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보호지역 통합 관리 체계
복합 지정된 국제보호지역의 조화로운 관리:
람사르습지,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

전체 개요
토머스 샤프, 다이애너 클레이모트 로드리게스 공저

IUCN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은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회원제 연맹입니다. 약 1,300개의 회원 기관으로부터 경험 및 자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1,600여명의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조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IUCN은 자연계의 위상과 그 보호 조치에 있어서 명실공히 세계적인 권
위를 보유한 기관입니다.

www.iucn.org
람사르협약
습지에 관한 협약, 통칭 『람사르협약』은 습지 및 그 자원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행동과 국제 협력 체제를 제공하는
정부간 조약입니다. 『람사르협약』의 사명은 “지역 및 국가 행동과 국제 협력을 통해 모든 습지를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하여 전 세계적
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협약체결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3대 원칙”을 따르기로 약속합니다. 1) 자국내 모든

국제보호지역 통합 관리 체계

습지의 현명한 이용을 위해 노력하고, 2)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목록(이하 “람사르 목록”)」에 적합한 습지를 등재하여 이를 효과적으
로 관리하며, 3) 초국경습지, 공유습지시스템, 공유생물종 등에 관해 국제적으로 협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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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지정된 국제보호지역의 조화로운 관리:
람사르습지,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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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1972)』은 지구상의 어떤 장소가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인류 공통의 유산
이 될 수 있을 만하다는 점을 인정해 주는 체제입니다. 오늘날 총 191개국이 『세계유산협약』을 준수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규명과 보호라는 인류 공통의 사명을 띤 국제사회의 연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자연보전과 문화지
역 보존의 개념을 연계한다는 점에 있어서 특별합니다.

전체 개요

whc.unesco.org
인간과 생물권(MAB)계획 산하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MAB 계획』은 1971년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내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지역을 중심으로 출범하여, 생물권 자원의 보전과

토머스 샤프, 다이애너 클레이모트 로드리게스 공저

지속 가능한 이용, 그리고 인간과 환경 간의 전반적인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 안에서 그 근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취한 행동의 결과로 인해 미래 세계가 겪게 될 영향을 예측하며, 이를 토대로 인간과 자연 모두의 안녕을 위해 자연자원을 효
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간의 역량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www.unesco.org/new/en/natural-sciences/environment/ecological-sciences/man-and-biosphere-programme/about-mab/
지구과학과 국제지질공원 계획 산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능발전의 개념을 총체적으로 적용하여 관리하는 곳을 말합니다. 지역 사회가 참여하면서 환경보전과 지속가능발전을 통합하려는 「세계
지질공원네크워크」의 상향식 접근이 점차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www.unesco.org/new/en/natural-sciences/environment/earth-sciences/global-geoparks/
대한민국 환경부
환경부의 사명은 환경오염의 위협으로부터 국토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들로 하여금 주변의 자연환경과 맑은 물, 깨
끗한 하늘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보호하고자 하는 전 세계적 노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
로 합니다. 환경부는 환경 관련 법규의 제·개정, 환경 제도의 도입, 환경 관리 체제의 확립, 환경 보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이행, 규제 기준 마련, 지방 정부의 환경 관리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남북한 간 환경 협력, 대외 환경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eng.me.go.kr/eng/web/main.do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반도 연안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1,845.55km2의 면적에 63만 명 가량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대한민국 중앙정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 받아 “특별자치도”로 승격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 경관을 보유한 대중적인 휴양지이
며, 세계 각 지역으로부터 연간 1,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동일 지역에 대해 4대 국제보호지역, 즉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및 람사르
습지(총 5개)가 중첩되는 지역입니다. 이처럼 제주도는 이 분야의 선도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복합 지정된 국제보호지역의 관리와 운영
개선은 제주도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제주도는 ‘청정’과 ‘공존’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많은 주민들과 함께 더불어 설계한 미래 비전
을 활용하여 자체적인 개발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미래 계획은 이러한 핵심 가치에 기초하여 현안을 해결하

