, 역시 하천 유량 감소와 함께 수질 저하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유역에서의 산불 위험 증가 등이 있다306. 

멜버른 시가 사용하는 물의 90%는 산림유역을 수원으로 한다. 
이 중 절반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나머지의 대부분 
역시 취수를 위해 관리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 물 관리에 있어 
중요성을 가지는 보호지역에는 킹레이크 국립공원(Kinglake 
National Park) (IUCN 카테고리 II, 21,600ha), 야라레인지스 
국립공원(Yarra Ranges National Park) (IUCN 카테고리 II, 
76,000ha), 바우바우 국립공원(Baw Baw National Park) 
(IUCN 카테고리 II, 13,300ha) 등이 있다. 멜버른의 유역 
관리는 유역 교란과 물 간의 관계에 대한 실험적, 분석적 연구 
프로그램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는 물 생성량과 
산림 교란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데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39년의 산불로 인해 전소되거나 부분적으로 소실 
되었던 지역의 대규모 산림 유역에서 수집한 강수량과 지표 

수량 자료를 근거로 한 분석 결과로, 산림 유역의 물 생성량은 
산림 연령과 관계가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307. 산림 
교란이 발생할 경우 성숙림(matured forest)이 제공하는 
평균 수준에 비해 연간 평균 지표수량이 50%까지 감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으며, 이의 회복을 위해서는 
150년이 소요된다고 알려졌다. 이는 노령림의 단위 면적 당 
증발산량이 유령림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산불, 벌목 등으로 인한 산림 교란이(교란 발생 이후 첫 몇 
년 간을 제외하고는) 단중기적으로 물 생성량을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308.

이러한 연구의 결과로 현재는 멜버른에는 사람들이 기후변화 
영향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물 공급 관리안이 
몇 가지 제시되어 있는 상태이다. 유역 및 저수지 관리의 
측면에서는 산림 유역을 관리하여 산불, 벌목, 증발 등의 물 
생성량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309. 

출처: WWF

전세계 상당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식수 공급원을 유지하기 위해 산림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도전과제로 인해 효과적 관리가 특히 큰 중요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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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역은 필수적인 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 습지 등 기타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이 서비스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에 대응할 수 있는 적응형 관리활동을 위해 지정 할 
수 있다. 보호지역 해법은 기후변화 조건 하에서 수자원 확보를 위한 통합된 국가적 적응전략 
및 활동의 맥락에서 고려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운무림: 수자원 공급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잔존하는 운무림의 보전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이  
요구된다. 

유칼리 숲: 노령 유칼리 숲의 기후변화 조건 하에서 산불 위험 증가와 숲의 물 공급 관련 
혜택간의 균형을 맞추어 최적 관리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담수: 보호지역 지정확대를 위한 계획에 있어 대체로 과소평가되고 있는 담수 생물군계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SOLUTIONS

웨일즈 디피 생물권 보전지역(Dyfi Biosphere Reserve)의 습지 © Sue Stol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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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물 공급
KEY MESSAGES

깨끗한 물에 접근성 부족은 약 십억명의 도시 거주인들과 건조지역 공동체에게 치명적인 
문제이며, 이 사안은 기후변화에 따라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 산림 및 습지 보호지역은 
이미 전세계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들의 1/3을 포함하여 수없이 많은 시골, 도시 
거주민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직면한 현 상황에서 깨끗한 수원을 
보호하는 것은 핵심적인 중요성을 가지며, 이에 따라 보호지역 시스템의 확장 및 효과적 
관리에 대한 충분한 투자가 필요하다. 

네팔의 식수대 © Simon de Trey-White / WWF-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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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빙하 융빙이 안데스 산맥에 걸쳐있는 많은 
국가들의 상수원을 위협하고 있지만, 에콰도르의 한 
혁신적 신탁기금은 국가 수도의 물 공급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두 곳의 보호지역에 대한 유역 보호 
조치가 적절히 관리되도록 보장하고 있다. 

퀴토(Quito)의 150만 인구 중 약 80%는 두 곳의 보호지역 

으로부터 식수를 공급받는다: 안티사나(Antisana) 보호지역, 

카얌베-코카 생태보전지구(Cayambe-Coca Ecological 

Reserve). 이들 보전지구는 에콰도르의 국립공원시스템의 

일부로서 공식적인 보호를 받고 있지만, 그 내부와 주변지에 

거주하고 있는 27,000명 인구의 가축, 낙농업, 목재 생산 

활동 등에도 사용되고 있다 324. 

이들 보전지구에 대한 위협을 통제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의 

한 NGO와의 협력 하에 유역 보호 관리계획을 설계하고 있 

으며, 이 계획은 특히 상류 유역 보호활동의 집행 강화와 

함께 수문학적 기능의 보호 및 개선, 물웅덩이(waterhole)

의 보호, 제방(bank)과 경사지의 안정 및 침식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포함한다 325. 2000년에 국제자연보호협회(The 

Nature Conservancy)와 미국국제개발단체(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의 지원 하에 FONAG(Fondo del 

Agua) 신탁기금이 설립되면서 보호지역의 보다 효과적 관리 

가 달성되고 있다. 이 기금은 핵심토지의 구입, 농업 관행 

의 개선 등의 유역보호조치에 대한 자금지원을 돕고 있다326. 

출처: TNC

도전과제
지난 한 세기 동안 세계 인구는 3배로 늘어났지만 인간이 사용 

하기 위한 목적의 물 수요는 6배 증가하였다310. 동시에 상당수의 

유역이 산림벌채 등의 변화에 의해 훼손되어 다양한 수문학적 

영향이 발생하였다311. 기후변화는 기타 압력요인들과 합쳐져 

이미 진행 중이었던 위기를 격화시키고 있다. 기후모델에 따라 

구체적인 전망은 다르지만, 기후변화는 강우의 가변성을 높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물 부족을 증가시키며(정기적 부족사태), 환경 

서비스를 붕괴시켜 수질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312. 200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보고서 

“기후변화와 물”은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다:“기후변화로 
인한 물의 양과 질에 대한 변화는 식량 가용성, 안정성, 접근성, 
활용성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313”.

깨끗한 물의 부족은 이미 공중보건에 큰 영향을 미쳤다. 연간 총 

사망자의 4%인 220만 명의 사인이 깨끗한 물 및 위생 부족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도시가 강한 영향을 받고 있는데, 아시아의 

도시 거주인 7억 명, 아프리카의 도시 거주인 1.5억 명,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의 도시 거주인 1.2억 명이 충분한 상수도 

(potable water)314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러한 숫자는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315. 공동체들간에 물 접근과 

관련한 긴장이 형성되고 있고, 국가 간에는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316. 이러한 압력요인은 기후변화 조건 하에서 

더욱 증가할 것이다. 

보호지역의 역할
잘 관리된 자연림은 항상 여타의 유역에 비해 퇴적물, 오염물이 

더 적은 양질의 물을 제공한다317. 몇몇 국가들은 이미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산림을 식수 공급의 비용 대비 효과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습지, 초지 등 기타 자연 서식지들 역시 물 내의 

오염 및 이물질 수준을 낮추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습지는 또한 부영양화 대응에 매우 효과적이며, 일부 수중식물은 

생체조직 내에 독성물질을 축적시킴으로써 성장하면서 주위의 

물을 정화할 수 있다318. 예를 들어 플로리다의 사이프러스 

늪지에서는 습지에 유입되는 폐수가 지하수 저수지에 도달하기 

전까지 질소의 98%와 인의 97%가 제거된다319. 

지역적으로 식수를 공급하는 산림유역의 상당수는 이미 보호되고 

있다. 때때로 수자원 보호가치가 인식되어 유역보호가 보호지역 

지정의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그대로 두었을 

경우 사라졌을 도시 주변의 자연 지역이 물 가치의 보전을 

위해 보호된다. 또 다른 경우에는 보호지역의 유역가치가 크게 

인지되지 못하고 하류효과를 부차적으로 받지만 여전히 사회적 

경제적으로 중요하다. 일부 경우에는 인구 압력, 기존 토지소유 

양상 등으로 인해 완전한 보호지역 지정이 불가능할 수 있는데, 이 

때에는 수질 관리, 증진, 복원에 중점을 두는 복수목적 관리(예: 

산림 관리 인증체계를 통한) 등의 다양한 산림관리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각국 국가 및 지역정부, 민간 개인과 공동체들 

역시 점점 이러한 조치들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PES: 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 schemes)321 등을 통해 보호 재원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가고 있다.320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들의 약 1/3(105개 중 33개)이 

보호지역으로부터 식수의 상당 부분을 직접 공급받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다322. 추가적으로 5개 도시는 보호지역을 

포함한 원거리 유역에 위치한 수원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다. 

또 다른 8개 이상의 도시는 수문학적 시스템 기능에 우선순위 

를 두고 관리되고 있는 산림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다. 거대 

도시들 중 또 다른 몇 곳은 반대로 유역의 훼손으로 인해 물 

공급에 지장을 겪고 있거나, 물 공급에 대한 가치 때문에 

보호지역 지정을 고려 중인 산림으로부터 물을 공급받고 있다. 

기존 보호지역의 효과적 관리는 이들 상수원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며, 보호지역 시스템의 확장은 기후변화와 기타 인위적  

압력요인에 의한 훼손으로부터 보다 넓은 면적의 유역이 완충 

되도록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에는 도시의 상수원을 유지 

시켜주는 보호지역의 핵심 예시들이 몇 가지 제시되어 있다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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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보호지역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주요 도시

도시 보호지역

인도 뭄바이 Sanjay Ghandi 국립공원(IUCN 카테고리 II, 8,696ha)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Gunung Gede Pangrango, Gunung Halimun(IUCN 카테고리 II, 각각 15,000ha, 40,000ha)

파키스탄 카라치 Kirthar 국립공원(IUCN 카테고리 II, 308,733ha), 5개 야생동·식물보호지역(wildlife sanctuary)  
(총 318,391ha)

일본 도쿄 Nikko 국립공원(IUCN 카테고리 V, 140,698ha), Chichibu-Tama NP(IUCN 카테고리 V, 121,600ha)

싱가포르 Bukit Timah, the Central Catchment Area(IUCN 카테고리 IV, 2,796ha)

미국 뉴욕 Catskill 주립공원(IUCN 카테고리 V, 99,788ha)

미국 로스앤젤레스 Angeles 국유림(IUCN 카테고리 VI, 265,354ha)

콜롬비아 보고타 Chingaza 국립공원(IUCN 카테고리 II, 50,374ha)

콜롬비아 칼리 Farallones de Cali 국립공원(IUCN 카테고리 II, 150,000ha)

콜롬비아 메델린 Alto de San Miguel 휴양공원(recreational park) 및 야생보호지역(wildlife refuge) (721ha)

브라질 벨루오리존치 Mutuca, Fechos, Rola-Moca, 기타 7개 소규모 보호지역(17,000ha)

브라질 브라질리아 Brasilia 국립공원(IUCN 카테고리 II, 28,000ha)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Tijuca 국립공원(IUCN 카테고리 II, 3,200ha), 도심지 공원 3개

브라질 상파울루 Cantareira 주립공원(IUCN 카테고리 II, 7,900ha), 기타 4개 주립공원

브라질 사우바도르 Lago de Pedra do Cavlo 및 Joanes/Ipitinga 환경보호지역(Environmental Protection Area) 
(IUCN 카테고리 V)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

Madre de las Aguas(물의 어머니) 보전구역 내 5개 보호지역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Guatopo(12,,464ha), Macarao(15,000ha) 및 Avila 국립공원(85,192ha, IUCN 카테고리 II)

베네수엘라 마라카이보 Perija 국립공원(IUCN 카테고리 II, 295,288ha)

스페인 바르셀로나 Sierra del Cadi-Moixero(IUCN 카테고리 V, 41,342ha), Pedraforca(IUCN 카테고리 V, 1,671ha)

스페인 마드리드 Penalara(15,000ha), Cuenca Alta del Manzanares(IUCN 카테고리 V, 46,323ha)

오스트리아 빈 Donau-Auen 국립공원(IUCN 카테고리 II, 10,000ha)

불가리아 소피아 Rila 국립공원, Vitosha 국립공원, Bistrishko Branishte 생물권 보전지역

나이제리아 이바단 Olokemeji 보존림(7,100ha), Gambari 보존림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Banco 국립공원(IUCN 카테고리 II, 3,000ha)

케냐 나이로비 Aberdares 국립공원(IUCN 카테고리 II, 76,619ha)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Uluguru 자연보전지구(IUCN 카테고리 II)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Cape Peninsula 국립공원(29,000ha), Hottentots Holland 자연보전지구(IUCN 카테고리 IV, 24,569ha)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Ukhlahlamba-Drakensberg 공원(IUCN 카테고리 I [48%], IUCN 카테고리 II [52%]), 242,813ha)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Maluti/Drakensberg Transfrontier 공원, Ukhlahlamba-Drakensberg 공원(위 참조)

짐바브웨 하라레 Robert Mcllwaine(55,000ha), Lake Robertson 휴양공원(8,100ha, 둘 모두 IUCN 카테고리 V)

호주 시드니 Blue Mountains 국립공원, Kanangra-Boyd 국립공원, 2개 보호지역

호주 멜버른 Kinglake(21,600ha), Yarra Range(76,000ha), Baw Baw 국립공원(13,300ha, 모두 IUCN 카테고리 II)

호주 퍼스 Yanchep 국립공원(IUCN 카테고리 Ia, 2,842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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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유역 보호: 특별히 산림과 기타 식생의 환경훼손으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곳; 보호지역 관리 개선에 투자하며 보호지역 시스템을 확장해 포괄적 국가 적응전략의 
프레임워크 내에 중요 유역들을 포함시키는 노력을 한다.

습지 관리: 습지 기능을 저해하는 외래종의 제거 등을 통해 습지의 핵심 기능 유지한다. 

산림 관리와 물 공급 접근법 통합: 깨끗한 물을 공급함에 있어 보호산림의 활용이 최대한 
효과적으로 가능하도록 환경부처, 민간 및 국영 보호지역 기관, 수자원 회사들 간의 협력적 
접근이 필요하다. 

환경적 서비스 지불제(Payment for Environmental Services schemes) 도입: 
라틴아메리카 등에서의 교훈은 유역 내 자연식생 유지해 하류지역에 혜택을 제공하는 
토지관리안을 택할 수 있는 장소에 거주하는 공동체이나 그 토지소유주를 위한 비용보상
(cost-recovery) 모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SOLUTIONS

리우데자네이루의 야경 © Nigel Dickinson / WWF-Ca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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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과제
해양생태계는 복잡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압력요인 가중 없이도 

어획(직접적인 생물종 제거 외에도 트롤어업 등이 해저에 끼치는 

위해 등의 관련 위험을 통해), 부영양화 등 오염, 외래종 및 외래 

질병 유입, 채광 및 석유채굴, 해안개발, 관광업 등의 요인들에 

의해 압력을 받고 있다. 이 중 생태계 전반에 걸친 교란 정도와 

인간의 식량공급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의 측면에서 어획이 

가장 유의미한 요소이다327. 상당 수의 담수 생태계들 역시 

비슷한 압력을 겪고 있으며, 해양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 기후변화는 어장 쇠퇴를 심화시키는 요소로서 널리 

인식되어 있다. 

어류 감소의 근본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른다. 해양 

생물종들은 알, 유생, 치어, 성어의 지리적, 수주 분포가 모두 

제 3 장

해양 및 담수어장 지원

KEY MESSAGES

남획과 파괴적인 어업관행에 의해 전세계적으로 어장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기후변화는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해양 및 담수 보호지역은 어족자원의 재충전을 돕고 
그 경계 너머에서의 어족자원 보유량(fish stock) 보충을 위한 저장소(reservoir)로도 기능할 
수 있다는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어 있다. 보다 일반적으로는, 보호지역이 다른 압력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기후변화의 일부 영향에 대한 수생군집의 회복력을 증가시킬 수 있을 수 있다. 
최적의 장소에 이러한 보호지역을 위치시키기 위해서는 사려깊은 계획이 필요할 것이며, 특히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지역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탄자니아의 마피아섬(Mafia Island) 해양 공원에서 지속가능한 어업 © Meg Gawler / WWF-Canon



59

다른 복잡한 생활사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 구체적인 변화요인의 

영향력을 예측하기가 어렵다328. 더욱이, 재충전(recruitment)

과 생산성은 연간 변동이 심해 장기적 추세를 식별하기가 쉽지 

않다329. 이러한 문제는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에 

의해 더욱 심각해진다: 대부분의 해양 어종의 보유량 정보는 

선진국에서도 여전히 미상으로 남아있다330. 

그러나 우리는 어장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으며, 그 속에 나타나는 변화는 단순히 

온난한 수온에 대한 반응에 그치는 것이 아닌, 보다 복잡한 

형태이다331. 해양 어장에 있어서는 해양의 화학적 구성에 변화가 

발생할 경우가 가장 큰 중요성을 가지는데, 이러한 예시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해양산성화332이지만, 해수순환의 변화 역시 치어 

이동(larval transport)에333 영향을 끼쳐 개체수 역학을 변화시킬 

것이다. 한 두가지의 중요 생물종에 대한 변화는 군집 수준에서도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기후와 기타 인위적 압력요인들 

간의 시너지효과도 중요할 가능성이 크다. 담수어 역시 물 가용성 

감소334와 산소부족 등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해양어종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력에 대한 중요한 지역적 

연구가 발표되어 있지만 국가적, 지역적 단위에서 총합적 효과를 

예측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따른다. 국제해양탐사위원회(ICES: 

International Council for Exploration of the Sea)는 288개의 

독립적 연구들을 바탕으로, 북동대서양의 해양환경 보호에 

대한 합의(북동대서양보호위원회(OSPAR);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of the North-East 

Atlantic)에서 관리하는 해양구역내에서 해양 생물종의 분포 

및 풍부도(abundance)에 대한 기후변화의 효과를 보여주는 

증거들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기후변화가 3/4의 경우에 있어 

유의미하게 중요한 요소임이 밝혀졌고, 특히 이 연구 과정에서 

1) 분포범위가 북쪽, 심해로 이동한 것으로 밝혀진 어종; 2) 

분포범위의 북쪽에서는 풍부도가 증가한 반면 남쪽에서는 

풍부도가 감소한 것으로 밝혀진 어종의 경우 그 영향이 더욱 

강했다. 이 연구는 어획 압력의 경감 등 대규모의 서식지 영향력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들이 핵심적인 적응전략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내렸다335. 이 외에도 몇몇 예비연구는 일부 

담수어장 역시 기후변화 결과로 쇠퇴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로 인해 인류의 영양공급에 대한 연쇄적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336. 

또 한 연구에서는 132개 국가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해양 포획 

수산물의 취약성이 지표 기반 접근법을 통해 계산되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취약성은 중앙아프리카, 서아프리카(예: 말라위, 기니, 

세네갈, 우간다), 페루, 콜롬비아, 열대 아시아(예: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파키스탄, 예멘) 등에서 발견되었다337. 

보호지역의 역할
해양 및 담수 보호지역은 남획과 기후변화가 합쳐져 어족자원 

보유량에 대해 갖는 영향력을 상쇄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를 

제공한다. 즉, 이들 보호지역은 산호 탈색 등의 재난 이후에 

개체군을 재건할 수 있기 위한 안전한 산란지역을 제공한다. 

수산자원 관리에 대한 가능한 한 예방적 접근법은 해양 및 담수 

생태계, 어족자원 보유량에 대한 기존의 압력요인을 경감시킬 

적응: 보호지역의 역할

표 6: 수산자원에 대한 해양보호지역의 영향력: 전세계에서 최근 이루어진 연구의 일부 예시

해양보호지역(MPA) 어족자원 보유량 
증가

스필오버
(spillover)

스페인 Medes Islands MPA343 V V

스페인 Columbretes Island 해양보전지구344 V V

프랑스 Cote Bleue MPA345 V

프랑스 Cerbere-Banyuls, Carry-le-Rouet MPAs 및 스페인의 Medes, Cabrera, 
Tabarca, and Cabo de Palos MPAs346

V

이집트 Nabq 관리자원 보호지역347 V V

케냐 Mombasa MPA348 V V

케냐 Malindi 및 Watamu 해양국립공원349 V V

남아프리카공화국 Saldanha Bay, Langebaan Lagoon350 V V

필리핀 Apo Island351 V V

인도네시아 Wakatobi 해양국립공원352 V

미국 Monterey Bay National Marine Sanctuary; Hopkins Marine Life Refuge; Point 
Lobo State & Ecological Reserve; Big Greek Marine Ecological Reserve353

V

세인트루시아 Soufrie’re 해양관리구역354 V V

브라질 Abrolhos 국립해양공원355 V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Rottnest island356 V

참고: 위의 연구에서 모두 스필오버 효과를 살펴보지는 않았다(스필오버란 해양보호지역 내의 어류가 그 경계 밖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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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찾는 것일 것이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해 해양생태계가 

겪을 문제를 모두“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어족자원 보유량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

WWF의 의뢰로 수행된 광범위한 검토에서 Roberts and 

Hawkins(2000)는 완전히 보호된 보전지구들이 해양 어류에 

대해 제공하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선정하였다: 

 ● 어장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번식 강화: 연구자들은 일반 

적으로 해양보호지역(MPA) 내에서 어류의 밀도가 높으며, 

특히 주변지의 어류 개체수가 많을 경우에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고 결론내렸다338. 80개의 MPA에 대해 수행된 

112개의 독립적 연구에 대한 최근의 한 검토 연구는 주변지 

에 비해(또는 MPA 설정 이전의 동일 지역에서의 측정치에 

비해) 보전지구 내에서 모든 생물학적 측정결과가 압도적 

으로 높음을 발견하였다. 대조지역과 비교하여 MPA는 불과 

1~3년의 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개체군이 밀도는 91% 

높게, 생물량은 192% 높게, 평균 개체 크기 및 다양성은 

20~30% 높게 나타났다. 더욱이 이런 증가는 소규모 MPA

들에서도 발견되었다339. 

