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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바렌츠해로부터 흑해와 아드리아해에 이르는 유럽그린벨트(European Green Belt)는 유럽생태 네트워크의 중심 축을
이루며, 자연보전과 지속가능개발에 있어서 접경지역 협력에 대한 세계적 상징이 되었다. 역사 상 가장 분열적인 장벽
중 하나였던 옛 철의 장막(Iron Curtain)이 있던 자리와 그 영역이 상당 부분이 겹치는 그린벨트는 합동적, 접경지역
활동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상징합니다. 이 구상은 더 나아가서 인간의 활동이 자연환경과 더욱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역공동체의 사회경제적 개발을 위한 기회를 신장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유럽그린벨트는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회원국과 주변의 EU 가입희망국 간의 협력 수준을 증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 연방 자연보전청(BfN)은 유럽그린벨트 구상의 일부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BfN에서는 오랜 시간동안
국내외 수많은 그린벨트 사업에 자금을 제공하여 왔으며, 본 발간물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주도와 BfN 등 현지
파트너 기관의 지원, 그리고 독일 연방환경청(UBA)을 통한 독일 연방환경, 자연보전, 핵안전부(BMU)의 자금지원
하에 시행된“야생지를 걷는다. 남동부 유럽의 그린벨트를 따라 접경지역 자연보전을 촉진하기 위한 역량개발
및 협력강화(Walk on the Wild Side. Building up capacity and strengthening cooperation for the promotion
of transboundary nature conservation along the South Eastern European Green Belt)”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발칸반도의 남서부는 세계적인 생물다양성 집중지역(biodiversity hot spot)으로, 이 지역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자연지역의 상당수는 접경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장소는 주변 국가의 공동자산일 뿐 아니라 공동책임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자연은 정치적으로 획정된 경계선에서 갑자기 멈추지 않으며, 따라서 자연보전을 위한 노력도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접경지역 협력이 자연 및 문화 유산들의 보호, 지역공동체의 복지 증진, 갈등완화, 주변국 간의
우호적 관계 재정립에 있어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을 보여주는 예시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보전 관련 이해당사자의 역량을 증진시키고 알바니아, 코소보, 마케도니아 사이의 3국 접경지대에서 협력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본 프로젝트가 보이고 있는 뚜렷한 성과를 환영합니다.
프로젝트 이해당사자들이 그 결과에 대해 표현한 긍정적 의견을 놓고 보았을
때 우리는 본 발간물이 접경지역 자연보전 분야의 우수사례를 홍보하는 데에
기여하고, 이 놀라운 지역에 대한 향후 보전 노력에서 보완적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으리라고 진정으로 믿습니다.
Prof. Dr. Beate Jessel
독일 연방 자연보전청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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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Maja Vasilijević, Tomasz Pezold
발칸반도, 특히 남서부 산악지대는 유럽의 생물학적 다양성과 고유성의 중심지로 여겨지고 있다. 이 지역의 많은 산림
생태계들은 인간의 영향력을 이겨냄으로써 유럽에서 대형 포식자(곰, 늑대, 스라소니) 개체수를 가장 많이 보존하였다.
알바니아, 코소보, 마케도니아 사이의 산악 접경지대는 이곳에 마지막으로 잔존하고 있는“야생지”들 중 하나로서,
유럽그린벨트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접경지역 자연보전을 위한 노력은“야생지를 걷는다. 남동부 유럽의 그린벨트를

따라서 접경지역 자연보전을 촉진하기 위한 역량개발 및 협력강화”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3국 간 협력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시행한 IUCN 등 국제적 파트너 기관에 의해 지원 및 보완을 받아왔다. 이 프로젝트의 시행배경을
제시하는 서론에서는 3국 접경지역 내의 일부 보호지역은 수 년 전에 지정이 완료된 반면, 하나의 생태계라는“그림”을
완성시켜 줄 다른 보호지역은 아직 계획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설명한다. 본 발간물은 국경 자연보전의 가치에 대한
인지도를 신장시키고 국경 공조가 제공하는 수많은 이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당사자들이 국경간 구상을 수행하는
중에 대면하게 되는 도전과제나 문제를 소홀히 다루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 IUCN은 이 발간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세계보호지역위원회-접경지역 보전 전문가 그룹과 협력하였으며, 특히 알바니아, 코소보, 마케도니아의 3국
접경지대에서 국경 자연보전과 연관을 맺고 있는 다양한 정책입안자 및 정책시행자에게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국제적인 접경지역 자연보전의 발전과정을 설명하면서 특히 용어정의와 국제적 추세를 중심적으로 다룬다.
3장은 그범위가 유럽대륙 전체에 걸쳐 있으며, 지역적 수준에서의 접경지역 자연보전 구상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널리 알려진 유럽그린벨트구상의 시행배경을 제시한다. 이후의 장들은 유럽지역에서 이루어진 12개의
사례연구를 제시하는데, 그 중 하나는 보호지역의 경제적 가치에 구체적으로 집중한다(바이에른발트국립공원). 모든
사례연구는 어떠한 형태로든, 그리고 정부간 고위급 합의에 의해서든, 보호지역 인력에 의해서든, 비정부기구에
의해서이든 접경지역 협력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시된 모든 사례연구는 또한 공통적으로 국경을 넘어서 업무관계를
확립하는 일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접경지역 자연보전의 시행 과정에 있는 수많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에는
국경 내에서 이루어지는“통상적”인 자연보전 보다 훨씬 크고 폭넓은 노력이 필요하나, 일단 효과적 협력를 향한
길을 발견하여 보호지역을 설치하고 나면 수많은 사회적, 정치적, 생태적 이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 이점에 대해서는
16장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본 발간물은 IUCN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는 마케도니아와 알바니아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본 발간물에 제시된 유럽에서의 모범사례에 대한 연구는 접경지역 자연보전을 발의하고,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이러한 접근법이 자연관리에 있어 창출하는 가치에 대해 유용한 예시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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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프로젝트 배경
Tomasz Pezold1
프로젝트 목표

유럽그린벨트의 샤르산맥
발칸반도의 남서부 지역은 생물다양성 집중지역
(biodiversity hot spot)이다. 이곳의 고산지는 식물종
다양성이 풍부하며, 해당 지역 전체는 유럽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곰, 늑대, 스라소니 등 대형 육식동물의 은신처
중 하나이다. 이 접경지대는 수십 년간 철저한 경비가
이루어진 현장으로, 그 일부 구간은 역사 상 가장 분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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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지를 걷는다. 남동부 유럽의 그린벨트를 따라서
접경지역 자연보전을 촉진하기 위한 역량개발 및
협력강화(Walk on the Wild Side. Building up capacity
and strengthening cooperation for the promotion of
transboundary nature conservation along the South
Eastern European Green Belt)”프로젝트는 IUCN의 주도
하에 독일 연방 환경보전청(BfN)의 협력, 그리고 알바니아
지역협력센터와 코소보 지역협력센터와의 긴밀한 동반자적
협조 하에 시행되고 있으며, 그 주요 시행지역은 샤르(Sharr/
Šar) 및 코라브(Korab) 산맥 지역의 뛰어난 생물다양성
과 경관가치로 특징지어지는 코소보2, 알바니아, 마케

1.	알바니아, 코소보, 마케도니아의 접경지대에서의 생물
다양성 관리와 관련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할 이해당
사자들의 역량증진;
2.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분야 간, 국가 간 협력 강화;
3.	자연유산 보전의 가치에 대한 핵심 이해당사자들과
시민사회의 인식 고취.

도니아3 3국의 접경지대이다. 이 프로젝트에 연관된 핵심
이해당사자에는 3국의 정부관료, 관련 NGO의 대변인,
과학연구기관, 보호지역 관리주체, 국경경찰대 등이
포함된다. 이 프로젝트는 자연보전에 있어서의 접경지역
협력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당면과제의 수행을 목표로
한다:

IUCN 남동부 유럽 사무소, 생태계 프로젝트 담당관
본 발간물은 1999년의 국제연합 안보리 결의 1244호에 의해 설립된
국제연합 코소보임시행정부 관할 하의 지역을 지칭하기 위해“코소보
(Kosovo)”라는 지명을 사용함.
3 
구유고슬라비아 마케도니아 공화국을 지칭하기 위해“마케도니아
(Macedonia)”라는 지명을 사용함.
1 

2 

수준의 장벽을 구성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그 덕분에 이
지역은 오늘날까지 온전하게 남아 있는 마지막 자연지역
중 하나로서 보존될 수 있었다.
샤르4산맥은 코소보의 남부, 마케도니아의 북서부, 알바
니아의 북동부에 걸쳐 있다. 이 산맥의 전체 길이는 약
80km이고, 그 너비는 10~30km에 달한다. 이 산맥은
몇 개의 높은 봉우리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 최고봉인
티토브브르브(Titov Vrv)의 해발고도는 2,747m이다.

4	알바니아 명칭: Malet e Sharrit, 마케도니아 명칭: Шар Планина,
세르비아 명칭: Šar planina

1

남서쪽의 코라브 산(2,764m)으로 뻗어나가 알바니아와
마케도니아의 국경을 따라 데샤트(Dešat/Deshat) 산맥
으로 이어진다.
유럽그린벨트(EuGB:European Green Belt)5는 이 지역
에서 특히 큰 중요성을 갖는 구상(initiative)으로서, 북쪽의
바렌츠 해로부터 남쪽의 아드리아 해와 흑해에 이르기까지
옛 철의 장벽(Iron Curtain) 너머의 13,000km 구간에
설정되어 있다. 생태네트워크의 중추가 된다는 비전 하에
계획된 EuGB는 자연보전과 지속가능개발에 있어서의
접경지역 협력에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지역적 규모에서
샤르산맥은 EuGB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진정한
예시를 보여준다. 샤르산맥에는 험준한 산악지형과 근래의
엄격한 국경관리로 인해 이미 생태적 중심 축(backbone)
이 확립되어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핵심과제는 해당
지역의 대형 육식동물에 초점을 맞춘 기존 생태 조건 및
가치의 보호, 그리고 이제는 개방된 접경지대에 걸쳐서
통합적, 협조적 관리 및 개발계획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호지역의 현황
이 지역의 자연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첫 시도는
마케도니아(당시에는 유고슬라비아의 일부)에서 1949년에
마브로보국립공원(Mavrovo National Park)을 지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국립공원은 73,088ha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알바니아와 코소보의 국경 모두에 맞닿아 있으며,
마케도니아의 세 개의 국립공원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샤르산맥을 보호할 의도로 지정된 최초의 국립공원은
1986년에 지금의 코소보(당시에는 유고슬라비아의 일부)
의 영역에 설치되었다. 이 국립공원은 약 39,000ha의
면적을 차지하며, 마케도니아의 행정상 국경과 코소보 내
두 개 지자체 간 경계에 맞닿아 있다.
알바니아는 최근 몇 년 간 국가적인 보호지역 체계를
개발하는 데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코소보
및 마케도니아의 접경지대에 보호지역을 설치하는 문제는
여전히 계획,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접경지역 협력의 맥락에서 보호지역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케도니아에서 추진 중인 또 하나의 중요한
구상은 알바니아와의 접경지대에 야블라니차국립공원
(Jablanica National Park)을 지정하는 것이다. 국립
공원이 지정된다면, 또 하나의 중요한 접경지대 산지인
야블라니차-셰베니크(Shebenik) 산맥의 보호가 알바니
아의 당국자들과 협력 하에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코소보의 샤르산맥국립공원은 관리, 재정, 지역 환경에
대한 외부 압력요인 등의 측면에서 많은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지만, 빈곤, 높은 실업률과 타국 이주율로
시름하고 있는 주변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중요한
근간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현재 드라가슈(Dragash/
Dragaš) 지자체 내의 기존 국립공원 면적을 확대하기 위한
구상이 진행중이며, 이는 현지의 다민족 지역공동체에
의해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마케도니아 국경 내의 코라브와 데샤트 산맥 지역은 모두
마브로브국립공원의 일부로 지정되어 있지만, 알바니아
내에 있는 산맥의 일부는 아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알바니아 정부는 코소보, 마케도니아와
접경지대에 30,000ha 이상의 면적을 차지하게 될 코라비
경관보호지역(Korabi Protected Landscape) 지정을 위한
구상을 제안하였다. 관련법의 제정은 2012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알바니아, 코소보, 마케도니아 접경지대에 접경지역 샤르
산맥-코라비-데샤트 보호지역을 설치하기 위해 제안된
모든 구상이 시행될 경우, 이 지역의 전체 보호지역 면적은
250,000ha6 이상의 면적을 차지하게 되어 유럽에서 가장
큰 보호지역 중 하나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이 보호지역은
인접한 마케도니아의 마브로브 및 야블라니차국립공원과,
몬테네그로, 알바니아, 코소보의 삼각 접경지역에 디나르
알프스 산맥(Dinarides)의 보호를 위해 설치될 예정인 복합
보호지역(protected complexes areas)들과 합쳐져서 이
지역을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제 기능을 하는 법적
보호의 대상인 산지 생태통로로 만들 것이다.

향후 전망 - 접경지역 생태통로를 향하여
국경간 자연보전의 문제에 있어 수년 간 조율되지
않은 활동이 이어진 끝에, 현재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밝은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다. 마케도니아 정부는 최근
샤르산맥 중 기존 마브로브국립공원과 인접하고 코소보의
샤르국립공원과 연결되는 48,000ha 구간을 새로이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접경지역
자연보전의 측면에서 이는 샤르 생태계의 통합적 보호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도약이라고 할 수 있다.
	Feasibility Study on establishing a transboundary protected area
Sharr/Šar Planina-Korab-Dešat/Deshat. UNEP Vienna - ISCC,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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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경지역 자연보전 - 세계적 맥락
Maja Vasilijević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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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cher(2005)는“합동
보호지역
프로그램(joint
protected area programmes)을 통해 국경을 넘어선다는
발상은 오늘날 가장 숭고하고 설득력 있는 제안 중
하나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세계화는 오늘날 세계의
핵심적인 특성 중 하나로서, 기술, 무역, 수송, 발상, 통신
등의 확산을 비롯한 다양한 측면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적인 소통과 네트워크 형성 확산 추세를
따라서, 자연보전 분야에서도 국가 간 경계의 장벽을
허물고 아이디어의 교류와 관리부문의 협력를 실천해
가고 있다. 공식적으로 지정된 보호지역의 성장은 특히

의 일부로서, 자연과 핵심적인 중요성을 갖는 상호작용을
한다. 최근 수십 년 간 보호지역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제공혜택이 인정되면서 보호지역의 역할 역시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도록 변화하였다(Phillips 2003). 1980
년대 말 이후의 시기는 이에 더해서 전 세계적인 규모의
접경지역 자연보전 구상, 생물다양성과 지역공동체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국경간 협력, 그리고 외교적 관계의
개선이 유의미한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시기 접경지역
자연보전 시도를 주도하는 유수의 조직도 등장하였으며
(예:IUCN, 유럽공원연합(EUROPARC Federation), 평화
공원재단(Peace Parks Foundation), UNESCO등),
개중에는 신규 접경보전지역(TBCA: Transboundary
Conservation Area)2의 설치를 지원하여 온 재정기구도
있다.

20세기 후반에 나타났다. 인류가 야생과 자연에 대해
우려하기 시작한 것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되었지만,
보호지역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여러 국제적인 사건(
예: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80
년 IUCN, WWF, UNEP에 의한 세계환경보전전략(World
Conservation Strategy)의 발표, 생물다양성협약 비준이
이루어졌던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지구 정상회담
(Earth Summit))과 더불어서 전환되면서 극적으로
진화하여왔다. 인류는 생태계 과정(ecosystem process)
1

크로아티아 IUCN WCPA 접경보호지역 보존 전문가그룹 의장

1997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서머셋웨스트(Somerset
West)에서 개최되어 지역적 평화의 발전에 있어서의 TBCA
의 기여도와 안정성이 인정받은“국제협력 수단으로서
접경보호지역의 활용에 대한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Transboundary Protected Areas as a
Vehicl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이후, 2003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Durban)에서“국경을 넘어서는
혜택(Benefits beyond Boundaries)”을 주제로 개최된
본문에서 TBCA란 접경보호지역(transboundary protected areas), 평화의
공원(parks for peace), 접경보잔개발지역(transboundary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areas), 접경이동통로(transboundary migratory
corridors) 등 모든 종류의 접경보존지구를 총괄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Sandwith et al. 200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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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IUCN 세계공원총회(World Parks Congress)
에서 접경지역 자연보전 구상이 중심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세계공원총회의 주제와 안건이 회기에 걸쳐서 이
주제에 대해 수많은 프레젠테이션과 워크숍이 이어져,
결국 회의의 최종적 결의안인 더반협정(Durban Accord),
더반 실행계획(Durban Action Plan), CBD에 전하는
메시지(Message to the CBD) 등에 접경지역 자연보전에
대한 고려들이 포함되게 되었다.
2004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7차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 국회의에서는 보호지역과
관련해 측정 가능한 성과와 목표들을 제시한 포괄적
가이드라인인 보호지역실행프로그램(PoWPA)3이 채택
되었다.
IUCN
세계보호지역위원회(WCPA:World
Commission on Protected Areas)는 PoWPA의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CBD의 당사국들이
접경보호지역(TBPA:Transboundary Protected Areas)
의 설치를 위해 협력하고, 해양접경보호지역(marine
transboundary areas)을 신설하며, 접경보호지역을 위해
활성화적 정책(enabling policy)과 우호적인(benevolent)
제도적, 사회 경제적 환경을 확립하고, 모니터링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과 제도를 마련토록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CBD 2004). CBD 사무국에서는 PoWPA
시행의 진전도를 검토하고 접경지역 자연보전과 관련한
조항들이“적당(fair)하거나 양호한(good) 수준의 진전”
을 이루었다고 결론 내렸다(IUCN WCPA 2010). 이
평가는 접경보호지역의 수와 협력형태의 종류가 증가한
정도를 근거로 수행되었다. 접경지역 자연보호 복합체
(transboundary complex)의 수가 얼마나 증가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상세하게 다루겠지만, 먼저 접경지역
자연보전이 무엇을 대변하는지를 명확하게 해야할 것이다.

접경지역 자연보전
(transboundary conservation)의 정의
전 세계적으로 접경지역 자연보전을 지칭하는 용어는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구체적인
접경지역을 다룰 때 혼란과 오해가 초래되는 경우도
잦다. 이와 같이 사용되는 용어들에는“초국경 보호지역
(transfrontier protected areas)”,“접경자연자원관리지역
(transboundary
natural
resource
management
areas)”,“평화 공원(peace parks)”,“평화를 위한 공원
(parks for peace)”,“초국경 보전지역(transfrontier
conservation areas)”등이 있다. IUCN은 관련 전문가들을
모아서 접경지역 자연보전과 관련한 표준적인 용어를
정리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하고 있다. 1997년 이탈리아
보르미오(Bormio), 그리고 2000년 스위스 글랑(Gland)
에서 열린 워크숍의 결과에 근거해 IUCN은“평화와 협력를
위한 접경보호지역(Transboundary Protected Areas for
Peace and Co-operation”이라는 제목의 가이드라인을
발행하면서
접경보호지역(transboundary의
정의를
	PoWPA에 적시된 목표들의 달성 기한은 육지보호지역은 2010년,
해양보호지역은 2012년으로 설정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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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접경지역 구상을 진행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단계(steps)’들을 제안하였다(Sandwith et
al. 2001.) 이 작업은 전 세계적으로 접경지역 자연보전
구상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발전해감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그에 따라 TBCA와 그 시행 방법론을
정리하는 작업의 복잡성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생물다양성 보전, 문화교류, 지역적 경제통합, 평화의 촉진
등의 다양한 목적과 관련한 접경지역 자연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적인 해명과 방향제시가 필요하게
되었다.
2003년에 IUCN과 국제열대목재기구(ITTO: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Organization)은 태국에서 회의를
열어 접경지역 자연보전의 용어체계 시안을 개발하고자
시도하였다. 이후로도 이탈리아의 라 마딸레나 섬(La
Maddalena Island)에서 2004년 5월에 열린 워크샵에서
논쟁이 이어진 끝에, 마침내 2006년에 IUCN의 감독
하에 다양한 접경지역 자연보전 관행을 포함하는 포괄적
유형분류체계(typology)가 제시되었다4(아래에 수록5).

접경보호지역(Transboundary Protected Areas)
Sandwith et al.(2001)은 TBPA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육상 또는 해상의 일정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으로서, 국가, 또는 주, 지방과 같은 국가 내 지역단위,
또는 자치지역과 같이 국가적 주권이나 관할권의 범위를
벗어난 지역 등의 경계를 하나 이상 가로지르고 있으며,
그를 구성하는 부분들이 생물다양성 및 자연적·문화적
자원의 보호와 관리를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법률
등의 실효적 수단을 통해 공동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이 접경지역 자연보전 관행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적용되는 유형으로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접경보호지역의 의미와 부합한다. 이는 통상적으로 국경에
접한 보호지역인 경우가 많다(예:헝가리와 오스트리아의
노이지들러 제/페르퇴(Fertő-Neusiedler See) 이 정의
에는 국가 내의 지역 단위들 간의 경계도 포함되어 지방
사이의 행정적 경계를 넘어서서 접경지역 자연보전 구상을
확립하기 위한 시도들을 인정하고 있다.

평화를 위한 공원(Parks for Peace)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생물다양성, 자연적·
문화적 자원의 보호와 유지 및 평화와 협력의 증진을
공식적인 목적으로 하여 설치된 접경보호지역.”평화를
위한 공원은 접경지역 자연보전 구상에서도 평화의
증진이라는 특수한 목표를 위해 설치된다(Sandwith et
al. 2001). 역사적으로 지속된 우호적인 관계를 기념하는
것이든(예: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워터튼-글레이시어 국제

	접경보호지역(Transboundary Protected area)과 평화를 위한 공원
(Parks for Peace)의 개념은 Sandwith et al.(2001)에 나타나 있듯이 이미
2001년에 IUCN에 의해 정의되었었다. 2005년에 두 개 유형이 추가되어
총 네가지 유형의 초국경적 자연보전 관행이 정식으로 규정되었다.
5
	IUCN WCPA 접경지역 보전 전문가 그룹이 새로이 확립 중인 초국경적
자연보전 유형의 정의들과 기존의 IUCN의 보호지역 정의체계가 서로
일관될 수 있도록 작업 중이다(Dudley, N.(Ed.) 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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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법률 등의 실효적 수단을 통해
합동적으로 관리된 지역을 말한다”(Sandwith et al. 2006).
통상적으로 복수의 국가를 포함하게 되는 이 접경지역
자연보전 관행 유형의 가장 좋은 예시는 유럽그린벨트,
메소아메리카 생물학적 통로(Meso-American Biological
Corridor)로서, 이들은 모두 각종 생물종의 이주경로를
보호한다.

평화공원(Waterton-Glacier Ineternational Peace Park),
무장갈등 이후 관계의 안정화를 위해 설치되었든(예:
에콰도르와 페루 사이의 코르딜레라 델 콘도르(Cordillera
del Cóndor) 평화를 위한 공원6과 이 개념을 뒷받침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활동은 관계당사자 간의 신뢰, 믿음,
친교에 대단히 기여하고 있다.

접경보전개발지역(Transboundary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Areas)
Sandwith et al.(2006)은 이 접경지역 자연보전 구상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육상 또는 해상의 일정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으로서, 국가, 또는 주, 지방과
같은 국가 내 지역단위, 또는 자치지역과 같이 국가적
주권이나 관할권의 범위를 벗어난 지역 등의 경계를
하나 이상 가로지르고 있으며, 그를 구성하는 부분들이
생물학적 다양성과 자연적·문화적 자원의 보호와 관리
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개발의 촉진을 위한 기반(matrix)
을 형성하며, 법률 등의 실효적 수단을 통해 공동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접경보전개발지구의 핵심적인 특성은
협력체계 내에 자연보전과 지속가능개발의 추구 노력이
함께 조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구상의 목표는
특정 지역의 보전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참여와 적극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의 한 예시는 레소토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걸쳐있는 말루티-드라켄스베르크
초국경7 보전개발지구(MD TFCDA: Maloti Drakensberg
Transfrontier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Area)
로서, MD TFCD 계획에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은 2008
년을 시작점으로 하는 20개년 전략을 제작하였다. 이
전략 전반에 걸쳐서 지역공동체의 생계와 관련된 측면이
효과적으로 도입되었으며, 5개년 실행계획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활동으로 옮겨졌다(Zunckel 2007).

접경이동통로(Transboundary Migratory Corridors)
접경이동통로란“두 개 이상 국가에 걸쳐 있는 육상 또는
해상의 영역의 집합으로서, 이들은 반드시 서로 접속하여
(contiguous) 있지는 않되 그 전체가 생물학적 이주경로를
	
“평화 공원(Peace Park)”이라는 용어는 갈등의 역사가 있지만 초
국경적 자연보전의 함의는 내포하지 않고 있는 보호지역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된다. 이는 특히 코스타리카의 유엔평화대학에서 강조하는 개념이다.
7
	1997년에 설립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평화공원재단(Peace Parks
Foundation)은 초국경보전지역(Tranfrontier Conservation Area)라는
용어를“평화 공원”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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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유형분류체계는 접경지역 자연보전 구상의
개발에 참여하는 환경보호 활동가와 기타 전문가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기능을 수행한다. 카르파티아
협약 의정서(Protocol to the Carpathian Convention)
에서 제시하고 유럽에서는 유럽공원연합이 지지하고
있는 대안적인 용어정의 체계도 존재한다. 이 체계에서는
TBPA가 두 개 이상 당사자국의 영토에서 국경에 인접한
곳에 위치한 보호지역을 말한다.8 IUCN은 모든 종류의
접경지역 자연보전 구상 실행 시 공동관리(cooperative
management; co-management)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접경지역 성격을 갖지 않는
보호지역에 대비한 TBCA의 고유한 특징이다. 따라서,
예를 들어 어떠한 보호지역의 국경 너머의 다른 보호지역과
물리적으로 인접하다고 하더라도 양 보호지역 간에 일정한
수준의 협력9가 이루어지 않을 경우, 해당 보호지역은 TBPA
로서‘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다수의 이해당사자들이
특정 지역의 관리 책임을 협상하는“공동관리”(IUCN
1997)의 여부가 해당 지역이 접경지역인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준이 된다.
유럽에서는 2003년 개최된 IUCN의 제5차 세계공원
총회에서 설립된 유럽공원연합에 의해“접경공원자연의 설계를 따르다(Transboundary Parks-Following
Nature’s Design)”이라는 중요한 심사비준 및 인증
체계가 확립되었다. 이 체계가 제시하는 기본 표준 기준
(Basic Standards Criteria)은 평가 및 인증 절차의 시행
시 근거가 될 수 있는 유럽의 TBPA의 측정가능한 활동을
정의한다. 인증 대상 TBPA은 모범적인 접경지역 자연보전
관행을 실천하는 지역의 예시가 되며, 기본 표준기준의
대부분을 완전히 충족하여야 한다.(예: 공동의 비전,
문화간 상호교류, 생태적 모니터링 등)10.

세계적 추세
접경지역 자연보전 체제틀은 자연보전, 그리고 특히 세계적
수준에서의 보호지역의 역할에 대한“재고(rethinking)”
과정에서 이루어진 진전 및 발전과 함께 진화해왔다.
우리는 국가적 수준에서 단순히 야생동·식물과 야생지역을
	
2003년 5월 22일 키예프에서 비준된 카르파티아 산맥의 보호 및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기본협약 부속 생물학적, 경관적 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의정서(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logical and Landscape Diversity to the Framework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Carpathians)
참조. www.carpathianconvention.org
9
	협력의 수준에 대한 추가적 내용은 16장 참조
10
	“접경지역 공원-자연의 설계를 따르다”에 대한 추가 정보는 www.
europarc.or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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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는 초기 단계로부터, 지속가능개발과 사회경제적
가치의 추구를 통한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실천하던
단계를 지나 자연보전에 대한 생태계적 접근법을 고려하여
네트워크와 통로를 조성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국경과 경계를 초월해 적용될 경우 접경지역 자연보전을
포함하게 될 수도 있을 한 개념도 등장하였는데, 이는
바로 연결성 보전(connectivity conservation)으로서, 이는
물리적 연결로를 조성하거나 단편화된 환경을 연결하기
위해 동적 과정의 발생을 가능화하는 등의 활동을 추구한다
(Sandwith et al. 2006.) 이와 같이 다양한 목표를 갖는
TBCA는 생물다양성과 서식지는 경관수준에서 보호하는
데에, 그리고 국가 간 협력를 촉진하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목표에 대한 활성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적 협력에 적합한 체제에는 1979년 본에서 채택된
“이동성 야생동물종의 보전에 대한 협약(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Migratory Species and
Wild Animals)”,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1971년 람사르에서 제정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그리고 1972년 파리에서 제정된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등이 있다. 이 중 마지막은 UNESCO 세계유산협약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 정기적 보고 기제를 통해 접경지역
자연보전 구상의 유지 및 강화를 어느 정도 돕는다. 그러나
세계유산을 접경지역 보호지역으로 간주하기 이전에
접경지역 절차를 완전히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보다
잘 조율된 노력이 필요하다. UNESCO는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의 일환으로서, 그리고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BR) 네트워크 규약(Statutory Framework of the World
Network of Biosphere Reserves)을 통해서 접경지역 BR
을 도입하였고, BR이 국가적인 정책과제 이상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접경지역 자연보전
구상을 지원하는 체제는 많이 존재한다(예: 알프스 협약
(Alpine Convention). TBCA의 중요성의 증가추세는
접경지역 자연보호 복합체의 성장추세와 함께 계속되고
있다.
공식적으로 설치된 최초의 TBCA는 워터튼-글레이시어
국제 평화공원으로서 1932년에 출범하였다. 최초의
접경지역 자연보호 복합체 목록(inventory)은 1988년에
IUCN과 UNEP WCMC가 공동으로“국경공원(border
park)”을 조사하면서 작성되었다. 이 목록에는 59개의
공원이 등재되었다. 1930년대 이후 접경지역 자연보호
복합체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왔으며, 이 추세는 지난
20년간 급격히 확대되었다(Sandwith et al. 2001.) 1997

	
1997년의 조사는 D. Zbicz과 M. Green의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2001년에 D. Zbicz가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였다(Sandwith et al.(2001)
참조). 나머지 조사는 UNEP WCMC에서 수행하였다. 또한, 지역적
(유럽) 범위에서도 1994년과 1999년에 접경지역 자연보호 지역의 목록이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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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2001년, 2005년,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2007년에도
이러한 전 세계적 규모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다.11 각
조사 시에 사용된 방법론은 조금씩 달랐다. WCMC는
2007년에 227개 TBPA를 집계하였다(UNEP WCMC
2007). 이 목록에서 WCMC는“TBPA”개념에 IUCN
에 의해 정의된 대로의12 보호지역이 인접국과의 국경
너머의 보호지역과 인접하는 경우와 더불어 타국과 접한
보호지역(IAPA: Internationally Adjoining Protected
Areas)도 포함시켰다. 이 목록은 지속적 갱신이 필요한
동적 도구인데, 이러한 갱신 작업은 수행하기가 쉽지
않다. 이 목록은 또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제공될 수
있는 정보의 업그레이드와 확장이 필요하다(예: 협력
수준, 협력합의(cooperative agreement) 유형 등). IAPA
는 TBPA와 직접 인접한 보호지역으로서, 상호 간 협력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곳을 말한다(Mittermeier et al.
2005.) 시간이 흐르면서 IAPA의 숫자는 증가하였고, 이는
긍정적인 전개이다. 그러나 2007년의 목록은 공동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실질적”TBPA와 TBPA에 포함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만을 갖는 IAPA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TBPA 데이터베이스에 이 정보가 포함되는 등의 몇 가지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이 목록은 세계적으로 접경지역
자연보전 구상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관리되고 있는지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에 있어 더욱 귀중한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나아갈 길
접경지역 자연보전 구상과 TBCA의 설치는 모든 대륙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 정부, 비정부기구(NGO),
국제기구, 보호지역 관리인력 등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원조와 지원의 장려가 접경지역 자연보전 구상의 발전을
도울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세계적인 수준에서는 소수의
기관에서 접경지역 자연보전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을
주도하여 왔다. 이러한 기관 중 가장 큰 규모의 조직은
IUCN으로, 특히 그 산하의 WCPA 접경지역 보전 전문가
그룹(TBC SG)13으로서, 이는 접경지역 자연보전 분야의
실무자(practitioner)와 전문가의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각국 정부와 보호지역 관리자에게 TBCA
의 설립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외에도 UNEP, UNESCO, InWent14도 접경지역 자연보전에
대한 세계적인 홍보와 이해증진에 기여하였으며,
지역적(생태지역적) 규모에서 유럽공원연합, WWF,
평화공원재단, 국제보존협회(Conservation International),
국제자연보호협회(The Nature Conservancy) 등이

	1992년에 카라카스에서 개최된 제5차 IUCN 세계공원총회에서 도입된
보호지역의 정의에 따르면, 보호지역이란“육상 또는 해상의 일정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으로서, 생물학적 다양성과 자연적·문화적 자원의
보호와 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법률 등의 실효적 수단을 통해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13
	1997년에 접경보호지역 태스크포스(Transboundary Protected Areas
Task Force)로서 설립되었지만 2009년에 이름이 개정되었다. 이
단체의 임무는“자연, 생태계서비스, 문화적 가치 등의 보전을 위해
접경지역 자연보전을 촉진 및 장려하면서, 더반 실행계획과 CBD
보호지역 실행프로그램에 부합하도록 접경보존지구의 효과적 계획 및
관리에 필요한 지식과 역량의 강화를 지원하면서 각국 간 평화와 협력를
촉진하는 것”이다.
14
	InWent는 2011년에 Deutsche Ges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GIZ)와 합쳐졌다.
12

선도적인 접경지역 자연보전
(Mittermeier et al. 2005).

사업을

진행

중이다.

국경을 사이에 둔 관계 당사자들이 공동의 유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공동의 비전에 합의하도록 하는 일이 탄력을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내, 선의, 이해가 필요하다. 유럽에서는
“접경지역 자연보호를 위해 지금처럼 좋은 기회가
없다”(Brunner 1996). 이 기회는 EU에 의해 국경간
소통이 용이해진 유럽에서 뿐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다른
국가에서도 실천으로 옮겨지고 있다.

© IUCN / Julián Orozco Badilla

접경지역 자연보전 구상의 틀을 확립하고, 그 가치와
신념을 홍보하고, 핵심 당사자들에게 TBCA의 관리에 대해
조언하는 데에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 남아있는
과제가 많다. 효과적 소통과 경험의 공유는 지역적 조건에
부합하는 모범규준의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TBCA
관련 관리자 간의 네트워킹을 개선하여 배움과 모범규준의
교환을 증진하여야 한다. 또한, 접경지역 자연보전에 대한
과학연구에서의 우선순위를 지정하여야 한다. TBCA에 대한
세계적인 데이터베이스 역시 갱신하고 분류를 추가하여
과학자에 의한 자료의 비교와 분석을 용이하게 하고, TBCA
에 관심을 갖는 주체들이 전 세계적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IUCN의 접경지역 자연보전 관행
관련 용어정의 체계는 보호지역 인력을 위한 매뉴얼로서
재정리되어야 하는데, 이에는 각각의 유형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TBCA의 설치, 관리 및 공동관리, 그리고 TBCA와
관련한 법적 함의 등을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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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럽의 그린벨트(Green Belt) 구상
- 경계의 초월에 대한 회고
Andrea Strauss1 and Katharina Diehl2
서론

© Maja Vasilijević

인구밀도가 높아서 자연보전 시도들이 상반되는
토지용도와 개발계획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는 유럽에서
넓은 지역이 보전체제(conservation regime) 하에 놓이는
것은 드문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연보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접근법 중 하나는 국립공원, 생물권보전지역,
경관보존지구, 생태통로 등으로 구성된 보호지역네트워크

적응적 토지용도관리, 생태적, 사회경제적 모니터링,
조직구조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의 대상이 된다(Lombard
et al. 2010). 반면 유럽그린벨트는 정부기구와 비정부기구
(NGO)의 네트워크와 Engel and del Palacio(2009)가
“약한 제휴, 지속적 유대”라고 칭하는 관계를 추구하는
구조를 택한 과학자들이 함께 이끌어나가는 보전지역
시스템이다. 유럽그린벨트의 지리적 범위는 생태적인
근거에 기반하지는 않으나, 아래에 그 내용이 이어지는
이 조직의 실행프로그램(Programme of Work)3에 의하면,
이야말로 유럽에서 가장 모범적인 자연보전 구상이다.