작성 협력기관

고 정책을 입안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english.je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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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질공원」이라 함은 지리적으로 통합된 단일 지역으로서 그 지역과 경관이 지닌 국제 지리학상의 중요성에 대해 보호, 교육, 지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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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이 책에 서술한 지리적 실체의 지칭, 관련 자료의 제시는 특정 국가나 영토, 지역의 법적 지위나 권한, 또는 그 경계의 획정에 대한

IUCN은 국제 보호 메커니즘을 통해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연 지역을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처음으로

세계자연보전연맹, 람사르협약사무국, 유네스코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인지한 기구입니다. 1966년 개최된 제9차 총회 당시 온 인류에 있어 귀중한 지역을 지정하는 법적 메커니즘을 논하던 중 “세계유산”
이라는 용어를 세계 최초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IUCN과 유네스코의 이러한 아이디어는 유네스코의 『1972년 세계유산협약』 체결로

이 책에 제시되어 있는 관점은 반드시 세계자연보전연맹, 람사르협약사무국 및 유네스코사무국의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이 책은 제주특별자치도와 대한민국 환경부의 일부 지원 하에 발행되었습니다.

이어져, 뛰어난 자연 경관과 역사 유적의 보호를 위해 국제 사회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IUCN 은 1971년 발효된
『습지에 관한 람사르협약』의 체결과 이행을 지원함에 있어 중요한 일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1987년 람사르사무국은 스위스 글랑에
있는 IUCN본부에 입주하여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발행:

IUCN, Gland, Switzerland

저작권:

© 2016 세계자연보전연맹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교육 및 비영리 목적의 제본은 출처를 명시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재판매 또는 기타 상업적 목적의 제본을 금합니다.

IUCN 회원국들은 전 세계의 보전 공동체에 양 협약의 이행에 대한 지지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1984년 『생물권보전지역 시행
계획』 작성 당시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고, 1986년에는 『생물권보전지역을 위한 세비야 전략』의
조기 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최근에는 2008년과 2012년에 지구상의 지질다양성 및 지질유산의 보호와 관리에 대해 결의하였습니다.
2004년 『세계지질공원네트워크』의 사무소에 일원으로 참여한 이후로 IUCN은 새로이 창설된 『유네스코 국제지구과학 및 지질공원
계획』에 지속적인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인용:		Schaaf, T., Clamote Rodrigues, D. (2016). 『복합 지정된 국제보호지역의 조화로운 관리: 람사르습지,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요약 보고서. 스위스 글랑:IUCN. 20 pp.

국제보호지역 지정 메커니즘은 저마다 다른 특징과 초점을 가지고 있지만, 소중한 자연 지역의 적절한 관리와 보전이라는 전반적인
목표를 공통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IUCN은 「람사르습지」,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지정을 통해

표지사진:

상단: 갈라파고스 군도 (에콰도르):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 람사르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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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하단: 제주도 (대한민국):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 © 제주특별자치도

			

중간 하단: 응고롱고로 (탄자니아합중국):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 © OUR PLACE 세계유산모음집

국제보호지역(IDA)에 대한 IUCN의 염려는 복합 지정된 국제보호지역이 지닌 어려움에 대한 인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우측 하단: 돌로미테 (이태리):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

람사르협약 사무국 및 유네스코 사무국과 협력하여 복합 지정된 국제보호지역(MIDA)의 조화로운 통합 관리 가능성에 대한 지침서

			

© Iain Simpson(CC BY –SA 2.0)

준비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12년 제주도에서 개최된 <IUCN 세계환경보전총회>에서 채택한 「IUCN

구성:

Guilder Design, www.guilderdesign.com

람사르협약과 유네스코가 수행하는 특별하고 선구적인 사명을 높이 평가하며, 앞서 언급한 모든 이니셔티브의 효율적 이행을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결의안(WCC 2012 Res 052)」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4대 등재지역이 직접적으로 중첩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요약 및 전체 보고서를 다음 웹사이트에서 이용가능함: https://portals.iucn.org/library/node/46591.
복합 지정으로 인해 국제보호지역이 지니게 되는 다양한 이점 그리고(또는) 문제점과 더불어 실제로 등재지역이 중첩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살펴보면 이처럼 어려운 과제의 본질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모든 IDA, 그 중에서도
특히 MIDA는 보호지역 내 업무를 위한 고무적인 모델로서 최상위 수준의 표준과 관행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IUCN은 MIDA
지원이라는 고유의 지위를 부여 받았습니다. 이 지침서의 발행은 이러한 지역들을 연계하고 통합 관리를 개선하는 데 있어 특히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각기 다른 기관의 국제보호지역 지정 절차를 조절하고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국제보호지역 관리자들, 각국의 이해당사자들, 그리고 『람사르협약』 및 『세계유산협약』의 사무국, 『인간과 생물권 계획』,
『국제지구과학 및 지질공원 계획』은 이 지침서에 실린 권고사항을 적용하고 테스트하여 그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IUCN 세계보호지역위원회(WCPA)

사무총장						

회장

잉거 앤더슨 					

캐시 맥키넌

© 제주관광공사

전체 개요
국제보호지역(IDA)이란 국제 및 지역 차원의 체제를 통해 국제적으로

중첩되어 이중, 삼중, 심지어 사중의 국제 명칭을 보유하고 있다. 이

에는 이처럼 복합 지정된 국제보호지역이 모두 나열되어 있다.

때문에 각각 나머지 3대 수단과는 다르다고 봄이 합당하다.

인정 받는 자연지역을 말한다. 2015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총

지침서의 목적에 맞추어 이러한 지역들을 복합 지정된 국제보호지역

3,313개의 IDA가 『람사르협약』 하의 람사르습지, 『세계유산협약』 하의

(MIDA)이라 칭하기로 한다. MIDA 중에는 생물권보전지역 169

<IUCN 세계자연보전총회(2012년 9월, 대한민국 제주도)>에서

이 지침서는 4대 국제보호지역 지정 기관을 비교하기 쉽도록 각

자연 및 복합유산 또는 문화적경관,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MAB)

개와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겹치는 람사르습지가 215개이고,

채택한 결의안 「WCC-2012-Res-052」의 후속조치인 이 지침서는

기구를 개괄하고 있다. 또한 설립 목적, 주요 목표, 연혁, 법적 체제,

계획』 산하 「세계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내의 생물권보전지역, 『

세계유산지역 100개와 겹치는 생물권보전지역이 109개이다. 또한

MIDA의 관리에 관한 특정 쟁점들을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의

행정상의 준비, 거버넌스 구조 및 기구, 과학자문기구, 정부의 관련

유네스코 국제지구과학 및 지질공원 계획(IGGP)』 하의 유네스코

97개 람사르습지의 전체 혹은 일부 지역이 70개의 세계유산으로

조화로운 관리와 체계적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지방, 국가,

의무 등 4대 기관의 다양한 면모를 약술하고 있다. 등재 신청의 기준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 람사르습지는 2,218

지정되어 있고, 또 다른 람사르습지 22개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국제 차원의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권고사항을 서술하고

각기 다르므로 각 국제보호지역 지정 내역은 저마다의 특수성을

개, 자연유산은 197개, ‘문화 및 자연’ 기준에 의거한 세계복합유산은

일부로서 존재한다. 게다가 16개의 생물권보전지역이 14개의

있다.

지닌다. 이러한 4대 국제보호지역 지정 내역의 차이는 보고 요건과

23개, 세계유산 문화적경관은 95개, 생물권보전지역은 651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15개의 유네스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120개에 달한다.

세계지질공원이 13개의 세계유산과 지역적으로 중첩된다. 이러한

국제보호지역 관련 4대 지정 수단은 모두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이중 지정 외에 삼중, 사중으로 지정된 지역도 있는 실정이다. 이

위한 보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이 지침서는 다양한 국가에서 실시한 총 11개의 사례 연구를 소개하고,

지침서의 부록인 MIDA 일람표(지정 연도, 표면적, 지리적 좌표 포함)

따르지만, 또한 저마다의 목표나 양상, 관리 요건을 갖추고 있기

또한 4대 국제보호지역 명칭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제주도(대한민국)