 ● 성어, 치어의 어장 내로 스필오버 허용: 해양보호지역 내에서 

어종의 개체군 크기와 각 개체의 크기가 증가하면서, 이 

어종들은 주변 수역까지 스필오버 해 어획량을 증가시키고 

개체군 분포범위를 확장시킬 것이다. 스필오버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다음 6가지이다: 보호의 성공 여부, MPA

가 설립된 이후 경과 시간, MPA 외부에서의 어획의 규모, 

어종의 이동성, 보전지구 경계선의 길이(면적 대비 둘레 

길이의 비율이 클 경우 스필오버도 증가한다), 서식지 종류가 

연속적일 경우 외부로의 이주가 장려되는 상황에서의 경계 

공극율(porosity)340. 앞 쪽의 표 6이 이와 관련한 최신 연구를 

요약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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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종을 위한 은신처 제공: 사소한 교란, 어획 압력에도 

반응하는 취약종의 경우에 대해

 ● 서식지 손상 방지: 모든 종류의 어획은 손상을 동반한다: 

트롤어획과 다어니마이트의 사용이 가장 심각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손줄낚시 조차 해저에 거주하는 군집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교란과 쓰레기 확산을 야기한다.

 ● 자연 생물군집의 발전을 촉진(어장에서 발견되는 생물 

군집과는 다를 수 있음): 예를 들어 칠레에서는 해양보호지역의 

지정이 포식종 달팽이(Concholopas concholopas)의 회 

복으로 이어져 홍합 생태계(mussel bed)를 따개비로 교체 

하였다. 이는 이 달팽이가 생태계에서 홍합을 통제하는 역할 

을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남획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 

이다341. 

 ● 재난 수준의 인위적 교란으로부터 회복 활성화: 다양한 

생물종과 효과적인 생태계 기능을 수행하는 건강한 생태계는 

이미 남획으로 인해 약화된 생태계에 비해 급격한 대형 

교란으로부터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342. 기후변화 조건 하 

에서 이 이점은 갈수록 큰 중요성을 갖게 될 것이다. 

말라위 호(Lake Malawi)에 대한 연구 등에서 담수 보호지역 

역시 어류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진다는 증거들이 소수 

발견되긴 했지만, 아직 이 둘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수산자원은 말라위 인구가 섭취하는 동물성 

단백질의 75% 가까이를 제공하며, 상당한 수준의 일자리를 

창출한다357. 그러나 몇 십년 전까지만 해도 말라위의 어장은 

심각한 쇠퇴 상태였다358. 관련 연구들은 일년 간의 전면적 어획 

금지(moratorium)359와 말라위 호 국립공원이 제공한 보호360가 

어획량 증가 및 지역 수산업 공동체의 웰빙 개선으로 이어졌 

다는 사실을 보이고 있다. 라오 인민민주공화국에서 수행된 연구 

는 보호지역에 대한 협동관리 접근법은 수산자원 보호에 있어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도 상승이 산호탈색 및 폐사로 이어 
지고, 해수면 상승은 맹그로브 숲, 거북이 산란지 등의 필수적 
해안 서식지를 위협하면서, 산호초와 해양자원에 대한 기존 
압력요인이 가중될 것이다. 

국제자연보호협회는 파푸아뉴기니의 웨스트뉴브리튼 지역 
내의 지역 및 지방 정부, 그리고 킴베만(Kimbe Bay)에서 가장 
생물학적으로 풍부한 장소의 지역공동체들과 협력 하에 특 
별히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 신장을 목적으로 설계된 해양 
보호지역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있다366. 이 보호지역네트워크 
는 모든 서식지 종류를 대변하고, 유생분산(larval dispersal) 
을 위한 연결성을 유지하며, 과거에 산호탈색에 대해 
상대적으로 큰 회복력을  보였던 지역 등 기후변화의 영향력을 
극복하고 생존할 가능성이 큰 지역을 우선 보호하는 것 등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노력은 산호초가 해수온도 상승을 
극복하여 생존하고, 건강한 산호초의 산호 유생이 탈색된 
산호를 보충하도록 하고자 함이다. 이 보호지역네트워크의 
기획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연구 또한 수행됨으로써 지역 

공동체의 해양자원 수요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졌다. 이 노력 
들이 해양산성화의 산호초에 대한 영향력은 다루지 않지만, 
해당 지역의 생태계에 있어 여타 압력요인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이는 이들 지역의 회복력을 강화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력을 갖는 집단은 
지역공동체이므로, 이 접근법은 참여적일 수밖에 없다367. 
지역관리 해양구역은 지역정부의 법제 하에 지정되고 있으며, 
만 전체에 걸쳐 전체 해양보호지역네트워크를 망라할 구역 
지정을 위한 계획이 개발 중이다. 이 지역에서 수행된 예비 
연구에 따르면 소규모 해양보호지역도 일부 어종의 개체수를 
재충전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고 시사하며368, 이에 따라 
이들은 장기적 식량안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4
곳의 대규모 지역관리 해양지역이 지정되었으며, 추가적인 6
곳이 추진 중에 있다369. 

출처: TNC

파푸아 뉴기니에서는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해양자원과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해양보호지역 
네트워크를 특별히 설계하고 있는 중이다.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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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와 합의 및 공동관리되는 해양 및 담수 보호지역 지정: 보호지역은 기후변화로 
인해 위협받는 어종을 위한 저장고로 기능할 수 있는데, 이들이 주변지역의 어류 개체군 및 
크기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조심스러운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관리시스템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예상되는 기후변화를 감안하여 해양 및 담수 보호지역 계획 수립: 보호지역이 최적의 
위치에 자리하고 가능한 최선의 규모와 연결성을 가지도록 한다. 

해양시스템의 회복력 강화: 해양보호지역을 수산자원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적응관리전략의 일부로서 관리한다. 

SOLUTIONS

표 7: 해양보전지구의 산호초 지역 어장에 대한 효과와 지식 현황 363

보전지구의 영향 연구 현황

경계 내에서 어류 및 무척추동물 생물량 증가 확인되고 널리 보고됨

주변 어장을 지원할 수 있는 성체의 스필오버 소수 연구에서 확인되었으나 확인하지 못한 연구도 있음

근방의 어획된 산호초에 대한 개체군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유생 
스필오버

예상되지만 증명되지는 않음

산호 재충전 증가(카리브 해) 소수 연구에서 확인됨

생물다양성 강화 긍정적, 부정적 상관관계 모두 보고되며 직접적 영향력은 
보고된 바 없음

특히 성공적일 수 있다고 시사하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수산업 

공동체들 내에 고도의 전통적 생태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361. 

전세계의 산호초들은 극심한 쇠퇴를 겪어 일부 장소에서는 95%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는 산호초 보전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그 과정에서 보호지역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확대되었다362. 산호초는 또한 다수 어류의 산란장소로서 

도 중요성을 갖는다. 해양보호지역은 산호초가 당면한 문제의 

일부에 대응할 수 있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한다. 

산호와 관련한 해양보호지역 효과성에 대한 현재의 이해 상황은 

위의 표 7에 요약되어 있다. 

현재로서 대부분의 해양보호지역(MPA)는 연안에 위치한다. 그 

러나 원양 보전에 MPA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지지가 확대되고 

있으며364, 어족자원 보유량을 재건하기 위해 담수보호지역 지정 

등의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방안을 시행 시에는, 정확한 

장소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후변화 하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변화(예: 어류의 유생단계에서의 분포장소)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365. 

보호지역은 기후와 관계 없는 압력요인의 제거와 특히 어획압력

(offtake pressure)의 경감을 통해 해양 및 수생 생태계, 생물종의 

회복력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신규 보호지역은 매우 취약한 

지역에 지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보호지역은 해양의 화학적 

구성 변화에 의한 영향력 등은 해결하지 못하며, 따라서 어족자원 

보유량에 대한 기후변화의 모든 영향력을 해소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 어종들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력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이 매우 큼을 고려할 때 보호지역은 포괄적, 

적응적 관리 접근법의 일부로서 수산업을 위한 보험메카니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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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과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 의하면, 평균 기온 

상승치가 1~3℃를 초과할 경우 전세계적인 식량생산 잠재력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370. 여전히 이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세계 식량안보의 감소를 포함할 가능 

성이 높으며371, 그에 따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식량 공급 

격차가 넓어지고372, 이로 인해 특히 아프리카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며373, 흉작으로 인한 영양실조 위험 증가374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농업계는 급변하는 환경 조건들과 식물병의 

증가375 가능성에 적응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영향력은 부분 

적으로 작물 적응성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376. 작물육종에 사용되는 

유전물질의 상당량은 둘이 합쳐 농업생물다양성을 구성하는 

농작물의 야생근원종(CWR: Crop Wild Relatives과 전통적 작물종 

(landrace)들에 존재한다377. 농업생물다양성의 전세계적 가치에 

대한 추정치는 연간 수억에서 수백억 미국 달러에 달한다378.  

그러나 이 자원은 서식지 손실과 기타 요인에 의해 약화되고 있다 
379. 기후변화는 CWR가 당면하고 있는 위협들을 증가시킬 가능 

성이 크다380. 모델링 결과에 따르면 일부 CWR 집단의 97%가  

분포 규모 감소를 겪을 것이고, 16~22%는 멸종위기에 처할 것이 
381. 식량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전략들은 CWR과 작물종을 

위한 현지내 보호전략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작물다양 

성이 풍부하고, 따라서 CWR이 풍부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  

일부에 대한 보호는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국가적인 보호지역전략에서 다루어야 할  

필요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382. 

제 3 장

농작물의 야생근원종과 작물종 보호

농작물의 야생근원종과 전통적인 작물종은 현대의 작물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하도록 도울 수 
있는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전통적 생물종은 가뭄 등의 이상기후에 보다 큰 
적응력을 갖고 있다. 보호지역은 필수적 중요성을 갖는 농업생물다양성 자원에 대해 비용 대비 
효과적인 현지내 보전(in situ conservation)을 위한 장소를 제공한다. 

니제르의 야생 수수 잔류임분(relic stand) © John E. Newby / WWF-Canon

KEY MESS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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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보호지역 내에서 보전되고 있는 농작물의 야생근원종(CWR) 예시 

국가 보호지역 작물 야생근원종 및 작물종과의 관련성

아르젠티나 Nahuel Huapi 국립공원(NP: National Park), 

IUCN 카테고리 II, 475,650ha

감자 CWR 포함(Solanum brevidens, S. tuberosum)385

아르메니아 Erebuni 보전지구, IUCN 카테고리 Ia, 89ha 야생 밀(Triticum spp.)

호주 Border Ranges NP, IUCN 카테고리 II, 31,683ha 감귤(citrus)의 질병 저항성을 개선하는

Mirocitrus australasica를 포함386

볼리비아 Madidi NP, IUCN 카테고리 II, 1,895,750ha 팜파스(pampas) 지대에는 야생 파인애플(Ananas sp.)이 

널리 분포387

카메룬 Waza NP, IUCN 카테고리 II, 140,707ha 야생쌀(Oryza bathii ), Sorghum sp. 등의 다년생초388

중국 Xishuangbanna 자연보전지구, IUCN 카테고리 V, 

247,439ha

중요 생식질(germplasm)을 가지는 생물종 38개가 식별됨389

코스타리카 Volcan Irazu NP, IUCN 카테고리 II, 2,309ha 야생 아보카도와 작물종 P. schiedeana390

체코공화국 Sumava NP, IUCn 카테고리 II, 68,520ha 다양한 야생과일나무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섬, 766,514ha(육지면적) 토착 토마토종(Lycopersicon cheesmanil )392

에디오피아 Bale Mountains NP, IUCN 카테고리 II, 247,100ha 저지대 산림의 커피 (Coffea arabica)393

과타멜라 Mario Dary Rivera, IUCN 카테고리 III, 1,022ha 희귀종 고추인 Capsicum lanceolatum394

독일 Schorffheide-Chorin 생물권 보전지역, 129,161ha 고대 곡식, 채소 종을 위한 육종계획395

인도 Silent Valley NP, IUCN 카테고리 II, 8,952ha 카다멈, 고추, 얌, 콩 등의 CWR

인도네시아 Bukit Baka – Bukit Raya NP, IUCN 카테고리 II, 

181,090ha

잭푸르트(Artocarpus spp.), 두리안, 리치(L. chinensisi ), 

망고396

이란 Touran 보호지역, IUCN 카테고리 V, 1,102,080ha 보리의 CWR (Hordeum sp.)397

키르기스탄 Besh-Arai 주립보호구, IUCN 카테고리 Ia, 63,200ha 호두(Juglans regia), 배, 야생자두(P. sogdiana)398

모리셔스 Black River Gorges NP, IUCN 카테고리 II, 6,574ha 패션 푸르트 (Passiflora edulis f. flavicarpa), 파인애플 등399

네지르 Aïr and Ténéré NNR, IUCN 카테고리 IV, 6,456,000ha 기장, 보리, 밀, 수수의 CWR400

스페인 Montseny NP, 30,117ha Prunus sp 등의 CWR401

타지키스탄 Dashtidzumsky State NR, IUCN 카테고리 Ia, 53,400ha 피스타치오, 아몬드, 단풍나무 열매, 석류, 야생 무화과402

터키 Kazdagi NP, IUCN 카테고리 II, 21,300ha 과일나무, 견과나무, 관상수 등이 풍부403

우간다 Kibale NP, IUCN 카테고리 IV, 76,600ha 야생 로부스타 커피나무(C. canephora)404

적응: 보호지역의 역할

보호지역의 잠재력
농업생물다양성 보호에는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유전자 은행(예: 노르웨이 스발바르의 세계종자저장고

(Global Seed Vault)에서의 현지 외(ex situ) 보전과, 자연 CWR 

서식지와 작물종을 지탱하는 문화적 서식지들을 보호하는 

현지 내(in situ) 보전. 이 둘은 모두 나름의 필요성을 가진다. 현지 

외 유전자 은행들은 생태적 쇠퇴에 대비한 보험 기능을 제공 

하나, 비용이 높으며, 건강한 자연개체군이 보유하는 다양성의 

적은 부분만 포함할 수 있고, 진화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각 재생사이클에 유전적 다양성이 손실되면서 보관된 유전 

물질의 재생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383. CWR이 분포하는 

지역을 국가적 보호지역 시스템 내에 편입시키는 일의 중요성은 

생물다양성과 CWR에 대한 위협요인들을 완충하며 잘 관리된 

보호지역들이 여타 토지 거버넌스 체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에 의해 강조된다. 보호지역은 CWR을 

보호하는 보험메카니즘을 제공하며, 이는 사회가 기후변화에 

적응하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중요성을 갖는 기능이다. 유전자 

풀이 작을수록 질병에 저항성을 갖거나 기후변화 하에서 변화 

하는 환경조건들에 적응할 수 있는 작물, 가축을 육종하고 번식 

시킬 수 있는 능력은 제한받는다. 

보호지역은 이미 다수의 CWR에 대한 현지 내 보호를 수행하고 

있고, 일부 보호지역은 특히 IUCN 카테고리 V 경관 내에서의 

근원종 유지를 위해 특별히 관리되고 있다(표 8에 예시가 제시 

되어 있다)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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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다양성 중심지(Centres of Crop Diversity)에 보호지역 지정 확대: 높은 다양성 수준을 
갖는 장소을 선정하기 위해 격차분석을 수행한다.

국가적, 지역적 계획 도입: 각국은 국가농업생물다양성 보전전략405을 수립하면서 생물 
다양성 목록406을 작성하고 격차분석407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보호지역 관리계획은 
CWR와 작물종 보전수요를 식별하고 그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고려들은 기후변화 
조건 하에서 식량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설계된 국가적응전략과 행동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접근법: 농업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서는 원주민 및 공동체 보전 구역 등의 공동체 
기반 접근법과 농업부문, NGO 등의 지원을 동반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기후적응: 관리 시 보호 대상 생물종의 분포범위가 보전지구 밖으로 이동할 가능성을408 고려 
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예상되는 새로운 분포지에도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동반자 관계: 농업부문, 특히 종묘회사와 협력을 강화해 현지 내 보호를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

SOLUTIONS

농경의 역사는 야생식물의 재배와 함께 시작되었으나 오늘날 

작물들의 야생근원종은 미래의 식량안보에 여전히 필수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CWR들은 해충 등 압력요인에 대한 저항성 

신장에 기여하며, 앞으로 작물의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보호지역은 농작물의 야생근원종 보전이 집중적으로 이루 

어질 수 있는 구역을 제공함으로써 미래 작물의 개선을 위한 

가용성을 확보하도록 해준다. 그러나 특히 농작물 야생근원종 

의 근원지나 다양성 중심지에서의 보전은 상당한 난제로 남아 

있으며 상당한 정치적, 제도적 노력과 시간, 자원의 투자를 

요구한다. 그러나 농작물 야생근원종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 

하고 대표종으로 여겨지지 않으므로 이러한 수준의 노력과 

자원 투자를 확보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안타깝게도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결정자들 

과 보전 행정가들은 야생근연종들의 중요성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현재 농업부문과 환경보전부문 

간에 거의 소통이 없다는 사실에 의해 개선의 여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따르거나 재현할 만한 성공적인 야생근원종의 

보전 예시도 거의 없는 형편이며, 성공을 위한 간편한 공식도 

없다. 

UNEP-GEF의 지원을 받아 전세계적인 프로젝트인“강화된 

정보관리와 현장적용을 통한 농작물 야생근원종의 현지 내 보 

전”을 수행 중인 국제생물다양성연구소(Bioversity International 

)는 이러한 도전과제들 중 상당수에 대응하고 있다. 이 조직은 

아르메니아, 볼리비아, 마다가스카르,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등의 국제적 동반자들과의 협력 하에 이 프로젝트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효과적인 동반자관계를 확립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였다. 이는 야생근원종들이 

처한 위험들에 대한 포괄적인 파악을 가능하게 했고, 또한 

CWR 국가행동계획과 구체적인 생물종에 대한 관리계획, 

그리고 보호지역 내외의 야생근원종 보전을 위한 지침과 

절차 등의 수립 등 CWR 위협요인들의 관리를 위한 행동들로 

이어졌다. 야생근원종 보전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법제의 분석 

및 강화 역시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참여국 

모두에서 예비평가프로그램들이 수립되어 야생근원종들이 

작물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와 자료는 세계포털(Global Portal)과 연결된 국가 

정보체계에 통합되어 향후의 의사결정 및 행동을 위한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프로젝트 진행 과정의 

교훈과 모범실무사례에 기반한“농작물 야생근원종 현지 내  

보전 매뉴얼”을 제작함으로써 실무사례의 부족에 대응하고자 

하고 있다. 혁신적인 공공 의식과 광범위한 역량 개발과 합쳐져, 

이 프로젝트는 농작물 야생근원종 보전현황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Danny Hunter: Bioversity International

모범규준을 제시하기 위한 보호지역 내 농작물 야생근원종 보전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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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과제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sation)는 환경조건의 

관리 개선으로 질병으로 인한 세계적인 비용의 약 23~25%

를 절약할 수 있다고 추산하면서409 다음과 같이 밝혔다: “…

건강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자연재해나 유행병 등의 

급성 충격이 아닐 수 있다. 오히려 인류건강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며, 이미 개발도상국에서 상당한 압력 하에 놓여 있는 

자연, 경제, 사회 체계들에 대한 압력의 점진적 축적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질지도 모른다”410. 기후변화는 향후 인류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411. WHO는 기후변화가 이미 연간 150,000건의 사망의 원인이 

된다고 추산하고 있으며412, WHO 사무총장 Margaret Chan은 

기후변화를 세계 공중보건계의 최우선 과제로 규정하였다413. 

빈국들은 불균형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414. 

적응: 보호지역의 역할

KEY MESSAGES

기후변화는 몇몇 감염성, 동물원성 질병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영향력은 환경의 손상에 의해 더욱 심화될 것이다. 대규모 효과적으로 관리되는 보호지역 
내의 온전한 산림의 존재는 말라리아, 레슈마니아증, 황열 등의 질병에 의한 감염률의 
감소와 상관관계가 있다. 보호지역은 사회가 새로운 질병의 출현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신약재료와 약초의 중요한 원천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문제에 대한 대응

아제르바이잔 이스마일리 자연보전지구의 약초 및 약재식물 생산  © Hartmut Jungius / WWF-Ca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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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연간 110만명에 달하며, 설사성 

질환의 경우에는 그 숫자가 180만명에 달한다415. 이러한 

질병의 상당수는 기온과 강수량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설사 발생률은 기후변화 상황 하에서 물 부족을 겪을 가능성이 

큰 지역에서 위생유지를 위해 필요한 수준의 물이 확보되지 

못하여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그와 반대로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가 늘어나 배수 및 하수처리 체계에 과부하가 걸리는 

경우에도 설사 발생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416. 몇몇 연구들은 

기후변화가 태평양 제도에서의 설사성 질병 발병률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시사한다417. 기후변화의 건강에 대한 영향력의 

다른 예시에는 스웨덴 북방지역의 진드기매개성 뇌염 확산과 

벵갈만에서의 콜레라 증가 가능성 등이 있다418. 기온 및 강수량의 

변화는 전염병 곤충매개의 분포상을 바꿀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변화가 가장 우려되는 질병은 말라리아419와 뎅기열420

이며, 특히 유라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421. 이들 질병의 발병율이 최근 증가한 것도 

부분적으로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422. 몇몇 연구들은 

기후변화가 2030년까지 아프리카에서 9천만명을 추가적으로 

말라리아 감염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며, 2080년까지 세계적으로 

20억명을 뎅기열 감염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추정하나423, 

다른 연구들은 이 수치를 부정하고 있기도 하다424. 

새로운 감염성 질환의 등장 역시 전례없는 속도로 일어나고 

있으며, WHO는 1976~1996년 사이에 HIV/AIDS, 에볼라, 

라임병, 레지오넬라증, 독성 대장균, 신종 한타바이러스 등 30

개 이상의 신종 감염성 질환*의 등장과 함께 항생제에 대한 

내성의 증가도 기록하였다425. 또한, 아프리카에서 콜레라와 

리프트계곡열, 라틴아메리카와 남아시아에서는 뎅기열이 유행 

하면서 기존의 기후민감성 감염증의 재등장과 확산도 나타나고 

있다426. 상당수의 경우 기후변화는 자연생태계 파괴 또는 훼손, 

지표수의 변화, 작물과 가축의 급증, 통제받지 않은 도시확산, 

감염매개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살충제에 대한 내성 증가, 

이주와 국제적 여행, 합법적,불법적 무역, 병원체의 유입 등의 

요인과 함께 작용한다427. 생태계 교란은 많은 경우 일부 병원소

(reservoir species)와 매개곤충의 증식으로 이어지므로, 이러한 

유행병의 우세는 인수공통체화 가능성(zoonotic potential)이 

있는 병원체의 유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기후 

변화의 영향력은 시너지로서 작용하여 보유숙주, 매개곤충과 그 

병원체에 더욱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개최된 제61차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

의 참가국 193개국은 만장일치로 기후변화 대응 참여의 확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총회는 WHO에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과, 국제적인 기후변화 논의에서 건강문제가 완전히 

대변되도록 보장할 것을 요청하였다428. 특히,“…(c) 해양생물, 
수자원, 토지이용, 운송 등 기타 부문들에서의 잠재적 적응 및 
완화 조치들의 건강 관련 영향력과 특히 그 중 긍정적 혜택을 

가질 수 있는 영향력… 에 대한 작업”(굵은 글씨 강조는 본 

출판물 저자들이 추가함). 