(protected area networks)을 도입하는 것이다. 지난 20
년간 유럽에서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가치 있는 경관 및
천연자원의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정치적 의식 증진으로
인해 이러한 보호지역이 다수 설립되었다.
이 보전지역네트워크의 공간적 윤곽은 통상 남동부 유럽의
카르스트산지(디나르 알프스 산맥)나 다뉴브 강(다뉴브강
보호협약)과 같은 지구물리적(geophysical) 특성에
기반하며, 행정구획과 규제적 책무에 강하게 구속된다.
보전조치, 이해당사자의 참여, 국민에 의한 수용도 등은
각 보존지구 별로 상당히 차이가 나며, 소통방식의 설계,
	경관생태학자
	
경관생태학자, 독일의 라이프니츠 농업경관연구센터(Leibniz Centre for
Agricultural Landscape Research) 소속

아래에서는 유럽에서 가장 전통적인 문화적 경관들
뿐 아니라 현재 집약적인 개발계획 하에 놓여있는
지역들에까지 설정되고 있는 보존지구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다. 2003년에 설립된 유럽그린벨트 구상은
냉전시대의 자연유산을 기반으로 400개 이상의 파트너국을
포함하는 활발한 다수 이해당사자 구상으로 거듭났다. 이
구상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공동 비전은 옛 철의 장막을
따라 바른츠 해로부터 아드리아 해와 흑해에 이르는 생태
축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 구상은 자연보전과 지역개발에
있어 접경지역 협력의 모범사례가 되었다. 유럽그린벨트는
그 고유한 역사와 비전으로 인해 지역 내외로 집중적인
미디어의 관심을 받아왔다. 유럽에서의 정치적 노선선회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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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n-around)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유럽그린벨트는
가치있는 경관의 보호를 위한 접경지역 관리 및 협력의
훌륭한 사례가 되었다. 그 중요성은 Kortelainen(2010)에
의해 상세하게 기술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잠재력에
근거한다.

정치적, 지리적, 사회경제적 조건들에 의해 형성된 각국의
국경지대 간의 독특한 상황에 의해 정의된다.

이 글의 목적은 유럽그린벨트 구상의 기능과 조직구조에
대한 간략한 개관을 제시함으로써 성공요인과 실패의
위험과 관련한 분명한 관리조치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또한 자연보전과 지역개발과 관련한 다국적,
접경지역 시도의 구조와 이행을 더욱 진전시킬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 구상의 주된 목표는 기능적인 생태네크워크로서
유럽그린벨트를 확립하는 것이다. 그 시행은 생물다양성의
상실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EU 각국의 수장, 그리고 환경부
장관에 의한 범유럽적 약속(commitment)을 뒷받침한다.
이 구상은 또한 CBD 보호지역실행프로그램, 유럽회의
산하의
범유럽생태네트워크(PEEN:
Pan-European
Ecological Network), 그리고 Natura 2000과 같은
국제협약, 구상, 네트워크 등의 시행에 기여하기도 한다.
유럽그린벨트를 따라서 자연보전에 있어서의 국제협력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자연서식지 및 야생동·
식물의 보전을 위한 EU 가이드라인(Directive on the
Conservation of Natural Habitats and of Wild Fauna
and Flora(92/43/EEC); Habitats Directive)에 의한
특별보호지역(SPA: Special Protection Areas), 그리고
야생조류의 보전을 위한 EU 가이드라인(EU Directive
on the Conservation of Wild Birds(79/409/EEC); Bird
Directive)에 의한 특별보전지역(SAC: Special Areas of
Conservation)에 명시되어 있는 EU 전략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회원 및 당사자 기구들과의 효과적 협력가
이루어질 경우,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Karivalo
and Butorin 2006),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UNESCO 인간과생물권계획, 그리고 유럽 야생동·식물
및 천연서식지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Bern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European Wildlife and Natural
Habitats)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노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그린벨트 구상의 강화
1980년대에 이르러서 역사상 가장 분열적인 장벽 중
하나였던 동유럽과 서유럽 사이의 경계가 해체되기
시작하자, 막다른 접경지역에서 수십 년간의 경제적
침체를 야기하였던 접근성의 제한이 해소되었다. 이
역사적인 전환기에 이어졌던 정치적 변화들을 빼놓고
생각하더라도, 이 지역에 대한 접근성의 회복은, 흥미로운
생태연구 대상이자, 귀중한 생물다양성과 자연적 조절과정
(natural regulation process)의 보고인 자연유산을 세상에
드러내었다. 이와 같이 고도의 생태적 가치를 갖는
지역을 유지한다는 발상은 이미 1980년대에 학계에서
인정받았지만, 1989년부터 1990년까지의 변화의 시기에
이르러서 구 동서 유럽 간 경계와 남북으로 인접한
국경지대측 따라서 복수의 지역이 독립적으로 이를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복수의 정부 및 비정부 기구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
지원 받아서 과거의 동서 유럽 간의 엄격한 장벽을
기반으로 하여 자연보전에 있어서의 접경지역 협력를
수행한다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마침내 2004년
9월에 헝가리의 페르퇴-한사그국립공원(Fertö-Hanság
National Park)에서 유럽그린벨트 구상이 출범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유럽그린벨트에 인접한 국가의 대표단이
만나서 이 구상이 자연보전에 있어서 국제협력를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단계를 논의하였다. 이
회의의 주요 성과들은 실행프로그램(Programme of Work)
으로 통합되었으며(Terry et al. 2006) 구상의 기본구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보전지역 네트워크로서 유럽그린벨트 발전 과정은 근대
정치사의 산물이다. 유럽그린벨트는 23개국에 걸쳐
있으며 발트해 연안의 유럽 최북단으로부터 중앙유럽을
지나 흑해와 아드리아해까지 이어지는 약 12,500km
구간을 차지하고 있다. 이 통로는 6개의 생물지리지역
(biogeographical
region)4 을
통과하여(European
Environment Agency 2003) 다양한 생태적 측면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각 구간(stretch)은 해당지역의 역사적,
	극지, 고산, 아한대, 대륙성, 파노니아성(Pannonian), 지중해성 생태지리
학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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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및 절차 - 유럽그린벨트의 기능과 구조

유럽그린벨트 구상이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은
국제적 수준에서 지역적 수준에 이르기까지 사회 각층과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구상의 역사적, 정치적
맥락은 그에 연관된 주체들이 자연보전 사안의 맥락에
대해 특이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이해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었다. 이해당사자들은 지역적
수준에서 공동체의 지속가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유효한 도구로 유럽그린벨트를 활용하고 있다. 이 구상은
연락책, 웹사이트, 뉴스레터를 활용하여 지역적 활동이
광범위한 국제적 맥락 속에서 알려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과 회의들은 자연보전과 지속가능개발에 있어서
접경지역 협력와 관련한 지식, 경험, 모범사례의 공유를
위한 잘 확립되고 존중받는 기제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기구 및 각료들은 유럽그린벨트가 참여국 및
국제조직에 있어 강력한 구상으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셋째, 다양한 학문분야에 있어 유럽그린벨트는 경관,
대륙적 규모에서의 생태과정, 대규모 생태적 변화에 대한
서식지와 생물종의 반응 등을 연구할 수 있는 실험실의
역할을 한다. 국경을 넘거나, 그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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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연구활동의 잠재력은 아직 완전히 파악 및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특히 유럽그린벨트가
통과하는 다양한 생물지리학 지역의 잘 보존된 단면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력을 연구하는 자연과학 분야 뿐
아니라 인문학에서 과학적 연구시도에도 유관한 문제이다.
유럽그린벨트의 실행프로그램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
구상의 네번째 기능은 지역적 자영업에 활용할 수 있는
상품가치의 제공이다. 이의 목표는 지역적 수준에서
자영업의 지속가능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혜택을 강화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NGO
와 정부기구는 이미 그 활동에 유럽그린벨트의 이름을
차용하고 있지만, 지역 단위로 활동하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상품 및 활동에 있어 유럽그린벨트의
‘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훨씬 저조하였다.
이 구상의 분야와 경계를 초월하는 접근법은 그
조직구조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 프로젝트
실행에 따라 생성되는 보다 작고 가변적인 활동중심의
네트워크 구조가 목표의 시행을 위해 더 유연한 장치로서
작용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유럽그린벨트의 네트워크
구조는 NGO, 정부기구, 정치부문, 기관, 개인 등이 모두
참여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지역적
조정자(coordinator), 책임기관(focal point), 그리고 이
구상의 파트너들이 연결고리를 형성함으로써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국지적 수준의 행사와 활동에 접근법을
적용하는 동시에 실행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된다.

자연적 선행조건(precondition), 주요 토지용도,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 구상의 실행프로그램이 시행되도록
한다. 국가별 책임기관은 국가적 및 범유럽적 그린벨트
활동 간의 시너지와 협력를 촉진한다. 이 구상에 참여
중인 23개국 간에는 경관구조 분 아니라 부동산 및 토지의
사용권에 관한 사항도 상당한 차이가 난다. 그 결과
유럽그린벨트 구상은 각지의 선행조건과 각 구간에서의
역사적인 국경체제에 대한 현지민의 인식에 강하게
좌우되는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어야 한다.

교훈 및 향후 전망 - 접경지역 다수 이해당사자
참여 자연보전 구상의 성공 및 실패 요인
이 구상의 성공 기반은 마음을 사로잡는 비전을 제시하였고,
그 시행에 있어서 초부문적, 접경지역 접근법을 취하였으며,
일관된 태도의 지지자들과 네트워크의 주도자로서
활동하는 숙련된 개인들이 참여하는 다수 이해당사자
성격을 갖는다는 사실 등에 있다. 유럽그린벨트를
생태네트워크로 확립하는 데에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구상의 비전을 시행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핵심 단계들이
아직 몇 가지 남아 있다. 실행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함에
있어 구상의 성공에 기여하였거나 그 진전을 저해한 다음
요인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 구상의 조정자들은 동시에 여러 개의 사업에
기여함으로써 자원의 운영성(resource mobility)과 지원
수준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적으로 효과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 간다. 과거에 이 역할을 산하에 다수의 전문가들을
확보하고 있고, 정부 및 비정부 주체들과 직접적인
연결망을 유지하고 있는 자연보전 분야에서의 세계 최대
규모 조직인 IUCN 유럽지역사무국(Regional Office
for Europe)에서 이어 받았다. 유럽그린벨트 사무국은
유럽그린벨트를 따라서 활동하고 있는 이해당사자들과
교류하며 정보를 교환 및 수집하고, 그린벨트 내에서의
연구와 시범사업을 지원하며, 요구되는 전문성을 제공하여
왔다. 유럽그린벨트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국가예산,
지자체 예산, EU, 국제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된다.
이 구상이 세 개의 지역적 하위구간(subsection)들로 나뉘어
있음은 유럽그린벨트가 갖는 네트워크로서 속성을 더욱 잘
나타내준다. 페노스칸디아(Fennoscandia) 및 발트(Baltic),
중앙유럽, 그리고 남동부유럽의 각 구간에는 지역 조정자가
배정되어 있다. 페노스칸디아 및 발트 국가에서는 북서부
러시아 절대보호지역 및 국립공원 연맹(Association of
Zapovedniks and National Parks of North-West Russia)
이 지역조정자로 활동 중이며, 중앙유럽에서는 지구의 벗
독일지부(BUND; Friends of the Earth, Germany)가,
그리고 남동부유럽에서는 유럽자연유산기금(EuroNatur)
가 각각 활동중이다. 지역조정자 및 국가별 책임기관은
(각국의 자연보전 및 지역개발 담당기관에 의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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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유럽그린벨트 지도

공동의 역사 - 공동의 비전
삼엄하게 경비되었던 동, 서 유럽 간의 경계의 역사는
유럽의 대부분 인구가 공유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냉전시대
이후의 접경지역 협력라는 주제는 미디어와 대중의 관심을
광범위하게 끌고 있으며, 이러한 관심은 자연보전 부문
뿐 아니라 심지어 유럽이라는 카테고리도 훨씬 넘어서서
성장하였다. 이 비전은 매우 많은 수의 사람에게 있어 극히
개인적인 기억을 상기시킴으로써 자연보전에 대한 통상적
수준의 지지를 훨씬 넘어서는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조건은 표적집단, 다양한 부문의 파트너 주체, 그리고
일반인이 자연보호운동가와 동등한 수준에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초부문적(Cross-sector) 접근
1992년의 환경개발에 대한 리우선언(1992년 국제연합
환경개발회의)은 전통적인 자연보전 부문의 외부에서
파트너의 참여와 새로운 개념의 도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한 참여를 촉구한다. 이는 CBD 보호지역
실행프로그램5과 2010년 채택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6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 등의 전 지구적 사안들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적
개념들을 제시한다. 그린벨트 구상은 부문간 협력를
위해 적절한 방법론 및 조치들을 탐구함으로써, 시너지와
혜택공유를 낳을 수 있는 기회를 형성하였고, 새로운
동맹관계, 아이디어, 자원 등을 유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던 프로젝트에는 UNESCO와 함께 진행한
그린벨트를 위한 음악 수집활동과 같은 예술사업, 기자,
교사, 정부관료 대상의 전문 교육, 그리고 군사부문과
민간협력 등이 있었다.

다수 이해당사자 접근법
(Multi-Stakeholder Approaches)
정치부문에서는 유럽그린벨트를 따라 이루어지는 초경
계적 협력에 있어 중요한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2월에 체결된 페노스칸디아 그린벨트
(Green Belt of Fennoscandia)의 설치에 관한 핀란드,
러시아, 노르웨이 3국 간 협력 양해각서(Ministry of
the Environment of the Republic of Finland, Ministry
of the Environment of the Kingdom of Norway, and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핀란드 공화국 환경부, 노르웨이왕국
환경부, 러시아연방 천연자원 및 환경부) 2010)와 독일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2004). Decision VII/28. CBD,
Montreal. 전문: www.cbd.int/decision/cop/?id=7765(2010년 12월
기준).
6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2010). Decision X/1.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전문: www.cbd.int/doc/notifications/2010/
ntf-2010-223-cop10-en.pdf, 87쪽(2010년 1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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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조약(German coalition treaty)가 이 구상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서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음이 이의 좋은
예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상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규제장치들과 독립적으로 구상의 시행을 위한 강한
기반을 구성하고 있는 다수의 개별적 프로젝트들이다.
이러한 프로젝트에는 다양한 수준에서 수행되는 일회성
행사로부터 목록작성이나 모니터링과 같은 장기적
프로젝트 등이 포함된다.

공공관계
기업이미지(CI: Corporate Identity)에 기반한 소통도구는
대규모 수용자와 잠재적 파트너에게 구체적인 개념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일을 돕는다. 대중의 관심을
광범위하게 받는 자연보전과 같은 복합적인 사안에 있어
마케팅 도구, 지식관리 도구, 소통방법의 활용은 핵심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냉전 종식 25주년인 2014~2015년은
대중에게 다가가는(public outreach) 대규모 사업을 위한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다. 유럽그린벨트 로고의 사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그것이 이 구상의 파트너에게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과정의
다음 단계가 될 것이다.

참여와 개입
구상을 만들어나간다는 과정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이 구상의 향후 조정자들은
공공관계, 사업제안, 공동활동(joint action)을 위한 적정
파트너의 식별, 모범사례의 교환 등을 통해 파트너을
지원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이 구상이 비슷한 목표를 가진 대규모 네트워크에
성공적인 접근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그 적용
사례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 구상을 형성해 나감에
있어 정부의 지원과 NGO 및 재단에 의한 장기적 기여가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다. 이들의 노력은 여타 주체의 보다
단기적인 참여에 의해 보완되었다. 국가별 책임기관과의
협력의 강도는 연속성과 개인적 동기부여 정도에 크게
의존한다. 따라서 IUCN 위원회 회원7이 보다 강력하게
참여할 경우 이 구상의 추가적인 진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의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
(대한민국 환경부 2005)를 보전하기 위한 이와 유사한
접근시도들의 등장과 유럽그린벨트 접근법에 대한 미국
측의 관심은 이 구상의 사회적 프랜차이즈로서의 잠재력을
명백하게 증명한다.

숙련된 개인
숙련되고 활발한 개인은 다수 이해당사자 자연보전 구상의
성공에 있어 핵심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이러한 개인적
요소는 자연보전 부문 내외에서 모두 소통, 창조성, 협력에
의존하는 네트워크에게 있어 다양한 부문에 걸친“전환

	
IUCN은 6개의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전문가 위원회에 기반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이에 대한 정보는 www.iucn.or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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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ing)”능력과 더불어 필수적이다. 주어진 개인적
역량을 완전히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구상의
조정자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와 같은 형태로 전문가
및“대사(ambassador)”의 참여를 더욱 유도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조정기구로 안정적인 재정 조달은 사업단위 재정지원에
기반하여 장기적으로 진행되도록 설정된 구상이 지나치게
의존적으로 진행되는 사태를 방지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사업의 참여 자체도 분명 동기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이는 행동주체들이 조정, 네트워킹, 공동사업
계획 등에 있어서의 역할을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고, 잠재적 파트너 간에 경쟁구도를 조성한다.

조절장치
이 구상은 국제협약, EU 법률 등으로서의 공식적인
지위를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상태이다. 유럽그린벨트 구상이
국제협약으로서, 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추천 및
지정되는 등의 방식으로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받는다면
인지도가 신장될지 여부의 문제는 정기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다. 이가 실현될 경우, 유럽그린벨트 구상의
영향력을 증가시켜 추가적인 재정 조달원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 자연보전과 지역협력를 위한 지역공동체의
경계를 초월하는 협력의 도구로서 이 구상은 정책결정자에
의한 국내적, 국제적 약속을 충족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로서
기능한다. 지리적 입지 및 부문 간 격차들은 보호지역의
설치와 관련 사업의 시행을 통해 채워질 수 있을 것이고,
이는 미래에 관련 국제협약들과의 양해각서를 통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유럽그린벨트는 국립공원, 자연공원(nature parks),
생물권보전지역, 접경보호지역 뿐 아니라 국경을 따라서
입지해 있지만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까지 모두
연결짓고 있다. 이 구상은 지역공동체 간의 경계를 넘어선
협력을 위한 도구가 되었고, 정책결정자에 의한 국내적,
국제적 약속을 충족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가 되었다. 이
구상의 진전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갖는
요인들은 주로 재정조달과 연속성의 공백, 그리고 이 구상에
참여하고 있는 파트너들이 그 비전과 공감하는 정도의
차이와 관련되어 있다. 개입의 계기가 된 요인은 행정적
경계를 넘나드는 작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토지용도,
자연보전, 지역개발 등의 관리법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지속적 시도들로 이어졌다. 이러한 조화적 접근법은
경계를 기준으로 서로 다른 행정적, 법적, 정치적 상황에
의해 저해되는 경우가 많지만, 자연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에 대한 공동목표에 합의하고, 각국에서 서로
다른 수단으로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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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적 재정조달

유럽그린벨트는 절대적인 경계(limes)가 아니다. 그 비전도
결국에는 흐려지면서 새로운 비전과 활동으로 대체되어갈
것이다. 향후에는 보호체제와 지속가능 지역개발을
위한 활동을 계속적으로 실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보호지역과 토지용도 제도(scheme)의 계획 및 관리에
있어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핵심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이러한 시도의 성공 여부는 국경을 따라서, 그리고
그를 넘어서 자연보전 노력에 문화적 경관을 통합하기
위한 전략에 강하게 의존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에는
지속가능개발 개념, 위기예방, 생물다양성 보전, 기후변화
완화, 생태계서비스 등의 주제에 대한 연구를 위한 실험의
장으로서의 유럽그린벨트의 역할 수행이 포함될 것이다.

4. 디
 나르 아크(Dinaric Arc) 구상
- 국제협력의 거버넌스에 대한 혁신적 접근
Dr. Giorgio Andrian1
서문

© IUCN / Tomasz Pezold

세계화로 인한 국제협력 절차의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적 거버넌스 체제의 근본적인 재조직이
필요하다. 현재 국제연합이 수행 중인 개혁 작업은
이러한 시도의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로서,“하나의 유엔
(delivering as one)”이라는 슬로건 하에 각 기관과 계획의
활동에 대한 보다 일관적인 실행계획틀(action framework)
을 확보하여 국가적인 수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시도를
통합하고 있다. 이 재조직 과정 중 거버넌스 모델의

디나르 아크 구상(DAI: Dinaric Arc Initiative)은 유럽에서
가장 흥미로운 혁신적 환경 거버넌스 체계 중 하나이다.
이는 2004년에 확립된“광범위한 협력체계(broad
framework of cooperation)”2로, 이후 UN기구(지역사무국,
국가사무국),
정부간
기구(IGO: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크고 작은 규모의 비정부기구(NGO) 등
점점 많은 수의 국제조직을 포괄하게 되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연적, 문화적 유산의 보호 및 홍보를 위하여
남동부 유럽(SEE: South-Eastern Europe)에서 활동 중인
단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공동 이해관계를 공동의
비전으로 통합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일관적인 일련의
단계 중 첫번째일 뿐이었으며, 그 궁극적인 목적은“모든

부재는“시행착오”식 접근이 이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엄격한 위계질서에 기반한 상명하달식 접근은 급격한
변화에 대응함에 있어 제한적이거나 비생산적인 결과만을
낳았다. 반면 개혁의 시기에는 유연하고 잘 조율된 활동이
보다 바람직한 해결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파트너의 계획과 활동에 대한 부가가치 창출”
이었다.
DAI 안내책자는 이 과정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그 결과로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공통 목표rk 확립되었다: 디나르
아크 지역의 자연적, 문화적 자원 및 유산의 보전, 또한
지역공동체에 대한 참여유도와 권한부여, 그리고 부문 간
정책 조율을 통한 이들의 홍보와 가치제고이다.4

시작은 2004년 1월 로마에서 개최되었던 총회에서
	이탈리아에 소재한 UNESCO 유럽지역 과학문화 사무국(BRESCE:
Regional Bureau for Science and Culture in Europe) 소속 컨설턴트.
이 장에서 제시되는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 의견으로서, UNESCO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1

	
출처: DAI 안내책자(brochure): www.dinaricarc.net/dai.html
상게서
4
상게서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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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F5의 지중해계획 사무국이 제시하였다. 이 총회는
UNESCO-ROSTE6와 IUCN에 의해 공동개최되어 2004
년 6월 13~17일에 베오그라드(Belgrade)와 세르비아
타라국립공원(Tara National Park)에서 개최된“SEE
지역에서의 MAB 생물권보전지역 및 접경지역 협력에 대한
국제 공동워크샵”이후 가장 중요한 후속회의가 되었다.
이후, DAI 단체는 계속 확장되어 유럽자연유산기금
(EuroNatur)에 의해 조직된 13차 정기총회(울치니, 몬테
네그로, 2010년 11월)에 이르러서는 다음의 15개 회원
단체로 구성되게 되었다: WWF, UNESCO BRESCE,
IUCN7, UNDP8(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몬테
네그로, 알바니아 국가사무국), UNEP9, FAO10, 유럽회의11,
ECNC12, REC13, EuroNatur, SNV14, CIC15
이렇게 법적 강제성이 있는 체제틀이나 구체적인
재정지원이 없이도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협력이 이어질
수 있는 비법은 무엇일까? 이 의문에 해답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음의 문단에서는 로마총회 이후에 취해진 주요
“점진적 조치(evolutionary steps)”을 돌이켜 살펴
본다.

생태지역적 접근법: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첫번째 총회에서는 WWF에 의해 정의한 대로의“디나르
아크 생태지역”지도 한 장 만이 논의주제가 되었다. 이
생태지역의 찬성측에서는“생태지역”이라는 개념이“육
상 또는 해상의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으로서,
지리적으로 고유한 생물종, 자연공동체, 환경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생태지역적
규모에서의 파악과 운용의 필요성에 대한 가정도 다음과
같이 더욱 상세하게 기술되었다:“생물다양성은 지구
상에 균일하게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적, 지리적 요소
및 이 행성의 진화과정에 의해 결정된 복잡한 패턴을
17
따른다. 이 패턴을‘생태지역’이라고 한다.”
IUCN은 즉시 이 접근법의 유효성을 인정하였고, 해당
지역에서의 자신의 작업과의 연계가능성을 모색하였
으며, UNESCO에서는 자연보전적 접근에 한하여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자연보호기금(World Wide Fund for Nature)(www.panda.org)
	당시 UNESCO의 베니스 사무국의 이름은 유럽지역 과학기술 사무국
(ROSTE: Regional Bureau for Science and Technology in Europe)
이었다가 최근 유럽지역 과학문화 사무국(BRESCE: Regional Bureau for
Science and Culture in Europe)으로 개명되었다.(www.unesco.org/
en/venice)
7
	세계자연보전연맹(www.iucn.org)
8
	유엔개발계획(www.undp.org)
9
유엔환경계획(www.unep.org)
10
유엔식량농업기구(ww.fao.org)
11
유럽회의(www.coe.int)
12
유럽자연보전센터(www.ecnc.org)
13
지역환경센터(www.rec.org)
14
네덜란드개발기구(www.snvworld.org)
15
국제야생동물보전위원회(www.cic-wildlife.org)
16
	w ww.panda.org/about_wwf/where_we_work/ecoregions/about/
what_is_an_ecoregion/index.cfm
17
상게서(Ibid)
5

6

14

그림 4.1: 첫번째 DAI 지도(2005)

이 때문에 이후의 문서에서는 문화적 요소가 포함되어 이
지역의 자원과 유산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개념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회의는 견고한 협력의 기반을 다졌으며, 그로 인해 향후
수년간 흥미로운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사업의 지도 작성:‘확대되는’지리적 범위
WWF에서 제안한“디나르 아크 생태지역”을 재현한 원
지도는 DAI 회원단체의 초기 지리적 범위를 나타내었
으며, 지역의 중심에는 WWF에서 지정한 세계 238대
생태지역(238 Global Ecoregions)18 중 하나인 유럽지중해 산지 혼합림의 하위단위인 디나르 산맥의 혼합림이
분포하였다.
DAI의 지리적 범위의 경계에 대한 논의는 막 시작되고 있을
뿐이었다. 이 주제는 향후 수 년간 극심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선을 긋는 작업”에 대한 유연한 접근의 필요성을
상기시켜 주었다.19 생태지역적 접근에 대한 과학적
지지주장도“생태지역의 경계는 고정되거나 뚜렷하지
않으며, 중요한 생태적, 진화적 과정들이 가장 강하게
상호작용하는 영역을 나타낼 뿐이다”20라고 인정한다.
이렇게 놓고 보았을 때 DAI 안내책자에 제시된 두 개의
지도를 비교하는 일은 특히 의미를 갖는다. 2005년에
작성된 첫번째 지도에서는(그림 4.1) 축적 문제로 국경의
명확한 파악이 어렵지만 생태지역의 경계들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다. 2007년에 작성된 두번째 지도에서는
(그림 4.2) 본래의“핵심지역(core area)”을 둘러싼

	
상게서
	
자연보전에 있어서의 경계획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FallJ.(2005). Drawing the line. Nature, hybridity and politics in
transboundary spaces. Farnham(UK): Ashgate.
20
6번 주석 참조
18
19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여 모든 회원의 활동내용과 사업에
대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목록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는 곧 내부의 조화 및 외부와의 소통을 위해 매우 유용한
도구로 인지되게 되었다.

공동의 성공을 위한 공동활동

그림 4.2: 두번째 DAI 지도(2007)

“완충지역(buffer zone)”이 나타나 있어, 이 경계가 단지
생물물리학적(bio-physical) 기준을 재생산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주장을 반영하였다.
이렇게 거대한 생물지리적 범위의 경계 내에서 DAI
회원단체들은 곧 보다 구체적인 지역에서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몬테네그로와 알바니아 사이의
접경지대에 위치한 스카다르 호수(Skadar Lake)21는 이
구상 최초의 “영역적 접근법(territorial approach)”
이자 그 가장 성공적인 예시이기도 하였다. 제2차 DAI
총회(2005)는 UNDP 몬테네그로 지부에 의해 주최되어
스카다르 호수에서의 공동활동의 준비로 이어졌다. 2005
년 10월에 몬테네그로의 브란이나(Vranjina)와 알바니아의
슈코드라(Shkodra)에서는 “스카다르호수의 영역 개발을
위한 국제적 지정”에 대한 컨퍼런스가 2일간 이어졌으며,
그 다음에는 1일 간 DAI 회원 총회와 3일 간 IUCN에 의해
조직된 보호지역 알리기에 대한 NGO 교육이 이어졌다.
“하나의 유엔”접근법을 선도하고 있던 DAI 회원단체
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동일한 영역 내에서 매우 다
양한 국제기구 및 원조단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는
DAI 회원단체로 하여금 중복과 복제를 피할 수 있도록
시행중인 다양한 체제틀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도록 하였다. 곧 스카다르 호수를 위해 공동
로드맵을 작성한다는 발상이 등장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몬테네그로와 알바니아의 정부 간 회담을 늘리는 노력이
이어졌다. 두 국가 모두 동일한 영역 내에서 활동 중인
다양한 원조단체와 기구를 조율시키는 일의 어려움을
인지하였고, 이 섬세한 지도제작 작업에 있어 도움을
받고자 하고 있었다. 로드맵에는 당해 지역에 대한 각 DAI
회원단체 활동내용과 사업의 목록이 작성된 후 이해가
겹치거나 시너지가 기대되는 분야들이 파악되어 비전의
수렴이 이루어졌다. 이 접근법은 곧 DAI 동반자관계의
핵심적인 특기가 되었다. 로드맵 형식은 이해관계가
겹쳐 있는 다른 현장에서도 격차를 파악하고 합동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잠재적 시너지를 발전시키기 위한
효과적 방법으로서 사용되게 되었다(예: 두르미토르
(Durmitor) 지역). DAI의 회원단체은 이미 일반적인 공동
	스카다르 호수(Skadar/Shkodër Lake)는 445km2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SEE 지역 최대의 담수분지이다.

DAI“연대”는 이어지는 회의와 활동을 거치면서 처음부터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어 그 혼합적 구성(UN기구,
IGO, NGO 등)과 법적 구속력이 없는 운영 체제틀이
통합적, 조화적 활동의 핵심적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더해 현장 중심적 공동활동(DAI에서는 이를“영역적
접근”이라고 부른다)을 촉진하는 것 역시 합동구상을
다루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DAI의 파트너들은“환경을 위한 유럽(Environment
for Europe)”과정의 체제틀 내에서 2007년 10월에
베오그라드에서 개최된“제6차 환경에 대한 부처 간 회의
(6th Interministerial Conference on the Environment)”
에서 합동 부대행사를 진행하였다. 이에서는 DAI의 모든
활동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이 이루어지면서, DAI 단체에도 잘
포함되어 있는 구성원과 운영적 접근법 모두의 측면에서의
고도의“다양성”을 돌아보았다. 반면, 스카다르 호수나
두르미토르와 같은 구체적인 영역에 집중하고 공동의
로드맵을 설계하는 것 역시 매우 효과적인 작업방식이자
굉장히 강력한 소통도구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회원단체는 DAI 가입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그
비공식적이고 효과적인 플랫폼으로 인해 정보의 수집,
시너지의 창출, 공동활동의 개시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고 답하였다. 각 기관은 모여있음으로
인해서 주목을 받고, 공동행사의 조직 및 전문성의 교환
등이 합쳐져서 경쟁적 우위를 점할 수 있음을 파악하였던
것이다.
이 합동 프리젠테이션 이후 DAI의 회원단체들은 서로의
힘을 합치고 상호이익을 배가시키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합동구상을 만들어서 이 단체에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전략적인 행동이었을지를 깨달았다. 원조단체에 하나
이상의 DAI 회원단체가 뒷받침하는 사업제안을 제시하는
것은 보다 큰 성공 가능성을 제공할 것임은 명백해 보였다.

공동작업의 어려움
이어지는 몇 년간 개별 회원단체는 관심을 보이는 단체와
협력 하에 수행될 구체적인 사업과 활동을 홍보하는
시도를 하였다. 아래에는 이의 주요 사례들이 시간 순으로
제시되어 있다.

디나르 지역에서의 공동체 기반적 농촌개발과 자연자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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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에 DAI 동반자 기관의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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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활동의 결과에 기반해서 FAO가 이끄는 팀은 이후
조직될 회의 중 국제 원조단체에게 제출할 사업 제안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업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고부가가치 농산품을 위한 상품사슬(commodity chain)의
개발을 지원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농촌관광의 개발은
지역 인구의 소득원 다변화에 기여할 터였다. 이 사업에는
또한 카르스트 폴리에 및 주변 지역과 연관된 자연적,
문화적 가치를 홍보하고, 접경지역 하천분지 관리 및
초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지원할 의도도 있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공동제안서는 원조단체들 중 상당수에게
충분한 매력을 발휘하지 못하였으며, 구체적인 재정지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UN적, NGO
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공동 사업 제안을 확립하는 데에
있어 DAI의“집단적 전문성”을 활용한 첫 시도였다. 이
접근은 이후에 성공을 거두기도 한다.

“디나르 아크의 대승리”
“무거운 역사적 짐을 지고 있는 지역에서 어떤 일까지
달성될 수 있는지를 전 세계가 지금 현장에서 확인하지
못함이 애석합니다.”이는 당시 IUCN 유럽지역 사무국의
국장이었던 타마스 마게스쿠(Tamas Marghescu)가“
디나르 아크의 대승리(Big Win for the Dinaric Arc”
행사의 마지막에 행한 연설 중에 했던 말이다. 이 행사는
독일 본에서의 제9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자국회의가
진행중이던 2008년 5월 29일에 WWF의 주도로 DAI
파트너들이 주최하였다. 행사장에는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슬로
베니아에서 자연보전을 담당하고 있는 다섯 명의 장관과 한
명의 국무장관이 참석하여 이 나라의 자연보전에 대한 높은
헌신도를 보여주었다. 이 각 국가의 정부는 디나르 아크
생태지역의 보전과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하였다. 이는 DAI가 잘 정의된 목표를 갖는 공동행동을
발생시킬 수 있을 정도로 진화하였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 행사에서 각 국가의 장관은 향후 수 년간
따르고 시행될 디나르 지역 자연보전에 대한 우선순위
과제를 발표하였다. DAI 회원단체들은 원조단체 및
시민사회 일반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 접근이 정부 스스로의 공개적 약속과 더불어 가장

© 2010 Brent Mitchell, QLF

다학제적 팀이 구성되어 각각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와
크로아티아에 위치한 리반이스코 폴리에(Livanjsko
polje)22와 시니스코 폴리에(Sinjsko Polje)의 지속가능한
농촌개발과 자연자원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사업의
확립을 수행하였다. 이 팀은 양국의 농업, 환경, 경제 담당
정부부처, 관광청, 농업인협회, NGO 대변인 등 해당지역
이해당사자들과 회의를 하였다. 농장, 농촌 공동체,
관광산업계에 대한 현장방문도 이루어졌다. 매우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되었고 이해당사자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파악도 이루어졌다.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고 평가하였다.

디나르 아크 현지인을 위한 환경
“디나르 아크의 대승리”공동선언의 강점에 기반하여
(위의 5b 참조) IUCN, WWF, SNV에서는“디나르 아크의
접경보호지역에서의 환경적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농촌
공동체 및 그 전통적 경관의 지속”이라는 제목의 3개년
계획(2009~2012)을 개시하였다.23
“디나르 아크 현지인을 위한 환경”이라고도 칭해진
이 사업은 핀란드 외무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았으며
“개선된 지역협력 및 강화된 환경적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생계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지역의 자연적, 문화적
가치를 제고하도록 설계되었다.”24 이 사업과 관련해
3개 파트너 기관에서는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의 접경보호지역과
연관된 다양한 활동을 개시하였다. 이 사업의 주요
목표는 지속가능개발을 지원하고, 농촌 공동체의 역량을
신장시키며, 이해당사자 참여를 유도하여 해당지역에서
접경지역 소통을 증가시키고, 시행계획 활동을 보다
광범위한 유럽 자연보전 체제틀에 통합시키는 것이었다.25
유럽그린벨트 구상, 카운트다운 2010(Countdown 2010),
NATURA 2000(Natura 2000) 등의 핵심 정책 및 행동
체제틀은 디나르 아크 지역에서 환경 및 지속가능개발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기 위한 도구로서 지역적, 국지적
이해당사자에게 홍보되었다. 대부분의 사업 설계 요소들은
이전 DAI의 경험사례로부터 인용되었으며, 흥미롭게도
그 시행은 전통적 자연 및 문화 보전 활동에 자원을 더
제공함으로써 파트너들의“평소 업무관행”에“산소”
를 부여해준다. 궁극적으로 이 사업은 대규모 회의를
조직함으로써 상당한 숫자의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한다.

	w ww.iucn.org/about/union/secretariat/offices/europe/places/
belgrade/projects/?6330/Environment-for-People-in-the-DinaricArc
24
	상게서
25
	추가 정보는 http://www.dinaricarc.net/project.html 참조
23

	폴리에(polje)란 카르스트 지형 내에 위치한 수 km 길이의 폐쇄형 분지
또는 함몰지를 말한다. 이 지형은 농지로서 집중적으로 활용된다. 이
글에서는 이 용어에 대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영어 대역어인“field(
들판)”대신“폴리에”를 우선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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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클레티예(Prokletije/Bjeshkët e Namuna)
접경지역 농촌개발 계획

항상 DAI의 강점으로 꼽혀 온 자연과 문화의 보전에 대한
공통적으로 진심어린 의도(DAI 정신), 공식적 약속의
부재, 공동 로비를 통해 자원을 운용할 수 있는 역량
등은 참여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곧 이 플랫폼의 한계로
변화하였다.