이 중 총 263개 지역에서 서로 다른 IDA가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모니터링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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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해 특별히 소개한 단원을 통해 MIDA의 관리를 중점적으로

그러나 이러한 지역의 관리에 있어서 다수의 국가 당국이 동일한

논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생물권보전지역」 등재라는 성공을

MIDA를 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기구들의

토대로 각기 상호 보완적인 목적을 지니는 「세계유산목록」과 총 5개의

정책이나 개입을 적절히 조율하는 협력 메커니즘은 고사하고 이를

「람사르습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등재를 순차적으로 달성할

조화시킬 수 있는 법 체제나 행정 체제조차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수 있었다. 4대 국제보호지역 지정 내역을 다루는 제주도 차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협력 부족은 MIDA 관리에 대한 국책기금

조화로운 관리 노력은 다른 국가 및 지역 내의 MIDA 이해당사자들이

및 국제기금 확보 경쟁을 초래할 수도 있다. 더욱이 각 국제보호지역

혜안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정 수단에는 저마다의 주된 목적과 접근법이 존재하는데, 이는
다른 지정 내역의 지리적 규모와 양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4대 지정

람사르습지는 습지 생태계의 구성 요소와 과정, 혜택 및 서비스

기관이 추구하는 정보와 기간 역시 보고 여건 상 차이가 존재하기

관리를 통해, 지구상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인간 생활을

때문에 국제보호지역 관리자와 국가 당국의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

지속하는 데 있어 중요한 습지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게다가 국제보호지역 관리자들은 MIDA 지정을 다루는 훈련을

유지한다.

받는 경우가 드물다. 국가 당국을 통해 국제보호지역 관리자와 4대
국제 사무국 간에 이루어지는 정보의 이동이 항상 매끄러운 것만은

세계유산은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자연 지역 및 문화

아니다. MIDA 지정으로 인해 관광객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지역을 확인하고, 보호하고, 보전하여 미래 세대에 전하는 역할을

해당 지역들의 환경적 온정성을 해치기도 한다. 또한 토지 이용을

수행한다.

제한하거나 드물게는 지역 사회 혹은 토착민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역 사회나 토착민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도

생물권보전지역은 생물학적·문화적 다양성의 조화로운 관리와

있다. 다양한 형태의 인정이 중첩되면서 각 국제 명칭의 의의에 대해

보전, 지역 사회의 노력, 건실한 과학적 기반 등에 바탕을 둔 경제·

지역 사회나 방문객이 혼란을 느끼기도 하고, 혹은 어느 한 가지 국제

사회적 발전을 추구한다.

명칭의 “상위 가치”로 인해 “하위 가치”로 인정받는 다른 국제 명칭의
의의가 퇴색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IDA와 MIDA의 수가 계속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유산의 보전에 대한 상향식 접근의

늘어남에 따라 국제보호지역 지정의 효과 자체가 약화될 수도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보전, 지역 사회의 지원, 홍보, 지속가능발전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가치 있는 지리적 지역 간의 국제 협력을 증진한다.

MIDA 관리 시스템 개선은 다양한 국제보호지역 지정 내역 간의
상호 보완과 시너지 창출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국제보호지역의 관리 면에서 볼 때 둘 이상의 국제보호지역 명칭을

이 지침서는 지방의 MIDA 관리자, 국가의 4대 국제보호지역 지정

보유한 지역에는 몇 가지 장점이 있다. 다수의 국제 등재를 달성하면

수단 담당 기관 및 이해당사자(중앙 관계부처 및 산하 기관 등), 4

자연지역이 지닌 다양한 가치가 국제 무대에서 강조되기 때문에 해당

대 국제보호지역 지정 수단의 의결 기구 및 각 사무국이라는 세 가지

지역은 외부 압력에 대한 회복력을 배가할 수 있게 된다. 보전 문제와

유형의 대상에 초점을 둔 많은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의 연계는 4대 국제보호지역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국제보호지역의 보전과 관리에 있어서 지역 사회를
포용하고 지역민의 참여를 도모할 수 있다. MIDA 등재를 달성하면
국제보호지역 관련 연구, 교육, 대중 인식 제고의 의의를 강조하게
되고, 국경을 넘어선 협동, 국제보호지역 간의 연계, 세계적 지식
공유,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국가와 국제
차원에서 MIDA는 기관 간의 협력 강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다수의
등재를 달성하면 국가 차원의 국제보호지역 관리 기금 조성에 도움이
되거나 국제 공여 단체로부터의 자금 지원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국가적 인지도와 국제보호지역의 국제 위상 제고에
기여하며, 이에 따라 관광 및 지방 브랜드 상품의 마케팅을 통해 해당
지역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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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보호지역 관리자를 위한 조언
✱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라

