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서비스 측정,
모델링, 가치평가 도구
중요생물다양성 지역, 세계자연유산 지역, 보호지역을 위한 가이드라인
레이첼 A. 뉴가튼, 페니 F. 랭해머, 엘레나 오시포바, 케네스, J. 백스타드, 니르말 바가바티, 스튜어트 H.M. 부차트, 나이젤
두들리, 비토리아 엘리엇, 레아 R. 거버, 클라우디아 구티에레츠 아렐라노, 카산드라 조이카 이바니치, 마리안 케투넌, 리사 맨들,
제니퍼 C. 메리먼, 마크 멀리건, 켈빈 S.-H. 페, 시아라 로드셉-헌, 다리우스 J. 세먼스, 수 스톨튼, 사이먼 윌콕
그레이그 그로브스(Craig Groves), 시리즈 에디터(Series Editor)

Best Practice Protected Area Guidelines Series No. 28

세계자연보전연맹 세계보호지역위원회(IUCN WCPA)의 보호지역을 위한 우수사례 가이드라인 시리즈
세계자연보전연맹(이하 ‘연맹’) 세계보호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의 보호지역을 위한 우수사례 가이드라인은 보호지역 관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세계적 권위를 가진 자료이다. 이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보다 잘 이행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전문가들의 협업으로 탄생한 이
가이드라인에는 연맹에서 전반적으로 받아들인 교훈과 조언이 담겨 있다. 이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기관과 개인은 현장에서 보호지역 체계를
효과적이고,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개발하고, 실무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 또한 기를 수 있다. 나아가 각 국의 정부, 보호지역 관련기관, 비정부기구(NGO), 지역공동체, 민간 부문 협력업체는 각자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으며, 특히 생명다양성협약의 보호지역 실행계획을 이행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 전문 확인: www.iucn.org/pa_Guidelines
보조 자료 확인: www.cbd.int/protected/tools/
지구보호 능력 개발 활동 참여: www.protectedplanet.net/

세계자연보전연맹 -보호지역의 정의, 관리 범주, 거버넌스 유형
연맹에서 정의하는 보호지역이란?
법률 또는 기타 효과적인 수단을 통해 생태계서비스와 문화 가치를 포함한 자연의 장기적 보전을 위해 인식, 지정, 관리되는 지리적으로 한정된 공간
상기 정의는 다음과 같은 6개의 관리 범주(1개 하위 개념 포함)로 확장되며,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Ia. 학술적(엄정) 보호구역: 생물다양성 및 가능한 지리·지형적 특성을 위해 엄정히 보호되며, 보전가치의 확실한 보호를 위해 인간의 방문과
이용, 영향이 통제되고 제한된다.
Ib. 원시야생지역: 보
 통 변형되지 않거나 약간의 변형만 있는 광범위한 지역으로, 인간의 영구적이거나 중대한 거주 없이 자연의 특성과
영향력이 유지되고, 자연 상태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호 및 관리된다.
II. 국립공원: 특징적인 생물종과 생태계를 가진 대규모 생태계 과정을 보호하는 자연상태 혹은 자연과 가까운 상태의 광범위한 지역으로, 환경·
문화적으로 양립 가능한 정신, 과학, 교육, 휴양, 방문의 공간이기도 하다.
III. 자연기념물: 특
 정 자연 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해 따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형, 해산, 해저동굴, 동굴과 같은 지리적 특징을 갖거나 고대의
숲과 같은 생태적 특징을 갖는다.
IV. 종 및 서식지관리지역: 특정 종이나 서식지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관리할 때 해당 우선 사항이 반영된다. 종 및 서식지관리지역 중 다수는
특정 종 및 서식지의 필요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정기적이고 능동적인 간섭이 필요하나 본 범주의 요구사항은
아니다.
V. 육상·해상 경관 보호지역: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생태적, 생물적, 문화적, 경관적 가치를 지닌 차별적 특성을
만들어 낸 지역으로, 이러한 상호작용의 온전함을 보호하는 것이 해당 지역과 연결된 자연보호 및 기타 가치를
보호하고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지역이다
VI. 자원관리보호지역: 생
 태계와 함께 연관된 문화 가치와 전통적 천연자원 관리 시스템을 보호하는 지역으로, 일반적으로 광범위하며 대개
자연상태에 있다. 일부 지역은 지속 가능한 천연자원 관리하에 있으며, 자연보호와 양립 가능한 낮은 수준의 비산업적
용도로 천연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 중 하나로 삼는다.
상기 영역은 주 관리 목표를 중심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해당 보호지역의 3/4 이상에 적용 가능하여야 한다(75% 규칙).
관리 영역은 거버넌스 유형 분류체계와 함께 적용된다. 거버넌스 유형이란 해당 보호지역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누가 갖는가를 다루는 개념이다.
연맹은 다음 네 가지 거버넌스 유형을 정의한다.
타입 A. 정부에 의한 거버넌스: 연방 혹은 국가 수준의 정부부처나 기관, 국가보다 하위 수준의 부처나 기관, 정부가 위임한 기관(예: NGO)
에서 관리한다.
타입 B. 공유 거버넌스: 국
 경 간 거버넌스(두 개 이상의 국가 간 공식 및 비공식 약정), 협력적 거버넌스(다양한 주체와 기관이 함께 일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 공동 거버넌스(다수의 위원회 혹은 기타 다자 거버넌스 기관).
타입 C. 사유 거버넌스: 개
 별 토지소유자에 의해 수립되고 운영되는 보전지역으로, 비영리 단체(예: NGO, 대학) 및 영리 단체(예: 기업
토지소유자)에서 관리된다.
타입 D. 원주민과 지역공동체에 의한 거버넌스:
원주민 보전지역 및 영토 - 원주민이 수립하고 운영, 공동체 보전지역 - 현지 공동체에서 공표 및 관리
연맹의 정의, 범주, 거버넌스 유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Dudley(2008) 연구를 참조
보호지역 관리 범주 적용 가이드라인 확인 및 다운로드: www.iucn.org/pa_categories
거버넌스 유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Borrini-Feyerabend, et al.(2013) 보호지역 거버넌스: 이해에서 실행까지를 참조. https://portals.
iucn.org/library/sites/library/files/documents/PAG-020.pdf 에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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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자연보전연맹

독일연방자연보전청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

(Bundesamt für Naturschutz, BfN)

IUCN은 세계의 가장 시급한 환경 및 개발 과제에 대한 실용적인

독일연방자연보전청(The German Federal Agency for Nature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돕는다. IUCN의 작업은 자연의 가치를

Conservation) (Bundesamt für Naturschutz – BfN)은

평가하고 보전하며, 그 활용을 효과적이고 공평하게 관리감독하고,

국내외 자연 보전을 담당하는 독일의 중앙 과학 기관이다. 이 기관은

기후, 식량 및 개발 관련 글로벌 과제에 대하여 자연을 바탕으로 한

독일 환경, 자연 보전 및 원자력안전부(BMU)에 모든 자연 보전 및

해결책을 활용하는 것을 중점으로 둔다. IUCN은 과학 연구를 지원하고,

환경 관리 이슈와 국제적 협력 활동에 있어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전 세계의 현장 프로젝트를 관리하며, 정책, 법률 및 우수사례 개발을

지원을 제공한다. BfN은 관련 과학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그

위해 정부와 NGO, UN 및 기업들과 협력한다. 1948년 설립된 IUCN

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며 다수의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은 현재 1,300명이 넘는 정부 및 NGO 회원들과 1만 명 이상의

이 발행물은 Bfn이 BMU의 기금 지원을 통해 지원하는 연구개발

자원활동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가장 다양한

프로젝트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다.

환경 네트워크이다. IUCN의 활동은 50개 이상의 사무소의 약 1,000

www.bfn.de

명의 직원들이 지원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 공공, NGO 및 민간 부문에
수백여 개의 파트너를 두고 있다.
www.iucn.org

자연 및 인간 파트너십을 위한 과학

IUCN 세계보호지역위원회
(World Commission on Protected Areas, WCPA)
IUCN WCPA는 세계 보호지역 전문지식과 관련한 주요 네트워크이다.
이 위원회는 IUCN의 보호지역 프로그램에 의해 관리되고 140개
국가에 걸쳐 1,400명이 넘는 회원이 있다. IUCN WCPA는 정부와

(Science for Nature and People Partnership, SNAPP)

기타 주체들이 보호지역 관련 계획을 세우고 해당 계획이 모든 부문에

SNAPP은 국제자연보호협회(Nature Conservancy, TNC),
야생동물보호협회(Wildlife Conservation Society, WCS), 및
산타바바라 캘리포니아 대학의 국립생태분석종합센터(National
Center for Ecological Analysis and Synthesis, NCEAS),
이 세 기관 간 협력체이다. SNAPP은 자연의 보호와 증진이 인간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하며, 보호지역에 대한 역량 및 투자를

웰빙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개선과 양립할 수 있는 세계를 구상한다.

강화하고 정책결정자들에게 전략적인 자문을 제공하며, 까다로운 문제를

SNAPP의 다학제적 연구 팀은 자금지원, 중립적인 회의 공간 및

해결하기 위해 보호지역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소집한다.

출장, 컴퓨터 관련 및 물류적 지원을 받는다. 이처럼 연구에 용이한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IUCN과 WCPA는 보호지역에 관한 글로벌

환경을 통하여 SNAPP 팀은 정책적 제안과 의사결정 도구 등, 증거

활동의 선두에 있었다.

기반의 확장 가능한 솔루션을 도출하기 위한 특정 도전 과제에 관한

www.iucn.org/wcpa

지식을 빠르게 종합하고 있다. 정부, 국제 기업 및 글로벌 NGO의
관련 의사결정자들이 초기부터 SNAPP 팀에 영입되어, SNAPP의 ‘
과학에서 해결까지’ 접근법의 반응성과 효과성을 지원하고 있다.
snappartnership.net

생물다양성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1993년 12월 발효된 생물다양성협약(CBD)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생물다양성 구성요소들의 지속 가능한 사용 및 유전 자원의 사용에서

공유, 원주민 및 지역사회, 청년, NGO, 여성 및 사업 공동체를 포함한

ASU 생물다양성 센터
(ASU Center for Biodiversity Outcomes)
ASU의 생물다양성 센터 (CBO)는 21세기 시급한 생물다양성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2014년 설립되었다. CBO의 목표는 급속한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전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생물다양성과

생물리학적, 문화적 변화의 시기에 지구의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생태계서비스를 위협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CBD의 제 10

필요한 발견을 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CBO는 지역 및 글로벌

차 당사국 총회가 2010년에 열려, 다섯 개의 전략 목표(Goal)와 20

차원에서 생물다양성에 관한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실행

개의 아이치(Aichi) 생물다양성 세부목표(Target)로 구성된, 2011-

가능한 과학 모델을 활용한다.

2020 기간 생물다양성을 위한 전략적 계획을 채택하고 업데이트했다.

sustainability.asu.edu/biodiversityoutcomes

비롯된 이익의 공평한 분배에 관한 국제 조약이다. 193개의 당사국이
있는 이 협약에는 거의 전 세계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협약은
과학적 평가, 도구, 인센티브와 과정의 개발, 기술 이전 및 우수사례의

이 계획은 생물다양성 관련 협약들 뿐만 아니라 전체 UN 체계를 위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포괄적인 프레임워크가 되고 있다.
www.cbd.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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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생태계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혜택인 생태계서비스를 측정, 모델링,

위에서 언급한 각각의 세 가지 고려사항에 따라 생태계서비스 도구들을

가치평가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최근 몇

분석했다. 집필진은 또한 각각의 도구를 사용하여 어떤 생태계서비스가

년간 다양한 생태계서비스 평가 도구가 개발되었다. 생태계서비스를

평가될 수 있는 지와 그 도구들 간의 주요 차이점을 요약했다.

측정하고 모델링하기 위한 적절한 도구를 선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부록에서, 집필진은 9개의 도구들의 검토 결과와 사례연구들을 간략히

수 있다. 이 문서는 중요생물다양성지역, 세계유산지역, 보호지역을

요약하여 중요생물다양성지역, 세계유산지역, 보호지역에서 어떻게

포함한 생물다양성과 자연 보전을 위해 중요한 지역에서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고 적용 되었는지를 볼 수 있다.

생태계서비스를 측정하거나 모델링하는 데 응용될 수 있는 기존
도구들에 관하여 실무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본

검토된 도구들 중 세 개의 도구들-EST, TESSA, PA-BAT-은

가이드라인은 생태계서비스 평가 도구에 대한 기존 검토내용을

생태계서비스 평가 과정에서 사용자들을 단계별로 안내해주는 PDF

구체화하고 있으나 생물다양성과 자연 보전을 위해 중요한 지역의

문서이다. EST는 질적 또는 양적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시행하기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위한 실용적인 워크시트와 지표, 관련 이슈에 관한 조언, 적용 가능한
도구, 방법 및 모델들의 개요로 구성된 가이드라인 문서이다. PA-

중요생물다양성지역(KBAs)은 생물다양성의 세계적인 지속성에

BAT은 보호지역 및 기타 지역의 생태계서비스 혜택에 대하여 다양한

상당한 기여를 하는 지역을 말한다. 세계유산지역(WHS)은 그곳의

이해관계자들의 시각에 대하여 신속한, 워크숍 주도의 표준화된

뛰어난 자질로 인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간주되고,

평가이다. TESSA는 특정 지역의 자연으로부터 사람들이 받는

이에 따라 특별한 보호를 누리는 자연 지형(features), 형성물

혜택을 평가하기 위한 접근 가능한 가이드라인과 낮은 비용의 방법을

(formations)과 지역을 말한다. 보호지역(PAs)은 생태계서비스,

제공해주는 PDF 매뉴얼이다.

문화적 가치와 관련된 자연의 장기적 보전을 위하여 법적 혹은 기타
효과적인 수단을 통해 지정 및 인지되고 관리되는 명확하게 정의된
지리적 공간을 말한다.

검토된 다른 6개의 도구들은 컴퓨터 기반 모델링 도구다. ARIES
와 MIMES 는 생태계서비스의 시나리오, 공간적 평가 및 경제적
가치평가를 통합하고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이해하고 시각화하기

중요생물다양성지역, 세계유산지역, 보호지역이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에

위해 다양한 생태학 및 경제적 모델들을 통합할 수 있는 모델링

대한 정보는 여러 이유로 유용하다. 그 중에는 이 지역이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InVEST는 사용자가 단순히 데이터를 입력하는 다양한

다양한 혜택의 보호에 대한 지원 강화, 관리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시나리오 하에서, 생물물리학적 혹은 경제적 측면에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 자원의 이용 및 혜택의 공유에 있어 형평을 달성하고, 이 지역들이

지도화하고 수량화하기 위한 정의된 모델 변수들을 가지고 있는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 에 관한 관리의 결과 혹은 정책적 변경을

소프트웨어 모델 집합이다. 코스팅 네이처(Costing Nature)

평가하는 것 등이 있다. 본 문서에서, 집필진은 생태계서비스 평가가

와 워터월드(Water World)는 모델 변수와 모든 요구되는 입력

가능한 다양한 이유들을 요약했으며, 각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 집합들을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의 공간적 분석을 위한 웹

도구들을 확인했다. 집필진은 도구 선정을 안내하고 이해관계자들과

기반 도구로서, 사용자는 오직 관심 분야를 구체화하고 기존 선택된

교류하는 데 있어 생태계서비스 평가의 목적과 목표 범위 설정의

시나리오들 중에서 하나를 고르거나 (예: 토지 사용 및 기후 변화) 혹은

중요성을 검토했으며, 양적 및 질적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구분했고,

그들의 시나리오를 설계하면 된다. SolVES 는 사람들이 문화서비스에

어떤 종류의 평가가 (혹은 모두가) 유용한지 살펴보았다.

부여하는 인지된 사회적 가치들을 확인하고, 평가하고 지도화 할 수

집필진은 (a) 가장 자주 적용되고 (b) (추가) 비용없이 실무자들이

있게 해 주는, ArcGIS에 의존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서, 공간적

사용할 수 있고 (c) 새로운 상황에서도 적용 가능한 (예를 들어, 특정

산출물을 내기 위하여 이해관계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모델들을

국가나 사례 연구에 제한적이지 않은) 9개의 생태계서비스 평가 도구

가동해야 한다.

집합을 비교하였다. 이 9개의 도구들은 30개의 도구들을 폭넓게 검토한
결과 선택되었으며 더 많은 수의 생태계서비스 평가 도구와 접근법에

적절한 도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처하고 있는 구체적인

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출처에 대한 링크도 공유하였다. 집필진은

질문들 및 어떤 종류의 결과와 산출물이 요구되는지가 확인 되어야

위 9개의 도구들을 두 종류로 나누었다. 집필된 단계별 도구와 컴퓨터

하고, 주어진 도구를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성의 수준, 시간 및

기반 모델링 도구이다.

데이터 등의 실용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각각의 도구는 서로
다르지만, 이 도구들은 모두 생태계서비스 관심을 증진시키고 관리 및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위한 적절한 도구의 선택은 다음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다. (1) 평가의 목적 (2) 요구되는
산출물 (질적 혹은 양적, 공간적 혹은 비공간적, 금전적 혹은 비금전적)
(3) 시간, 예산, 데이터 가용성 등의 실무적 고려사항들이다. 집필진은
실무자들이 평가 목표에 있어 도구를 바탕으로 할 수 있게 안내해주는
의사결정 도식, 실무적 고려사항 및 요구되는 산출물의 종류와 함께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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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결정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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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그림 1. 생태계서비스의 개념적 프레임워크

생태계 과정 및 기능
예: 일차생산
생태계서비스
예: 야생 수집 식물
혜택/산물
예: 음식
인간의 웰빙
예: 사회, 경제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
재작성 Haines-Young and Potschin (2010)

자연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를 측정하고 모델링하고

모델링 툴이 포함되어 있다. 생태계서비스 평가 도구 빛 방법에 대해

평가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생태계서비스는 땔감,

좀 더 포괄적인 집합을 보고자 한다면, ValuES Database(www.

어장, 원자재 등의 공급서비스, 기후 조절, 유량 조절, 수질조절 등의

aboutvalues.net/) 혹은 EST (Value of Nature to Canadians
Study Taskforce, 2017)를 참조하라.

조절서비스, 휴양, 경관 가치, 영적 가치 혹은 문화유산이나 정체성을
위한 중요한 가치 등의 문화서비스를 포함한다. 생태계서비스는
토양 형성, 물질순환, 일차생산 등 생태계의 과정과 기능의 결과로서

실무자들은 생태계서비스 측정이나 모델링을 위해 적합한 도구나

생성된다. 생태계서비스는 이후 인간의 웰빙을 지원하며 혜택이나

도구집합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도구들은 다양한 목적으로

상품의 형태로 사람들에게 제공된다. 생태계 기능, 생태계서비스 혜택

제작되고, 다양한 결과를 내며, 시간, 데이터 및 전문성 측면에서

및 인간의 웰빙 간의 관계는 그림 1에 묘사되어 있다.

다른 요구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일반 기준으로 생태계서비스
평가도구를 평가하는 몇 가지 비교연구들이 있다. 최근 몇몇 노력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의사결정 방향을 제시하고 자연 생태계의

중에는 Bagstad et al. (2013), Christin et al. (2016), Healy

보호 및 관리를 지원하여 현재 및 미래 세대를 위한 혜택의 지속가능한

& Secchi (2016), 및 Grêt-Regamey et al.(2017)의 연구가

흐름을 보장한다. 중요생물다양성지역, 보호지역, 세계유산지역은 해당

포함된다. 최근 하나의 검토(Harrison et al., 2018)는 생물물리학,

지역이 가지고 있는 생물다양성뿐만 아니라 탄소를 격리, 저장하고,

사회문화적 혹은 금전적인 생태계서비스 평가 도구를 선택하기 위한

물을 정화하고, 레크리에이션 및 관광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혹은

유용한 의사결정을 제시하지만, 구체적인 모델이나 도구를 비교하지는

정신적 가치를 함유하고, 다양한 기타 혜택을 전달하기 때문에 인류에게

않는다. 또 다른 최근 보고서는 의사결정을 위한 생태계서비스 모델을

가치 있다. 이와 같은 혜택을 정량화하고 지도화(mapping)하는 것은

선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만, 그 안에는 일부 적은 수의 도구들만

관리자들과 의사결정자들이 이 지역의 보전 중요성을 정당화하고,

포함되어 있다(Bullock & Ding, 2018).

새로운 재정지원의 원천을 유치하고, 해당 지역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가장 필요한 곳에 부족한 재정 혹은 인적 자원을 할당할 수

본 문서는 위의 노력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본 문서에서 특히 중점을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두는 점은 UN 생물다양성협약과 IUCN이 인정한 중요생물다양성지역

인간의 웰빙을 지원하는 자연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의식이 고취된

자연의 보전을 위해 중요한 지역들의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지원할 수

이후, 최근 몇 년 간 생태계서비스를 측정하고 모델링하고 평가하기

있는 도구들이다. 본 문서는 실무자들을 위해 이 지역에 의해 전달되는

위한 다수의 도구가 개발되었다. 이 도구 중에는 생태계서비스 지역

생태계서비스를 측정, 모델링, 가치평가하는 기존 도구들에 대한

기반 평가를 위한 툴킷(TESSA; Peh et al., 2017)를 위한 툴킷,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KBAs), 세계유산지역(WHS), 보호지역(PAs)을 포함하여 생물다양성과

보호지역의 혜택 평가(PA-BAT; Dudley & Stolton, 2008)
및 생태계서비스 툴킷(EST; Value of Nature to Canadians
Study Taskforce, 2017)등의 단계별 서면 가이드라인 도구들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또한 생태계서비스를 위한 인공지능(ARIES;
Villa et al., 2014), Co$ting Nature (Mulligan, 2015),
생태계서비스 및 균형의 통합 평가 (InVEST; Sharp et al., 2018),
생태계서비스 다차원 통합 모델(MIMES; Boumans et al., 2015),
WaterWorld(Mulligan, 2013) 및 기타 다수의 컴퓨터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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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집필진은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생태계서비스 평가 도구를
검토했으며 적절한 도구 선택을 위한 실용적인 조언들을 제공하고
있다. 본 문서는 전문가 지식 혹은 이해관계자와의 상담을 기반으로
혜택들을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개발 등의 초기 생태계서비스의 확인과
초기 데이터 수집, 공간적 모델링 혹은 가치평가에 기반한 질적 혹은
양적 측정을 포함하는 좀 더 심화된 분석과 관련 있는 생태계서비스
측정과 모델링 혹은 가치평가를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가치평가

1. 서론

(valuation)”란 질적, 양적, 금전적 그리고 비 금전적 방법들을
통해 (그러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종류의 가치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과정이라 지칭함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가이드라인 문서는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모든
도구들을 포함시키려는 목적이 없다. 본 집필진은 중요생물다양성지역,
보호지역, 세계유산지역에서 이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세계 어느곳에서도 적용 가능하며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도구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전문가 인터뷰, 포커스 그룹 및 가용 데이터 검토
등 생태계서비스의 질적 평가를 위한 다수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술
역시 적용 가능하다. 이와 같은 방법들은 일부 도구들에 통합되었으나
(예: TESSA 및 PA-BAT ) 이 가이드라인 문서에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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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요생물다양성지역, 세계유산지역 및
보호지역 개관

본 문서에서, 집필진은 중요생물다양성지역, 보호지역, 세계유산지역을

참조). 중요생물다양성지역의 기준은 종, 생태계, 생물학적 과정 및

총칭하여 ‘지역’이라 칭한다. 비록 이들 지역들은 아래에서 서술된

생태적 완결성(integrity)을 포함한 생물다양성의 요소들로 한정되어

각각의 독특한 측면들이 있으나, 어떻게 생태계서비스가 측정,

있다. 그러나 중요생물다양성지역의 확인을 위한 국제 표준(A Global

모델링 되고 평가되는 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동일한 가이드라인 하에서 이 지역들을 대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이

Standard for the Identification of Key Biodiversity Areas)
(IUCN, 2016)은 각 지역에 해당하는 문서에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지역들은 생물다양성과 자연 보전과 관련 있는 명시적인 목표가 있거나

정보를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문서는 기본적이고 질적이며,

생물다양성과 자연 보전을 위해 특히 중요한 지역들이다. 따라서 본

지역이 전달하는 생태계서비스의 목록, 이 지역이 생태계서비스를

가이드라인은 이 지역들 기저의 생물다양성 측면의 중요성 또는 보전

위해 특히 중요한 이유(들) 및 수혜자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문서에

목표를 존중하고 이를 고려하는 프레임워크 하에서 제시되고 있으며,

포함된 가이드라인은 하나 이상의 중요생물다양성지역이 제공하는

전반적인 지역 보전 노력과 실제로 관련이 깊다.

생태계서비스를 좀 더 심도 있게 평가하고자, 문서화보다 한 발 더
나아가길 희망하는 사용자들을 위한 것이다. 중요생물다양성지역이

중요생물다양성지역, 보호지역 및 세계자연유산 지역은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를 측정하고 모델링하고 평가하는 것은 이

생태계서비스에 기여할 수 있다. 생태계서비스는 해당 지역가까이에서

지역들이 인간의 웰빙에 제공하는 공통 혜택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생성될 수 있거나(예: 이 지역에서 시작된 수분(pollination) 서비스),

있을 것이며 보전 및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주장을 더욱 확고히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어 이 지역을 거쳐 수혜자에게 도달할 수 있다(

뒷받침해줄 것이다.