SNV의 도움으로“디나르 아크 현지인을 위한 환경”
사업의 자원 중 일부분이 알바니아, 코소보, 몬테네그로의
접경지대에 위치한 프로클레티예 산맥 벽지에서 접경지역
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배정되었다. 불충분한 물리적,
제도적 기반구조, 투자와 기업활동의 부재,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토지용도 계획의 부재 등으로 인해 이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는 방치되었다는 인식의 광범위한 확산과
함께 대규모 이민 및 이농이 이루어졌다. 지역의 수요를
파악하고 향후 진행방향을 정하기 위해 기획팀이 이
지역의 다양한 기구 및 개인과 면담 및 공용문서 및 지역
발행물 연구를 수행하였다.

© IUCN / Boris Erg

이 논의는 DAI의 미래에 대해 채택 가능한 두 개의 잠재적
시나리오가 제시되면서 종결되었다. 이 중 첫번째는
초기에 달성하고자 했던 높은 수준의 목표를 다소 낮추고
협력를 위한 잘 기능하는 플랫폼으로서만 이 구상을
유지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확실한 구조의 정식적 조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여 회원의 숫자와 활동의 복잡성이
모두 증가하는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다. 마지막에는
차기 DAI 총회에서 온전히 내부 거버넌스 관련 사안만을
논의하기로 합의되었다.

이 활동의 핵심적인 목표는 초국가적인 수준에서
상당한 생태적 요소 및 평화유지 요소 포함시킴으로써
이 지역 인구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프로클레티예 프로젝트는 유럽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이고 변화적인 영향력을
제공하는 것 뿐 아니라, 이 지역의 마지막 남은 오염되지
않은“생태적 보석”중 하나에 대한 영구적 기여를 하기
위한 고유한 기회였다. 이 구상은 분쟁으로 인해 갈가리
나누어진 공동체에게 체감할 수 있는 평화의 이점을
제시하였으며, 접경지역 협력 및 개발의 모델을 수립하였다.

“다운그레이드”인가 “업그레이드”인가:
DAI의 미래에는 어느 시나리오가 더 적합한가?
연간 2회 매번 다른 장소에서 회원단체들이 돌아가면서
주관하여 열리는 정기총회가 6년째 이어지면서 DAI
공동체는“확대에 따른 피로”를 경험하게 되었다. 2010년
몬테네그로에서 열린 가장 최근의 제13차 정기총회에서는
이 플랫폼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파악하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를 결정하기 위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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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레스파(Prespa) 호수 - 녹색 외교의 승리
Aleksander Ivanovski1
입지 특성

© Aleksandar Ivanovski

자연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공통점을 갖춘 두 개의 호수를
갖춘 이 지역은 상이한 경제적 지위, 환경적 인식 및 정책을
가졌지만, 통합적인 접경지역 생태계 관리 및 보호를 위한
대담한 이념을 공유하는 3개의 국가 사이에 위치해 있다.
프레스파 호수의 유역은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그리스를
망라하며, 대 프레스파 호와 소 프레스파 호(Great and

프레스파 분지의 총 면적은 약 1,600km2로서, 그 중 62%는
마케도니아, 17%는 알바니아, 21%는 그리스에 위치한다.
알바니아 내에 위치한 프레스파 호수 지역의 핵은 1999년에
지정된 13,500ha 면적의 프레스파국립공원으로서, 이는
말리 이 사테(Mali I Thate) 대산 괴로부터 남쪽과 동쪽으로
뻗어나가서 그리스와 접경지에 있는 미크리 프레스파(Mikri
Prespa)의 알바니아 쪽 말단까지 포함한다. 알바니아의
프레스파국립공원과 마케도니아의 갈리치카국립공원
(Galičica National Park)은 모두 하나의 대산괴의 일부이다.
마케도니아 내에 위치한 프레스파 호수 지역에 대해서는

Small Prespa Lakes), 그리고 이 두 호수로 흘러드는
영구하천과 계절하천을 포함한다. 지형학적 형태의
다양성, 고유한 수문학적 특성 및 생물다양성은 프레스파
호수 분지 전체를 엄청난 중요성과 본질적 가치를 보유한
최고의 유산으로 만들어준다. 프레스파 분지에는 생물종과
서식지의 고유한 조합이 나타나는데, 이는 이 지역 동·
식물들이 주로 규산염과 석회석으로 구성된 각 산맥의
상이한 암석층과, 역시 서로 다른 토양의 종류, 고도 범위
(850~2641m), 지중해성 기후와 대륙성 기후의 동시적
영향력 등에 적응한 결과이며, 또한 호수 내의 수생 동·식
물이 지난 1,200만 년 간 고립되고, 플라이스토세의
빙하기에 은신처로서 작용하였던 주변 산맥의 고지대에서도
상대적인 고립이 이루어졌음을 반영한다.

1

프로젝트 전문가, UNDP, 마케도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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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개의 보호지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들은 1958년에
지정된 갈리치카국립공원, 1948년에 발달되었으며 운영
가능한 관리구조를 갖추고 지정된 펠리스터국립공원
(Pelister National Park), 그리고 1996년에 지정되어
현재 평가복원과 재지정을 위한 국가적 절차를 거치고
있어 관리되고 있지 않은 에제라니 엄정자연보전지역
(Ezerani Strict Nature Reserve)이다. 그리스 쪽에서는
1974년에 프레스파 국유림(Prespa National Forest)이
지정되었고, 2009년의 프레스파국립공원 지정 이후에는
대 프레스파 호와 소 프레스파 호 분지의 대다수가
보호받게 되었고, 이후 보호노력은 그리스 내의 프레스파
육상 지역에 집중하게 되었다. 프레스파 호수 분지 전체는
람사르 협약에 의한“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Wetland of
International Importance)”이다. 이 생태계에 대한 보전은
3국 간 협력와 녹색 외교를 위한 도구로서 기능하는 합의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프레스파 호수 분지 지역의 인구는 약 29,343명
수준으로, 이 중 57%는 마케도니아의 리센 시(Municipality
of Resen)에, 36%는 알바니아의 리케나스 및 프로거 코뮨
(Communes of Liqenas and Proger)에, 그리고 나머지
7%는 그리스의 프레스파 시(Municipality of Prespa)에
거주하고 있다. 주 소득원이자 가장 중요한 생산부문은
농업이며, 프레스파 분지의 총 고용 노동인구 중 약 75%
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접경지역 협력 발전 주요 경과
프레스파 분지에서의 접경지역 협력 과정은 2000년
2월 2일에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그리스의 총리가
아고이스 게르마노스(Aghois Germanos) 마을에서
공동선언문에 서명하면서 개시되었다. 이 날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그리스가 채택한 프레스파 공원 창설 선언문
(Declaration of the Creation of the Prespa Park)은
“프레스파 호수와 그 주위 유역은 그 고유한 지형학적
특성, 생태적 자산, 생물다양성 등으로 인해 국제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이와 같은 중요성을 갖는 생태계의 보전
및 보호는 자연보호에 대한 기여의 측면에서 뿐 아니라, 본
3개국에 속하는 주변지역의 경제개발 기회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선언하였다. 이
선언문은 프레스파 호수와 그 주위 유역을 프레스파 공원
(Prespa Park)이라고 선포하며, 이는 남동부 유럽에서
접경보호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최초의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 이 선언문의 결의안은“3개 연안 국가에서 환경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권한을 갖춘 당국자 간의 협력를
강화하기로 한다. 이 맥락에서는 프레스파 공원의 고유한
생태적 가치를 유지 및 보호하고, 서식지 손상을 방지 또는
그 원인을 제거하며, 프레스파 호수의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적정 관리기법을 모색하고, 프레스파 공원이
비슷한 시도의 모범사례이자 3국간의 평화로운 협력에
대한 참조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공동활동의 시도가 고려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 선언문의 발표로 이어진
구상은 상명하달식으로 작성되었고, 그 때문에 이 결정에
있어서의 호수 주변 지역의 이해당사자의 참여는 당초
제한적이었다(Bogdanović 2007).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언문은 이후의 중요한 접경지역 작업을 위한 중요한
토대를 제시하였다.
이 프레스파 합의문(Prespa Agreement)에 서명한 이후
각국에서 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세 명의 장관은
2002년에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3국의 담당 장관에 의해
위촉된 회원들로 구성되는 프레스파 공원 조정위원회
(PPCC: Prespa Park Coordination Committee)를
설립하였다. PPCC의 회원들은 3개 참여국 내의 다음
기관들로부터 위촉된 각각 한 명씩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환경담당 부처, NGO, 지방정부, 고정 지중해습지구상
(MedWet)2 참관인. PPCC 기능성에 있어서의 가장 큰
단점은 3국의 정부에게 PPCC를 지원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으로서, 따라서 PPCC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합의보다는 자문적 성격만을 갖게 된다. 3국 각각을
대표하는 3개의 NGO들은 PPCC 사무국을 결성하였고,
이는 프레스파 보호회(SPP: 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Prespa)에 재정지원을 하기도 하였던 WWF-Greece의
강한 지지를 받았다.
프레스파 지역에서 녹색, 환경적 외교는 두 개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첫째는 환경적 분쟁이나 해결책을 3국
간의 정치적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것이고, 둘째는 정치적 도구를 활용하여 이들 국가들
간의 환경적 쟁점을 해소하는 것이다(Ivanovski 2010).
현재로서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사이의 외교관계는 15년째
계속되고 있는 국명에 대한 분쟁으로 인해 녹슨 열쇠로
잠겨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프레스파는 모든 정치적
게임이 일시정지되어 있는 곳으로서, 이 곳의 주요 동력은
바로 환경문제이다. 프레스파 공원 설립 및 3국간 협력
개시의 10주년이자 2010년에는 프레스파 공원 지역의
보호 및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3국간 협정에 서명이
이루어져 변화를 주도하게 되었다. 이 협정에는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그리스의 환경 업무 담당 부처 장관 세 명이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서명을 하였다. 이 협정은
정치적인 고려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 국가들이
발칸반도의 보석과도 같은 이 지역을 보호하기로 하는
법적 약속을 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수생 및 육상 생태계의
환경보호와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그리스 사이의 협력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진전시키는 데에 분명한 기여를
하였다.

혜택과 도전과제
접경지역 구상이 개시되었던 2000년 이전에는 수자원 및
토지용도계획, 농업, 임업, 어업 등 분야에서 지속불가능한
자원관리 관행으로 인해 접경지에 위치한 프레스파 호수
생태계의 건강을 유지 및 복원하는 과제가 실패를 겪었다.
지식, 경험, 유인 등의 측면에서 장벽이 새로운 관행을
인식, 이해, 도입할 수 있기 위한 사람의 역량을 저해하고
있었다. 부적절한 규모로 짜여진 구식 토지 및 수자원 이용
관행은 이해당사자들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해법을 찾는 과정을 저해하였다. 그 결과 핵심
서식지의 손실 및 파괴이 일어나고, 세계적인 중요성을
갖는 생물종이 멸종 위기에 처했으며, 이해당사자들은
프레스파 호수의 역동적이고 가변적인 수생 생태계를
관리할 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게 되었다.
접경지역 구상은 이러한 상황을 크게 변화시켰다.
접경지역 협력로 인한 최대의 성과 중 하나는 2002년에
프레스파 분지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공동
비전 개발의 첫 단계로서“프레스파 공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전략적 실행계획”을 확립한 것이었다. 이

2

지중해습지구상(Mediterranean Wetlands Initiative) www.metwe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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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 목표는 이해당사자와 정보를 제공
“전략적 실행계획”
및 공유하고, 향후 논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프레스파
공원의 목표를 제시하고, 환경적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수행되어야 할 제도적, 경제적, 경영적 구상 및 절차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었다(프레스파 보호회
(Society for the Protectoin of Prespa) et al. 2002.)
3국 정부나 원조기관 중 이 계획에 대해 공식적인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없지만, PPCC 회원단체들은 이 계획에
의해 요구되는 개별 활동의 시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재정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및 수생식물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접경지역 프레스파
프로젝트에서는 3국이 공동운영하는 모니터링 및
보전 실무그룹(MCWG: Monitoring and Conservation
Working Group)에서의 조율을 통해 접경지역 모니터링
체계의 개발을 감독한다. MCWG의 담당업무는 합의에
기반하며 전 세계적인 모범규준 원칙을 준수하는 접경지역
모니터링 체계의 개발을 지도하고, 여타 접경지역 프레스파
프로젝트의 과학분야 접경지역 구성요소들에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다. 투어 드 발라는 접경지역 모니터링
체계의 개발에 주도적인 기술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협력관계는 접경지역 협력의 강화를 위한
기반정비 활동 및 과학적 연구에 자원을 배정하였던
국제적 원조기관을 대거 끌어모았다. 이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원조기관은 지중해습지구상(MedWet), KFW
개발은행, SCD, SIDA, NATO, SNV, GEF, UNDP가 있다.
이 지역에서는“접경지역 프레스파 프로젝트”로 더 잘
알려진 UNDP-GEF의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그리스의
프레스파 호수 분지에서의 통합적 생태계 관리”
프로젝트는 수 년간의 준비 끝에 2006년에 개시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세 개의 실행부 구성요소, 하나의 접경지역
구성요소, 그리고 알바니아와 마케도니아의 국내적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스의 담당관은 과학 NGO
인 프레스파 보호회(Society for the Protection Prespa)
이다. 접경지역 프레스파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목표는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목표의 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생태계 관리 개입 행동의 도입 및 시행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 목표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큰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오염의 방지 및 경감과도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다.
프레스파 분지 생태계의 건강은 그 내부의 생산부문의
관행들을 변화시킴으로써만 보전 및 유지될 수 있다.
이는 생태계 관리 목표 및 우선순위를 생산부문의 관행
및 정책으로 편입시킨다는 사업전략을 대변한다. 이
프로젝트의 의도는 생태계 건강의 회복과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공간계획,
용수관리, 농업, 임업, 어업 관리, 보전지구 및 보호지역의
관리 등을 등을 통해 국가적 수준에서의 개선을 도모할
것이었다(UNDP/GEF 1997). 이 프로젝트의 기대 결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프레스파 부닞에 국가적 수준에서
토대를 확립함으로써, 기존의 접경지역 제도에 권한을
부여하고 접경지역 관리 및 보전 활동을 지도감독하여,
자원관리 및 보전에 있어서의 접경지역 협력를 강화하는
것이다. 보다 효과적인 3국간 협력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주요 개발사항은 아래와 같다:

접경지역 용수관리

접경지역 모니터링 체계의 개발
이는 UNDP-GEF 접경지역 프레스파 프로젝트, 프레스파
보호회, 투어 드 발라(Tour de Vallat)4에서 합동수행하는
공동 활동이다. 모니터링 체계는 토지용도, 수질 및 수량,
산림 및 기타 육상 서식지, 조류, 어류, 어장, 수생서식지
	www.prespapark.org/files/contentImages/file/Strategic_Action Plan_2003_
Executive_Summary.pdf
4
	프랑스에 설치된 지중해 습지 보전을 위한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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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는 3개 연안국에서의 용수관리에 대한 현황
파악 보고서가 완성되었다. 프레스파 접경지역 용수관리
절차는 당시 그리스와 알바니아 양국간의 협력에
의해 구성되었던 물 위원회(Commission on Water)에
마케도니아도 참여하도록 규모를 성장시킴으로써
부가가치를 획득하였다. 이는 접경지역 용수관리에 대한
중요 계획 및 결정들에 높은 수준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을 지원하였다는 점에서 프레스파 프로젝트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프레스파
용수관리 실무그룹의 설립 및 공식적 임명을 지향한다.

접경지역 어류 및 어장의 보전 및 관리계획
접경지역 어류 및 어장 관리계획의 확립을 위한 단계
들을 밟아나가자는 상황분석 및 제안이 개발되었다.
제안된 단계들은 3국의 담당부처 장관들에 의해 논의 및
공식 지지되고,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취해질
계획이다.

접경지역 활동에 대한 안내자료의 편집
PPCC 웹사이트(www.prespapark.org)와 프레스파 프로
젝트 웹사이트(http://prespa.iwlearn.org/) 외에도 여러
다양한 안내자료가 제작되었다. PPCC를 위한 소통, 교육,
인지도 전략(CEPA)의 완성은 중요한 이정표의 달성을
대변하였다.

접경지역 서식지 및 생물종 보전 실행계획 절차
접경지역 프레스파 프로젝트는 모니터링 개선, 목표설정
중점연구의 수행, 프레스파 경관 내의 보호지역이
생물다양성을 위한 효과적 은신처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요 생물학적 다양성의 보전을 강화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에 따라 보호의 우선순위가 높은 접경지역
생물종 및 서식지의 파악을 위한 구상이 출범하였다. 이
구상의 주요 과제는 우선순위 보호종 및 서식지의 보전을
위한 소규모 측정을 수행하고 선택된 생물종 및 서식지를
위한 실행계획을 개발하는 것이다.

국간 관리기구를 형성하였다. 이 위원회의 회원에는
국가정부 대표(환경업무 담당부처 장관), 지방정부 대표
(연안 도시정부), 그리고 NGO 대표가 포함되었다. 협정이
3국에서 비준된 이후 프레스파공원 관리위원회의 총회가
소집되어 그 존재와 업무를 공식화할 것이다.

© Aleksandar Ivanovski

외교적 원탁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적 고정관념은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해소되어야 한다.
녹색외교는 환경보호 및 홍보에 있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동시에(Broadhead 2002), 고위급 정치 분쟁의
해결을 돕고 있다. 프레스파 호수 분지의 환경보호를
위한 접경지역 구상은 국경 간의 껄끄러운 정치관계를
넘어서는 협력를 가능하게 해주었다. 이 이상적인 사례는
윈윈게임을 넘어서서 환경적 혜택, 정치적 협력,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신뢰의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Du
Nann 1997). 3국간의 신뢰는 프레스파 호수 분지에서의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그리스 간의 공고화된 협력관계에
자원을 투자하고 있는 국내외의 원조단체에게 계속적인
매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접경지역 진단분석 및 전략적 실행계획 절차
프레스파를 위한 두번째 신규 접경지역 진단분석(TDA)5
및 전략적 실행계획 절차를 위한 작업은 이제 마무리
단계이다. 프레스파 프로젝트는 프레스파 호수 분지를 위한
전략적 비전의 갱신과 접경지역 진단분석의 적용을 통한
SAP의 갱신에 집중하고 있다. TDA 보고서가 완성되었고,
핵심 이해당사자가 포함된 포럼에서 목표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제 3국 정부에 의해 SAP가 완성, 지지,
도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훈 및 향후전망
2010년 2월에 프레스파 공원 지역의 보호 및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그리스 3국간 협정에
서명이 이루어진 이후, 3개 참여국은 각각의 의회에서 이
협정을 비준받기 위한 절차에 돌입하였다. 3국은 모두 각각
3명의 대표를 임명하여 프레스파공원 관리위원회(Prespa
Park Management Committee)라는 이름의 새로운 3
5

http://prespa.iwlear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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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파
 스빅-이나리(Pasvic-Inari) 3개국 접경 공원
- 극지방에서의 협력
Marina Trusova1

이곳의 여름은 짧고, 겨울은 수 개월 간 계속된다.

입지 특성

이 지역의 세 국가는 자연과 역사를 모두 공유한다. 이 외진
극지방에는 핀란드, 노르웨이, 러시아인과 사미(Sami) 족이
오랫동안 거주해 왔다. 이 곳의 하천 수계는 근처 주민에게
수 세기 간 중요한 생계원이 되어왔다. 어업과 물새 사냥,
순록 목축, 농업이 이곳 사람의 주요 생계수단이었다. 이
하천은 또한 바렌츠 해 주위에 형성된 시장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운송로가 되기도 하였다.

핀란드, 노르웨이, 러시아의 국경이 접하는 파스빅이나리(Pasvik-Inari) 지역은 여러 측면에서 특별하다.
파스빅 강의 계곡은 이나리 호수로부터 바렌츠 해에까지
뻗어 있으며, 매우 다양한 동·식물종을 위한 여러 상이한
서식지를 형성한다. 이 생물종 중 일부는 이 지역 내에서
분포한계에 도달한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파스빅-이나리 지역은 다양한
문화의 접점이다. 이곳에는 수 세기동안 사미 족이
거주해왔으며, 중세 초기부터 핀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인들도 정착하였다. 이곳에는 다양한 문화권이 공존하여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지만, 각자는 그 고유한 전통도
유지하였다.

© Pasvik - Inari Trilateral Park

국경의 확립에 대한 국제협약 체결, 철광석, 동, 니켈
광산의 채광, 파스 강(Pas River)에 대한 7개의 수력발전소
(HEP) 설치,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파스빅이나리 지역은 서서히 변화해 갔다. 이 사건은 지역의
인구와 자연관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 이 초국경
지대는 전 세계적으로 조용하면서 조류와 어류가 풍부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접경지대인 니켈(Nikel)
과 키르케네스(Kirkenes)에는 광산, 수력발전소, 사업을
확장하는 건설회사, 소 목장 및 양계장, 순록 목장,
국경경비대 등이 몰려 있다. 현지인은 여전히 어업, 수렵,
열매 채집을 위주로 하여 살아가지만, 여타 인간활동은
이곳의 자연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천연자원의
개발 정도는 상당히 증가하였고, 산업 및 교통의 발달로
환경 파괴 역시 늘어났다.

파스빅 강과 그 주위의 야생지는 타이가, 아한대성 산림대
북서부 경계에 위치하며, 아고산대 자작나무 숲까지
북쪽으로 뻗어나간다. 이 강은 방대한 습지로 둘러싸여
있으며, 작은 늪지와 호수로 인해 단편화된 소나무 숲은
이나리 호수와 러시아의 파스빅 국가 자연보전지역(Pasvik
Zapovednik) 사이의 거대한 지역을 뒤덮고 있다.

세 개 인접국에는 이 광대한 야생지를 보존하기 위해
몇 개의 보호지역이 설치되었다. 이곳의 세 개 국경을
따라서 방대한 3국 협력지역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핀란드에 소재한 1,550km2 너비의 배트새리
자연보호지역(Vätsäri Wilderness Area), 119km2 너비의
외브레 파스빅국립공원(Øvre Pasvik National Park),
km2 너비의 외브레 파스빅 경관보호지역(Øvre Pasvik
Landscape Protection Area), 노르웨이에 소재한 19.1km2
너비의 파스빅 자연보전지역(Pasvik Nature Reserve),
그리고 러시아에 소재한 14,700km2 너비의 파스빅 국가
자연보전지역(Pasvik Zapovednik)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사적 발전 경과
북부 유럽의 기후조건은 동·식물과 인간에게 혹독하다.
	생태적 계몽 부회장, 파스빅 국가 자연보전지역(Pasvik Zapovednik),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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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빅 강의 일부인 회이헨재르비 호수(Lake Höyhenjärvi
(Fjærvann))의 노르웨이 지역은 그 대단한 자연적 가치로

인해 1978년에 자연보전지역으로 위촉되었다. 그리고
러시아와 노르웨이가 환경문제 관련 최초의 양국 간
협정을 체결하였던 1989년에는 러시아와 노르웨이가
공동 관리하는 자연보전지역을 설치한다는 발상이
생겨났다. 이 발상은 핀마르크(Finnmark) 주지사실과
무르만스크(Murmansk) 시 환경위원회 간의 회의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이후에 양측의 고위급 인사들이 이
계획의 구체화를 위한 작업을 승인하였다. 이렇게 작성된
제안서는 노르웨이-러시아 환경문제 위원회(NorwegianRussian Commission on Environmental Issues)에서
승인을 받았다. 1990년 여름에 이 지역에 대한 최초의
노르웨이-러시아 공동 사찰이 이루어졌고, 러시아 측
전문가들은 파스빅 강의 동쪽 하천변에 위치한 소나무
숲 중 상당 부분을 보전지역에 포함시켜서 회이헨재르비
호수보다 큰 지역을 망라하는 보전지역을 구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최초의 공동사찰 이후 수 차례의
공동 조류 등록 및 회의들이 이어졌다.

쪽 부분은 풍부하고 특징적인 물새 분포로 인해 람사르
습지(Ramsar site)로서 국제적인 보호지위를 획득하였다.
러시아 쪽 부분 역시 람사르 습지로의 지정을 위해 위촉된
상태이다.

1990년에 이루어진 노르웨이와 러시아 간 합의에 의해
양국은 접경지역의 자연보호에 대해 보다 넓은 관점을
취하는 동시에 핀란드도 핵심 동반자로 간주하게 되었다.
1991년에 러시아, 노르웨이, 핀란드의 환경 부처 관료들이
키르케네스와 니켈에서 회의를 하였다. 이 회의의 결론은
3국이 파스빅-이나리 지역의 국지적 수준에서 자연보호
및 관리를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더해
이 세 당사자국은 광대한 자연지를 온전한 상태의 단일
지역으로서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다. 같은 해
핀란드에서는 야생지 보호법(Wilderness Act)에 의거해
배트새리 자연보호지역이 지정되었다.

혜택과 도전과제

1991년 이후 매 년 파스빅-이나리 지역의 자연
관리 및 보호를 주제로 3국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노르웨이에서는
핀마르크 주지사와 자연관리청(Directorate of Nature
Management), 핀란드에서는 Metsähallitus 자연유산청
(Lapland Natural Heritage Services of Metsähallitus),
환경부, 라플란드 지역환경센터(Lapland Regional
Environment Centre),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국가
환경위원회(State
Committee
on
Environment),
천연자원위원회(Committee on Natural Resources),
파스빅 국가자연보전지역(Pasvik Zapovednik) 행정실.
이 외에도 자연보호 분야에서의 정부 간 합의 두 건이
이루어지면서(1992년 4월 핀란드-러시아, 1992년 9월
러시아-노르웨이) 3국간 협력의 심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파스빅 국가 자연보전지역은 1992년 7월 16일에 러시아
정부가 채택한 결의안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으며, 파스빅
자연보전지역(Pasvik Nature Reserve)의 노르웨이
국경 내 부분은 1993년 10월 15일에 법률에 의거하여
지정되었다. 이 두 부분을 구분하기 위해 러시아에 속한
부분은 파스빅 국가 자연보전지역(Pasvik Zapovednik)
으로, 노르웨이에 속한 부분은 파스빅 자연보전지역
(Pasvik Nature Reserve)로 부른다. 1996년에 노르웨이

1999년에는 페첸가(Pechenga), 이나리, 쇠르-바랑
에르(Sør-Varanger)의 시 정부들이 영구적으로 3국간
협력에 포함되었다. 이 도시들의 면적에 의해 3국간
협력지역의 실질적 경계가 획정된다. 2002년의 3국간
회의 참가자들은 기존의 보호지역을 연결함으로서 파스빅이나리에 공동의 3국 접경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새로이 설치된 실무그룹은 이 발상을
더욱 진행시켰다. 2003년에 외브레 파스빅국립공원이
확장되었고 외브레 파스빅 경관보호지역이 지정되었다.
마지막으로 같은 해에 노르웨이를 통과하여 핀란드로부터
러시아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자연지역이 확보되었다.

2006년 3월부터 2008년 1월까지 EU의 재정지원
하에 합동계획된 프로젝트(Interreg IIIA North Kolarctic
Neighbourhood
Programme/Tacis
Programme)가
파스빅-이나리 지역에서 시행되었다. 이 발상은 바렌츠
환경협의회(Barents Council of Environment)의 2003년,
2005년, 2007년도 회의에서 채택된 선언문에서 지지를
받았다. 이 프로젝트는 이나리-파스빅 지역에서의 3국
협력를 위한 보다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자연보호와 지속가능한 자연 관광업을 촉진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프로젝트 기간 동안 자연 관광시설, 정부와
다양한 이해단체들 사이의 네트워크가 개발되었다. 자연
모니터링에 있어서의 협조 강화는 공동 모니터링 기법의
실험으로 이어졌다. 이에 더해 이 지역에 대한 포괄적
정보자료들이 제작되었다. 또한, 효과적인 협력체제가
확립되었고, 이에 따라 EUROPARC 접경공원(EUROPARC
Transboundary Park)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파스빅-이나리에서의 자연보호 및 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고품질 협력를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수 년간 협력가 이루어지면서, 공동으로 개발한 발상들이
점차 진전되었다. 또한, SWOT 분석(Adams 2005)
이 수행되어 협력의 강점과 약점을 규명하였다. 이렇게
위협요인과 약점들을 정의함으로써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한 분야를 식별할 수 있었다.
세 파트너들은 프로젝트 시행 중 복수의 공동문서를
작성하였으며, 협력 합의문 및 실행계획(Cooperation
Agreement and Action Plan), 협력가이드라인(Guiding
Rules for Cooperation) 등이 포함되었다. 2008년 1월에는
핀란드의 Metsähallitus 자연유산청, 러시아의 파스빅 국가
자연보전지역, 그리고 노르웨이의 핀마르크 주지사가 협력
합의문에 서명하였다. 이 합의는 협력 중점 분야와 협력에
참여할 관련 조직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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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계획의 작성은 2008년에 설립된 이 협력체제의
의사결정 기관인 자문위원회(Advisory Board)에서 합의한
계획 대로 이루어졌다. 자문위원회는 주요 파트너와 3국의
지역과 지방 정부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연간 자문위원회
회의에는 국경경비대, 산업계의 기업, 관광산업 참여자 등
이해당사자도 참여한다.
“파스빅-이나리 지역에서의 자연보호 및 지속가능한
자연관광을 위한 실행계획”은 국제적인 3국 협력,
상호합의된 비전, 협력의 향후 목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 전략 등의 기틀이 된다. 이 실행계획은
장기적인 공동활동을 위한 자문서로 간주되고 있으며, 3
국에서의 상이한 자연, 문화, 역사, 법제도, 토지용도 및
관리 제도, 자연보호 수준, 국경 관련 법제 등에 대한
기본적 정보가 담겨 있다. 이러한 지식은 공동활동을
계획하기 위해 필요하다.
파스빅-이나리 지역에서의 3국간 협력를 통한 실질적
업적은 파스빅-이나리에서의 지속가능한 자연관광을 위한
원칙 및 실행계획에서 수립한 전략 및 활동에 기반해 있다.
이들은 각각 서로 다른 영역의 동반자관계를 나타낸다.
연구와 모니터링에 있어서의 협력는 불곰(Brown
bear; Ursus arctos), 검독수리(Golden Eagle; Aquila
chrysaetos), 물새, 개미 등의 핵심 생물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방법론을 조화시키는 데에 집중한 복수의
공동 모니터링 프로젝트로 대변된다. 털 채취용 덫
(Hair snare)은 유전분석에 사용할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비침습적 방법으로서, 불곰을
모니터링함에 있어서도 사용되었다. 털 샘플을 대상으로
분석 및 이전 모니터링 자료와의 비교가 수행되었고,
그로부터 파스빅-아니라 지역에서의 불곰 개체수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 협력관계의
파트너들은 조류 등록 작업도 매년 수행하고 있다.
파트너들은 국가 간 소통 및 기반시설의 개선에 기여한다.
핀란드와 노르웨이 사이에는 필로라 야생지 산책로
(Pilola Wilderness Trail)이라는 등산로가 적절한 시설
(등산로 표시, 안내문, 표지판, 난로 등)을 갖추어서
설치되었다. 필로라 산책로의 개방행사에는 파스빅이나리 3국 접경공원의 대표와 3국의 지역 및 지방
정부 대표, 관광업계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이곳의
방문자를 위한 시설은 정기적으로 유지관리되고 있다.
파트너들은 또한 러시아의 파스빅 국가 자연보전지역
내에 소재하며 국경에 인접한 발람 섬(Varlam)에 실외
박물관 프로젝트를 공동 수행하고 있다. 발람 섬에서는
국제 축제, 기념식, 전문가 회의가 자주 열리고 있다.
환경교육은“라야코스키(Rajakoski) 소재 바렌츠 환경
학교”,“북부칼로트(North Calotte)의 생물계절학”등
학생들을 위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어린이용 기억력
게임인“파스빅의 새들”등의 교육자료를 세 국가의
언어로 발행하면서 촉진되고 있다.
파트너들은 함께“파스빅-이나리의 공유된 자연과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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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파스빅-이나리 공원의 지도

라는 제목의 안내책자를 발행하여 대중의 이 지역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자 하고 있다. 이 책자는 각종 행사, 회의,
세미나에서 배포되고 있다.
파스빅-이나리 3국 접경공원은 전체에 걸쳐 하나의
로고를 사용하고, 노르웨이어, 핀란드어, 러시아어, 그리고
영어의 4가지 언어로 대표 웹사이트2가 제작되어 있다. 이
웹사이트의 업데이트는 핀마르크 주지사실에서 책임지고
있으며, 핀란드와 러시아의 파트너들이 내용을 제작하고
있다.
3국간 협력를 강화하기 위하여 파트너들은“접경공원자연의 설계를 따르다”인증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에
유럽공원연합에서 이를 승인하였다. 이 인증은 자연관리
분야에서의 협력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며, 자연
기반 관광에 있어서의 새로운 가능성들을 만든다. 이를
통해 이 인증은 파스빅-이나리 공원 내의 자연환경이 향후
수 세대 동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 인증은
파트너들의 업무에 대한 국내외의 인식을 신장시키고
파스빅-이나리 지역의 지위를 격상시켰다.
이 공원의 파트너들 간에는 결실있는 협력를 위해
중요한 요건인 풍부한 비공식적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8년에는 러시아와 노르웨이의 국경을 따라 흐르는
파스빅 강을 건넘으로써 파스빅 자연보전지역의 러시아
와 노르웨이 부분의 설립 15주년을 기념하기도 하였다.
파스빅-이나리 3국 공동 스키팀은“바렌츠 우호 스키
행사(Barents Friendship Skiing Event)”를 통해 공동
보호지역을 보여주었다. 이 연간 스키 축제행사는 3국의
국경을 넘나들며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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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및 향후전망

파스빅-이나리 3국 공원 자문위원회의 연례회의는
2010년 9월 핀란드에서 개최되었다. 참석자들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3국간 업무 구조를 승인하였고, 실행계획에서
2011년의 우선순위 과제를 지정하였다. 3국은 공동의
적색목록(Red-list)을 작성하고, 불곰에 대한 장기적
모니터링 작업을 계속할 계획이다. 3국 전체를 망라하는
접경지역 시범 관광투어도 계획되어 있다. 파트너들은
새로운 공동 관광 및 환경 교육 프로젝트를 위해 ENPI
CBC 2007-2013 원조에 지원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이 접경공원의 파트너들은 자신들이 속한 협력관계의
강점에 대해 만장일치로 동의한다. 가장 큰 강점은 장기적
협력의 보장이다. 이 협력관계의 당사자들은 서로에
대해, 그리고 파트너들의 전문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확고하게 자리잡은 연례 3국간 회의의 전통은 향후 업무를
위한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였다. 내부의 약점들 역시
인정되었고, 파트너들은 각 국가 별로 보호지역의 법제
및 관리방식, 그리고 표준화되지 않은 규제에 있어서의
차이점들을 인지하고 있다. 프로젝트의 관리 방식 차이와
외부 재정지원의 필요성 역시 인지되어 있다. 그러나 3국
간의 언어장벽은 내부의 정보교환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외부 정보에 더 큰 신경이 쓰여져야 한다. 그러나 지역
수준의 협력와 지역 이해관계 단체의 참여에 대한 관심의
증진은 중요한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다.