보호지역의 역할
보호지역은 생태계를 질병에 대비해 의식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생태적 교란은 

말라리아, 레슈마니아증, 크립토스포리디움증, 편모충증, 트리 

파노소마증, 주혈흡충병, 필라리아증, 회선사상충증 등 특히 

곤충매개에 의해 전염되는 질병의 발생률 및 유병율과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429,430. 페루의 아마존 지대에서 

수행된 한 연구는, 산림지에 비해 산림벌채된 지역에서 주요 

말라리아 매개인 Anopheles darlingi의 무는 횟수(biting rate)

가 278배 이상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431. 산림벌채를 피하고 

자연식생을 복원하는 것은 매개인자성 질병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432. 말라리아가 심각한 위협인 지역 중 상당수는 

심각한 서식지 손실을 겪었으며 보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433. 그러나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들에서는 연구결과들이 

성과를 내기 시작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플로레스 섬에 위치한 32,000ha 면적의 루텡 

공원(Ruteng Park)이 섬 내에서 가장 온전한 상태인 산기슭 및 

산지 산림을 보호하고 있다. 산림벌채가 말라리아 등의 감염성 

질환 확산을 통해 농촌 경제와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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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에서는 전통적 건강 관리방법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보호지역이 활용되고 있다. 

기후변화는 상당수의 질병들의 확산속도와 유병률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콜롬비아에서는 이미 수문기상학적 

변화들에 의해 말라리아 발병이 증가하고 있다440. 

콜롬비아는 일차건강관리(primary health care) 수요에 부응 

하기 위해 지역적으로 채집된 전통 약재에 의존하는 수많은 

국가 중 하나이다. 전통 약재의 지속가능한 원천의 존재는, 

관련 생물종과 그 사용에 대한 문화적 지식 유지의 측면 

모두에서 상당 부분 생태계 온전성의 유지 여부에 의존한다. 

그러나 이 온전성은 위협에 처해 있는 상황이며441, 이는 

토착적 건강관리 방식이 서식지 훼손이나 자원, 토지 손실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442. 

오리토 잉기 안데 약재식물 보호지역(Orito Ingi Ande Medicinal 

Plants Sanctuary)의 설립은 남서부 콜롬비아의 파타스코이 

구릉(Patascoy hill) 동부 사면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 

공동체들에 의해 제안되었다. 2008년에 지정된 보호지역은 

열대우림과 해발고도 700~3,300m에 위치한 안데스 산맥 

상의 산림들을 포함하는 10,200ha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 

으며, 전통문화와 관련 경관들을 강화 및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보전전략은 지역민들의 샤머니즘적 

전통들의 보존과 더불어, 관련 약재식물들의 보호에 집중하고 

있다. 이 보호지역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는 해당 지역의 

원주민 치료사(healer)들의 목적을 충족하고 있다:“우리의 

토지와 성지들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을 것이다. 이 숲은 

우리의 소유이며 우리 자원의 원천이다. 숲들이 사라질 경우 

약과 생명도 사라질 것이다”443. 

출처: WWF

사례연구

*지난 20년간 발병율이 증가하였으며 가까운 미래에도 증가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감염성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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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들은 아동기 말라리아 감염건수 감소와 산림보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발견하였다. 이들이 수행한 

연구는 보호지역 근방에 거주하는 공동체에서 말라리아와 이질 

발생 건수, 아동의 건강문제로 인한 결석일수, 작물재배 실패로 

인한 기아 등이 온전한 산림에 인접하지 않은 공동체에 비해 

적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434. 

보호지역은 전통의학이 질병 증가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필수적 자원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랑탕 국립공원

(Langtang National Park)에서 수행된 한 조사에서 네팔은 

약재식물과 방향식물이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과 해당 지역 

인구의 90% 가량이 전통의학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435. 상당수의 자연 유전자원 역시 상업적 의약품에 

사용할 수 있는 재료를 제공한다436. 예를 들어 안다시베 국립공원

(Andasibe National Park)에서 채집되는 Strychnopsis thouarsii
의 나무껍질은 마다가스카르에서 전통적으로 말라리아 치료제 

로 활용되었는데, 실험실 조건에서도 말라리아 치료에 효과를 

보인 바 있다437. 2000년 당시 200개 이상의 기업과 미 정부 

기관이 열대 식물의 약재 활용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으며, 식물 

추출물 기반 의약품은 연간 300달러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438. 2008년 수행된 한 조사는 

보호지역이 전통약재와 의약품 모두에 유전물질을 제공하는 

수십가지 경우를 발견하였다439. 보다 일반적으로 보호지역이 

깨끗한 물과 재난완화 등의 필수적 생태계서비스를 보호함으로 

써 인류건강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보호지역은 다양한 보건 관련 혜택을 제공하지만,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성을 갖는 것들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곤충매개 질병을 조절하기 위한 자연생태계 활용: 산림서식지의 유지와 곤충매개성 질병의 
감소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경관수준 계획과 복원 
등의 현장수준 대응에 대한 관리제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및 신규 의약품 재료를 제공할 수 있는 유전물질 보호: 보호지역에서 기존, 신종, 그리고 
현재 확산이 진행중인 질병에 대처하기 위해 지역적, 세계적 보건제품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질병조절을 위해 생태계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보호지역 조정: 이러한 서비스에는 특히 음용 
가능한 수자원의 제공, 어류 단백질 공급 유지, 홍수피해의 방지 등이 있을 것이다. 

SOLUTIONS

인도네시아 카얀멘타랑 국립공원  © Alain Compost / WWF-Ca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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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MESSAGES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전략(작물 번식, 약재, 식량 등)의 상당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연자원과 같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것에 의존한다. 상당수 생물종은 기후변화 
외에도 기존의 압력요인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보호지역은 기존의 위협요인을 관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반적인 압력수준을 경감할 수 있다. 또한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기후관련 위험요인을 경감하기 위한 관리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더 근본적으로 
보호지역은 육지 및 해양 경관수준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생태계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생태계 회복력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도구를 제공해주기도 
한다. 보호지역은 생물종의 생활사나 이동패턴의 특별한 부분에 촛점을 맞추며, 인간의 
간섭이 존재하거나 그렇지 않은 장소로 온전하거나 조각화된 생태계를 보호하는 몇가지 
방법을 수행한다.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계 회복력 유지

파푸아뉴기니의 연산호(Soft coral) © Jürgen Freund / WWF-Ca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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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역은 통상 일차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지정되며, 

관리 대상 육지, 해양 경관에서 생존하기 힘든 생물종과 생태적 

과정에 대해 고유한 혜택을 제공한다. 보호지역은 진화를 위한 

공간과 미래 복원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며444, 이는 특히 급속한 

환경 변화 중에 중요성을 가진다. 또한,“지속가능한 관리”가 

수행되는 생태계조차도 자연적인 재생현상 등의 핵심적인 생태계 

기능이나 가장 민감성이 큰 생물종445, 또는 일부 미소서식지

(microhabit) (예: 썩은나무446) 등을 제거하는 경우가 많다. 

보호지역은 일정한 지역 전체에 남아있는 유일한 자연, 반자연 

구역인 경우가 많으며, 상당수의 생물종이 유일하게 발견되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447. 새로운 도구들과 접근법의 등장으로 인해 

보호 대상 장소가 선정되고448,449 관리되는450,451 과정의 정확성이 

증가하였으며, 보호지역의 역할이 생물다양성협약(CBD)452 등 

국가적, 세계적 정책 내에서 인정받게 되었다. 

보전생물학자들은 생물다양성의 성장이 생태계 내 회복력을 

증가시킨다는 가설에453 갈수록 확신을 가지게 되고 있으며, 

높은 탄소를 포함하는 생태계는 많은 경우 높은 생물다양성을 

갖는다고 인지하게 되었다454. 회복력이란 생태계가 교란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이른다. 기후 회복력을 갖는 생태계는 기후변화 상황 

하서도 기능과 생태계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 생태계 기반 

적응은 생태계가 필수적 서비스들의 공급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후조건들 하에서도 생태계들이 회복력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한 조치들을 수행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회복력에 대해서 아직 과학적으로는 불확실한 점이 

많다. 과학자들은 다양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들이 생태계 기능에 

가하는 영향력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그와 연관되는 생물학적, 물리적 피드백의 복잡성 

때문이다. 더욱이, 생태계를 어떻게 관리하여야 회복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과학자들은 

기후와 무관하며 그대로 두었을 경우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을 압력요인을 제거할 경우, 대부분의 생태계가 기후변화 

조건 하에서 더욱 큰 회복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 장에서 이를 보여주는 예시들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생태계 회복력을 유지하기 위해 생태계에 대한 적응적 관리를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의 의문에 대해서 두 가지 이론이 더 존재 

한다. 그 첫번째는 생태계 내의 종 풍부도(species richness) 증가 

가 생태계의 상호의존성과 건강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생태계 

회복력을 신장시킨다는 것이다(안정성-다양성 가설). 반면 두 

번째 이론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종 풍부도가 아니라 

기능적 다양성이라고 주장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생태계 

관리는 기능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생물종 역시 생물학적 

기능을 유지하는 경우에(종자분산 등) 관리개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어느 쪽 가설이 옳은 것으로 증명되는지와 관계 없이 

생태계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해 불확실성이 남는다. 

현 단계에서는 사전예방원칙에 근거해 핵심적 서비스를 제공 

하는 생태계에 대한 기존의(기후와 무관계한) 압력요인을 제 

거함으로써 기후변화의 영향력을 완충하여야 할 것이다. 더 

욱이, 기능적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활용하여야 하는 관리 

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을 놓고 보았을 때, 생태계 내 종 풍부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해야 하는 근거는 실용적, 윤리적 

고려 외에도 생태계 회복력의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기후변화는 생물다양성에 압력을 가하며, 그 때문에 보호지역이 

생물다양성 보전의 가장 주요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생태계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메카니즘으로서 작용하는데 있어 

 새로운 문제를 만들고 있다. IUCN 생물종보전위원회는 생물종을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하게 하는 특징을 규명하였는데, 이에는 

특정화된 서식지 필요조건, 좁은 환경적 내성(tolerance), 교란될 

가능성이 높은 특정한 환경적 계기(trigger)들에 대한 의존, 

방해받을 가능성이 큰 생물종 간 상호작용에 대한 의존, 제한적 

분산 기회 및 낮은 분산 능력 등이 포함되었다455. 

보호지역의 역할
아래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생태계 회복력을 유지하는데 있어 

서의 보호지역의 핵심 역할이 제시하였다: 

 ●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기능적 다양성 유지의 맥락 
에서 보호지역 관리: 보호지역은 통상 독자적으로 생물다 

양성을 보전할 수 없고, 부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 

보다 광범위한 육지, 해양 경관의 일부로 편입되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호지역이 이러한 전략의 필수 

적인 핵이며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 

도구라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 

 ● 대규모의 온전한 생태계 보전: 생태계 구조와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와 장기적인 생존이 가능할 

정도의 종 개채군 크기를 가지는 지역456은 알려진 생물종과 

아직 과학적으로 연구되지 못한 생물종을 모두 보호한다457. 

생태과정 역시 생물종과 서식지만큼이나 중요할 수 있다. 

이 지점에 있어서는 초국경적 보호지역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대규모의 온전한 생태계 보전은 

기후변화로 인해 서식지 조건이 쇠퇴할 지역에서 개체군 

크기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물에 대한 의존성이 큰 영양 등 아프리카에서 물 부족을 

겪을 가능성이 큰 지역에 거주하는 대형 동물은 대형 건기 

먹이지역(forage area)으로 접근 수요가 클 것이다. 이 

수요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 이는 특히 경제적 중요성을 갖는 

(예를 들어 관광산업에 중요성을 갖는 생물종) 야생동물 

개체군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위협받고 있는 생태계 보전: 훼손과 생태계 손실이 이미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어, 관리 중인 육지, 해양 경관 내의 

핵심 요소(feature)들이 위협에 처해 있을 경우 보호지역이 

유용한 보전 수단이다. 이런 경우 보호지역은 생태계 회복력 

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법 중 핵심적인 한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다458. 생태계 기능 및 구조적 다양성의 보호가 

이루어질 경우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 인간의 개입이 없는 자연생태계 보전: 인간의 영향력 행사의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일부 생물종, 서식지, 생태계는 

여전히 인간의 개입에 대해 높은 취약성을 갖는다(예:  

답압(trampling)에 의해 손상되는 식물들459,460, 사회적 구조 

가 쉽게 교란되는 동물461, 외래질병에 대해 취약한 생물종
462, 과잉채취의 대상이 되는 생물종463). 엄정보호지역은 

인간의 영향에 대한 완충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취약한 

생물종이 직면한 위협을 경감시켜줌으로써 이들 종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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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지역은 이중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들은 고갈된 어장 

을 재충전함으로써 산호초의 건강을 지원할 뿐 아니라, 인근 

어부들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산호초들은 조류(algae) 

를 섭취하며 생태계 균형 유지를 돕는 초식성 어종이 존재 

할 때 기후변화의 영향력에 더욱 잘 견뎌낼 수 있다. 초식성 

어류와 산호의 상호작용을 연구한 논문들은 초식성 어류가 

없을 경우 산호초들이 온난화로 인한 백화할 가능성이 높아 

진다는 사실을 밝혔다468. 초식어류가 자취를 감출 경우 산호초 

들은 기후변화의 악영향에 상당히 더 취약해지고 어류의 산란지 

로서의 필수적 생태계 기능을 수행할 능력이 감소한다. 

케냐 해안에 위치한 4곳의 해상국립공원에서 수행된 산호초 

어류 등 초식어류들에 대한 한 연구는 37년 간 거의 완전히 

연속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산호초 관리와 관련한 

귀중한 정보를 과학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469. WCS 과학자 

들은 지역공동체들과의 협력 하에 이 연구의 결과에 기반한 현 

관리관행에 대한 변화 권고들을 제시하였다.  

일부 핵심적인 구역을 조업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특히 악 

영향이 큰 어업장비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는 해양 

시스템이 해수온도 상승의 영향력에 대해 더욱 큰 회복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 연구팀이 최근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보유 어류의 건강에 있어 두드러지는 

개선을 보인 어업국가들 중 하나는 케냐로서, 그 개선 수준은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등의 산업화된 국가들과 비견될 

만하였다470. 

이에 더해, 최근 WCS의 연구원들은 어업공동체의 경제상황 

개선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경제혜택은 

보호지역 주변지의 어장들에서 어족자원 보유량을 전반적 

으로 증가시켰을 분 아니라, 가치있는 어종군이 보다 신속하게  

회복하고 흔해져 어획량 증가로 이어졌다. 이러한 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어업장비 사용이 제한된 장소들과 조업제한 

구역에서 1인당 소득량이 제한이 없는 지역들에 비해 각각 

41%와 135% 높아졌다471. 

출처: 야생동물보전협회(WCS)

동아프리카에서 산호초 보호를 통한 어장의 건강성 유지는 산호초와 생계를 모두 보호함으로써
이중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사례연구

기후변화의 영향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 생물종과 서식지의 수요에 특별한 관리를 통한 보전: 
외래종 등에 의해 생태계 변화가 깊게 이루어진 장소들의 

경우에는 보호지역이 어떤 생물종이나 생태계 기능을 유지 

및 복원하기 위해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게 될 수 있다. 

관리 결정은 일차적으로 보전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개입은 산불, 가뭄, 외래종 확산 등의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들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 서식지를 관리하는데 특히 

중요할 수 있을 것이다. 

 ● 분포범위가 제한적인 생물종, 고유종 등의 보호: 일부 

생물종은 희귀하거나 분포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보호지역 

지정을 통해 개체군의 대부분, 또는 전부를 보전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 예상되는 수준의 기후변화는 야생환경에서 

대규모 멸종을 동반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취약종에 대한 

여타 인위적 압력요인을 제거할 경우, 보호지역은 이들 

압력요인의 결합효과를 축소함으로써 멸종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생물종의 생활사 중 특정한 측면의 보전: 보호지역을 특정 

시간에 한정하여 지정하거나 유연한 구획설정을 통해 

지정할 경우, 생물종이나 개체군의 생활사 중 특정한 시기에 

대한 보전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생물종에 대한 기존 압력을 경감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서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의 예시로서 가장 

흔한 것은 해양 및 담수어의 산란지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조업금지구역의 설정이며, 이러한 조치는 태평양 제도 

에서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통상 전통적 관습에 기반 

한다464.

 ● 이동성 생물종(migratory species)을 위한 서식지 보전: 
이동성 생물종은 수백에서 수천 마일의 이동경로에 걸쳐 

서식지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도전을 받는다. 

보호지역은 조류, 어류, 포유류 등을 위한 이동경로를 유지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호지역은 재두루미(white-

necked crane)의 경우와 같이 철새를 위한 시량을 제공 

할 수 있고465, 산란기의 연어가 서식하는 하천에 대해 조업 

금지구역을 설정할 수 있으며466, 미국의 서반구 섭금류 

보전지 네트워크(Western Hemisphere Shorebird Reserve 

Network) 등을 통해 철새를 위한 생태적 징검다리(stepping 

stone)를 보호할 수도 있다467. 상당수의 이동성 생물종은 

어장, 영양소순환, 관광업 등에 중요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 

하는데, 이러한 생태계 혜택은 기후변화에 의해 앞으로 더욱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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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보호지역 활용 기회
다음 장은 앞에서 제시된 증거를 검토하여 보호지역 시스템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역할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살펴본다: 

→ 보호지역 시스템 총 면적 확대

→ 보호지역을 토지이용의 매트릭스에 통합하는 경관관리 접근법과 공동체 기반 접근법을
 활용하여 지역적 적응전략의 일부로서 기존 보호지역 확장

→ 기존 보호지역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위협에 대응하고 탄소를 저장하도록 하기 위해
 보호수준을 강화

→ 보호지역 관리 개선 및 적응

→ 원주민 및 공동체보전구역, 사설보전지구 등 다양한 보호지역 거버넌스 모델 장려

→ 보호지역 관리를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과 더불어 생물다양성 보전을 비롯한 다른 목적
 달성에 집중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보호지역이 국가적, 지역적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전략과 행동계획에 
반영되고, 여타 공동체 기반, 부문기반 적응 및 완화 행동과 통합될 경우에만 효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계획은 역량개발과 더불어 적정한 수준의 재원을 필요로 할 것이므로, 
이번 장에서는 보호지역 재정 현황도 검토하는데, 특히 적응 및 완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재정 및 시장 기반 메카니즘(fund and market based mechanisms)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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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역 내의 관리 개선: 보호지역 내의 생태계와 그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 벌목, 토지전용, 밀렵, 외래종, 산불관리 실패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불법적 사용이나 의사결정 미숙에 의해 훼손, 

손실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 

보호지역에 대한 보호 수준 증진: 탄소저장에 있어 높은 가치를 

가지는 구체적인 요소들을 겨냥하는 보호 및 관리를 인지하기 

위함이다. 관련 노력의 예시에는 노령림(old-growth forest)의 

유지, 지반교란 또는 이탄지 건조의 방지, 훼손된 보호지역에 

대한 복원 등이 있다. 

관리노력의 일부를 완화 및 적응 요구에 집중: 필요에 따라 

관리계획, 장소 선정 도구, 관리접근법을 수정이 포함된다.

1. 보호지역의 규모 및 숫자 확대
보호지역, 특히 그 중에서도 대형 보호지역의 숫자를 늘리는 일은 

기후변화 조건 하에서의 생태계 온전성의 유지 및 생태계 회복력 

최대화를 위해 중요해 질 것이다473. 보호지역의 전체적인 규모 

문제는 개별 보호지역의 경계를 확장하고 국가, 지역 경계에 걸쳐 

여러 보호지역을 연결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또한 이들 지역 

내부나 주변에 거주하는 지역 공동체의 수요에 부응하고, 생계 등 

혜택을 창출하기 위한 적절한 사회적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상당수 국가의 정부는 생태적 대표성을 가지며 잘 관리되는 

보호지역네트워크를 완성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생물다양 

성협약(CBD) 보호지역실행프로그램(PoWPA에 근거하여 자국의 

보호지역 시스템을 계속하여 확장 및 공고화하고 있다474. PoWPA

의 내용에는 합의된 행동, 시간표, 정치적 지지 등이 포함되며, 

상당수 국가에서는 신규 보호지역의 선정 및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유도해냈다475. 보호지역의 면적과 위치에 대한 

자료는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476, 이를 통해 기후변화적응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 보호를 제공하는 정책 프레임워크가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생물다양성협약(CBD)은 국가적 보호지역 

보호지역 시스템은 자연생태계 완화 및 적응 기능을 유지하고 

최대화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이다. 보호지역 시스템을 공고화

(consolidating), 확산, 개선하는 것은 기후변화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방식이며, 산림벌채 감소 등 대형 탄소저장고를 보유하는 

생태계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된 완화 전략의 목표들 중 

상당수를 달성할 수 있는 접근법이다. 더욱이 이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는 법적, 정책적 구상이 이미 상당수 확립되어 있으므로 

이들 대응법을 시행하기 위한 초기단계는 이미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호지역 시스템이 기후변화 대응전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증대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선택사항은 아래에 제시된 

6가지가 있다(뒤에는 각각에 대한 상세한 논의가 이어진다): 

보호지역 및 완충지 규모와 숫자 확대: 특히 다량의 탄소가 저장, 

포집되어 있으며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손실될 가능성이 

큰 지역, 열대삼림, 이탄지, 맹그로브 숲, 담수 및 해안습지, 

해초지, 해양 생태계 등 중요 생태계서비스가 위협에 처해있는 

지역의 생태계 회복력을 개선해야 한다. 