예: 지역을 가로 질러 흐르는 강). 이와 같은 생태계서비스는 그 지역
내, 근처 혹은 멀리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혜택으로 수용할 수 있다.
지역 관리가 생태계서비스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키고, 혹은 수혜자의

2.2 세계유산지역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생태계서비스

세계유산지역(WHS)은 뛰어난 특성으로 인해 “탁월한 보편적 가치

평가는 지역이 생태계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OUV )”를 지닌 것으로 간주되고, 이에 따라 특별한 보호를 누리는

고려해야 한다.

문화적 기념물 및 지역 혹은 자연 지형, 지형물 또는 영역을 의미한다

중요생물다양성지역, 보호지역, 세계유산지역은 모두 중요한 보전

가치를 확인 받은 지역으로서, 동 아프리카의 세렝게티, 옐로우스톤

가치를 지니고 있는 특징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지역들의 생물다양성

국립공원 및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Great Barrier Reef) 등의

가치를 보전하는 것이 생태계서비스의 제공에 기여하거나 혹은 이를

지역을 포함한다.

(UNESCO 세계유산센터, 2017). 세계자연유산은 뛰어난 자연적

강화할 것이다. 그러나 특정 생태계서비스(지속가능하기 어려운
어업)는 해당 지역의 보전 목표와 충돌할 수도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기 위해서, 한 지역은 적어도 10개의 기준

중요하다. 진행 중인 생태계서비스 제공과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

중하나(6개의 기준은 문화유산에, 4개의 기준은 자연유산에 적용됨)와

간의 균형이 중요할 것이다. 잘 보전된 지역들은 또한 어류 서식지

완전성 조건 및 보호관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수의 세계자연유산

(fish nursery habitat) 혹은 유전적 다양성 원천의 역할을 하는 등,

지역들과 많은 문화유산 지역들은 거버넌스 종류와 카테고리가 다양한

주변 지역에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KBAs, PAs와

보호지역이다. 2018년 4월 현재, 세계적으로 35개의 복합유산(문화

WHS는 생태계서비스의 장기적 전달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및 자연) 및 206개의 자연유산 지역들이 존재한다. 세계 보호지역의

역할을 한다(예: 농업을 위한 용지의 전환 등을 통해). 주변 지역의 자연

전체 총합의 0.1%의 비중이지만, 세계유산지역은 2억 9,400억ha의

생태계가 점점 더 소실되고 약화됨에 따라 이 지역들의 중요성은 점점

면적에 해당하고 육상 보호지역의 약 8%, 해양 보호지역의 약 6%를

더 커질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지역들이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를

차지한다(Osipova et al., 2017).

이해하고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의 지정 및 관리를 도울 수 있으며,
생태계서비스 제공에 있어 더 나은 균형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유산지역은 정의 상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화 및/또는 자연적
가치를 갖고 있다. OUV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들은
중요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한다(Osipova et al., 2014). KBAs와

2.1 중요생물다양성지역

보호지역처럼, 세계자연유산은 식량 및 물 공급, 탄소 격리, 자연재해
조절에 기여하며, 관광 기회 및 문화 및 정신적 가치가 있는 장소의

중요생물다양성지역(KBAs)은 생물다양성의 지구적인 지속성에 상당한

보전이라는 다른 많은 혜택들을 제공한다. 세계유산지역의 주요 목표가

정도로 기여하는 지역을 말한다(IUCN, 2016). 이 지역들은 국제적으로

OUV의 보호이기 때문에, 사냥과 낚시 같은 일부 활동들은 금지될

표준화된 기준과 양적 임계값을 사용하여 국가별 후원단체들을 통해

수도 있으며, 특히 일부 자원의 채집 등 일부 생태계서비스를 전달하는

확인합니다. 현재까지 15,000개가 넘는 중요생물다양성지역이 확인

활동은 세계유산지역 내에서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적절히 이행될

되어 중요생물다양성지역 세계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었다(www.

경우, OUV 보전을 목적으로 한 세계유산지역의 보호 강화는 원 상태

keybiodiversityareas.org; BirdLife International, 2018). 이

1 (vii) - 최상의 자연현상이나 독보적인 자연미와 심미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포함해야 한다.

지역들을 확인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국제적 차원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중요하다(Edgar et al. 2008). 그러나
중요생물다양성지역은 과학적 지정일 뿐 꼭 보호지역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 다른 관리 접근법을 통해 보호되어야 한다(2.3절

(viii) - 생명의 기록이나 지형의 개발에서 진행 중인 중요한 지질학적 과정, 중요한 지형학적 또는
자연지리학적 특징을 포함하여 지구 역사상 주요 단계를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가 되어야 한다.
(ix) - 육상, 민물,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락의 진화와 발전에서 진행중인 중요한 지질학적
과정을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가 되어야 한다.
(x) - 과
 학이나 보전의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멸종 위기 종 등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자연 서식지를 포함해야 한다.

중요생물다양성지역, 세계유산지역, 보호지역을 위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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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의 잘 작동하는 생태계를 더 잘 보전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않으며 지역의 법적 지위와 관련이 없다. 중요생물다양성지역 중

물의 흐름 및 기후 조절 등 조절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유산지역의

완전히 보호받는 지역은 20% 미만이며, 각 중요생물다양성지역의

잠재력을 증가시킬 것이다.

평균적인 보호지역 면적 비율은 46%이다(Key Biodiversity Areas

Partnership, 2017). 보호지역은 정부, 지역공동체, 개인 혹은 신탁에
의해 관리되거나, 자연 보전, 휴양, 문화 유산, 기타 이용목적에 의해
공식적 자원 관리자들에 의해 관리되는 공식적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2.3 보호지역

세계유산지역의 경우, 적절한 보호 및 관리가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를

보호지역(PAs)은 생태계서비스 및 문화적 가치와 관련된 자연의

위한 요건의 일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공식적으로 지정된

장기적 보전을 위하여, 법적 혹은 기타 효과적인 수단을 통해 인정되고
전용되고 관리되어 명확하게 정의된 지리적 공간을 의미한다 (Dudley
2008). 많은 보호지역이 그 보전 가치 때문에 지정된 한편, 다양한
범위의 생태계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른 중요한 혜택들을 보호하는

따라서 본 집필진은 포괄적인 유사성과 생태계서비스 전달에 있어서의
역할을 고려하여 본 가이드라인에 세 유형의 지역들을 포함시켰으나,

역할을 한다. 2016년 현재, 전세계의 지상 지역 및 내륙 수운(inland

지역 관리를 위한 생태계서비스 정보의 함의와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waters)의 15%가 채 안 되는 비중, 국가 관할권 내에 있는 해안
및 해양 지역의 12.7%, 세계 해양의 약 4%가 PAs에 해당한다
(UNEP-WCMC & IUCN, 2016).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중요한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호지역과 세계유산지역은

레크리에이션, 관광 및 기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더해, 잘
관리된 보호지역들은 수질을 담보할 수 있으며, 일부 경우에, 가용한
물의 양을 늘리기도 하고, 자연 재해에 대처하는 데 취약한 인간
커뮤니티의 회복력을 강화시키며, 인간의 건강과 웰빙을 증진한다
(Stolton & Dudley, 2010). 보호지역은 양식장과 종자의 원천
역할을 함으로써 식량 안보를 증진하며, 야생 어류 자원을 늘리고, 수분
및 농업, 양식업 및 임업을 지원하는 기타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호지역과 관련된 생태계서비스를 사회적 및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
이해함으로써 생태계서비스가 보호지역 지정과 관련된 지원을 강화할
수 있고, 다양한 혜택을 통해 이 지역들을 보전하고 관리하려는 노력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자연을 위해 중요한 모든 지역이 항상 국가 혹은 국제적으로 지정된
보호지역으로 관리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토착민들의 영토, 신성
지역, 유역 보호지역 및 군사훈련 부지는 꼭 보전을 제 1차 목표로 두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생물다양성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관리 체제는 생물다양성을 위한 전략적 계획의 아이치 세부 목표 11
에 따르면,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방법들(OECMs)’로 지칭된다.
본 문서에서 설명한 OECM을 위한 초안 정의(IUCN WCPA,
2018)가 2018년 11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을
위해 제안되었다. 본 문서에서 설명한 생태계서비스 평가 도구들은

OECMs 내 적용에 있어 동등하게 적합하다.

2.4 중요생물다양성지역, 세계유산지역, 보호지역
간 유사점 및 차이점
중요생물다양성지역, 세계유산지역과 보호지역은 모두 중요한 자연적
혹은 문화적 가치를 갖는 장소들을 보전하거나 보호하기 위해 중요
하다는 측면에서 유사하다.
이 지역에서 발견되는 종, 생태계와 유전적 다양성은 또한 식량, 물,
에너지 및 원자재, 문화적 혜택의 형태로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Larsen et al., 2012; Osipova et al., 2014; Neugarten et

al., 2016; Ivanić et al., 2017; Mandle et al., 2017). 그러나 이
지역 유형은 관리에 있어 함의가 있다. 중요생물다양성지역의 경우,
중요생물다양성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특정 관리 시스템을 암시하지

6

보호지역이지만 그 분류와 거버넌스 종류는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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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구체적인 필요성은 지역 분류에 따라, 또한 같은 유형 내에서도
일반적으로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고려하여 관리 및 의사결정 상황을
수립하는 한편, 생물다양성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관리되거나 관리되지
않고 있는 중요생물다양성지역의 경우에는 꼭 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또한, 중요생물다양성지역, 보호지역, 세계유산지역마다 다를 수 있는
생태계서비스 평가 시기에 관한 시간적 고려사항들이 있다(부록 I).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측정, 모델링, 평가하는 이유

3

Hawaiian fisherman (USA) © Troy K Shinn/ www.troyshin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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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측정, 모델링,
평가하는 이유

중요생물다양성지역, 세계유산지역, 보호지역이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

관계적 가치와 같은 비금전적 관점에서 보전 가치를 평가할 필요가

(Ecosystem Service)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각 대상지역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Chan et al., 2016). 또한 특정 생태계서비스

제공하는 편익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유용할 수

(문화유산 등)는 금전적 측면에서 평가하기 어렵고 비금전적 수단을

있고, 이를 통해 보호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생태계서비스

사용하여 더 잘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과 한계를 염두에 두고

정보는 또한 대상지역 관리 결정을 지원하고, 자원 사용과 이해관계자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언제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전략적으로

그룹 간 이익의 형평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 생태계서비스 평가는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생물 다양성이나 그 밖의 문화적 또는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준선을 설정하거나

사회적 가치에 기초한 보전 전략과 주장이 경제적 가치의 평가보다 더

경영진의 결정 또는 정책 변경의 결과를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효과적일 수 있는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있다. 생태계서비스 제공으로 보호지역의 관리 효율성을 장려하고
생태계서비스를 강조하는 세계자연보전연맹의 보호 및 보전 현장

범위 설정의 단계는 일부 현장, 현장 단위, 국가 및 글로벌 수준에서

녹색목록(세계자연보전연맹, 세계보호지역위원회, 2018)와 같은

현장과 관련 수혜자가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의 전체 범위에 대한

인증제도 신청 시 추가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생태계서비스

대략적인 그림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생태계서비스 중 일부만 추가

정보는 보전 결과를 지원하는 관리 관행을 구현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

평가를 위해 선택될 수 있지만, 범위 설정은 모든 편익을 식별하고

또는 권리 보유자에게 보상하거나 현장 보전을 위한 새로운 재정지원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는 또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메커니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나 자원 부족 등으로 인해 미래에
더 중요해질 수 있는 이익에 대해 말이다. 범위 지정은 대상지역의

이러한 현장들이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또한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보다 광범위한 사회 경제적 맥락에 비추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에 있어 특히 중요한 영역" 을 언급하는

올바른 사용과 결과에 도움이 되며 평가 과정에 있어 고려하거나

유엔 토지/수자원 보호에 관한 생물 다양성 협약 아이치 목표 11과

참여해야 하는 다양한 권리 보유자와 이해관계자를 확인하는 데

같은 국제 보전 목표 달성에 있어 그들의 중요성을 증명할 수 있다.

도움이 될 수 있다. 모든 생태계서비스 도구는 생태계서비스 평가의

마지막으로, 이 정보는 이러한 현장들이 2030 지속 가능한 발전

초기 단계로 범위 설정을 권장한다. EST, TESSA, PA-BAT를

아젠다 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려줄 수 있는데,

포함하여 생태계서비스 범위 설정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세계유산협약 프로세스에 지속 가능한 관점을 통합하기

가이드라인이 있는 생태계서비스 도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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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정책"(UNESCO, 2015)에서 강조되었다.
아래 표 1은 개별 현장 또는 현장 네트워크와 해당 정보의 잠재적

3.2 이해관계자의 참여

사용자를 위한 생태계서비스 평가의 광범위한 잠재적 적용 범위를

모든 생태계서비스 평가 프로세스에는 일정 수준의 이해관계자 참여가

요약한 것이다. 섹션 4.2의 표 3은 설명된 각 목적에 적용될 수 있는

수반되어야 한다. 이해관계자는 현장 평가 관련 생태계서비스를

검토에 포함된 생태계서비스 도구에 대한 요약을 제공한다. 이러한

식별하고, 보다 정확한 평가를 끌어낼 수 있는 데이터, 정보, 지식의

모든 목적은 금전적 평가를 배제한 생물리학적, 사회문화적 가치 평가,

출처를 제공한다. 이들은 생태계서비스 평가 결과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혹은 생물리학적, 사회적, 경제적 평가로 달성될 수 있다.

검증하는 데 도움을 주며, 평가 결과가 관리 또는 정책 결정에 실제로
사용되는지 확인한다. 처음부터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것은 신뢰

3.1 범위 설정의 중요성

구축에 도움이 되고 평가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가 궁극적으로 현장의
관리를 책임질 국민이나 집단에 의해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목적과 목표를 정의하는 것은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된다. 여기서 검토한 일부 도구는 명시적으로 PA-BAT 또는 SolVES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이는 우선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를 적용해야 한다. 다른 도구는 이해관계자 참여를 강력히 권장하지만

여부, 평가의 범위와 깊이, 가장 적절한 도구(혹은 도구들)를 알려주기

실제로 그들을 사용하지 않고 적용할 수 있다.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하나 이상의 대상지역에 대한 생태계서비스
평가는 추가적인 생태계서비스 이해가 필요하고, 평가에 대한 명확한
목표(예시: 표 1에 나열된 목표)가 있으며, 현장 보전 및 관리를 위해

3.3 정성적, 정량적 생태계서비스 평가

어떻게 결과가 쓰일 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있다. 예를 들어 보호

생태계서비스 평가에 대한 질문과 맥락에 따라 정성적 또는 정량적

활동, 현장 관리 및 생물 다양성 평가와 같은 다른 더 긴급한 상황에서의

방법을 선호할 수 있다. 정성적 평가는 범위 지정, 관련 서비스 식별,

부족한 자원을 전환하거나 현장에 명확한 부가가치를 제공하지 않는

특정 서비스에서 이익을 얻는 이해관계자 그룹 식별, 보다 심층적인

경우 심층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맞지 않을 수 있다.

연구를 위한 현장 우선순위 지정에 중요하다.
정성적 평가는 이해관계자들이 생태계서비스 가치와 관리 의사결정의

단기적으로 보전과 관련된 경제적 가치가 대체 토지 사용만큼 높지

의미에 대해 고려하도록 도움을 준다. 나아가 정성적 방법을 사용하면

않은 경우 생태계서비스의 금전적 평가는 보전 목적과 상충할 수 있다

사회 문화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

(Schröter et al., 2014). 이는 현장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시한 조사에서는 이해관계자와 의사결정자의 대다수(88%)가 정성적

세계적으로 중요한 생물 다양성 가치, 대체할 수 없는 문화적 가치 또는

정보에 만족했다(Wilcock et al., 2016).

2 www.cbd.int/sp/targets/
3 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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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측정, 모델링,
평가하는 이유

표 1. 대상지역별 생태계서비스를 측정하는 이유

대상지역별 생태계서비스를 측정하는 이유

주요 대상

정책 지원
특정 대상지역을 보전 중요성에 대한 추가 증거 및 정당성 제공

정부 기관, 정책 및 의사 결정자, 지역 이해관계자, 기업, 기부자

특정 대상지역에서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대상지역의 인식 강화

지역 공동체, 전통적으로 해당 지역에 살아왔던 사람들, 지역 의사
결정자

여러 대상지역의 다양한 혜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여러 대상지역의
보전을 위한 지원 확보

정부 기관 및 부처, 시민 사회

한 국가의 모든 현장이 기여하는 생태계서비스를 국제 또는 국가 지속
가능성 목표 및 국가 정책과 연계(지속가능성 개발 목표 등)

정부, 국제 사회

대상지역 관리
대상지역에서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하여 변경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관리 계획을 지원

대상지역 관리자 및 모니터링 담당

생태계서비스 간 혹은 생태계서비스와 보전 목표 사이의 시너지 효과와
가능한 트레이드오프(상호교환)를 밝혀 현장에 대한 관리 선택사항 확인

대상지역 관리자, 현장 이해관계자

현장에 대한 관리 전략을 개발, 구현 및 업데이트(현장의 관리 계획에
생태계서비스 통합 혹은 현장에 대한 사업계획 개발

대상지역 관리자, 지역 공동체, 전통적으로 해당 지역에 살아왔던
사람들, 환경 보호 단체, 기업

인간복지
대상지역 거주자나 더 먼 이해관계자들에게 중요한 생태계서비스 가치에
대한 인식 증진

관리자, 공동체, 생태계서비스를 사용하는 기업, 자치단체

생물다양성 보전으로 사라진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거주민과 지역
이해당사자에 대한 보상을 평가하여 지역주민 사전동의(FPIC) 및 분쟁
해결 등에 대한 토론에 도움

대상지역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공동체, 토지 및 수자원 관리자

계획
생태계서비스에 특히 중요한 영역을 확인하여 공간 보전 계획 및 투자를
지원

정부 기관, 보호 기관, 기부자

다양한 부문(농업, 수력, 인프라 등) 결정 및 대상지역에서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정책의 잠재적 결과 평가(시나리오 비교)

정부 기관 및 부처, 기업, 토지 소유자, 자원 권리 소유자, 지역사회,
다자간 금융 기관

대상지역에서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기후 변화 시나리오의
잠재적인 결과 평가

정부 기관 및 부처, 보전 조직, 토지 소유주, 전통적으로 해당 지역에
살아왔던 사람들, 기업체, 지역 사회, 관리자

대상지역에서 제공되는 생태계서비스를 지역, 국가, 대륙별 토지, 수자원,
자원 이용계획에 통합(전략환경평가 등)
대상지역의 생태계서비스 흐름과 회복탄력성을 개선하기 위한 주변 지역
관리에 대한 시사점 이해

정부 기관 및 부처, 환경 보호 기구

민간 부문의 참여
생태계서비스 및 수혜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하여 위험을
관리하고 사회적, 환경적 책임 목표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
(환경영향평가,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 등)

기업, 정부 기관, 환경 인증 심사원과 협력하는 기업, 컨설턴트 또는
보전 조직

현장에서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의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입증함으로써
기업이 현장 보전에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민간 자금 지원 제도,
현물 지원, 브랜드화 등)

기업, 대상지역 관리자, 지역 커뮤니티, 전통적으로 해당 지역에
살아왔던 사람들, 컨설턴트 또는 환경 인증 심사원과 협력하는
환경보전 조직

중요생물다양성지역, 세계유산지역, 보호지역을 위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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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측정, 모델링,
평가하는 이유

대상지역별 생태계서비스를 측정하는 이유

주요 대상

자금유치 및 투자
생태계서비스 보전(수자원 관리, 공중 보건, 국가 보안 등)과 관련된 다른
분야,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심이 있는 정부 및 기부자의 투자 유치

정부 부처, 개발 기관 및 조직

생태계서비스지불제(PES), 산림 파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REDD+)과 같은 탄소 재정 등의 현장 보전을 위한 새로운, 지속
가능한 재정 메커니즘 개발 지원

기업, 공공 및 개인 투자자, 정부 기관, 환경보전 단체, 지역 사회

지식 생산
지역, 국가, 지역 또는 전 세계 현장에서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연구 정보

학계, 학생, 보전 단체, 연구 단체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계서비스 간의 시너지 효과 및 트레이드오프에
대한 연구, 그리고 서로 다른 생태계서비스 간의 상충 관계에 대한 정보
제공

학계, 학생, 보전 단체, 연구 단체

표 1에 기술된 애플리케이션 중 일부는 정성적 정보로 달성할 수

2013)을 참고하면 된다.

있지만, 일부 애플리케이션은 생물 물리학(세제곱미터의 물) 또는 화폐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단위(세제곱미터 당 달러) 또는 공간적으로 명시적인 데이터(지리 정보

방법의 조합도 유용할 수 있다. 우선 관련 서비스 및 수혜자를 식별하기

시스템의 지도)로 측정하는 정량적 정보로 더 잘 제공될 것이다. 정량적

위해서 범위 설정 중에 정성적 평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다음

또는 공간적 정보의 필요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국가

확인된 서비스 집합을 생물 물리학적 또는 금전적 용어로 측정하거나

국민에게 현장의 혜택을 이해하고자 하는 정부 기관은 목록(탄소 저장

공간적으로 모형화 하기 위해 정량적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정성적

및 격리, 수질정화, 수분 서비스, 관광 등)과 같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분석과 정량적 분석을 결합하는 것은 사실 생태계서비스 평가의 모든

받는 다양한 혜택을 문서화하는 정성적 정보가 필요할 수 있다.

단계에서 유익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PES)4 제도를 확립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주어진 대상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서비스가 생산되고 있는지,

평가의 목적이 정성적 방법과 정량적 방법 모두 혹은 한가지의

그 서비스의 제공이 경영진과 그들의 관리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선택을 추진해야 하지만, 평가팀이 이용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은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 사이의 공평한 지불 시스템을 설정하기

항상 또 하나의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정량적 생태계서비스 평가는

위해 편익을 정량화 할 필요가 있다.

생태계서비스에 관한 생물 물리학적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거나 GIS
기반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공간 분석을 실시하는 등 더 많은

특정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데이터와 같은 생태계서비스의

기술적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엄격한 정성적 평가를 수행하는 데

정량적 측정 또는 공간 모델링은 대상지역이 대안 토지 또는

필요한 시간과 기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보호지역과

수자원 이용 시나리오로 전환하는 압력을 받는 경우 유용하다. 또한

관련된 전체 이해당사자들과 일련의 워크숍을 실시하거나, 자연적

대안자원 이용 전략 간 트레이드오프(상호교환)와 시너지를 평가하여

WHS가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해 잘 설계된 대규모

의사결정자의 결정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해관계자는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해관계자 분석, 워크숍 촉진, 조사 설계,

중요생물다양성지역 내에서 목재 수확을 계속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데이터 편집 및 분석과 같은 시간, 자원 및 특정 기술을 필요로 한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이 경우 서로 다른 관리 시나리오에서 현장이

선택한 방법은 생태계서비스 평가의 범위 지정 단계와 주요 목표를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탄소 저장 및 격리, 홍수 조절, 레크리에이션

통해 알려야 한다.

등)를 정량화 하면 다른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목재 수확의
의미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요생물다양성지역,

PA 또는 WHS에서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계획하고 수행할 때,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생물다양성 가치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포함한
현장의 주요 보전 목표를 고려하고 존중해야 한다. 생태계서비스
평가가 필요한 시기(또는 필요하지 않은 시기 모두)와 적절한 노력
수준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라인은 생태계서비스 툴킷(Value of

Nature to Canadians Study Taskforce, 2017) 또는 보호
구역의 사회적 경제적 혜택: 평가 가이드라인(Kettunen & Blink,
4 생태계서비스지불제(PES)는 생태계서비스 수혜자 또는 이용자가 그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비용을 지불했을 때 발생한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보장된 생태계서비스 제공이나 그
공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정 조치에 대한 대가로 토지나 자원 소유자에게 일정 비용 지불을 수반한다.
참조: www.undp.org/content/sdfinance/en/home/solutions/payments-for-ecosystem-servic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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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서비스 도구의 비교

4

Algonquin Provincial Park (Canada) © Alison Wood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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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태계서비스 도구의 비교

검토에 포함된 생태계서비스 도구는 표 2에 요약되어 있다. 각 도구와
사례 연구에 대한 설명은 부록 2에 수록되어 있다. 30개의 도구에 대해
높은 수준의 검토를 시행한 다음(부록 3 참조) (a)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b) 실무자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c) 새로운 맥락에서

4.1 도구 선택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위해 적절한 도구를 선택하는 데 고려할 세 가지
요소가 있다(그림 2).

적용할 수 있는(즉, 특정 국가나 사례 연구에 국한되지 않는) 더 작은
세트의 9개의 도구를 선정했다. 과거 비교에서 검토되지 않은 두 가지

1) 평가의 목적 - 평가는 왜 실시되는가? 현장 관리를 알리고, 재무

도구인 PA-BAT와 EST 역시 추가했다. PA-BAT는 보호 구역의

메커니즘을 수립하며, 자원 사용 시나리오 간의 절충을 설명하기

ES 편익을 평가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특히 관련이 있는 것으로

위함인가, 아니면 다른 목적인가? 그 평가의 청중은 누구인가?

간주하였고, EST는 최근(2017년) 개발돼 초기 검토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전 검토(Bagstad et al., 2013 등)에 포함된 몇 가지

2) 요구되는 결과물 - 어떤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고 있는가? 어떤
유형의 결과가 필요하고 어떤 형식(정성적/정량적, 공간적/

도구는 독점적이거나 아직 개발 중이기 때문에 제외했다.