핀란드, 노르웨이, 러시아의 환경부 장관들은 2010년
2월 17일에 페노스칸디아(Fennoscandia) 그린벨트에
통합된 활동을 유럽그린벨트의 일부로 편입시키기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이 양해각서는 파스빅-이나리
협력의 향후 개발을 위한 계획문서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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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의하면, 협력의 진전을 위한 기회는 많이 남아
있다(Metsähallitus Natural Heritage Service Lapland
et al. 2008). 이 접경공원의 미개발지와 그 자연적,
역사적 가치는 주목할 만한 기회를 제시한다. 또한, 특히
러시아에서 향후 개발을 위한 가능성도 이미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관광업과 접경지대에 대한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은 이 협력관계의 보다 안정된 발전에 대한 주요
장해물이 되고 있다. 다양한 이익집단 간의 갈등 역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파트너들은 정보의 공개적인
배포와 현지인들의 참여를 통해 이 문제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러시아 국경 통과 규정은 접경지역의
방문을 위해 외국인은 러시아 비자를 얻고, 러시아 시민은
특별 허가를 획득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 간 통신망과
교통망의 미진한 연결도와 일부 지역의 접근성 부족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도로망을 추가적으로
연결하고 국경 통과 절차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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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동
 부 카르파티아(Carpathions)
- 세계 최초의 UNESCO 3개국 접경 생물권보전지역
Zbigniew Niewiadomski1
입지 특성

(Niewiadomski 2005). 현재로서 ECBR은 카르파티아
산맥에서 EU의 외부 경계와(2004년 이후) 솅겐지역
(Schengen zone)(2007년 이후)로 나누어진 유일한
접경지역 보호지역이다.
ECBR 지역은(48°53’~49°22’N;22°02’~ 23°
00’E) 발트 해와 흑해의 유역을 분리하는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공화국 사이의 산맥을 따라서 형성된
세 참여국의 국경의 접점에 조성되어 있다. ECBR은
드나이스터 강(Dneister)과 산 강(San)의 두 대형 하천의
수원을 포함하고 있다. ECBR의 면적은 213,212ha로서,
그 중 53.4%는 폴란드에, 19.1%는 슬로바키아 공화국에,

1947년 중반까지 이어졌던 2차 세계대전의 군사작전으로
인해 버려져서, 이후 전체가 자연 식생과 동물들의 서식지로
뒤바뀐 유럽에서 몇 안되는 야생지이다. 이 지역은 또한
1940년대의 민족 간 무장갈등으로 인해 각각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공산정권 하에서 장벽으로
분리되기까지 하였던 국가들 간의 친교관계를 재개하는
데에 기여한 접경지역 협력가 이루어진 현장이기도 하다

27.5%는 우크라이나에 위치해 있다. 해발고도 범위가
210~1,346m에 달하는 이 산악지대는 고도로 조림되어
있으며(지역에 따라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조림율이
52~67%,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쪽에서는 80%까지
달한다). ECBR은 카르파티아 산맥의 천연 자작나무 및
전나무 숲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1728년부터 계속
보호받아 온2 자연상태 그대로의 삼림지(tree stand)들도

© Pasvik - Inari Trilateral Park

동부
카르파티아
접경생물권보전지역(
ECBR:
Transboundary East Carpathians Biosphere Reserve)
은 UNESCO-MAB 계획에 의해 지정된 세계 최초의 3
국 생물권보전지역으로, 폴란드, 슬로바키아 공화국,
우크라이나가 참여하고 있다. 이 지역의 국경은 역사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어왔으며, ECBR에 속한 일부 지역은 한
세대 동안 6~7개의 다른 국가에 점령당하기도 했었다. 이
지역은 인구가 많이 거주하여 잘 관리되다가 1939년부터

	
지방정부에 의해“리아바 스칼라(Riaba Skala) 하의 보호 대상 자작나무 및
잣나무 숲”으로 지정된 지역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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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고 있는데(Breymeyer and Noble 1996), 이들은
카르파티아 세계유산 지역의 원생 자작나무 숲으로서
2006년에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이곳은 자연적인 접경지역이다. 이곳의 경관에
나타나 있는 또 하나의 고유한 현상은 고산식생대보다
높은 지대에서 펼쳐지는 아고산대 초원인 “폴로니니
(poloniny)”이다. ECBR은 대형 동물의 원생 서식지로서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은신처 중 하나로, 불곰, 늑대,
스라소니, 산고양이(wildcat) 등의 대형 토착종 포식자,
붉은 사슴, 재유입된 유럽들소, 비버, 원생종 후출(Hutzul)
말 등의 대형 토착종 초식동물이 존속 가능한 규모의
개체군을 유지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이 외에도 제작
년도가 164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신성화된 목재
건축물이나 19세기 후반에 건설된 좁은 산림철도 등의
풍부한 문화적 유산도 보존하고 있다. 1998년에 유럽
회의는 ECBR 내의 두 개 국립공원에 뛰어난 자연적
가치를 보유하였으며 잘 관리된 보호지역임을 나타내는
유럽회의 인증서(European Diploma)를 부여하였다.
ECBR의 상당 부분은 카르파티아 산맥 지대에서 가장
중요하고 규모가 큰 NATURA 2000지역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ECBR의 다양한 하위지역의 인구밀도는 폴란드
쪽의 인구가 적은 광대한 야생지로부터 우크라이나
쪽의 개간된 계곡, 건초지, 목초지 등 인구밀도가 높은
곳까지 다양하다. 임업은 계속하여 이 지역의 주요
경제활동으로서의 역할을 유지하고 있으나, 폴란드 내
지역에서는 관광서비스가 주요 소득원이 되어가고 있다.
농업은 소와 양의 목축, 그리고 전통적인 토지 용도계획을
기반으로 한 소규모 농경만이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ECBR에서의 접경지역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잔인한 역사로 인해 발생한 편견과
적대적 태도의 극복이 선행되어야 하였다. 이 시기에
나치가 우크라이나의 자주 열망을 학대하였으며, 1941
년과 1944년 사이에 유대인과 폴란드 인에 대한 학살이
자행되었다. 이에 대해 폴란드와 소련의 정권은 1944년에
모든 우크라이나인을 강제 추방함으로써 대응하였고, 이런
상황은 1947년까지 계속되어 폴란드 쪽은 정착지가 모두
사라져 버림 받은‘금지지역’이 되었다. 반면 폴란드와
슬로바키아의 관계는 항상 우호적이었다. 우크라이나와의
협력에 대한 정치적 분위기가 호의적으로 바뀐 것은 1991
년에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의 독립국가로서 지위를 인정한
첫 국가가 되면서부터였다. 이렇게 형성된 관계는 추후
우크라이나와 EU의 접근(rapprochement)을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발전하였다.
ECBR은 3개의 국립공원(IUCN 카테고리II), 3개의 경관공원
(landscape park)(IUCN 카테고리V) 등 6개의 인접한
보호지역들로 구성된 접경 보호지역 네트워크이며, 그를
이루는 공원들은 다음과 같다: 폴란드에서는 1973년에
지정된 29,202ha 면적의 비슈츠샤디국립공원(Bieszczady
National Park), 1992년에 지정된 33,480ha 면적의 산
강 계곡 경관공원(San River Valley Landscape Park),

1992년에 지정된 51,165ha 면적의 시즈나-웨트리나
경관공원(Cisna-Wetlina Landscape Park); 슬로바키아
공화국에서는 1997년에 지정된 29,805ha 면적의
폴로니니국립공원(Poloniny National Park)과 완충지역;
우크라이나에서는 1999년에 지정된 39,159ha 면적의
우잔츠키 국립자연공원(Uzhanskyi National Nature
Park), 1998년에 지정된 19,428ha 면적의 나드시얀스키
지방경관공원(Nadsyanskyi Regional Landscape Park).
따라서 이 보호지역의 행정주체들이야말로 ECBR에서의
접경지역 협력를 발전시키는 데에 핵심적인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국내법에 의하여서는 이
중 두 개의 국립공원만이(합하여 ECBR 면적의 32%
를 차지하는 비슈츠샤디와 우잔츠키국립공원)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 지정 범위 내의
산림을 포함한 토지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 및 관리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머지 4개 보호지역은
그 부지를 직접 관리하지 못하며, 인력과 예산의 규모도
훨씬 작아 운영과 협력에 있어서의 역량이 제약되어
있다. 이 지역의 접경지역 협력를 위해 중요한 또 하나의
파트너는 동부 카르파티아 생물다양성 보전 재단(ECBC:
Eastern Carpathian Biodiversity Conservation)인데,
이 재단은 2007년까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ECBR 내에서의 공동활동을 주도하기도 하였었다.
협력에 참여하는 기타 파트너들에는 과학 연구기관, 산림
행정기관, 지방자치정부, NGO 등이 있다.

역사적 발전 경과
ECBR 접경지역은 인접국이 공유하는 자연적 보물로서,
조화를 이룬 관리관행을 적용하고 일관성을 갖춘 단위
로서 접근하여야 한다. ECBR 내에서 접경지역 협력가
발달될 수 있도록 하고, 1990년대에 이 곳의 기존
보호지역의 확장 및 신규 보호지역의 지정을 위한 공동
로비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던 근본적 요인은 국제적인
중요성을 갖는 접경보호지역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다. 협력을 강화시킨 또 하나의 사건은 2004
년에 이루어진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공화국의 EU
가입이었다. ECBC 재단의 이사회는 새로운 회원국이 자국
내 ECBR 지역을 NATURA 2000 구상에 도입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수행할 것인 반면에, 우크라이나 내의 인접한
보호지역들은 EU의 확대로 인한 어떤 이득도 볼 수 없을
것임을 깨달았다. 이에 따라 2003년 이후로 이루어지는
공동활동의 표적은 우크라이나 내 파트너의 역량 개발을
통해 이들의 추가적인 개발과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데에
맞추어졌다.
1991년 5월, 폴란드의 비슈츠샤디국립공원, 슬로바키아의
비쵸드네 카르파티 보호경관지역(Vychodne Karpaty
Protected
Landscape
Area)3,
우크라이나의
자카르파틀레스
산림관리청청(Zakarpatles
Forest
	비쵸드네 카르파티 PLA의 일부는 폴로니니국립공원과 그 완충지로
통합되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재지정되었고, 나머지는 EBCR에 인접한
채로 두어진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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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ity)4 등 3국의 서로 인접한 보호지역 관리 당국은
상호 협력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하였고, 이는 1991
년 9월에 3국의 환경부 장관들에 의해 서명된 동부
카르파티아 지대에 대한 국제적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을
위한 3국간 의정서(Protocol)에서 비준되었다. 1992
년 11월에는 UNESCO가 폴란드-슬로바키아 2국 “
동부 카르파티아동부 베스키드 생물권보전지역(East
Carpathians/East Beskid Biosphere Reserve)”을
지정하였고, 우크라이나의 스투지챠 경관보전지역은 1993
년에 별도로 지정되었다. 공동 ECBC 재단은 1995년에
스위스에서 등록되었고, 1996년에는 NGO와 지역공동체를
위한 첫 소액지원 사업을 개시하였다. 1998년 12월
UNESCO는 세계 최초의 3국 접경생물권보전지역으로서
동부 카르파티아 생물권보전지역을 지정하였다. 2001
년에 ECBC 재단은 폴란드에 대표사무소를 개설하였고,
2002년에 슬로바키아 공화국과 우크라이나를 위한 ECBC
국가 조정자를 임명하였다. 2003년에 ECBC 재단에서는
ECBR을 구성하는 전체 보호지역의 담당 관리자 및
전문가를 최초로 소집하였고, 2004년에 접경지역 협력
지원계획을 출범시키면서 ECBR에서 최초로 공동주제
전문가 실무그룹을 만들었다. 2006년에 폴란드의 정치적
격변은 공원의 인력 교체와 국제협력에 대한 태도 변화로
이어졌다. 같은 해 ECBC 재단은 모든 사업을 중단하고
지역 사무소를 폐쇄하였다. 2007년 이후 ECBR에서의
협력는 폴란드에서 매 해 열리는 과학 컨퍼런스에 국한되게
되었다.
ECBR에서의 접경지역 협력는 1991년의 정부부처 간
의정서, 1992년의 3국간 합의문, ECBC 재단의 설립과
공동활동의 재정지원을 확립한 1993년의 양해각서 등의
공식적인 합의에 기초하여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후 ECBR
에서의 접경지역 협력의 발전은 3국 모두의 보호지역
관리자와 과학자들 간의 우호적인 편안한 관계로 인해
가능하였다.

혜택과 도전과제
ECBR은 네 개의 하위지역이 능선과 국경에 의해 분리되어
모두가 서로 다른 역사, 언어, 문화, 인구규모 및 인구밀도,
인구학적 추세, 토지 소유구조, 토지 용도패턴, 자연보호
양상, 산림관리 모델, 농업 관행, 경제 개발, 고용, 복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접경지역의 지역차이(transboundary
region of differences)”(Niewiadomski 2006a)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이 요인은 자동적으로 각
하위지역이 보전 및 개발에 있어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갖도록 한다. 더욱이, 각 보호지역의 행정주체들이 갖는
법적 권한과 재정적 여유의 차이는 이 보호지역들의
역량, 인력수, 전문 기술 보유 수준, 자격수준, 그리고
공동활동에 대한 의지가 서로 전혀 다르게 나타나도록
하였으며, 이는 협력에 대한 추가적인 장애요인이 되었다.
	이후에 우잔츠기 국립자연공원이 된 스투지챠 경관 보전지역(Stuzhitsa
Landscape Reserve)의 관리를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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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에서 협력활동이 직면한 또 하나의 도전과제는
ECBR의 거대한 면적에 비해(2,132km2) 도로망과 국경
검문소, 그리고 솅겐(Schengen) 지역에 대한 비자 발급
체제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이는 비슈츠샤디국립공원과
우잔츠키국립공원의 본부가 불과 26km의 공중거리
(aerial distance)만으로 떨어져 있을 정도로 서로 인접해
있으면서도 그 행정기관 간 직접적인 인적 접촉이 드문
이유를 설명해 준다. 2007년 이전에는 파트너 공원을
방문하기 위해 348km의 거리를 운전해서 북적이는 국경
검문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경찰 및 국경경비대의
검문을 받아 오고 갈 때 모두 하루씩을 꼬박 소비하여야
했다. 게다가 2007년 이후에는 솅겐 비자체제가 발효되어
우크라이나의 파트너들이 공동회의에 참여하는 데에
대단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UNESCO-MAB 계획에 의한 국제적인 보호지역
지정으로 인한 즉각적인 기대 효과는 이 지역에서의
보호지역네트워크의 개발이었다. 이 개척지역에서 협력에
착수한 세 개의 보호지역은 1991년 기준으로 58,853ha
의 면적만을 차지하였었다. 국제적인 중요성을 갖는
접경보호지역을 설립한다는 공유된 비전은 3국의 자연보전
당국자들이 기존 보호지역을 확장하고, 그 법적인 보호적
지위를 신장시키며, 신규 보호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유인
요인을 제공하였다. 키예프 UNESCO-MAB 총회에서 3국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을 설립하기 위한 제안이 제시된 1990
년 5월 이후로는 현행 CBR 하에서 법적 보호 대상이 되는
지역의 면적이 폴란드에서는 15,710ha에서 113,847ha
로,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는 2,542ha에서 58,587ha로
증가하였다. 현재에는 ECBR의 동남부 지역을 구성하는
우잔츠키 국립자연공원이 우크라이나 내의 카르파티아
산맥을 이루는 15개의 대규모 보호지역 중 4번째로 큰
규모로 성장하였다. 2010년 기준으로 ECBR은 213,212ha
의 면적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이는 1991년 당시의 면적에
비해 4배가 성장한 수치이고, 러시아 연방을 제외한 유럽의
산지 생물권 보전지역 중 가장 큰 면적을 나타낸다.
1992년 이래 폴란드에서 행해진 연례적 과학 컨퍼런스는
정보 교환, ECBR의 각지에서 수행된 연구결과의 공유,
GIS를 사용한 공원 관리계획 개발 경험의 보급 등을 돕고
있다.
세계 최초의 3국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은 국제
원조단체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ECBR은 이 지역의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폴란드,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각국의 책임 공동부담을 강조한 3국간 합의에 의거하여
설립된 지역적 비영리 환경 신탁재단이라는 특수한 재정적
도구를 보유한 유럽 내의 유일한 접경지역 보호지역이다.
동부 카르파티아 생물다양성 보전 재단은“동부
카르파티아 산맥 지대의 전반적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들을 장려, 조직, 수행, 촉진”(ECBC 1994)
한다는 목표로“제4의 중립국”인 스위스에 1995년
등록되었다. 이 재단을 위한 초기자본 600,000달러는
세계은행의 지구환경기금과 맥아더 재단(McArthur

Foundation)이 3개 참여국의 정부들과 기타 원조단체로
부터의 추가적인 지원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의“종자금”
으로서 제공하였다.

지원하였으며, 그에 공동“접경지역 실행계획”의 작성과
시행, 그리고 야생동·식물과 산림에 대한 합동 보전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 개발을 맡겼다.

ECBC 재단은 전례없는 공동 자금조달 기제였고, ECBR
에서의 접경지역 협력를 위한 유일한 안정적 자금원으로서,
여타 자금원으로부터 추가 자금을 창출하였다. 1996
년부터 2006년 사이에 ECBC 재단은 ECBR에서 지역
NGO, 보호지역 당국, 지역공동체 당국이 시행한 32개의
소규모 사업을 지원하였다. 더욱이, 세 개 참여국 간의
접경지역 협력를 개시 및 지원하기 위해 ECBC 재단은 10
개의 3국 공동 사업을 시행하였다.

ECBC 재단은 3개 참여국의 언어로 공동 웹사이트,
발행물, 지도, 안내책자 등을 제작하였으며, 그 디자인도
통일시켜서 공동의 정체성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지역의 공동 관리계획에 있어 활용 가능한 도구들을
제공하기 위하여 ECBC 재단은 ECBR 전체를 나타낸
최초의 공동 디지털 지도를 제작하였다.

ECBC 재단에 의한 지원을 받은 ECBR에서의 사업이
초점을 맞춘 부분은 아래와 같다:
•• 생물다양성 보전, 신규 보호지역 설립, 보호지역 관리
•• 역사적, 문화적 유적 보전
•• 연구, 자원목록, 지도작성 및 기능적 용도구획, 디지털
데이터베이스의 수립
•• 보호지역에 대한 기술적 역량 개발
•• 보호지역 관리인력과 현지인을 위한 워크샵, 교육, 견학
•• 환경 교육 및 인식 신장, 공공 관계 활동 및 정보제공
••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 관광객용 산책로 및 기반시설
설치
주요 수혜국이 된 우크라이나는 접경지역에 대한 ECBC
재단의 총 지원금 중 44% 이상을 받았다. 생물다양성 목록
작성, 지도 작성, 기능적 용도구획을 수행하기 위한 ECBC
재단의 지원은 1998년에 3국 ECBR에 우크라이나를
포함시키고, 이후 우크라이나의 보호지역이 폴란드와
슬로바키아의 보호지역과 협력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ECBC
재단은 공원의 행정기관을 위한 현대적인 사무실 장비와
소프트웨어,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GPS 기기 등의
장비의 구입을 지원하였고, 국경 너머의 주변 국립공원,
경관공원과의 경험 교환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방문자를
위한 기반시설과 도로망의 개발에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개발을 지원하였고, 환경 공동체
캠페인을 지원하고, 외국의 여행업체들과 실무관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공동체와 공원 행정당국
간의 협력을 위한 건전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였다.
ECBC 재단은 또한 ECBR과 관련하여 유일하게 법적으로
지정된 기관으로서 동부 카르파티아 산맥을 위한 공동의
비전을 개발하고 접경지역 협력를 촉진 및 조율하는 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2003
년 9월에 열린 지역 회담 워크샵 중에는 ECBC 재단이
최초로 ECBR을 구성하는 모든 보호지역의 관리자와
전문가들을 소집하여 가장 급선무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과제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004년에 재단은
참여국의 파트너들로부터 지식과 기능을 수합하여 최초로
3개의 공동주제 전문가 실무그룹을 만들고 그 업무를

그러나 스위스의 법인으로서“제4의 중립국”에 설립된
ECBC 재단은 EU 확대를 위한 스위스 측의 분담금
으로부터 제공되는 유럽의 자금출처들이나 EEA/노르웨이
원조자금의 수혜대상으로부터 제외되었다. 이 때문에
ECBC의 이사회는 2006년에 폴란드에 후속 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스위스에 설립된 재단의 폐쇄와
그 자본의 폴란드 재단으로의 이전 과정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이다.

교훈 및 향후전망
ECBR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주제와
무관하게 어떠한 협력관계이든“성공의 열쇠”이자 필수
불가결한 자산은 공동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협력에
대한 이들의 적극성이라는 것이다. 공식적인 고위급 국제
합의도 그 자체만으로는 성공적인 접경지역 협력관계를
완성시킬 수 없다. 파트너들 간의 협력 정신, 협력를 위한
실질적 유인 요인, 잠재적 혜택에 대한 당사자들의 이해,
각 파트너들의 서로 다른 운영여건과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의지 등이 없이는 아무런 발전도 있을 수 없다.
생물다양성 사안에 있어서의 성공적인 접경지역 협력에는
또한 사업 대상 지역을 단일하고 일관된 접경지역
생태지역으로 보는“새로운 정신적 태도”를 가지는 것도
필요하다.
접경지역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수행하여야 할 첫번째
단계는 국경 양쪽 모두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협의하여
공동의 우선순위 과제들을 파악하고, 가장 긴급하며
실현성이 높은 공동활동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 사례에서 도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결론은 접경지역
협력가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십과 공동노력의 조율을 위한
상호 합의된 체제틀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관리 구조(governing structure)”는 공식적인
합의에 근거하여 확립될 수 있다. 1991년에 3국의
환경부 장관에 의해 체결된 의정서에 의하여 공동 ECBR
조정위원회(ECBR Coordinative Council)기 설치되었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방대한 기능에 대응하는 수준의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여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였다.
조정위원회는 1991년 겨울에서 1994년 봄까지 단 3번
회의를 열었다. 그 자문위원회로서 설치된 국제 ECBR
과학이사회(International ECBR Scientific Council)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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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도 모인 적이 없어 그 발상 자체가 폐기되었다. 위와
같은 체제틀의 부재로 인해 공동 ECBC 재단은 1995년
에 접경지역 활동을 위한 조정기관으로서 기능을
흡수하였고, 3국으로부터의 EBCR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관리 관련 사안을 논의할 수 있는 포럼으로 역할을
수행하였다. 관련 UNESCO 보고서는“3국간 협의와
협력을 위한 법적으로 설치된 기구로서 ECBC 재단만이
남아있는 상태”(Jardin et al. 2003)라고 밝히고 있다.
ECBR이 제시하는 이 예시는 접경지역 협력의 조정을
담당하는 집합적 다국가 기구에 대해서는 항상 책임사항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그 과제들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운영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접경지역 협력가 자금지원 없이 지속될 수 없음은 명백
하다. 그러나“사업 기반”으로만 진행되는 협력에서는
사업 기한이“협력의 기한”이 되어버리므로 장기적으로
사업성이 없다. ECBC 재단과 같은 공동의 환경 신탁재단을
설치하는 것은 이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Niewiadomski 2006b). 1998년도 세계은행 전문가교육
(expert mission)의 보고서에 의하면“자체적인 조정위
원회를 갖추고 이 재단의 사업과 병행 중인 3국간
자연보전 합의를 지원하기 위한 기제로서 이 재단에
3국이 참여한다는 사실은 기술적 협력에 유리한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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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한다는 점에 있어서 특징적인 의미를 갖는다”(Lusigi
and Norris 1998). 그러나 재단은 처음부터 충분한 준비를
갖추어서 업무를 개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영원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세계은행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포함되었다:“이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신탁재단의 경우 독자운영이
가능할 정도의 규모로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정한
수준의 자본을(이 경우 3~5백만 달러의 기부금 정도가
적절함)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Lusigi and Norris
1998).
이 사업의 3개 참가국 모두가 키예프에서 체결된
카르파티아의 보호와 지속가능개발을위한 기본협약
(Framework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Carpathians)(UNEP
2003)의 당사자국이며, 최근에는 해당 주제에 대한 최초의
합의인 생물학적, 경관적 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사용에 대한 의정서(Protocol on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logical and Landscape Diversity)
(Bucharest, 2008)에도 서명하였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국제적 합의들은
ECBR에서의 접경지역 협력에 어떠한 직접적인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8. 8
 000년 간의 국경넘기
- Neusiedler See/Fertő-Tó
Katharina Diehl1, Alois Lang2
입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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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퇴-노이지들러 제(Fertő-Neusiedler See)3 생태계는
유라시아 전체에 걸쳐 분포하는 일련의 염수 스텝지대 호수
(steppe-lake) 중 가장 서쪽에 위치한다. 이 얕은 스텝지대
호수는 수심이 2m에 불과하나 면적은 315km2에 달하는,

석기와 청동기 시대에 대한 연구를 통해 노이지들
호수 주변 지역에 8,000년 전부터 이미 인간의 거주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에서의 고고학적
발견들은, 아드리아 해와 발트 해를 연결하는 앰버루트
(Amber Route)와 같이 이 호수의 남서부 지역을 통과하는
교역로를 통해 당시의 문명들이 성공적으로 문화를
교류하고 무역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이
지역에서 이루어진 방목과 목축의 기원은 고대로까지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염수 호수이다. 약 13,000년
전에 형성된 이 호수는 천이(succession)의 후기 단계이다
(Herzig and Dokulil 2001). 수백년 간의 지속적인 토지
이용으로 인해 경관의 외양은 이례적인 다양성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다양성 발생의 주 원인은 점진적인 고도
변화와 수많은 전통적인 토지 이용 방식이다. 오늘날에는
헝가리와 오스트리아가 공유하는 300km2의 습지에 접경
국립공원이 지정되어 있는데, 위치는 오스트리아 알프스
동쪽에 위치한 카르파티아 분지의 가장 서쪽이다. 이
지역의 가장 중요한 자연적 가치는 호수의 경관 구조, 조류
개체군, 비교적 좁은 지역 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유형의
비오톱(biotope)이다.
	경관생태학자, 독일 라이프니츠 농업경관연구센터(Leibniz Centre for
Agricultural Landscape Research)
2
	홍보 및 생태관광 담당, 오스트리아 노이지들러 제국립공원
3
	독일어: 노이지들러 제(Neusiedler See), 헝가리어: 페르퇴-토(FertőTó), 영어: 노이지들 호수(Lake Neusie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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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슬러 올라가며, 켈트와 로마 시대에 이미 포도밭이
들어서 있었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포도밭으로
사용한 면적이 최대 규모에 달하게 되었고, 특히 제빙켈
(Seewinkel) 지역에서는 이전에는 넓은 초원과 건조 혹은
습윤한 목초지였던 곳까지 퍼져나가게 되었다. 16세기에
갈대밭이 광범위하게 퍼져나간 이후에는, 갈대 베어내기가
가장 최근의 전통적 토지 이용형태이다.
이 지역은 카르파티아 평원과 알프스 산맥 사이의
전이대라는 지형적, 지리적 입지특성으로 인해 항상
전형적인 경계 지역이었다. 다양한 기후(대륙성,
아지중해성, 고산성)의 영향으로, 동·식물 분포범위의
경계가 만나는 지점이 되기도 한다. 또한, 이 지역 인구의
민족적 구성 역시 매우 다양해서, 게르만, 슬라브(주로
크로아트인), 핀란드-우그리아-알타이(헝가리인) 등이
영향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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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토지 소유가 토지 이용 패턴의 연속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귀족정치가 공공부문에 의해 부분적으로
대체되었던 1918년과 1945년 이후의 정치사회적 격변
에도 이러한 패턴은 실질적으로 변화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사회경제적 구조 및 토지 이용과 자연환경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었다.
이 지역의 실질적인 고립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철의
장막이 드리워지면서 부터였다. 1956년의 헝가리 혁명
중 수많은 헝가리 인들이 갈대밭과 호수의 얕은 곳을
따라 서방세계로의 위태로운 탈출을 시도했으며, 그 이후
오랫동안 이 국경지대에는 삼엄한 경비 조치가 취해졌다.
그러나 1989년 8월의 범유럽 피크닉 운동(PanEuropean Picnic) 중 동독에서 온 수백명의 사람들이 호수
연안의 남서쪽인 페르퇴래코스(크로이스바흐)(Fertőrákos
(Kroisbach)와 세인트 마르가레센(St. Margarethen)
사이의 철조망을 자연스럽게 허물었고, 국경이 다시
열렸다. 당시 오스트리아의 시민들도 이러한 변화를
지지하고 국경을 넘어오는 수백명의 사람들을 받아들였다
(Natur & Land 1993).

역사적 발전 경과
이 접경 지역에서 자연보전과 용수관리를 위한 협력는
1950년대에 시작되었다(Fersch and Lang 2006). 스텝
지대 호수의 자연적인 역학때문에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홍수 방지, 농업, 거주지 개발, 관광 등
지역개발 사업을 위해서는 접경의 용수관리가 결정적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Fersch and Lang 2006). 이에
따라 1955년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간에는 접경 관리
체제가 시행되었고, 노이지들러호를 비롯한 몇몇 소규모
하천 등 접경지역의 용수 관리를 위해 양국간 정기적인
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이 회의는“국경 지역의 용수관리
규제에 대한 조약”양국 서명 및 노이지들 호 용수관리를
위한 양국위원회 설립으로 이어졌다. 몇 년 후에는
자연보전에 대한 협력가 과학적 수준에서도 이루어지게
된다(Natur & Land 1993).
시민사회에서 국경을 넘어서는 협력을 위한 최초의 시도는
1970년대에 오스트리아 자연보전협회(OeNB: Austrian
Nature Conservation Association)가 헝가리의 지방정부
당국과 자연보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접촉을 한 것이었다.
이 교류의 결과로 오스트리아측 국경지역에 1965년
선포된 보호경관지역과 인접해서, 헝가리측에도 1977년
12월, 보호경관지역이 지정되었다.
헝가리가 사회주의 체제 하에 있던 1987년에 양국은
빈과 부다페스트에서 1995년 세계박람회(EXPO 1995)
를 합동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EXPO의 계획단계에 서로
다른 정치체제를 가진 두 국가에 걸쳐있는 국립공원의
존재가 매력적인 요소로 인정받았다. EXPO의 유치 자체는
실현되지 못하였지만, 접경국립공원이라는 발상은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남아서 결국 현실이 되었다. 헝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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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에 대한 국경통과 제한규정들을 철폐한
1989년 8월 23일에 이르러 접경국립공원의 발상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다.
국립공원의 계획과정은 양국의 전문가들과 지역 이해
당사자들을 포함하는 양국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오스트리아에서는 국립공원 지역
내의 토지 100km2를 소유하고 있는 7개 마을, 1천여
이상의 가구가 통합되어야 하였다. 제안된 모든 대상지에
대해서 토지의 현재 농업적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 협상은 4년 가까이 지속되었고 농업회의소
(agricultural chamber)도 건설적인 지원을 보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마침내 1992년에야 토지 소유주에 대한
보상금 지급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Natur & Land
1993).
헝가리에서는 1991년, 국가 법령에 의거하여 국유지에
국립공원의 첫 단계를 정립했다. 1994년 4월 열린 설립
공동 기념식은 이 습지 보호지역의 접경적 성격을 보여줬다.
당시 헝가리와 오스트리아의 총리였던 보로스(Boross)와
브라니츠키(Vranitzky)가 참석하여 자연보전을 위한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Natur & Land 1993). 이 행사는
신규 국립공원의 공동 핵심지역 인근의 접경지대에서
개최되었다.
오스트리아측 국경 지역의 경우 전체 대상지가 1965년
이래로 자연 및 경관 보호지역(protected nature and
landscape area)이었으며, 1983년에는 람사르 협약에
의한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UNESCO는 1977년에
이 호수의 유역분지를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였다.
헝가리에 포함되는 호수 및 주변 습지들은 1977년에
경관 보호지역으로, 1989년에 람사르 습지보전지역과
UNESCO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Natur & Land
1993). 1970년대 이래로 양 국가의 노이지들러/페르퇴
호수를 생물권보전지역, 람사르 습지 등 국제적인 자연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과학적 자료의 교류에 근거해서,
이 지역의 공간계획을 통일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92년의 오스트리아 국립공원법에는 공원의 개발을
조율할 수 있는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의 공동 국립공원위원회
설립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위원회는 1988년 국립공원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존재하였으며, 국립공원이 설립되어 그
기능을 다 한 후에는 해체될 수 있었으나, 양측의 합의에
의해 긴밀한 협력 유지 및 필수적인 단계와 향후 시너지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유지되었다. 위원회는
오스트리아 국립공원법과 헝가리 환경부의 국립공원
칙령에 의거해 운영되며, 양측 국립공원 소장이 통솔하고,
지역 대표들이 참여한다(Fersch and Lang 2006). 2001
년 12월에는 페르퇴 토/노이지들러제 지역이 UNESCO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다.
헝가리는 2004년에 EU에 가입하였다. 새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립공원 전체가 NATURA 2000 대상지로 지정되었다.
자연 보전 목적의 지정이 추가되면서 지속가능하지 않은

이용이나 단기 투자계획으로 인한 자연에 대한 위협요인은
감소되었다. 2007년 12월, 헝가리의 솅겐조약 가입으로
국경통제는 종결되었고 검문소들은 폐쇄되었다. 이로 인해
교육 프로그램, 비동력 교통 기반시설 등 일상적 협력를
위한 새로운 기회가 폭 넓게 열렸다.

혜택과 도전과제
1980년대의 접경지역 협력 강화는 관광업, 정착지
확장, 농경, 교통 기반시설 등 분야에 있어 지속가능하지
않은 개발의 위험을 경감시켰다. 그 이후 헝가리에서는
오스트리아의 경험을 상당 부분 참조하여 폐수처리 등
분야에 있어서의 환경보호를 상당히 진전시켰다.
보호지역 내 핵심지역을 경제적 이용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각 국립공원 별 고유한 행정절차를 따라 국경 양쪽에 걸쳐서
모두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 헝가리에서는 관리과제 중
생태계 복원이 특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였다(Kohler
2004). 보전지역은 소다호 주변지와 같이 매우 오래된
문화적 경관으로 구성되므로, 그를 온전하게 유지시키는
것은 더 큰 도전과제인데, 이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토지이용 형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법론 실천의 재개는 공원 당국에 있어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헝가리에서는 국립공원 인력이 보전관리목표에
부합하도록 토지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반면
오스트리아의 국립공원은 토지계약을 통해 이 업무를
위임하면서, 그 토지의 이용이 보전에 유익하도록 강하게
규제한다.
양국 모두 국립공원의 설립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자의
행정적,법적 체제틀을 따르고 있으므로, 국익과 접경지역
거버넌스의 충돌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하지는 않아 왔다.
양국은 공동 관리계획을 세우는 대신에 국립공원 인력이
보전지역 내의 문화적 경관 관리, 방문자 관리, 환경교육,
공공관계, 연구자료 교환, 목록작성, 모니터링 등 공동의
이해와 관계있는 모든 부문에 있어 긴밀한 영구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지난 10년 간의 협력은 양측이 일상적 업무에 있어
건설적 팀워크를 유지하려는 명확한 의지를 갖출 경우
법적 체제의 차이는 극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가치 있는 생태계의 보존과 복원을 위해 적용할 방법론은
양국의 국립공원에 있어 동일하였지만, 그 실행적, 법적,
구조적 배경은 지금도 이전에도 서로 상당한 차이가
있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지역에서는 서로
다른 두 국립공원 지정지와 그 주변 지역공동체 간에
성공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03년에는
국립공원 설립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노력이 인정되어
접경보호지역과 자연보전 분야에 있어서의 성공적인
협력에 대한 EUROPARC의 첫 인증이 양국 국립공원의
소장에게 부여되었다(Natur & Land 1993). 이 인증은
2010년 9월에 이루어진 재평가 이후 갱신되었다.

국립공원 당국과 UNESCO 세계유산 지정지 관리주체
간의 EUREGIO(경제적, 사회적 초점을 가진 유럽내 초국경
지역; European cross-border regions with economic
or societal focus)수준에서의 지속적인 정보 교류는 국경
한 쪽의 자연자산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요인의 발생을
방지해주고 있다. 이러한 교류의 예시에는 EUREGIO
실무그룹의 정보 제공으로 헝가리에서 계획된 채광사업에
대해 2003년에 오스트리아 측에서 시위가 이루어진
사실이나, 국경을 통과하는 자전거도로를 국립공원의
천연지역에 인접하여 건설하라는 요구에 대해 2004
년 양측의 국립공원 이사진에서 모두 거부한 사례, 또는
2006년 오스트리아 내 국립공원의 남부 지역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서기로 계획되자 국경 양쪽에서 모두
시위가 일어난 사례 등이 있다.
접경지역 세계유산 지정 계획은 기존에 확립된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다.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들을 포함하는
실무그룹이 만들어져서 공동 관리계획을 작성하였다.
또한, 몇 차례의 잘 중재된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합의된
목표와 성과를 대중에게 알렸다. 현재 세계유산 지정지의
이해당사자들은 양국에 각각 별도의 세계유산 협회로
조직되어 있다. 2010년 현재 페르퇴 토/노이지들러 제는
뛰어난 자연적 가치로 인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15
개의 접경지역 세계유산 중 하나로 지정되어 있다.4
접경지역 협력를 돕는 데에 있어 국경 양쪽 모두에서
이루어진 미디어 작업과 공공관계 측면의 상호지지 역시
그 역할이 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노이지들러
제의 사례에 있어서는 오스트리아의 부르겐란트 주
(Burgenland)와 헝가리의 괴르-모손-소프론(GyörMoson-Sopron), 바스(Vas), 잘라(Zala) 주와 EUREGIO
간의 새로운 협력 관계를 통해 접경지역 사안에 대한 관심
유치와 미디어와의 관계 유지가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발전이 이루어진 이후로 이 지역의 미디어는 접경지역
협력를 강화하였고, 합동 EUREGIO에서 양측의 전문가
실무그룹이 정기적으로 회동하게 되었다. 이는 국립공원
및 접경지역 협력 사업에 대한 미디어의 관심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Fersch and Lang 2006).
접경지역 사업에 대한 재정모금 활동에 있어서는 양
파트너가 모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그 결과
빈과 부다페스트의 관련 부처의 주도 하에 EU에서
재정을 공동조달한 민감 지역 교통개발 관련 프로젝트가
성사되기도 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성과 중 하나는 최대
20명이 승선할 수 있으며 교육 및 홍보 목적으로 운영되는
태양광 여객선의 개발이었다.
자연보전은 접경지역 협력의 개시 및 강화를 위한
기제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해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부문과 비교하여 환경분야에서는 오해의 위험이
거의 없고, 핵심 행동주체 역시 개인적인 경제적 이익만을
	이곳은 문화적 경관지이지만, 세계유산 지정지로서 강한 자연적 가치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IUCN에 의해 감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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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한다는 의심을 받지 않는다. 국립공원은 자연자산에
근거한 접경 지역의 정체성을 새로이 육성하는 것을
중점과제로 삼고 있는데, 이는 사회의 모든 부문이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참여하여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언어장벽의 영향력은 아직
너무나 과소평가 되고 있다. 양국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립공원의 소식지인 게슈나터(Geschnatter)지는 2010년
겨울에 헝가리어 판 코사그톨(Koscagtoll) 지를 60,000부
발간하였다.
오늘날 모든 지식, 경험, 기반시설까지도 가능한 한 항상
공유되고 있다. 방문자 및 교육 프로그램은 양측 모두를
대상으로 양측 모두의 참여 하에 개발되고 있다. 2010
년에는 양국의 언어가 병기된 방문자용 관광프로그램이
최초로 발행되어 헝가리 내 지역에 대해 독일어 탐방
안내문, 그리고 오스트리아 내 지역에 대한 헝가리어
탐방 안내문을 모두 제공하게 되었다. 국립공원의 방문자
센터(오스트리아의 일미츠(Illmitz), 헝가리의 페르퇴울락
(Fertöújlak)) 중 하나에서 주관하는 국제회의, 취재여행,
견학 시의 상호지원의 정도는 두 국립공원이 하나의
같은 습지 지역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나타내준다.