✱ 커뮤니케이션, 교육, 인지 제고를 추진하라

국제보호지역의 직원과 지역의 기타 이해당사자들을 위한 사내 훈련의

국제보호지역 관리자와 국가 당국은 MIDA에서 해당 지역의 복합

일부로서 4대 국제보호지역 지정을 통해 창출할 수 있는 시너지의

지정을 추진할 자원과 전문성을 결합하여 환경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특수성과 유사성, 잠재력 등에 관해 국제보호지역 관리자들을

교육·인지 제고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훈련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을 제도화해야 한다.

✱ 관광 및 방문객 수를 관리하라
✱	모든 국제 지정 내역을 위해 국제보호지역
차원에서 공동 협력 메커니즘을 구상하라

MIDA를 보전하고 환경의 온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방문객 수를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관광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여

등재지역 차원에서 모든 국제보호지역 지정 내역에 대해 충분한 관리

이행해야 한다. 관광 활동은 해당 지역에 부여된 모든 국제보호지역

역량과 의사결정 역량을 지닌 공동의 협력 메커니즘을 제도화하기

지정 내역과 양립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 메커니즘은 각 국제보호지역 지정의
목적과 요건 준수를 담당하게 한다.

✱	국제보호지역의 가치를 전할 브랜드를 개발하고
홍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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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계획을 개선하고 업데이트하라

MIDA와 관련된 브랜드 개발을 통해 국제보호지역이 지닌 가치를

국제보호지역으로서 다수의 국제 명칭을 보유하게 되면 정합적이고

합당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정보의 산물과 활동으로 변화시키는 데

단일화된 신규 관리 계획을 작성하여 (이미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성공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제보호지역의 가치를 홍보하고

업데이트하여) 각 지정 내역의 목적과 요건을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방문객을 교육시킬 수 있다. 또한 국제보호지역 지정과 관련된 로고와

해야 한다.

의의를 각 등재지역마다 전시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지역 사회와 토착민을 포용하고 그들의 권리를 ✱	국제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인지를 제고하기 위해
방문객 센터를 활용하라
존중하라
다양한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통해 MIDA의 기획과 관리에 지역

지역 사회와 대중, 정책 결정권자들의 인지를 제고하기 위해 방문객

사회와 토착민을 전적으로 포함시키고 그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센터와 교육 활동을 활용해야 하며, 국제보호지역이 보유한 여러

국제보호지역의 환경 보전으로 인해 구체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형태의 국제 명칭과 각 명칭의 일차적 목적을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해야 한다. 토착민의 권리를 고려할 때에는 모든 MIDA 과정에서 ‘자유

홍보해야 한다.

의사에 따른 사전 인지 동의(FPIC)’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Angel Omar Ortíz Moreno

국가 당국과 담당 기관을 위한 조언
✱ 최적의 국제 명칭을 선택하라
MIDA를 보유하게 되었다 해서 반드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	지역과 국가를 넘어 보전 정책과 제도적
메커니즘을 조율하라

이러한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먼저 국가

국경을 초월한 MIDA 또는 동일 국가 내의 다른 도 또는 주에 걸쳐

당국은 국제보호지역이 각 지정 내역의 특성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지정된 MIDA의 경우에는 여러 당국 간의 환경 정책과 국제보호지역

장점을 구체적으로 비교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최적의

보전 정책, 제도적 메커니즘을 일원화해야 한다.