비공간적, 금전적/비금전적)이 필요한가?
3) 실질적 고려사항 - 평가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예산을 사용할

도구들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수 있는가? 필요한 형식과 공간 규모의 데이터를 이미 사용할 수

1. 단계별 작성 도구 - TESSA 또는 PA-BAT과 같이 현장의

있는가? 1차 데이터 수집이나 조사 이해당사자 수집이 가능한가?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특정 측정 프로토콜이 포함된

평가자는 GIS 또는 모델링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가?

작성된 가이드라인 문서

그리고 교육을 위한 자원이 있는가?

2. 컴퓨터 기반 모델링 도구 - 하나 이상의 대상지역에 대한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웹 기반 도구
생태계서비스 평가 도구 및 방법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개요는

ValueES Methods Database(www.aboutvalues.net/) 또는
생태계서비스 툴킷(Value of Nature to Canadians Study
Taskforce, 2017)을 참조하면 된다. ValueES 데이터베이스는
가이드라인, 사례 연구, 생태계서비스 평가 도구 및 방법의 검색
가능한 온라인 라이브러리, 교육 과정 및 기타 자원으로 구성된 온라인
리소스이다(Berghöfer et al., 2014). EST는 다운로드 가능한

이 문서에서는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적절한 도구를 선택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려고 시도했다. 모델링 도구 적용에 대한 주의
사항: 모델 결과의 정확도는 항상 입력 데이터의 정확성, 모델 가정,
보정과 모델 검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위에 열거된 요인에 따라
정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도구의 출력 정확도에 따라
도구의 등급을 매기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모델 결과는 항상 경험적
데이터를 사용하여 검증되어야 한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현지 지식을 사용하여 모델 결과를 검토하고
검증할 수 있다.

인터렉티브(하이퍼링크) PDF로, 가이드라인과 실습 워크시트, 사례
연구, 도구 및 방법에 대한 자료, 기타 리소스로 구성된다.

그림 2. 도구 선택을 위해서 평가 목적, 필요한 결과물, 실질적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도구 선정

1.평가 목적
지지
공간적 계획

2. 도구 선택 기준

재정

정성적/정량적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전략 수립

공간적/비공간적

3. 실지적 고려사항

금전적/비금전적

시간

단일 대상지/다중 대상지

재정적 지원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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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본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생태계서비스 평가 도구
도구 이름과 웹사이트

약어

도구 설명

인용

EST

EST는 정성적 또는 정량적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Value of Nature to
수행하기 위한 실용적인 워크시트, 지표, 관련 Canadians Study
문제에 대한 조언, 그리고 적용될 수 있는 도구, Taskforce, 2017)

단계별 작성 도구

Ecosystem Services Toolkit
(생태계서비스 툴킷)
publications.gc.ca/site/
eng/9.829253/publication.html

Protected Areas Benefits
Assessment Tool

방법 및 모델의 종합으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다이내믹 PDF이다.
EST 자체는 컴퓨터 모델링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실무자가 적절한 측정, 모델링 또는 기타 평가
방법을 선택하도록 안내한다.

PA-BAT

(보호지역 편익 평가 툴)

wwf.panda.org/our_work/
biodiversity/protected_areas/
arguments_for_protection/

Toolkit for Ecosystem
Service Site-based
Assessment v.2.0

PA-BAT는 보호지역 및 기타 영역에서 발생하는 (Dudley & Stolton 2008;
생태계서비스 편익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Ivanić et al. in press)
인식에 대한 신속하고 표준화된 평가다. PDF
형식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모델링이나
다른 컴퓨터 기술이 필요하지 않으며, 다른 곳에도
적용될 수 있다. 워크숍 등 이해관계자 참여가
필요하다.

TESSA

TESSA는 PDF 매뉴얼로 특정 현장에서 사람들이 (Peh et al., 2017)
자연으로부터 받는 혜택을 평가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안내와 저비용 방법을 제공한다. TESSA
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생성한다.
컴퓨터 모델링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요하며 제공된 방법을 사용하여 1차
데이터 수집을 제공한다.

(생태계서비스 현장 기반 평가 툴킷)

tessa.tools/

컴퓨터 기반 모델링 도구

Artificial Intelligence for
Ecosystem Services

생태계서비스 모델링 플랫폼이다. (Villa et al., 2014)
기본 소프트웨어, k. LAB은
생태계서비스를 포함하는 통합된 사회경제적,
환경적 모델링을 위해 설계되었다. ARIES 는
ES의 시나리오, 공간 평가 및 경제적 가치 평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프로그램 최적화, 공간 정책
계획 등 다양한 사용자와 사용자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 ARIES 를 사용하는 것은 현재 모델링 기술과
GIS를 필요로 한다.

ARIES

ARIES는
ARIES의

Co$ting Nature v.3
(자연 비용 산출 v.3)

C$N

C$N은 생태계서비스를 공간적으로 분석하고 토지 (Mulligan, 2015)
이용 변화 시나리오와 같은 인간 개입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웹 기반 툴이다. 생태계서비스 평가,
보전 우선순위, 공동 이익 분석, 압력과 위협에
지구적 또는 지역적으로 상대지수를 제공한다.
버전 3은 경제적/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C$N
을 사용하는 것은 모델링 기술이나 GIS 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Integrated Valuation of
Ecosystem Services and
Tradeoffs 3.4.2

InVEST

InVEST는 다양한 시나리오(정책 또는 관리 옵션

(생태계서비스를 위한 인공지능)

aries.integratedmodelling.org

www.policysupport.org/
costingnature

(생태계서비스 통합 가치평가 및
트레이드오프)

www.naturalcapitalproject.org/
invest/

(Sharp et al., 2018)

등)에서 생태계서비스를 생물 물리학적 또는 경제적
용어로 지도화하고 정량화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모델 모음이다. InVEST 모델은 단순하고 일반화된
생산 기능을 기반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입력 데이터가 필요하다. InVEST를
사용하려면 GIS가 필요하지만 모델링 기술은
필요하지 않다.

중요생물다양성지역, 세계유산지역, 보호지역을 위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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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이름과 웹사이트

약어

도구 설명

Multiscale Integrated
Models of Ecosystem
Services

MIMES

MIMES는 생태계서비스 값을 이해하고 시각화하기 (Boumans et al., 2015)
위해 서로 다른 생태학적, 경제적 모델을 통합하기
위해 고안된 분석적 프레임워크다. MIMES 는
SIMILE 소프트웨어에 의존하며 각 MIMES
애플리케이션은 특정 사회 생태학적 시스템에
최적화된다. MIMES 를 이용하려면 모델링 기술과
GIS가 필요하다.

(멀티스케일 생태계서비스 통합
모델)

www.afordablefutures.com
Social Values for
Ecosystem Services

SolVES

SolVES는 ArcGIS에 의존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Sherrouse et al., 2011)
미적 가치나 레크리에이션 가치와 같이 사람들이
문화서비스에 귀속하는 인식된 사회적 가치를
사용자가 확인하고 평가하고 매핑할 수 있다.
설문조사(개인, 온라인 또는 우편을 통해 수행)에서
나온 공간이나 할당 지점 응답을 결합하여 지점
기반 사회적 가치 강도의 격자지도나 사회-가치
메트릭을 생산한다. SolVES 를 사용하려면 GIS
가 필요하다.

WW

WW는 현재 조건과 토지 이용, 토지 관리 및 기후 (Mulligan, 2013)

(생태계서비스를 위한 사회적 가치)

solves.cr.usgs.gov

WaterWorld v.2
(워터월드 v. 2)

www.policysupport.org/
waterworld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 하에서 특정 활동과 관련된
수문학적 서비스를 모델링하기 위한 웹 기반 도구다.
수문학적 생태계서비스, 수자원, 수문 위협 요인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량적인 생물리학적
결과나 상대 지수를 제공한다. WW를 사용하는
것은 GIS나 모델링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4.2 평가의 목적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위한 목적들은 위의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평가하고 해당 정보를 아래의 표 3
에 요약했다. 평가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과 동시에 검토된
많은 도구는 다양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평가의 목적이
그 자체로 가장 적절한 도구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도구를 선택하려면 평가의 목적은 아래에 요약된 필수
결과물 및 실질적 고려사항과 같은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4.3 필수 결과물 & 실질적 고려사항
상황에 따라 평가에는 지도나 GIS 데이터와 같이 공간적인 결과가
필요할 수 있다. 일부 평가에서는 생물 물리학적 단위(톤의 탄소,
세제곱미터의 물 등), 금전적 단위로 측정되는 정량적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른 평가의 경우, 주어진 생태계서비스의 유무에 대한
정성적 정보 혹은 대상지역에서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의 상대적
중요성(낮음에서 높음 등)으로 충분할 수 있다. 일부 평가에서는
명시적으로 비교 가능한 결과가 필요할 수 있다(두 가지 대안적 토지
사용 또는 정책 시나리오 등). 평가에 이용할 수 있는 시간과 예산,
심사원의 전문성이나 교육 수준, 1차 데이터 수집의 실현 가능성 등과
같은 실질적인 고려 사항도 평가 마다 다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부
도구는 육상, 담수 또는 해양 영역에 적용할 수 있으며, 다른 도구는
육상 또는 담수 서비스에 제한되기도 한다. 필요한 결과물이나 실제
고려사항과 관련된 일련의 고려사항을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표 4는
이러한 고려사항과 각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요약한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많은 도구는 다양한 맥락과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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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각각의 고려사항만으로는 유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조합하여
실무자가 도구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평가
목적과 필요한 결과물(표 3) 또는 실제 고려사항(그림 4)에 따라
도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사결정 트리 세트를 개발했다.
다양한 생태계서비스 평가 방법을 다루는 의사결정 트리에 대해서는

Harrison et al.(2018)을 참고하길 권한다.

4. 생태계서비스 도구의 비교

표 3. 중요생물다양성지역, 세계자연유산, 보호지역에 적용 가능한 도구의 생태계서비스 측정, 모델링, 평가 목적 및 적용 가능한 도구
= 잠재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 = 잠재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사용 가능한 사례 연구가 있음.
* 사례 연구는 부록 2와 4를 참조
대상지역에서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 측정 이유

ARIES C$N

EST

InVEST MIMES PA-BAT SolVES TESSA WW

정책 지원
특정 대상지역을 보전 중요성에 대한 추가 증거 및 정당성
제공
특정 대상지역에서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대상지역의
인식 강화
여러 대상지역의 다양한 혜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여러
대상지역의 보전을 위한 지원 확보

















































































































































한 국가의 모든 현장에서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를 국제 또는
국가 지속가능목표 및 국가 정책(지속가능발전목표)에 연결


대상지역 관리
대상지역에서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하여
변경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관리 계획을 지원
생태계서비스 간 혹은 생태계서비스와 보전 목표 사이의
시너지 효과와 가능한 트레이드오프(상호교환)를 밝혀 현장에
대한 관리 선택사항 확인
현장에 대한 관리 전략을 개발, 구현 및 업데이트(현장의 관리
계획에 생태계서비스 통합 혹은 현장에 대한 사업계획 개발)
인간복지
대상지역 거주자나 더 먼 이해관계자들에게 중요한 생태계
서비스 가치에 대한 인식 증진
생물다양성 보전으로 사라진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거주민과
지역 이해당사자에 대한 보상을 평가하여 지역주민 사전동의
(FPIC) 및 분쟁 해결 등에 대한 토론에 도움



계획
생태계서비스에 특히 중요한 영역을 확인하여 공간 보전 계획
및 투자를 지원
다양한 부문(농업, 수력, 인프라 등) 결정 및 대상지역에서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정책의 잠재적 결과 평가(
시나리오 비교)
대상지역에서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기후 변화
시나리오의 잠재적인 결과 평가











































중요생물다양성지역, 세계유산지역, 보호지역을 위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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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ES C$N

대상지역에서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 측정 이유

대상지역에서 제공되는 생태계서비스를 지역, 국가, 대륙별
토지, 수자원, 자원 이용계획에 통합(전략환경평가 등)





생태계서비스 및 수혜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하여
위험을 관리하고 사회적, 환경적 책임 목표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환경영향평가,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 등)





현장에서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의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입증함으로써 기업이 현장 보전에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민간 자금 지원 제도, 현물 지원, 브랜드화 등)



EST

InVEST MIMES PA-BAT SolVES TESSA WW















































민간 부문의 참여

자금유치 및 투자
생태계서비스 보전(수자원 관리, 공중 보건, 국가 보안 등)과
관련된 다른 분야,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심이 있는 정부 및
기부자의 투자 유치





생태계서비스지불제(PES), 산림 파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REDD+)과 같은 탄소 재정 등의 현장
보전을 위한 새로운, 지속 가능한 재정 메커니즘 개발 지원





지역, 국가, 대륙 또는 전 세계 현장에서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연구 정보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계서비스 간의 시너지 효과 및
트레이드오프에 대한 연구, 그리고 서로 다른 생태계서비스
간의 상충 관계에 대한 정보 제공

































지식 생산

표 4. 각 도구에 대한 결과물 유형 및 요구 사항. 해당 표는 2018년 3월 현재 각 도구의 무료 버전에서 가능한 사항을 나타냄
*새로운 ARIES의 기능(웹 기반 인터페이스 등)은 개발 중에 있으며 2018년 12월 공개될 예정이다.

도구

ARIES* C$N

EST

InVEST MIMES PA-BAT SolVES TESSA WW

생성 가능한 결과물 유형
지도 서비스(GIS 기반)









지도 서비스(참여형 매핑)
상대적 혹은 정성적 결과



정량적 수치(생물 물리학적 단위)



금전적 가치



시나리오 비교 설계(토지이용 또는 정책 시나리오 간 등)

























































N/A





필요한 시간, 자원, 기술
유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추가 비용 발생 여부)

GIS 소프트웨어



모델링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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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 온라인 교육 제공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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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과학 지식

사용자 지원 가능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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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ARIES* C$N

EST

InVEST MIMES PA-BAT SolVES TESSA WW

이해관계자의 참여
이해당사자 협의, 참여 워크숍 또는 설문 조사 필요
서로 다른 수혜자집단에 혜택을 설명하도록 설계





























자료/입력 요건
1차 자료 수집 필요(식생 조사, 토양 또는 수자원 샘플링,
이해당사자 상담 또는 사회 조사 등)
다른 사람이 제공한 자료 없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능력
(내장된 토지 이용 지도, 인구 데이터 또는 기타 입력을
사용하는 실내 기반 연구 등)



사용자가 도구를 조정하고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입력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도록 허용



사용자 고유 모델의 개발 및 매개 변수화 허용


















N/A





N/A

도구 적용이 가능한 환경
담수



















육상



















해양(해안)



















해양(원양)





















적용 범위
단일 대상지 적용





동시에 다중 대상지 적용













*2018년 12월 공개 예정인 새로운 ARIES 모델 포함

4.4 관련 생태계서비스
상황에 따라 지역 사회에 대한 식량, 물, 원자재 공급과 같은 공급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는 데 관심이 있을 수 있다. 탄소 저장과 격리,
수질 정화, 홍수 조절, 해안 보호와 같은 조절 서비스; 레크리에이션,
관광, 교육 또는 연구 기회, 문화적 또는 영적 가치와 같은 문화 서비스.
모든 도구가 모든 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도구
또는 도구 세트를 선택하기 전에 관련 생태계서비스를 고려하는
것이 옳다. 표 5에는 각 도구로 평가할 수 있는 생태계서비스 세트가
요약되어 있다.
도구들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표에서 가능한 한 많이 종합하기 위해,
표준 기준 집합에 대해 각 도구를 평가하고 이 정보를 표 6에 요약했다.
우리의 검토는 Healy와 Secchi(2016) 그리고 Bagstad et

al.(2013)이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 도구의 기존 비교를 기반으로
한다. 기존 검토에 사용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비용/가용성(무료/오픈 소스)
■ 시간적 요구사항(낮음-높음)
■ 자료 입력(낮음-높음)
■ 기술 요구 사항(낮음-높음)

■ 정성적/정량적
■ 금전적/비금전적
■ 명시된 공간/명시되지 않은 공간
■ 기술 요구사항(인터넷 연결, GIS나 기타 특수 소프트웨어 등)
■ 사용자 지원 제공(낮음-높음)
■ 개발 및 문서 수준
■ 불확실성에 대한 접근
■ 독립적인 적용을 위한 역량
■	일반화 가능성(즉, 모델/도구를 새로운 장소 또는 상황에 적용할 수
있음)
중요한 대상지역의 생태계서비스를 측정하고 모델링하기 위한 기존
도구의 적합성을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기준을
추가했다:
■ 육상, 담수, 해양 생태계에 대한 적용 가능성
■ 요구되는 이해당사자 참여 수준
■ 절대값과 상대값으로 표현된 결과물
■	모델 또는 방법이 명시적으로 비교됨. 즉, 사용자는 대상지역의
현재 생태계서비스 값을 대체 상태에서 제공할 값 또는 대체
현장에서 제공하는 값과 비교하는 것이 권장됨

■ 분석 규모(각 현장에서 전 세계까지)

중요생물다양성지역, 세계유산지역, 보호지역을 위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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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평가 목적 및 필수 결과물에 기반한 생태계서비스 도구 선택을 위한 의사결정 트리
데이터 수집, 지도화 및 경제적 가치평가를 위한 모델링 도구와 도구 선택에 도움이 되는 초기 가이드라인
생태계서비스 소개
생태계서비스 컨셉과
평가에 대해 정보가
필요한 사용자들에게

생태계서비스 계획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의
공간적 규격과 위치 파악,
수혜자들의 위치 파악

생태계서비스 평가
생태계서비스,
그것들의 상태,
중요성, 경향 등을 확인

매핑 도구
사용자가 생태계서비스의
위치를 포함한 지도를
생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

데이터가 있는가?

안내문서도구
생태계서비스 및 다양한
평가 접근 방식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

(토양, 인구, DEM 등)

(그림 3a 참조)

네

아
니N
요O

S
YE

아니
N요

네
YES

O

데이터를 수집할
자원이 있는가?

데이터가 포함된
모델링 도구
일부 ES를 평가하기 위해
비교적 빠르고 경제적인
선택사항을 제공, 하지만
덜 정확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내장된 글로벌,
국가 데이터 세트에 의존

데이터 수집 도구
생태계서비스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과
그 이후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방법을 제공

(그림 3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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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c 참조)

(그림 3c 참조)

모델링 도구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적용하기
복잡할 수 있지만 보전이 대부분의 ES에
도움이 되는 영역 혹은 어떤 시나리오가
생태계서비스에 가장 유익한 지를
확인하는 등 다양한 분석이 가능
(그림 3b 참조)

생태계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생태계서비스의 금전적
가치 계산 혹은 예측

경제적 가치 평가 도구
일부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금전적 가치 생성
(그림 3c 참조)

4. 생태계서비스 도구의 비교

(a) 안내 문서 도구

안내 문서
도구

ES 평가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싶은가?

EST

PA-BAT

TESSA

(b) 모델링 도구와 데이터가 포함된 모델링 도구

모델링 도구

MIMES

ES
Y네

커스텀 생태계서비스
모델을 만들고 싶은가?
(모델링 전문지식 필요)

ARIES*

아
N니
O요

InVEST

데이터가
포함된 모델링
도구

수자원과 관련 있는
생태계서비스만을 평가할
예정인가?

Water
World

ES
Y네
아
N니
O요

Co$ting
Nature

*New
version
ARIES
(including
a web interface)
for ARIES
release모델
in December
2018 which will not require modelling expertise
*2018년
12월of공개
예정인
모델링 전문성을
요구하지 planned
않는 새로운
포함

(c) 데이터 수집, 지도화, 그리고 경제적 가치 평가 유형의 생태계서비스 도구
YE
S

네

데이터 수집
도구

TESSA

새로운 정량적
데이터 수집을 원하는가?

요
니O
아N

ES
Y네

문화서비스만의
평가를 원하는가?

SolVES

아N니
O요

PA-BAT

InVEST

YE
S

네

지도화 도구

요
니O
아N

공간적 데이터를
갖고 있는가?
(토지 피복 자료 등)

YE
S

네

당신의 현장의
경제적 데이터를
갖고 있는가?

ES
Y네
ES
Y네

데이터를 수집할
자원이 있는가?

InVEST

아N니
O요

ARIES

문화서비스만을
매핑하길 원하는가?

SolVES

아N니
O요

InVEST
Co$ting
Nature

Co$ting
Nature

Water
World
Water
World

요
니O
아N

경제적 가치
평가 도구

ARIES

TESSA

중요생물다양성지역, 세계유산지역, 보호지역을 위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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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실제 고려 사항을 기반으로 한 생태계서비스 도구 선택을 위한 의사결정 트리
이 의사 결정 트리는 도구의 완전한 응용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다. 일부 도구는 질적 범위 설정(TESSA)에만 사용할 수도 있다. EST는 다른
도구 또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가이드라인이므로 제외되었다. 다른 생물리학적, 사회 문화적, 경제적 생태계서비스 평가 방법을
비교하는 추가 의사 결정 트리는 Harrison et al.(2018)을 참고하길 권한다.
유료 소프트웨어 필요
해양(해안)
정량적
경제적 가치
1차 데이터 필요
GIS 기반의 지도를
원하는가?

시나리오 비교를 위해 고안됨

NO
아니요

YES
네

GIS 사용이 가능한가?

NO
아니요

YES
네
모델링이 가능하거나
훈련 받을 수 있는가?

YES
네

현장 데이터가
이미 있거나
향후 수집할 수 있는가?
네
YES

M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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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물리학적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가?

NO
아니요

설문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가?

네
YES

SolVES

아니요
NO

InVEST

수자원과 관련된
서비스에 관심이 있는가?

네
YES

Water
World

네
YES

아니요
NO

아니요
NO

Co$ting
Nature

TESSA

PA-B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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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각 도구로 평가할 수 있는 생태계서비스 세트

EST 및 MIMES는 모든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므로 리스트에서 제외되었다. 생태계서비스 명칭은 도구에서 파생되었고,
이것이 모든 생태계서비스의 포괄적인 목록은 아니다. 표는 2018년 3월 기준 각 도구의 무료 버전에서 평가할 수 있는 생태계서비스를 나타낸다.
생태계서비스

ARIES*C$N

InVEST PA-BAT SolVES TESSA WW

공급
어업/생계 어업(야생)



담수 양식



수확된 야생 제품/사냥/목재가 아닌 산림 제품
(꿀, 버섯, 딸기 등)
가축



































































원료 추출(산호, 조개, 수지, 고무, 나무, 등나무 등)
약용 자원
생산/재배/전통 농업








목재





유전 물질

물-물 공급/급수/급수량/산출량





연료재

어류 양식







조절
탄소(격리)
탄소(저장)(육상)
해안 블루 카본




























침식
홍수 방지/홍수 조절/홍수 예방





해안 보호/해안 홍수 조절/해안 취약성







온실 가스 흐름
산사태 위험/토양 안정화/눈사태 방지




해충 및 질병 조절
수분/작물 수분
퇴적물 보유/퇴적물 조절/퇴적물 전달/퇴적물 공급
계절별 수량-시기 조절
수질정화/수질











































*2018년 12월 출시 예정인 새로운 ARIES 모델 포함

중요생물다양성지역, 세계유산지역, 보호지역을 위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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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서비스

ARIES*C$N

InVEST PA-BAT SolVES TESSA WW

문화
문화 및 역사적 가치/문화 유산/창의적 혹은 예술적 영감/
사회 관계/지역사회 혜택





정신적 & 신체적 건강



평화와 안정감



교육












영적 가치/신성한 자연 장소













장소성/정체성
경관/미적 조망





연구/지식

레크리에이션/생태관광/레저








광야와 상징적 가치 [문화적 가치]













모델링/평가될 수 있는 기타 이점
고용



존재/유산 가치
서식지 질/자연보전/생물다양성
서식지 위험 평가
*2018년 12월 출시 예정인 새로운 ARIES 모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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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 및
비금전적

명확함

컴퓨터와 인터넷
연결

중간

사례 연구 및
글로벌 모델
개발 및 문서화

공간적 명시

요구되는 기술

사용자 지원

개발 및 문서 수준

낮음-높음

요구되는 능력

금전적/비금전적

낮음-높음

데이터 입력 수요

둘 중 하나

낮음(글로벌
모델의 경우);
높음(새 연구의
경우)

시간 요건

정량적/정성적

가능

가용성

현장-전 세계

무료, 공개 소스

비용&
공개/비공개 소스

분석 규모

ARIES

기준

부분 문서화

중간

컴퓨터와 인터넷
연결

명확함

금전적 및
비금전적

둘 중 하나

현장-전 세계

낮음

낮음

낮음

가능

무료(정책
분석가 및
과학자 버전),
유료 라이선스
(고급 사용자
및 상용 버전),
비공개 소스

Co$ting
Nature

완전히 개발 및
문서화

낮음

없음

둘 중 하나

금전적 및
비금전적

정량적(상댓값)

현장-전 세계

중간-높음

중간-높음

낮음-높음

가능

무료, 공개 소스

EST

완전히 개발 및
문서화

사례 연구 개발
및 문서화

중간

컴퓨터,
Simile, GIS

컴퓨터, GIS
높음

명확함

금전적 및
비금전적

정량적

현장-지역

높음

중간-높음

높음(새 연구의
경우)

가능

무료, 공개
소스; SIMILE
프로그램 구매
필요(비공개
소스)