교훈 및 향후 전망
국경 양쪽에 어떤 체계를 세우기 위한 절차는 오늘날
접경지역 자연보전 모범사례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를 행정적 절차로만 보아서는 안된다. 오늘날과 같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수 년간의 개발과 협상 과정이
필요하였다.
민간 주도의 구상과 비정부기구의 노력은 국립공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비단 정치적 의미에서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집약적인 토지이용을 배제하여
국립공원이 들어설 지역을 보호하였던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없었다면 국립공원에 포함된 영역이 현재와
같이 광대하고 가치 있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 오늘날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영역은 과거 WWF 오스트리아에
의해 임대되었거나 민간자금에 의해 보호받았던 지역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국제기구 역시 국립공원을 설립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이들은 보호지역 분류기준의 확립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국자들이 국립공원 정책
시행 과정에서 용도설정 및 관리 모델을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국립공원이 사유지에 설치되었으므로,
지역적 수준에서 대중적인 참여의 역할이 매우 컸다.
이것이 국립공원과 그 관련 당국자들의 활동에 대한
관심이 유지되도록 보장하였고, 주변 지역 전체에 걸쳐서
논의와 참여를 유도하였다.
헝가리에서는 군대가 주둔하는 호수가의 접경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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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어떠한 토지이용도 허용되지 않았었으며, 나머지
토지도 상당부분 현재까지도 국유지이다. 따라서 1948
년까지 토지소유주의 지위를 유지하였던 지역가구들만이
과거의 재산에 대한 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 입장이었다
(Kirchberger and Karpati 2006).
분쟁 해소를 위해서 독립적이고 엄격한 환경영향평가
및 과학적인 연구의 중요성은 특히 관리수준에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민감한 사안에 대한 대중적
논의 과정에서 과학적 연구 결과에 대해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온전하게“이해”되어야 한다.
접경국립공원의 계획과 설치는 상향식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국지적 수준에서 핵심
이해당사자들이 국립공원에 대해 보여준 지지는 양국
모두의 정치인 간의 가시적이고 안정적인 협력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상향식 협력는 성공적인 접경지역 자연 보전을
위한 또 하나의 전제조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9. 지
 속가능한 접경지역 협력의 모범사례
- Krkonoše/Karkonosze 생물권보전지역
Hana Petrikova1
입지 특성

© Hana Petrikova

크르크노셰 산지(Krkonoše/Karkonosze Mountains)2
는 체코 공화국, 폴란드, 독일에 걸쳐 뻗어 있는 수데티
산맥(Sudetes)의 일부이다. 이 산지의 해발고도는
400~1,602m로 체코 공화국에서 가장 고도가 높은 지대를
이루고 있으며, 체코 공화국의 북동부 국경과 폴란드의
남서부 국경에 40km 구간이 걸쳐 있어 중앙유럽 지역의
중요한 접경지대를 이루고 있다. 이 산지의 최고봉은
해발고도가 1,602m인 스네츠카(Snĕžka)3이고, 체코 쪽

이 지역은 구릉대로부터 고산대까지 4개의 수직적
식생대가 분포하여 고도의 생물다양성을 갖춘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산지는 알프스 산맥과 북부 및 북동부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생태계와 대응되는 극지 및 고산
생태계의 섬을 이루고 있다(Jenik 2000). 이 곳의 핵심적
가치는 산지 생태계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갖추었다는
점에 있다: 고유한 극지고산 툰드라, 아극지 토탄지,
아고산대 및 고산대 생태계, 꽃이 풍부한 고산초지. 이곳의
경관은 인간의 정착지와 수 세기 동안의 토지 사용에 의해
재편되어서, 수많은 고산초지, 샬례(chalet)들의 촘촘한
네트워크, 그리고 상당한 수준의 겨울 스포츠 및 관광
기반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게 되었다. 이 곳의 가문비나무

사면에서는 엘베 강(Elbe; 체코어: Labe)이 흐른다. 이
산을 이루는 전체 대산괴(massif)는 63,900ha의 면적을
차지하고, 그 중 45,400ha는 체코 쪽에, 18,500ha는
폴란드 쪽에 놓여 있다. 국경의 양쪽 모두에서 이 산지의
상당 부분이 다음과 같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체코 공화국에서는 54,969ha 면적의 크르크노셰국립공원
(Krkonoše
National
Park),
폴란드에서는
보호
지역(protective zones)을 포함하여 16,841ha 면적의
카르코노체국립공원(Karkonosze National Park). 이
지역 전체는 특별조류보호지역(Special Protection
Area for birds)이자 Natura 2000 생물종 및 서식지를
위한 특별보전지역(Special Area of Conservation)으로
지정되어 있다.
	인간과 크르크노셰 협회 관리인, 체코공화국
	체코어: 크르크노셰(Krkonoše), 폴란드어: 카르코노체(Karkonosze)
3
	폴란드어: 스니츠카(Śnieżka.)

(spruce) 숲의 상당한 면적은 국경 양쪽 모두에서 1980년
대에 절정을 이루었던 대기오염에 의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크르코노셰 산지는 체코 쪽에 연간 6~8백만 명, 폴란드
쪽에 연간 2.5~3백만 명의 산악인과 스키어들을 끌어
모으는 인기있는 관광지이다. 지정된 탐방로의 총 길이
만도 700km가 넘는다.4
이 산지는 14세기 이후 서로 다른 여러 문화권의 영향력
하에 놓여왔다. 이 곳에는 체코인 주민 외에도 상당한
규모의 독일인구도 수 세대에 걸쳐 정착하였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인이 추방되면서
크르크노셰에는 다른 지역 출신 사람이 정착하였다.

1

2

	www. Kmap.cz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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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공화국

폴란드

국가 MAB 위원회에 참여하는 공식 정부지정 담당자는 다음과 같다:
크르크노셰국립공원 관리청
(Krkonoše National Park Administration)
1963년 창립. 환경부 산하 기관

카르코노체국립공원 관리청
(Karkonosze National Park Administration)
1959년 창립. 환경부 산하 기관

크르크노셰/카르코노체 생물권보전지역 체코-폴란드 위원회는 크르크노셰/카르코노체 양국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협력합의에
의거하여 설립된 비법인단체로서, 양국의 국립공원 소장과 지방정부 당국, 지역공동체, 기업계, 과학계, 비정비구기구의 대표로
균등하게 구성되어 있다.
크르크노셰/카르코노체 생물권보전지역 체코-폴란드 사무소는 위 위원회의 지원기관이다. 이는 부문간, 학제간 소통을 개시 및
활성화시키고, 공동회의를 조직하며, 공동 프로젝트를 제안, 준비, 조율하기 위한 중립적 플랫폼으로서 기능한다. 이 기구는 다음의 두
조직 내에서 운영된다:
체코 NGO 인간과 크르크노셰(Man and Krkonoše)
폴란드 NGO 카르코노체 재단(Karkonosze Foundation)
표 9.1. 크르크노셰/카르코노체 생물권보전지역의 제도적 체제틀
출처: Petrikova(2003)

이로 인해 민족적, 문화적 연속성이 단절되어 일부
산지관리 관행과 전통적 경관요소의 소실이 일어났다.
2차대전 이후로 영구적 거주인의 수 역시 감소하였다.
최근 수십년 간 산지의 자연지역을 활용해야 한다는 압력이
증가해 왔다. 크르크노셰는 하계, 동계 레크리에이션의
중요한 중심지로써, 체코공화국 내 관광산업의 수익
중 상당 부분을 창출한다. 여기서 가장 큰 논란이 되는
사안은 크르크노셰의 산지 공동체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
상당한 고용기회를 창출하는 스키 등 동계스포츠를 위한
기반시설 개발을 어느 정도로 수행할 것인지 여부이다.
체코, 폴란드의 크르크노셰 산지에는 모두 합해 15개의
스키 리조트가 있으며, 여기에는 총 130km 길이의 스키
활강 코스가 150개 설치되어 있다. 반면 농경과 전통공예
등의 여타 산업은 거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공산주의 정권 하에서는 국경을 수호하기 위한 엄격한
체제가 적용되어 국경을 넘어서는 접촉 및 협력가
제약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네츠카는 폴란드인
연대(Polish Solidarity)5의 당시 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
지부의 비밀 모임장소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모임에 참석한 운동가들은 산지의 보존을 위한
합동계획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그에 따라 체코의
크르크노셰국립공원과 폴란드의 카르코노체국립공원 간에
국경을 넘어선 동반자관계가 발전되었다.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964년부터 1989년까지 매년 두 국립공원의
과학위원회와 그 인력 간 공동 회의와 컨퍼런스들이 열렸다
(Petrikova 1990). 공산정권이 붕괴된 1989년 이후에는
과학적 연구와 사회경제적 관계의 측면에서 더 집중적인
협력를 위한 새로운 기회가 등장하고 있다.

보호받고 있는 크르크노셰 산지는 1992년에 UNESCO
에 의해 크르크노셰/카르코노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그 이후 1996년에는 접경생물권보전지역
(TBR: Transboundary Biosphere Reserve) 체제를 위한
제도적 체제틀이 확립되었고, 크르크노셰/카르코노체
양국 생물권보전지역에서의 협력 합의문에는 크르크노셰
지역에서 활동 중인 양국의 다양한 부문 주체들이
서명하였다(두 국립공원의 소장, 지방정부 당국, 지역공동체,
기업계, 과학계, NGO 대표). 2004년에는 크르크노셰와
카르코노체국립공원이 협력 합의문에 서명하였고, 그
직후 두 공원은 EUROPARC의“자연의 디자인 따르기”8
프로그램에 의거한 접경공원으로 인증받았다. 2006
년에는 크르크노셰 공동체의 체코 및 폴란드 측 연합회
(associations)들에 의해 우호관계, 상호이해, 협력에 대한
각서(memorandum)가 비준되었다. 이 외에도 정보센터,
박물관, 학교, 산지 구급서비스, 보건서비스, 경찰서,
소방서 등의 설치를 통한 협력노력이 이어졌다.
양국 생물권보전지역(표 9.1)은 두 국립공원의 공동노력의
결과로 설립되었으며, 그 주요 설립목표는 다음과 같다:
••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더 일관적이고 효과적으로 보호
•• 문제해결 시 다양한 전문성의 도입을 통해 새로이
나타나는 환경문제에 대응(대기오염으로 인한 산림의
손상 등의 사례)
•• 다량의 과학적 자료 공유 및 교환
•• 현지 주민들에 의한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원칙 홍보
•• 접경지역 산책로 및 공동 관광객 정보체계를 확립하여
과학자와 방문자 모두에 있어 이 지역의 매력을 증진

역사적 발전의 경과

혜택과 도전과제

1959년에 지정된 폴란드의 카르코노체국립공원6과
1963년에 지정된 체코의 크르크노셰국립공원7을 통해

1996년에 체결된 체코-폴란드 간 협력합의는 각 부문
간에 더 집약적이고 방대한 초접경적인 협력를 가능하게

	전체주의 정권에 대항하는 합동 반체제 운동
	www.kpnmab.pl
7
	www.krnap.cz

8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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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과학연구에 있어서의 전통적 협력 외에도 각종
초접경적, 초부문적 활동이 실현되어 자연보전과 이 지역의
사회경제적 개발을 조화시켰다. 이러한 활동에는 체코폴란드의 공동 관심사항을 다루는 다음과 같은 복수부문간
포럼들의 운영도 포함되었다:“크르크노셰에서의 추가적
개발의 가능성과 한계-생태적, 사회경제적 요인”,
“크르크노셰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비전”,“
지속가능한 개발의 지표”,“영역계획-경험의 교환”
등. 이러한 노력들의 주요 초점은 우선 자연보전 및 연구
관계자들, 그리고 또한 크르크노셰 산지의 향후 개발에
영향력을 미치는 지방정부 당국, 관광서비스 제공자,
농업 종사자, NGO, 지역공동체 등의 다양한 제도와
부문의 대표들 간의 소통과 상호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에
맞추어졌다. 서로 국경 너머에 위치해 있지만 자연보전과
경제개발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유사한 공동체 간의
정보와 의견 교류는 특히 고무적이며 성공적인 성과를
냈다(Petrikova and Raj 2006).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은 연구, 모니터링, 교육, 훈련의
영역에서 특히 큰 역할을 수행했다. 크르크노셰에서
이루어진 공동 과학활동에는 GIS 데이터베이스의 통합,
체코-폴란드 번식조류 지도 발행(Flousek and Gramsz
1999), 이 지역에서의 관다발식물 현황과 크르크노셰 산지
양쪽 모두에서 이들이 쇠퇴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멸종 식물종 및 멸종위기 관다발식물 목록 발행(Stursa
et al. 2009) 등이 포함된다. 1999년 이래 두 국립공원은
지역적 관리의 통합과 활동의 조율에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공동 GIS 체계를 개발해오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주
목표는 체코와 폴란드의 크르크노셰 산지가 나누어지지
않는 단일한 지역이라는 인식을 고착화하기 위함이다.
이후 제작되는 모든 통합적 지도 레이어들은 새로운
온라인 지도서버(MapServer)에 개제될 예정이다.9

제시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의 주체들이“생태적
근본주의자”나“자연의 영역에 대한 습관적 침해자”
는 아님이 명백하다. 오히려 투자자, 자연보전주의자,
지역공동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모두 이 지역에
대한 장기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곳 주민들의
삶의 질과 자연을 최대한 보전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Flousek and Plaminek 2007).
지금까지는 공공부문 및 국가부문에서의 운영과정의
의사결정 중에 주민, 전문가, 개발자 모두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사회-경제-환경
문서의 형태로 이루어진 체제틀이 부재했다.
2008년에는 체코 국립공원의 자문위원회인 크르크노셰
지역공동체 및 비정부기구 협회(Association of Krkonoše
Communities and local NGOs)가 복수부문 실무단체를
구성하여 크르크노셰 산지를 위한 비전을 제시할 문서의
작성을 위임하였다. 이 단체에는 폴란드 측의 대표들도
합류하였다. 이 실무단체는 크르크노셰의 주민 및
방문자의 대다수와, 체코 및 폴란드의 국립공원 당국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널리 배포된
설문지, 회의, 초안에 대한 의견 등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한
사회-경제-환경 문서의 초안이 작성되었다. 이에 따라 이
문서의“실행버전(working version)”인“비전-크르크
노셰 2050-사람과 산의 우호관계(The Vision- Krkonoše
2050-A Friendship of the People and Mountains)”
가 최근 제안서의 형태로 지역공동체와 기타 주요
이해당사자에게 비준을 위해 제출되었다. 이“비전”
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겠지만, 이에 대한 수용과 그
원칙의 장기적인 고수는 도덕적인 의무로 여겨지게 될
것이다.

TBR 구상의 특징은 초학제적 접근법을 취하고 사회경
제적인 차원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현재 이미 크르크노셰의
자연과 대기오염의 영향력 등 해당지역에 영향을 끼치는
인류학적 요소들에 대한 양질의 자료가 상당량 축적되어
있으나, 사회경제적 사안들에 대해서는 자료와 지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지역의 환경 수용력의 한계와 방문자
흐름에 대한 지식은 중요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 핵심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따라서 두 국립공원은 자연보전에도
유익할 사회경제적 연구 및 모니터링 프로젝트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들은 국립공원과 생물권
보전지역에서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변화의 장기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일련의 지표을 활용해 수행될
것이다.

이미 국립공원과 지역공동체 간의 관계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지역공동체측이 국립공원이 독단적인
요구사항을 철회했다고 느끼면서 두 집단 사이의
상호적인 적대감이 사라졌다. 이는 국립공원 이사회의
회의에 산지주민의 공동체 대표가 출석함으로써 이루어진
공동회의의 결과로 가능해진 결과이다. 이들은 함께
서로의 이해가 상충하지 않는 영역을 파악하였고, 서로의
활동의 경계 역시 더 확실하게 지정하였다.

크르크노셰 산지는 수년간 생태적 분쟁의 현장이 되어왔다.
지역공동체, 정부당국, 기업부문은 모두 이 지역에 가장
유익한 의사결정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서로 논쟁해
왔으며, 사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설득력 있는 논지를

교훈 및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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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립공원 행정당국, 지역공동체, 방문자 간의
심화된 이해와 협력에 기여할 새로운 용도구획 제도가
준비중에 있다.

성공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활동의 연속성과 품질을
확보하고, 일단 확립된 TBR에 있어 다양한 소통의
플랫폼을 설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의
영구적 조정사무국, 서로의 역할과 책임의 확실한 정의,
적절한 재정조달, 시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 등을 통해
37

현재성이 있으면서 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정기구는 서로 다른 제도의
지도자와 대표들이 계속하여 교체되므로 그때마다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재확립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에
잘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Photo courtesy of Jan Groh

크르크노셰/카르코노체 생물권보전지역을 위한 체코폴란드 위원회는 만들어질 당시부터 통합적인 초접경 소통
및 부문간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문에 속해 있으면서 언어를 공유하는 파트너들과만
협력하려는 경향과 선호는 극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현재 이미 개별 지역공동체, 학교, 공원, 박물관, 관광객
조직, 정보센터 등 사이의 새로운 합의와 프로젝트들이
수없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양국 생물권보전지역은
서로 다른 이해당사자들을 모아놓고 이들이 소통과
논의를 통해 공동의 비전을 구성해 나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된 제도이다. 복수부문 간 상호연결과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 포럼의 성사는 지금보다도 훨씬 큰 노력,
조직, 준비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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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BR에서 공동의 관리계획을 시행하는 것은
실현성이 없는 방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코와 폴란드의
보호지역과 특히 두 국립공원의 행정당국 및 관리자들은
더 높은 지위를 갖는 정부부처에 의해 제정되는 서로 다른
법 하에서 각자의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받고 있다.
따라서 TBR에서의 협력를 위해 더 적절한 체제틀인 공동
관리정책, 공동 조치, 공동활동, 프로젝트, 목록작성, 연구,
모니터링, 교육 등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과학적 연구결과들이 관리결정 시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다는 공동의 우려가 양국에서 대두되고 있다.
연구결과의 대중적 홍보 뿐 아니라 학제간 접근과
사회과학을 더 강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10. 고
 리츠코-라브-오르섹(Goričko-Raab-Őrség)
- 3개국 공원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발전
Stanka Dešnik1, Gregor Domanjko2
입지 특성

이 독특한 지형학적 특성, 소형 하천 및 개천의 네트워크,
산성토양 및 세척된 토양, 적은 강수량(연간 600~800
mm), 그리고 폭풍으로 인한 높은 침식률 등의 요인들로

© K. Malačič

고리츠코-라브-오르섹 3국 자연공원(trilateral GoričkoRaab-Őrség Nature Park)은 중앙유럽의 과거 철의 장막
지역에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국경에 따라
걸쳐 있다. 이 공원의 설립 논의는 1989년 철의 장막 붕괴
이후 이 지역을 위한 비전을 확립하기 위해 1990년대에
열렸던 몇 개의 지역 워크숍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지역에서의 2~3백만 년 전의 화산활동으로 인한 그라드
(Grad)에서의 이첩기-석탄기의 점판암과 응회암(화산재)
등 다양한 지질연대의 암석들이 분포한다. 부드러운 모래
재질의 토양은 수천년에 걸쳐 강우에 의해 씻겨 내려갔고,
이 물침식 과정에 의해서 수많은 작은 구릉들로 이루어진,
지형학적으로 조화로운 경관이 조성되었다.

슬로베니아의 자연보호법 하의 보호 대상인 고리츠코
자연공원(Goričko Nature Park)은3 IUCN 보호지역
카테고리 유형 V로 분류되었다. 헝가리의 오르섹국립공원
(Őrség National Park)(IUCN 카테고리 II)은 헝가리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오스트리아의 라브 자연공원(Raab
Nature Park) 부르겐란트주 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이
전체 3국 자연공원의 면적은 105,200ha에 달한다.
슬로베니아와 헝가리가 EU에 가입한 2004년 이후
고리츠코 자연공원 면적의 96%와 오르섹국립공원 전체가
NATURA 2000 지정지에 포함되었으나(표 10.1), 라브
자연공원은 NATURA 2000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고리츠코의 NATURA 2000 지정지는 국경을 넘어서
오스트리아까지 뻗어 있고, 오스트리아의 남부 스티리아
(South Styria) NATURA 2000 지정지로 연결되어 있어,
멸종위기종인 유럽파랑새(Coracias garullus)의 서식지인
구릉지 경관을 보호하고 있다.
3국 공원의 지리적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라바(Raba),
크르카(Krka), 레다바(Ledava) 강들의 사이에 위치한
파노니아 평원(Pannonian flat)의 서부지역에 저지대
구릉지가 있다. 높은 구릉들은 3국 공원의 서쪽에 주로
나타나고, 동쪽으로 갈수록 저지대 평원이 분포한다. 토양은
대체로 모래가 많고, 서부 경계로 갈수록 과거 파노니아
해(Pannonian Sea)의 조개화석, 오스트리아의 스티리아
	자연보호 상임고문, 슬로베니아 고리츠코 자연공원 공공기관
	프로젝트 조정자, 슬로베니아 고리츠코 자연공원 공공기관
3
	www.park-goricko.org; 고리츠코 경관공원(Goričko Landscape Park)
으로도 불림
1

2

인해 이 지역에서 농업의 매력은 항상 낮았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주민은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겨우 생존할 수 있을
정도의 준생계농(semi-subsistence farming) 생활을
이어나갔다. 3국의 접경지대는 노령화된 저학력 인구,
농업을 위한 활용 가능성이 낮은 소형 농장, 묵밭, 산업시설
및 대형 기반시설의 부재, 국가 중심지구로부터의 먼 거리,
노동자 이주율과 폐가의 숫자가 많은 저인구 지역이라는
거의 동일한 개발문제에 직면했다.
1차 세계대전까지 이 지역 전체는 1천년 가까이
헝가리 왕국의 일부였다. 그러다가 1920년의 트리아농
평화조약에 의거해 오스트리아, 헝가리,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왕국 간에 새로운 국경이
확립되었다. 2차대전 이후에는 헝가리와 슬로베니아(구
유고슬라비아의 일부) 사이의 국경에는 철망으로, 헝가리
쪽으로는 40m 너비의 참호, 지뢰밭, 감시탑, 국경경비대
등으로 삼엄한 경계가 이루어졌다. 1956년의 헝가리
혁명 이후로는 유고슬라비아와의 접경지대에 설치한
경비시설이 부분적으로 해체되었으나, 국경을 넘는 일은
여전히 엄격하게 통제되었다.
헝가리와 중립국 오스트리아 사이의 국경에서는 1956
년 이후 처음에는 가벼운 경계만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후 이 국경에도 헝가리 쪽으로 60m 너비의 참호,
가시철망, 및 국경을 따라서 감시탑이 세워져 있는 도로
등이 설치되었고, 1965년까지는 지뢰도 설치되었다.
국경선으로부터 2~3km 구간에는 전기 알람 기능을
갖춘 이중 가시철망을 설치하고 그 사이에 월경자의
흔적을 감지할 수 있도록 8~10m 너비로 드러난 지대가
39

고리츠코 자연공원

라브 자연공원

오르섹국립공원

국가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설립연도

2003

1998

2002

당국 소재지

Grad

Jennersdorf

Öriszentpéter

인력(2010)

정규직 11명,
프로젝트 인원 2명, EU 사회기금 1명,
공공서비스 7명

정규직 1.5명,
프로젝트 인원 1명

정규직 35명,
프로젝트 인원 3명,
단기 비정규직 5명

면적(ha)

46,200

15,000

44,000

IUCN 카테고리

V

없음

II

NATURA 2000

96%

없음

100%

주민 인구수

25,000

10,000

16,000

총계

105,200

51,000

표 10.1. 세 개 공원 비교

있었다. 국경과 이중철망 사이의 지역은“국경 벨트”
로 불렸으며, 근처 주민도 공식적인 허가를 얻은 이후에
드나들 수 있었다.
1989년 8월의 범유럽 피크닉 운동과 그 이후 한달만에
이루어진 헝가리, 오스트리아 간 국경의 개방은 철의
장막의 붕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중 하나였다. 2007년
12월의 동부 솅겐(Schengen) 국경 확립 이후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헝가리아 간 국경은 이제 왕래가 자유롭게
되었다.

역사적 발전 경과
2003년의 고리츠코-라브-오르섹 자연공원 설립 이전의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 1989년 5월 27일:헝가리 쾨르멘드(Körmend), 구
유고슬라비아 현 슬로베니아의 무르스카 소보타(Murska
Sobota), 오스트리아의 퓌르슈텐펠드(Fürstenfeld)
의 시장들이 구 유고슬라비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간
접경 삼각지대에서 만나서 평화로운 향후 개발에 대한
합의를 상징하는 경계석을 세웠다.
•• 1992년:3국간에 국경을 넘어서는 라브-오르섹-고리
츠코 자연공원의 발상이 제시되었다.
•• 1995년:빈에서 오스트리아-헝가리-슬로베니아 간
접경 협력(CBC: Cross-border Cooperation) 계획에
서명이 이루어졌다.
•• 1998년 9월 12일: 정부규정에 의거해 오스트리아에
라브 자연공원이 설립되었다.
•• 2002년 3월 8일: 헝가리의 총리인 빅토르 오르반이
오르섹국립공원의 설립을 선포하였다.
•• 2003년 10월 9일 슬로베니아 정부가 고리츠코 자연
공원의 설립을 선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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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 협력 개발에 관여한 주요 당사자들은 3개 공원의
관리청과 그들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이다. 이 외에도 과거
프로젝트 활동의 시행 중 지역, 국가, 초국가적 수준에서
지방자치정부, 정부부처, 연구기관, 재단, 학교, 대학,
NGO 등 모든 관련 분야의 당사자들과의 추가적인 동반자
관계들이 형성되었다.
접경 협력은 3국 공원의 설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전에는 고리츠코 지역의 자연 상태에 대한
연구가 없었고, 이 지역을 보호 대상 경관지로 지정하자는
제안도 없었다. 헝가리 쪽에서는 보호경관지의 지정 제안이
1976년에 이미 이루어졌었다. 게다가 이 곳 접경지의 오랜
고립상태 유지로 인해 3국에서 모두 그 뛰어난 자연 및
경관 가치가 보존될 수 있었다. 이 가치들을 더욱 보호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료, 연구방법론, 연구기법의 교환 등에
있어 국제적인 협력가 필요하였다.
2003년에 세 개 공원이 모두 설립되었지만, 세 개 공원이
서로 다른 보호체제 하에 놓여 있으므로, 3국 공원을
하나의 완전한 유럽 자연 및 경관 보호지역으로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다. 이에 따라 현재 3국
각각의 과제를 제시하는 양해각서 초안을 작성 중에 있다.
이 문서는 3국의 언어로 쓰여져 있으며, 2006년 5월 21
일 오스트리아 빈디쉬-미니호프(Windisch-Minihof)에서
열린 유럽 공원의 날(European Parks Day) 기념행사에서
그 초안이 서명되었다. 2009년 5월 24일에는 헝가리
오리첸트페터(Öriszentpéter)에서 갱신된 파트너십 협정에
대해 서명했다.

혜택과 도전과제
3국 공원의 설립역사는 접경의 협력에 기반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의 접경 협력이 제공한 가장 큰 혜택 중 하나는
EU의 재정지원을 받는 합동의 접경 협력 계획에 지원
가능성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협력는 이 지역을
위한 공동의 비전을 개발하는 일을 지원함으로써, 3국의

자연과 경관이 더 통합적인 방식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접경 협력은 국경을 넘어서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경험과 아이디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며,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 간 신뢰도 향상시킨다. 접경 협력이 제공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혜택은 젊은 고학력층 인구가 이
지역에 잔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향후에도 상당한 수의 도전과제들이 남아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지역의 지속가능발전과, 지역공동체의 복지
(wellbeing)를 염두에 둔 자연 및 경관 보호 목표를 통합할
수 있는 공동의 접경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일이다. 이는
이 보호지역의 서로 다른 지위와 역량, 그리고 NATURA
2000 네트워크 등의 EU 정책 준수의 필요성 측면에서 볼
때 특히 중요하다. 이 지역의 접경 협력이 직면하고 있는
또 하나의 향후 도전과제는 접경지대 도시의 공간계획,
도시계획, 영향평가 및 모니터링 공동수행이다. 유럽연합
물관리 기본 가이드라인(EU Water Framework Directive)
에 의하면 이는 특히 접경지대 하천에서 큰 중요성을 갖는
과제이다.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 공원 간 양해각서의 내용에
포함될 다음의 목표들이 합의되었다:
•• 자연적, 문화적 가치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한 공동 노력
•• 공동의 행사 및 관광활동의 계획 및 조직
•• 인쇄물, 웹페이지 등의 공동 디자인 및 공원의 공동 홍보
•• 자연, 환경보호 관련 교육 및 자연학교, 산림학교 설립
•• 서식지 복원 기조 유지
•• 유럽그린벨트 구상과 협력4
양해각서에는 다음의 구체적인 활동들이 포함되었다:
•• 국지적, 지역적, EU 수준에서의 공동 목표를 통해
공원지역을 대표
•• 현지 주민들과 NGO를 적극적 자연보호에 참여시킴
•• 현지 주민을 관광업 개발에 참여시키고 지역가치에
대한 대중의 인식 확대

이에 더해 이 동반자관계의 목표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
자금조달, 공동 관리계획 수립, 3국 공원 공동 관리청 설립
등이 고려되고 있다. 이 곳의 잘 보존된 문화적 경관과
유산으로 인해 이 지역을 UNESCO 세계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계획도 진행중이다.

교훈 및 향후전망
냉전 시기 갈등의 역사로 인해 이 지역 인접국 간의 접촉을
시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초기에는 언어의
차이부터가 가장 큰 장벽이 되었는데, 이러한 소통의
장애들은 영어교육 등을 통해 극복되었다. 주도적인
파트너 및 전문가들의 정기적인 방문, 워크숍, 그리고
지원은 언어의 빠른 숙달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특히
CBC 프로젝트 준비와 신청을 위한 모든 연락이 영어로
이루어지기로 규정되었으므로 중요한 과제였다.
접경에서의 협력과 특히 접경지역 프로젝트를 통해
소통하는 법과 공공자금으로 운영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접경지역 협력 과정 중에는
참여국 모두의 국경을 뛰어넘는 공동의 역사의 무게를
체감할 수 있었다.
이제 거의 20년에 걸쳐 이루어진 우리의 접경에서의,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는 협력은 자연보호와 생태계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한 크고 작은 규모의 추가적인
프로젝트와 활동을 계속 진행하는 데에 있어 좋은
토대가 되어줄 것이다. 공동의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3
국 공원이라는 플랫폼은 파트너십 협정에 규정된 활동을
시행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는 여전히
재정자원의 안정화와 참여국 간 인력규모의 균등화를
이루어야 하는 상태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광범위하게
다변화된 파트너십 네트워크라는 과거의 경험에 기반한
미래의 협력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사회경제적으로
공정하고, 건강하며,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보장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다.

•• 사회적, 민족적 전통의 보존 및 전승, 지역민과의 협업을
통해 전통적 농업방식, 경제, 전통공예에 대한 경험 교환
•• 전형적인 민속건축을 유지함으로써 공동의 경관가치를
보존하고 다큐멘터리를 위한 자료 수집
•• 개발계획에서 경관보호의 유지 관련 내용 도입
•• 정부와 EU 프로젝트 준비, 프로젝트 신청서 제출에
있어 상호지원
•• 접경 하천에서 어류 개체군 관련 공동 연구 수행
•• 수달(Lutra lutra)의 개체군에 대한 공동 연구 및 조사
•• 오스트리아 정부가 헝가리와 오스트리아의 접경
지대에 위치한 모노츠터/세인트 고타르드(Monošter/
St. Gothard) 폐기물 소각장의 건설을 진행할 경우의
잠재적 영향력에 대한 공동 모니터링 수행
	www.greenbelteurope.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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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유럽 야생의 심장부 - 유럽의 책임
Zdenka Křenová1 and Hans Kiener2
입지 특성

© Andreas Ebert

바이에른발트국립공원(Bavarian Forest National Park)
및 슈마바국립공원(Šumava National Park)(BF&ŠNP)
은 체코공화국 프라하와 독일 바이에른 주(Bavaria) 뮌헨
중간에서 양쪽으로부터 약 18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체코와 바이에른 주 사이의 경계를 따라 유럽의
심장부에까지 산들이 연달아서 솟아 있다. 바이에른 및
슈마바 산림은, 그 면적이 2백만ha 이상으로 도로에 의한

수행하고 있다. 이곳은 북방 수림대의 요소를 많이
갖추고 있으며, 큰뇌조(Capercaillie; Tetrao urogallus),
긴점박이올빼미(Ural owl; Strix uralensis), 세가락딱다구리
(Three-toed woodpecker; Picoides tridactylus) 등의
생물종에 있어, 이쪽 지역을 우점하고 있는 활엽수림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중요한 남서부 전초기지가 되고 있다.
90,000ha 이상의 면적을 가진 BF&ŠNP는 중앙유럽의
대표적인 고원이자 유럽의 자연적, 문화적 유산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지역을 보호하고 있다. 이 국립공원 경계는
서로 상당히 긴 구간이 접해 있어 자연보전, 생태통로,
연결성 등과 관련한 접경지역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파편화를 거의 겪지 않았으며, 대규모 인간 정착지도
조성되어 있지 않다. BF&ŠNP는 이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데, 최고봉은 해발고도 1,453m의 라헬산(Mt.
Rachel)과 해발고도 1,379m의 플레시(Plechý) 산이다.
이 국립공원이 속한 지역은 짙은 녹음이 우거진 대단히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며, 수정같이 맑은 계곡, 훼손
되지 않은 습지, 수렁, 늪지 삼림지대, 그리고 고지대에
서는 버려진 산지 목초지들이 펼쳐져 있다. 실바 가브
레타(Silva Gabreta)로 불리는 이 산림은 완전한 자연
상태에 가까운 보존상태와 큰 규모로 인해 독특한
가치를 갖는다. 이 산림은“로마인의 헤르시니아 산림
(Hercynian Forest)”중 마지막으로 남은 부분으로서, 상당
수 멸종위기 동·식물종의 서식지이자 은신처로서 역할을
	사우스보헤미아 대학교 과학부 조교수, 전 체코공화국 슈마바국립공원
연구 및 자연보호 부장
	
독일 바이에른발트국립공원 보전 및 방문자 관리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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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된다.
이 국립공원의 관리 목표는 모든 측면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바이에른 주의 의회가 만장일치로 독일
내 최초의 국립공원인 바이에른발트국립공원(BFNP)
을 설립하기로 의결한 1969년에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긴급히 필요로 하던 소득과 일자리가 창출되고,
철의 장막과 접해 있는 이 빈곤한 지역에서 관광업을
부흥시킬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었다. 철의 장막이
붕괴한 직후인 1991년에 설립된 슈마바국립공원(ŠNP)
역시 이와 비슷한 이유로 진행되었다.
국립공원의 지정 이후 주변 농촌공동체에서 관광업이
발달하기 시작했으며, 이전에는 기반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나 오늘날에는 고용과소득의 주요 근간이
되었다. 최근의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Job et al. 2007)

BFNP는 이 지역 경제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3 BFNP는 연간 760,000명의
방문자를 유치하는, 주변 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찾는 관광명소이다. BFNP에서 유치하는 관광수요는
주변 지역에 940명에 해당하는 인원의 고용창출
효과와 국립공원 관리청에 200명의 추가적인 정규직
고용창출 효과를 낳고 있다. 정확한 자료가 집계되지
않은 ŠNP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들이 관찰되고 있다.