육지 및 해양 경관 내에서 보호지역 연결: 보호지역이나 중간수역 

외부의 생태계에 대한 관리에 활용한다. 이러한 노력에는 

육지, 해양 경관 수준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생태계 회복력을 

신장시키고, 어떠한 형태로든 보호를 받고 있는 서식지의 

개수를 늘리기 위한 연결성의 형성에 있어 중요한 완충지대, 

생물이동 통로, 생태적 디딤돌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472 

이러한 조치들은 경관 수준의 토지이용 계획 및 관리체계라는 

프레임워크 내에서 취해져야 할 것이다. 

전방위적인 거버넌스 형태의 인지 및 시행: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 

들이 공동체적 기후대응전략으로서 보호지역 선포하고 관리 

하는데 참여하도록 장려하기 위함이다. 특히 원주민 및 공동체 

보전구역과 사설보호지역에 해당된다.

보호지역 시스템을 확장하고 보다 광범위한 
보전전략과 국제적, 지역적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계획에 통합하기 위한 기회

기후대응전략에서 보호지역의 역할은 다음과 같은 6가지 방식으로 증진될 수 있다: (1) 
보호지역의 규모 및 지정범위 확대; (2) 육지, 해양 경관 접근법을 통한 보호지역 기능 강화; 
(3) 다양한 보호지역 거버넌스 모델 장려; (4) 보호지역 관리 효과성 개선; (5) 보호지역 내의 
보호 수준 강화; (6) 일부 관리 활동을 기후 대응에 대해 집중하고 이에 더해서 생태계 기반 
적응에 대한 보호지역 시스템 기여를 최대화하기 위해 특별한 계획에 대한 요구가 필요할 
것이다. 

제 4 장

KEY MESS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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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경관의 일부로서 기능을 한다. 보호지역의 지정 및 관리와 

관련한 사안들의 복잡성을 놓고 보았을 때, 보호대상지 면적 

비율은 각 지역의 조건에 따라 유연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관적 접근법(landscape approach)으로 알려지게 된 방식 

하에서는 각 장소 및 상황에 대해 적절한 보호, 관리, 복원이 

혼합되어 활용되어야 한다. 개입은 국가적, 지역적 규모에서 모두 

필요하며, 이 때 생계 문제와 기존 정책, 제도, 이해관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경관적 접근법을 총괄하는 원칙은 보호, 관리, 

복원의 균형적 모자이크를 조성함으로써 생물다양성,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혜택을 창출하고 해로운 변화들은 억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482. 이 원칙 내에는 회복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생태적 연결성을 증진한다는 개념과483, 광범위한 보전 목표들에 

기여할 수 있는 기타 관리체계에 대한 건설적 고려를 수행한다는 

개념484이 함께 내포되어 있다. 이 접근법은 일단 정립되면 

무한정 고정될 하나의 이상적인 모자이크가 존재한다는 가정을 

함의하지 않으며, 오히려 시행되면 육지 및 해양 경관이 환경적 

변화에 대해 회복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모자이크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관점 하에 성립한다. 어떠한“

보전의 비젼”이라도 실질적으로든 잠재적으로든 그와 경쟁하는 

비젼들과(경제개발, 지속가능한 개발, 문화적 가치) 계획된, 

그리고 계획되지 않은 사회적, 정치적 다양한 요인들과 공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관적 접근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 

전체에 걸쳐 적응형 관리가 수행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광범위한 보전계획이 성공적일 경우, 항상 정부, 민간부문, 

지역공동체와 협력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경관적 접근법 

일부로서 자연 보호지역 간에 생태통로(corridor)를 조성하기 

위한 기회는 생태계서비스의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예: 야생동물을 위한 이동통로 제공). 

이러한 접근법은 항상 농업, 임업, 수산업, 광업 등의 경제부문에 

의해 활용되는 생산관행을 개혁하고자 하며, 그로 인한 생태계 

온전성에 대한 위협을 경감하고자 하는 경관적 수준의 토지이용 

및 관리체계와 통합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3. 보호지역 거버넌스 형태에 대한 전방위적 인지 및 시행
완전히 국가주도로 이루어지는 대규모의 보호지역 확대는 제한 

적이며 달성 불가능한 목표이다. 신규 보호지역 구상은 국가 외 

에도 다양한 범위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때 훨씬 효과적이며, 

특히 지역 공동체 및 자연, 반자연 생태계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의 

참여 뿐 아니라, 보전과 기후대응 가치를 위해 토지와 물을 관리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민간 개인, 신탁기금, 기업 등의 참여가 있을 

경우가 이상적이다. 각국 정부들은 이러한 필요를 인지해가고 

있으며, 그를 보여주는 한 예로 호주는“호주의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485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새로운 거버넌스 접근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각국 정부는 원주민 및 공동체 보전 

구역의 장기적 존속 가능성 및 필요성을 인지하여, 수 세기에 

걸쳐 발전한 전통적 적응 접근법을 도입하며 이들 공동체의 

권리와 문화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또한 보호지역의 엄격한 정의에서 벗어날지 모르지만 

실효성 있는 기후대응전략에 기여할 수 있는 보호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고 환영해야 한다는 의미도 된다486. 이러한 

태도는 보호의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상하고, 다양한 관리모델을 받아들이며, 위험을 감수하고 

기획과정에 다른 집단의 우선순위를 포함시키는 등의 행동을 

동반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가 현실이 되어가면서 점점 

시스템에 포함 고려되어야 할 지역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는 최적 지역 및  

수역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격차분석 방법론도 포함되어 있다 

(상자 참조). 상당수 보호지역 관리기관은 기후 모델링을 통합 

하고, 기후변화 영향력에 대한 체계적 보전 계획의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해 격차분석 방법론을 도입하고 있다. 

이 사안들에 대해 격차분석이 유일한 정보원은 아니다. 세계적  

규모로 이루어지는 지정 우선순위 평가에는(생태지역(ecoregion) 
480, 핵심 생물다양성 지역(key biodiversity area)481 등) 국가적 

계획도 장소 선정에 대한 가치자료를 제공한다. 

2. 육지, 해양 경관 내에서의 보호지역 연결 및 연결성 증대
보호지역은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보다 광범위한 육지, 

보호지역 확대를 위한 적정 장소 선정을 위한 
격차분석

생물다양성협약 보호지역실행프로그램(CBD PoWPA)은 

목표년도를 명시한 많은 목표가 있다. 이 프로그램의 전체 

적인 목적은 생태적인 대표성을 갖는 전세계적 보호 

지역네트워크를 완성하는 것이며, 당사자국은 원주민 및 

지역 공동체와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 하에 자국 내 보호지역 시스템에 대해 격차분석을 

수행하도록 권고를 받고 있다(PoWPA 제 1.1.4 및 제 

1.1.5477). 국가 보호지역 격차분석 과정 방법론에 대해 

서는 도구 정보와 사례연구 등을 포함한 상세한 내용이 

알려져 있다478. 이에 따라 복수의 당사자국은 자국 내 

보호지역 시스템에 대한 격차분석을 완료하였다. 현재 

UNDP GEF는 20여개국에서 진행중인 격차분석을 지원 

하고 있다(표 9 참조). 상당수가 높은 탄소 비축량을 보유 

하고 있고 현재 보호를 받고 있지 않는 이들 생물군계는 

자연 탄소 REDD 시스템 하에서 자연적인 탄소 저장고를 

보호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개별적인 

노력들의 일부로서 보호받을 잠재성이 있다.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 격차분석 방법론은 이미 보호 

를 받아야 하며 탄소가 풍부한 자연생태계를 선별하기 

위한 지도화 작업 관련 자료 및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상당수 시범국가들은 산림탄소협력기구(Forest Carbon 

Partnership Facility)와 UN REDD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격차분석을 통해 보호지역 시스템의 

확장 및 개선을 위한 우선순위 장소(HiPs: High Priority 

Sites)를 선별한 상태이다. 현재 자국 내 보호지역에 대한 

격차분석을 완료하였거나 수행중인 국가는 이를 위한 

충분한 기술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HiPs는 생태계 특성 

정보를 포함하는 복수의 GIS 자료층에 기반한 철저한 

분석 후에 보호대상지로 추천된다. 이 분석 과정에는 관련 

이해관계자도 참여한다. 이렇게 식별된 지역은 높은 생물 

다양성 가치를 가지며, 생태계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변지 

거주인구의 생계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479. 

출처: C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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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489. 이들 중 일부는 기후변화전략에서 활용되는 보호지역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적응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예: 적응에 대한 생태계서비스 혜택 계산). 보호지역 

관리효과성 평가 및 개선하는 작업이 복수의 정량화 가능한 CBD 

PoWPA 목표의 주제라는 사실은 이러한 발전에 대해 추진력을 

제공하지만, 여전히 기후변화가 특정 생태계 유지와 그가 

제공하는 서비스 가치의 최대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보호에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한, 관리자를 위한 조언은 부족한 

상황이다. 

기후변화 상황 하에서 다양한 고가치의 생태계서비스를 효과적 

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원 관리들이 완전히 참여적인 형태로 

이들 혜택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5. 보호지역 내에 저장된 탄소에 대한 보호수준 향상
일부 경우에는, 보호지역 내에 저장된 탄소 보호를 최대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들이 정당화될 수 있다. 이는 보다 엄격한 

자연서식지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관리목표 수정을 동반할 수 

있는데, 그 예로 경계 내에서 일정 정도의 자원을 활용하였던 

보호지역 내에 엄정보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즉, IUCN 카테고리 V, VI 보호지역을 IUCN 카테고리 Ia, Ib, II에 

가깝게 전환). 다른 경우에는 식생 복원, 산불 또는 유수량 관리 

양상에 대한 변화 등에 이러한 노력이 집중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현행 보호지역 현장들에 대한 관리를 개선하는 일은 탄소격리 

잠재력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탄소저장과 탄소격리 측정 및 계획은 개별 장소 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관수준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특히 

지역공동체들이 스스로 주도권을 쥐고 자연생태계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정부보다도 신속하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다. 세계자원연구소(WRI: World Resources Institute)에 의해 

수집된 이러한 상향식(bottom-up) 대응의 예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홍수로 인한 산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리우데자네이루 언덕의 파벨라(favela)에 대해 수행되고 있는 

참여적 조림 작업; 몽골의 목축업 네트워크(pastoral network) 

재구축; 재생을 장려하기 위한 탄자니아의 전통적 울타리구역

(enclosure)의 부활 487 등이다. 

4. 보호지역  관리 개선
보호지역은 통상적으로 서로 교차되는 압력요인 및 위협요인 

(또는“변화의 원동력”)과 공존하므로, 경관수준 접근법에서는 

이러한 사안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압력요인에 대한 

식별 및 파악의 완료된 이후에는, 밀렵, 침범, 산불, 불법 벌목, 

기후변화와 보전 등의 핵심적 위협요인과 더불어 낮은 수준의 

거버넌스, 빈곤, 왜곡된 보조금, 무역장벽, 투자흐름 등의 근본적 

원인을 모두 고려하는 전략을 구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경관적 

접근법의 여타 요소들과 마찬가지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개입은 현장기반 행동들로부터 경관적, 국가적, 생태지역적, 국 

제적 수준의 행동에까지 이를 것이다. 가능한 경우 구체적인 

압력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시도들은 항상 협력체들과의 작업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예: 산림관리에서 공동체 

참여 확대)

완화 및 적응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기존 보호지역 내에서의 

생태계 보호의 효과성을 증진하는 것은 신규 보호지역의 생성 

만큼이나 효과적일 수 있다. 보호지역 관리효과성 이해를 위한 

접근법은 잘 개발되어 있으며488, 관련 평가도구도 널리 보급되어 

표 9: 토지이용 및 REDD 등 산림기반 완화 잠재력이 있는 탄소가 풍부한 생물군계에 대한 격차분석을 수행 
중인 국가

생물군계 현재 격차분석을 수행중인 국가

범람 초지 및 사바나 도미니카 공화국

온대 침엽수림 몽골

산지 초지 및 관목지 아프가니스탄, 몽골, 파푸아뉴기니

맹그로브 숲 도미니카 공화국,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니카라과

열대 및 아열대 습윤성 활엽수림 아프가니스탄, 앤티가바부다, 몰디브, 마이크로네시아, 도미니카공화국,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솔로몬제도, 피지, 코모로

열대 및 아열대 초지, 사바나, 관목지 파푸아뉴기니, 모라타니

사막, 건생 관목지 아프가니스탄, 앤티가바부다, 아르메니아, 지부티, 몽골, 모리타니

온대 활엽수림 및 혼합림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아한대성 산림, 타이가 몽골

열대 및 아열대 건조성 활엽수림 앤티가바부다, 도미니카 공화국, 파나마, 동티모르

지중해성 산림, 삼림, 관목지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열대 및 아열대 침엽수림 도미니카 공화국, 니카라과

온대 초지, 사바나, 관목지 아프가니스탄, 아르메니아, 몽골

해양 생물군계 (대륙붕) 알바니아, 앤티가바부다, 지부티, 도미니카 공화국, 몰디브, 마이크로네시아,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솔로몬제도, 니카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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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의 현실성, 비용, 혜택에 대한 검토를 요구한다. 

 ● 선택 가능한 생태계 관리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해당지역의 사회경제적, 생태적 맥락을 놓고 보았을 때 가장 

적절한 선택사항 무엇인가? 보호지역 지정 역시 선택사항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살펴보아야 할 사안에 

가장 적절한 보호지역 설계 및 관리 체계가 무엇인지, 생태계 

복원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생태계에 대한 위협을 

경감하기 위해 경제부문의 생산관행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등이 있다. 

 ● 생태계 기반 적응이 장기적으로 기타 적응 선택사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 및 혜택 상의 우위를 가지는가? 이 

계산에는 보전의 기회비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생태계 기반 

적응의 비용은 사용되는 관리체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 생태계 기반 적응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유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예: 세액공제, 생태계서비스 대금지불, 보험 

체제 등

산불이 잦은 생태계에서는 몇 가지 상반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연물 하중(fuel load)을 낮추기 위한 화입(prescribed 

burning)은 일정 정도의 탄소를 배출하지만, 동시에 미래의 훨씬 

큰 재난적 손실을 예방한다. 탄소격리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에는 자연적 교란양상과 더불어 기후변화가 자체적으로 

생태계 기능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6. 관리노력 일부를 완화 및 적응 요구에 집중
보호지역 책임자들이 위에서 규명된 관리효과성 및 관리계획 

사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계획 및 평가도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탄지 등 일부 생태계의 경우 필요한 구체적인 

보호지역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생태계 회복력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과학적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기후변화 조건 하에서 보호지역을 관리하는  

일 자체가 보호지역 기관의 업무방식에 상당한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특히 기획, 조직 리더십 및 평가 등의 영역에서 이러한 

요구가 두드러질 것이다. 보호지역 관리기관 내부적으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보호지역 시스템 수준에서 대규모 

전략계획과 개별 보호지역의 수준에서 관리계획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핵심인력이 새로운 관리 도전과제와 기회에 

대응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출 수 있기 위한 역량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능력의 상당수는 지역공동체 등 정부기관외에 

토지 보호를 목적으로 관리하는 주체에 의해서도 필요할 것이며, 

보호지역 관리 기관은 정보 전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유리한 

위치에 놓여있다. 이러한 변화들의 상세한 내용을 다루는 것은 

본 보고서의 주제에서 벗어나지만 일부 관련 사안들이 이어지는 

제5장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적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관리 해법
생태계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별 보호지역 경계를 훨씬 

넘어서 넓은 지역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 

한 경우 보호지역은 각각의 용도에 따라 서로 다른 거버넌스 

체계로 조직된 지역으로 구성된 경관수준의 토지사용 매트릭스 

안에서 다양한 토지관리체계 중 하나인 관리도구로써 기능할 

것이다. 보호지역을 기후변화대응 도구로서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본 출판물의 주제에서 벗어나지만, 

다음에서 그 핵심 요소들 중 일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생태계 기반 적응전략을 개발할 때 다음 질문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 현재 활용 가능한 생태계 기반 선택사항은 무엇이며, 이들 

이 현실성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과학적, 전통 생태지식

(Traditional Ecological Knowledge) 근거에는 무엇이 있는 

가? 

 ● 위험의 완충에 있어 실패 임계치는 얼마인가?(이 질문은 

공학적 해법(engineered solution)에도 적용된다: 전형적인 

질문의 예시로는“홍수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고 습지가 

흡수할 수 있는 최대 강수량은 얼마인가?”등이 있을 수 

있겠다)

 ● 회복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은 무엇인가? 

 ● 활용 가능한 기타 적응 선택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 질문은 공학적 해법, 행위기반 해법(behavior-based 

러시아 연방의 코미 공화국 내의 원시 타이가림과 

이탄 토양 163만ha에 대한 UNDP/GEF의 보호는 

2010년~2020년 사이에 175만t CO2에 해당하는 

양의 온실가스 감축을 보장할 것이다.  

지구 상에 남아있는 원시림의 1/4인 러시아에 위치한다. 

고도의 생물다양성을 보유하고 있는 코미 공화국의 아한대 

산림은 국제적인 중요성을 갖는 위기종들의 서식지이다. 이 

산림은 WWF이 선정한 글로벌 200 생태지역(Global 200 

ecoregions)과 UNESCO의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어 

있다. 코미의 정부는 국토 대비 보호지역 지정면적 비율을 

14.6%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의 실현을 

위해 UNDP는 GEF의 자금 지원을 받아 코미 공화국 내의 

163만ha 면적의 원시 타이가림과 이탄지의 보호 상태 

개선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7,150t 

이상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지만 산불과 기후변화에 의해 

위협에 처해 있다. 산불은 연간 약 41,760ha의 산림을 

파괴하며, 기후변화는 낙엽수의 증가와 고유성(endemism)

의 상실을 유도함으로써 산림의 구조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 프로젝트 하에 코미의 보호지역은 산불 관리 개선과 

기온상승의 영향력에 대한 침엽수 임분의 회복력 증진을 

위한 역량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타이가림과 이탄지 

토양의 탄소순환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개선할 수 있을 

정교한 탄소 모니터링 체계가 설치되고 있다. 

출처: UN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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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보호지역들이 생태계 기반 적응에 기여할 수 있는 

점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어떤 신규 보호지역이 지정되어야 하는가?

 ● 이러한 보호지역은 비용비교 시 고려될 만한 어떤 경제적, 

비경제적 혜택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는가? 

 ● 지역 공동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한 선택사항을 보는 

관점은 어떠한가?   

 

생태계 기반 적응 해법은 즉흥적으로 추구되어서는 안되며 

포괄적인 국가적응전략의 일부로서 평가 및 개발되어야 하 

고,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근거들에 따른 

여타 결정과 선택사항을 고려하여 평가 및 비교되어야 한다. 

적절한 산불 관리 여부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중대한 
사안일 뿐 아니라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산불은 전체 화석연료 탄소배출의 약 40%
를 야기한다490. 일부 산불은 생태적인 필요성을 갖지만, 최근 
산불의 증가 원인은 부주의, 방화, 기후변화의 영향력 등이다. 

호주에서는 원주민 공원관리단체들이(indigenous ranger 
groups) 북부지역의 서부 아넘랜드(Western Arnhem Land)
에서 28,000km2의 토지면적에 거쳐 전략적 산불관리를 
시행중이다. 이 지역에서 산불은 수십년 전 원주민이 떠난 후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문화유적과 야생동물이 
심각한 영향을 받아, 그 결과 현재 북부지역 내에서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원은 사바나 산불이 되었다. 새로이 시행 중인 
관리전략은 건기 초기에 경관 전체에 걸쳐 모자이크 형태의 
부분 소각(patch burns)을 시행하여 산불의 확산과 온실가스 
배출을 차단한다. 

이 방식은 첫 4년 간 성공을 거두어 연간 CO2 약 122,000t의 
배출을 방지하였고, 파괴적 산불을 상당히 감소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들이 위기종들의 회복으로 이어질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전통적 원주민(Aborigine) 토지소유주, 원주민 공원관리단체와 
다윈액화천연가스(DLNG: Darwin Liquefied Natural Gas), 
북부지방 정부, 북부토지위원회(Northern Land Council) 등 
간의 협력관계로서 형성된 이 프로젝트는 다윈(Darwin) 시의 한 
액화천연가스 공장의 탄소배출을 상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합의에 따라 DLNG는 향후 17년간 산불관리에 연간 Aus$1
백만을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교훈들은 산불이 잦은 열대 호주와 
보호지역을 포함한 기타 열대 사바나들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주요 기업들은 이 프로젝트와 비슷한 상쇄 합의를 
체결하는 방안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491. 

출처: 호주 열대 사바나 관리에 대한 합동연구센터

호주에서는 원주민(Aborigine) 토지 소유주들과 액화천연가스 생산기업 간의 협력관계에 의해 산불관리가 
온실가스 배출을 상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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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역 대상지 선정 및 관리를 위한 방법론: 방법론은 더욱 정교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특히 기후변화대응은 보호지역 격차분석에 통합되어야 한다.

정책 연결고리: 기후변화협약(UNFCCC)과 생물다양성협약(CBD)은 상호 협력 하에 보호지역 
및 기후변화 목표를 동시에 이행하는 국가적 행동에 대한 인정 및 지원을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다원화 접근법: 육지, 해양 경관 수준에서는 다양한 부문이 독자적으로 활동하기보다는 
계획과 작업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는 보전, 
재난완화, 농업, 임업, 수산업 등이 있다. 

어망을 건조하는 파푸아뉴기니의 어민   © Brent Stirton / Getty Images / WW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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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생물다양성협약(CBD)이 채택된 1993년 이후 세계적으로 보호 

지역의 숫자는 100%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그 면적은 60% 가 

까이 성장하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동안 생물다양성 보전 목적의 

재원 증가율은 38%에 불과하였다492. 이에 따라 현재의 보호지역 

재원은 불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세계적인 부족액 

추산치는 연간 10~17억 달러493부터 연간 230억 달러494, 연간 

450억 달러495에 까지 달한다. 이러한 액수는 얼핏 경제하강 

시기인 현재 상당한 금액인 것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보호지역에 

의해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총 연간 가치가 보호지역 내에서 

허용된 자원 사용 수준에 따라 4조 4천억~5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사실497을 고려하면 적은액수 이다.