MIMES

명확함

금전적 및
비금전적

둘 중 하나

현장-전 세계

중간-높음

중간-높음

중간-높음

가능

무료, 공개 소스

InVEST

표 6. 표준 기준과 생태계서비스 평가 도구의 비교. Bagstad et al.(2013)와 Healy & Secchi(2016)의 내용 적용

완전히 개발
및 문서화

중간

없음

명확하지 않음

비금전적

정성적

현장

낮음

낮음

낮음-중간

가능

무료, 공개
소스

PA-BAT

완전히 개발 및
문서화

중간

ArcGIS

컴퓨터,

명확함

비금전적

정량적

현장-지역

중간

낮음-중간

낮음-높음

가능

무료, 공개
소스; ArcGIS
소프트웨어 구매
필요(비공개
소스)

SolVES

완전히 개발 및
문서화

낮음

현장 장비(선택
사항)

명확하지 않음

금전적 및
비금전적

둘 중 하나

현장

낮음

중간-높음

낮음-높음

가능

무료, 공개
소스

TESSA

부분 문서화

중간

컴퓨터와 인터넷
연결

명확함

비금전적

정량적(절대물리량)

현장-전 세계

낮음

낮음

낮음

가능

무료(정책 분석가
및 과학자 버전),
유료 라이선스(
고급 사용자 및 상용
버전), 비공개 소스

WaterWorld

4. 생태계서비스 도구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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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도 분석을
통한 불확실성

Bayesian

불확실성에 대한 접근

생물 물리학적
가치, 수익화
가능

전부 가능

낮음

절대값 혹은
상대값

가능

단일 및 다중

정적 및 동적

비금전적&문화적 관점

육상 담수, 해양 적용
가능 여부

필요한 이해관계자 참여
수준

절대값 vs. 상대값

시나리오 비교

단일/다중 현장

정적(단일 기간)/
동적(시간적 변동)

시뮬레이션,
그리고 머신
러닝을 통한
불확실성

Monte Carlo

네트워크,

높음

높음(글로벌
모델의 경우);
낮음(사례
연구의 경우)

일반화/
새로운 맥락에서의
적용 가능성

정적

단일 및 다중

가능

절대값

낮음

육상, 담수

물가 지수에
따라 조정된,
묶음의
생태계서비스
가치

웹 애플리케이션

전문 소프트웨어
(k.LAB /
Eclipse) 및 웹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Co$ting
Nature

ARIES

기준

정적 및 동적

단일 및 다중

가능

절대값 혹은
상대값

낮음-높음

전부 가능

비금전적 및
사회문화적 관점,
가치 및 분석
방법 설명

불확실성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신뢰 수준
지정 방법 포함

높음

안내 문서
(인터랙티브
PDF )

EST

정적

단일 및 다중

가능

절대값 혹은
상대값

낮음

전부 가능

생물 물리학적
가치, 수익화
가능

다양한 입력을
통한 불확실성

높음(근본적인
데이터 사용
가능성에 따라
제한적)

정적 및 동적

단일 및 다중

가능

절대값 혹은
상대값

낮음-높음

전부 가능

인풋과 아웃풋
분석을 통한
금전적 가치
평가

다양한 입력을
통한 불확실성(
자동)

정적

단일

가능

상대값

중간

전부 가능

비금전적 및
금전적 가치와
경제적 잠재력
설명

없음(종이
형식)

높음

(공개 소스
아님)

(선택 사항)

높음(근본적인
데이터 사용
가능성에 따라
제한적)

설문 조사
양식 (PDF ),
워크숍 용
슬라이드
(PPT ),
결과
데이터베이스

MIDAS/
SIMILIE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

Python API

PA-BAT

MIMES

InVEST

정적

단일 및 다중

가능

상대값

높음

전부 가능

이해관계자에
대한 상대적
가치의 비금전적
선호도(순위)

모델은 예견된
관찰을 얼마나
잘 재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통계
수치 제공

중간

(도구모음)

ArcGIS

SolVES

정적

단일

가능

절대값 혹은
상대값

높음

전부 가능

문화 서비스의
생물 물리학적
가치 및
비금전적 가치
평가

신뢰 수준에
따라 안내 제공

높음

사용 설명서
(인터랙티브
PDF )

TESSA

정적

단일 및 다중

가능

절대값

낮음

육상, 담수

생물 물리학적 값만
다룸

민감도 분석을 통한
불확실성

높음

웹 애플리케이션

Water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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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ES

기존 모델의
경우 며칠에서
몇 주; 새로운
사례 연구를
위해 몇
개월에서 1년

공간적으로
명시적인
생태계서비스
균형, 흐름 및
불확실성 맵;
글로벌 모델을
사용하지 않는
한 현재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에
시간이 많이
걸림

기준

새로운 대상지역에서
전체 적용을 위한 시간
범위(범위 설정, 데이터
수집, 분석 후속 조치)

일반적인 요약/통찰

보전 우선 순위
지도와 함께
글로벌 데이터를
기반으로 물가
지수에 따라
조정된 번들
서비스의 신속한
분석

제공된 모든
데이터와 함께
모델을 적용하는
데 몇 분에서 몇
시간

Co$ting
Nature

생물 물리학적,
사회 문화적,
경제적 가치의
분석을 포함하여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완료하기 위한
도구가 내장된
상세한 단계별
가이드라인 추가
도구, 방법 및
데이터 소스의
개요; 여러 정책/
결정 상황에서
결과 사용에 대한
안내

범위 지정
프로세스에 대해
몇 시간에서
며칠; 선택한
방법/도구, 평가
팀의 자원/능력,
예상되는 결과의
범위/품질에
따라 완전한
평가에 대한 매우
가변적

EST

WaterWorld
제공된 모든
데이터와 함께
모델을 적용하는 데
몇 분에서 몇 시간

보전 우선 순위
지도와 함께 글로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상세한 생물
물리학적 평가의
신속한 분석

TESSA
준비, 1차
데이터 수집
(생물물리학 및
사회 경제학)
및 분석에
20~60 일

전문 기술이
없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 기반 비교
평가 방법 모음

SolVES
설문 조사
설계 및 설문
조사 데이터
수집에 수
개월에서 1년;
측량 데이터가
제공되면 모델을
실행하는데
몇분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가치 지도를
제공, 새로운
연구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가치 이전에는
더 낮은 비용이
듦

PA-BAT
1일 워크숍,
준비를 위해
며칠에서 몇
주, 워크숍
결과의 후속
분석, 후속
조치

보호지역
관리자 및
이해당사자가
보호지역이
제공하는
혜택을
평가하기 위한
정성적 종이
기반 양식

MIMES
모델 기능
학습에 3
개월, 소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1~3
개월,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6개월
~2년

입출력 분석을
사용한 동적
모델링 및
평가; 생태계
균형 및
의사결정,
개발에 많은
시간 소모

InVEST
소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1~3
개월, 데이터가
존재하고
시나리오가
미리 확인된
경우 더 적음
이해당사자
참여 수준에
따라
생태계서비스가
여러 개인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6개월
~2년
공간적으로
명시적인
생태계서비스
균형 맵; 현재
매개 변수화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림

4. 생태계서비스 도구의 비교

중요생물다양성지역, 세계유산지역, 보호지역을 위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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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drawasih Bay (Indonesia) © Conservation International/photo by Mark Erdm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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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한 많은 도구를 적용하여 중요한 현장의 생태계서비스 제공에

데 필요한 시간과 데이터는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관한 다양한 질문에 답할 수 있다. 표 3에 요약한 바와 같이, 많은 도구를

EST는 평가를 완료하고, 결과를 전달하며, 다양한 맥락에서 관리 및

사용하여 대상지역 보전을 위한 지지를 지원하고, 트레이드오프를

정책 결정의 결과를 통합하는 모든 과학적, 분석적, 관리적 조치를 통해

설명하고, 관리 선택사항을 확인하고, 연구를 수행하거나, 다양한

평가의 필요성을 유발하는 문제를 정의하기까지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각각의 도구는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해

제공한다. EST는 가능한 광범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개발되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장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한 다른

다양한 유형의 분석을 통합할 수 있도록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EST, TESSA, PA-BAT 이렇게 세 가지 도구는

통합적이고, 학제간의, 적용 가능한 포괄적인 도구를 제공하기 위해

범위 설정 연습, 생태계서비스 정보 캡처를 위한 워크시트, 1차 데이터

개발되었다.

수집(TESSA, EST ), 이해당사자 워크숍(PA-BAT, TESSA),
사용할 수 있는 추가 도구와 함께 다양한 1차 연구 및 분석 방법(EST )

TESSA는 사람의 수정, 보전 관리 수준이 다른 현장에서 제공하는

을 제공한다. EST, PA-BAT, SolVES, TESSA 이렇게 네 가지

생태계서비스의 차이 정량화 등 현장에서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의

도구는 이해관계자 조사나 워크숍을 통해 사회문화 생태계서비스에

가치에 대한 여러 결정의 영향을 비교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다.

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설계되었다. ARIES, Co$ting Nature,

여기에서 검토한 모든 공간 모델(ARIES, Co$ting Nature,

InVEST, MIMES, SolVES, WaterWorld 이렇게 여섯 가지의
도구는 공간적인 결과를 제공한다. 또한 ARIES, Co$ting Nature,
EST, InVEST, MIMES, TESSA는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데

다양한 토지 이용 또는 기후 변화 시나리오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지만, 이것이 해당 도구들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다.

지남에 따라 여러 현장 혹은 동일한 현장에 일관된 방식으로 적용되는

InVEST, MIMES, SolVES, WaterWorld)은 생태계서비스에서
시나리오 분석을 허용한다. 다른 도구(EST, PA-BAT )는 시간이
경우 비교, 영향 분석에 사용할 수 있다.

도구들은 데이터, 시간, 전문지식에 대한 요구사항이 모두 다르다.
도구를 선택할 때 이러한 현실적인 고려사항이 중요하다. MIMES와

TESSA 와 PA-BAT의 특징 중 하나는 현장 수준 평가 도구로

ARIES는 다른 모델을 개발하거나 통합할 수 있는 모델링 플랫폼이다.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검토된 다른 도구들과 대조되며, 적절한

이러한 도구는 다양한 정책 시나리오의 영향 평가에서 생태계서비스

규모의 입력 데이터를 사용하는 있는 경우 현장 수준에서 전 세계에

현장의 경제적 가치 추정까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사용자는

이르는 다양한 규모로 적용할 수 있다.

모델 매개변수를 지정하고, 입력 데이터 세트를 제공, 시나리오를
개발하며, 원하는 결과물(정성적, 정량적, 공간적, 금전적 등)을 원하는

InVEST는 여러 해양 및 해안 생태계서비스에 대해 완전히 개발된

형식으로 제공하도록 모델을 맞춤 제작할 수 있다. SolVES 는 공간

모델을 포함하는 유일한 도구이다. 적절한 데이터와 방법을 사용할

출력을 생성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설문 조사를 시행하고 모델(GIS,

수 있다면 해양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다른 도구(ARIES, MIMES)

Maxent)을 실행해야 한다. 현재 이 세 가지 도구는 다른 도구들과

가 있을 수 있고 연안 방어 서비스를 평가하는 방법을 포함된 도구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데이터, 시간, 기술력, 그리고 높은

(TESSA, Co$ing Nature) 역시 존재한다. WaterWorld는

수준의 데이터와 GIS 기술을 필요로 한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담수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는 데만 사용될 수
있다. EST, PA-BAT, SolVES 는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이는 모델 매개변수가 모두 정의된 있는 InVEST와 같은 '기성품'
도구와 대비되며, 이들은 입력 데이터와 매개변수 값을 올바른 형식으로

시간과 자원이 가능한 경우, 결합 도구를 사용하여 각각의 장점을

제공해야 한다. InVEST는 대안 시나리오(토지 이용 등)를 비교하여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먼저 EST, PA-BAT, TESSA의 범위 설정

생태계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런데도

모듈을 사용하여 정성적 범위 설정을 실시할 수 있다. 이는 InVEST,

InVEST는 사용자가 일부 입력 데이터를 제공하고 GIS 기술을

ARIES 또는 MIMES와 같은 공간적으로 명시적인 모델에 공급할 수

보유해야 하며, 각 모델을 학습하고 반복 실행으로 모델을 구체화하며,

있는 중요한 생태계서비스 및 데이터 소스를 식별하는데 도움이 될 수

모델 결과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데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있다. 범위 설정은 TESSA의 데이터 수집 프로토콜이나 SolVES의
사회 조사 방법을 사용하여 생물 물리학적, 문화적 생태계서비스를 보다

스펙트럼의 다른 쪽 끝에는 모델 매개변수와 필요한 모든 입력 데이터

심층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는 사회문화

세트를 제공하는 완전히 '자체 매개변수화' 모델인 Co$ting Nature

생태계서비스(PA-BAT, SolVES 등)의 평가를 위해 설계된 도구와

와 WaterWorld가 있다. 사용자는 관심 영역만 지정하고 사전에

생물 물리학적 생태계서비스(InVEST 또는 ARIES와 같은)를 함께

선택된 토지 사용, 기후 변화 시나리오에서 선택하거나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된 도구를 결합할 수 있다. SolVES와 ARIES

설계하게 된다. ARIES 글로벌 모델이 사용 가능한 경우(2018년 말)

가 결합된 사례 연구는 부록 4를 참조한다.

사용자는 자신이 모델링하고자 하는 위치, 기간, 서비스를 명시해 해당
체계 내에서 자체 매개 변수화 모델을 실행할 수 있는 옵션도 갖게

요약하면, 적절한 도구를 선택하려면 해결해야 하는 해당 질문을

된다.

확인하거나 결과 유형이나 요구되는 결과물, 해당 도구를 적용하는데
필요한 전문성, 시간, 데이터 같은 실제 요소들을 고려하는 것이

EST와 TESSA는 전문가 의견 기반의 정성적 평가 방법에서 현장

필요하다. 각 도구는 다르지만, 모든 도구는 생태계서비스 문제를

샘플링, 현장 데이터 수집이 불가능할 경우 공개된 데이터의 모델링

조명하고 관리 및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도구는 평가

또는 사용까지 다양한 옵션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는

목표와 사용 가능한 데이터, 용량, 자원에 기초하여 선택해야 한다.

중요생물다양성지역, 세계유산지역, 보호지역을 위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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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초기에 사용 가능한 도구의 다양성이 압도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제공되는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복잡성을 찾아보고
특정 상황과 수요에 가장 적합한 도구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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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Ⅰ. 생태계서비스 평가에 관한
시간적 고려사항

부록 Ⅰ. 생태계서비스 평가에 관한
시간적 고려사항
중요생물다양성지역
핵심 생물다양성 지역의 경우, 현장 별 제공되는 생태계서비스 측정
및 모델링은 일반적으로 중요생물다양성지역을 확인하고, 평가(기술)
하고, 문서화 단계를 선행한다. 이러한 다양한 단계들은 다른 데이터와
전문지식을 요구한다.
중요생물다양성지역 식별은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서 잠재적으로 핵심
생물다양성 지역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생물다양성 요소의 발생
(멸종위기 종, 생태계 유형, 생물학적 프로세스 등), 개체군 규모나
분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요소가 글로벌 핵심 생물다양성
지역 표준(세계자연보전연맹, 2016)의 기준과 임계값을 충족하는지
평가하는 것을 포함한다. 기술화는 지역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지도에
핵심 생물다양성 지역의 경계를 그리는 과정이며, 핵심 생물다양성
지역 식별 과정의 필수 단계이다. 목적은 생태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계를 도출하고 실제로 혹은 잠재적으로 단일 단위로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다.
현장을 핵심 생물다양성 지역으로 제안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정보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주요 생물다양성 지역의 세계 데이터베이스

TM(www.keybiodiversityareas.org; BirdLife International,
2018)에 대한 자료의 독립적 검토와 각 현장의 기본 발표가 가능하다.
이 필수 문서에는 핵심 생물다양성 지역 이름, 충족된 핵심 생물다양성
지역 기준, 핵심 생물다양성 지역으로서 현장을 작동시키는 생물다양성
요소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된다. 기준을 촉발하는 생물다양성
요소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각 핵심 생물다양성 지역에 권장되는
추가 정보가 있다. 현장 규모 모니터링, 보전 계획 및 우선순위 설정
등이다. 여기에는 현장에서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기본 정보,
중요성, 주요 수혜자가 포함된다.
표 1에 요약된 이 가이드라인은 보전 조치 및 투자, 현장 관리, 민간
부문 참여, 지식 생성, 기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핵심 생물다양성
지역이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의 측정, 모델링과 가치평가의 문서화를
넘어서길 원하는 보전 전문가, 현장 관리자 또는 연구자를 위한 것이다.

보안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역의 보호는 하류 도시에 수질
혜택을 보장할 수 있고, 맹그로브와 산호초 보호는 폭풍으로부터 해안
인구를 보호할 수도 있다. 다른 생태계서비스는 중장기적으로 강화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감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양보호지역
설정은 앞으로 어류가 번식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제공해 어획량을
늘릴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어장의 일부를 따로 떼어 놓아야 할 경우
어촌공동체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생태계서비스는 기존에 있던 제
3자들에게 영구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종들의 사냥을 금지하는 야생동물 보호
구역을 지정하면 전통적인 사냥터나 식량 공급원에 대한 접근이 차단될
수 있다.
계획 단계에서 생태계서비스 평가는 이전 혜택에 대한 보상 시스템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상적으로는 지역 사회의 생계 혜택
옵션을 살펴본다. 반대로 생태계서비스 평가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PES) 제도와 관련된 옵션을 식별하고 이에 동의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생태계서비스 데이터는 보호, 다양한 관리 접근방식의 영향의
추세를 측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준선을 설정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보호구역의 설치와 효과적인 관리는 이전에
성능이 저하됐거나 손실된 생태계서비스의 복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생태계서비스 평가는 여러 가지 이유로 기존 보호지역과 세계유산
지역에도 유용할 수 있다. 생태계서비스 평가는 특정 관리 옵션을
구현하거나 다른 자금 흐름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REDD+)
사업 계획에 대한 탄소 저장과 격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담수
서비스, 관련된 야생 농작물의 존재, 자연 기반 시설 결과와 재해 위험
감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생태계는 모두 생물다양성 보전에 거의
관심이 없는 기부자나 상업적 운영으로부터 지원이나 자금을 끌어 모을
수 있다. 지역 사회에 관련된 생태계서비스를 이해하고 생태계서비스의
손실에 대해 지역 사회를 보호, 교체, 보상하기 위한 계획과 관리는 지역
사회에서 보호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태계서비스 혜택에 대한 이해가 증가함에 따라 보호지역
관리 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점차 보편화하고 있다.

보호지역과 세계자연유산지역
생태계서비스 평가는 보호지역 지정이나 관리의 모든 단계에서 유용할
수 있지만, 각기 다른 기간에 특정한 역할을 가진다. 세계 문화유산의
경우 이미 세계 문화유산 목록에 새겨진 유적뿐만 아니라 국가별 '잠정
리스트'에 등재된 유산에 대해서도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할 수 있어
관련 이해관계자, 수혜자 파악과 후보 지역 개발 과정을 알 수 있다.
보호지역이나 새로운 세계 유산 후보 지역을 계획할 때는 현장이
제공하는 기존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중요하다. 이들
중 일부는 지정에 의해 변경되지 않으며, 실제로 보호를 위해 추가적인

중요생물다양성지역, 세계유산지역, 보호지역을 위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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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조건, 장점과 단점, 중요한 현장에 대한 잠재적인 응용 프로그램, 현장 수준에서 도구가 적용된 사례 연구를 포함하여 각 도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아래에 요약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도구에 중점을 두었다(특정 국가 또는 사례 연구에
국한되지 않음). 보다 포괄적인 도구 설명 세트는 ValuES 데이터베이스(www.aboutvalues.net/)와 생태계서비스 툴킷(Value of Nature to

Canadians Study Taskforce, 2017)을 참조하길 권장한다.

Artificial Intelligence for Ecosystem
Services (ARIES)

정의되고 측정된다. 이를 통해 ARIES 는 생태계서비스 모델링의 단위,

설명

사용자가 관련 데이터 세트와 모델을 제출하는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와

규모 매칭 및 상황의 공통적인 문제를 극복하면서 데이터와 모델을
적절한 공간, 시간적 상황과 규모에 일치시킬 수 있다. 두 번째 기여는
모델 저장소를 만드는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데이터 제약이

ARIES(aries.integratedmodelling.org/)는 생태계서비스 모델링
플랫폼이다(Villa et al., 2014). 이론적으로 모든 생태계서비스는
ARIES를 사용하여 모델링 할 수 있지만, 현재(2018년 초) 탄소

다른 접근 방식과 구별된다. 구체적으로 BitBucket 과 같은 웹

저장, 홍수 조절, 수분 및 문화/휴양 가치와 같은 생태계서비스 모델이

플랫폼을 통한 협업 모델링은 모델 제작자 커뮤니티가 모델에 기여하고

개발되고 테스트되고 있다. 맹그로브 탄소 저장, 양식 적합성, 물 공급,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모델링 방법과 결과를 기술하는

산사태 위험, 퇴적물 공급과 같은 몇 가지 추가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보고서의 자동 생산은 글로벌 모델을 실행할 수 있게 하고 결과물을

모델이 개발 중이다. 탄소 격리, 해안 보호, 문화적 가치, 침식, 어업,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Willcock et al., In press).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방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는 귀중한
자원이 될 것이다. ARIES의 협업적, 클라우드 기반, 상황별 요소는

생물다양성, 작물 생산, 경관 가치, 퇴적물 보전/이동에 대한 사례
연구도 개발되었다.

사용자 조건
현재 ARIES 는 특수 소프트웨어 (협업 모델링을 위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GUI))와 데이터 업로드, 저장 및 자료 접근을 위한 일련의

단점
ARIES는 현재 전문 훈련을 필요로 한다. 사용자 설명서는 온라인 협업
포럼(integratedmodelling.org/confluence/)을 통해 제공된다. 현재
ARIES는 모든 새로운 사례 연구를 위해 사용자가 전문 지식을 갖추고,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제공하며, 모든 모델 매개변수와 알고리즘을

연결된 웹 기반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웹

명시할 것을 요구한다(글로벌 데이터와 모델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인터페이스(2018년 가을 이전 가능할 예정)에서 글로벌 모델(이 검토
시점에 사용 가능)을 사용하지 않는 한, ARIES 는 현재 전문 지식,

교육은 특정 웹사이트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springuniversity.
bc3research.org/). 결과적으로 모델의 맞춤화는 시간과 데이터

훈련을 필요로 한다. 글로벌 모델의 경우 기술이 없는 사용자가 더 쉽게

집약적이어서 신속한 생태계서비스 평가에 실용적이지 못하며, 이러한

접근할 수 있는데 글로벌 모델의 데이터 흐름과 매개 변수화는 완전히

경우 ARIES 내의 글로벌 데이터 및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자동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맥락에서 글로벌 모델이 아닌
이전 모델을 적용하려면 사용자는 모든 모델 매개변수와 알고리즘을
명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입력 데이터(모델링 시스템에

중요생물다양성지역, WHS, PAs에 대한 잠재적 적용

통합된 글로벌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한)를 제공해야 한다. 웹 기반

기술이 없는 사용자에게 ARIES의 글로벌 모델은 글로벌 데이터

응용프로그램은 2018년 말까지 개발될 예정이다.

세트를 사용하여 어디서나 실행할 수 있고 로컬 데이터를 쉽게 대체할
수 있는 통일된 모델 패키지를 제공한다(특히 웹 브라우저 인터페이스의

장점
ARIES는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개인이나 그룹과
같은 개별 행위자의 행동을 시뮬레이션 하는 행위자기반 모델링을
포함한 정교한 모델링 기법을 시행할 수 있다. ARIES 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델 프로세스가 변화하는 동적 모델링과 모델 관계를
데이터로부터 학습하는 머신 러닝 역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ARIES
는 불확실성을 설명할 수 있다(Villa et al., 2014).

ARIES가 생태계서비스 평가 도구의 세계에 기여한 두 가지 고유한
기여는 표준화된 어휘 또는 의미론이다. "육상 바이오매스 탄소 저장"과
같은 특정 용어가 어떤 모델이나 분석에서 나타나든 항상 일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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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로 이러한 모델의 접근성이 향상되는 경우). 또한 ARIES 는 전문
교육을 받고, 자신의 데이터를 입력하고, 모델 매개변수를 지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를 위해 정교한 모델링 접근 방식을 제공한다. 행위자
기반 모델링, 동적 모델링, 머신 러닝 및 불확실성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ARIES 는 사회 생태학적 프로세스의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한
고급 솔루션이다. ARIES 내에서 개발된 모델은 여러 사용자 그룹의
상호작용 효과 또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생태계서비스 흐름의 변화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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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유림 개별 조사로부터 도출되었다. 우편으로 설문조사를 개발,

ARIES는 이 리뷰에 포함된 굉장히 정교한 도구 중 하나이며, 자연에서

테스트, 관리하는 시간은 각 설문조사마다 대략 9-12개월이었다.

사람에게로 전달되는 복잡하고 역동적이며 상호작용 적인 유익성
흐름을 반영하는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새로운 상황에서 ARIES 를 적용하기 위한 전문 지식, 데이터
및 시간에 대한 요구 사항으로 인해 (사용자가 이미 개발된 글로벌
모델을 사용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하는 데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까다로운 도구 중 하나이다. 향후(2018년 말) 온라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비전문가가 사용하기 조금 더 쉽게 만들어질 것이다.