접경지역 협력 발전 경과
이 대규모 산림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의 발생시기는
20세기 초까지 거슬러 올라가나,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그 이후 1945년부터 1990년까지의 반 세기동안 정치적
권력진영(power blocs)들과 유럽의 인간적, 자연적 환경을
분리시킨 철의 장막으로 인해 이러한 계획들은 시행되지
못하였다.
1969년에 이르러서야 당시 13,300ha의 면적으로 지정된
BFNP의 설립과 함께 이러한 오랜 바램이 일부 실현되었다.
1991년에는 체코공화국이 슈마바 산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부분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였다. 68,500ha 면적의
ŠNP가 지정된 것은 국제적인 의미를 갖는 대규모 접경
보호지역의 설립을 위한 중요한 단계였다. 1997년 8월
1일 바이에른 주의회에서 BFNP의 면적을 11,000ha 더
확대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중앙유럽에서는 전례없는
규모인 90,000ha 이상의 토지를 자연경관 및 생태적
은신처로서 보호할 수 있는 전에 없는 기회가 발생하였다.
이 두 국립공원의 합은 중앙유럽에서 가장 큰 초국경적
보호지역네트워크의 핵심을 이루며, 동시에 두 국가에서
가장 큰 육상 NATURA 2000 지정지이기도 하다.
BF&ŠNP에서의 접경지역 협력에 참여한 주요 파트너들은
다음과 같다: 체코공화국 환경부, 바이에른 주 환경보건부,
, 슈마바국립공원 관리청, 바이에른발트국립공원 관리청.
두 국립공원의 관리청은 1991년 초반부터 비공식적이지만
실무적인 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구성해 나갔다. 1999
년 이후 국경을 초월한 협력은 ŠNP와 BFNP의 국립공원
업무 담당 부처 장관들이 서명한 협력각서(Memorandum
on Cooperation)에 의거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사이
공원관리와 국경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통로의 조성 등에
관하여 몇 개의 보충협약에도 서명이 이루어졌다. 2009
년에는 두 공원이 모두 접경 야생지역에 대한 공동관리
가이드라인에 합의하였다. 두 국립공원은 여러 유럽
재정지원 사업(Interreg, Leader, German-Czech Future
Fund)에서 공식적 파트너로서 활동한 바 있다.
	사영문 요약본: www.nationalpark-bayerischerwald.de/detail/
veroeffentlichung/publikationen/d_berichte/doc/en_studie_job_kurz_
ba.pdf
4
	대다수의 관광업 일자리는 계절성 고용이 이루어지며, 제시된 수치는
전일근무/1년근무 단위로 표기되어 있다.
5
	이 정부부처는 2004년 이후 접경지역 협력에 참여하여 왔다. 그 이전까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부처는 바이에른 주 농업산림부였다.
3

혜택과 도전과제
이 통합지역에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간
협력는 주로 다음의 사항들에 집중하여 이루어져 왔다:

최초의 공동 정보센터:
이 정보센터는 BFNP로부터 ŠNP로의 주요 출입지점 중
하나인 부치나(Bučina)에 지어졌으며, 두 국립공원이
수행한 최초의 공동 프로젝트였다. 이곳에는 국립공원의
개관, 규정, 방문자 활동 등에 대한 사항이 양국의 언어로
소개되어 있다.

접경지역 대중교통 체계
1996년에 이 두 국립공원에 대중교통 체계가 도입되어
이 지역의 피서지로서 매력이 증가하게 되었다. 바이에른
산림에는 1996년 5월부터 공원 내의 중요한 방문자 시설
및 현장과 주변 마을과 시가지를 모두 잇는 “고슴도치
버스(hedgehog buses)”가 운영되고 있다. 같은 해 ŠNP
에도 대중교통 체계가 수립되었다. 이 두 서비스는 저공해
천연가스 혹은 바이오휘발유로 작동하는 버스를 사용하고
있다. 두 대중교통 체계의 시간표는 서로 조율되어 있으며,
양국의 언어로 병기되어 제공되고 있다.

접경지대 구 역사를 국가간 정보센터로 운영
바이에른 주의 밀러 전 주지사와 체코 공화국의 쿠츠바르트
(Kužvart)가 주도한 바이에른의 아이젠슈타인(Eisenstein/
Alžbětín)에 소재한 구 역사의 복원 및 재개장 기념행사
후, 국가간 정보센터가 세워졌고, 두 국립공원과 슈마바
보호경관지역(Šumava Protected Landscape Area),
바이에른발트 자연공원(Bavarian Forest Nature Park)에
대한 정보를 두 언어로 제공한다.

레인저 서비스 조율 및 훈련
국경 양쪽의 레인저 서비스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서로
조율된다. 이 과정에서 개별 레인저을 위한 전문적 훈련
뿐 아니라, 개인적 친분관계의 형성과 인접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의 신장을 위한 공동 강좌도 개설된다.
이에 더해 두 국립공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실과 정보를
담은 레인저 공동 안내서도 두 국가의 언어를 병기하여
제작되었다.

긴점박이올빼미의 성공적인 재도입
25년 간의 경험을 통해 ŠNP에서 뿐 아니라 오스트리아의
인접 산림지역에서까지 유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한
결정이 이 지역에 긴점박이올빼미를 재도입하고자 하는
노력에 상당한 힘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제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올빼미 종의 개체군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Müller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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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라소니와 사슴 GPS 원격 측정
가장 성공적이었던 공동 연구프로젝트는 스라소니와
사슴의 GPS 원격측정이었다. 앞으로 수 년간 이 연구의
주요 초점은 스라소니가 현재의 바이에른 동부의 중심
활동지에서 서식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지에 대한
초국경적 조사를 수행하고, 이 생물종이 국경 양쪽의 산지
산림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사슴-스라소니, 포식자피식자 관계) 하는 지를 파악하는 일에 맞추어질 것이다.
또 하나의 목표는 인공위성을 통한 사슴 원격 측정으로,
스라소니 연구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것이다.

인위적으로 교란된 서식지의 복원
2005년 여름에 국경을 따라서 분포하고 있는 가치가 높은
토탄지 지역에 설치되어 있던 인공 배수로가 철거되면서,
두 국립공원의 핵심지역에 위치한 해당 토탄지가 자연으로
되돌려졌다.

주니어 레인저 프로그램, 국제 청소년 캠프,
체코-독일 청소년 포럼
과거 몇 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최근에는 2010년에,
이 사업의 파트너인 작센국립공원(Saxon Switzerland
National Park), 슈마바국립공원, 보헤미안국립공원
(Bohemian Switzerland National Park) 주변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접경지역 캠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 두 국립공원이 소재한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BF&ŠNP를 탐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NATURA 2000 관리계획
BF&ŠNP는 동일한 자연적인 경관의 일부이며, 정치적
국경과 무관하다. 위기 및 희귀 서식지 및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은 이상적으로는 대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설계되어야 하고, 특히 이 지역의 경우에는
초국경적인 고려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양국의 국립
공원 관리청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EU가
지원하는 프로젝트(Interreg III A)를 통해 국가간 협력을
포함하는 NATURA 2000 관리계획을 확립하고자 성공적인
공동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프로젝트의 틀 안에서 2007
년 9월에 양국의 언어가 병기된 “유럽 야생의 심장부
(Europe’s Wild Heart; Europas Wildes Herz - Divoké
Srdce Evropy)”라는 제목의 브로셔가 발행되기도 하였다
(Hußlein and Kiener 2007).

“유럽 야생의 심장부” 프로젝트
한 때 철의 장막이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였던 BF&ŠNP
에서는 야생이 다시 깨어나고 있다. 산림은 다시 고대에
그랬던 것처럼 오직 자연의 힘에만 순응하며 성장해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핵심지역(united core zone;
13,060ha 면적의 현재 프로젝트 대상 지역)에 대한 동일한
관리, 야생지로의 안내인 동행 관광, 국가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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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연구 프로젝트, 교육 및 연구 센터의 설립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Meyer et al.
2009)에 대해 다수의 국제회의에서 공동 발표를 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멕시코 메리다(Merida)에서 2009년 12
월에 개최된 세계야생지회의(WILD9: World Wilderness
Congress)에서도 발표했다.
ŠNP의 설립 이후 10년 간 이루어진 초기의 협력 중에
2개 국어 정보시설, 학생 교환프로그램, 레인저 서비스
협력 등의 자발적인 활동이 많이 이루어졌음은 명백해
보인다. 1999년에 협력각서에 서명이 이루어진 이후
자연보전이라는 주요 사안에 초점을 맞춰 상당한
수준에서의 국가간 협력이 개시되었다.6
20년 간의 국가간 협력(Ahokumpu and Šolar 2009)
가 접경 지역에 광범위한 혜택을 가져오고, 강점들을
보여주는 등 많은 긍정적 결과들을 가져왔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는 NATURA 2000 지정지와 그 관리,
자연보호와 연구에 있어서의 초국경적 관점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레인저의 공동업무 수행, 주니어 레인저
프로그램 및 환경교육 등이 있다. 현재 양국의 국립공원
인력, 현지 파트너, NGO, 교육생, 자원봉사자들이 모두
전문적 프로젝트와 다양한 문화적 행사를 포함하는
공동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에 있어 주요 약점은 두 지역간 경제
격차, 언어장벽, 정책과 법규의 차이 등이다. 재정조달에
대한 기본적인 보장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의 수준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불행
하게도 ŠNP의 관리전략은 아직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며, ŠNP와 국가간 협력 모두가 정치적 변동과 개발
압력이라는 위협요인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
일상적인 접경에서의 협력는 자연적인 패턴과 주변
인구에 대해 더 심화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가장 큰 도전과제는 자연에 순응하고 우리의 머릿속
에 새겨진 경계를 해체하는 것이다. 우리는 일상적인
협력을 통해 서로의 언어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상호 존중 역시 신장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 공동의 유산에 대한 책임
역시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특히 양국의 법제도의 조화와
공동 핵심지역에서의 관리주체의 통일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두 국립공원의 설립 취지와 야생지 보호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소통능력도
길러야 할 것이다.

	
영어, 체코어, 독일어 웹페이지(독일어 웹페이지는 제작중):
www.npsumava.cz, www.nationalpark-bayerischer-wald.de;
www.wildheartofeurope.eu

1

교훈 및 향후전망
지난 20년간의 협력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공생/소통에
대한 교훈을 포함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이 산림관리에 대하여 제공하는 가장 명확한
메세지는 2007년 1월의 키릴 폭풍(Kyrill windstorm)
(Kiener and Křenová 2009)에서 얻을 수 있었다.
최근 수십년 간 접경지대에 서로 다른 산림관리 전략
들이 적용되어 왔다. 이 때문에 BFNP에서 이미 간섭
하지 않는 전략이 도입되었던 시기에 체코 쪽에서는 나무좀
(bark beetles; Ips typographus)을 퇴치하고 감염된
나무를 베는 것이 표준적인 관리관행으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강력한 키릴폭풍이 지나가고 수천 그루의
가문비나무가 뿌리채 뽑히는 등 산지 가문비나무 숲이
큰 영향을 받게 된 이후 ŠNP에서는 적정 산림관리법이
무엇일지에 대한 장황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특히 나무좀에
감염된 나무를 적극적으로 베어왔던 개방 숲에서는
손상의 정도가 매우 컸고, 이는 체코 측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였다. 체코와 바이에른 주 경계의 산지 상부에
발생한 상황이 결정적이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리 협력 및 상호 조율이 필수적이었으며 성공적으로
이행되었다.
또 하나의 경험은 이로부터 불과 1년 후, 유럽의 모든
국가 간 국경을 넘는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솅겐조약(Schengen Treaty)이 발효되면서 발생하였
다. 지역공동체와 관광업계의 기대수요에 부응하여
BF&ŠNP의 관리청은 두 국립공원의 핵심지역인 유럽의
야생 심장부에 대한 공동관리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기
위해 협력하였다(Křenová and Kiener 2009). 이에 따라
2009년 6월에는 협력하여 야생지 탐방로 공동 체계를
만들어냈고, 공식적인 발간이 정해졌다.

해가 지날 수록 사람들은 자연에 순응하고, 현실과
머릿속의 경계들을 모두 뛰어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의 협력 역시 갈수록 밀접하고 강력해지고 있다.
이 연구교육센터라는 플랫폼은 우리 모두가, 자연을
위해 좋은 일이 인간을 위해서도 좋은 일로 이해
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성립하게 되는 새로운
유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 IUCN / Tomasz Pezold

ŠNP의 중심부에 위치한 마을인 크빌다(Kvilda)의 구
군사기지 자리에는 실바 가브레타 연구교육센터(Silva
Gabreta Research and Training Centre)의 신설이
예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불과 20년 전만 해도 군인
들이 철의 장막의 철망 뒤에서 경계를 서던 곳에 체코와
독일의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초빙된 과학자와 학생이
입주하게 될 것이다. 호전성과 전쟁에 대한 우려를
새로이 생겨난 관심과 열의가 대체하게 되는 것이다.
이 연구교육센터에서는 방문자, 현지 주민, 학생들을
맞이하고, 이들이 과학자, 자연, 야생지, 그리고 이곳에서
수행하는 연구 프로젝트들과 새로운 경험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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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타
 야강(Thaya River) 타야탈국립공원과 포디지국립공원 연결
Robert Brunner1
입지 특성

타야탈과 포디지국립공원은 명확한 기후 경계 상에 위치해
있다. 이 두 국립공원의 동부 지역은 건조한 파노니아성

© Marek Neffe

타야탈국립공원(Thayatal National Park)과 포디지국립공원
(Podyjí National Park)은 빈에서 100km 북쪽, 그리고
프라하에서 남동쪽으로 150km 거리에 위치해 있다.
오스트리아의 타야탈국립공원은 1,330ha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1,260ha는 자연지역(nature

최단거리는 10km에 불과하다.6 포디지국립공원은
브라노프(Vranov)와 즈노이모(Znojmo) 사이의 45km
구간에 걸쳐 이 하천을 따라 이어진다. 오스트리아
쪽에서는 하데그(Hardegg)만이 타야탈국립공원에 포함된
유일한 마을이다. 이 곳의 인구는 80명 규모로서,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작은 마을이기도 하다.

zone)2이고, 70ha는 생태계의 보호를 위한 관리개입이
허가된 자연지역이다. 체코 공화국의 포디지국립공원의
면적은 6,620ha이며, 그 중 2,220ha는 I 지역(핵심지역;
core zone)3, 2,260ha는 II 지역(보전지역; conservation
zone)4 1,780ha는 III 지역(주변지역; marginal zone)5
이다.
타야강은 25km 이상의 구간에 걸쳐 이 두 국립공원 간의
경계를 이룬다. 그러나 하천의 곡류로 인해 이 구간의
1
2

3

4

5

 스트리아 타야탈국립공원 이사
오
자연지역은 불개입 지역이다. 이는 여타 법제에서 규정하는 핵심지역에
해당한다.
핵심지역의 자연환경은 자연적 천이 과정과 이해관계에 맡겨지며 모든
인간활동은 금지된다.
보전지역의 관리 목표는 자연적인 상태에 가까운 임황(forest stand
condition)을 달성하고, 산림이 없고 식물학적으로 고유한 지역들을
원하는 조건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변지역은 인간활동에 가장 크게 영향받는 곳으로서, 산림복합체의
경계에 위치한 Lukov와 Čížov 마을의 농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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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영향을 받는 반면, 고지대는 습한 대서양기후의
영향을 받는다. 이로 인해 국립공원에는 중앙유럽의
대륙성 동·식물이 함께 산재해 있다. 하데그 근처의
타야탈국립공원 지역은 특히나 좁은 지역 안에 식물종의
다양성이 크다. 급격한 곡류 하천을 따라서 노출도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지형적인 서식지 요인들 역시 소규모로
차이가 나며(Roetzel 2005), 이는 식생에 반영된다.
현재까지 두 국립공원에서는 합하여 1,288종의 식물이
발견되었는데, 오스트리아 전체에는 2,950종의 식물종이
알려져 있다.
두 국립공원의 설립 과정은 서로 달랐다. 포디지국립공원은
철의 장막이 붕괴된 직후인 1991년, 국영지에 설립된
반면, 1999년에 설립된 타야탈국립공원은 사유지에
6

최단거리(bee-line distance)란 두 지점 사이를 직선으로 이은 거리를
말한다

위치해 있다. 이 때문에 오스트리아의 국립공원은
설립에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되었다. 오스트리아 쪽 공원의
토지 소유주들은 국립공원법에 의해 가해질 제약들에
대해 보상금을 받았다. 반면 체코에서는 공유지의
재사유화가 진행중이다.
40년 이상동안 오스트리아와 구 체코슬로바키아 사이의
국경은 철의 장막의 일부를 이뤘다. 타야 강 중심을
따라 여전히 이어지는 두 국가의 국경 및 내륙으로 2~3km
에 걸쳐 조성된 국경 기반시설에 대한 접근은 금지되었
으며, 그에 따라 자연환경은 수십 년간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채 보전되었다. 국경 지역의 교란되지 않은 생태
계의 존재는 타야 지역에 국립공원을 지정하기로 하는
결정의 최고의 근거가 되었다.

역사적 발전 경과
타야 강 유역 중간 지점은 두 국립공원의 고도가 가장 낮은
곳이다. 이 때문에 한 쪽에서 이루어진 모든 관리조치는
다른 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따라서 하천 생태계
관리, 사냥규제, 방문자를 위한 기반시설의 개발 등에 있어
상호 조율이 필요하다. 1984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즈노이므로부터 몇 km 상류에 수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세웠을 당시, 오스트리아의 시민들이 이에 반대하여
계획의 폐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었다. 국경 통제가
엄격하였을 당시에도 오스트리아의 환경보호주의자들은
체코공화국(당시에는 체코슬로바키아)의 동료들과 협력할
수 있었고, 이는 이 지역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접경 협력의
사례가 되었다. 1988년에는 오스트리아 당국에서 이
지역을 자연 보존지(nature reserve)로 지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후 이 곳은 타야탈국립공원의 일부가
되었다. 이 국립공원의 설립 직후 양국의 환경업무 담당
부처 장관들과 로워오스트리아(Lower Austria) 주지사는
두 국립공원 간 협력선언문에 서명하였다. 이후 국립공원
관리 및 자료교환에 대한 주 원칙 합의문 등의 체결이
이어졌다.
이
공원들은
오스트리아-체코
양국
접경수역위원회(Border Waters Commission)를 통한
협력관계를 확립하였다.
오늘날 이 지역의 국가간 협력는 양국간 합의에 근거하여
이뤄지고 있다. 2000년에는 양국의 환경부 대표, 지방정부
당국, 양국의 국립공원 협의회(National Park Council)
인사 등으로 구성된 타야탈국립공원 위원회(Thayatal
National Park Commission)가 설립되었다. 이 위원회는
내부 절차규정을 세부적으로 확립하였으며,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또는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위원회의 업무는 주로 접경지역 이해
사안에 대한 조치와 프로젝트의 관할이다. 이 공원들은
협력을 통해 EU 기금을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었다.
실제로 이러한 광역발전기금은 국제적 파트너 없이는
수혜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지역 관광협회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민간 양국

사업들은 주로 문화, 교육 분야의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7년에는 두 국립공원 모두 EUROPARC
에서 수행한 국가간 협력 평가에 지원하기로 결정하
였다. 평가를 수행한 전문가들은 이 국제협력가 EUROPARC
의 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하였으며, 같은 해 두 공원 모두
에 인증서를 발급하였다. 이에 더해 두 공원은 체코는
2000년, 오스트리아는 2003년에 각각 유럽회의 인증서
(European Diploma)도 수여받았다.

혜택과 도전과제
두 국립공원의 핵심적 요소는 타야강 계곡으로서, 이는
보헤미아 화강암 대산괴에 150m 깊이로 파여 있는
지형이다. 생태계 관리는 동등한 원칙에 기반하고 국경
너머의 상대 파트너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에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타야탈에서의 구체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성공적인 국
가간 협력의 사례들이 몇 가지 존재한다. 그러나 국경
양쪽의 행정 상황이 달라서 협력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체코의 국립공원 관리청은 환경부에 직접 보고를 하는
반면 오스트리아의 국립공원은 민간 유한책임회사에 의해
관리된다.

접경 하천 관리
국립공원의 하천 구간은 길이가 45km에 불과하고 폭
역시 평균 30m 수준이지만, 타야강 계곡은 이 공원을
이루는 주요 생태계 중 하나이다. 공원의 경계를 벗어난
상류에는 1935년에 브라노프 수력발전소가 지어졌다. 그
이후 발전방류(hydro-peaking) 모드로 작동하는 에너지
체계로 인해 하천 생태계가 큰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
공원들의 하천 구간에는 하루에 4회 가량 인공적으로
냉수가 범람하여 생태계를 교란한다. 발전소 작동 중에는
하천 유수량이 초당 45m3까지 달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초당 1m3 수준으로 떨어진다.
양국간 오스트리아-체코 접경수역 위원회, 발전소의
소유주, 체코의 하천관리 당국 등과의 협력 하에
국립공원들은 최소유량의 상향조정을 요구하였고
(Helesic and Kubicek 1999), 그 결과 최소유량이 현재
초당 2.6m3로 상향된 상태이다. 기타 개선안은 아직 논의
중에 있다. 현재 지역 어류 개체군의 번식을 위한 양국
프로젝트가 진행중이고, 이주성 어종들의 연결성에 장애가
되는 토대(sill)들에 대한 유럽연합 물관리 기본 가드이라인에
근거한 개선조치도 논의중이다.

수산업
국립공원 관리에 있어 가장 큰 도전과제는 공원 내
여가적 낚시행위의 관리이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규제는
오스트리아 쪽에서만 적용되고 있다. 일부 규제사항
에 대해서는 두 국립공원 관리청 간 조율이 이루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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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공원 전체에 걸쳐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방식으로 업무를 완수할 수 없었을 것이다.

오스트리아 측 관리청은 어업권을 보유하고 있어 엄격한
규제를 가할 권한을 갖고 있지만, 체코 측 관리청은
타야강에서 어업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이다.

타야탈 지역의 국립공원은 서로 다른 시기에 각기 다른
상황 하에서 지정되었다. 포디지국립공원은 철의 장막이
몰락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설립된 반면, 오스트리아의
타야탈국립공원에 대한 지정 논의는 6년 이상 지속되었다.
몇 년 전 양국의 감사원(court of auditors)은 다양한 환경
프로젝트에서 이뤄지고 있는 국가간 협력를 평가한 후 두
국립공원 간의 협력가 유사한 프로젝트에 모범이 되는
훌륭한 사례임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두 공원 간에는
기대와 관리체계의 차이들이 아직 존재한다. 두 파트너
공원에 있어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이러한 차이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책을 개발하는 것이다.

국립공원 산림
타야강을 따라서 지정되어 있는 두 국립공원은 대부분
산림이다. 국립공원 면적의 85% 이상은 낙엽성 산림으로
덮여 있으며, 상업적인 임업 목적으로 일부 침엽수가
식재되어 있다(Wrbka et al. 2010). 양국 간에는 산림관리
방식도 차이가 있는데, 체코의 국립공원 관리청에서는
나무를 심고 노루 등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울타리를 치는데 반해, 오스트리아의 국립공원
관리청에서는 활엽수가 인간의 개입 없이 자연적으로 회생
(rejuvenation)할 수 있다고 믿는다.

방문자
접경 공원은 탐방객의 명소가 된다. 보호지역 내 아름다운
자연경관
외에도
타국을
방문할
수
있
다는 사실만으로도 추가적인 유인이 된다. IUCN에 의하
면 IUCN 카테고리 II 보호지역은(두 국립공원 모두 이
유형으로 지정됨) 휴양, 여가, 교육이 허용된다(Dudley
2008). 타야탈국립공원이 지정된 1999년에는 관광
협회 및 관광업체와 더불어 환경친화적인 관광을
발전시키는 것이 명확한 목표였다. 그러나 체코공화국
에서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 인구 40,000명이 거주하는
즈노이모에서, 포디지국립공원은 주민의 여가지역
이기도 하므로, 어떤 압력이 발생한다. 방문자 증가로 인한
추가적인 압력을 피하고자 하는 체코 측은 하천을 건너는
현수교를 포함해서 추가적인 탐방로를 조성하고자 했던
오스트리아 측의 계획을 무시했다.

국제기금
국가간 프로젝트에 대한 EU 기금 지원은 두 공원 모두
에 명백하게 유익한 효과를 창출하였다. 덕분에 이미
다수의 프로젝트가 수행되었거나 진행 중이다. 이러한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는 2003년 오스트리아 하데그에
개소한 타야탈-포디지국립공원 정보센터로, 이곳에서는
두 국립공원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해당 지역의 경관
조성과 생물다양성에 대한 전시가 3개 언어(독일어,
체코어, 영어)로 제공된다.
최근 유럽 영역권 협력 기금(European Territorial
Cooperation Fund)에서 공동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한 프로젝트는 생태계, 생물다양성 그리고 30년 전에
오스트리아에서 멸종된 것으로 선언되었다가 최근
오스트리아 측 국립공원에서 재발견된 살쾡이(Wild
cat)와 같은 희귀종에 대한 연구사업이다. 이 추가적인 EU
의 재정지원이 없었다면 국립공원은 특히 예산삭감과
인력제약 등에 직면해서 시의적절하고 비용효율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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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및 향후 전망
효율적인 접경의 국가간 협력는 파트너들의 호의와 가능성,
그리고 국가당국이 제공하는 법적 체제에 의존한다. 전
세계의 접경지역 공원은 여전히 두 개 이상의 관리주체에
의해 운영되며, 단일한 접경 공원 관리청이 설립된 예는
소수에 불과하다. 후자의 경우가 보호지역 관리에 있어
모범사례에 해당하고, 분명히 비용대비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현되지 못한 비전으로 남아 있다(IUCN/
WCPA 1999).
타 기관이나 행정주체의 지원이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며, 타야탈에서 오스트리아체코 접경수역 위원회와의 협력 하에 하천 생태계에 대한
브라노프 댐의 영향을 축소하기 위해 행한 노력들도 한
예가 된다. 이 외에도 강으로 흘러들어가 하류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타야강 주위의 폐목에 대한 논의 시에도
지역 물관리 당국의 지원이 있었다. 이 사례에서는
모니터링 체계의 도입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러한
협력은 교착상태에 놓인 논의 진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고산지와 봉우리를 따라서 경계가 나 있는 산지공원의
상황은 다를 수 있으나, 저지대, 하천, 호수, 바다 등에
소재한 공원들은 명확한 공동관리가 필요하다. 타야탈에서
관리의 공동원칙을 다소 일반적인 계획으로 기술한 것은
실수였을 수도 있다. 접경보호지역의 경우, 양측이
합의하고 공동으로 시행하는 매우 세부적인 관리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권고사항이다(Brunner 2000).
책임있는 정치인과 당국자의 지원 없이는 어떠한 진전도
있을 수 없다. 재정지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국제 기금 및 EU 기금이 그러하다. 자연보호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책무이다.
자연보호에 있어서의 국가간 협력는 도전적인 과제
이며, 이러한 협력은 자연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개인과
국가 간의 이해도 신장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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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조
 류 보전을 위한 부문간 협력 - 그린발칸스(Green
Balkans) NGO와 불가리아 국경경찰대 최고위원회
Dimitar Popov1

(Irano-turanian) 등 세 개의 서로 다른 생물지리적 지역이
함께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입지 특성
이 지역은 유럽의 생물다양성 집중지역 중 하나이다.
국제적으로나 유럽 내에서 우선적으로 보전 대상이 되는
다양한 생물종에 있어 극히 중요하다. 이러한 생물종에는
불가리아 내 개체군의 90%가 이 지역에 서식하는 흰죽지수리
(Imperial eagle; Aquila heliaca), 발칸반도에서의 유일한
서식지가 이 지역인 검은대머리독수리(Black Vulture;
Aegypius monachus), 불가리아 내 개체군의 70%가

© Dobromir Dobrinov / Green Balkans NGO

동부 로도피 산(Eastern Rhodope Mountains), 사카르 산
(Sakar Mountains), 더벤츠키 고원(Derventski Heights)이
위치한 지역은 불가리아 남동부에 소재하였으며, 불가리아,
터키, 그리스의 국경지대를 형성한다. 이 산지들은 남동부
유럽그린벨트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 중 불가리아 내에
산지의 총 면적은 670,446ha이다.

사카르 산, 더벤츠키 고원, 동부 로도피 산은 모두 낮은
산지이며(평균 해발고도 300~400m), 불가리아에서
발원하는 가장 큰 세 개의 하천인 마리차(Maritsa)2, 툰자
(Tundzha), 아르다(Arda) 강의 하류 유역에 형성되어
바위가 많은 지형이다. 이 곳의 기후는 대륙성이며, 일부
지중해성 기후의 요소들이 나타난다. 이 지역은 산림이
거의 황폐화 되어 있으며 목초지, 초지, 그리고 고도로
파편화된 농경지 등 주로 광대한 개방지들로 이루어져
있다. 도랑과 접근이 어려운 지형을 따라서 상당한 활엽수
산림과 2차 침엽수림이 보존되어 있다. 이 지역의 엄청난
생물종과 서식지 다양성은 지중해성, 대륙성, 이란-튜란성
1
2

 가리아 Green Balkans NGO 프로젝트 조정자
불
터키어: 메릭(Meric), 그리스어: 에브로스(Evr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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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에 서식하는 이집트독수리(Egyptian vulture;
Neophron percnopterus)(Nankinov et al. 2004),
불가리아 내 마지막으로 알려진 서식지가 이곳인 흰발톱
황조롱이(Lesser kestrel; Falco naumanni) 등이 포함된다.
또한, 그리스거북(Greek tortoise; Testudo graeca),
헤르만거북(Hermann’s tortoise; Testudo hermanni),
연못거북(Pond terrapin; Emys orbicularis), 발칸거북
(Balkan terrapin; Mauremys rivulata) 역시 이 지역에
서식한다(Petrov 1997). 이 지역은 또한 쇠항라머리독수리
(Lesser spotted eagle; Aquila pomarina), 뱀독수리
(Short-toed eagle; Circaetus gallicus), 솔개(Black kite;
Milvus migrans), 큰말똥가리(Long-legged buzzard;
buteo rufinus), 먹황새(Black stork; Ciconia nigra)
등 다른 생물종들의 개체군 보전을 위해서도 상당한

중요성을 갖는다. 유럽연합 서식지 가드이라인(EU
Habitats Directive)에 등재된 다양한 우선순위 보호 대상
서식지, 중요 생물종, 고유종 및 희귀 식물종이 이 지역에서
발견된다.

지역에 대한 접근성의 제한 덕분에 이곳에서는 오늘날
풍부한 생물다양성과 경관적 다양성이 보존될 수 있었다.

역사적 발전 경과
냉전시기 중 접경지역에 대한 접근성 제한은 이 지역
의 사회경제적 발전이 미비한 원인이었다. 이 시기 동안
상당수 마을과 시가지에서는 새로운 산업과 고용이
창출되고 접근성에 제한이 없는 국가 중심부 지역으로의
이주로 인해 상당한 인구가 감소되었다. 접경지역에서
주요 경제활동은 농경 위주로 이루어져, 수백 마리의 양,
소, 돼지를 사육하는 협동농장이 세워졌다. 이 지역에서
주로 재배한 작물은 곡물(밀, 보리), 포도, 담배 등이었
다. 반면 스빌렌그라드(Svilengrad), 이바일로브그라드
(Ivailovgrad), 볼리아로보(Bolyarovo) 등 중심 도시에서는
섬유, 의류, 소형기계류 등 경공업이 경제활동을 주도
하였다. 사회 구성은 군대 인력과 그 가족이 거주하는 대형
군사기지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20세기 말의 정치적 사건들 이후 사회경제적 상황은
상당히 변화했다. 협동농장과 소규모 공업의 붕괴로 인해
주민들은 추가적으로 이탈되었다. 불가리아의 NATO 가맹
이후 이어진 불가리아 육군의 대규모 감축은 이 지역의
거의 모든 군사기지들을 폐쇄하는 결과로 이어졌고, 이
역시 추가적인 인구의 감소를 초래했다. 오늘날 접경지역은
모든 종류의 사업가들에게 열려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지역의 주요 경제활동은 농업이며, EU CAP와 정부의
지원금 덕분에 상당수 폐경지와 자연초지들이 집약적
농지로 전환되었다. 풍력발전소, 채석장, 수력발전소,
태양광발전소의 개발을 위한 투자제안은 보존 대상 야생
동·식물에 추가적인 악영향을 가하고 있다.
이 지역은 서로 다른 문화권에 속한 유럽과 아시아의
두 대륙, 그리고 기독교와 이슬람이라는 서로 두 종교의
영향권이 접한 지역으로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이 지역은 바르샤바 조약 하의 동부 공산권
국가들과 NATO 하의 서부 자본주의 국가들로 이루어진
두 이데올로기 진영의 경계선이자 20세기 후반부에 40
년간 유럽을 분할했던 철의 장막에 바로 인접해 있기도
했다. 불가리아는 두 진영 중 전자에 속하였으며, 인접국인
터키와 그리스는 후자에 속하였다. 1990년까지 이어졌던
이 정치적 상황 하에서 이 지역은 경제개발의 측면에서
완전히 고립되었고, 인간에 의한 접근성도 극히 제한되었다.
국경은 가시철망, 전기신호 울타리, 도랑, 경비견, 감시탑
(이들 중 일부 구조물은 아직까지 남아있지만 사용되
지는 않고 있다) 등 서로 다른 방법을 동원하는 적대적
군사세력에 의해 밤낮으로 경비되었다. 불가리아의
국경 쪽에는 30km 길이의 국경지역(border area)이
지정되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개방권(open
sheet)”이라고 불리는 특별허가증을 발급받은 사람만이
제한적으로 출입할 수 있었다. 이는 본모습 그대로의
청정한 자연과 경관의 보전, 현지주민의 전통적 생계방식
유지, 그리고 천연자원의 보존에 기여하였다. 과거 이

그린발칸스 NGO(Green Balkans NGO) 팀은 흰죽지수리
(Imperial eagle)와 독수리에 대한 보전 작업을 시작하면서
불가리아와 터키의 국경지대 관리를 담당하는 엘로보
지방 국경경찰대위원회(Elhovo Regional Border Police
Directorate), 불가리아와 그리스의 접경지대 경비를
담당하는
이바일로브그라드
국경경찰대(Ivailovgrad
Border Police Station) 등 국경통제 당국과 협력을
개시하였다(Nikolov et al. 1998).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조류 보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던 플로브디프
(Plovdiv)와 스타라 자고라(Stara Zagora)의 과학자들과
생물학도들이 그린발칸스 NGO를 설립한 1988년이
되기도 이전의 일이다.
1980년대에 그린발칸스의 설립자 중 한 명은 사카르
(Sakar) 지역의 불가리아 과학아카데미(Bulgarian
Academy of Sciences)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는
그린발칸스의 다른 회원들과 함께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이 지역을 탐사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규모의 흰죽지
수리 군락을 발견하였다. 그의 발견 이전에는 불가리아
전체에서 흰죽지수리의 서식지는 중앙 불가리아의
스레드나 고라 산(Sredna Gora) 한 곳만이 유일하게
알려져 있었다(Michev and Petrov 1985). 그러나
불가리아-터키 접경지대의 이 30km 구간에 야생동물
탐사를 위한 접근이 가능해진 것은 철의 장막이 붕괴한
이후였다. 이에 따라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전문가
들이 이 위기종의 알려지지 않은 서식지에 대한 정기적인
탐사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보전주의자들이 수행한
이 작업에는 정기적인 방문과 접경지역에서의 상주가
필요했다.
그린발칸스 NGO의 흰죽지수리 보전계획은 198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다. 여기에는 알려진 모든 둥지의 연구와
정기적 모니터링, 흰죽지수리의 미확인 둥지 파악 및
적합한 번식지 연구, 번식기 중 위험에 처한 둥지 보호
및 모니터링, 식목, 인공둥지 설치, 보호지역 신설 제안서
작성, 흰죽지수리 서식지의 NATURA 2000 생태네트워크
포함, 흰죽지수리에 무선추적 GPS 발신기 부착을 통한
이동과 이주 추적 등의 활동이 포함된다.
1993년에는 동부 로도프 산지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발견
이 있었다. 이곳에서 지난 100년간 불가리아에서는 최초로
검은대머리수리(Black vulture)가 번식에 성공한 것이다
(Marin et al. 1998). 국경경찰과 초기 협력은 아르다
강(Arda River)을 따라 마드자로보(Madzharovo) 근처에서
검은대머리수리, 흰목대머리독수리(Griffon vulture), 이집
트독수리에 비정기적으로 먹이를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린발칸스의 수리 보전계획은 1991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수리의 보전 및 재도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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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서식지와 지역의 연구, 동부 로도프산맥의 펠레번
마을(Pelevun village), 이바일로브그라드 시(Ivailovgrad
Municipality) 등에‘수리용 식당(vulture restaurant)’3
설립, 인공둥지 설치, 독성 미끼 사용 반대 캠페인, 동부
로도프 산맥의 접경지에서 WWF-그리스와 공동으로 수리
무선원격측정 수행 등의 활동이 수행되었다. 해가 지나면서
이 프로그램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동물협회(Frankfurt
Zoological Society), DBU 및 유럽 자연유산기금, 영국의
PTES, 네덜란드의 EAF와 같은 다양한 원조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 현재 이 활동은 유럽연합 산하
유럽광역발전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과 불가리아공화국 국가예산의“환경”운영계획
2007~2013 항목의 재정지원을 받아 그린발칸스에서
시행하고 있는“유럽연합 조류가드이라인 대상 생물종인
흰발톱황조롱이, 검은대머리수리, 흰죽지수리의 불가리아
내 주요 서식지에 대한 보전조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다.4
이상에서 볼 때, 상당수 활동은 현장에서 이루어져
야 하므로 접경지대에 대한 접근이 필요함이 명백하다.
1997년까지 국경에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젊은이들과
전문 장교로 구성된 불가리아 육군의 국경경비대(Border
Corps)가 경계를 섰다. 이 지역에는 이 외에도 불가리아
육군 소속의 상당수 기지와 시설이 들어서 있었다. 1997
년에는 국경대 관리위원회(Border Police Directorate)가
국경의 수비를 담당하는 내무부 산하의 전문기관으로서
설립되었다. 그린발칸스 NGO와 불가리아 국경경찰 간의
협력은 호의와 상호존중에 기반하며 비공식적 협력이다.