이러한 재원공백에 대해 현재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 

다. 2008년 전세계 50여개국을 대상으로 수행된 정부의 보호지 

역 자금제공에 대한 한 분석은 CBD PoWPA에 규정된 의무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고 결론내렸다498. 본 보고서에서 

기술한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대한 보호지역 역할이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족액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 

렇지 않을 경우 대안은 보호지역 시스템들이 기후변화 영향력 

에 대응하는데 있어 할 수 있는 거대한 기여를 포기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에는 후에 훨씬 더 큰 비용이 소요되게 된다. 

효과적인 보호지역네트워크를 위한 재원조달
KEY MESSAGES

일부 환영 받을 만한 이니셔티브에도 불구하고, 보호지역에 대한 현재 자금지원은 불충분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보호지역 시스템의 여러 결과물 중 특히 기후 완화 및 적응에 대한 
혜택이 고려되어야 보호지역의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가능하며, 이는 여러 재정메카니즘이 
유념하여야 할 사항이다. 

마다가스카르의 산림 보전 프로젝트는 탄소격리를 

통해 기후변화 원인에 대응하는 동시에 지역 공동체 

들이 기존 기후변화 압력요인들에 대처하도록 돕고 

있다. 

마드가스카르에서는 약 6백만ha 면적의 신규 보호지역이 

지정되었다. 이는 연간 약 4백만t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효과를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호지역은 탄소 저장 및 

포집과 더불어 생태계서비스 및 생물다양성 보전의 형태로 

삼중의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501. 환경적 서비스 

대금지불 제도를 중심으로 복수의 혜택을 연결하는 발상이 

광범위한 관심을 받고 있다502. 

예를 들어 만타디아(Mantadia) 산림생태통로 복원 프로젝트 

는 안타시베(Antasibe)와 만타디아 보호지역을 잇는 3,020ha

의 산림을 복원하고 있다503. 이러한 서식지 복원 및 조림  

활동은 통틀어 2012년까지  CO2 113,000t을 격리하고 30년 

에 걸쳐 CO2 120만t을 격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프로젝 

트는 이에  더해 화전농경을 감소시키고, 탄소 배출권을 통해 

대안적 소득원을 제공하고자 하며, 이에 더해 지역공동체를 

위한 5가지의 구체적 지속가능 생계활동을 제안한다: 산림 

정원, 사로카정원(saroka gardens), 과일정원, 혼합 고유종 

농장 및 연료 조림지(fuelwood plantation). 여타 혜택 외 

에도 현재의 보호지역은 홍수의 개선에 중요하다504. 

면적이 425,000ha에 달하는 안케니헤니-자하마 생태통로

(Ankeniheny-Zahama corridor)은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가장 넓은 산림지역 중 하나이며, 계약 상의 합의 사항에 따라 

지역공동체에 의해 보전될 것이다. 이 계약은 지역공동체에게 

산림에 대한 법적 접근권을 확보하여 주고 있으며, 할당제도

(quota system) 하에 사용권도 부여하고 있다. 탄소 배출권은 

공동체에 부여될 것이며, 의료서비스와 지속가능한 농경 지원 

등의 추가적 유인도 제공될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향후 30

년에 걸쳐 CO2 1천만t을 저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출처: 국제보존협회(Conservation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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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회들
기후변화 유인메카니즘은 국가적 계획 및 재원마련 시 고려되어야 

할 다양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다. 보호지역은 국가적 REDD 

등 토지이용 전략의 핵심 요소로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각국은 완화 행동의 일환으로서 이탄, 담수, 초지, 해양, 토양의 

탄소저장량 관리 등의 기타 탄소격리 메카니즘을 포함시킬 수 

있는 기회를 탐색해야 하며, 특히 효과적인 기후변화 적응에 

필수적인 핵심적 생태계서비스 유지에 투자할 기회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보호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해 다양한 

시장기반, 비시장기반의 기후관련 구상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 바이오탄소 상쇄(offset)를 위한 규제된 국제시장

 ● 바이오탄소 상쇄를 위한 자발적 국제시장

 ● 유역보호를 이해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자발적 대금지불

 ● 자발적 가계 단위 환경적 상쇄

 ● 세계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GEF 지불금

 ● 자발적 국제경영 생물다양성 상쇄

 ● 규제된 국제경영 생물다양성 상쇄499

이렇게 생태계서비스 관련 재원의 발전에 더해서 다음과 같은 목적 

으로 경제적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1.  환경적 외부효과를 감안하지 않고 개발을 초진하는 농업, 수산업, 

에너지 등 부문에 대한 왜곡된 환경 보조금 체제를 제거

2. 천연자원에 대한 적절한 가격책정 정책을 시행

3.  영양염류 용출(nutrient release)을 경감시키고 탄소 흡수율을 

신장시키기 위한 메카니즘 설치

4.  생태계서비스를 훼손하는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요금, 세금, 제방, 

관세 등 적용

보호지역 관리효과성을 강화하여 탄소 격리하기: 
탄자니아 사례연구

UNDP-GEF의 자금지원 하에 탄자니아 정부에 의해 의뢰된 

연구들은 동부아크산맥이 중요한 탄소 저장소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연구는 동부아크산맥에 1억 5170만t의 탄소가 

저장되어 있다고 계산하였으며, 이 중 60%는 보존림에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지난 20년간 보호되지 않은 

숲이나 산림이 벌채되어 약 3400만t의 탄소 손실이 발생 

하였다. 이 연구는 더 나아가 교란된 산림은 ha당 85t 탄소의 

저장능력을 가지며, 교란되지 않은 산림들은 ha당 100~ 

400t(평균 ha당 306t)의 탄소 저장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국제기후구상(International Climate Initiative) 

으로부터 세 개의 신규 자연보전지구 관리 강화를 위한 자금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이들 보전지구에 대한 

탄소 기준치는 약 1825만t 정도로 추산되지만, 산림 훼손이 

진행되면서 감소하고 있다. 보다 강력한 관리체계의 시행 

이후 훼손된 산림구역의 재성장이 이루어질 경우 이 산림들은 

추가적으로 550만t 탄소를 격리하여 총 저장량이 2380만t에 

육박하게 될 것이다. 

출처: Neil Burgess, UNDP

사례연구

마다가스카르의 바오밥나무 계곡  © Nigel Dud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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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D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서 보호지역 활용

보호지역은 국가적 REDD 전략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기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효과적으로 관리되는 보호지역은 산림벌채 및 산림훼손 경감을 위한 강력한 수단인 것으로 
증명되어 왔다. 신규 보호지역은 토지이용 변화에 의한 탄소배출량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잠재적 탄소누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프로그램 맥락에서 제안된 
REDD 배출권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산림 손실 및 훼손을 경감시키는 것 이외에도, 
보호지역은 기후변화 적응에 필수적인 생태계서비스를 유지시키고 위기종을 보호할 수 있다 
(REDD+). 

KEY MESSAGES

에콰도르의 야스니국립공원(Yasuni National Park) © Nigel Dud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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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감축 방식을 궁극적으로 정하는 것은 각국 정부가 될 

것이며, 토지이용 변화와 임업으로 인한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 

한 내부적 유인체계와 정책메카니즘을 설계하는 것도 정부일 

것이다. 이해관계자들과 광범위한 협의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 정책 등의 지침의 개발과 지역민, 원주민 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회피하기 위한 프로그램 설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도입되는 국가적 REDD 

시행 전략이 무엇인지에 따라 프로젝트 기반 접근법은 계속하여 

산림 손실의 지역적 동인들에 대응하고, REDD 전략들의 책임 

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좋은 방법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 

이다. 국가 기준치들은 개별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수 있을 누출 

사태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산림지를 많이  

보유한 개발도상국의 광범위한 REDD 구상 참여는 산림벌채에 

대한 국제적인 변화(국제적 누출)를 방지할 것이다. 

REDD의 장단점

전 개발도상국들에 걸쳐 REDD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상당량의 자원이 필요하다. 재정적 유인을 통한 산림벌채 감소 

가능성에 대한 예측들과 이를 위한 가용 자금 수준 추산치들 

간에는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지만, 구체적으로 제안된 자원량 

수치는 최대 연간 550억 달러에까지 이른다509. 스턴보고서510는 

REDD체제의 시행을 위해 연간 1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추측한다. REDD는 단일 체제 내에서 다음과 같은 복수의 핵심적 

사안에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기후변화 완화, 토지 

훼손 감소, 생물다양성 보전 개선, 인류의 안녕 증진, 빈곤 경감. 

세계은행과 UN 등의 기관들은 역량개발과 더불어 계속적, 예측 

가능한, 장기적 자금조달을 필요로 하는 REDD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REDD를 산림정책 전반에 걸쳐 시행하는데 있어서 

보호지역이 대면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대부분의 REDD 

자금은 현재 가장 높은 수준의 산림훼손을 겪고 있는 국가, 

지역에 할당될 전망이다. 고도의 산림훼손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개입은 지역적으로 산림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겠지만, 그와 

같은 REDD 활동들은 완벽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지 

모르는 여타 보호지역 지정지에 대해 새로운 압력을 가하는 

왜곡된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REDD 정책은 타지에 대한 

REDD 시행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위험요소의 등장 가능성에 

대해 보호지역을 대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탄소가 

풍부한 산림생태계에 집중하는 REDD 유인은 생물다양성 보전의 

핵심이다. 생물다양성 보전의 안전장치를 도입하고, 토지기반의 

탄소격리를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인간과 야생동물들의 필요를 

고려하는 보다 광범위한 국가적 토지이용 계획 과정의 일부로 

편입되어야 한다. 

보호지역은 자연서식지의 장기적 유지를 위해 설정된 지역이라 

는 점에서, 영속성의 측면에서 기타 토지관리체계들에 비해  

상당한 이점을 가진다. 대부분의 모범적 보호지역은 합의된 

관리정책과 조정된 거번너스 체계를 가지며, 국가적 탄소배출 

목록의 개발을 도울 수 있는 기준치 자료와 모니터링 체계를 확보 

하고 있다. 또한, 보호지역 모니터링은 국가적 기준치 및 모니 

배경

보호지역 내의 산림과 기타 서식지는“산림벌채 및 산림훼손으로 

인한 배출량의 감축(REED)”에 있어 중요한 잠재력을 가진다. 

현재 기후변화협약(UNFCCC)*의 주도 하에 토지이용 및 관리 

상의 변화로 인한 감축량의 측정 및 확인을 위한 방법이 개발 

되고 있다. 상당수 기관은 이미 보호지역이 REDD의506의 일부로 

편입될 것이라고 간주하고 있고, 생물다양성협약(CBD)는 세계 

적인 산림보호지역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이미 규명하고507, 현재 

는 보호지역과 탄소 격리 및 저장 간의 잠재적 시너지효과를  

명시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RED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들은 다양 

하게 이용하는 경관에서 산림손실 방지에 집중하지만, 보호지역 

내의 산림 역시 보호지역 외의 상업적, 공동체적 산림관리와 함께 

중요한 선택사항을 제시한다. 또한 초지, 이탄지, 습지 등의 기타 

생태계에 저장된 탄소의 유지 역시 REDD 시스템에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508. 

현재 진행중인 주요한 정책 협상은 배출량 기준치의 설정과 

국가적 차원의 모니터링, 보고, 확인 체계을 설립할 것을 제안 

하고 있다. 따라서 REDD체제를 통한 보상을 수혜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들이 산림벌채 및 산림훼손으로 인한 배출량 

의 과학적 기준치를 설정하고, 배출량을 그 수치 아래로 감축시켜야 

할 것이다. 단, 국가적 REDD 프로그램 설립 시, 보호지역과 원주민 

및 공동체 보전구역 등 산림벌채 기준수치를 낮추었던 기존의 

산림 보전 노력을 고려하여 이들에게 불리한 점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상은 국가적으로 적합한 완화 행동(NAMAs: Nationally 

Appropriate Mitagation Actions)들의 체계 내에서 유연한 회계원칙 

하에 기금기반 체제(fund-based mechanisms)들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는 보다 정확하게 측정된 배출량 감축을 

추구하는 민간부문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공급받는 시장기반 

접근법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 작성 시점 현재에는 상당한 감축을 이루어낸 고배출국 

에게만 REDD 유인을 제공하고자 했던 초기 계획이 발리행동 

계획(Bali Action Plan) 상의 REDD 정의를 완전히 수용하는 

방향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예: 고정적 산림의 보전 

포함, 탄소 저장량 또는“REDD+”의 강화). 이에 더해 REDD

체제가 이미 보호지역의 효과적 관리 확립 등의 방법으로 보전에 

대해 투자를 하였고, 그 결과 역사적으로 산림벌채, 산림훼손으로 

인한 배출량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던 국가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그러한 국가들의 수요들에 부응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보전에 대한 왜곡된 유인체계의 

발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요하다. 

*UNFCC 교토 과정 청정개발체제(Kyoto Process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에 의거해 상쇄(offset)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조림 및 재조림 프로젝트 

뿐이며, 이는 기존 산림들에 대한 보호는 이 체제의 범주에 속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2007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13차 UNFCC 

당사자국회의(COP: Conference of Parties)에서 교토과정을 대신한 방식들로 

방지된 산림벌채 및 훼손으로 인해 감축된 배출량에 대한 보상메카니즘을 

개발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이러한 상황은 변화하게 되었다. REDD 실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여전히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이탄지, 해초지 등의 일부 

담수 및 해양 생태계를 포함한 기타 천연 탄소 저장지들은 REDD의 관할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상태이지만 이 역시 향후 변화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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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일반적으로 일부 분석가들은 REDD 프로젝트에 불량한 

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빈곤한 공동체들이 토지소유권과 자원에 

대한 접근권의 안정성에 손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512, 

513. 산림손실의 상당비율은 빈곤한 농부 등의 생계형 채집자들의 

행동에 기인하며, 이들에게 산림 자원 접근을 차단할 경우 

이들은 대안적 생계유지 수단을 거의 찾을 수 없는 입장이다. 

이 문제들은 투자자들이 가장 안전한 지역에만 REDD 자금을 

투자하도록 유도하여, 정작 가장 문제가 심각한 산림은 수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허점에 대처하기 위한 시스템이 

논의되고 있다. 

일부 운동단체들과 원주민 조직은 이미 REDD가 부국의 에너지 

및 화석연료 소비를 절감하는 대신 최빈국의 희생에 의존하는 

체제라며 그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의문들은 

자발적 체제(예: 기후공동체(Climate Community), 생물다양성 

연맹(Biodiversity Alliance))에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강력한 

사회적 안전장치514,515들과 강력한 정책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상당수 원주민 조직 및 지역공동체들이 이미 

REDD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도 많음을 시사한다. 

우리는 접근법 간에 균형을 찾을 것을 주장한다. REDD 체제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자연산림 거주민에 대해 잠재적으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를 위해서는 REDD가 최대수요자에 대한 

터링 노력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동시에, 불법 벌목 등의 위협요인은 취약한 관리가 수행되고 

있는 수많은 기존 보호지역에서 산림훼손을 낳고 있다. 이들 

보호지역에서 관리효과성 개선은 산림훼손을 경감시켜 산림의 

탄소격리 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보호지역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포함한 대부분의 파괴적 산림 손실과 훼손은 

불법이며, 급속한 산림벌채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들 중 

상당수는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증거들이 있다511. 결국 산림벌채가 이루어질 지역들에 

대한 REDD 투자는 낭비이며, 더욱이 자신감을 저해해 REDD 

체제의 미래 사용기회까지 방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모든 

생태계 관리법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이야기이기도 하며, 

보호지역 내에 대한 REDD 자금의 중요한 사용처 중 하나가 

불법벌목 문제에 대한 대응이라는 가정도 있다. 

국내적 수준에서는 그 자체도 간접적으로 기후변화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이상 돌풍, 산불, 질병 등으로 인한 

돌발적 산림손실에 대처하기 위한 체제들이 필요하며, 이는 몇몇 

구역의 풀링(pooling)을 통해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확률적 사건은 국가적 배출량 감축 목표치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일부 경우에는 몇 개 국가에 

걸쳐 풀링이 필요할 정도의 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예: 

엘니뇨현상이 산불체제에 가져온 변화). 

페루 로레토 지역의 아마존우림 © Brent Stirton/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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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사항 보호지역에 대한 함의

탄소계정
(Carbon 
accounting)

추가성
(Additionality)

REDD 재원은 산림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는 지역에 조성된 신규 보호지역, 또는 독립적 

평가의 결과 식생 손실 또는 훼손이 일어나고 있고 추가적 자원투입이 이를 경감시킬 수 

있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진 보호지역들에만 활용될 수 있다. 

누출
(Leakage)

보호지역 지정이 현재 발생중인 산림손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뿐일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지역공동체의 자원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예: 

목재조림지 등의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의 설립).

영속성
(Permanence)

보호지역은 영구적으로 자연식생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관리의 일환으로 

식생제거가 이루어져야 할 때는 문제가 복잡해진다(예: 산불통제 시 연료 감소를 위해 

화입을 활용할 때 일부 국가에서 이 방식은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사용되며, 보호지역 

외부의 산림에 적용될 것이다). 이러한 손실에 대한 계산을 위한 접근법들은 개발되어 

있다. 

사회적, 환경적 
영향력

이해관계자들과 
협의

보호지역은 갈수록 이해관계자와 협의 과정을 이행하도록 강력하게 요구받고 있다. 예컨대 

이는 생물다양성협약(CBD) 보호지역실행프로그램에 근거하여 신규 지정된 보호지역에 

있어서는 필수조건이다. 이러한 추세는 원주민 공동체에 의한 자체지정 보호지역 숫자의 

증가에 반영되어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 보호지역에 대해 갈수록 생계 저해를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사회적, 환경적 보호장치들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있어 다양한 관리 접근법과 거번너스 적용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IUCN 카테고리 VI 채취보호지역은 생존 수목을 유지하면서 가치가 높은 제품의(예: 

비목재 임업제품) 지속가능한 채취를 가능하게 하며, 이는 산림이 위협에 처해있을 경우 

REDD 프로젝트를 위한 이상적인 시나리오이다. 

고도보전가치
(High 
Conservation 
Value)의 식별

보호지역은 보전가치를 기준으로 선정되며, 적정 지역을 식별하기 위한 도구들은 점점 더 

정교화되고 있다. 

환경적 영향의 
평가

마찬가지로, 물 공급, 토양 안정화, 이상기후에 대한 공동체 보호 등의 측면에 있어서 

보호지역의 환경적 혜택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론이 제시되어 있다. 

장기적 생존능력
(viability)

IUCN의 보호지역 정의는, 보호지역을 여타 지속가능하며 자연친화적 토지이용 형태들과 

구분하는 핵심적 요소로서 보호의 장기적 속성을 꼽고 있다. 

검증 및 인증 검증(Validation) 보호지역의 관리효과성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은 지난 10년간 급속히 

발전해 왔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탄소 관련 사안을 다루고 있으며 (예: 원격감지를 통한 

지피식생 모니터링), 약간의 개발작업이 소요되겠지만 탄소계정을 기존 평가에 통합하는 

것도 가능할 전망이다. 

인증(Certification) 유럽의 PAN 공원 제도나 녹색 생태관광업 제도 등의 보호지역 인증제도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며, 이에 더해 추가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인증제도들도 있다. 일부 보호지역은 

보호지역 내 산림의 인증을 위해 국제산림관리협의회(Forest Stewardship Council) 등의 

기존 제도를 이미 활용하고 있다. REDD 하에서의 탄소계정에 있어서는 어느 접근법이든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REDD 프로젝트 전용으로 개발되고 있는 인증제도들의 

숫자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모든 탄소상쇄 프로젝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부 기술적 사안들(이중계산 방지, 올바른 등록절차 이슈 및 추적)은 본 표에서 다루지 
않음

표 10: 탄소 프로젝트을 위한 WWF의 메타표준 프레임워크(Meta-standard framework)의 요소들과 
보호지역 내의 조건에 대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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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조림, 산림조성과 위기종 보호조치에 대한 투자 등 기후변화 

적응에 필수적인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보상 기능을 수행하는 

강화된 REDD 구상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하다. 이러한 

구상은 생물다양성의 핫스팟과 높은 인구성장률로 인해 개입의 

비용 대비 효과성이 낮은 기타 지역에서 산림벌채와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보호지역은 이러한 

구상을 위해 이상적으로 적합한 검증된 수단이다. 

REDD 시스템에 보호지역을 포함시킬 시의 이점: 산림손실 및 

훼손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산림을 영구적인 개발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인데, 이는 REDD와 상당수 보호지역 

관리모델이 공유하는 철학이다. 따라서 REDD 시스템을 보호 

지역네트워크 내로 도입하는 것은 두 방식의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보호지역은 탄소격리의 측면 

에서 몇가지 이점을 제시하며, 이들은 위에서 설명되었지만 이 

맥락에서 다시 한번 요약 제시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 효과적으로 관리되는 보호지역은(특히 IUCN 카테고리 I-IV 

등 이용을 보다 엄격히 통제하는 보호지역) 통상 산림에 대한 

완전한 보호를 제공하며, 그에 따라 기후 혜택을 최대화하며 

측정 및 계정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한다. 

 ● 대부분의 국가들은 보호지역을 관할하는 법제가 정착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REDD 체제 하의 보호지역 자금제공은 

긴 정치적, 법적 대기기간 없이도 곧바로 기존 프레임워크에 

통합될 수 있다. 

 ●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미 보호지역을 위한 제도적 프레임 

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이에는 관련 정부부처와 연결된 기관, 

보호지역에 대한 합의된 표준, 인력구조 등이 포함되므로 

REDD 적용을 위한 기반사항들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 

이다. 

 ● 대부분의 국가들은 훈련받은 보호지역 인력에 더해 장비, 

자료관리체계, 컨설팅 절차 등의 관련 역량을 갖추고 있다

(다만 역량 수준이 낮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이들의 개선이 

REDD 자금의 잠재적 사용처이기도 하다). 상당수 국가들은 

시행 과정을 도울 관련 NGO들도 갖추고 있다. 

 ● 보호지역은 통상 토지소유권 합의들을 이끌어내고 법제화 

하기 위한 체계들을 갖추고 있는데, 이는 이미 REDD의 핵심 

요건으로 제시된 바가 있다. 

 ●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열대 산림들은 탄소저장량이 높을 

가능성이 큰데 이들은 이미 상당수 보전전략의 초점이 되고 

있는 상태이다516. 

 ● 보호지역의 관리효과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법의 개발은 

이미 상당히 진척되어 있으며517, 이들 기법은 상당수의 

경우 완전히 새로운 능력의 집단을 개발하지 않고도 약간의 

수정을 거쳐 탄소계정에 활용될 수 있다. 인증체계 역시 

개발중이다518. 