ARIES 사례 연구:
ARIES와 SolVES를 사용하여 생물리학적, 문화서비스
우수지역을 평가하여 미국의 국가산림계획에 정보 제공
상황: USDA 산림청은, 부분적으로는 2012년 계획 수립 규정의
일부로, 산림 계획을 위한 생태계서비스 개념 및 도구의 사용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미국 토지 관리 기관의 선두 주자였다. 산림 계획의
본질적인 공간적 특성을 감안하여, 두 개의 생태계서비스 도구를
공동으로 적용했고, 산림 생태계서비스의 다양한 측면을 지도화 한
후 그 결과를 종합하여 관리자들에게 보다 유익한 지도를 구축하였다.
먼저, ARIS 모델링 플랫폼은 콜로라도와 와이오밍의 로키산맥에
있는 6개 국유림에서 4개의 생물 물리학 기반의 생태계서비스를
모델링하는 데 사용되었다. 둘째, SolVES 도구와 동일한 국유림에
대한 공공 가치에 대한 조사 데이터(대부분 문화서비스에 해당)
를 사용하여 이러한 가치를 공간적으로 모델링하였다. 생물리학적,
문화적 생태계서비스 우수지역과 취약지역을 추정해 두 가지를
중첩함으로써, 미국 서부 로키산맥 지역의 대규모 공공 토지에 걸쳐
생물리학적, 문화가치가 높은 지점과 낮은 지점의 매트릭스를 도출해
뚜렷한 관리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예를 들어, 생물리학, 문화서비스
주요 가치 지점 분석은 관리자가 전통적인 사용을 강하게 지원하거나
갈등에 대한 추가 평가가 필요한 지역, 개발 또는 자원 추출에 적합한
지역, 관리 지원을 구축하기 위해 공공 지원이 필요한 지역(그림 A1과

설문 조사 데이터를 디지털화하고, 환경 데이터를 준비하고, SolVES
를 실행하는 데에는 2-4주가 더 걸렸다.
다른 도구와의 연결: ARIES와 SolVES 도구는 생태계서비스를
보다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생물 물리학적 모델과 참여형 GIS
접근방식의 보완성을 보여주기 위해 공동으로 사용되었으며 관련 관리
조치에 대한 잠재적 대중의 인식/지원이 이루어졌다.
이해관계자/협업자/파트너: 이 프로젝트는 미국 지질조사국이 주도했다.
프로젝트 개발, 결과 배포 과정에서 USDA 산림청이 자문을 받았다.
SolVES 조사는 콜로라도 주립대학의 사회과학 연구자들과 협력하여
개발, 관리되었다.
평가된 서비스: ARIES 를 사용하여 4개의 생물리학적 생태계서비스를
모델링했고 다음과 같다: 탄소 격리 및 저장, 경치, 퇴적물 보유, 물
생산량. 또한 11개의 사회적 가치 유형/문화서비스는 SolVES 를
사용하여 지도화를 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심미적, 문화적, 경제적,
미래, 과거, 본질적, 교육적, 레크리에이션, 정신적, 생활적, 그리고
치료적 가치.
수혜자: 6개의 국유림과 국유림 내 위치한 휴양지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 경관이 계획되었다. 중요한 하류 수혜자가 있는 여러
주요 강(Arkansas, Colorado, Green, Missouri, Platte,

Snake Rivers) 상류에 위치한 숲의 위치를 고려할 때 수문학
생태계서비스(퇴적물 조절, 수율)가 하류 물 사용자들에 의해 균일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탄소 격리 및 저장의 수혜자는 전 지구적인
것으로 가정하였다. 문화서비스 데이터는 국유림 주변의 카운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수집되었다.
주요 결과: 6개의 높은/낮은 가치 지점의 기술 방법은 높은/낮은 가치
지점 방법이 의사 결정에 사용될 때 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높은/

A 2)을 확인할 수 있다.

낮은 가치 지점의 수 및 가장자리 대 면적 비율을 식별한다. 규모가 큰

해결 중인 동기/질문: 이 분석은 콜로라도의 Pike-San Isabel

적당히 보수적인 방법이 계획에 가장 유용할 수 있다. 우수지역은

국유림의 이전 분석을 기반으로 미국 로키 산맥의 더 넓은 국유림
지역에서 높은 가치 지점 대체 방법을 평가했다. 6가지 다른 높은
가치 지점 방법(정량, 영역 기반, 통계)을 테스트하여 생태계서비스
높은 가치 지점/낮은 가치 지점을 식별하기 위한 민감도를 결정했다.
대자연의 생태계서비스 가치가 높은 지점/낮은 지점 대 국유림의 비원시야생지역(콜로라도 프론트 레인지 도시 회랑 근처의 숲)에서 멀리
떨어진 곳(와이오밍 북서부)까지의 경사도를 가로지르는 생태계서비스
가치가 높은 지점/낮은 지점의 유무도 평가되었다.
위치/규모: 이 분석은 450m 해상도로 콜로라도와 와이오밍 주(총
57,000km²에 달하는 지역)의 6개 미국 국유림에 대해 실시되었다.

국유림의 경우, 군집된 우수/취약지역을 생성하는(즉, 통계적 방법)
콜로라도 프런트 레인지 도시 회랑에 가장 가까운 4개의 국유림의
원시야생지역에서 더 흔하고, 취약지역은 더 적었으며, 와이오밍
북서부에 있는 2개의 외딴 국유림에서는 반대의 패턴이 관측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이 숲 근처에 사는 주민들의 원시야생지역에 대한 인구
통계와 가치의 차이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SolVES 모델링 도구를
사용하여 지도화 된 공공 참여 GIS 기술을 사용하는 문화서비스
평가의 정보와 ARIES 모델링 도구를 사용하여 지도화 된 생물리학적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결합하여 관리자를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대체 방법이나 도구를 사용하여
개발된 생물리학적, 문화서비스 지도는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방법을
사용하여 유사하게 결합할 수 있다.

시간과 자원: 이 프로젝트에는 로키산맥의 기존 ARIES와 SolVES
모델의 종합이 필요하다. ARIES 모델은 약 9개월의 기간에 걸쳐
개발, 시험, 개선되었다. SolVES 데이터는 8년 동안 실시된 3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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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1. 문화적, 생물과학적 높은/낮은 가치 지점 분석의 잠재적 관리 시사점
생물리학적 모델링된 생태계 시스템(ARIES로 매핑됨)
(가치)

높음

문화서비스
(SolVES로
지도화됨)

높음
높은 관리 지원(문화, 생물리학적
서비스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
하는 경우) 또는 관리와 전통적
사용 간의 잠재적 갈등(문화,
생물 물리학적 서비스 간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하는 경우)

중간

낮음
전통적인 사용에 대한 높은
지원; 생물 물리학적 모델링
만으로 값을 매핑하는 데
부적합한 경우

중간

낮음

관리 지원을 구축하기위한
공공 봉사 활동 필요(유역 보호
프로그램)

다른 중요한 자연, 문화 자원이
없다고 가정하여 개발과 자원
추출에 적합한 지역(높은 생물
다양성, 멸종 위기에 처한 종, 토착
문화적 중요성)

그림 A2. 콜로라도와 와이오밍의 6개 국유림용 높은/낮은 가치 지도
α = 0.10 유의 수준에서 Getis-Ord Gi* 통계를 사용하여 계산한 원시야생지역의 윤곽도 표시되어 있음.

(출처: Bagstad, K.J.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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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기반 모델링 도구의 사용에 가장 적은 필요조건을 가지고 있다.

장점
Co$ting Nature는 빠르고(모델 실행은 몇 분 정도 소요됨), 입력
데이터 요구사항 없이 전 세계 육상 영역 어디에서나 실행될 수 있다.
기존 글로벌 데이터 세트에서 추출되며, 이들 중 많은 데이터 세트는
달리 사용할 수 없거나 의사 결정자와 실무자가 쉽게 사용할 수 없다.
유료 라이선스를 통해(자원이 적은 조직에는 무료로 제공) 사용자는
자신의 데이터로 모델을 실행하고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Co$ting

Nature 는 작은 규모(작은 구역의 경우 1ha 해상도)와 큰 공간 규모
(전국, 큰 유역(1km 해상도))로 실행될 수 있다.
단점
Co$ting Nature가 글로벌 데이터 세트에서 데이터를 끌어오고
모든 모델링 매개변수는 모델 개발자에 의해 미리 설정되기 때문에
개별 대상지역 규모에서 가장 정확한 결과물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
다른 모델과 마찬가지로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해 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단순화를 위해 Co$ting Nature(무료 버전)의 결과물은
상대적이므로 생물 물리학적 단위의 정량 분석을 허용하지 않는다.
서비스 간 차별화는 지도가 아닌 포인트(개별 픽셀 내)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소규모 현장(몇 평방 킬로미터보다 작은)의 경우 글로벌

Co$ting Nature
설명

데이터의 해상도가 너무 낮아서 유용한 결과를 제공할 수 없다. 모델은
공개되었으나 소스는 비공개이다; 대부분의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본
기능은 무료지만, 사용자 자신의 데이터로 모델을 실행하는 등 보다

데이터를 사용하여 육상의 생태계서비스, 보전 우선 영역, 현재의

발전된 기능들은 유료 라이선스와 GIS 능력을 필요로 한다. Co$ting
Nature의 사용에는 인터넷 연결이 필요하며, 이것은 특정 상황에서의
사용에 장벽이 될 수 있다. 또한 Co$ting Nature는 여러 개의

문제 및 미래 위협을 지도화하는데 사용하기 쉬운 웹 기반의 도구이다

생태계서비스를 함께 묶는다; 모델은 개별 생태계서비스(물, 탄소,

(Mulligan, 2015). 모델에 포함된 생태계서비스로는 물, 탄소, 자연

레크리에이션, 재해 완화 등)의 세분화를 허용하지 않지만 각 픽셀에서

기반 관광 및 재해 완화(버전 2), 목재, 땔감, 방목/사료, 비목재 임산물,

가장 중요한 서비스에 대한 지도를 제공한다.

Co$ting Nature(www.policysupport.org/costingnature)는 글로벌

물 공급(양, 질), 어획량, 탄소, 자연 재해 완화(홍수, 가뭄, 산사태, 해안
침수), 문화 기반 관광, 자연 기반 관광 서비스, 환경 및 심미적 서비스,
야생동물에 의한 서비스(수분, 해충 조절),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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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해충)(버전 3)가 있다. 결과는 생물 물리학적 단위로 계산되지만,

Co$ting Nature는 한 개 이상의 현장에서 광범위한 생태계서비스,

비교를 위해 사용자 선택에 따라 0-1(가장 낮은 값에서 가장 높은 값)

생물다양성 가치에 대해 공간적으로 명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의 척도로 제공된다. 모델은 지역(1ha 해상도)에서 전국 또는 분지(1

제공함으로써 탐구 분석과 범위 설정에 사용할 수 있다. Co$ing

㎢ 해상도)까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다양한 규모로 실행할 수 있다.

Nature는 추가 노력 없이 상대적으로 큰 공간 범위(국가 전체 등)

토지 이용에 대한 시나리오, 모델(사전 정의 또는 사용자 정의)과 함께

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여러 현장에서 동시에 제공하는

생물리학적, 그리고 사회 경제적 프로세스 모두에 대한 공간 모델을

생태계서비스(특정 국가 또는 지역의 모든 핵심 생물다양성 지역 등)를

통합한다. 사용자가 무료 정책 분석가 또는 과학자 버전을 사용하는지,

분석할 수 있다. Co$ting Nature는 특정 서비스에 대한 인식, 경제적

고급 또는 상업용 라이선스를 구입하는지에 따라 다른 기능을 이용할

가치와 전체적인 보전 우선순위에 대한 사용자 가정을 테스트하는

수 있으며, 후자는 최신 기능을 사용 가능하게 한다.

고급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토지 이용 변화에 대한 사용자 정의
시나리오의 영향을 이해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사용자 조건
Co$ting Nature는 GIS 능력이 없고, 데이터가 없으며, 시간/

요약

예산이 제한된 사용자를 위해 육상 생태계서비스와 보전 우선 영역에
대한 신속한 공간 데이터를 제공하고 정책 시나리오의 영향을 평가하기

Co$ting Nature는(기본 기능의 경우) 자유롭고, 빠르고, 사용자
입력 데이터나 GIS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육상 어디에서나

위해 설계되었다. 따라서 Co$ting Nature는 이 검토에 포함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탐색 기준이나 시나리오 분석(토지 이용 변화

중요생물다양성지역, 세계유산지역, 보호지역을 위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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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등)을 실행하는 데 유용한 툴이다. 보다 상세한 분석을 위한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종의 즉각적인 손실과 많은 종의 충돌을

시간이나 자원이 제한되어 있거나, 현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없거나,

야기할 것이다. 지역 인구에게 있어 가장 즉각적인 영향은 수자원 및

현장 데이터 수집이 불가능할 때 유용한 해결책이기도 하다. 단,

수질이다.

데이터를 글로벌 데이터 세트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개별 대상지역이나
소규모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정확도가 높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장

효과적인 보호지역은 생물다양성(개체군 생존력)을 위해 상황을

규모에 주의하여 결과를 사용해야 한다. 다른 모델과 마찬가지로, 모델

극적으로 개선하고 탄소나 물의 경우 약간의 개선으로 약 7%의 면적에

결과의 검증은 그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하며, 사용자는 이를

걸쳐 산림전용을 막을 수 있다. 야수니는 에콰도르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수행하는 것이 좋다(모델 개발자들은 모델 검증을 위한 장비 지원을

중요하다. Co$ting Nature를 사용하여 수행된 세계적인 분석은

제공하는 프로젝트 www.freestation.org를 가지고 있다). 모델은

야수니가 생물종 풍부도, 탄소 저장, 격리 밀도 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비공개 소스이고 생태계서비스의 세분화된 지도화를 허용하지 않기

상위 몇 개의 보호지역들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때문에, 다른 상황에 맞게 맞춤화하거나 일부 실무자나 연구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별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지도를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다.

Co$ting Nature 사례 연구:
야수니의 미래(에콰도르)
상황: 야수니 국립공원은 에콰도르의 아마존 저지대에 있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구에서 가장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에

URL : www.policysupport.org/costingnature/exampleapplications/the-future-of-yasuni
Co$ting Nature 참고문헌:
Mulligan, M. (2015). ‘농업과 자연의 다른 혜택 간의 공간적 균형’.
In: C. A. Zolin and R. de A. R. Rodrigues (eds.) 농업의
수자원에 대한 기후 변화의 영향. Boca Raton, FL: CRC Press.

속한다.

Ecosystem Services Toolkit (EST)

해결 중인 동기/질문: Co$ting Nature(버전 2.46)는 다음과

설명

같이 질문할 때 사용되었다. 야수니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처럼
삼림 벌채가 이어진다면 에콰도르 아마존 숲의 미래는 어떨지,

ITT(Ishpingo-Tambococha-Tiputini) 프로젝트와 같은 석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도로가 건설된다면 어떨지?
위치/규모: 에콰도르 국가 전체의 규모로 분석이 진행되었다.

EST는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 적용 가능한
광범위한 분석 도구와 방법, 데이터 소스의 종합으로 구성된 PDF
형식 가이드라인 문서이다(Value of Nature to Canadians
Study Taskforce, 2017). EST는 publications.gc.ca/site/
eng/9.829253/1987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고. 각 단계에는 단계
완료를 지원할 수 있는 워크시트 등의 템플릿과 가이드라인이 포함되어

시간과 자원: 생태계서비스 모델링은 런던의 King’s College에 의해

있다. 단계별 가이드라인 외에도 EST에는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유형과

완성되었다. 신청서 작성을 포함해 총 2시간이 소요됐다. 여기에는

각 유형에 대한 설명, 공통 이슈에 대한 논의(스케일과 불확실성 등),

시나리오 개발, 모델 실행, 결과 분석, 응용프로그램 노트 제작 등이

원주민 커뮤니티와 생태계서비스 평가 수행에 대한 가이드라인(EST

포함되었다.

는 이 문제에 대한 특정 가이드라인으로 검토된 유일한 도구), 경제적
가치평가와 사회문화적 가치평가 양쪽 모두에 대한 접근 방식, 분석을

이해관계자/협업자/파트너: 이 프로젝트는 분석 기간 런던의 King’s

지원하기 위한 가능한 생태계서비스 지표의 표, 가치평가에 대한

College가 주도했고, 분석 기간 해당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원하는
Universidad San Francisco de Quito 학생들의 관련 연구도

접근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데이터 소스를 기술하는 팩트 시트의

함께 진행했다.

자원에 대한 논의 등이 포함되어 있다. EST는 사용자들에게 평가의

개요, 그리고 생태계서비스 평가에 관련된 분석 방법 및 도구와 같은
필요성을 유도하는 질문을 정의하고, 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

평가된 서비스: 물, 탄소, 재해 완화, 자연 기반 관광 등 4개 서비스

(문제 중심 접근법)으로 그 질문에 대답할 지표, 데이터 및 분석 방법을

그룹이 생물학적 종의 풍부함과 고유성이 함께 평가되었다.

선택하라고 조언한다. 또한 EST에는 생태계서비스 평가 결과와 기타
생태계서비스 고려사항을 광범위한 정책 및 의사결정 상황과 관련된

수혜자: 연구의 초점은 이러한 서비스(지구적으로는 탄소, 에콰도르나

기존 관행에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이 포함되어 있다.

브라질 하류에서는 물과 재해 완화, 지역적으로는 자연기반 관광)의
모든 수혜자에 있다.

사용자 조건

주요 결과: 야수니(Yasuni)는 에콰도르에서 생물다양성과 미래의

EST는 소프트웨어 도구가 아닌, 다른 생태계서비스 평가 도구와

생태계서비스(물, 탄소, 재해 완화, 자연 기반 관광) 제공에 있어 가장

접근법 가이드라인과 요약본이기 때문에 사용자 요건은 비교적 낮은

중요한 지역이다. 에콰도르 아마존에서 현재의 속도로 벌채를 계속하게

수준(일반적인 서술적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는 신속한 평가의 경우)

되고 보호지역에 효과가 없다면 에콰도르는 남은 숲의 대부분을 잃게 될

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더 복잡한 분석이나 더 높은 정밀한 결과가

것이다. 이것은 탄소 저장과 격리의 상당한 손실로 이어져 기후변화에

필요한 경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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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Ⅱ. 도구 설명과 사례 연구

장점
EST에는 몇 가지 핵심 강점이 있다. 첫째,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통해 한
단계씩 사용자를 안내하고 각 단계를 지원하는 상당한 양의 배경 자료와
워크시트를 포함한다. 둘째, 다양한 평가 방법에서 소프트웨어 기반

EST의 개발을 알리는 사례 연구:
캐나다 앨버타의 생태계서비스 시범 사업으로 지역의 습지 정
책을 알리고 생태계서비스 평가 역량 개발

모델링 도구(ARIES, InVEST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는

상황: 앨버타 주 정부(캐나다)는 천연자원 관리를 지원하고 다양한

등 매우 포괄적이다. 여기에는 또한 제한된 서비스만을 포함하는

규모의 계획 정보를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 개념의 잠재력에 관심이

생태계서비스 또한 존재하는데, 이 보고서에서 검토된 몇몇 도구를

있었다. 이 목표를 탐구하는 첫 번째 단계 중 하나는 생태계서비스

뛰어넘는 수준이다. 셋째, EST 평가의 결과와 기타 생태계서비스 중심

평가가 다양한 정부 기관 내에서 의사 결정 지원 도구로 유용할 수

정보를 토지 이용 계획, 영향 평가 및 보전 인센티브와 같은 11가지

있는지 여부를 보여주기 위해 2010년에 시작한 대상지역에 대한

공통 정책 활동에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제공한다. 이 부분은

시범 사업이었다. 시범 사업에 사용된 프로세스는 EST(Value of

캐나다에만 한정되어 있지만, 정책 분야는 세계의 많은 곳과 관련이

Nature to Canadians Study Taskforce 2017)에 설명된

있다. 다만 결과 정보가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를 명확히 정의한 후에만

과정과 유사하다. 이 시범 사업에서 얻은 많은 교훈은 1차 연구와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수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바이다. 그렇지

새천년생태계평가(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않으면 평가자가 올바른 접근법, 관련 지표 또는 타당하거나 신뢰할 수

참여를 통해 얻은 지식을 개선하여 EST의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데

있는 결과 형식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생태계서비스 평가가 가치

직접적 기여를 했다. 생태계서비스 시범 사업은 당시 사용 가능한

없을 것이다.

최고의 가이드라인과 전문 지식을 사용하여 개발되었고, 이는

단점

생태계서비스 및 인간 복지: 평가 실무자를 위한 매뉴얼(Ash et al.,
2010)과 생태계서비스: 의사결정자를 위한 가이드라인(WRI, 2008)
을 포함한다. 전반적인 목표를 개발하고, 이 작업에 대한 리소스와 내부

EST 문서의 길이(284쪽)는 시간이 한정된 사용자에게는 부담스러울

지원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특정 주제와 지리적 영역에 대한 작업에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매 페이지를 읽을 필요 없이 집중해야 할

집중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정부기관과 협의했다.

섹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섹션은 사용자에게
툴킷의 다른 곳에 있는 관련 지원 리소스로 안내한다.) 종합적이기는

해결 중인 동기/질문: 협의의 결과는 앨버타의 습지 승인 절차를

하지만, 사용자가 평가 방법과 도구에 관해서 다수의 옵션을 탐색하고,

개선하고 알리기 위해 생태계서비스 시범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었다.

가장 적절한 옵션을 선택한 다음, 선택된 방법론을 학습하고 적용하는

습지 승인 절차는 어떤 식으로든 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 시간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프로젝트가 제안될 때마다 따르게 된다. 승인 프로세스는 제안이 수락

EST에는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얻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을 식별하는

(보상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거부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앨버타

워크시트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포괄성은 제한된

생태계서비스 시범 사업은 다음과 같은 특정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시간과 자원으로 작업할 수 있는 사용자에게 강점이자 도전이다.

1) 현재 개발 접근 방식과 습지가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 혜택 간의
트레이드오프를 명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중요생물다양성지역, 세계유산지역, 보호지역에 대한 잠재적 적용

사용하여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방법을 시험하고 입증하는 한편; 2)
토지 이용 개발과 관련된 잠재적 보상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습지 승인

EST는 원주민이 포함되고 현장 수준 평가와 관련될 수 있는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일반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EST의 우선순위

프로세스에 통합할 추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 정부의 습지 관리를

생태계서비스 심사 도구는 생태계서비스 평가가 필요한지 유용한지를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위한 정보 및 역량 격차를 확인한다.

지원한다; 향후 앨버타에서의 생태계서비스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판단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시간과 자원이 심각하게 제약될 때 "

의사결정 과정이나 청중에게 확실히 전달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위치/규모: 평가는 'Greater Shepard Slough'라고 불리는
Calgary 시, Rocky View 카운티, Chestermere 타운(그림
A3)을 포함하는 남부 앨버타에서 274km2에 이르는 지역에 초점을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맞추었다. 이 지역은 많은 수의 습지와 빠른 전환율, 강력한 토지 사용

신속한 평가"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EST는 필요할 경우 중간
정도의 혹은 포괄적인 평가에 사용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결과가 특정

압박(농업, 주거, 산업 용도), 국지적 홍수, 사용 가능한 데이터 및

요약

의지가 있는 시의 파트너 때문에 선택되었다.

EST는 모든 유형의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기 위한

시간과 자원: 생태계서비스 파일럿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완료까지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으로서 내장된 도구, 조언, 지원 리소스를 가지고

16개월이 걸렸으며, 약 45만 달러의 비용과 10명의 정규직 직원이

있다. 또한 평가에 통합되거나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추가

포함되어 있었고, 총 40여 명이 이 작업에 기여했다. 작업의 품질과

생태계서비스 평가도구의 요약을 제공한다. 광범위한 정책 관련 목적을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와 검토 패널을 구성했다. 기여자는

위해 예비 평가와 종합 평가 모두에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 공무원이었지만 구체적인 전문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다수의
컨설턴트와 학술협력업체 역시 계약됐다.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던
데이터 세트는 대부분의 분석에서 사용되었지만, 설문조사 형태로
새로운 현장 작업이 필요했다. 다양한 생태계서비스 평가 도구에 대해

중요생물다양성지역, 세계유산지역, 보호지역을 위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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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고 적용하기 위해 여러 회의와 워크숍이 소집되었다. 예를 들어,

Glenmore 저수지와 Chestermere 호수의 총 저장 용량을 합친

Paul Adamus 박사가 설계한 미국 습지 생태계서비스 프로토콜
(WESPUS)은 워크숍 형식으로 이해관계자들에게 소개되었다.
WESPUS 도구는 생태계서비스 파일럿에서 사용하도록 재구성,
테스트 및 보정되었다. 이후 앨버타 정부, Calgary 시, Rocky View
카운티, Ducks Unlimited Canada 등이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채택한 '앨버타 습지 간편 평가 도구(ABWRET )'를 개발하기 위한
추가 작업이 완료되었으며, 앨버타의 새로운 습지 정책(Adamus

것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을 나타낸다.
■	Stewart&Kantrud(S&K) 습지 등급에 의한 저수 용량 분석에
따르면 1등급이나 2등급의 습지가 많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3등급
습지보다 적은 물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경관상 물 저장에 대한
기여도가 상당하다고 나타났다.
■	1965년부터 현재까지의 습지 배수로 인해 손실된 총 저장 용량은

2013)에 포함됐다. 파일럿 기간 중 탐색하거나 사용한 다른 도구로는

920만 세제곱미터다. 이는 연구 영역에서 사용 가능한 물 저장

생태계서비스값을 도출하기 위한 원격 감지, 수문학적 모델링,

용량이 20%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생태계서비스 값을 도출하기 위한 시민의 사회과학 조사, 경제적
가치 평가(복수 접근법), 문헌 검토, 전문가 자문, 통계 분석(균형,

■	연구 지역의 모든 습지는 홍수 조절에 기여한다. S&K 또는 크기

생태계서비스 번들 분석 포함), InVEST 등이 있다. 이 모든 도구는

등급에 따른 홍수 조절 값에 대한 명확한 추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EST에 설명되어 있다.