국제보호지역 명칭을 선택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최적 브랜드 및
마케팅을 명확히 하고 관리 효과와 거버넌스 체계를 개선하는 데

✱ MIDA에 있어 효과적인 법 체제를 보장하라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IDA 또는 MIDA를 계획 중인 국가는 국제보호지역을 위해 국가
수준의 효과적이고 조화로운 법적 체제를 확립하여 보전과 관리

✱ 국제보호지역 지정의 부가가치를 평가하라

면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각 국제보호지역 명칭은 그 구체적 특성 덕분에 특정한 상황 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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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에게 부가가치를 부여하고 국제보호지역의 보호와 관리 증진을

✱ 기금 조성을 위한 노력에 있어 협력하라

위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MIDA를 담당하는 국가 당국과 국제보호지역 관리자는 각 국제 명칭

부가가치는 조심스럽게 검토되어야 하며, 따라서 새로운 국제 지정에

간의 상보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제보호지역의 관리와 보전

대한 제안이 있을 경우에는 각 부가가치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증진을 위한 외부의 재정 지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같은 기금

것이다. 추가 국제 지정에 관해서는 국가의 모든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조성의 노력은 서로 협력적이어야 하고, 각 국제보호지역 명칭의 보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

목적을 모두 고려해야 할 것이다.

✱ 국제보호지역 지정의 효과를 모니터하라

✱	MIDA를 지원하는 다양한 지역 공동체의

MIDA를 담당하는 국가 당국은 각 국제 명칭이 환경 보전,

전문성을 활용하라

지속가능발전, 자원의 이용, 지역 사회의 포용 및 혜택 공유에 있어서

MIDA를 책임지는 국가 당국은 각 지정 내역을 지원하는 다양한 지역

해당 등재지역에 효과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비판적으로

공동체가 지닌 방대한 양의 전문성을 공유하여, 학문 간에 그리고

평가해야 한다.

초학문적으로 국제보호지역의 보전, 관리, 교육 활동 등에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여러 당국 간의 협력과 정보 공유를 증진하라
MIDA를 담당하는 국가 당국이 다수일 때에는 국제보호지역 관리와
정보 공유, 보고 등을 개선하는 데 적합하고 효과적인 협력 구조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람사르습지와 유네스코 유산 지역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을 일원화하면 노력과 비용의 중복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이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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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보호지역 지정 기관을 위한 조언
✱	지정 기관 간의 협력 및 정보 교류를 증진하라
람사르와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을 담당하는 4대 지정 기관은 상호

✱	국제보호지역 선정과 보고 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하라

협력에 관한 기존의 합의를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이를 업데이트하여

4대 사무국 및 산하 전문 그룹, 그리고 자문 기구는 다양한 유형의 등재

MIDA의 혜택을 상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청을 조화롭게 처리하기 위해 MIDA 후보지 및 국제보호지역과
관련된 정보(국제보호지역 지정 관련 서류, 정기 보고서, 보전의 현재

✱ 사무국 간에 정기 회의를 개최하라

상태에 관한 보고서 등)를 일상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4대 사무국은 정보 교류, MIDA 관련 공동 데이터베이스 유지, 현저한
위해나 위험에 직면한 국제보호지역 지원, 기타 정책 및 프로젝트, 활동
논의를 위해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공동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	각 국제보호지역 지정 내역의 운영에 대한
공동의 역량 강화 활동을 조직하라
4대 사무국은 각 국제보호지역 명칭의 특정 특성들에 대해
국제보호지역 관리자, 국가의 담당 기관, 이해당사자들을 위한 공동의

✱ 지정 기관의 관리 회의에 상호 참여하라

역량강화 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각 지정 기관의 대표단(사무국 및 관련 자문 기구 포함)은 MIDA 관련
정보의 흐름과 MIDA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의의 일관성을 촉진하기
위해 4대 국제보호지역 지정 수단의 관할 기구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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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보호지역 수준에서 공동 프로젝트와
네트워킹을 실시하라
국제보호지역 지정 기관은 각자의 전문성과 지원 역량을 통합하여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등재지역 수준의 공동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 MIDA의 최신 목록을 유지하라

MIDA 간의 짜임새 있는 네트워킹을 증진해야 한다.