 ● 보호지역은 6가지 IUCN 관리 카테고리에 요약되어 있는 

광범위한 관리접근법과 거버넌스 형태을 포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다양한 사회적, 환경적 조건에서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도구이다. 

 ● 생태지역 보전 계획, 국가적, 지역적 수준의 보호지역 격차 

분석519, 기타 광범위한 기획구상 등 기존에 수행된 작업들은 

사회적 혜택을 최대화하는 프레임워크 내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도록 보장하는 충분한 사회적, 환경적 안전장치들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산림손실의 중지는 현재로서 잠재적 

REDD 기금의 최우선적 사용처이다. 그러나 보호지역 완충지 

스탠포드 대학에서 수행된 워크샵 결과: 
아마존 내 보호지역 및 원주민 거주지의 탄소 
격리 잠재력 

탄소저장고 지도, 향후 토지이용 변화 모델, 보호지역 및 
원주민 거주지의 위치 및 관리 정보를 혼합하면 REDD에 
대한 보호지역과 원주민 거주지의 영향력을 추산할 수 
있다. 이렇게 이루어진 한 연구는 보호지역과 원주민 
거주지가 브라질 아마존 안에서만 2050년까지 약 
670,000km2의 산림벌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였으며, 이는 80억t의 탄소배출량 감축 효과를 
대변한다527. 위치 또한 중요한 요소였다. 즉, 높은 
산림벌채 위험에 처한 지역에 위치한 보호지역과 원주민 
거주지들이 배출량 감축 잠재력도 그만큼 높았다. 

보호지역과 원주민 거주지들은 개발 중인 REDD 프레임 
워크들 하에서 배출권을 부여받을 수 있겠지만,“추가 
적”배출 감축량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즉, 탄소저장량 
자체는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배출권들은 
현재 산림벌채가 진행중인 장소들에 새로이 지정된 보호 
지역이나, 관리를 개선하여 산림벌채 및 훼손을 감소시킨 
기존 보호지역에 부여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브라질은 
비상쇄 원칙을 선호하나(아마존 기금) 시장 기반 접근법도 
허용될 수 있다. 페루는 보호되는 지역에 직접적인 혜택 
을 제공하는 프로젝트 기반 상쇄를 허용한다. 스탠포드 
대학 워크샵에서는 페루, 볼리비아, 브라질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4건의(3건은 보호지역, 1건은 원주민 거주지 
에서 진행) REDD 프로젝트들이 다루어져, 이러한 시스템 
을 활용한 REDD 프로젝트의 잠재력과 난점을 보였다. 

워크샵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 원주민 거주지와 보호지역은 REDD 프레임워크를 
위한 매력적  선택지가 될 수 있으며, 측정, 보고, 
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MRV: Measurable,  
Reportable, Verifiable) 산림벌채를 감소시킬 수 
있다. 

 ● 효과는 위치, 자금, 법제 등과 탄소가 현재 취약한 
상태인지에 따라 가변적이다. 

 ● 보호지역과 원주민 거주지들의 자금부족과 관리 
부재(Paper Park)로 인해 이들 장소에서는 계속적 
으로 배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 REDD 프레임워크는 국가 기준치에 대해 상대적으로 
배출량 감축 관련 보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 원주민 거주지 및 보호지역은 배출량 감축 효과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 REDD 자금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신규 보전지역의 
지정과 기존 보전지역의 관리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출처: WW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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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한 신규 보호지역 지정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보호지역은 기후변화 적응, 위기종 보호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환경혜택을 창출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 보호지역이 REDD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할 시, 생물 

다양성협약(CBD)의 보호지역실행프로그램 등과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형성됨으로써 리우환경협약(Rio conventions)

과 기타 국제기구들 간의 시너지가 증가할 것이다520. 이는 

각국이 환경보호와 기후변화와 관련한 복수의 합의에 부응 

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 상당수의 보호지역은 추가적인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본 보고서의 제2장에 관련 논의가 있음). 

보호지역을 REDD와 함께 활용 시 봉착하게 될 수 있는 한계점: 

보호지역은 REDD에 동반되는 도전과제 중 상당수를 공유한다. 

불합리한 계획 또는 시행이 이루어진 보호지역은 강제적 

재배치와 전통적 자원에 대한 접근의 부정 등의 결과로 빈곤을 

증가시키고 해당 지역 인구의 안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521. 불법벌목과 화전 등은 일반적인 경관 뿐 아니라 보호지역 

내에서도 발생한다. 상당수의 보호지역은 체계와 현장 수준에서 

비효과적 관리를 받고 있으며, 그러한 구역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522. 이 사안들에 대응하기 위한 도구, 기법, 

절차들이 존재하며, 모범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REDD 체제는 

그들의 적용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추가성의 측면에 있어 구체적인 REDD 관련 의문이 존재 

하는데, 이는 탄소 상쇄 프로젝트로 인해 창출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중 프로젝트 부재시에도 이루어졌을 감축량에 대해 

추가적인 감축량이 얼마인지이다. 보호지역이 이미 설치되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REDD 투자를 수행하는 것이 큰 혜택을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보호지역에 대한 REDD 

자금지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만 적용 가능할 가능성이 크다: 

 ● 보호지역이 산림손실 또는 훼손 위험에 처한 지역에 신규 

조성되고 있다. 

 ● 보호지역이 자원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독립적 평가를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지표식생, 산림의 질 저하를 겪고 

있다. 

 ● 대안적, 장기적 자금원이 존재하지 않으며, REDD 

 ● 자금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산림벌채가 증가할 가능 

성이 크다. 

 ● 보호지역에 대한 REDD 지원이 없을 경우 왜곡된 유인체계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예: 자연산림을 조림지로 전용하거나, 

압력을 받고 있는 산림에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모범적인 

보전정책과 강력한 환경적 거버넌스 기록을 갖고 있는 

국가에 패널티를 주는 경우)

 ● REDD 지원금이 장기적 산림 보전을 장려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변 공동체의 개발 및 생계를 지원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여전히 보호지역과 관련하여 해결할 사안들이 몇가지 남아있다. 

현재 덜 엄정한 시스템 하에서 산림을 보호하고 있는 지역을 

완전한 보호지역으로“업그레이드”할 시에도 REDD에 해당 

가능할까? 이러한 경우의 예시는 보전림을 보호지역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 역량개발의 경우에는 상쇄도가 어떻게 

계산되어야 할 것인가? REDD 프로젝트는 산림에 국한되어야 

하는가? 이탄 등 기타 식생종류의 보호 및 복원 역시 산림 이상의 

탄소를 저장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사회적 공평성과 환경적 성공의 보장

WWF는 잠재적 REDD 프로젝트들이 효과적이며 사회적 

공평성을 가지도록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 단계를 제시하였다523. 

올바른 적용은 성공과 REDD 상쇄 체제들의 대중적 수용을 위한 

전제조건일 것이다524. 표 10에는 이들 단계를 프레임워크로 놓고 

각각의 보호지역에 대한 함의들이 제시되어 있다. 

이동 중인 탄자니아의 얼룩말  © Sue Stol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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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지역은 국가적응전략 내에서 REDD를 시행하기 위한 실효성 있고 실용적인 도구를 
제공한다. 보호지역은 REDD 제도에 대해 현재까지 제기된 비판의 일부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며, 이러한 잠재력을 최대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개발 및 
수정사항이 요구된다: 

추가성 및 누출: 보호지역 프로젝트에서 추가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과 보호지역 생성 및 
관리의 측면에서 추가성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의 범주를 명시적으로 제시한다. 광범위한 
평가방법 등 배출량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메카니즘들의 기술한다526. 

영속성: 기업의 보호지역과 원주민 및 공동체 보전구역 등 비국가 보호지역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메카니즘을 설명한다. 

이해관계자 협의와 적극적 참여: 원주민 및 지역공동체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 및 이들의 
보호지역과 관련한 REDD 제도에 대한 참여의 최저수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환경적,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평가: 환경적 서비스, 빈곤경감, 인류의 안녕과 관련한 기타 
사회적 사안의 측면에서 REDD 프로젝트가 제공하는 추가적 혜택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을 제시한다. 

검증 및 인증: 탄소계정이 어떻게 기존 관리효과성 평가에 통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규명한다. 인증과정을 보호지역에도 적용하고 탄소계정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SOLUTIONS

기후변화의 측면에 있어서의 잠재적 혜택은 산림의 종류, 

연령, 토양, 식생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특히 가치가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은 지하에 저장된 탄소량이 수목에 저장된 

탄소량을 압도하는 동남아시아의 이탄산림525, 또는 열대산림과 

같이 높은 생물량 수준을 갖는 산림방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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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역 설계, 관리, 거번너스에 
대한 기후변화 함의
보호지역은 자체적으로도 기후변화와 관련한 수많은 문제들에 당면해 있다. 앞 장에서는 
일부 핵심 위협을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기후변화 진행 전망과 회복력 발전 원칙이 보호지역 
설계 및 관리에 명시적으로 포함될 경우 보호지역 시스템은 이들 압력요인의 상당수를 
극복하고 가치 및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결론내려졌다. 

현재로서 대부분의 보호지역 시스템은 미완성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불충분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도 많다. 기후변화의 증가하는 영향력에 대응하거나, 보호지역의 완전한 
잠재력을 펼칠 수 있기 전에 이 문제들이 먼저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생물다양성 보전, 생태계서비스 유지,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기여함에 
있어서 보호지역의 효과성을 유지하기 위한 적응행동이 몇 가지 제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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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상실할 것으로 예측된 조류종은 7~8종에 불과하였다
530. 이와 비슷하게 실제가 아닌 이상적인 보전지구 네트워크를 

설정하여 유럽산 1,200개 식물종에 대해 수행된 한 연구는 2050

년까지 유럽 내 식물종의 생물기상학적 분포범위가 이론적으로 

6~11% 손실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531. 

이 연구들은 기후변화의 영향력만을 독립적으로 고려하면서, 

생태적 대표성이 있으며 모범적 관리가 이루어지는 보호지역 

네트워크에서 기후변화 외에 생물종을 위협하는 요인이 없다고 

가정하였다. 또 하나의 연구는 멕시코, 남아공 케이프 식물구

(Cape Floristic Region), 서유럽의 세 지역에 대한 분포 모델링을 

적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완성된 보호지역네트워크를 가정했을 

때 케이프 식물구에서는 78%의 생물종이 미래 분포범위의 대변 

목표치를 달성하였고, 멕시코에서는 89%가 완전 대변되었으며, 

유럽에서는 그 수치가 94%였음을 보였다. 그러나 가정 속의 

보호지역 시스템이 아닌 현재의 보호지역 시스템을 평가하였을 

때는 생존의 위기에 처하는 생물종의 수가 훨씬 늘어났다 532. 

실제로는 이와 같이“완성된”보호지역 시스템의 숫자는 매우 

적다. 한 전세계적 분석은 포유류의 6~11%와 양서류의 

16~17%가 불충분한 보호를 받고 있는“공백 생물종”인 것 

으로 추산하였으며, 위기종에 대해서는 이 수치가 더욱 높았다533. 

따라서 현재로서는 보호지역 시스템이 완전한 대표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이상기후현상이 더욱 잦을 것으로 예측되는 

북반구에 보호지역이 편중되어 있으므로 기후변화가 기타 

지역에 비해 보호지역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질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534. 예를들어 한 연구는 캐나다의 보호지역 중 37~48%

가 기후변화로 인한 육지 생물군계 종류에의 변화를 겪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기도 하였다535. 

이런 발견은 기후변화 하의 미래 추세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 

이다. 그러나 기후 완화 및 적응이 상당부분 의존하는 생태계 

서비스의 유지와 생태계 회복력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생태계 

회복력의 유지에 있어 중요한 요소에는 자연생태계의 근원적 

구성, 구조, 기능의 유지가 있다고 가정할 것이다. 

도전과제
현장의 관찰에 근거한 기후변화 모델링 연습은 생태계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평가의 기본이 된다. 변화는 어디에서나 기대되고 

있지만, 가장 취약한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에는 가뭄, 산림 

줄기마름병(dieback), 산불 등으로 위협받고 있는 아마존 구역, 

일부 아한대 산림, 그리고 산림 침입의 위험에 처한 극지 툰드라 

등이 있다528. 일부 지역에는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변형적 영향 

력을 끼칠 영향이 크며, 이는 극단적인 멸종 위험성과 생태계 

기능 및 생태적 과정에 대한 대규모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국제자연보호협회(TNC) 소속 연구원들은 생태지역적 수준에서 

기후관련 잠재적 식생 변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1990~2100년 사이의 전세계적인 비결빙지역의 34%에 

걸쳐 나타나는 잠재적 식생 변화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면적은 아프리카에서는 평균 24%, 유럽에서는 평균 

46%에 달했다529.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적용된 기후모델은 

이들 국가의 남부와 서부의 서큘런트 카루(Succulent Karoo)와 

나마 카루(Nama Karoo) 내의 대규모 지역들과 핀보스(fynbos) 

생물군계의 일부가 현재 남아공에 전혀 출현하지 않는 생태계인 

건조한 사막적 조건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였다. 

2050년까지는 핀보스 생물군계의 51~65%가 손실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예측에 활용된 생물기후학적 모델과 시나리오에 

근거할 때, 토착종 프로테아과 관목(Proteaceae) 중 10%는 

손실이 유력한 생물군계 내 지역들에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상태 

이다. 

위치가 고정적, 고립적인 보호지역은 특히 큰 취약성을 가질 

것으로 생각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실제의 모델링과 현장관측은 

엇갈리는 결과를 제시한다. 상당수의 개별 보호지역은 서식지 

및 생물종 손실을 겪을 가능성이 크지만, 잘 설계된 보호지역 

시스템은 기후변화를 상당히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증거도 

발견되고 있다. 한 연구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모든 번식기 

조류의 분포에 대한 변위를 모델링하였고, 그 결과 아프리카의 

중요조류서식지(IBA: Important Bird Area)에 걸친 생물종 회전

(species turnover) (지역적 멸종 및 여타 생물종으로의 대체)은 

2085년까지 전체 IBA의 42%에서 중요 조류종의 절반 이상에 

적용되겠지만, 전체 중요지역망에 걸쳐서는 중요 조류종의 

88~92%가 현재 분포 중인 IBA 중 한 곳 이상에서 적정한 

서식지를 찾을 것이라는 예측이 도출되었다. 적정 서식지를 

보호지역에 대해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기후변화 영향
KEY MESSAGES

복수의 연구결과들은 보호지역 시스템이 미래의 기후변화를 고려하도록 설계되고, 회복력 
형성 원칙을 도입하며, 완전한 생태적 대표성과 모범적 관리를 갖출 경우, 온건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하에서는 생물다양성 지속의 차원에서 상당한 수준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런 조건이 항상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기후변화 영향력에는 서식지 손실, 개별 생물종을 위한 적정 생존조건의 손실, 낮은 
연결성 수준, 외래종으로 인한 압력, 산불 등 교란 시스템의 변화, 이상기후 현상, 기후변화 
영향력으로 인한 인간 거주지 및 자원 사용의 압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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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들은 모두 이들 생태계에 적용될 적응조치와 그에 

의존하는 지역공동체 및 생계에 대해 상당히 큰 함의를 가진다. 

특정 생물종을 위한 기후조건의 상실: 이미 생물종의 개체군, 

생활사, 분포범위, 종구성 등의 변경사항은 기후변화 영향력 

으로 이루어진다는 증거들이 제시되어 있다540. 기후변화에 대한 

생물종의 대응 양식에는 세 가지 종류가 관측되고 있다: 1) 생물종 

은 특히 고지대, 극지대를 향하여 이주함으로써 동일한 분포 

면적을 유지할 수 있을 때 이주한다; 2) 생물종은 자신들에게 

친화적인 기후환경을 만났을 때 개체수가 증가한다. 3) 생물 

종들은 제한적 이주 가능성, 분포의 제한성, 적정 생존조건을 

만족하는 지역의 면적 감소 등으로 인해 개체수가 감소한다541. 

생물종의 새로운 분포범위가 보호지역 밖으로 이동할 경우 그 

취약성이 증가한다. 예를 들어, 멕시코의 테우아칸-쿠이카틀란 

생물권 보전지역(Tehuacán-Cuicatlán Biosphere Reserve)
에서 수행된 연구들은 기후변화가 희귀 선인장 종류들을 위한 

적정 서식지를 현재의 보전지구 경계 밖으로 이동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한다542.

현장 관측결과 역시 이 이론의 예측을 검증하고 있으며, 생물종은 

이미 기후변화로 인해 분포범위가 변화하고 있다543. 143개 연 

구를 대상으로 수행된 한 메타연구는 연체동물과 풀부터 포유류와 

수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물종이 일관적인 온도 관련 변위를 

보호지역에 대한 영향력
아래에서는 개별 보호지역 또는 보호지역 시스템에서 현재 

연구되고 있는 구체적 영향력 중 일부에 대한 세부사항이 

제시되어 있다. 

서식지 손실: 이는 특히 해안 지역과, 적설 및 빙하의 상실이 관련 

생물종의 상실로도 이어질 산지에서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다536. 

예를 들어, 1938년 이래 미국 체서피크만에 위치한 블랙워터 국립 

야생동물 보호지역(Blackwater National Wildlife Refuge) 늪지의 

1/3이 소실되었고, 상당수 조류의 동계 서식지를 제공해주는 이 

늪지의 나머지 구역들은 대규모 변동에 노출될 전망이다. 이러한 

손실의 절반 정도는 대수층(aquifier)으로부터의 추출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되지만, 나머지는 해수면상승이 원인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537. 장기적으로도 해수면상승률이 연간 3mm를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진 한 모델링에 의하면, 이동성 물새

(migratory waterfowl)를 위해 관리된 서식지의(고층늪지; high 

marsh) 면적은 2050년까지 상대적으로 변함없이 유지되다가, 

이후 조간대 늪지로 완전히 변환된다. 인도와 방글라데시의 

순다르반스 맹그로브 숲은 폭풍에 대비한 완충지로서 고도의 

가치를 가진다. 그 역할은 계속적으로 위협에 처해 있는데, 그 

원인은 처음에는 산림벌채로만 알려졌지만538, 이제는 해수면 

상승과 그에 따른 염도변화가 자연적 재생능력을 저해하고 보호 

대상 맹그로브 숲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539. 

러시아 연방 캄챠카 주 나리체보 자연공원의 자작나무로 뒤덮인 산 능선 © Darren Jew/WWF-Ca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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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이 기간동안의 평균 하계 기온이 과거 

40년에 비해 평균 0.6℃ 높았다. 그 결과 4개 생물종의 풍부도는 

31~65%까지 감소하였으며, 풍부도는 증가한 생물종은 없는 것으 

로 나타나, 고지대 생물종의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절멸에 대한 

예측과 일관된 변화를 보였다546. 

각종 관측결과는 열대 산지 운무림이 구름 감소 및 온난화로 인해 

고도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시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특히 양서류에 대해548, 심각한 영향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547(양서류 생물종들은 전세계적으로 감소 추세 

이다549). 1986~1987년에 발생하였던 엘니뇨 및 남방진동으로 

인한 가뭄과 관련한 기후변화들은 코스타리카의 모범적으로 

관리되는 보호지역인 몬테베르데 운무림에서 양서류 손실을 

야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550. 예를 들어, 이 지역에서 황금 

겪고 있음을 보였다544. 또한, 1700개 생물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이와 흡사한 한 연구 역시 기후변화 예측을 재인하면서 평균적 

으로 10년에 극지 방향으로 6.1km의 분포범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545. 

평균기온이 상승하면서, 상당수 생물종의 최적 서식지는 고지대 

및 고위도 지역으로 이동할 것이다. 이동할 고지가 없거나 생태계와 

생물종의 적응이 불가능할 정도의 속도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을 시에는, 직접적 개입이 없을 경우(예: 생물종들의 인위적 

재배치) 지역적 생물종 소실, 또는 전세계적인 멸종이 발생할 

것이다. 분포범위의 극단에 위치한 생물종들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미국의 글레이셔 국립공원(Glacier 

National Park) 내에서 분포범위의 남쪽 끝에 위치한 7종의 극지 

관다발식물에 대해 1989~2002년 사이에 나타난 변화에 대해 

방글라데시는 다양한 자연적 위험요인에 의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며573, 기후변화의 영향력에 대해 가장 취 

약한 국가이기도 하다574. 보통의 홍수(barsha)는 매 해 방글 

라데시 면적의 30% 가량에 영향을 끼친다. 인간 거주지들은 

범람에 잘 적응되어있으며, 이러한 경우의 홍수는 토양 비 

옥화와 어류 산란지 제공 측면에서 큰 혜택들을 제공한다. 

반면 비정상 홍수(bonya)는 방글라데시 총 국토면적의 50% 

이상을 침수시킬 수 있으며 매우 파괴적이다575. 전세계적인 

기후모델 분석은 향후 100년간 아시아의 우기(monsoon) 

중의 강수량이 5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방글라데시의 홍수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576. 

자연서식지에 의해 제공되는 생태계서비스가 환경 훼손으로 

인해 사라지면서, 그를 대신할 기반시설이 개발되어왔다. 20세기 

후반기에는 방글라데시의 저지대를 조수범람, 염수침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해안가 제방이 건설되었으며, 이 제방 뒤의 

토지는 매우 높은 가치를 가지는 농지로 전용되었다. 그러나 

이들 제방은 과도한 강우나 하천범람 후에 제방 건너편 토지의 

담수의 배수를 차단한다. 이에 따라 예측되는 수준의 해수면 

상승이 일어날 경우, 폭풍해일의 증가 시 염수가 제방을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OECD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린다:“기후변화는 해안가 홍수에 있어 이중의 타격을 가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현재 제방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지역의 

경우 피해가 극심할 가능성이 있다”577. 

물론 방글라데시에도 자연적 위험요인의 영향력을 완화할 수 

있는 자연서식지들이 존재하고 있다. 순다르반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맹그로브 숲으로서578, 세계자연유산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방글라데시 내 총 자연림의 43%를 차지하고 있다579. 

이 맹그로브 숲은 350만 명의 인구가 최저생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며, 동남부 방글라데시에서는 사이클론으로부터 보호 

역할을 하고 있다580. 맹그로브의 광범위한 뿌리체계는 습지와 

해안가를 안정화하는 과정을 도우며, 파고가 4m를 초과하는 

폭풍파의 충격을 흡수하여581, 맹그로브가 고르게 분포하는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폭풍 및 파도로 인한 피해를 

덜 겪도록 한다582. 