높거나 낮은 홍수 조절이 습지의 등급이나 크기보다 경관 상황에 더
많이 의존한다는 것을 시사했다.

이해관계자/협업자/파트너: 이 사업은 앨버타 주 정부의 부처인 앨버타
환경 및 물 부(Alberta Environment and Water, 현 Environment

■	자연 습지를 기반 시설로 대체하는 비용은 현재 자연습지에서

and Parks)가 주도했다. 이해관계자 단체 및 전문가에는 습지 정책

공급되고 있는 것과 동일한 홍수조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 지역 정부 직원, Alberta Environment의 생물/생태/경제

필요한 공학적 습지의 총 면적으로부터 추정되었다. 모든 습지의

전문가, 기타 부처 및 기관, 학계와 연구에 지방자치단체의 시민들 등이

대체 비용은 약 3억 3,800만 달러로 추산되었다. 이는 과거 습지

포함되었다. 비정부 기관뿐 아니라 학술협력업체, 컨설팅업체 등 평가

면적 감소율을 적용할 때 연간 약 200만 달러의 경제적 손실에

활동에도 전문가가 추가로 참여했다.

해당한다.

평가된 서비스: 이해관계자들은 물 저장/공급, 홍수 조절, 수질정화/

■	지역 내 모든 습지를 복원하는 데 드는 예상 비용은 4,300만

수질을 전체 주 정부 습지 승인 프로세스와 일차적으로 관련이 있는 3

달러이다. 이는 과거 습지 감소율(1960년대와 2005년 사이의

가지 생태계서비스로 선정하였다. 해당 생태계서비스는 탄소 저장과

0.6%)을 적용할 경우 연간 약 25만 7,250달러의 복원 비용에

함께 생물리학적, 사회경제적 평가를 위해 선정되었는데, 탄소 저장

해당한다.

기회가 지역 기후 변화 전략과 관련 규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포함되었다. 정부 에서 사용하기 위한 생태계서비스 접근방식 개발과
관련된 앨버타 생태계서비스 파일럿의 광범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 생태계서비스가 포함되었지만, 이들 대부분은 회의 등과 같은
실내 연구를 통하여 정성적으로 평가되었다. 추가 생태계서비스는
작물/식량, 수분, 토양 형성/침식 조절, 문화서비스(유산 가치, 과학/
교육, 심미적 혜택, 관광/레크리에이션) 이다.
수혜자: 연구 지역 내 습지 생태계서비스의 수혜자는 거주민, 개발과
주민 안전을 담당하는 지자체, 레크리에이션과 교육을 위해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시민을 포함한다. 생태계서비스 시범 사업과 생태계서비스의
개념은 토지이용 체제, 지역계획, 주 습지 정책, Rocky View 카운티와

Calgary 시의 습지와 수변구역에 대한 정책, 농림환경연구원(IAFE)
의 업무와 삼림 및 농업 부문의 선행 혁신 등을 포함한다(Kennedy,
2010).
주요 결과: 각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결과는 생물리학적 조건, 최근
상황의 추세, 의사결정자와 일반 대중과 관련된 방식으로 보고된 경제적
가치, 그리고 경우에 따라 사회 문화적 가치를 다루었다. 모든 결과는

GoA(2012)를 참조하길 권한다. 설명을 위해 두 가지 생태계서비스(
물 저장 및 홍수조절)에 대한 특정 결과의 샘플이 제공된다:
■	연구 지역 내 모든 습지의 총 저수량은 3,630만 세제곱미터로
추정되었다. 이것은 해당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두 저수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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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eal-natural-region/ (Accessed: 29 Ma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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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ase study area - wetland ecosystems in Rocky View County and East Calgary
Ecosystems Services Approach Pilot for Wetlands – Final Version Octobe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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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ed Valuation of Ecosystem
Services and Tradeoffs (InVEST)

를 대규모(국내 또는 세계적) 규모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한 데이터의

설명

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InVEST는 생태계서비스의 공간적 제공에 대한 다양한 정책, 기후,
토지 이용, 해양과 해안 이용, 그리고 기타 시나리오의 영향을 평가하기

가용성에 따라 달라지며 충분한 컴퓨터 처리 시간이 필요하다. 이는
향후 모델이 확대, 개선되고, 데이터 가용성이 높아지며, 컴퓨터 처리

중요생물다양성지역, 세계유산지역, 보호지역에 대한 잠재적 적용

위한 소프트웨어 패키지이다(Tallis & Polasky, 2009). InVEST는

중요생물다양성지역, 세계유산지역, 그리고 보호지역을 위한 응용

웹사이트 www.naturalcapitalproject.org/invest/에서 다운로드할

측면에서 InVEST는 개별 대상지역, 지리적 영역 내 현장 네트워크의

수 있다. 현재 InVEST에는 18개의 개별 생태계서비스를 지도화,

생태계서비스 흐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InVEST는

정량화하기 위한 컴퓨터 기반 모델들과 기타 지원 도구 모델이 포함되어

현재 대상지역에서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 혜택, 이러한 혜택을 받는

있다. InVEST에서 모델링 할 수 있는 생태계서비스에는 탄소, 해안

수혜자, 대체 관리 선택사항 또는 기후 시나리오에서 이러한 혜택이

블루카본, 해안 취약성, 작물 수분, 어업, 서식지 질, 서식지 위험평가,

어떻게 변경될 수 있는지 이와 같은 질문에 답을 하는 데 사용할 수

해양 어업 양식, 해양 수질, 해일 및 해안 침식, 해상풍력에너지,

있다. InVEST와 RIOS 는 현장 수준의 보전을 지원할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 저수지 수력발전(물 생산), 경관, 퇴적물 보유, 수질정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획을 설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InVEST의

파랑 에너지 등이 있다. 모든 InVEST 모델의 목표는 다양한 토지이용

강점은 시나리오 비교에 있다. 따라서, 다양한 육상, 해양/해안 관리

시나리오 등과 비교하여 생태계서비스 제공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시나리오가 현장이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이다. Natural Capital Project는 특정 의사결정 상황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사례 연구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위한 몇 가지 무료 오픈소스 도구를 제공한다
( www.naturalcapitalproject.org/software/#tailored-tools
참조).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복원하거나 생태계서비스와 생물다양성,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획에 도움이 되는 RIOS(자원 투자 최적화
시스템)는 특히 중요생물다양성지역, 세계자연유산, 보호지역 지정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요약
InVEST는 학습 및 실행에 필요한 시간이 중간 정도인 점, 데이터 및
GIS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간 수준의 옵션을 제공한다.
Co$ting Nature와 같은 도구만큼 빠르거나 간단하지는 않지만,
입력 데이터와 매개변수의 더 많은 맞춤화를 허용한다. 그러나 모델은

사용자 조건

비교적 단순하며 데이터, 전문 지식 및 시간적 요구사항은 ARIES나

MIMES와 같은 다른 도구에 비해 현저히 적다.

InVEST는 독립형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전문 소프트웨어가
없이도 다운로드하거나 실행할 수 있다. GIS 소프트웨어는 입력
데이터 세트를 생성하고 모델 결과물을 시각화하는 데 필요하다.

InVEST 모델마다 입력 데이터에 대한 요구사항이 다르다. 현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많은 모델에는 입력 데이터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일부 데이터가 사전 패키지로 제공된다.

장점

InVEST 사례 연구
생태계서비스 제공 평가, 그리고 보전과 개발 계획을 알
리기 위한 미얀마 중요생물다양성지역, 보호지역과의 공
통 부분
상황: 경제 발전을 제한하고 천연자원 개발의 속도와 본질에 영향을
미친 수십 년간의 제한적인 군사 통치 끝에, 미얀마는 생태계와

프로그램이 무료, 공개 소스이며 전문 지식이 거의 필요하지 않기

생태계가 국가의 시민과 경제에 제공하는 중요한 서비스를 보전하면서

때문에(GIS 제외) InVEST는 상대적으로 쉽게 배우고 적용해볼 수

경제 개발을 허용하는 길을 찾고 있다.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안전을

있다. 여기에서 검토한 다른 도구와 비교하여 InVEST는 훨씬 더

위한 자연의 가치를 인식하여, 미얀마 정부는 개발 계획 및 실행에

큰 사용자 커뮤니티와 많은 적용 사례 연구, 과학 출판물을 보유하고

환경과 기후 복원력을 주류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업데이트 된

있으며, 이를 복제하거나 교육 또는 의사소통에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전반적인 환경 정책을 포함하여 국가의 환경 보전을 개선하기 위한

온라인 모델 문서화, 연간 대면 교육, 질문 게시, 그리고 모델 개발자의

여러 전략, 절차, 규칙 및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또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포럼을 통해 초보자도 InVEST를 배우고

미얀마의 국가 토지 사용 정책에 "지속 가능한 토지 사용 관리, 그리고

적용할 수 있다. InVEST는 해양과 해안 생태계서비스와 관련된 개발

국가 내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문화 지역, 환경 및 천연자원 보호를

모델을 포함하는 유일한 모델이며, ARIES 또는 MIMES와 같은

촉진"하는 주요 목표 중 하나를 포함하고 있다.

일부 다른 도구는 해양 상황에 적용할 수 있지만, 기존 모델에 해양
생태계서비스를 포함하지 않는다.

해결 중인 동기/질문: 이 분석은 미얀마 정부와 시민 사회에서
자연 자본의 가치(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 형태로 사람들에게

단점

혜택을 제공하는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구축하고 생태계서비스
제공에 특히 중요한 분야를 식별하여 보전과 개발 계획, 정책 추진을

대부분의 InVEST 모델은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 중 적어도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이 평가는 1) 자연 생태계가 4개의

적절한 형식(공간이나 표의 형식)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InVEST

주요 생태계서비스에 대해 사람과 인프라에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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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4. 생태계서비스 공급 가치가 높은 지점과 보호지역, 중요생물다양성지역 간의 교차 지점
(식수 수질에 대한 침전물 보유를 위한 서비스 제공 면적 상위 20%, 식수 공급에 대한 갈수기 유량 조절, 홍수가 잦은 마을에 대한 내륙 홍수 위험 절감)

서비스 높은
가치 지점 개수

서비스
우수지역의 수
육지 핵심생물다양성지역
핵심생물다양성지역과 겹치는 보호지역
겹치지 않는 보호지역

(출처: Mandle, L. et al., 2017)

2) 미래 기후 시나리오에서 이러한 이익의 제공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내륙 홍수 위험 감소의 중점 수혜자였다. 해안

수 있는지, 3) 가장 중요한 생태계서비스 제공 영역이 보호지역,

취약성에 대해서는 주요 해안선 구역에서 3km 이내에 거주하는 총

중요생물다양성지역과 중복되는 정도 등을 평가했다.

인구를 수혜자로 간주했다.

위치/규모: 분석은 미얀마의 국가적 규모로 진행되었다.

주요 결과: PA는 미얀마 국토 면적의 5% 이상을, 중요생물다양성지역은
15% 이상을 차지하며, 거의 모든 보호지역도 지정된 중요생물다양성

시간과 자원: 생태계서비스 모델링은 수문학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지역에 속한다. 전반적으로, 중요생물다양성지역과 PA는 단순히

선임 GIS 분석가, 생태학자, 자연 자본 프로젝트(Natural Capital

우연으로 예상한 것보다 생태계서비스('높은 가치 지점')에 중요한

Project) 직원들로 인해 완성되었다. 총 소요 시간은 1.5년, 1인당

영역을 더 많이 포함했다. 중요생물다양성지역 면적의 50%, PA 내

약 9개월의 시간을 소요했다. 여기에는 지역 및 국가 정부 관계자들과

면적의 62.3% 역시 세 가지 서비스 중 하나 이상에서 상위 20%에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워크숍, 시나리오 개발 및 기후 변화

속했다(그림 A4). 그러나 중요생물다양성지역과 PA는 침전물 보유와

시나리오의 통합, 데이터 수집과 사전 처리, 모델 실행, 결과 분석,

내륙 홍수 위험 저감을 위한 많은 양의 높은 가치 지점을 포함했지만,

보고서 작성, 그리고 동료들이 검토한 출판물이 포함되었다. 또한

식수용 건기 저류 흐름의 높은 가치 지점은 중요생물다양성지역이나

연구원, 학생, 정부 직원에게 제공되는 여러 InVEST 교육이 포함된다.

보호지역을 잘 나타내지 못했다. 생태계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이 추정치에는 프로젝트 파트너가 수행한 관련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

높이기 위해 미얀마 정부는 국가 환경 정책, 국가 기후 변화 전략, 환경

(기후 모델링, 추가 프로젝트 관리, 보고서 준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책 구현을 위한 전략적 체계, 녹색 경제 정책 체계 등 여러 정책 및
전략 문서에 자연 자본 체계를 채택했다.

이해관계자/협업자/파트너: 이 프로젝트는 WWF-US, Columbia

University의 기후 시스템 연구 센터, 자연 자본 프로젝트(www.
naturalcapitalproject.org/)와 협력하여 WWF-미얀마가 주도했다.
기타 협력자는 미얀마 산림부와 환경 보전부, 천연자원 및 환경 보전부,
기상 및 수문부, 교통 및 통신부 등이 있다.
평가된 서비스: 식수 수질 및 저수지 기능을 위한 퇴적물 유지, 갈수기
식수 저류량 조절, 수해 취약 마을에 대한 내륙 홍수 위험 저감, 해안
인구 보호 등 4개의 중점 서비스를 평가했다.
수혜자: 식수 정화를 위한 퇴적물 유지, 갈수기 식수 저류량 조절의
경우, 수혜자는 식수를 지표수에 의존하는 가구를 포함했다. 저수지
기능을 위한 침전물 보유의 경우 저수지가 수혜자였다(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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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scale Integrated Model of
Ecosystem Services (MIMES)
설명
MIMES는 연계된 경제 및 생태학적 모델 모음이다. 굉장히 다재
다능하며 시간(시계열)과 공간(GIS) 데이터를 통합해 공간과 시간을
통한 생태계, 경제 역학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정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MIMES

사회생태학적 시스템의 복잡성을 잘 묘사한다. 각 상황에 따라
맞춤화 되도록 설계되어서 맞춤형 분석에 더 적합하다. 여러 유형의
생물 물리학적 및 사회 경제적 데이터와 모델을 통합할 수 있다. 또한
공간적으로 명시적이고 일시적으로 동적인 시스템을 모델링할 수 있다.
단계화 된 접근 방식은 데이터가 부족한 환경이나 데이터가 풍부한
환경 모두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공간적으로 명확한 균형 분석
또한 가능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MIMES 는 관련 데이터가 있는 경우
육상/담수/해양 환경 및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생태계서비스에 대해
개발될 수 있다.

는 모든 종류의 생태계서비스를 모델링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모델
결과물의 정확도는 적절한 입력 데이터의 가용성에 의해 결정된다.

MIMES는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다양한 조치가 향후 생태계서비스
혜택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MIMES 는 다양한 토지 이용,
수문학 또는 기후 시나리오와 같은 시나리오를 비교하여 생태계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서비스 간의 균형 및 영향 등을 결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현재까지 MIMES 는 지구적 규모, 유역 규모, 해양
환경에서 적용되었다(Boumans et al., 2015).

사용자 조건
MIMES 자체는 무료, 공개 소스, 다운로드 가능한 ZIP 파일이다.
그러나 MIMES 를 사용하려면 SIMILE 시각적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학습해야 한다. 모든 새로운 상황에 MIMES 를 적용하려면
특정 생태적, 사회 경제적 상황에 맞게 조정된 사용자 제공 데이터뿐만
아니라 사용자 지정 및 매개 변수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MIMES의

단점
MIMES는 모든 신규 응용프로그램에 맞게 맞춤화 된 정교한 모델이며,
Co$ting Nature나 InVEST 등의 도구와 같이 일반화하거나 '즉시
적용'할 수 없다. MIMES 모델을 개발하고 조정하려면 SIMILE
소프트웨어와 MIMES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의 기술
전문 지식이나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 MIMES 는 사용자가 제공한
데이터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MIMES의 새로운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검토한 다른 도구들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시간, 전문성, 데이터 측면에서 다른 도구에 비해 요구사항이
상대적으로 높다. 복잡한 시스템 모델이기 때문에 시나리오가 신중하게
개발되지 않으면 복합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중요생물다양성지역, 세계유산지역, 보호지역에 대한 잠재적 적용

어느 단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입력 데이터가 필요하다. 단계

현장에 대한 MIMES의 잠재적인 적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자연

1의 경우 GIS 데이터와 편익 이전 방법을 사용하여 공간적으로

생태계와 인간 사용자 그룹에 의한 생태계서비스의 생산과 이용에

명시적인 경제적 가치를 개발한다. 단계 2는 단계 1과 유사하지만

대한 연구, 보전을 위한 현장 중요성에 대한 증거, 서로 다른 관리

토지 이용 변화 시뮬레이션과 시계열 데이터를 통합하여 시간 역학을

선택사항 간 트레이드오프 평가, 공간적으로 관리 활동 대상화,

모델링한다. 단계 3은 GIS 데이터, 생물 물리학적 모델을 통합하여

생태계서비스의 서로 다른 그룹 또는 섹터의 의존성 이해, 인간 활동 및

생태계 역학을 계산하고, 이익을 일시적으로 역동적인 생물리학적

위험(기업에 대한 등)으로 인해 생태계서비스가 받는 영향, 현장 우선

및 경제적 가치를 모델로 이전하는 대신 경제적 생산 함수(한계 가격

순위화(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서로 다른 현장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접근 방식)를 통합한다. 향후 단계 4(개발 중)는 '완전한 녹색 회계'

공간적으로 명시적인 정보), 대규모 공간 계획(유역 규모 등), 전 지구적

를 위해 GIS 데이터, 생물물리학적 모델, 입출력 경제 모델을 통합할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대상사업지의 기여를 이해한다.

예정이다. 필요에 따라 추가 단계를 포함해 자연 가치 평가의 통합과
같은 추가 서비스를 모델링할 수 있다.

요약

다음 분야는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한다: 1)SIMILE 프로그래밍, 2)

MIMES는 생물리학적, 사회경제학적 자료와 과정이 연계된

모델 입력에 대한 지표 및 데이터 식별, 3)모델 매개 변수화 및 연결

통합적이고 공간적으로 명확한 모델링을 위한 정교한 솔루션입니다.

알고리즘 결정에 대한 생태학적, 생물 물리학적, 사회 경제적 속성

따라서 사용자들이 보다 복잡한 사회 생태학적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및 상호 의존성에 대한 지식, 그리고 4)MIMES 모델의 질적 설정을

공간, 경제, 생태, 사회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게 한다. 그것은 동적

조정하기 위한 이해당사자 참여에 대한 전문성.

시스템 모델링을 가능하게 하고, 사용자가 시나리오를 테스트할 수
있게 하며(데이터 가용성에 기반), 시나리오 결과물의 이론적, 경험적

모델을 매개 변수화하고 실행하려면 최대 3개월이 필요하다. 모델 적용

실험 모델을 실행할 수 있게 한다. MIMES의 응용프로그램은 특정

비용은 데이터 가용성과 모델 프로그래밍, 사용에 필요한 전문가 수,

사회 생태적 상황에 따라 맞춤화 되기 때문에 한 상황에서 다음

상담과 모델 개선을 위한 생물 물리학 및 사회 경제학 전문가 수에 따라

상황으로 쉽게 적용되거나 일반화되지 않는다. 검토한 다른 도구에

달라진다.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기술력, GIS, 데이터 입력, 그리고

MIMES의 새로운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장점
MIMES의 정교함으로 인해 다른 검토된 도구들보다 역동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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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MES 사례 연구:
캄보디아 메콩 유역의 개발 계획과 지속 가능한 정책 결정
을 알리기 위한 MIMES와 생태계서비스 균형 관계 평가
상황: 급격한 발전과 예측할 수 없는 기후의 미래에 직면한 캄보디아의
생산담수체계는 여러 가지 상충하는 수요로 압박 받고 있다. 캄보디아
국민의 경제와 복지의 많은 부분은 자연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연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정책과 관리계획을 정의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정부와 의사결정자(유역 계획자, 기업 등)는 경제 개발과
생태계서비스 제공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솔루션을 정의하기 위해,
수혜자의 상충하는 생태계서비스 수요 간 트레이드오프 이해와 정보가
필요하다. 캄보디아 정부는 캄보디아의 경제와 국민의 식량 안보를
지원하는 자연의 가치에 대해 예리하게 이해하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천연자원 사용, 특히 담수 공급과 환경 보전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여기에는 어업 관리, 새로운 어업법,

유량 등 다양한 주요 서비스가 평가되었다.
수혜자: 주요 수혜자는 의사결정자, 토지 이용 및 개발 계획자, 생태
관광 사업, 수산 및 농업 생산에 의존하는 지역사회 등이 포함됐다.
어업은 개발과 기후의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수혜자로 취급되었다.
이러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댐 운영자와 협력하기 위한 시나리오가
개발되었다. 댐 운영자는 분쟁 해결의 기회를 이해하게 되면서
수혜자가 되었다. 침수된 숲은 시스템 기능을 위한 필수 생태계서비스
수혜자였다. 유역 개발 계획자들은 물 관리를 위한 지속 가능한 경로에
대한 더 큰 통찰력을 얻었다.
주요 결과: 수력 발전이 어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후
변화로부터 어업을 돕기 위한 댐 운영의 기회가 결정되었다. 캄보디아
정부의 어업법 및 관리 정책은 생태계서비스 트레이드오프에 대한
이해가 증가한 것을 반영한다.

지역 사회 기반 관리, 토지 이용 계획, 전반적인 환경 규정이 포함된다.
해결 중인 동기/질문: Tonle Sap과 캄보디아의 담수 시스템에 대한

MIMES 사례 연구는 캄보디아 정부와 시민 사회가 지역의 급속한
발전의 영향과 악용되는 다양한 생태계서비스 간 트레이드오프를 더
잘 이해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시작되었다. 이 모델은 경제와 사회를
위한 공평한 해결책을 결정하고 천연자원의 개발과 이용을 위해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1) 수력 및
기후가 어업과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2) 토지 혜택, 농업, 보전
지역을 포함한 토지 이용의 트레이드오프, 3) 도시화가 천연자원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4) 식량-에너지-수자원의 연계성 등을 검토한다.
또한 이 분석은 사용자가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의사 결정에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서비스 간의 트레이드오프와 균형
잡힌 선택을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위치/규모: 분석은 캄보디아의 국가적 규모로 진행되었다.
시간과 자원: 생태계서비스 모델링은 Boston University 직원들이
선임 GIS 분석가, 생태학자, 수문학 전문가, 모델링 전문가, 어업
전문가를 포함하여 국제 보전 협회와 캄보디아 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완성했다. 총 소요 시간은 4년 약 20명의 인력이 소요되었다. 여기에는
지역 및 국가 정부 관계자들과의 복수의 이해관계자 참여 워크숍, 기후
변화 시나리오 개발과 통합, 데이터 수집 및 사전 처리, 모델 실행,
결과 분석, 보고서 작성 및 동료들이 검토한 출판물이 포함되었다. 또한
웹 세미나 개발, MIMES 모델링 과정, 학생, 정부 직원, 의사결정자,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교육하기 위한 일련의 워크숍도 포함되었다.
이 추정치에는 프로젝트 파트너가 수행하는 관련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기후 모델링, 추가 프로젝트 관리, 보고서 준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해관계자/협업자/파트너: 이 프로젝트는 보스톤 대학이 국제 보전
협회, 캄보디아 수산청의 내륙 수산 연구 개발 연구소와 협력하여
주도했다. 농림 수산부, 환경부, Apsara 당국, Khmer 연구 센터
또한 협력에 참여하였다.
평가된 서비스: 담수 공급, 식량-에너지-물 공급, 어류와 쌀의 계절적

중요생물다양성지역, 세계유산지역, 보호지역을 위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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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ed Area Benefits Assessment
Tool (PA-BAT)
설명
보호지역

워크숍이 있으며, 2명의 직원 급여 외에 추가로 3만 유로의 비용이
들었다.) 워크숍은 보통 하루(아침, 점심, 짧은 오후 세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이 과정에 전념할 수 있는 가장 긴 시간이다. 이 과정은 지역 주민들이

혜택

평가

도구(PA-BAT )는

그들의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 직접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보호지역이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 기타 혜택(고용 등)의 범위를 식별하기 위한 PDF/

PowerPoint 형식의 도구이다. 최신 버전의 PA-BAT는 wwf.
panda.org/our_work/biodiversity/protected_protected/for_
protection/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개선된 가이드라인이 포함된
업데이트 버전이 2018년 온라인에서 출시될 예정이다. PA-BAT

경우 워크숍은 이전에 공원 직원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만나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며, 이해관계자들이 공원 직원들과 교류하는 것은
대체로 처음 있는 일이 된다. 피드백은 대체로 긍정적이며 결과는 정치
로비에서 관련 대상지역 프로젝트 개발에 이르기까지 모든 방식이
사용되었다.

는 보호지역 혜택을 식별하기 위해 서로 다른 관심 그룹을 대표하는
다양한 지역 이해관계자와 함께 워크숍에서 설문지 접근 방식을
사용한다. 공원 스텝들은 워크숍에 참석해 대화에 기여하고, 학습한다.