협력의 기본 요건으로 「보호지역에 관한 IUCN/UNEP-WCMC 세계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이상적으로 통합된 「MIDA 온라인 목록」을
공동으로 작성하여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는 4대 사무국의 자체
집안정리(Clearing house) 기능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	브랜드화 및 소통에 관한 조화로운 전략을
수립하라
국제보호지역 지정 기관은 각 국제보호지역 명칭의 브랜드화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되 경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각 명칭의

✱ 보고를 조율하고 공동 모니터링을 실시하라

부가가치를 홍보하고 협력 및 시너지 활동의 잠재력을 강조하는 데

MIDA와 관련하여 지정 기관에 대한 보고를 조율해야 하는 이유는

중점을 두어야 한다.

어느 한 국제 명칭의 보고 요건이 나머지 명칭의 보고 요건에 반영되는
경우엔 보고의 내용이 중첩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이 비용 대비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조율은 보고의 질을 높이고 공동의
기술 평가 및 모니터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현재 몇몇 MIDA에서
공동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확장하여 모든 MIDA에
일관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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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참조 웹사이트

(1) Ramsar Convention (람사르협약)
■

Home page: www.ramsar.org/

■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 (Convention text):
www.ramsar.org/sites/default/files/documents/library/scan_certified_e.pdf
■

The Ramsar Sites Criteria: www.ramsar.org/sites/default/files/documents/library/ramsarsites_criteria_eng.pdf

■	
The List of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www.ramsar.org/sites/default/files/documents/library/sitelist.pdf
■	
Ramsar Sites Information Service: rsis.ramsar.org/
■

Ramsar handbooks and manuals: www.ramsar.org/resources/ramsar-handbooks-and-manual

■	
The Ramsar Communication, Education, Participation and Awareness (CEPA) Programme:
www.ramsar.org/activity/the-ramsar-cepa-programme
■	
Other important documents and publications related to Ramsar Sites: www.ramsar.org/library
Contact address:
Ramsar Convention Secretariat, Rue Mauverney 28, CH-1196 Gland, Switzerland
Tel: +41 22 999 0170 Fax: +41 22 999 0169
E-mail: ramsar@ramsar.org Website: www.ramsar.org

(2) World Heritage Convention (세계유산협약)
■

Home page: whc.unesco.org/

■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Convention text):
whc.unesco.org/en/conventiontext/
■	
The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whc.unesco.org/en/guidelines/
■	
World Heritage List: whc.unesco.org/en/list/
■	
World Heritage State of Conservation (SOC) Information System: whc.unesco.org/en/soc
■	
World Heritage Periodic Reporting: whc.unesco.org/en/periodicreporting/

(3) UNESCO Man and the Biosphere (MAB) Programme (유네스코 인간과생물권계획)
■	Home page:
www.unesco.org/new/en/natural-sciences/environment/ecological-sciences/man-and-biosphere-programme/
■	The Seville Strategy for Biosphere Reserves and Statutory Framework of the World Network of Biosphere Reserves:
unesdoc.unesco.org/images/0010/001038/103849Eb.pdf
■	Directory of the World Network of Biosphere Reserves (WNBR)
www.unesco.org/new/en/natural-sciences/environment/ecological-sciences/biosphere-reserves/world-network-wnbr/wnbr/
■	MAB Capacity-building and Partnerships:
www.unesco.org/new/en/natural-sciences/environment/ecological-sciences/capacity-building-and-partnerships/
■	MAB publications: www.unesco.org/new/en/natural-sciences/environment/ecological-sciences/related-info/publications/
■	MAB education materials:
www.unesco.org/new/en/natural-sciences/environment/ecological-sciences/capacity-building-and-partnerships/
educational-materials/

■	
World Heritage Fund: whc.unesco.org/en/world-heritage-fund/

■	Periodic Review Form:
www.unesco.org/new/en/natural-sciences/environment/ecological-sciences/biosphere-reserves/periodic-review-process/

■	
International Assistance: whc.unesco.org/en/intassistance/

■	Biosphere Smart portal: www.biospheresmart.org/

■	
UNESCO World Heritage and Sustainable Tourism Programme: whc.unesco.org/en/tourism/