혜택과 도전과제
그린발칸스 NGO 팀과 불가리아와 터키, 그리스와
국경을 수비하는 국경경찰대 사이에 형성된 동반자관계는
상이한 목표를 갖는 서로 다른 부문의 이해당사자 간
협력관계의 매우 긍정적인 예시이다. 양측이 추구하는
목표가 서로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들의 상호작용과, 성공적으로 실시된
인식개선 캠페인은 성공적인 동반자관계를 구축해
냈고, 유럽에서 가장 희귀한 조류 종인 흰죽지수리와
검은대머리수리의 보전에 기여하고 있다.
해당지역에서 활동하는 국경경찰대의 지원과 도움이
없었다면, 그린발칸스 NGO의 흰죽지수리 보전계획의
효과성은 훨씬 축소되었을 것이다. 이들 조류의 알려지지
않은 둥지와 서식지를 파악함에 있어 그린발칸스 NGO와
국경경찰대 간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의 중요성은 상당하다.
활동 대상이 된 조사 지역 중 일부는 가시철망과 울타리
사이에 위치하기도 했다. 모든 연구는 국경경찰의 허가와

3

4

 리용 식당이란 신선하고 독성이 없는 육류나 가축, 야생 포유류의
수
사체를 내놓아 수리 등 죽은고기를 먹는 동물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한
곳이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정보는 다음을 참조: www.greenbalkans.org/
birdsofprey/op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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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하에 이루어졌다. 양측의 정기적인 관찰 정보 교환은
새로운 조류 쌍과 그 서식지의 파악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과정 중에서 환경 보전주의자들은 경찰관에게
조류의 종류를 파악하는 법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였고,
경찰관들 역시 순찰 중 그 지식을 활용하였다. 이들이
전문가에게 제공한 피드백 정보는 조류 행동의 연구와
조류의 섭식지 및 번식지 위치를 파악에 활용되었다. 이
탐사들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불가리아와 터키의
국경이 불가리아 내 마지막 흰죽지수리 서식지임을
밝혀냈고, 국경 자체와 그 양쪽의 두 국가에도 둥지들이
위치한 것이 확인되었다.5 조류에게는 출입국 관리도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1990년대 말부터 그린발칸스 팀에서는 둥지 보호와
번식기 중보충먹이 제공 활동을 시작하였다. 흰죽지수리
의 번식 실적이 저조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부화기 중
인간에 의한 교란이라는 사실은 증명되었다. 이에 따라
자원봉사 조류보호대의 주된 과제는 환경당국, 산림관리인,
지방정부 당국자 등의 지원 하에 이러한 교란을 감시하여
방지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점차 국경경찰은 교란
발생 시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해주는 주요 파트너가
되었다. 그 이유에는 다음의 몇 가지가 포함된다:
그린발칸스가 이 지역에서 신호를 보내고 상시 활동을
하는 데에 대한 유연한 태도, 이 지역의 상징인 수리의
안녕에 대한 개인적인 차원의 관심, 여타 당국으로부터
거리가 먼 지역의 특성. 수 년이 지나면서 국경경찰
대원들과 흰죽지수리를 지키고 모니터링하는 전문가들과
자원봉사자들 사이에 연대관계가 형성되었다. 어떻게 보면
각각 국경을 수비하고 흰죽지수리 둥지를 지키는 이들은
서로를 돕는 동료이기도 하다. 둥지를 지키는 사람들은
새들에 대한 교란요인이 발생할 경우 국경경찰의 지원을
받았고, 반면 침입자가 있을 경우 경찰관에게 신고하기도
하였다.
국경경찰이 흰죽지수리의 안녕에 대해 개인적인
차원의 관심을 갖게 되었음은 그들이“독수리들은 좀
어떻습니까”,“새끼들은
몇이나
낳았답니까”등의
질문을 자주 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고, 이들은 더욱이
다른 종을 포함하여 이 지역의 조류들이 곤경에 처했을
때에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예를 들어 2006년에는
한 흰죽지수리 둥지가 폭풍으로 쓰러져서 새끼 한마리가
죽고 다른 한 마리는 골반이 골절되었다. 둥지를 지키던
자원봉사대원이 이 사례를 신고하자, 국경경찰의 도움으로
다친 새끼를 구조하고 스타라 자고라의 그린발칸스
야생동물 구호센터로 이송될 수 있었다. 결국 이 새는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은 후 다시 방사될 수 있었는데,
국경경찰 대원들은 이 새를 발견된 곳과 같은 지역에
방사할 것을 적극 주장하였다. 이들은 새를 방사하는
현장에 기쁘게 참석하였으며, 이후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어린 새를 계속 지켜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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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발칸스 NGO가 수행한 최근 연구에 의해 확인됨

그린발칸스 소속 전문가들은 국제 원조단체, 파트너
기관, 조류관찰단체 등에 소속된 외국인들과 이 지역을
방문한다. 이러한 방문 시 국경경찰이 보여주는 지원은
항상 이 외국인 탐방객에게 인상깊게 다가갔으며,
결국에는 외국 언론의 관심까지 끌게 되었다. 2006년에
독일의 유럽자연유산기금(EuroNatur)은 독일 기자들을
대상으로 불가리아 내 유럽그린벨트 지역 견학을
조직하였다. 이때 그린발칸스 NGO와 국경경찰 사이의
동반자관계에 기반한 흰죽지수리 보전 이야기는 큰 관심을
받았고,“베를리너 자이퉁(Berliner Zeitung)”지에서는
흰죽지수리의 보호를 위한 의외의 동맹관계에 초점을
맞추어“흰죽지수리를 위한 동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기도 하였다. 독일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잡지 중
하나인“natur+kosmos”지에서도 이 이야기에 흥미를
느껴 불가리아 내 유럽그린벨트와 동반자관계를 주제로
“독수리를 보호하는 경찰”이라는 제목의 장문 기사를
내보냈다. 2008년에는 영국에서 유럽그린벨트를 주제로
“철의 장막 - 생명의 리본”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도 하였는데, 여기에 남동부 유럽그린벨트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이 두 경우 모두 국경경찰은 대단히
적극적으로 취재과정과 촬영과정을 지원하였으며, 접근을
보장하고 흰죽지수리의 보전을 뒷받침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언론이 자연보전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 중에서도
특이한 사례로 많은 이들의 인상에 남았다.

“수리용 식당”설치 이후에는 동물 사체의 정기적인 수거도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펠레번 마을 출신의 지역 조정자가
주도하고 있는데, 그는 지역 주민이므로 지역공동체와
국경경찰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 이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수리용 식당”의 운영은 지역 농민들과
사체를 먹는 조류 종 모두에게 유익한 효과를 가져왔다.
사업은 근처 주민들이 동물 사체를 자발적인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국경경찰에서는 지역공동체 내에서 사업을
홍보하는 것에 도움을 주었다. 이에 더해 이들은 수리
등 맹금류의 관찰에 있어 귀중한 정보들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후에는 불가리아와 그리스 과학자들의 주도로
검은대머리수리를 대상으로 한 원격 측정을 위한 국가간
합동사업이 시행되기도 하였다. 이 사업의 시행 중에도
국경경찰대는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한 조류를 감지할 수
있도록 시야가 확보되는 고지대의 요지들을 알려주고
그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큰 도움이 되는
동반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관측소 중 하나는 옛 국경
울타리 옆의 감시탑 바로 아래에 위치하기도 하였다.

© EuroNatur / Günther Willinger

동부 로도프 산맥에서 이 협력관계가 수리, 특히 검은

대머리수리(Black vulture)의 보전에 유익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지역이 발칸반도 내에서 이 생물종을 위한 중요한
최후의 은신처라는 사실이 파악된 이후 수행한 첫번째 조치
중 하나는 이 지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증진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이바일로브그라드 국경경찰대가
캠페인을 지원하였고, 이들이 운영하는 검문소 중 하나에
관련 안내판이 설치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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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및 향후 전망
그린발칸스 NGO와 불가리아, 터키, 그리스 사이의
접경지대에 배치된 국경경찰대 최고위원회 산하의 경찰
부대들이 수 년간 이어온 동반자관계는 훌륭한 소통 및
서로의 업무에 대한 상호존중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사카르 산과 더벤츠키 고원에서 흰죽지수리의
보전은 양 당사자가 모두 이러한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면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지역 경찰관이 흰죽지수리를
지역의 살아있는 상징으로 여기게 된 데에도 효과적인
소통이 주된 역할을 하였다. 거의 멸종되었다가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벽지에서 마지막으로 있을 곳을 찾은“
폭풍의 주인”에 대한 감성을 자극하는 이야기는 울타리와
탐조 등으로 점철된 철의 장막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완하고도 남는다.

© Dobromir Dobrinov / Green Balkans NGO

동부 로도프 산맥에서 수리들의 보전과 관련하여
형성된 성공적인 동반자관계는 적극적인 인식개선 및
정보제공 캠페인이 없었다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처음에는 국경경찰을 포함한 현지 주민 사이에는
환경보전주의자들이 하는 일이 불명확하다는 인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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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그러나 동물 사체의 운송 및 폐기 비용 절약, 자연
보호지역으로서 이 지역의 인지도 상승 등 그들이 제공
하는 혜택에 눈을 뜬 후에는 지역공동체에서도 이 사업에
관심을 표하고 그를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국경경찰은
프로젝트 중 신뢰 가능하고 중요한 파트너로서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였다.
불가리아가 EU에 가입한 이후부터는 불가리아와 그리스
사이의 국경에서 이전처럼 엄격하게 경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국경경찰의 존재 역시 미미해졌다. 반면
불가리아와 터키 사이의 경계는 EU의 외부 경계선으로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는 사카르 산과
더벤츠키 고원 지역에서 그린발칸스 NGO와 국경경찰이
흰죽지수리 보전을 위해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감사의 말: 저자는 이 지역에서 사업에 대해 엘로보
지역 국경경찰과 이바일로브그라드 국경경찰대가 보여준
지속적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자 하며, 이 사례연구의
편집을 도와 주신 국경경찰 최고위원회의 대변인인 Lora
Lubenova에게도 감사를 전하는 바이다.

14. 야
 블라니차(Jablanica)-셰베니크(Shebenik) 발칸스라소니(Balkan Lynx)를 위한 접경보호지역
지정 추진
Annette Spangenberg1, Spase Shumka2,
Gjorgi Ivanov3
입지 특성

© MES

야블라니차(Jablanica)
산맥과
셰베니크(Shebenik)
산맥은 각각 오리드(Ohrid) 호수와 프레스파(Prespa)
호수의 북서쪽에 위치해 있다. 야블라니차 산맥은
알바니아와 마케도니아 사이의 남쪽 국경을 따라 솟아
있으며, 셰베니크 산맥은 완전히 알바니아 내에 위치하여

마케도니아 쪽의 최고봉은 크른 카멘(Crn Kamen)
(2,257m)이며, 가장 유명한 봉우리는 스트리체크(Strižek)
(2,233m)이다. 야블라니차 산맥과 셰베니크 산맥은
모두 다양한 빙하 및 주빙하 기복형태로 잘 알려져 있으
며, 권곡(cirques)과 빙하호도 여기에 포함된다. 야블라니차
산맥의 상당부분은 석회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곳의
카르스트 지형은 마케도니아 베브차니 마을에 위치한
베브차니 샘(Vevčani Springs) 등의 카르스트 샘에서
볼 수 있다. 셰베니크 산맥의 지질학적 구성은 대부분
사문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야블라니차 산지와 평행한 능선을 형성한다. 알바니아
내부에 분포하는 야블라니차-셰베니크 산지 부분은
경사가 가파르며 고도는 300m~2,262m(레슈파셰베니쿠 봉우리)에 이르는 고산지가 주를 이룬다.
1
2

3

 일 유럽자연유산기금 프로젝트 관리자
독
알바니아 내 자연환경의 보호, 보존을 위한 비정부기구(PPNEA:
Preservation and Protection of Natural Environment in Albania)
사무총장
마케도니아 생태학협회(MES: Macedonian Ecological Society)
프로젝트 보조

야블라니차-셰베니크의 능선은 산림으로 뒤덮여 있다.
해발고도 600~1,300m 지대에는 호열성 참나무와
개서어나무(Oriental Hornbeam; Carpinus orientalis)
산림과 활엽수 참나무-개서어나무 혼합림과 참나무
산림이 이어져 있다. 1,300m~1,800m 지대는 너도밤나무
숲이 덮고 있고, 수목한계선 위의 아고산대와 고산대
에는 고산 목초지로 활용되는 초지가 주로 펼쳐져 있다
(MES 2006, PPNEA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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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블라니차-셰베니크 산지의 주민들은 이 지역의 천연자원
(주로 목재)을 수 세기에 걸쳐 활용해 왔다. 마케도니아
쪽에서는 주로 참나무 벨트가 개발되어 왔다. 오늘날
가장 잘 보존된 참나무 산림은 지형의 기복이 급격한
야블라니차 북부의 협곡(stream gorge)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다. 너도밤나무 산림도 아고산대 산림을 제외하고는
모두 벌채되었다. 그러나 개벌이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어 마케도니아의 너도밤나무 산림은 자연적인 모습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였다. 과거에 수목한계선 위의 초지는
양을 위한 하계 목초지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양목장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오늘날에는 고산 초지대에서의 방목이
상당히 감소하였다.
알바니아 쪽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공산정권 하에서의
국가적 고립 정책은 야블라니차-셰베니크의 산림을 포함한
국내 천연자원 대부분에 대한 관리 미흡과 과잉개발을
야기하였다. 이 때문에 산지에서도 접경지대의 출입
통제 지역에 해당하였던 일부 고지대 지역의 너도밤나무
산림만이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철의 장막 붕괴와 함께 이어졌던 정치적 격동의 과정
속에서 다시 이 접경지역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조직폭력단이 행정당국의 미약한 영향력과 법 집행의
부재를 악용하여 대규모 불법벌목을 행하는 또 한번의
과잉개발의 시기가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 알바니아
내에서 이전까지 온전하게 보전되었던 너도밤나무 산림의
상당수가 완전히 파괴되었고, 개중에는 셰베니크 산지의
산림도 포함되어 있다.
마케도니아의 목초지와 마찬가지로 산지의 알바니아 내
지역에 위치한 아고산대 및 고산대 초지들은 가축을 마을
근처에 두고자 하는 목장주들의 선호로 인해, 이전에 비해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는 참나무 벨트의 추가적인 착취로
이어져서 천연산림의 재생을 저해하였다. 너도밤나무
산림의 개발은 많은 경우 불법적으로 계속되고 있지만,
야블라니차-셰베니크 지역의 산림은 알바니아 내의
여타 산지에 비해 잘 보존되고 있다. 철의 장막이 붕괴된
직후부터도 접경지가 그린벨트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명백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 지역은 마케도니아와 알바니아
모두에서 생물다양성 전략 및 실행계획(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s)에 포함되었고, 그에 따라
마케도니아에 속한 지역은 2006년까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고(마케도니아 공화국 환경 및 물적계획부 2003),
알바니아에 속한 지역은 대표 보호지역 네트워크
(Representative Network of Protected Areas)로 지정될
계획이 수립되었다(Bego and Koni 1999). 이 과정에서
“접경보호지역”이라는 용어도 언급되었다. 이에 더해
야블라니차 산지는 마케도니아 그린벨트 지도에서
마케도니아 그린벨트의 일부에 속하는 것으로 표기되기도
하였다.4 이와 같이 남동부 유럽의 자연적 보물로 간주되는
야블라니차-셰베니크 대산괴는 유럽그린벨트 구상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루고 있다.
4

 ww.eea.europa.eu/soer/countries/mk/nature-protection-andw
biodiversity-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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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발전 경과
야블라니차-셰베니크 지역에서의 국가간 협력를 시행하기
위한 전제가 되었던 사실은 이 산지들이 스라소니(Eurasian
lynx; Lynx lynx)의 아종인 발칸스라소니(Balkan Lynx;
Lynx lynx martinoi)의 서식지라는 가정이었다. 개체군이
100마리 미만인 것으로 추정되는 발칸스라소니는 유럽에서
가장 심각한 위협에 처한 토착 스라소니 생물종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현재로서 발칸 스라소니의 분포는 발칸반도
남서부의 마케도니아와 알바니아 접경지대에 주로 국한되어
있고, 북쪽의 몬테네그로와 코소보로 일부 뻗어나가 있다.
구 유고슬라비아와 알바니아 사이의 접경지대는 접근이
제한된 곳이었으므로 이곳에서는 발칸스라소니의 생존이
가능하였었다. 이에 따라 발칸스라소니 뿐만 아니라
야블라니차-셰베니크 산지의 전반적인 생물다양성을
보호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야블라니차-세베니크 산지의
상당부분에서 잠재적으로 국가간 협력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에 “늑대, 곰, 스라소니를
위한 생태통로로서 발칸 그린벨트 조성” 프로젝트가
개시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독일 연방 자연보전청에서
재정지원을 받았고, 유럽자연유산기금 및 관련 국내
파트너 기관인 마케도니아 생태학회(MES: Macedonian
Ecological Society)와 알바니아 내 자연환경의 보호,
보존을 위한 비정부기구(PPNEA: Preservation and
Protection of Natural Environment in Albania)에
의해 공동수행되었다. 이 파트너 기관들은 동·식물 등
야블라니차-셰베니크 산지의 자연적, 문화적 가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보호지역의 선포를 위해 필요한
전문적인 문서를 작성하였다. 알바니아와 마케도니아의
비정부기구 파트너들 간의 긴밀한 논의 끝에 국경 양쪽
모두에서 일관성 있는 용도구획(zoning)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래 보호지역의 용도 구획 제안을 담은 도면이
작성되었다. 정부당국의 관련 부처와 현지 주민의 자문도
정기적으로 실시되었다. 이 현장은 마케도니아와 알바니아
모두에서 생물다양성 전략 및 실행계획에 포함되었으므로,
프로젝트를 위한 정치적 지지는 담보되어 있었다.
2006년에는 EuroNatur, KORA, MES, PPNEA가 발칸
스라소니의 보호를 위한 알바니아와 마케도니아의
환경부처 간 양해각서가 체결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 계획은 이 사안을 정부 수준에서 다루기
위해 필요한 지지의 부족으로 인해 실패하였다.
이 프로젝트가 종료되기 직전인 2007년에는 전문적인
문서와 용도구획 도면이 알바니아의 환경, 산림, 물
관리부에 제출되었다. 마케도니아의 경우 전문적인 문서의
추가 보완을 위해 제출이 미루어졌다.
야블라니차-셰베니크에서 이러한 작업의 지속은 발칸
스라소니 복원계획(Balkan Lynx Recovery Programme)
의 틀 안에서 가능했는데, 동일한 파트너 및 스위스의
대형포식동물 전문가 기관인 KORA, 그리고 자연보전을
위한 스위스 MAVA 재단의 재정 지원으로 수행되었다.
이에 따라 야블라니차 산지의 자연적 가치에 대한

보고서가 보완되었고, 양국의 국가 및 지역 수준 모두에서
더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마침내, 2008
년 5월에 알바니아 정부가 340km2의 면적을 차지하는
셰베니크-야블라니차국립공원을 선포하면서 최초의
성과가 달성되었다. 마케도니아 측의 보고서 역시
보완되어 2009년 하반기에 공식적으로 제출되었고, 환경
및 국토계획부와 정기적인 논의가 이루어졌고 해당부처의
강한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케도니아에서는
국립공원의 선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제안은
계류중인 상태이다.
양국에서 상호보완적인 용도구획체계를 갖춘 일관성
있는 보호지역을 조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가간
협력를 확립함에 있어 정치적인 국경선보다는, 이 산지의
자연적 가치와 그곳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필요를 고려하는
것이다. 이 구상은 MES, PPNEA 등 지역 NGO 뿐 아니라
자연보전을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독일
기반의 유럽자연유산기금에 의해서도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어, 야블라니차-셰베니크에서의 공동작업 시 생겨난
강력한 협력관계가 계속하여 발전할 수 있었다.

혜택과 도전과제

알바니아와 마케도니아의 파트너들과 유럽자연유산기금은
2008년 6월 발칸스라소니 복원계획 1단계의 일환으로
발칸스라소니 보전전략(Balkan Lynx Conservation
Strategy)을 수립하였다. 이 전략은 국가 생물다양성전략
및 실행계획, 에메랄드 네트워크(Emerald Network),

© MES

야블라니차-셰베니크 지역에서 국경을 넘어선 협력는
현재까지 비정부 수준에서 비공식적 활동을 통해서만

기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파트너들 모두는
국경과는 별개로 산지 전체를 보호하여 약 500km2 면적의
일관성 있는 보호지역을 설정한다는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
국가 보호지역을 위한 용도구획 시안의 작성 과정에서
확립된 밀접한 협력관계는 이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을 형성하였다. 이 지역에서의 집약적 작업
중에 알바니아와 마케도니아 모두에서 지역주민과 좋은
관계가 형성되었고, 지역적 수준에서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자연에 기반한 관광 등을 통해 이러한 접경보호지역에서
많은 경제적 기회를 유발시킬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됨에
따라 그들의 지지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접경보호지역이 주민을 위한 소득원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서야 할 장애물이 많이 있다. 우선 알바니아
측에서만 국립공원이 선포되었고, 마케도니아에서는
국립공원 지정계획이 아직 계류중인 현재로서, 가장 큰
도전과제는 마케도니아 내에서 국립공원 선포를 유도하는
것이다. 양국 모두에 국립공원이 지정된 이후의 과제는
양국 모두에서 국립공원을 위한 관리주체를 설립하여
야블라니차-셰베니크 접경보호지역의 비전을 현실화하는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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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 2000, 유럽그린벨트 구상 등에 부합하는
보호지역의 설립을 촉구하면서, 특히 자체 생존 가능한
수준의 발칸스라소니 메타개체군(metapopulation)의
필요성에 특히 역점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Balkan
Lynx Strategic Group 2008). 마케도니아에서의
야블라니차국립공원 설립은 중요한 목표로서 명시되어
있으나, 세베니크-야블라니차국립공원의 지정은 전략의
작성 직전에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전략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전략은 국가별 실행계획의 작성을 위한
기초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전략과 국가실행계획은 아직
해당 정부당국의 공식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어 NGO
들에 의한 지속적인 로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국경
양쪽의 현지민과 긴밀히 협조하여 국경 양쪽 산지의
보호에 대한 지속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소규모
접경 프로젝트의 시행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EuroNatur,
MES, PPNEA는 최근에 접경지역 등산로의 설치를 위한
공동작업을 수행했는데, 이 길은 야블라니차-셰베니크
산맥의 양쪽을 넘나들면서 접경지역 능선의 여러 봉우리로
이어진다. 이 접경지역 등산로의 가장 주요한 횡단지역은,
이미 존재하던 등산로를 활용할 수 있었던 크르스테크
(Krstec) 봉이었다. 현지 주민은 이 등산로를 정리하고
표시하며, 표지판과 안내판을 설치하는 작업에 참여하였다.
셰베니크-야블라니차 인근지역의 시장과 산림당국자들을
위해 야블라니차 산지 1일 방문이 계획되었고, 그 중간에
마케도니아 측 당국자들과 대면도 이루어졌다. 이
“교환방문”은 이 산지의 향후 개발을 위한 논의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MES, PPNEA, EuroNatur는 마케도니아에서 국립공원
지정과 알바니아에서의 국립공원 관리주체 확립을
위한 로비를 계속할 것이다. 이 프로젝트 파트너들의
업무범위 내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미래의 접경보호지역 관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양국의 보호지역을 위해 서로 일관된 목표를 갖는
관리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다.

않았고, 알바니아 측에서는 행정구조들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특히 큰 중요성을 갖는
성과이다. 현재 야블라니차-셰베니크 산지의 보호는
관련 관리구조들이 확립되기까지는 주민들의 호의에 의존
하는 상황이다.
야블라니차-셰베니크 지역이 접경보호지역을 위한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이유 중 하나는, 앞서 언급한
국가 생물다양성전략 및 실행계획에서 실제로 보여진 것과
같이 이 지역에서라면 이러한 노력이 정부당국의 강력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가정은 대체적으로 들어맞았지만, 동시에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이해관계가 변화하여 정부가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교훈도 얻어야 하였다.
이 교훈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재는 정치적 지지가 부재한
상황이지만, 주민들의 신뢰와 수용적 태도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이다.
보호지역의 지정 시 그 관리를 위한 권한을 가진 주체의
확립이 동반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주민들의 참여 하에
국가적 수준에서 로비를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동부 유럽그린벨트의 일환으로서5 야블라니차-셰베니
크에 접경보호지역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몇 가지 장애에 직면하였지만, 현재까지 시행된 활동
들은 상당히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그
시작이 2005년에서야 이루어져 현재까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이러한 성과들을 거두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현재까지 달성한 성공에 기반하여, 모든 참여
파트너들은 야블라니차-셰베니크에 접경지역 보호지역을
설치한다는 비전을 언젠가 현실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교훈 및 향후 전망
후기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지역 용도구획 시안은 기존의 마케도니아 측
국립공원과 알바니아의 미래 국립공원(역자주: 본문
다른 부분의 내용 및 실제로는 알바니아 쪽이 국립공원
으로 지정된 상태이고, 마케도니아 쪽은 계류중이므로
이 부분은 마케도니아와 알바니아를 혼동한 것으로
판단됨.)을 위해 공동개발되었다. 이 지역은 주민들
에게 접경지역과 향후 국립공원의 용도구획에 대한
사안들에 자문을 구하는 생산적인 참여적 접근법을
취함으로써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다양한 행동주체들 간의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해주었고,
주민들이 보호지역 지정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였다. 이는 마케도니아 측에서는 국립공원을 지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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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칸 그린벨트로도 언급됨.

15. 바
 이에른발트국립공원(Bavarian Forest
National Park)의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
Hubert Job , Marius Mayer1, Manuel Woltering1,
Martin Müller , Bernhard Harrer , Daniel Metzler3

•• 경제적인 요인이자 고용 창출원으로서 관광업의 중요
성은 얼마나 큰가?

1. 서론

•• 비용 대비 효과성의 측면에서 정부의 국립공원에 대한
자원 투입과 위 결과는 어떤 관계를 갖는가?

국립공원은 기본적으로 자연지역의 대규모 보존을 위한
장치이다. 전통적으로 국립공원의 지정 기준은 자연
현상의 고유성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생물다양성
의 보존과 같은 생태적 사유가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국립공원은 손상되지 않은 생태적 역학을 보존하거나,
더 간단히 설명하자면“자연이 제 갈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오랜 문화적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인구밀도가 높아 인위적(anthropogenic) 영향력이 강한
중앙유럽에서는 어려운 과제이다. 국립공원은 많은 제약을
가하므로 그 주변 지역에서 제한요인(limiting factor)
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국립공원에 의해 가해지는
공간기능적 제한과 그에 따른 경제적 제한은 인접
지역 주민과 정치인이 비수용적 태도를 취하도록
만들기도 한다. 산림 생태계에 대한 자연적 교란요인인
나무좀(bark beetle; Ips typographus)은 바이에른 산림
(Bavarian Forest)에서 추가적인 부정적 요인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의 관리와 변화한
산림 경관에 대한 탐방객의 인식 등에 대해 의문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이 지역에서 매우
감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립공원 입지의 득실에
대한 논쟁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국립공원은
자연보전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 외에도, 자연
그대로의 야생지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과 같이
관광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들을 창출하기도
한다. 국립공원과 그 관광자원은 독일에 국립공원이
14개 밖에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장에 공급자가 적은 희소한 자원이며, 그 법적 지위로
인해 복제, 양도, 또는 모방될 수도 없다. 따라서 국립공원은
상당수 국가에서 자연 관광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국립공원은 관광 목적을 위해 그 고유
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구조적으로 취약한 접경지인 니더바이에른
(Niederbayern; Lower Bavaria) 주의 경험에서 다음의
의문을 검토한다:
1
2
3
4
5

Julius-Maximilians-Universität Würzburg.
Goethe-Universität Frankfurt am Main.
dwif-consulting e.V.
TNS Infratest GmbH.
본 연구는“Die Destination Nationalpark Bayerischer Wald als
regionaler Wirtschaftsfaktor.”라는 제목의 논문의 요약본이다.
이 논문의 영문 요약본은 www.nationalpark-bayerischer-wald.de/
detail/veroeffentlichung/publikationen/d_berichte/doc/en_studie_
job-kurz_ba.pdf 참조.

•• 이전에는 관광업계의 마케팅에서“국립공원”이라는
브랜드의 잠재성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나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 국립공원 인접지에서의 개별 사업들 간에는 어떤 경제적
상호관계가 존재하며, 이들은 보호지역의 존재로 인해
어떤 직간접적 이익을 수혜받는가?
•• 인근의
슈마바국립공원(체코공화국)의
탐방객은
바이에른발트국립공원의 잠재적인 목표집단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관광분야에서 두 공원 간의 협력
강화가 이 목표집단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줄
것인가?

2. 연구방법
본 논문의 방법론에 대한 더 상세한 설명은 원본에 제시
되어 있다. 따라서 아래에는 이 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설문에 대한 개관만이 제시된다.
2007년 중 바이에른발트국립공원의 방문자 숫자와
분포를 조사하기 위해 동계, 하계, 비성수기 각각 22일 간
(주말 포함) 방문자 집계와 인터뷰가 수행되었다. 출신지와
숙박형태에 대한 짧은 인터뷰는 11,140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이 중 1,990명에게는 지출 행태와 여행
동기 등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는 보다 상세한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프레융-그라페나우(Freyung-Grafenau)와 레겐(Regen)
지방에 소재한 사업장에 서면 설문지의 작성을 의뢰하였다.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층화된 무작위 선별 과정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였다. 할당표본을 업계 별로 조정하여 2007
년 7월부터 10월까지 1,832개의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이
중 총 197개에 대해 회신이 이루어져 10.8%의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3. 방문자 숫자
조사 대상 지역(지도 15.1)은 프레융-그라페나우와 레겐
지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15.1에서는 1980년대 이후
이 지역의 1박 숙박 건수의 변화 정도를 바이에른 주
전체와 부흥기에 접어든 도시관광업계에서 같은 수치의
변화 양상과 비교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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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자 중 67%(약 511,000명)는 1박 숙박을 하였으며,
나머지 33%(약 249,000명)는 당일치기 여행을 하였다.
이 방문자 숫자 집계치의 계절별 변화를 나타낸 자료는
대부분의 방문자가 하계와 동계에 이 지역을 찾고,
비성수기에는 방문자 수가 적다는 지역의 계절적 방문
패턴을 확인시켜주었다. 그러나 부활절 연휴나 추계 연휴
등에는 이 규칙에 대한 예외도 나타났다. 하계 성수기 중
최대 방문자 수는 7월에 나타났다.

그림 15.1: 조사 대상 지역과 비교지역에서의 1박 숙박 건수 변화
출처: LfStaD 2008에 기재된 자체 제작 자료

2007년에 총 760,000명의 방문자를 유치한 이 국립공원은
지역 내에서 가장 많은 방문자를 끄는 명소로서, 아르베르
산(Mt Arber)의 스키 리조트에 비해서도 3배나 많은
방문자를 유치하였다. 이전에 이루어진 한 연구는 1981
년에 1.3~1.4백만 명이 이 국립공원을 방문하였다고
추산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초반에 이루어졌던 연구에서 조사 대상
지역 전체에 걸친 체계적인 연중 방문자 집계는 수행되지
않았으며, 연구에서 인용한 수치들은 국립공원 관리청의
추산에 기반한 것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와 이전 연구를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바이에른발트국립공원에 대한
관광객의 관심이 해가 지나면서 감소하였다는 결론 또한
내리기 어렵다.

지도 15.1: 조사대상 바이에른발트 산림과 그 주변 지역공동체의 관광 강도

대부분의 방문자는 독일 출신이었다. 방문자의 3.2%
만이 외국에서부터 찾아왔으며(지도 15.2), 그들의
출신국은 주로 체코공화국,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의
인접국이었다. 응답자 중 28%의 주 거주지는 우편번호
94번을 쓰는 지역으로, 국립공원 주변지에 해당하여
당일치기 여행자의 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반영하였다.

한스-아이젠만-하우스(Hans-Eisenmann-Haus)
와 2006년에 개장한 하우스 주르 빌드니스(Haus zur
Wildnis) 등의 방문자센터가 제시하는 방문자 집계 수치는
더 신뢰 가능한 비교자료가 된다. 1982년에 211,000명이
한스-아이젠만-하우스 센터를 방문하였고, 2007년에는
두 방문자센터 모두를 각각 255,000명 가량의 방문자가
찾았다.
본 연구 과정에서 이루어진 2007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탐방객은 방문자센터와 야생동물원
(wildlife park) 등 주요 관광명소들에만 집중하였으며, 이
외의 탐방객은 보호지역 전체에 걸쳐 넓게 분포하였다.
이와 같이 방문자 대부분 방문자센터에 집중되는 현상을
고려하여 위의 방문자센터 내방객 수 자료를 살펴보면,
1980년대 초반에나 현재에나 백만 명 이상의 방문자라는
수치는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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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15.2: 바이에른발트국립공원 탐방객의 출신지

4. 바
 이에른발트에서“국립공원”브랜드의
중요성
조사 대상 지역의 탐방객은 국립공원과의 친화도(affinity)
에 따라 친화도가 높은 집단(45.8%)과 기타 집단(54.2%)
으로 나누어진다(그림 15.2).
2007년의 방문자 총 숫자 자료에 의하면, 국립공원의
방문자 구성으로부터 국립공원과의 친화도가 높은
방문자집단과 기타 방문자 집단, 그리고 당일치기 여행자와
1박 방문자의 비율(그림 15.3) 간에 다음과 같은 관계
를 도출할 수 있다: 조사 대상 지역의 관광객 중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국립공원의 존재 때문에 이
지역을 방문한다. 이는 독일 내 국립공원 방문지로서
바이에른발트국립공원이 얼마나 선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바이에른발트국립공원의 방문자
중 친화도가 높은 집단의 비율은 동 비율이 43.7%인
뮈리츠국립공원(Müritz National Park)이나 10.1%인
베르헤티스가덴국립공원(Berchtesgaden National Park)
보다도 앞서 있어, 다른 국립공원과 비교했을 때에도
바이에른발트국립공원의 지위가 선도적임을 알 수 있다.
베르헤티스가덴국립공원에서의 응답자 중에서는 불과
57.3%만이 해당 지역의 보전지역으로서의 법적 지위에
대해 올바르게 응답하였다. 반면 뮈리츠에서는 이 수치가
76.7%였으며, 바이에른발트국립공원에서는 그보다도
높은 86.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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뮈리츠국립공원은 바이에른발트국립공원에 비해 20년
늦게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친화도가 높은 방문자의
비율이 이미 바이에른발트국립공원에 근접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이의 가장 큰 이유는 바이에른발트 산림에서
시장기반 관광업의 역사가 훨씬 오래되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지역은 국립공원 지정 여부와
관계 없이 다른 관광 명소들이 이미 탐방객의 머릿속에
인식되어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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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3: 바이에른발트국립공원의 방문자 구성
출처: 자체 연구 2007

무음답
2.3%

매우 중요했다
19.8%
중요한 이유였다
34.9%

국립공원 친화도가
높은 방문자 수
45.8%

사소한 이유였다
20.8%
전혀 관계가 없었다
23.8%
무음답
0.7%

그림 15.2:“국립공원”이라는 명칭에 대한 친화도
출처: 자체 연구 2007

각 지역을 방문하기로 한 방문자의 결정에 있어 해당
지역의 보호적 지위가 갖는 역할은 지역에 따라 크게
달랐다.
대다수의
응답자들(54.7%)은“국립공원
지정사실이 사실이 매우 중요한 방문 이유였다” 또는
“… 중요한 방문 이유였다”라고 응답하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당일치기 여행자에 비해 1박 숙박 방문자에게
국립공원의 의미가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높은 국립공원 친화도를 갖는 방문자의
비율이 아직 완전히 만족할 수준은 아니라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6

높은 국립공원 친화도를 갖는 관광객의 비율은 총 관광객 수에 대비하여
계산되었다. 이 비율에서 해당지역의 보호적 지위를 몰랐던 응답자
(13.9%)와 해당지역이 국립공원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응답자(2.6%)는
제외되었다

둘째, 관광사업가들과의 인터뷰 결과 인근지역 주민의
바이에른발트국립공원에 대한 동일시(identification) 정도
는 뮈리츠 지역에서보다 미약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에른발트국립공원은 해당 지역에 40년간 존재하여
왔었고 보호지역에 대한 관광객의 관심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설문에 응답한 사업가의 마케팅 믹스(marketing
mix)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역할만을 부여받고 있었다
(그림 15.4).
이러한 측면에서 바이에른발트국립공원의 중요성은
베르헤티스가덴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뮈리츠국립공원에
비해서는 크게 뒤쳐졌다(그림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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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국립공원 지정사실이 매우 중요한 방문 이유였습니다.
예, 국립공원 지정사실이 중요한 방문 이유였습니다.
예, 국립공원 지정사실이 사소한 방문 이유였습니다.
아니오, 국립공원 지정사실은 전혀 방문 이유가 아닙니다.