단점

이 도구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특정

결과는 일반적으로 생물 물리학적 데이터가 아니라 지역 지식에

지역, 대상지역, 생물군계, 네트워크 등에 맞게 조정될 수 있다. 이

기초하므로 지역 이해관계자의 한계 또는 편견의 영향을 받는다(

도구는 24가지 혜택에 대한 목록을 포함한다. 평가되는 항목은 특정

생물 물리학적 데이터가 이미 수집된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음).

PA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사용이 합법적인 경우에만 질문 될 수

결과는 일반적으로 정량화 되지 않고 특정 이해관계자가 없으면 특정

있다(예를 들어, 야생 동물 사냥이 금지되면 야생 동물 사냥에 관련된

생태계서비스의 중요성을 과소평가되거나 과소평가 할 수 있다(수자원

질문은 생략된다). 원주민부터 세계 커뮤니티에 이르기까지 9가지

회사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수자원의 가치가 과소평가 될 수

이해관계자 유형을 평가하며, 지역에 따라 특정 이해관계자 집단을

있음). 이해관계자의 선정은 종종 보호지역 직원의 조언에 의존하게

조정할 수 있다. 각 혜택은 부가적인 혜택, 주요 혜택, 잠재적 혜택으로

되는데, 이는 특정 이해관계자 집단의 편향이나 대표성의 결여로

분류되며, 경제적 혜택 또는 비경제적/생존적 혜택으로 분류된다.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PA-BAT 적용 가이드라인에는 중요한 오류가

시간이 허락하는 경우, 혜택을 제공하는 보호지역의 영역(위치와 범위)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할 수 있는 검증 프로세스가 포함되어 있다. PA-

과 혜택이 제공되는 기간(계절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PA-BAT
는 워크숍 설정, 참여 매핑 등에서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아티스트

BAT는 한 번에 하나의 현장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여러 현장에 동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용을 포함하여 다양한 잠재적 추가 기능이 포함된다.

중요생물다양성지역, 세계유산지역, 보호지역에 대한 잠재적 적용
사용자 조건
PA-BAT는 여러 언어로 된 다운로드 가능한 PDF/PowerPoint
형식의

파일이다.

다운로드가

끝나면

인터넷

연결이나

전문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지 않다. PA-BAT는 일반적으로 1일 참여

PA-BAT는 보호지역을 위해 개발되었으며 이미 보호지역이기도 한
일부 자연 세계유산지역, 중요생물다양성지역을 포함하여, 다양한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보호되지 않은 핵심
생물다양성 지역에 적용될 수 있다. 한 가지 실질적인 문제는 모집할

워크숍에 적용되지만, 워크숍 준비(모든 관련 이해관계자 그룹 식별

수 있는 힘을 가진 개인이나 기관, 이해당사자 대표 범위를 확인할

포함) 및 워크숍 결과 분석에는 며칠에서 몇 주가 추가로 소요될 수

수 있는 능력을 찾는 일이다. 핵심 생물다양성 지역 경계는 현장에서

있다. 대화와 그룹 작업의 과정에는 경험이 풍부한 진행자가 필요하다.

구분되거나 현지 이해관계자가 알 수 없을 수 있으므로, 워크숍을

이상적으로는 두 사람이 함께 일한다. 한 명은 조력하고 다른 한

진행하기 위해 세부 지도가 필요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해관계자가

명은 결과를 포착, 추가 정보, 이야기 또는 의견을 도출하는 것이다.

핵심 생물다양성 지역 내 다양한 혜택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파악할

프레젠테이션은 논의 중인 혜택의 그림을 통해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데

수 있다.

도움이 되며, 결과를 캡처하고 동시에 투영할 수 있어 완전한 투명성을
보장한다. PA-BAT는 현지 상황과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요약
PA-BAT는 대표적인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하여 보호지역의 모든

장점
PA-BAT는 여러 이해관계자 그룹에 대한 주요 혜택을 신속하게

혜택 범위를 식별하는 설문지 기반의 빠른 접근 방식이다. 그것은 다른
이해관계자 집단에 따른 다양한 혜택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 문화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몇 가지 독특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

평가할 수 있도록 검토된 몇 안 되는 도구 중 하나이다. 또한 일부

한 가지 문제는 한 번에 한 현장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심

평가 도구(생물리학적 모델링 도구 등)가 잘 설계되지 않은 것이 있는

생물다양성 지역과 같은 다른 지역 기반 설정에 더 광범위하게 적용될

사회 문화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다. PA-BAT를 적용하는 프로세스는
빠르고 상대적으로 저비용이며 이해관계자 워크숍(이동, 진행자와
워크숍 참가자 및 점심/다과 비용), 분석 시간만을 필요로 한다.
(유럽 소재 Dinaric Arc의 58개 국립공원에 대한 평가에는 각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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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5. 디나르 아크(Dinaric Arc) 지역

그림 A6. 세르비아 카파오닉(Kapaonik) 국립공원에서 진행된 PA-BAT 워크숍

© WWF Adria

PA-BAT Case study:
PA-BAT를 사용한 남유럽 8개 국가 내 58개 보호지역의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참여 평가
상황: 서부 발칸 반도 전역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구 유고슬라비아
전쟁 이후 20년이 지났고, 그 결과는 여전히 이 지역 일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천연자원에 대한 지속 불가능한 착취가 증가해왔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하고 전통적인 소규모 농업과 가축 사육을
포기하는데, 이것은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지역 대부분의 PA는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고 인간 활동이 활발한

곳이다. 따라서 이들은 천연자원을 보호하면서 개발 과제를 조정하기
위한 모델 해결책을 찾기 위한 '자연 실험실'이다. 보호지역은 EU
의 Natura 2000 네트워크(ec.europa.eu/environment/nature/

natura2000/index_en.htm)의 중추인 만큼 EU 환경 가이드라인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협력 모델을 개발하는 데도 좋은
현장이다.
이 지역은 문화적인 '멜팅 팟(모두 섞여 녹는 용광로/도가니)'이었고,
안타깝게도 종종 유럽 지역의 끓는 냄비이기도 하다. 복잡한 산악
지형은 강력한 지역 문화 정체성을 만들어냈다. 때로는 이것이 통합되고

중요생물다양성지역, 세계유산지역, 보호지역을 위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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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A7. 지역 이해관계자가 평가한 Dinaric Arc 내 58개 보호지역의 주요, 부가적 경제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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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분열되어 사회 긴장감의 원천이 되어 왔기 때문에 자원 관리에

이 평가의 한 가지 목표는 국가 정부가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안전

관한 논의에서 모든 종족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측면에서 자연 자본의 역할을 인식 할 수 있도록 PA의 광범위한 혜택에

PA-BAT가 사용된 이유이기도 한데, 이는 지역 이해관계자들이 하루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의견을 수집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목표는 정부가

동안의 참여 워크숍을 통해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보호지역 관리 계획, 국가 전략, 절차, 규칙, 그리고 정책을 개발하면서

Dinaric Arc 지역의 8개국, 58개 보호지역에서 온 1,250명 이상의

보호지역과 그 생태계의 가치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이는 지역 및 국가

지역 이해관계자들이 보호지역 혜택과 현재 보호지역 관리에 대한

보호지역 관리자와 지역 이해관계자가 다양한 혜택을 고려하고 적절한

인식을 공유했다. 이는 보호지역 혜택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의 참여

관리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평가였으며 완료까지 2년이 걸렸다.
위치/규모: 분석은 남동부 유럽 8개국(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해결 중인 동기/질문: 이 분석은 보호지역과 국가의 개발 정책에 관련된

크로아티아, 코소보5, 구 유고슬라비아공화국,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주요 요인을 확인한다. 경제적 이익의 흐름, 지역 주민과 보호지역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그림 A5) 내 58개 보호지역에서 지역 규모로

보상하기 위해 수익을 반환하는 전략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하며,

수행되었다.

보호지역 내 일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농촌 경제와 관련
정치인 모두에게 중요하다.

시간과 자원: PA-BAT 워크숍은 2명의 세계자연기금(WWF ) 직원이

세계자연기금(WWF )은 Dinaric Arc 내 PA 지역의 50% 이상에서

참여하는 워크숍에서 PA-BAT를 완료하기 위한 중립의 진행자

얻는 혜택과 지역 이해관계자들이 받은 경제적 혜택에 대한 22,000

역할을 했고, 다른 한 명은 메모를 했다. PA-BAT 워크숍을 운영하는

여 개 이상의 정보가 포함된 중앙 데이터베이스를 갖길 원했다. 이

것은 에너지를 소모하며, 특히 폭력적인 분쟁의 역사가 있는 지역에서

하루 동안 수행했다(그림 A6). 한 명은 하루 동안 여러 명의 참가자가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온라인에서 얻을 수 있다: natureforpeople.

org/protected_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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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99 and the IJC opinion on the Kosovo declaration of independence.

부록 Ⅱ. 도구 설명과 사례 연구

참여자들 사이의 충돌을 가능한 완화 하고 처리할 수 있는 촉진 기술을

지역의 천연자원 관리에 대한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개별 PA의

필요로 한다. 그룹 토론과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중요하다. 해당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방법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된다(준비 1주일, 워크숍 1일, 작성 1-2
포함된다.

자세한 내용과 추가 사례 연구는 웹사이트(natureforpeople.org/
protected_areas/)를 참고하길 권한다. 이곳에는 두 개의 세계
문화유산을 포함한 개별 현장의 PA-BAT 결과 및 국가 보고서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소요된 총 시간은 약 1.5년, 두 명의 정규직이

포함되어 있다.

일). 비용에는 직원 시간(워크숍당 2-3명), 이동 및 워크숍 비용 등이

근무하는 시간 정도였다. 워크숍에는 국가 및 지방정부 공무원,
보호지역 관리자, 과학자와 전문가, 지역사회 구성원, 시민 사회 단체
및 사용자단체(수렵, 어업, 식물/버섯 수집, 스포츠 단체 등), 비즈니스
부문이 참여했다. 결과 분석, 보고서 작성, 동료들이 검토한 간행물은
약 1년에 걸쳐 한 명의 정규직이 근무하는 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또한 PA-BAT 방법론의 개발자인 Sue Stolton과 Nigel Dudley
를 주축으로 연구자, 보호지역 관리자, 정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PA-

BAT 교육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해관계자/협업자/파트너: 이 프로젝트는 Equilibrium Research
의 전문가 지원으로 WWF Adria가 주도했다. 8개국의 국가 PA
관리를 담당하는 각 부처와 기관에 초점이 맞춰졌다. 58개의 평가된

PA 모두의 초점이 지원을 제공하고 워크숍 구성을 돕는 데 있었다.
일부 국가에서는 관광부와 같은 다른 부처의 지원 역시 제공했다.
평가된 서비스: PA-BAT 방법론은 보호지역에서 생성된 22개의 법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가치는 자연보전, 보호지역 관리, 식량,
수자원, 문화와 역사, 건강과 레크리에이션, 지식, 생태계 조절서비스,
천연재료 등 9개 주요 그룹으로 구성된다. 이 평가에는 '자연보전'
과 '보호지역 내 일자리'가 포함되었는데, 이는 중요한 혜택이지만
생태계서비스는 아니다.
수혜자: 평가 및 관련 토론은 보호지역 관리자, 비즈니스 부문, 지역
이해관계자에게 다양한 문제에 대해 수행 할 수 있는 새로운 활동에
대해 알릴 수 있다. 여기에는 농촌 개발, 교육 활동 또는 홍수나
눈사태와 같은 위협의 효과적인 완화로 이어지는 새롭거나 더 효과적인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이 포함된다. 보호지역 관리자는 관리 계획을
업데이트, 효과적인 관리 달성, 지역 이해당사자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결과를 사용할 수 있다. 정부 직원 및 시민 사회 단체는 시스템
수준의 정책, 분야별 대화를 개선하고 자연 보호를 위해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결과를 사용할 수 있다.
주요 결과: 대부분의 보호지역에서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보호지역
관리자와 보호지역 혜택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은 결과 못지않게 중요했다. PA-BAT
는 몇 가지 중요한 동향을 파악했다(그림 A7). 보호지역의 96%에서
일부 이해관계자는 관광에서 경제적 이득을 얻으며, 대부분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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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잠재 성장 분야로 보고 있다. 비록 여기서 수혜자는 주로 기업과
정부이지만, 보호지역의 절반 이상이 상업용 물을 공급한다.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은 또한 공원을 교육과 지식 공유를 위한 장소로 보았다.
중요한 것은, 보호지역의 4분의 1 지역에서 보전과 관련된 일자리는
유일한 고용원이며, 이것은 그 분야 전반에 걸쳐 중요하다. 전통적인
농촌 생계가 감소함에 따라, 보호지역은 농촌의 인구감소와 도시로의
이주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PA-BAT 시행의 결과는 그

중요생물다양성지역, 세계유산지역, 보호지역을 위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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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Values for Ecosystem Services
(SolVES)

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 SolVES 는 새로운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한 도구이며 모델 구성 설정을 위한 몇 가지 옵션이 있다. SolVES
에는 새로운 사용자가 도구를 배우고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명

설계된 자세한 문서가 있다.

SolVES는 생태계서비스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 매핑, 정량화하기
위한 GIS 응용프로그램이다. SolVES 는 공공 가치와 선호도 조사에
대한 공간적, 비공간적 응답의 조합에서 가치 지수(Value Index)

단점

라 불리는 정량적, 사회적 가치 측정 기준(10점)을 도출한다. 해당

사용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ArcGIS 라이선스를

서비스는 사용자가 제공한 환경 데이터와 함께 이러한 데이터를

구매해야 하며, 사회 과학 설문 조사 설계에 대한 전문 지식, GIS 전문

사용하여 지역이나 경관을 가로지르는 문화서비스의 공간 분포를

지식, 그리고 Maxent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구 사항

모델링한다. SolVES 를 사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생태계서비스는 공공

조합은 일부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위한 사용자들의 능력에 비해 과할

가치와 선호도 조사에서 사용되는 사회적 가치 유형(social-value

수 있다. SolVES로 개발된 문화서비스 모델은 다른 위치로 이전할

typeology)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미적 감상, 레크리에이션,

수 없다. 모든 가치 이전 모델과 마찬가지로 정책(적용하는) 현장은

정신적 경험과 정체성, 학습, 미래/유산 가치를 포함한다.

모델 결과가 유효하기 위해 연구(본래의) 현장과 물리적, 사회적으로

사회 조사 데이터와 ArcGIS에 대한 의존성 때문에 SolVES 를

유사해야 한다.

사용자 조건
SolVES를 사용하려면 대상 집단으로부터 사회적 가치 정보를

중요생물다양성지역, 세계자연유산, 보호지역에 대한 잠재적 적용

도출하기 위한 설문 조사를 설계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SolVES는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이끌어 내고 이를 공간적으로
매핑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핵심 생물다양성 지역, WHS 및 PA

SolVES는 사회적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특정 형식의 데이터(설문 조사
데이터 코딩)가 필요하다. SolVES 버전 3.0에서는 입력 파일이 file
geodatabase 형식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SolVES는 GIS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특히 ArcGIS에 대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한다.
SolVES 버전 3.0에는 SolVES 애플리케이션(ZIP 파일), ArcGIS
10.x(공간 분석기 Spatial Analyst 확장자 포함) 및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Maxent 최대 엔트로피 모델링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사용자의 컴퓨터도 .NET Framework와 Java를 실행해야 한다.

가 제공하는 사회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매핑 할 수 있는 고유한
잠재력이 있다. 예를 들어 SolVES 는 문화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이해하고 매핑하여 보호 또는 적절한 관리를 보장하고, 다른 사용자
그룹의 선호도를 기반으로 레크리에이션 사용 계획을 설계하며, 여러
사회 문화적 가치가 겹치는 현장이나 영역을 식별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 서로 다른 사용자 그룹 간의 잠재적인 장단점 또는 충돌을 설명할
수 있기도 하다. 생물 물리학적 생태계서비스 값(ARIES, InVEST 등)
에 초점을 맞춘 다른 공간적으로 명시된 모델링 도구와 함께 사용되는

데이터 요건 측면에서 주요 요구사항은 가치 배분 및 관련 포인트

경우, SolVES 는 사회적 및 문화적 가치가 무시되지 않도록 보완적인

추적 등 사회적 설문 조사의 주요 데이터다. 가치 이전 도구(Value

평가를 제공하거나 여러 유형의 생태계서비스 간의 트레이드오프

Transfer Tool)는 이전에 개발된 모델을 물리적 또는 사회적으로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유사한 영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는 적절한 모델을 전송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선택사항이다. 다른 입력 데이터에는 모델이
포인트 값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관의 주요 특징을

요약

나타내는 환경(GIS) 데이터 레이어가 포함된다. 이러한 레이어는 널리

SolVES는 사용자가 사회 문화적 가치를 공간적으로 매핑 할 수

사용 가능한 토지 피복, 경사 등의 데이터에서 수체까지의 거리, 도로,

있는 유일한 도구이다. SolVES 를 사용하려면 ArcGIS 소프트웨어

산책로 또는 유적지와 같은 사용자 기반 데이터 레이어에 이르기까지

(라이선스 구매 필요), 이해당사자의 다양한 가치를 도출하기 위한

다양할 수 있다.

설문 조사, Maxent, GIS 를 사용한 모델링 수행이 필요하다. 따라서

SolVES를 사용하려면 조사된 다른 도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장점
SolVES는 경관의 아름다움, 보호된 산림의 문화적, 레크리에이션

수준의 기술인 공간 분석과 조사 설계 기술이 필요하다. 또한 SolVES
는 다른 모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용자 제공 데이터(설문
조사)와 조사 설계, 구현, 분석 및 공간 모델링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가치와 같이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자연의 혜택에
귀속되는 가치를 조사하고 표현하도록 특별히 고안된 유일한 도구이다.
공유된 사회적 가치(사적 가치와 반대)는 다양한 이해당사자 그룹에
의해 평가될 수 있으며, 태도와 선호도가 다를 수 있다. SolVES 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량적이고 공간적으로 명시적인 분석을 제공한다.
가치, 태도, 선호도 간의 관계를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서로 다른 이해당사자 그룹에 대해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중간
계산 단계 및 데이터 레이어의 결과물은 투명성을 제공하고 불확실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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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VES 사례 연구:
콜로라도와 와이오밍의 3개 국유림에 대한 SolVES 적용
상황/배경: 이 평가를 위한 연구 지역에는 미국 콜로라도와 와이오밍의
로키산맥 남부에 위치한 Arapaho-Roosevelt, Medicine Bow-

Routt, White River National Forests가 포함되었다. 해당
국유림은 미국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 중 하나로 꼽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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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 스노모빌, 등산, 캠핑, 보트, 승마, 땔감 수집, 사냥, 낚시, ATV

활용은 해당 정보의 가용성과 사용 가능한 직원들의 전문 지식을

등 많은 활동이 가능하다. 이 숲 내의 생태계는 가장 낮은 고도의 초원과

고려하여 오랫동안 확립된 관리 및 계획 프로토콜에 통합할 수 있는

숲을 거쳐 고산 지대의 툰드라까지 다양하며 고도는 6,000-14,000

능력으로 인해 제한되었다. 이 연구는 문화서비스에 대한 공간 정보가

피트(4,267m)를 넘는다.

경영진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확립된 조사 절차의 구성
요소로서 해당 정보가 어떻게 생성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해결 중인 동기/질문: 세 개의 숲에 대한 대중의 태도와 선호도 조사를

또한, 문화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산림과 기타 생태계의 통합

그룹으로 실시한 주요 동기는 화재 위험 완화와 함께 소나무좀으로부터

자원 평가, 계획,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나무 고사율 관리 정보를 알리는 것이었다. 이 설문 조사는 SolVES
를 적용하여 화재 완화 작업을 위한 우선순위 지정을 포함하여 현장

앞서 언급된 ARIES-SolVES 사례 연구도 참조하길 권하는 바이다.

관리를 안내할 잠재력을 입증했다.
위치/규모: Arapaho-Roosevelt, Medicine Bow-Routt,

White River National Forests 국유림은 콜로라도 북부와
와이오밍 남부에서 21,173km2의 면적을 차지한다. 우편 기반 설문
조사에 11x17인치 종이 지도를 보내야 하는 필요성과 함께한 대규모
분석은 해상도를 450m grid 크기로 제한했다.
비용/시간/자원: 설문 조사는 콜로라도 주립 대학의 사회 과학자 팀이
약 9개월 동안 디자인, 배포, 사후 처리를 포함 12만 달러의 비용으로
수행되었다. GIS 전문가는 종이 지도의 지점들을 디지털화하고

geodatabase를 구축하고 모델을 개발하는 데 추가로 3-4주를
보냈다.
다른 도구와의 연결: 해당 연구에 다른 도구들은 함께 사용되지 않았다.
이해관계자/협업자/파트너: 이 연구에는 콜로라도 주립 대학, 미국

Geological Survey, 그리고 Forest Service의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Toolkit for Ecosystem Services Sitebased Assessment (TESSA)
설명
TESSA 대상지역에서 평가할 생태계서비스를 확인하는 방법, 이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데이터와 이를 얻기 위한 방법이나 소스, 각 방법에
필요한 단계, 해당 방법에 대한 실용적 가이드라인 제공, 의사결정을
알리기 위해 결과를 전달할 수 있는 대화형 PDF파일이다. TESSA
는 tessa.tools/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두 가지의 주요 단계로
구성되는데, 현장에서 제공하는 모든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정성적
정보를 생성하는 예비 범위 평가(이해당사자 워크숍을 통해 수행)
와 생태계서비스 항목을 정량화하는 방법이 제공되는 전체 평가를
포함한다. 개별 서비스에 대한 여러 방법이 포함되어 있어 모든 육상
서식지 유형과 다양한 자원 제약 조건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TESSA
는 소프트웨어 기반 도구가 아니며, 가능한 현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평가와 해석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대상지의 이해관계자와 함께
참여하는데 중점을 둔다.

평가된 서비스: 설문 조사에 적용된 산림 가치 유형론에서 확인된 13
개의 사회적 가치 유형 각각에 대해 모델과 지도를 개발했다. 여기에는
심미성, 생물 다양성, 문화, 경제, 미래, 역사, 본질, 학습, 생명 유지,
레크리에이션, 정신, 생존, 치료 등의 가치가 포함되었다. 이는 미국
산림청 관리 목표에 매우 적합했지만 모두 문화적 생태계서비스로 직접
변환되는 것은 아니다. 설문 조사에 사용되어 SolVES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유형은 각각의 새로운 프로젝트의 특정 목표를
충족하도록 사용자 정의 할 수 있다.
수혜자: 이 연구에서 매핑된 문화적 생태계서비스의 수혜자는 각
숲을 둘러싼 카운티 주민들로 제한되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훨씬 더

사용자 조건
PA-BAT이나 EST와 같이 TESSA는 다운로드 가능한 PDF이며
다운로드한 후에는 인터넷 연결이나 특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TESSA는 비전문가가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만,
ES를 이해하려면 기술적 정보가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경험
혹은 교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다음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는 1) 기본 샘플링 방법, 통계, 그래프 생성, 데이터 표현을 이해하기
위한 과학적 교육, 2) 사회 경제적 방법에 대한 훈련과 이해, 그리고 3)
유능한 컴퓨터 기술과 산술 능력이다.

많은 수혜자가 존재하지만 설문 조사는 지역 주민들과 그들의 가치를
대상으로 했다.
주요 결과: 이 연구는 문화적 생태계서비스 정보가 특정 가치 유형과
그들의 조합, 특정 이해관계자 그룹과 모두, 그리고 서로 다른 관리
단위 간 분석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심미성, 생물 다양성,
생명 유지 및 레크리에이션 가치 유형이 설문 조사 응답자들에 의해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었으며 세 개의 숲 모두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는
모델로 나타났다.

장점
TESSA는 대체 상태와 비교하여 현장에서 제공하는 ES를 이해하고자
하는 실무자를 위한 체계이자 방법 매뉴얼이다. 두 단계는 (예비 범위
평가를 통해) 정성적 평가에 사용할 수 있거나 생물리학 또는 금전적
단위로 선택된 ES의 값을 정량화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툴킷은 상당한 자원(시간과 자금 등)을 투자하거나 전문 기술
지식 없이도 의사 결정을 알리는 데 충분히 강력한 대략적인 서비스
추정치를 제공할 수 있다.

의사결정, 정책, 관리 적절성: 정부 기관에 의한 생태계서비스 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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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결정 및 현장 수준 계획을 알리기 위해 현장의 가장 가능성 있는 대안

TESSA의 도구는 많은 서비스를 정량화 하거나 강력하고 빠른

상태와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순 결과값을 공개한다. 현장 내에서 서로

방법으로 평가하기가 극도로 어렵기 때문에 모든 서비스의 평가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TESSA V2.0은 해안

다른 생태계서비스 간의 시너지와 트레이드오프(상호교환) 평가, 보다
상세한 평가와 매핑을 위해 지역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보호, 재배 상품, 문화 서비스, 글로벌 기후 조절, 수문 서비스, 수확된
야생 상품, 자연 기반 레크리에이션, 그리고 수분에 대한 완전한 평가
방법을 제공한다. TESSA 에서 파생된 결과는 대상 현장의 두
상태(현재 및 대안) 각각의 스냅샷을 나타낸다. 이 툴킷은 장기 지속
가능성, 비선형성, 한계점, 할인율, 회복탄력성과 같은 복잡성을 아직
다루지 않는다. 그리고 TESSA는 공간적 결과물을 생성하지 않는다.