그러나 산림벌채로 인해 맹그로브 숲의 너비는 급격히 감 

소하고 있으며583, 지난 50년간 맹그로브 숲의 50% 가량이 

손실되었다584. 순다르반스 생태지역의 세계유산 지위에도 

불구하고, 그 중 엄정하게 보호되는 지역의 비율은 15%에 

불과하고, 생태계 기능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갖춘 

구역은 Sajnakhali 야생동물 보호지역의 단 한 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방글라데시의 보호지역은 적절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수준의 훈련과 헌신을 갖춘 인력과 기반시설도 

부족하다585. 

인명과 생계 손실의 측면에서 가장 큰 재난이 되는 홍수는 

만조와 동시에 대규모 사이클론이 접근할 때의 해안가에서 

발생한다586. 이러한 사건이 발생 시 인명손실은 끔직한 수준으 

로, 홍수피해를 입는 인구는 항상 수백만 명에 달한다. 

맹그로브 완충구역의 효과성은 2007년의 Sidr 사이클론 이후 

강화되었다. 이 사이클론의 경우, 순다르반스가 대부분의 

피해를 흡수하여 해당 지역 거주민들을 최악의 사태로부터 

구해냈다. 즉, 맹그로브 나무들의 빽빽한 배치가 폭풍과 

해일의 강도를 모두 감소시키는 것에 성공하였다587. 

방글라데시의 저지대는 대부분의 다른 국가에 비해 홍수에 취약하며, 기후 예측은 이 지역에서의 홍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맹그로브의 자연적 보호기능은 지금까지 폭풍 피해를 완화하는데 상당한 
효과성을 보였지만, 방글라데시의 자연 맹그로브 숲인 순다르반스 중 효과적인 보호가 이루어지는 지역의 
면적이 증가하여야 필수적 생태계서비스들이 계속하여 기후변화 영향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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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비(Bufo periglenes)와 할리퀸독개구리(Atelopus varius)은 

완전히 소실되었으며551, 기타 4개 개구리종과 2개 도마뱀종도 

개체군 크기 급락을 겪었고, 연구 대상지 중 30 km2 구역에 대한 

상세한 조사 결과 동시기에 50여개 개구리종 및 두꺼비종 중 20

개가 소실된 것으로 밝혀졌다552. 이에 더해 벌새종의 분포 및 

풍부도 역시 연구 대상 보호지역 내에서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도 

발견되고 있다553. 

미국의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수행된 한 연구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수치가 2배로 증가할 겨우, 현생 포유류종 중 평균적으로 8.3%가 

소실될 것이고, 빅벤드(Big Bend) 국립공원과 그레이트스모키산맥

(Great Smoky Mountains) 국립공원에서 가장 큰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각각 20.8%와 16.7%) 전망하였다. 이러한 영향력은 

식생종류에 대한 예측된 변화에 기인할 것이다. 대부분의 포유류가 

영향을 받을 것이며, 유제포유류는 예외가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생물종이 현재의 지리적 위치 근처에 안정적으로 머무 

르면서 분포범위를 북방으로 확장해 나갈 것이다554. 이러한 예측 

중 일부는 캘리포니아의 요세미티(Yosemite)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소규모 포유류에 대해 백 년 이상 수집된 자료를 비교하여 도출한 

관측에 의해 뒷받침된다. 연구 대상 28개 생물종 중 절반은 평균 

적으로 500m 높은 고도 지점으로 이동하였다. 일부 고지대 서식 

생물종은 위협에 처해 있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고도구배의 

보호 덕분에 다른 생물종이 이주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상태이다555. 이러한 변화들은 멕시코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종에 대해 이루어졌던 한 예측 연구와 일관되는데, 이 연구 

에서는 멸종이 상대적으로 적게 예측되었던 반면 분포범위의 

급격한 축소와 높은 생물종 회전율(전체 생물종 중 40% 이상)이 

보고되었었다556. 

포유류 개체군 크기에의 변화는 식량의 가용성과 연결지어지는 

경우가 잦다. 예를 들어 마다가스카르의 라노마파나(Ranomafana) 

국립공원에서는 1986~2005년 중의 겨울이 1960~1985년 중 

의 겨울보다 건조하였으며, 이에 따라 과일 생산이 감소해 여우 

원숭이(lemur)의 생존율도 낮아졌었다557. 

산지 생태계는 기후변화에 특히 민감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스코틀랜드 고원에 위치한 3곳의 국립자연보전지구에 대해 

이루어진 한 연구는 다양한 공동체 형태을 대변하는 31개 

생물종의 분포모델을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모든 생물종에 걸 

쳐서 분포와 기온 간의 관계가 존재함이 발견되었으며, 모델링 

결과 저조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전제하더라도 극지고산 공동 

체들이 상당한 생물종 회전을 겪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예를 들어 

영국 고원에 고유한 생물군집 형태인 Racomitrium-Carex 이끼 

군집(moss-heath)은 여타 생물군집들이 고지대까지 분포범위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기후공간을 잃을 것이다558. 2008년 

11월 국제통합산악개발센터(ICIMOD: International Centre for 

Integrated Mountain Development)의 주최로 개최된 국제산악 

생물다양성회의(International Mountain Biodiveristy Conference)

에서는 수직적 고도상승으로 인해 기온, 습도, 일사량에 대한 매우 

작은 변화도 고유 동·식물종의 분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 

이라는 사실이 지적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역공동체의 고도로 

특정화, 지역화된 자원 사용 양상에 대한 영향력이 수반될 

것이라는 사실도 언급되었다559. 

새로운 압력요인: 이러한 변화들은 보호지역에 대해 새로운 관련 

압력요인을 유발할 것이다. 예를 들어 습지에서는 신규 생물종의 

유입으로 인해 기존의 경쟁적 상호작용과 영양동태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560. 비슷한 수준의 심각성을 갖는 또 하나의 위협 

요인은 기후변화로 인해 확산될 질병 및 병충해 종들의 급속한 

변화이다. 기온 변화는 곤충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예컨대 

온대지역에서는 온난한 기후조건이 동계의 생존률을 높이고 

하계의 기간을 연장하여 곤충 성장 및 번식을 증가시킨다561. 미국 

에서는 반델리어 국립 자연기념물(Bandelier National Monument)

에서 고온과 가뭄으로 인한 나무좀(bark bettle)이 횡행하고 

고지대로 확산하여 소나무(Pinus edulis)들이 폐사하고 있다. 

나무좀은 또한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영양분이 풍부하여 회색곰

(grizzly bear)의 주식인 흰껍질 소나무(Pinus albicaulis) 열매를 

급감시키고 있기도 하다562. 기후변화로 인한 외래종 증가가 

미국의 소노라 사막(Sonoran Desert)에서 선인장을 파괴하는 

고온의 산불에 연료를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563. 

핵심 생물종의 소실: 몇 개의 이동성 생물종에 대해서는 이미 

인도네시아 서파푸아 쎈드라와시만(Teluk Cenderawasih) 해양보전지구 내 케풀라우란리아우(Kepulauan Riau) 군도의 소규모 이초(patch reef)  

© Ronald Petocz/WWF-Ca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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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대표성을 갖는 보호지역네트워크 완성: 보호지역 시스템이 계속하여 어느 정도 
효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완성, 생태적 대표성 확보, 회복력 강화를 위한 선택사항 
등을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연결성 촉진: 보호지역 시스템이 유전적 상호교환을 위한 완충지역, 생물이동 통로, 디딤돌
(stepping stones) 등을 통해 생태적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효과성 강화를 위한 개선조치: 기후변화는 인간의 자연이용에 따른 기존의 압력요인과 함께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하에서 자원사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확보될 시, 관리자들이 보호지역에 대한 기후 영향력을 예측하는 것을 도울 수 있고, 
생태계 온전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자원 사용 접근법을 수정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는 과정을 수월하게 만들 수 있다. 

상반관계의 존재를 인정: 각 지역별로 영향력의 규모는 상당한 비대칭성을 갖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기후변화가 자연생태계를 변화시키는 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현상유지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보호지역 내의 생태계 온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응 조치의 비용 및 혜택은 성공가능성의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보호지역관리를 적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집중시킬 지점을 정하기 위한 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SOLUTIONS

기후변화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연구의 

결과에서는 생물종이 지난 수 십년간 기후변화에 반응하여왔다는 

상당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북반구와564 호주에서565 이루어진 

연구들은 조류의 번식지 도래시기가 조기화되고 떠나는 시기는 

늦춰지는 공통적인 추세를 규명하였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경계에 위치한 람사르 보호지인 콘스탄스 호수(Lake 

Constance)에서는 겨울 기온이 상승하였던 1980년과 1992년 

사이에 장거리 철새의 비율이 감소한 반면 단거리 철새 및 

거주개체군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온난한 겨울 기후가 장거리 

철새들에게 특히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566. 

식물군 역시 기후변화에 의해 영향받고 있다. 유럽의 알프스 

산맥에서 관측되는 기후 온난화는, 일부 식물종이 10년에 1~4m

의 속도로 상승이동을 하고 일부 고지대 생물종이 소실되는 

현상과의 연관성을 가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에 따라 기후 

온난화가 스위스 국립공원 등의 보호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요인으로 인식되게 되었다567. 사우디 아라비아의 아시르 

고원(Asir Highlands)에 위치한 Juniperus procera 삼림지대는 

기후변화로 인해 광범위하게 축소되고 있다568. 미국에서는 

조슈아트리 국립공원(Joshua Tree National Park) 내의 조슈아 

나무들이 소실될 위기에 처했다. 연구자들은 기후 온난화로 인해 

조슈아 나무(Yucca brevifolia)들이 공원 내에서 생존하기 힘들 

다고 예측하고 있다569. 

이상기후: 기후변화는 생물종의 점진적 변위를 야기할 뿐 아니라 

생태계 기능에 영향을 끼쳐 가뭄과 산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영국의 피크디스트릭트(Peak District) 국립공원에서는 평균 

연중기온이 3℃ 가량 상승하였는데, 그 결과로 토양의 습도와 

통기성이 감소하고, 이탄토양이 산성화되어 식생종류가 대습원

(blanket bog)에서 건조한 황야(heath)와 산성 초지로 대체되어 

대습원의 면적이 25% 가량 감소할 가능성이 큰데, 그러한 경우 

산불 위험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570. 온난한 기후조건은 특히 

호주의 상당수 보호지역 시스템에서 산림의 산불 발생 증가 

원인이다571. 

인위적 압력의 추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력은 통상 인위적 

압력요인과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기후변화 그 자체는 추가 

적인 압력요인으로서, 자원의 과잉개발, 오염, 훼손 등의 영향력 

을 가속화하는 작용을 한다. 예를 들어, 산호초를 대상으로 최근 

수행된 한 연구는 기후변화가 수질 저하와 핵심 생물종의 과잉 

이용 등으로 인한 기존의 지역적 압력요인의 효과를 심화시켜 

산호초를 기능적 붕괴를 향해 몰아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는 현재에 와서는 기후변화가 산호초에 대한 최대 위협 

요인으로 자리잡았다고 결론내렸다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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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성 강화: 보호지역이 여타 보호지역과 더불어 유인체계나 

정책기구 등을 통해 보다 광범위한 육지, 해양 경관 수준에서 유전 

적 연결통로와 생태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관리되는 

토지 및 수역과 연결되도록 보장한다. 

관리의 효과적 이행: 보호지역에 대한 기존 압력요인을 최소 

화하고 그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한다591. 

핵심 서식지 유지 및 복원: 생태적 온전성을 되찾거나 강화하고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복원 기법을 필요에 따라 적용한다592. 

다만, 복원 과정 중에 자연적 교란에 대비하고, 사회문화적 가치를 

고려하며, 기후변화 완화 관점에서는 추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 

심스러운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593. 

유연한 접근법 활용: 보호지역 시스템의 유연성과 그 효과성을 

최대화하기 위한 신규 관리모델594 및 거버넌스안595을 탐색한다.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지지를 확보할 수 있으며, 생물다 

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한 전통적,지역적 지식, 

혁신, 관행들을 지식 보유자의 사전동의 하에 수집, 보전, 보급 

하여 상당수 전통적 접근법이 보전에 대해 갖는 잠재력이 발휘 

되도록 할 수 있다596. 

역량개발: 기후변화 조건 하에서 보호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과 지식을 기르고, 보호지역을 보다 광범위한 기후 

변화 완화, 적응 노력에 통합시키기 위해 관리방법을 수정한다. 

양질의 정보에 투자: 급속히 변화하는 환경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보호지역 관리자와 지역공동체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보 

장하기 위해 연구를 추진한다. 

 

주변 경관 및 공동체에게 보다 큰 역할 수행: 교육, 변화하는 

조건 하에서의 관리에 대한 조언, 긴급대응, 공동체 서비스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4장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보고서에 제시된 기회들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호지역 계획 및 관리가 발전하여야 한다. 

즉, 1) 보호지역 시스템들은 확장 후 대규모 자연구역의 일부로 

통합되며, 보호지역은 가능한 기후변화에 대한 완전한 지식 및 

고려를 전제하여 선정 및 지정한다; 2) 기존 보호지역은 기후변화 

조건 하의 역동적 환경에서의 현재적, 미래적 보전 가치를 

목적으로 관리된다; 3) 연결성은 보호지역이 보다 광범위한 

육지, 해양 경관의 일부로 완전히 편입되도록 한다; 4)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측면에서의 추가적 혜택은 최대화된다. 보호지역은 

이로써 자연 및 반자연 생태계에 회복력을 조성하고, 그 결과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목적과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기능을 위해 

사용하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이 된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보호지역 시스템과 개별 보호지역에서 

회복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몇 가지 단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들은 일반적 생태계 수준에서 그리고 각 생물종과 유전 

적 다양성이라는 보다 세부적인 차원 모두에서 회복력을 

다루어야 한다. 

일반적 관리 고려사항

기후변화 상황 하에서 보호지역 시스템을 관리하는 인력들은 

계획, 역량, 일상관리 등에 영향을 끼치는 새로운 사안들 및 새로이 

 강조되기 시작한 사안들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들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예측(forecasting): 보호지역의 숫자 및 위치를 결정하고, 각각의 

육지, 해양 경관과의 관계를 결정하며, 미래의 평상(ambient) 기상 

조건; 생물군계에 대한 변화; 중요 생존지역(refugia); 생물종의 

이동을 지원하는데 있어 중요지역 등에 대한 예측을 반영한다589. 

포괄적이며 대표성이 있는 보전체계 개선 및 유지: 특히 효과적 

으로 완충되어있고, 기타 비슷한 보호지역과의 생태적 상호연결 

이 확보되어 있는 핵심적 엄정보호지역의 숫자를 확대하기 위함 

이지만590, 동시에 파도급습 등 변화하는 환경조건에 대비하여 

보호지역 시스템을 정렬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기후변화 상황 하에서의 보호지역 계획 및 관리

KEY MESSAGES

보호지역 시스템이 기후대응과 관련하여 기후 완화 및 적응이라는 잠재적 역할을 완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정과 확장이 필요하며, 특히 계획, 평가, 정책, 훈련의 변화가 요구된다. 
개별 보호지역은 변화하는 조건에 부응하기 위한 적응적 관리를 필요로 할 것이다. 이에 
더해 보호지역 기관은 광범위한 경관 수준에서 주요한 자연자원 관리 조력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를 통해 부문별 적응 및 공동체 기반 적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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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유류와 해안지형에 대한 예측되는 변화들을 수용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지한다601. 

 ● 신규 해안습지 구역의 조성, 신규 식생군집의 조성 등 예상 

되는 범위의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보전 

이들을 최대화 한다602. 

 ● 단편화 방지와 보호지역 간 대규모 연결성의 최대화한다603. 

대규모 자연지역에 대한 적극적 관리를 도입한다(유전적 

상호교류와 외래종의 위험 간의 상반관계로 인해 일부 

구역은 고립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수 있음을 유념). 

 ● 특히 구배 변화가 급격한 경우에 생물종이 분포범위를 신속 

하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대규모 보전생태통로를 조성하여 

그들에 위도적, 경도적, 고도적 구배들이 포함되도록 한다
604. 

계획 - 개별 보호지역

 ● 기온 및 강수량 변화에 대비한 분산이 가능하도록 개별 보호 

지역 내에서 최대한의 고도적, 위도적, 경도적 편차의 

발생을 허용한다. 

 ● 생물종들이 새로운 현장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수 

있도록 보호지역 내에 최대한의 지형적 다양성이 포함되도록 

노력한다 (예: 북향사면과 남향사면, 고도 차이, 계곡).

 ● 가뭄, 산불, 빙하호 붕괴, 하천건조, 외래종 등의 예상되는 

압력요인을 관리계획 단계에서 부터 고려한다605. 

계획 - 완충구역

 ●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연장화에 적합한 농지의 지정606; 

전통적 관리관행으로의 복귀; 어획 허용의 변경607 등의 

공감적 관리 형태를 통해 보호지역 주변지에 완충구역이 

설정되도록 장려한다. 

 ● 보호지역 및 완충구역의 관리를 경관 수준에서의 토지 

이용 계획 및 관리 체계에 연계한다. 이들 시스템은 생태계 

기능 및 회복력을 지속시키기 위해 경관의 전반적인 생태적 

온전성을 확보하고 그를 위해 경제활동을 관리한다. 

회복력이 큰 보호지역 시스템의 계획 관련 정책 및 법제

 ● 지역공동체의 사전동의 하에 복수의 토지보호형태와 관리 

접근법을 적용하여 보호지역의 유지 및 확장에 대한 강한 

정치적 지지를 보장한다. 

 ● 지역공동체, 원주민공동체, 국가적 이해단체, 저영향 관광업

(low impact tourism) 등의 지지적 민간부문 사업체들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 잠재적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제를 마련한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에 대한 생물종의 대응으로 인해 필요할 경우 

보호지역 경계에 대한 유연한 경계설정을 허용한다. 

 ● 위기종, 희귀종에 대한 적절한 현장 외 보전608과 그 일환 

도전과제 1

대표성과 회복력을 갖춘 보호지역네트워크 구성

보호지역네트워크 개발과 관련하여 위에서 열거한 일반적인 

논점들 외에 또 다른 중요한 사안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계획 - 대표성이 있는 시스템의 설계 및 잠재적 신규 보호지역 

선정

 ● 최소한 일부 보호지역은 최대한 넓은 면적을 가지도록 설계 

하며, 중요 서식지 및 공동체 유형에 각각에는 하나 이상의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597. 

 ● 급속하며 자연적인 적응 및 진화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생존 

능력이 있는 생태계 및 생물종 개체군을 유지하도록 시도 

하고, 생존능력이 있는 서식지가 모두 소실될 확률을 낮추기 

위해 각 생물종을 그 분포범위와 변이성(variability) 범위 

전체에 걸쳐 보전한다598. 

 ● 1) 취약 생태계 및 생물종; 2) 모든 규모에서의 기후 생존지역
599 (해양 생물종을 위한 것 포함600); 3) 기후가 안정적일 것 

으로 예측되는 구역 등의 유지에 특별히 중점을 둔다. 

적응 모델로서 보호지역

보호지역은 당면한 관리 사안을 다루는 것 외에도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 교육 및 인식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 

으로써 지속가능한 관리의 원칙의 전형으로서 기능하여야 

한다. 보호지역은 기후변화에 대한 가능한 모든 적응 및 

완화 대응 활동의 예시를 보여야 하며, 이에는 항공기 운항, 

냉난방, 폐기물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화석연료 에너지 

 소비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최소화; 효과적 설계, 

기술, 단열의 활용; 재생가능한 에너지원588의 활용 최대화; 

재활용; 소비하는 제품들에 대한 생산 전과정 평가(Life  

Cycle Assessment) 시행; 보호지역 접근 시 대중교통  

활용을 용이하게 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많은 경우 보호 

지역은 지역공동체에게 기상패턴, 자원관리 대응, 기후 

변화 적응에 필요한 능력 및 지식 등의 주제들과 관련한 

정보,자원들과 더불어 성인과 아동을 위한 교육자료 및  

시설 등을 제공하는 등의 보다 광범위한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보호지역은 많은 경우 기상, 생태적 기준치, 

변화하는 조건, 새로운 위협요인 등에 대한 지역 내의 

유일한 정보원이다. 또한, 적응전략이 적극적으로 시행될  

경우, 보호지역은 관리대응에 대한 실무경험의 주요 

원천으로서도 기능할 수 있다. 개별 보호지역 관리팀은 

이런 방식으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기후조건 하에서의 

자연자원 관리 관련 지식 및 능력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접근의 매개체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보호지역의 

중요성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강조는 추가적인 자원 투자 

필요성과 더불어, 관리 접근법 및 인력에 대한 기대치 등에 

있어서의 패러다임 전환이 유력함을 암시한다. 



95보호지역 설계, 관리, 거번너스에 대한 기후변화 함의

관리접근법, 보다 광범위한 연결성 등과 관련한 사안에 있어 

협력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한다.   

개별 보호지역 구조 변경

 ● 경계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변화하는 환경조건에 비추어 

이들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한다(예: 보다 

다양한 고도적 구배 또는 해안가 보전지구보다 내륙의 

구역들을 포함시키기 위한 변화가 필요할지).

 ● 가능한 모든 곳에 보호지역 주변지에 완충지역을 조성하 

고621, 이들 지역의 자연자원이 인간 공동체의 생계에 기여할 

수 있는 보다 지속가능한 관리형태들을 장려하고, 기후가 

변화할 시 야생 생물종이 이들 지역에 대량 서식할 수 

있도록 한다. 

 ● 인간활동이 지배적인 육지, 해양 경관 내에서 기타 생물종의 

투과성(permeability)을 증가시킴으로써622, 생물이동 통로 

등의 관리전략을 통해 보호지역을 다시 연결한다. 

모니터링 및 연구

 ● 미래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핵심 조건 및 생물종에 

대한 기준치를 설정한다623. 

 ● 기후 및 생태계 대응의 향후 변화를 모니터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을 핵심 지표을 지정한다(생물종, 생태적 과정 등)624. 

 ● 장기적 모니터링 및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적용하여 

적응적 관리전략을 설계한다625. 