그림 15.4: 각 지역의 방문 결정에 있어서의 국립공원 지정 사실의 중요성
출처: Job/Metzler/Vogt 2003, Job et al. 2005, 자체 연구 2007

그림 15.5:“국립공원 지정사실이 마케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질문항목에
대한 답변 분포
출처: Job et al. 2004a,b 자체 연구 2007

그러나 프레융-그라페나우에 속한 국립공원의 원래
지역과, 레겐에 속한 확장된 지역 간에도 상당한 지역적
격차가 나타났다. 원 국립공원 지역에서는 뮈리츠국립공원
(85%)의 응답자에 비해 많은 수의 응답자들(95%)이
국립공원의 마케팅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그러나 확장지역에서는 고산 베르헤티스가덴국립공원
(76%)에 비해 바이에른발트국립공원의 중요성이 낮게
나타났다(42%).

일반적으로 조사 대상 지역의 보호지역으로서의 지위를
인지하고 있는 방문자의 비율과(국립공원 지정사실을
알고 있는 방문자는 86.1%였다) 국립공원 지정 사실이
중요한 방문 이유인 방문자의 비율(45.8%) 사이의 큰
격차는 관광마케팅에 있어서 비교적 큰 소통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동부 바이에른 주 관광협회나 국립공원
관리청이 아닌 지역 숙박 및 요식업계가 감수해야 할
비판이다.

이 지역 내부의 마케팅에 있어서는 아직 남은 과제가 많은데,
숙박업자, 특히 확장된 지역의 숙박업자들이 투숙객에게
국립공원에 대해 충분히 홍보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동부 바이에른 주 관광협회(East Bavarian
Tourism Association)에서 최근 국립공원에 대한 공격적인
홍보활동을 개시하였지만, 지역 사업자들의 상당수는
자체적인 구상의 부재로 인해 이러한 마케팅 기회를
아직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지역
외부에서의 마케팅에 있어서도 바이에른발트국립공원에
고유한 관광상품이 부족하고, 시장수요에 대한 고려의
문제가 있다. 이에 더해 국립공원 당국내에서, 이전에는
존재조차 하지않았던 관광관리부서의 중요성을 신장시킬
필요가 있다.

5. 바
 이에른발트국립공원 관광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베르헤티스가덴국립공원
방문자 수

5.1 당일치기 여행자
•• 국립공원 친화도가 높은 방문자의 하루 평균 지출액은
11.40 유로이며, 이 중 64%는 요식업계, 25%는
소매업계, 11%는 기타 업계에 소비된다.

베르헤티스가덴국립공원

뮈리츠국립공원

114,000(1,129,000*)

350,000(760,000*)

167,000(390,000*)

1인당 일일 지출액

44.27 유로

38.70 유로

33.80 유로

관광객 지출 총액

9.3백만 유로**

13.5백만 유로

5.6백만 유로

직접 소득

3.1백만 유로

4.3백만 유로

1.9백만 유로

간접 소득

1.5백만 유로

2.2백만 유로

0.9백만 유로

총 소득

4.6백만 유로

6.5백만 유로

2.8백만 유로

206명

456명

261명

소득등가 고용효과

* all national park visitors
** Different basis of calculation due to different survey methods
표 15.1: 높은 국립공원 친화도를 갖는 탐방객의 경제적 영향력 요약
출처: Job/Metzler/Vogt 2003; Job et al. 2005; 자체 연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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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에른발트국립공원의 관광객은 하루 평균 38.70
유로를 지출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당일치기 여행자와 1박
숙박 방문자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문자 수
국립공원 친화도가 높은 방문자 수

하루 지출액(유로)

350,000

관광객 총 소비량(백만 유로)
13.5

- 당일치기 여행자

100,000

11.40

1.1

- 숙박 방문자

250,000

49.60

12.4

기타 방문자

410,000

14.3

-당일치기 여행자

151,000

9.30

1.4

-숙박 방문자

259,000

49.60

12.9

표 15.2: 바이에른발트국립공원 탐방객에 의한 총 관광객 지출 소비량
출처: 자체 연구 2007

•• 기타 탐방객의 하루 평균 지출액은 9.30 유로이며, 이
중 69%는 요식업계, 19%는 소매업계, 12%는 기타
업계에 소비된다.
다음에 제시되는 지출구조(그림 15.6)는 국립공원의 총
당일치기 여행자수를 근거로 작성되었다.
바이에른발트국립공원에서 당일치기 여행자들이 소비
하는 금액은 일반적인 독일인의 하루 평균 소비액인 1
인당 28 유로보다 훨씬 낮은 수치이다. 이러한 격차의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다.

도시화된 지역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독일 전체 평균
지출액과 보이는 큰 격차를 설명해준다. 이상과 같은
정보는 바이에른발트국립공원에서 당일치기 여행자의
상대적으로 적은 지출액을 설명해준다. 이들은 자연을
경험하기 위해 국립공원을 찾은 것이지 소비를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닌 것이다.

5.2 숙박 방문자
국립공원의 숙박 탐방객은 하루 평균 1인당 49.60 유로를
소비하며, 이 역시 독일 전체 평균인 93.30 유로에 비해
훨씬 낮은 수치이다. 지출수준은 숙박시설의 종류와
조사 대상 지역의 숙박구조에 의해 크게 영향받는다. 이
경우에도 낮은 평균 지출액을 설명하는 요인이 있다:
•• 바이에른발트국립공원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농촌
지역에 소재하여 도시에 비해 숙박비용이 매우 저렴
하며, 주변에 고가의 호텔이 드물다.

그림 15.6: 당일치기 여행자의 지출 분포
출처: 자체 연구 2007

국립공원에서 인터뷰에 응한 당일치기 여행자들은
전형적인 일일 방문자 뿐 아니라 국립공원 내에서
여가시간을 보내는 현지 주민도 상당수 포함한다.
자연스럽게도 주민은 공원에서 보내는 시간동안 소비하는
것이 거의 없으므로, 이들의 지출액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이는 당일치기 여행자 중 1/3 정도의 높은 비율이
국립공원 내에서 아무것도 소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해
명백히 알 수 있다.
또한, 당일치기 여행자들의 지출하는 금액은 통상 그들의
여가 활동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등산은 국립공원에서 가장 널리 이루어지는 활동
중 하나이지만, 통상 지출이 적은 활동이기도 하다. 소비
양상의 차이는 또한 인공시설 설치 정도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주변지역이 자연상태에 가까울수록 지출액은
적어지게 되고, 이는 대부분의 국립공원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사실은 국립공원에서 지출액이 더

•• 국립공원 탐방객은 호텔보다는 민박이나 객실 수
9개 이하의 콘도(holiday flat)를 선호한다. 이 비상업적
“객실 수 9개 이하의 민박시설”에서의 국가 전체
지출수준 역시 국가 전체의 상업적 숙박시설에서의
하루 평균 지출수준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으로 48.30
유로에 불과하다.

숙박 방문자 중 국립공원 친화도가 높은 방문자와 기타
방문자를 구분하였을 때 바이에른발트국립공원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두 집단 모두가 하루 평균
1인당 49.60 유로를 소비하였다. 그러나 이 투숙객들의
존재로부터 혜택을 제공받는 다양한 경제부문에서 작은
차이가 명확히 나타났다.
국립공원 친화도가 높은 탐방객의 지출액의 71%는
숙박업계와 요식업계로 돌아갔으며, 22%는 소매업계로,
7%는 기타업계로 돌아갔다.
반면 기타 탐방객은 숙박업계와 요식업계에 지출하는
비용이 조금 더 컸으며(75%), 소매업계에 지출하는 비용은
조금 더 적었다(18%).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타
업계에는 7%가 지출되었다.
다음 그래프는 바이에른발트국립공원의 전체 숙박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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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의 지출구조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15.7).
바이에른발트국립공원의 방문자 하루 평균 지출액은
베르헤티스가덴국립공원과 뮈리츠국립공원에 비교할 때
중간 수준에 위치해 있다(표 15.1).

이를 통해 국립공원 탐방객이 국립공원 내 관광업에 소득을
완전히 의존하는 사람 939명 분의 소득을 창출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순전히 이론적인 의미만 가지며,
현실적으로주변 지역 주민은 관광업에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상당수가 다음과 같은 속성을 갖기 때문일 수 있다:
•• 관광업을 부업으로 삼고 있다(예: 성수기에만 콘도를
임대)
•• 전일근무 형태로 고용도어 있지 않다(예: 파트타임,
계절적 고용, 임시직)

이로부터 명확히 하여야 할 결론은 고용형태로서 관광업은
단지 수학적으로 계산된 위 수치보다는 더 큰 중요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림 15.7: 숙박 여행자의 지출 분포
출처: 자체 연구 2007

5.3 관광객 총 지출액
관광객 총 지출액은 탐방객의 하루 평균 지출액에 그들이
국립공원에서 보내는 날짜의 수를 곱함으로써 계산된다.
공원 탐방객은 매년 27.8백만유로의 총 지출액을 소비한다.
이 중 49%에 해당하는 13.5백만유로는 국립공원 친화도가
높은 방문자 집단이 소비하고, 나머지 14.3백만유로는
기타 방문자 집단에게 귀속된다. 이 두 대상집단 간의
차이는 표 15.2에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바이에른발트국립공원에서 창출되는 관광수입은
접경의 구조적으로 취약한 바이에른 지역의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 모든 국립공원 방문자의 소득을 13.5
백만유로로 놓고 보면, 이 값은 절대적으로 보았을 때
아르베르 산의 스키리조트에서 창출하는 소득에 비해서도
2배가 크다. 이는 이 지역의 관광상품에 있어 자연에
기반한 국립공원 관광업과 기반시설에 근거한 형태의
관광업이 모두 큰 중요성을 갖는다는 사실과, 이들이 한
관광지 내에서도 상호배타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6. 지역에서 관광업이 갖는 경제적 중요성
관광객 순 지출액은 관광객 총 지출액에서 부가세를
제함으로써 계산된다. 바이에른발트국립공원의 탐방객이
납부한 총 부가세는 3.8백만유로이다. 관광객 총 지출액에서
(27.8백만유로) 이 액수를 제하면 24백만유로의 관광객 순
지출액이 남게 된다.

5.4 고용효과 : 소득등가
창출된 총 소득으로 새로이 고용할 수 있는 전일근무자의
숫자를 의미하는 소득등가(income equivalent)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1인당 평균
총소득은 공원입구 공동체(gateway community) 주민의
숫자와 이들의 총소득을 계산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그
값은 14,387유로이다. 소득증가 고용효과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 탐방객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1인당
평균 총소득으로 나눈다. 국립공원 친화도가 높은 집단과
기타 집단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국립공원 친화도가 높은 방문자 집단:
6.56백만유로 : 14,387유로 = 456명
기타 방문자 집단:
6.95백만유로 : 14,387유로 = 48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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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관광업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결과는 조사 대상 지역 관광업계와 비관광업계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해당 지역의 경제에 대한 전체적 영향력과의
비교를 거쳐 올바르게 해석되어야 한다. 프레융그라페나우와 레겐 지역에서는 경제적 영향력이 11.1%
이고, 관광업에 대한 집중도가 더 큰 공원입구 공동체에서는
13.2%이다. 이 비율에는 숙박업계와 요식업계가 창출하는
부가가치, 문화, 스포츠 및 여가, 제조업, 상업 부문 등
관광객이나 관광업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매출을
창출하는 기타 서비스 부문들이 포함된다. 관광산업으로
인해 유치된 이 지역에 대한 투자들의 간접적 효과 역시
고려되었다.
국립공원에서 관광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해당지역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관광업에 의한 부가가치와 비교할
경우, 공원입구 공동체 수준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10%
가량은 국립공원 친화도가 높은 탐방객에 의해 창출되었고,
전체의 1/5은 국립공원 방문자 전체에 의해 창출되었다는
사실이 명백해진다. 예상대로 부가가치를 지역수준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관찰하면 국립공원 관광업의 중요성이
반감된다. 이 경우에는 지역 전체의 관광업이 창출하는

7. 접
 경 관광지 - 슈마바국립공원과
바이에른발트국립공원
인접한 두 국립공원인 체코공화국의 슈마바국립공원과
바이에른발트 산림을 단일한 접경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두 관광업계 간의 협력는 그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광객에게도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다.

그림 15.8: 프레융-그라페나우와 레겐 지역에서의 관광소득 계수
출처: 자체 연구 2007

부가가치 중 국립공원에 의해 창출되는 비율은 2~4.5%
에 불과하게 된다.
이 지역에서 관광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비단 관광업계
뿐만이 아니다. 간접효과(관광사업체의 지역 내 중간투입,
투자)와 유발효과(관광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임금과 보수)
는 이 지역 내 관광업의 부가가치를 1.38(간접효과만
고려하였을 때), 1.53(관광업에 의한 투자를 고려하였을
때)에서 1.79(임금과 보수에 의한 효과를 고려하였을 때)
배까지 증가시킨다(그림 15.8).

슈마바국립공원은 연간 백만명 이상의 탐방객을 끄는
인기있고 유명한 휴양지이다. 바이에른발트국립공원과
마찬가지로,
슈마바국립공원도
특히
국내에서
많은 수의 탐방객이 한 번 이상 방문한다. 그러나
바이에른발트국립공원에 체코 출신의 탐방객을 유치하는
가능성은 아직 완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현재
슈마바를 찾았던 방문자 중 절반 이상은 바이에른발트
산림을 방문한 적이 없는 상태이다.
이 목표집단이 갖는 잠재력은 바이에른발트 산림을 방문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설문에 대한 응답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슈마바를 찾은 관광객의 절반을 조금 넘는
응답자들이 바이에른발트국립공원을 찾아가는 데에 단연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4 정도의 수는 관심이
있을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바이에른발트국립공원을
찾은 적이 있는 관광객의 90%는 이곳을 다시 찾겠다고
응답하였다. 바이에른발트국립공원을 처음으로 찾는
방문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관광업계 간의 인적, 언어적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며, 두 지역 간 이동통로 및
교통수단의 개선이 요구된다. 법적 요건은 체코공화국이
솅겐합의에 합류한 2008년에 이미 충족되었다. 이러한
조건은 위에 제시된 방향으로의 변화를 유도할 추진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이 지역에서 소비된 1유로 당 최대 1.79유로의
부가가치가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즉, 중간 투입 연결고리는
관광서비스에 지출되는 1유로 당 최소 38센트, 최대 79
센트의 간접소득, 혹은 유발소득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 계수들은 지역경제의 다변화가 덜 이루어진 소규모
공원입구 공동체에서는 조금씩 감소한다.
관광업에 종사하는 인구와 국립공원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관광업종에 종사하는 약 456명의 인구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들이 도출된다: 레겐과 프레융-그라페나우
지역의 관광업 종사자 중 3.5%는 국립공원이 창출하는
관광수요에 의존한다. 공원입구 공동체 내에서 다시
이와 같은 비교를 수행했을 때에는 이 수치가 13.5%
까지 상승한다. 숙박업과 요식업에 종사하는 인구만 놓고
보았을 때에는 이 수치가 다시 14.2%로 상승한다. 이는
국립공원 관광업이 이 지역에서 중요한 고용요인임을
보여준다. 또한, 국립공원 관리당국에 고용된 인원의 수만
200명에 육박한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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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요
 약 및 결론
- 자연보호에 있어서 접경지역 협력의 이점
Maja Vasilijević1

자연보전 부문에서 두 개 이상 국가 사이의 접경지역2
협력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선택의 문제로, 관련당사자들이
특정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수행하기로
각각 독립적인 결정을 내려야 실현 가능하다. 접경지역
업무에 참여하는 보호지역 실무자 및 전문가는 국경간
활동을 저해할 수 있으며 그 극복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다양한 도전과제의 존재를 강조하는 경우가 흔하다.

현재 세계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동인 중 하나는 경제적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임을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보호지역 관리자는 재정조달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접경지역 협력의 일환으로 수행된 공동프로젝트, 또는
다양한 파트너의 주도하에 접경지역 협력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을 통해 보호지역이 추가적인 기금을 확보한 사례들이
많다. 유럽에서는 EU 기금지원 계획3 이 접경지역 협력를
요청하여 각국이 자연과 환경을 위한 작업을 함께 심화해
나가도록 장려하고 있다. 인접국 간 지역적 협력를 통한
보호지역의 지위향상은 UNESCO 생물권보전지역4 등으로

실제로 한 국가 내에서, 잘 알려지고 이미 확립된 국가
보호지역 관리모델 내에서만 임무를 수행하고, 정책이나
문화, 그리고 조직구조가 다른 인접국과는 관련을 맺지
않는 편이 수월한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놓고 보았을 때,
접경지역 협력의 실체적, 실질적인 혜택이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되지 않는 한,
그러한 협력가 성공하기를 바라기란 어려울 것임이
명백하다.

지정 및 원조단체의 관심 유치 등의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Mittermeier et al. 2005; Hamilton et al.
1996). 이는 결국 보호지역 인력에 있어 국경을 넘어선
새로운 공동작업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배양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접경지역 사업에 있어서 경제적 요인은
생태계서비스 및 문화적 가치와 관련된 자연의 보전을
추구하는 접경지역 보전구상의“핵심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유인책을 제공한다.

© Maja Vasilijević

서론

3
1
2

IUCN WCPA 접경보호지역 보전 전문가그룹 의장, 크로아티아
이 장에서“접경(transboundary)”이라는 용어는 국내 행정구획이 아닌
두 개 이상 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지역만을 지칭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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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유럽연합 집행기관(European Commission) 산하의 가입사전 지원
예
기구(IPA)는 접경지역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이 창출하는 혜택에 대해서는 동부 카르파티아 산맥
과 크르코노셰/카르코노체에 대한 사례연구 참조.

접경보전지역(TBCA: Transboundary Conservation
Areas)5 은 단일 보호지역으로는 관리할 수 없는 복합적인
생태계 보호 및 유지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에 있어 갈수록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복잡성이 크기도
하지만, 복수 국가의 노력을 조합하여 자연보전 실행계획에
있어 많은 혜택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 보전방식이다.
TBCA은 보호지역 인력, 고위급 정치당국자, 2개국 이상의
주민들 간 소통을 가능하게 해준다. 문화간 대담, 민족간
관용, 국제평화가 핵심적인 필수조건이 된 오늘날,
자연보전에 있어서 이들의 실천을 위해서는 접경지역
협력가 중요한 접근법으로서의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실제로, 1998년 양국간 평화협정의 조약 중 Cordillera del
Condor라는 자연보전 통로의 설치가 포함되었던
에콰도르와 페루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접경지역
협력는 정치적, 군사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도
활용될 수 있다(Mittermeier et al. 2006).
이 장에서는 접경지역 보전을 개시 및 시행하고자 할 때
관련당사자들이 겪는 핵심 도전과제 및 어려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또한, 이미 유럽에서의 접경지역 구상에
대해 살펴본 앞장에서 강조된 요소를 포함하여, 자연
분야에서의 접경지역 사업이 창출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혜택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접경지역 협력의 도전과제
관리 측면에 있어 접경지역 보전은 전혀 협력가 이루어지지
않는 수준으로부터, 소통, 자문, 협조, 계획 단계에서 조율,
그리고 최고 수준에서 완전한 협력에까지 이르는 협력
관계를 가장 큰 특징으로 한다(Zbicz 1999). 특정 지역이
TBCA로서 간주되기 위한 최소한의 협력 수준을 판별하기
위한 기준은 인접 지역의 보호지역에서 국경에 걸쳐서
소통과 정보공유가 이루어지는지의 여부가 된다. 위에서
언급한 어떠한 수준에서든 협력를 조율하는 것은 수많은
장애물이 따르는 도전과제가 될 수 있다. 모든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공동관리(co-management; 협력적 관리
(cooperative management)라고도 불림)6에서는 공동
의사결정 및 관리에 있어서의 완전한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기 위하여 책임을 분담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나, 이는
달성하기 쉬운 목표는 아니다.
국경에 걸쳐 있는 두 개 이상 보호지역의 보전노력을
통합하는 것은, 정치적 지지와 더불어, 현장에서 보전
목표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기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자리한 보호지역 관리자의 지원을 확보하여야
5

6

이 장에서 접경지역 보전지역/구상이란 IUCN WCPA에서 규정하는 대로의
접경지역 보전이 실천되는 다음과 같은 모든 유형의 지역을 의미한다
(Sandwith et al. 2006): 접경보호지역(transboundary protected areas),
평화를 위한 공원(parks for peace), 접경보전및개발지역(transboundary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areas), 접경이동통로(transboundary
migratory corridors).
IUCN(1997)에서는“정부부처, 지역공동체, 자원 사용자, 비정부기구 등
이해당사자들이 각 경우의 맥락에 적합하도록 특정한 지역이나 자원의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협상하는 동반자관계”로 정의한다.

가능하다. 정치적 무관심과 헌신의 부재는 접경지역
구상의 확립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당사자가
정치적 의지를 보이고, 고위 당국자 간 합의 또는
공동서명이 체결되어 있더라도 TBCA의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TBCA의 기능은 수많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법적 요소들에 의해 좌우된다. 법과
정책체계의 차이들은 TBCA의 효과성을 절감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이민, 통관, 밀렵단속 등의 핵심사안에
있어서 규정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Tamburelli 2007).
Hamilton 등(1996)은 접경지역 구상을 확립함에 있어
직면하게 되는 가장 흔한 도전과제 중 몇 가지를 문화적,
종교적 차이, 언어장벽, 경제개발 수준 격차,“통상적”
보전조치에 비해 느린 시행속도, 접근이 어려운 지형
등으로 지적한다. 인접국의 보호지역은 서로 보전조치를
위한 자원을 균등한 수준으로 확보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양국 국립공원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Sandwith
and Besançon 2010). 국경에 걸친 보전노력은 조율에
더욱 비용이 소요되어 더 많은 조정노력을 필요로 할 수
있다. 보호지역 간 업무규준의 수준차이 역시 제한요인이
되어 참여인력의 접경지역 협력에 대한 의욕을 꺾을 수
있다. 역량의 부족 역시 제약을 가하는 경우가 많으며,
국가적 구조 역시 취약한 경우 성공적인 TBCA를 구성하지
못할 수 있다.
생태적 목표는 TBCA 인근지역 주민의 기대와 맞추어져야
한다. 소통과 적절한 리더십의 부족은 지역공동체가
구상에 대해 비지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제7장에서 Niewiadomski는 비효율적
소통과 위에 열거한 접경지역 보전구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어려움에 더해, 불명확한 목표와 협력 영역,
상호이익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 서로 다른 운영조건에
대한 이해 부족, 파트너 간 협력정신 부족 등을 추가적인
도전과제로 언급한다.
이와 같이 도전과제는 수없이 많으며, 그 목록은 끝없이
길어질 수 있다. 그러나 각국의 보호지역 당국자와
관리자들은 접경지역 보전구상의 의미와 잠재력을 갈수록
깊이 인식해가고 있으며, 그 시행 역시 그 어느 때보다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자연의 보전에 있어 접경지역 협력의 핵심 혜택
“우리는 보호지역이 지도 상의 경계 뿐 아니라 국가,
사회, 성별, 세대 간 경계를 모두 초월하여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IUCN 2003). 이는 2003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개최된 IUCN의 제V차
세계공원총회에 참석한 3,000명의 대표자에 의해 채택된
메세지이다. 당시는 사회, 경제, 생물다양성 분야의 개발과
목표 달성에 있어서 보호지역의 역할이 인식되고 홍보되기
시작하던 시기였다. 이 패러다임은 특히 안보와 평화의
촉진과 같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목표를 조합하는
자연보전 관행으로서 접경보전지역과 관련이 크다. 국경을
초월하여 작동하며 다양한 층위, 부문, 이해당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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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시키는 접경지역 보전구상은 목표를 통합하여 여러
혜택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자리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TBCA들이 항상 확실한 성공기제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그 실현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양한 상호연관성을 갖는 혜택을 창출할
수 있는 협력관계의 확립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여 준다.
이하에서는 접경지역 구상이 창출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혜택들로 이전 장의 사례연구에서 이미 강조된 바 있는
내용에 대한 개관을 제시할 것이다.

상당한 혜택을 창출한다. 공동 연구계획은 중복적 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해주어 자금지원의 기회를 늘려주고,
인력풀을 확대시키며, 역동성과 문제해결 시의 창조성을
신장시키고, 모니터링 방식의 표준화로 이어질 수 있다
(Mittermeier et al. 2006, Hamilton et al. 1996.)
일반적으로 보전관리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적용된
방법론의 개선과 모범규준의 시행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이러한 정보공유는 사회적 관계 개선과 더불어,
협력관계의 올바른 기능과 번영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인
파트너 간 신뢰 구축을 가능하게 한다.

생태적 혜택
TBCA는 통상 단일 보호지역에 비해 규모가 크고 국경에
걸쳐 분포하는 서식지를 연결짓는다. 보전생물학과
도서생물지리학7의 이론에 의하면, 생물다양성 보존의
측면에서는 복수의 소규모 보호지역을 지정하는 것보다는
단일한 대규모 보호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더 가치가 크다.
그러나 국경에 걸쳐서 연결성을 확립하고 그를 보호,
유지하는 것은 서식지에 대한 여러 잠재적 위협요인,
자연을 파편화하려는 경향, 정치적 요인 등을 고려하였을
때 쉬운 과제가 아니다. TBCA은 자연과 경관을
연결지음으로써 특히 분포범위가 넓은 동물을 포함하는
생물종의 이주를 지원한다. 교란되지 않은 생물종 이주는
더 광범위한 유전자 교환 및 고립의 축소를 가능하게 하며,
서식지 파괴를 방지함으로써 인간/동물간 갈등을
축소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의미도 갖는다(McCallum
2011). TBCA는 국경을 초월해서 조율되는 공동의 조치를
통해 생물다양성 손실의 위험을 경감시키고 생물종
개체군을 건전한 수준으로 유지시킬 수도 있다(Hamilton
et al. 1996). 더욱이, Hamilton(2008)이 지적하듯이,
TBCA와 같이 탄소가 풍부한 서식지를 보전하는 대규모
보호지역은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생태계의 회복력을
신장시켜줄 수도 있다.
정치적 경계선을 넘어서는 협력은 더 효과적인 생물다양성
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관리적 이점을 가져온다.
토착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외래종의 관리, 병충해
관리, 밀렵 및 불법 야생동물 매매 단속 등은 모두 국경에
걸쳐서 양측에 의해 공동으로 진행될 때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Hamilton et al. 1996.) 반면 밀렵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개방된 국경은 밀렵이나
야생동물의 불법매매를 증가시킬 위험을 가진다. 공동
복원 계획, 생물종 재도입, 산불관리 등 역시 국경을
초월하는 협력에 의해 용이해진다.
국가간 노력을 합하는 것은 정찰항공기와 같은 고비용
장비 및기반시설의 공유 등을 가능하게 하여 비용을
절감하도록 해주며, 접경지대에서의 순찰, 수색구조 임무
등을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인적자원 측면에서도
7

 acarthur와 Wilson(1967)이 제시한 이론은 생물종이 서식할 수 없는
M
환경으로 둘러싸인 서식지 단위를 의미하는 “섬(island)”에서의
생물종 개체군을 예측한다. 이 이론은 보전생물학에서 여러개의 소규모
보호지역에 비해 단일한 대규모 보호지역이 보다 많은 수의 생물종을
유치할 수 있다는 가정으로 적용되었다. 참조: www.nps.gov/archive/
glac/resources/bio4.htm

68

접경지역 협력의 가장 중요한 생태적 혜택 중 하나는
당사자들이 서로 조화를 이룬 보전전략을 개발하여
성공적으로 시행할 때에 발생한다. 이는 공동 목표의 식별,
신중한 보전 실행계획,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특정지역에
대한 상호합의된 비전이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과제이다.
보전조치의 조율로 이어지는 과정은 매우 오랜 시간동안
역동적, 복합적으로 이어지는 어려운 길이 될 가능성이
크나, 일단 상호조화를 이루어 공동전략을 시행하는 데에
성공한 당사자들은 성공적인 접경지역 구상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정치적 혜택
최초의 접경지역 보전구상은 1924년 폴란드와 구
체코슬로바키아(현재의 체코공화국) 정부가 크라쿠프
의정서(Krakow Protocol)에 서명하면서 부속조항을
추가하여 접경보호지역을 선언하면서 실현되었다. 이
접경보호지역은 1932년에 지정되어 유럽에서는 최초의
접경보호지역이 되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최초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였다. 같은 해 불과 몇 달 전에 캐나다와
미국도 워터튼-글레이시어 국제평화공원을 지정하여 향후
접경지역 구상을 위한 접경지역 협력의 선례를 남겼었다.
이 현장은 학계에서 관련 당사자들이 역사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어옴에 따라, 공동의 유산과 천연자원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기로 결정하여 지정된 접경보호지역의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그러나 이런 사례만이 전부는
아니며, 오히려 접경지역 구상은 무력충돌의 역사나
현재까지 이어지는 갈등이 있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TBCA는
자연보전이 중립적 가치를 대변한다는 점을 활용하여,
갈등의 해소를 위해 공동의 목표를 모색하는 데에
활용된다.
유럽그린벨트 구상은 정치적 분쟁의 끝에 자연보전을 통해
협력관계가 재건된 사례이다. 이전에도 일부 국가에서는
자연보전주의자들이 국경을 넘어선 협력를 시도하기도
하였지만, 이 분야에서의 진정한 진전은 철의 장막이
붕괴된 이후에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에콰도르와 페루는 평화협정을 체결할 당시에 자연보전
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한 조항을 삽입하였다.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들은 평화를 위한 공원이 주를
이루는 접경지역 구상들이 평화의 건설과 안보에 기여하고
있는 사례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8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 접경지역 보전구상이 지역적인
안정화의 가능성을 제공하며, 그 한 예시가 남동부 유럽
국가들이 참여하는 디나르 아크 구상이다.9“생물다양성
보전, 지속가능개발, 자연적, 문화적 자원의 관리 등을
위한 접경지역 보전지역을 신설함으로써 국제적 협력,
지역적 평화유지 및 정세 안정화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다”(IUCN, 평화의공원재단 1997).
특정 TBCA를 위한 양국간, 다자간 협약 서명을 통한
정부의 참여 유도, 또는 양해각서 체결을 통한 정부부처와
같은 고위 당국자의 참여 유도는 구체적인 현장에서의
접경지역 협력에 있어 높은 가치를 갖는 조치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고위급 합의와 더불어 우호적인 국제정치적
관계의 확립은 가장 기초적인 수준에서부터 협력을
개시하거나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TBCA의 기능 자체에
있어서 의미를 갖지 못한다. 더욱이, 정부 고위급
당국자들의 참여는 인근지역의 이해에 반하는 통제력과
영향력의 발휘로 이어질 경우도 있을 수 있다(van der
Linde et al. 2001.) 이는 지역적 수준에서의 보호지역
기관/관리자 간 협력과 지역공동체 및 시민사회의 참여가
있어야만 구상의 계속적 성공이 보장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보호지역 관리자들은 지역 내 특정 관리
사안들에 대처하기 위해 비공식적인 접촉과 협력을
수행하거나, 관리이사회에서 서로의 대표를 출석시키는
등의 노력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모두 관계당사자간
신뢰와 믿음을 구축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규모가 크고 핵심적인 결정은
고위급 정부 당국자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
때문에 TBCA의 성공을 위해 정치적 의지, 장기적 헌신,
모범적 거버넌스도 필수적이다.

오늘날 보호지역은“사람이 있는 공원”으로서 홍보되고
있으며, 따라서 접경보호지역을 포함한 모든 보호지역은
계획, 관리, 의사결정을 수행함에 있어 참여적 접근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보호지역이 제공하는 관리,
환경서비스 등 측면의 혜택을 지역공동체가 수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지속가능성과 생태적 균형을
고려하고 있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생태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제도적 이해관계들이 연관되며,
이들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TBCA를
다른 보호지역과 구별하는 점은 TBCA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부문간 공동목표 뿐
아니라, 관련된 생태계 전체를 포함하여 국경을 초월하는
범위에서의
공동목표를
모색한다는
데에
있다.
자연스럽게도 국경을 초월한 협력은 이해당사자의
복잡성과 문제사안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잠재적
해결책들도 제시한다. 국경경찰, 농업가, 관광업체 등
부문에 걸친 소통은 자연보전과 지역개발에 있어 많은
긍정적 결과들로 이어질 수 있다. 천연자원을 놓고
이루어지는 갈등에 대해서도 접경지역 접근을 통해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있다(Hamilton et al. 1996).
관광의 측면에서는 TBCA의 개방된 국경, 명칭의 공유,
양국의 언어(또는 다국어)로 명기된 안내판 및 홍보자료,
공동 정보센터 설치 등을 통해 해당지역 전체를
“단일한” 단위로서 제시하는 조치는 해당지역에 대한
“특수한” 인식을 조성한다. 관광객은 한 곳을 방문하여
두 개 이상의 나라를 방문할 수 있다는 데에서 매력을 느낄
뿐 아니라, 해당국가들이 책임을 분담하고 있는 공동의
유산으로서 보여지는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 가지게
된다. 앞서의 장들에서 제시된 거의 모든 사례연구들은
홍보활동에 있어서의 강력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 혜택
TBCA는 정치적으로 구축되어서 많은 경우 공동체를
가르고 이산가족을 양산한 경계에 걸쳐서 입지한다.
국경을 초월한 모범적 협력는 통관과 이민 규정을 보다
“관대하게”만들어주어 인적 순환을 활성화시키고
가족들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TBCA는
비공식적 모임을 하고, 친분을 쌓으며, 보호지역 관리인력
운동회가 열리고, 지역 농산물, 특산품 등이 판매되고
홍보되는 등 사회적 행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인 경우가
많다. 이런 행사들은 인접국의 문화, 역사, 언어에 대해
알게되고 협력에 대한 적극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중요하다.
레인저의 훈련과 보호지역 관리인력의 사기 진작을 위한
기회 역시 접경지역 구상의 맥락에서 강화될 수 있다
(Hamilton et al.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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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적, 사회적, 정치적 혜택을 위한 경제적
유인
전 세계의 수많은 사례에 있어 접경지역은 경제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중앙정부로부터 먼 거리, 자연에 기반하는
관광업을 위한 기반시설의 미개발, 인접국과의 정치적
갈등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다.
TBCA는 특히 관광업의 발전을 유도하여 접경지역이
경제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자연에
기반하는 관광(nature-based tourism)은 국제적 여행
수요의 20%를 차지하며, 일반적 관광부문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Mittermeier et al. 2006.) 이는
잠재적으로 국가와 지역공동체 모두에게 큰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나, 그를 위해서는 그 개발이 신중하게 계획 및
시행되어야 한다.
TBCA에 참여하는 국가 간의 성공적인 협력, 해당 지역에
대한 공동 홍보 및 해당 지역이 “단일한” 지역이라는
인식의 확대는 관광객뿐 아니라 원조기구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간다. TBCA는 외부의 자금지원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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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의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대형 국제원조단체들이
특정 프로젝트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지만, 프로젝트가
종결되고 나면 상황이 다시 그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TBCA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소유권을 가졌다는 인식을 가짐으로써, 협력과정에
대한 필요와 그 혜택을 절감하지 못하면 TBCA의 성공
가능성도 그만큼 낮아진다. 참여국 정부, 민간부문,
원조기구 등이 자금을 조달하는 특별 공동기금, 협력예산
등의 도입은 TBCA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가능성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기금을 통해 확보된
자금은 공동 연구사업, 지도작성, 인력교육, 공동 워크숍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창출된 수익의
공유 역시 중요하다(예: 국경을 접하고 있는 관련당사자
간 입장료의 균등분배). TBCA가 올바르게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리인력이 TBCA의 강화에 할애하는
시간에 관리계획, 예산할당 등의 활동이 수행되어야 한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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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 분야에서의 접경지역 협력는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협력는 일반적으로 큰 도전이 되며, 따라서
공동의 이해관계가 확인된 영역(예: 연구,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방문자 관리 등) 간의 우호적 관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관련 당사자들 간의 신뢰,
관리인력의 헌신, 효율적인 리더십, 적극적인 행동주체
등이 있어야 접경지역 구상의 성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다. TBCA의 기능은 다양한 층위에 작용하며,
그로부터 창출되는 혜택이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능들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TBCA가 사회적, 정치적인 이점 등 어떠한 혜택을
창출하더라도, 그 근본목표는 자연과 생물다양성의
보전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물론 주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참여를 유도하지 않고는 보호지역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생태적 혜택 외의 혜택도
과소평가하거나 무시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보호지역은
고립된 섬이 아니라, 더 광범위한 생태계와 지역적, 국제적
체계 내로 통합되어야 하는 단위이다. 각국 간의 외교적
관계 구축은 이러한 구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준다.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관련 현장 및 지역공동체의
관리인력간의 소통을 촉진하고,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며,
인접국간 우호적인 정치관계를 구축하고, 평화에 기여하는
넓고 연속적 서식지인 TBCA는 자연을 보전하고 후세를
위해 자연적 서비스를 보호하려는 전 세계적 노력에 있어
귀중한 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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