■	Other important documents and publications related to Biosphere Reserves and the MAB Programme:
www.unesco.org/new/en/natural-sciences/environment/ecological-sciences/related-info/publications/mab-official-documents/

■	
Other important documents and publications related to World Heritage sites: whc.unesco.org/en/publications/
Contact address:
World Heritage Centre, UNESCO, 7, place de Fontenoy, F-75352 Paris 07 SP, France
Tel: +33 1 45 68 24 96 Fax: +33 1 45 68 55 70
E-mail: wh-info@unesco.org Website: whc.unesco.org

Contact address:
Man and the Biosphere (MAB) Programme Secretariat, Division of Ecological and Earth Sciences, UNESCO,
7, place de Fontenoy, F-75352 Paris 07 SP, France
Tel: +33 1 45 68 40 67 E-mail: mab@unesco.org
Website: www.unesco.org/new/en/natural-sciences/environment/ecological-sciences/man-and-biosphere-programme/

(4) UNESCO Global Geoparks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5) 다른 참조 사이트

■	Home page:
www.unesco.org/new/en/natural-sciences/environment/earth-sciences/global-geoparks/

■	
ASEAN Heritage Parks:
chm.aseanbiodiversity.org/index.php?option=com_wrapper&view=wrapper&Itemid=110/

■	Evaluation documents A and B:
www.globalgeopark.org/aboutGGN/Documents/9995.htm

■	
Bern Convention:
www.coe.int/de/web/bern-convention/presentation

■	Guidelines and Criteria for National Geoparks seeking UNESCO’s assistance to join the Global Geoparks Network (GGN):
www.unesco.org/new/fileadmin/MULTIMEDIA/HQ/SC/pdf/Geoparks_Guidelines_Jan2014.pdf

■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www.cbd.int/

■	Statutes of the International Geoscience and Geoparks Programme and UNESCO Global Geoparks:
www.unesco.org/new/fileadmin/MULTIMEDIA/HQ/SC/pdf/IGGP_EN_Statutes-and-the-Guidelines.pdf
■	List of UNESCO Global Geoparks:
www.unesco.org/new/en/natural-sciences/environment/earth-sciences/unesco-global-geoparks/list-of-unesco-global-geoparks/
■	Global Network of National Geoparks:
www.globalgeopark.org/
Contact address:
Section for Earth Sciences and Geo-hazards Risk Reduction
Division of Ecological and Earth Sciences
UNESCO
7, place de Fontenoy
F-75352 Paris 07 SP
France
Tel: +33 1 45 68 41 17
E-mail: pj.mckeever@unesco.org
Website: www.unesco.org/new/en/natural-sciences/environment/earth-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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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D Aichi Targets:
www.cbd.int/sp/targets/
■	
European Diploma for Protected Areas:
www.coe.int/en/web/bern-convention/european-diploma-for-protected-areas
■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www.fao.org/giahs/en/
■	
GLOCHAMORE project:
www.unesco.org/new/en/natural-sciences/environment/ecological-sciences/specific-ecosystems/mountains/glochamore/
■	
GLOCHAMOST project:
www.unesco.org/new/en/natural-sciences/environment/ecological-sciences/specific-ecosystems/mountains/glochamost/
■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
www.iucn.org/
■	IUCN Green List of Protected and Conserved Areas:
www.iucn.org/theme/protected-areas/our-work/green-list
■	
IUCN Library System:
portals.iucn.org/library/dir/publications-list
■	
IUCN publications linked to advice on nominations for World Heritage sites:
www.iucn.org/theme/world-heritage/our-work/advisory-role/nominations
■	
IUCN World Heritage Outlook:
www.iucn.org/theme/world-heritage/our-work/iucn-world-heritage-outlook
■	
Natura 2000:
ec.europa.eu/environment/nature/natura2000/index_en.htm
■	
United Nations Information Portal on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InforMEA):
www.informea.org/
■	
UN Sustainable Development Knowledge Platform:
sustainabledevelopment.un.org/
■	
World Database on Protected Areas (WDPA) – Protected Planet:
www.protectedpla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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