관리자들에 대한 함의

위에 열거된 변화들은 보호지역 관리자에게 새로운 중요한 역할 

을 부여하는 동시에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능력 및 도구의 

개발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동반한다. 이러한 변화 중 일부는 

아래에 보다 상세하게 소개된다: 

평가

현재 보호지역 관리자들은 자신들이 담당하는 현장의 생물 

학적 가치를 이해하고자 하고 있으며, 점차 지역공동체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가치 역시 측정하고자 하고 

있다. 보호지역의 역할을 기후 안정화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몇가지 가치들에 대한 고려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수반하게 된다: 

 ● 보호지역 내의 탄소 저장량에 대한 이해; 추가적인 탄소격리 

잠재력; 탄소저장량을 증가시킬 시의 관리적 함의들을 이해 

한다(예: 훼손된 토지의 식생 복원 잠재력, 산불 위험, 

생태적 함의). 

 ● 인간활동과(예: 불법벌목) 특히 산불 등의 정기적 교란요인 

으로 인한 잠재적 탄소배출 가능성과 더불어 손실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을 제안한다. 필요에 의해 화입이 관리도구로서 

사용될 경우, 다양한 화입시스템의 탄소배출 및 격리 함의 

들이 상당한 중요성을 갖는다는 것을 이해한다. 

으로서의 해당 생물종의 원산국의 보전활동609도 수행함 

으로써 보장을 제공한다. 이는 해당 생물종이 보전되어 언젠 

가 자연계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인데, 동시에 

어느 생물종이 자연적 서식지 외부에서 보전될 것인지를 

선정하기 위한 과정이 발생하게 된다. 

보호지역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하기 위한 훈련 

및 역량개발

 ● 보호지역 관리자 및 공원관리원을 위한 세부적 훈련을 

제공한다. 이는 기술적(예: 예측, 모델링, 잠재적 우려 대상의 

판별기준, 적응적 관리); 관리적(예: 예산 관련 함의들, 신규 

투자, 새로운 관리 관련 도전과제); 사회적(예: 협상, 정보제공, 

변화의 영향) 사안을 망라하여야 할 것이다.   

도전과제 2

기존 보호지역에 대한 적응형적 관리

세계 육지면적의 상당부분은 이미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이들 보호지역의 상당수는 여전히 불량한 관리를 받고 

있거나, 위협에 처해있고, 일부는 질적으로 퇴화하고 있어 그 

가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낮다610. 이는 생물다양성 위기611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탄소격리 등의 환경적 서비스를 축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기후변화에 의해 심화될 것이다. 적응적 

관리는 기존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612, 

기후변화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해 관리자들이 택할 수 있는 

추가적 행동은 다음과 같이 매우 다양하다: 

 ● 기후 추세와 인구에 대한 생태적 모델링을 포함하는 효과적 

예측체계를 도입해 보호지역 인력이 변화하는 조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극대화 한다613. 

 ● 적절한 경우 산불 빈도614; 적설량615; 해빙616; 가뭄의 강도 

및 빈도617; 태풍, 허리케인, 집중호우, 홍수, 파도급습 등의 

기상재해618; 일시적 습지(ephemeral wetlands)에서의 물 

흐름(flux) 변화 등에 있어 예상되는 변화들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화 조치들을 시행한다. 

 ● 생물종의 이주 양상에 대한 변화를 인지하고 그에 대비해 

계획을 수립한다. 장기적 이동성 생물종의 경우와 경관 

내에서 대형 포유류들의 이동양상 변화 모두에 해당된다. 

 ● 해로운 외래종619 및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 또는 심화되는 

신종 질병의 통제를 위한 조치들을 계획하고 수행한다. 

 ● 기상조건의 고도적 변화, 해수면 상승 등의 주요한 변화가 

발생 시 스스로 신속히 이주할 수 없는 생물종의 강제이주를 

위한 절차를 계획하고 필요시 시행한다620. 

 ● 산불위험의 증가, 산사태 위험의 증가, 혹서 등 생태계와 

생물군계에 대해 예상되는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방문객 

관리 접근법을 도입하며, 보호지역에 대한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등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행동을 수행한다. 

 ● 보호지역 내부 및 주변지의 지역공동체 및 원주민들과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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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된 적응조치들의 성공 가능성을 고려한 비용-혜택 

계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평가들을 수행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적응적 관리접근법을 시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원 평가 및 

모니터링에 더 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관리자들은 해당 지역의 

주요 가치를 유지시키는 핵심 생물적, 무생물적 특성 및 상호작용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길러야 할 것이며, 이들이 기후변화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도구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새로운 도구들이 규명,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보호지역 내의 다양한 식생 종류 및 연령 별 현재적, 잠재적 

탄소 격리 능력을 신속하게 계산하기 위한 방법을 개선한다. 

보호지역 내 훼손 토지의 복원을 통한 탄소격리 기회는 특히 

중요성을 가진다.

 ● 보다 광범위한 보호지역 혜택들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규명 및 측정하기 위한 신속한 평가방법을 개선한다626. 

 ● 예산 제약을 전제하였을 때 다양한 적응 선택사항 간의 

상반관계와 각각의 비용 대비 효과성을 고려하기 위한 

비용-혜택 평가방법을 개선한다. 

 ● 보호지역네트워크 내의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잠재력을 

계산하기 위해 국가적 보호지역 격차분석에 통합되어야 할 

추가적 방법론을 개선한다(이러한 수정사항들은 MARXAN 

등의 보전지구 선정 소프트웨어에도 필요할 수 있다). 

 ● 기후변화 조치의 효과성 뿐 아니라 추가성(보호지역 조성 

또는 기존 보호지역의 관리효과성 증진에 대한 반응으로 

발생한 탄소저장량의 순 증가량)을 고려하기 위한 보호지역 

관리효과성 평가시스템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가적, 

세계적 수준에서의 반응이 고려대상이 된다. 

 ● 다양한 관리전략 간의 탄소 상반관계를 계산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예를 들어 전체 육지, 해양 경관 모자이크를 

대상으로 하고, 시간에 따른 변화 및 교란체제(disturbance 

regime) 등까지 고려하여 수행되는, 화입으로 인한 탄소 

영향력과 빈도는 낮지만 규모와 열기가 보다 큰 산불의 

영향력에 대한 비교방법을 개선한다. 

 ● 기후변화에도 불구하고 보호지역의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기능의 지속이 보장되도록 보호지역 관리관행들을 

적응시키기 위한 지침이 필요하다. 

 ● 기후관련 시장 및 기금체제들을 포함한 보호지역 자금조달 

선택사항에 접근 관련 지침 및 모범규준이 필요하다. 

 ● 인증을 통해 기후변화 관련 사안들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산림관리협의회 등의 산림 기존 인증시스템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 자연재해의 약화, 귀중한 유전물질의 공급, 식량과 물의 

제공 등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보호지역 

재화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 

 ● 보호지역 관리 적응 조치들과 관련한 상반관계에 대한 이해. 

적응은 보호지역 관련 기관들에 새로운 비용을 부과하므로, 

핀란드 정부는 정책적으로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 

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627, 기후변화 적응 

을 위한 국가전략628을 완성하여 보호지역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보호지역의 지정 및 관리의 측면에 있어, 보호지역의 규모 및 

위치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 사안들이 선정되었다. 

 적절한 서식지로 기능할 수 있는 지역은 대형 보호지역에서 

잔존할 확률이 높다는 사실과 더불어, 보호지역은 생태적 

이동통로 또는“디딤돌”을 통해 상호연결되어 생물종이 

확산 및 이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보호지역네트워크를 

형성하여야 한다는 사실도 지적되었다. 또한, 보호지역의 

위치 지정과 관련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에는 기후변화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위기종이 분포하는 지역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미래에도 

계속하여 위기종이 분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우선 

보호해야 할 것이다. 

핀란드 보호지역네트워크의 현황에 관해서는, 북부 핀란드 

의 상당부분이 기후변화에 의해 크게 영향받을 극지에 위치 

한다는 사실이 지적되었지만, 이들 지역은 이미 광범위한 

보호지역을 보유하고 있어 극지 동·식물에 대한 영향력을 

축소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남부 핀란드에서는 대규모 

보호지역이 상대적으로 적게 지정되어 있다. 위기종의 생존 

가능성은 보호지역 내에 서식지를 복원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지만, 기후조건이 변화함에 따라 보호지역네트워크 자체 

를 확장할 필요가 생길 수도 있다. 

핀란드 현행 보호지역 관리는 고유종과 경쟁하는 외래종의 

호가산을 방지함으로써 일부 고유종의 생존 가능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생태계 및 생물종의 적응 

역량은 궁극적으로는 기후변화 수준에 의존할 것이다. 

예컨대 남부 핀란드 대부분에 걸쳐 가문비나무(spruce 

tree)들이 활엽수종에 의해 대체될 경우, 기타 산림종에도 

상당한 변화의 발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에 따르면 가문비나무 산림의 남한계선이 북쪽 

으로는 오울루(Oulu)까지 동쪽으로는 러시아와의 국경까지 

후퇴할 가능성도 있다. 

출처: 농업산림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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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역 관리자는 이미 기후변화 상황 하에서 보호지역 가치를 

유지함에 있어 본질적으로 수반되는 다양한 관리적 도전과제와 

씨름하고 있으며, 추가적 보호지역 혜택까지 고려하고자 이러한 과제의 

어려움이 더해질 것이다. 따라서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자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법 개발과 광범위한 역량개발을 위한 

집중적인 선행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탄자니아 마피아섬의 맹그로브 숲 모니터링  © Jason Rubens / WWF-Ca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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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보호지역을 
활용하기 위한 거버넌스 함의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경감시키기 위한 해법을 계획함에 있어서는 사회의 전 부문이 
협력해야 한다. 보호지역은 원주민 및 공동체 보전구역과 같은 전통적 관리형태를 인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수 있다. 보다 일반적으로, 모든 보호지역 관리자들이 
보호지역 관리 결정과 적응에 있어 이해관계자들을 완전히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KEY MESSAGES

케냐의 마사이족 © Mauri Rautkari / WWF-Ca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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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 년간의 경험이 보여준 사실은 보호지역이 가장 효과적 

이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사안이 관련자의 대부분에 의해 이해 및 

합의되고, 이해관계자들이 보호지역 목표를 지지하며, 이상적인 

경우 관리 의사결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물, 식량, 날씨, 질병 관리 체계가 기후변화로 인한 급속한 환 

경변화 압력에 굴복하여 무너지면서 전세계의 모든 사회에 압력이 

가해질 것이다. 본 보고서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대응, 배출량 증가를 야기하는 토지이용 변화의 

관리, 생태계 기반 적응의 지원 등을 위한 보호지역 활용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들은 공평한 사회적, 환경적 

맥락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제대로 기획되지 않은 보호 정책은 

득보다 실을 야기한다. 장기적 기후 완화 및 적응 목적으로 더 

많은 육지, 해양 자원이 보호될 경우, 필수적 자원에 대한 단기적 

수요로 인해 보호 대상지를 둘러싼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 

제대로 계획되지 못한 보호지역으로 인한 사회문제의 일부는 

이미 잘 알려진 상태이다(강제이주, 사회적 배제, 빈곤 증가, 

적절한 혜택 분배 없는 자원의 무단 사용629). 그러나 2003년 

더반(Durban)에서 개최된 제5차 세계공원총회(World Parks 

Congress)에서 합의되고 2004년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 

채택한 PoWPA에서 보다 상세하게 성문화된 보호지역의“새로운 

패러다임”은 이해관계자의 배제보다는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보호의 비용, 혜택에 대한 이해 및 관리; 사회적, 환경적 사안을 

동시에 다루는 접근법을 제안한다. 본 보고서에서 촉구하고 있는 

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는 사전동의, 공평한 보상, 비용 및 혜택의 

공정한 분배 등의 요소를 갖춘, 사회적,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과정을 통해 시행될 경우에만 실현 가능할 것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이 접근법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도, 많은 

경우 보호지역을 둘러싸는 긴장관계들을 일거에 해소하지도 

못하겠지만, 그를 위한 도움은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 앞서 지적하였듯이 IUCN은 정부에 의한 거버 

넌스부터 지역공동체의 책임에 이르기까지 보호지역을 위한 

다양한 거버넌스 형태를 인정하고 있다. CBD PoWPA 역시 보호 

지역의 거버넌스에 대한 명시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보호지역의 비용 및 혜택이 공평하게 관리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과 혜택의 균형은 필수적 생태계 기능의 

보호와 관련한 결정들이 자원이 고갈되거나 심각한 빈곤을 

겪는 지역, 또는 의약품 성분이나 농경 목적의 육종을 가능하게 

해주는 생물종 등 보호지역 내의 자원이 기후변화 영향력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사용될 경우 더욱 중요해진다. 보호지역이 

기후위기에의 대응을 도울 수 있기 위해서는, 보호전략의 영향을 

받는 모든 당사자 간에 책무성과 책임의 분배 등 특정 보호지역의 

거버넌스와 관련한 사안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정 거버넌스의 근거와 관리목표 대중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질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역민은 보호지역 지정지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본인의 

필요와 무관하다고 느낄 경우보다 보호지역 지정지의 가치를 잘 

인식하고 있을 경우에 그를 지지하고 그 관리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보호지역이 지역공동체에 의해 관리되지 않을 경우, 현장 

관리자가 그 비가시적 가치를 이해하고 현장 관리의 일부로서 

인식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면하 

여 관리자와 지역민은 기후변화 영향력에 대한 취약성을 경감 

하기 위한 해법을 설계함에 있어 협력하여야 한다. 많은 경우 

보호지역 관리자는 지역공동체 전체에 공유될 만한 가치가 있는 

귀중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공동체가 기획 및 프로그램 시행에 있어 협력할 시 공동체 회복력 

측면에서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는 맹그 

탄자니아 내 산림 중 상당한 비율은(45%) 다양한 종류의 

보전림 내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보전림에는 합동 산림관리 

합의(공동체와 정부의 협동) 하의 참여적 산림관리가 이루어 

지는 산림과 촌락 보존림 (지역공동체에 의해 관리) 등이 있다. 

토지전용은 이들 보호지역 내부에 비해 외부에서 훨씬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보전림이 산림벌채 감소와 

그에 따른 탄소격리 유도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증명되었음을 

의미한다. 2008년에 출간된 몇 건의 사례연구들은635 참여적 

산림 관리 접근법들이 활용된 보전림 내의 산림 조건을 참여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의 산림과 비교하였다. 이 연구는 

전자가“산림 조건 개선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첫 번째 사례연구는“참여적 산림관리 하에 놓인 미옴보 

삼람지대 및 해안가 산림 서식지들이 국가관리 또는 개방접근 

관리 하에 놓인 비슷한 산림들과 비교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라 ha당 기저면적 및 부피의 증가를 나타냄”을 보였고, 

두 번째 사례연구는 참여적 산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세 곳의 해안 및 산기슭 동부 아크 산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두 번째 연구는 연구 대상 산림들이“여타 조건은 비슷한  

세 곳의 국가관리 하에 놓인 산림들과 비교하여 ha당 수목  

숫자, 평균 높이, 둘레길이가 더 큼”을 보였다. 세 번째 사례 

연구는“해안가 산림 및 동부 아크 산림에서 벌목은 참여적 

산림관리 장소로 지정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였다.” 

이 맥락에서의 성공과 실패의 핵심적인 결정요인에는 촌락 

단위에서 사회적 결속력 수준, 지도력 수준, 토지 소유권 

안전성, 자원 배분, 제도적 합의의 설계, 지역 정부에 의한 

지지 및 지원 수준 등이 있다. 

출처: UNDP/Neil Burgess

탄자니아에서 공동체에 의한 산림보호는 산림벌채 경감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그에 따라 탄소격리에도 기여하고 있다.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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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브 숲 전용 과정에서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가 상당부분 무시 

된다. 그러나 예컨대 비타르카니카 맹그로브 생태계(Bhitarkanika 

mangrove ecosystem)가 사이클론 피해와 관련하여(1999년의 

사이클론을 기준점으로 설정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가구주들이 맹그로브 보호에 대해 명백히 긍정적인 

응답을 나타내었다. 비타르카니카 보전구역에 위치한 35개 

촌락에 대해 수행된 조사 결과, 맹그로브 숲에 의해 보호받는 

촌락은 그렇지 않은 촌락에 비해 부정적 요인은 적고(예: 주거지 

피해) 긍정적 요인은(예: 작물 생산량) 크게 나타났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맹그로브의 보호를 받는 촌락은 사이클론으로 인해 

가구 당 44달러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반면, 맹그로브 대신 

제방으로 보호를 받은 촌락의 경우 가구 당 153달러에 해당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전반적으로 지역민들은 맹그로브 숲이 사이 

클론으로부터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서 수행하는 

기능을 인지하며 환영하고 있었고, 특히 거번너스와 관리 사안 

들과 관련하여 맹그로브 복원을 위하여 산림부처와 협력할 

의지를 보였다630. 

이것과 비슷한 수많은 사례로부터 얻은 교훈을 모든 종류의 관리 

및 거버넌스 형태를 가지는 보호지역의 개발에 대한 접근법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기후 대응에 있어 생태계를 보다 

황범위하게 활용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보전보상계약(conservation concessions)”활동은 구조적 
보상을 대가로 자연생태계를 보호함으로써 자원보호와 개발 
이라는 두 가치를 직접적으로 조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의 가장 간단한 모델은 벌목회사가 공공 산림지의 일정한 구역 
에서 벌목활동을 할 권리를 얻기 위해 정부에 대금을 지불하는  
목재보상계약(timber concession)을 모방하는 형태이다631. 
2002년에 국제보존협회(CI)와 가이아나 정부는 약 80,937ha 
의 상대적으로 잘 보존된 산림을 보호하는 합의를 체결하였다.  
목재보상계약 모델에 기반하여 CI는 에세퀴보 강(Essequibo 
River) 상류 유역의 일부 지역에 대한 30년 기간의 벌목허가를  
얻었으며, 해당 지역을 벌목이 아닌 보전 목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즉, 이 기간동안 CI는 벌목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도 정부에 벌목회사가 지불했을 금액에 상응하는 연간 사용료 
를 납부하는 동시에, 자발적 공동체 투자기금(Voluntary 
Community Investment Fund)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에 대한 혜택 확보할 것이다632.  
보전보상계약 지역은 현재 가이아나에서 공식적인 보호지역 
으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30년 기간동안은 산림과 
그 자원을 채취적 경제개발의 압력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보호지역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633. 이 프로젝트를 
통해 가이아나가 탄소배출권과 청정공기, 상질의 담수, 기후 
통제 등의 생태학적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을 위한 기타 대금지불 
제도들의 수혜국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산림벌채율이 무시할 만한 수준이고 고도의 생물다양성 
가치를 갖는 온전한 우림을 갖춘 가이아나와 같은 국가들은 
교토의정서에 대해 제의된 수정사항들의 채택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634. 

출처: 국제보존협회

벌목 등 자원 사용 방식은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환경적 혜택은 제공하지 못한다. 산림벌채 및 산림 
훼손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기후변화 대응전략이라는 사실은 널리 인정되어 있지만,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 
없이 보전하는 방법은 명확하지 않다. 가이아나(Guyana)에서 수행중인 한 프로젝트는 이의 유력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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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
몇 가지 구체적인 정책 제안으로 본 보고서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는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혜택 제공에 있어 보호지역이 수행하는 역할이 
기후변화협약(UNFCCC)과 생물다양성협약(CBD)의 두 가지 핵심적인 다자적 환경 관련 
합의에 의해 인지되고, 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을 촉구한다. 

둘째, 우리는 각 국가 및 지역 정부가 국가 기후변화적응전략 및 행동계획에 보호지역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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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역을 기후대응전략에 활용하기 위한 기회들은 국제적 

수준에서, 그리고 각 국가 및 지역정부에 의해 우선순위화 되어야 

한다. 두 주요 국제협약의 시행계획 내에서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달성할 중요한 도구로 보호지역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해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를 통해 보호지역이 국가 

수준에서, 그리고 나아가서 세계적인 수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단계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기후변화협약(UNFCCC)

 ● 영구적 탄소저장 및 격리 도구로서 보호지역 역할을 인지 

하며, 육지기반 배출량 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전략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체계적인 보호지역 시스템의 이행을 

촉구한다. 

 ● 기후변화 적응에 있어서 생태계 역할을 강조하고 자연생태계 

보호를 국가적 적응전략 및 행동계획(기후변화 적응 국가 

행동계획)에 도입하여, 자연생태계 보호를 기술과 인프라에 

기초한 적응 방식과 적응불량을 피하여 비용대비 효과적인 

대안으로 활용한다. 

 ● 기후관련 재정메카니즘을 통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받기 

위한 보호지역, 국가보호지역네트워크 강화를 포함하는 

국가적으로 적절한 완화 및 적응 행동을 허용한다. 

생물다양성협약(CBD)

 ● 제10차 당사국총회(COP 10)에서 보호지역실행프로그램을 

갱신하여 여타 생물다양성협약(CBD)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기후변화 영향력 및 대응전략을 보다 직접적으로 다루도록 

한다. 

 ● 각국이 기후 영향력을 평가하고 자국의 보호지역 시스템의 

회복력을 신장시키며, 보호지역 시스템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구 및 방법론 

개발을 장려한다. 

 ● 기후변화 대응전략으로서 보호지역네트워크 혜택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 보호지역 및 초국경적 보호지역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해양보호지역과 대표적이 못한 생물군계의 보호지역으로 

발전에 대한 정치적 긴급성을 조성한다. 

각 국가 및 지역 정부

 ● 보호지역 시스템의 역할에 대한 고려를 국가 기후변화전략 

및 행동계획에 반영한다. 

 ● 자연서식지의 손실 및 훼손을 경감시켜 완화 사안을 다룬다. 

 ● 자연생태계의 취약성을 감소시키고 회복력을 증진시켜 적응 

을 강화한다.

 ●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대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호지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한다.

현재 생물다양성 손실과 기후변화라는 두가지 환경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국제 
정책기구들이 서로 충분히 조율되지 못하여 자원의 낭비와 가치 있고 보완적인 정책수립의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 아래에는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관련 보전도구로서 보호지역의 
효과성을 최대화하기 위한 몇 가지 핵심적인 권장사항을 제안하였다. 

보호지역이 국가적, 국제적 정책의 
필수요소가 되도록 하기 위한 제안

제 6 장

key messages

뉴질랜드 푸어나이츠군도의 청색 마오마오 물고기떼(Scorpis 

violaceus)   © Brian J. Skerry / National Geographic Stock / WW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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