요약
TESSA는 비전문가가 토지이용 변화가 타당한지 생태계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도록 돕는 신속한 생태계서비스 평가 방법의
모음이다. 지역의 정책 또는 토지사용 변경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유일한 대상지역 기반의 도구이다.

중요생물다양성지역, 세계자연유산, 보호지역에 대한 잠재적 적용
현장에 대한 TESSA의 잠재적 적용에는 대상지역에서 제공하는
중요한 생태계서비스를 결정하고, 빠르고 저비용으로 측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리고 중요한 이해당사자와 수혜자를 식별한다. 지역 의사
그림 A8. 미얀마의 Moeyungui 습지 야생보호구역 지도

(출처 Peh, K.S-H.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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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SA 사례 연구:

2,200만 달러(2,130달러/헥타르)의 혜택을 국제 기후 조절과 관광
기회를 통해 지역 사회(약 12,000가구), 하류 벼 농장과 국제 사회에

미얀마의 Moeyungyi 습지 야생 보호구역의 생태계
서비스 평가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안 상태의 평가에는 현재 상태에서 측정된 모든

상황/배경: TESSA를 사용해 Moeyungyi 습지 야생 보호구역이

위한 물 사용)의 상당한 증가가 포함되었다. 본 예비 연구에서는 상류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시행하였다.
위치/규모: 미얀마 Bago 행정 구역에 위치한 Moeyungyi 습지
(그림 A8)는 10,360ha의 면적을 덮고 있다. 이 중 82%는 담수
습지이며 10%는 호수로 영구적으로 덮여 있고 건기에는 8%의 논이
있다. 우기가 끝나면 물이 전체 현장을 덮는데, 이 습지는 관개용 물을
저장하고 홍수 방지를 위한 제방으로 사용하기 위한 인공 저수지이다.
해결 중인 동기/질문: 미얀마의 급속한 개발 변화 기간 쌀 재배는 향후
몇 년 동안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습지가 제공하는 비시장
가치를 인식하고 지역과 국가 규모에서 지속 가능한 결과를 가져오는
결정에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평가는 습지가 모든 부문과 공간적
규모에 걸쳐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는
인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비용/시간/자원: 평가는 미얀마의 BirdLife International 파트너인
BANCA(생물 다양성과 자연 보호 협회)의 6명의 직원이 수행했으며,
그들은 사전에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한 경험이 없었다. 준비 모임은
2014년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열렸다(10인일). 회의 중에 기존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하고 ES 평가의 타당성에 대해 논의했다. 그 후
2015년 2월 6-7일(8인일)에 Moeyungyi 습지 야생 보호 구역에
참여한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예비 범위 지정 워크숍이 소집되었다.

생태계서비스와 대안이 제공할 수 있는 일부 서비스 (관개와 쌀 생산을
댐에서 Moeyungyi 호수로 공급되는 물이 많기 때문에 Bago
마을의 농업 확장을 위한 물 사용량의 증가는 현재 습지가 제공하는
혜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널리 퍼진 벼
재배는 농약 오염으로 인해 인간의 건강과 야생 개체 수에 더 심각하고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토사나 토양 침식으로 인한 물의 가용성,
지역 주민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종의 서식지 손실로 인한 생계와
생계 소득 변화; 습지를 생태 관광 목적지로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

Moeyungyi 습지 야생 보호 구역의 전체 영향 평가를 위해서는 위의
요인에 대한 추가 탐색과 집수 지역의 변화하는 경관 분석이 필요하다.
이 평가에서 제공되는 사회 경제적 혜택을 통해 습지 보전의 중요성을
지역 및 국가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린다. 이러한 생태계서비스 결과를
생물다양성 수치와 통합함으로써 미얀마 전역의 습지 현장에 대한
지속가능한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TESSA 사례 연구 참고 문헌
Peh, K.S-H., Merriman, J.C., Dae We Aung, T., Theint,
S.M., Murata, N., Suzue, K. (2016). Case study Moeyungyi Wetland, Myanmar. In J.C. Merriman and
N. Murata (eds.) 습지 생태계서비스의 신속한 경제적 가치 평가
가이드라인. Tokyo, Japan: BirdLife International.

데이터 수집은 2월 5-8일(12인일) 기간 동안 수행되었다. 평가를
완료하는 데에는 약 30일이 소요되었다.
이해관계자/협업자/파트너: 습지에서 제공하는 주요 생태계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해 보전, 관개, 농업, 어업 부서의 정부 직원, 공원 관리인,
주변 마을과 마을의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예비 범위 지정 워크숍이
소집되었다.
평가된 서비스: 혜택은 1) 탄소 저장 측면에서 전 세계 기후 조절, 2)
자연 기반 레크리에이션, 3) 홍수로부터 보호, 4) 물 공급(가정용수 및
관개), 5) 야생 상품 수확(물고기, 물소를 위한 수생 식물, 연체동물,
연꽃 줄기), 그리고 6) 건기 동안 쌀 생산이 있다.
수혜자: 지역 농업 공동체, 국내 및 해외 방문객, 국제 공동체
주요 결과: TESSA의 핵심 개념은 동일한 현장에 대한 비교 상태
평가(보전 상태와 대체 상태(변환 및 복원 전 저하 상태)이다.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여 가장 적절한 대안 상태로 가까운 장래에 벼
경작을 2배(33,040ha) 증가시키고, 이 과정에서 관개를 위한 물 사용
증가로 인해 건기에 수위를 감소시키는 것(즉, 더 많은 습지를 의미)
이라고 동의했다.
범위 평가에서 확인된 주요 서비스에 대해 TESSA가 제공한 방법을
사용하여 본 연구는 Moeyungyi 습지 야생 보호 구역이 연간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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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World
설명
WaterWorld(www.policysupport.org/waterworld)는 자매 도구인
Co$ting Nature와 마찬가지로 모델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의 경우 글로벌 데이터의 해상도가 너무 거칠어 유용한 결과를 제공할
수 없다. 모델은 비공개 소스이다. 대부분의 사용자에게 필요한 기본
기능은 무료이지만 사용자 정의 데이터로 모델을 실행하거나 상업적
사용을 포함한 고급 기능을 사용하려면 유료 라이선스와 GIS 용량이
필요하다. WaterWorld를 사용하려면 인터넷 연결이 필요하며 이는
특정 상황에서 장벽이 될 수 있다.

데이터가 함께 제공되는 웹 기반의 공간 명시적 모델링 도구이다.

Co$ting Nature와 달리 WaterWorld는 특히 다양한 물 관련
생태계서비스에 중점을 둔다. WaterWorld는 토지 사용, 토지 관리,

중요생물다양성지역, 세계자연유산, 보호지역에 대한 잠재적 적용

기후 변화 시나리오, 현재 조건으로 특정 활동과 관련된 수문학적,

빠르고 무료이며 배우기 쉽기 때문에 WaterWorld는 하나의 혹은

수자원 기준선 및 수자원 위험 요소를 이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전

여러 현장에서 물 관련 서비스를 신속하게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세계의 육지에 대해 1㎢ 및 1㏊ 해상도의 상세한 공간 데이터 세트,

육상에서 보다 상세한 평가를 수행하기 전에 탐색적 분석 또는 범위

기후, 토지 사용,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와 함께 생물

설정에 사용할 수 있다. 비교적 넓은 공간 영역에서 실행될 수 있으므로

물리학 및 사회 경제적 과정에 대한 공간 모델을 통합한다. 일련의

여러 현장을 동시에 모델링 할 수 있다.

토지와 수자원 관리의 개입(정책 선택사항)도 모델링 할 수 있다. 모델
출력은 온라인으로 보거나 GIS에서 시각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리
공간 형식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요약
WaterWorld는 빠르고 사용하기 쉬운 모델링 도구이다. 데이터나

사용자 조건
WaterWorld를 사용하려면 컴퓨터와 웹 연결이 필요하다. 사용자가
모델 결과를 다운로드하고 추가 분석을 수행하기 원하지 않는 한 GIS
는 사용할 필요가 없다. 기본 기능은 무료이다. 더 많은 고급 기능(
모델 제공 데이터를 사용자 자신의 데이터로 대체하는 기능 등)을
사용하려면 유료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한다. 제공된 데이터 세트를
적용하는 데에는 약 30분이 걸린다. 현지 데이터 세트를 가져오는 것은
가용성, 처리 수준, 해당 데이터 세트의 형식 및 일관성에 따라 더 오래
걸리며 GIS 용량 또한 필요하다.

전문 지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결정을 알리거나 심층적인
생태계서비스 평가의 기초를 제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WaterWorld 사례 연구:
WaterWorld를 기본 도구로 사용해 콜롬비아의 광산업
및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환경 보상에 대한 조치와 지역을
우선순위로 지정 (저자: César Augusto Ruiz-Agudelo)
자연의 풍요로움과 누구나 알고 있는 다양성에 관계없이 오늘날
콜롬비아는 천연자원과 생태계서비스의 지속가능한관리로 지원되는

장점

경제 성장을 달성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현재 국가 개발 계획

Co$ting Nature와 마찬가지로 WaterWorld는 빠르고 사용하기
쉬우며 기본 기능은 무료이다. 사용자가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GIS

에너지, 인프라, 주택, 그리고 혁신이라는 다섯 가지 주축을 기반으로

전문 지식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육상 어디에서나 적용할 수 있고
각 모델 실행에는 몇 분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 현지 관계자와
의사 결정자가 접근할 수 없는 글로벌 데이터에서 정보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작은 현장 및 넓은 공간 모두(큰 유역 또는 전체 국가 등)
에서 실행할 수 있다. 유료 라이선스(자원이 거의 없는 기관에는 무료로
제공)를 통해 사용자는 자체 데이터로 WaterWorld를 실행하고 최신
개발된 고급 기능을 사용하며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 세계
데이터를 사용하지만 WaterWorld는 정교한 수문학 모델이며 바람에
의한 비, 안개, 눈, 얼음 모델을 포함해 다른 모델에서는 일반적으로
무시되는 많은 프로세스를 포함한다.

2014-2018: Todos Por Un Nuevo País는 농업, 광산업과
한 경제 성장을 통해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교육적인 콜롬비아를 건설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주축은 콜롬비아의 자연 자본의 온전함에
크거나 작은 영향을 미치며 모든 가능성에서 환경과 경제 성장 간의
갈등을 일으킬 것이다.
사회 경제적, 환경적 맥락에서 채광 및 채굴 활동은 국가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 중 하나이다. 이것은 정치적, 철학적, 윤리적, 문화적,
민족주의적, 보전적, 발달적, 심지어 규범적 등의 다양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논쟁의 상당 부분과 여론에 대한
기여는 지식과 과학적, 기술적 증거보다는 그들의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논쟁이 주관적인 인식과 '열정'에 의해 형성될 때, 질문에 대한
객관성을 상실하고 주로 정서적 원인에 근거한, 사실에 대한 적절한

단점

이해 없이 투쟁하는 사회 운동을 촉발한다.

Co$ting Nature와 마찬가지로 WaterWorld의 무료 버전은
글로벌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며 모든 모델링 매개 변수는 모델

정책 관점에서 콜롬비아 정부는 콜롬비아의 광산업 및 인프라

개발자가 미리 설정한다. 이러한 데이터와 매개 변수는 특정 현장이나

프로젝트를 통해 훼손된 지역을 완화하거나 상쇄하고, 완화되지 않은

위치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른 모델과 마찬가지로 모델링 결과는

지역은 이에 대해 보상하는 법을 제정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사용자가 검증해야 한다. (모델 개발자는 이에 대한 장비 제공을 도울

측면에서 광산업 및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조치 및 환경 보상 영역을

수 있다: www.freestation.org.) 소규모 현장(수제곱킬로미터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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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데 WaterWorld의 사용은 이러한

부록 Ⅱ. 도구 설명과 사례 연구

프로젝트의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강력한 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데 이용되었다.
대규모 채굴 및 인프라 개발이 콜롬비아의 수자원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수질 가용성, 수질 및 유량 조절 측면)은 콜롬비아 최대의 사회
환경적 갈등 그리고 논쟁의 주요 원인이었다. 수자원의 가용성에
대한 우려는 이러한 유형의 프로젝트에 대해 지역 주체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가장 큰 관심사이다.

WaterWorld는 이러한 사회 환경적 갈등을 이해하고 정부, 민간,
지역, NGO, 학계, 기타 역할의 의사결정자에게 확실한 기술적 증거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도구였다. 이 도구를 사용하여 다음을 이해할 수
있었는데, 이는
1. 콜롬비아에서 대규모 채굴 및 인프라 프로젝트가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수문학
2. 콜롬비아에서 잠재적인 채굴 및 인프라 프로젝트가 있는 지역의 물
조절
3. 콜롬비아의 대규모 채굴 및 인프라 프로젝트가 물균형, 수질, 수량
조절에 미치는 영향(사전-사후 평가를 통해) 이었다.
이러한 영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WaterWorld는 물조절, 수질,
수량 조절을 위한 환경 보상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데 우선시 되어야
하는 지역(국가 범위 내)을 우선순위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뿐만
아니라, 귀중한 천연자원과 그 중심 생태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이런 프로젝트의 실행 가능성 또는 실행 불가능성을 지원하는 기술
기준의 개발을 허용했다.
콜롬비아 사례의 WaterWorld 결과는 정부, 민간 부문, NGO의
의사결정자에게 구체적인 메시지(콜롬비아 개발 프로젝트의 실행
가능성 및 실행 불가능성에 대한)를 전달하는 기술적 견고함과
그래픽 측면에서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Conservation
International Colombia와 광산업 및 인프라 개발 회사들은
Cundinamarca, Antioquia, Santander, Caquetá,
Putumayo, Chocó, Guajira, Magdalena Colombian
부서에서 WaterWorld를 구현했다.
이 모든 경우에 WaterWorld는 콜롬비아의 여러 지역에서 이러한
프로젝트 유형의 구현 및 실행 가능성에 관한 의사 결정 프로세스에
새롭고 강력한 기술 기준을 통합할 수 있게 했다. 주요 목적은 수자원
관리에 있었고,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콜롬비아의 자연 자본을 보호하는 데
유리한 의사 결정 및 조치(정부와 기업 모두)를 촉진했다.

참고 문헌:
Ruiz, C.A. (2017). ‘WaterWorld를 기본 도구로 사용해
콜롬비아의 광산업 및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환경 보상에 대한 조치와
지역을 우선 순위로 지정’ [online article]. Policy Support.

Available at: blog.policysupport.org/2017/11/using-waterworldas-fundamental-tool-in.html?q=mining(Accessed: 23 Apri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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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무료

무료
(기본 버전) 혹은
유료 라이선스
(고급 버전)

무료

무료

무료

기준

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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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ting
Nature

CSR

EST

InVEST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용성

오픈소스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클로즈드 소스
(Closedsource)

오픈소스

기저 데이터의
가용성에 따라
제약은 있으나,
높음.

높음

높음

높음

글로벌 모델의
경우 높음,
사례 연구인 경우
낮음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웹
탐색 독립적
소프트웨어
도구를
통함.

독립적 적용
(소프트웨어) 일반화
역량
오픈소스
가능성/
새로운 상황 내
적용가능성

신규 지역에서의 적용을 위한 비용 및 가용성

단일/
다중지역

단일/
다중지역

단일/
다중지역

단일/
다중지역

단일/
다중지역

단일/
다중
지역

육상,
담수,
해양의
적용
가능성

모두 적용

지역에서 모두 적용
국제적

지역에서 모두 적용
국제적

지역적

지역에서 육상, 담수
국제적

지역에서 모두 적용
국제적

분석의
규모

규모 및 환경적 상황
데이터 입력 기술적
요구
요건

낮음

낮음

없음

컴퓨터 및
인터넷 접근

인터페이스

요구되는
이해관계자
참여 수준

가이드라인 문서
(.pdf)

웹 애플리케이션

Python API (선택)

낮음에서 가이드라인 문서
높음
(.pdf)

낮음

낮음

낮음

낮음에서
높음

보통

낮음

낮음에서 전문 소프트웨어
낮음
높음
(k.LAB/Eclipse)
및
웹 애플리케이션

역량
요건

보통에서 보통에서 높음 컴퓨터, GIS 보통에서 데스크톱
높음
높음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낮음에서 낮음에서 높음 없음
높음

낮음

낮음

낮음에서 높음 컴퓨터 및
글로벌
인터넷 접근
모델의
경우
낮음,
신규 사례
연구인
경우
높음

시간
요건

시간, 데이터, 자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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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도구들의 평가

무료,

LUCI

무료

무료
(기본 버전)
혹은 유료
라이선스
(고급 버전)

TESSA

WaterWorld

소프트웨어 구입
필요

ArcGIS

무료,

무료

PA-BAT

SolVES

무료, SIMILE
소프트웨어 구입
필요

MIMES

소프트웨어 구입
필요

ArcGIS

비용

기준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모델
개발자들과의
협력 필요

가용성

클로즈드 소스

해당 없음

클로즈드 소스

해당 없음

오픈소스
(SIMILE
소프트웨어는
클로즈드
소스임)

오픈소스

높음

높음

신규 지역의
가치를
성공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가치 이전(value
transfer)이
나타나기 전까지
낮음

단일/
다중
지역

가능

가능

에 접근권이
있다는 전제
하에 가능

ArcGIS

사용자가

육상,
담수,
해양의
적용
가능성

지방

모두

지방

모두
단일 혹은 지방에서 담수
복수
국제적

단일

단일 혹은 지방에서 모두
복수
지역

단일

단일 혹은 지방에서 모두
복수
지역

지방에서 육상, 담수
지역

분석의
규모

규모 및 환경적 상황

단일
없음. 영국,
뉴질랜드를
위한 지원.
호주, 필리핀,
베트남, 사모아
및 기타 태평양
도서지역 내
활용을 모색 중

글로벌 혹은 국가 사용자가
모델이 완성되기 SIMILE
전까지는 낮음
모델링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권이
있다는 전제
하에 가능
낮음
가능

낮음;
현재 영국과
뉴질랜드를
위해서만 개발됨

독립적 적용
(소프트웨어) 일반화
역량
오픈소스
가능성/
새로운 상황 내
적용가능성

신규 지역에서의 적용을 위한 비용 및 가용성

낮음에서 보통에서 높음 필드 장비
높음
(선택)
낮음
낮음
컴퓨터 및
인터넷 접근

낮음에서 낮음
없음
보통
낮음에서 낮음에서 보통 컴퓨터,
높음
ArcGIS

소프트웨어

GIS

소프트웨어,

Similie

컴퓨터 및
인터넷 접근,

ArcGIS

보통에서 높음 컴퓨터,

데이터 입력 기술적
요구
요건

신규 사례 높음
연구의
경우
높음

보통

시간
요건

시간, 데이터, 자원 요건

낮음

낮음

보통

낮음

높음

보통

역량
요건

낮음에서
높음

요구되는
이해관계자
참여 수준

높음

사용자 매뉴얼
높음
(interactive.pdf)
웹 애플리케이션
낮음

(애드인 툴바(addin toolbar))

ArcGIS

설문조사 양식(.pdf) 보통

(오픈 소스 아님)

MIDAS/SIMILIE 높음

ArcGIS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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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를 위한 입문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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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해당 없음

가능

현재, EVT
는 Earth

무료

버전 1 무료

무료

현재 가용하지
않음

무료

생태계서비스 평가
지원 도구

생태계서비스 확인
및 목록화 도구

생태계서비스
파트너십 시각화 툴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툴킷

EnviroAtlas

팀 구성원들만
접근할 수 있는
내부 도구임
가능

Economics

가능

가능

가능

무료

해당 없음

클로즈드 소스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사용 필요

ArcGIS

생태계서비스 평가:
실전에서의 활용법

가능

무료

해당 없음

소프트웨어
필요

MS Excel

미국에 한정

낮음

해당 없음

높음

높음

높음

영국 특정적

높음

미국 내에서
가능

불가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낮음; 현재 미국을 미국 내에서
위해서만 개발됨 가능

독립적 적용
(소프트웨어) 일반화
역량
오픈소스
가능성/
새로운 상황 내
적용가능성

EcoSERVE

가능

무료; MS Excel 가능
소프트웨어 필요

WHBET

가용성

비용

기준

신규 지역에서의 적용을 위한 비용 및 가용성
분석의
규모

육상,
담수,
해양의
적용
가능성

지방

육상, 담수

단일 혹은 지방에서 모두
복수
국가

지방

모두

낮음

낮음

높음

낮음

낮음

시간
요건

낮음

없음
(도구 내에
포함됨)

없음

낮음

높음 (필드
데이터 수집)

없음

낮음

중간

낮음

낮음

낮음

낮음

역량
요건

컴퓨터 및
인터넷 접근

컴퓨터 및
인터넷 접근
컴퓨터 및
인터넷 접근

컴퓨터
혹은 앱 용
아이패드

컴퓨터 및
인터넷 접근

없음

ArcGIS

이 적용된

중간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높음
Spatial
Analyst
Extension

없음

MS Excel

컴퓨터 및
인터넷 접근,

데이터 입력 기술적
요구
요건

시간, 데이터, 자원 요건

모두
중간
(단 해양
환경에서는
테스트되지
않음)
해당 없음 지방에서 모두
낮음
지역
해당 없음 모두
모두
낮음

단일

단일 혹은 모두
복수

단일 혹은 지방에서 모두
복수
지역

단일

단일 혹은 지방에서 모두
복수
지역

단일 혹은 지방에서 육상, 담수
복수
지역

단일/
다중
지역

규모 및 환경적 상황
요구되는
이해관계자
참여 수준

해당 없음

웹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

웹 기반 혹은 앱

온라인 가이드라인

문서

Pdf 가이드라인

낮음

없음

없음

낮음

없음

해당 없음

ArcGIS 사용 필요 낮음

문서

Pdf 가이드라인

Excel 스프레드시트 낮음
(.xls)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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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가능

무료

무료

무료

GecoServe

해양 생물학적 가치
지도화

생태계서비스 측정
- 생태계서비스
지표 개발을 위한
가이드
해당 없음

오픈소스

해당 없음

오픈소스

가능

가능

무료

무료

무료

MIDAS

해양 데이터 뷰어

생태계서비스
매뉴얼을 위한 계획
관리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높음

글로벌
데이터집합

높음

높음

가능

가능

가능

가능

알려져 있지 않음 가능

가능
검색 가능한
생태계서비스
데이터베이스가
멕시코만에 관한
정보를 중요시함.

신규 지역에 적용 가능
시 시간 및 비용
소모가 큼

독립적 적용
(소프트웨어) 일반화
역량
오픈소스
가능성/
새로운 상황 내
적용가능성

개발된 지역을 오픈소스
위해 사용 가능

가능

가능

무료

Envision

가용성

비용

기준

신규 지역에서의 적용을 위한 비용 및 가용성

경관

분석의
규모

해양
서식지

해양

해양

모두

육상,
담수,
해양의
적용
가능성

단일

해양

모두

지방에서 육상, 담수
지역

해당 없음 모두

단일 혹은 모두
복수

단일 혹은 지방에서 모두
복수
지역

단일

해당 없음 모두

단일

단일/
다중
지역

규모 및 환경적 상황

낮음

낮음

중간

낮음

높음

낮음

높음

시간
요건

낮음

없음
(도구 내에
포함됨)

없음

컴퓨터,
인터넷 접근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높음

컴퓨터; R

없음

낮음

높음

역량
요건

컴퓨터,
인터넷 접근

컴퓨터,
인터넷 접근

요구되는 질문 컴퓨터,
및 분석의
인터넷 접근
깊이에 따름

낮음

높음

없음
(도구 내에
포함됨)

높음

데이터 입력 기술적
요구
요건

시간, 데이터, 자원 요건

높음

Pdf 가이드라인
문서

없음

웹 기반

웹 인터페이스

없음에서
보통
(요구에
따라)

해당 없음

Pdf 가이드라인
문서

낮음

없음

다양함

요구되는
이해관계자
참여 수준

R 스크립트

웹사이트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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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생물다양성지역, 세계유산지역, 보호지역을 위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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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
금전적 혹은 그렇다
(상대적 가치) 비금전적

질적

Co$ting
Nature

CSR

그렇다

금전적 혹은 그렇다
비금전적

양적 혹은
질적

해당 없음

알려져 있지
않음

클로즈드 소스

알려져 있지
않음

미국, 멕시코,
르완다, 부룬디

높음

높음

해당 없음

상대적

둘 중에 하나

없음

있음

있음

낮음

보통

보통

경관

지역국가대륙

분석의
규모

육상

모두

육상,
담수,
해양의
적용
가능성

낮음

높음

민감도 분석을 통한 불확실성

통한 불확실성

해당 없음

정적

정적 혹은 동적

중간

중간

웹 기반

전문 소프트웨어

전문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없음

중간

높음

요구되는
이해관계자
참여 수준

전문가 투입 요소 및 사업 위험 및 기회에 초점을
바탕으로 한 질적 생태계서비스 평가에 관한 단계별
가이드라인이 있는 가이드라인

글로벌 데이터와 보전 우선순위 지도를 바탕으로 한,
색인된, 집합 서비스의 신속한 분석

공간적으로 명백한 생태계서비스 트레이드오프, 흐름
및 불확실성 지도; 현재 글로벌 모델을 활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규 활용 시 시간 소모적

일반적 요약/통찰+

일반적 요약/설명

컴퓨터,
인터넷 접근

상업용
소프트웨어
제품 필요
(MS Ac-

정적 (단일 시간 기간)/
동적 모델
(시간적 변동)

없음 (도구
내에 포함됨)

높음

역량
요건

컴퓨터, GIS 중간
소프트웨어

데이터 입력 기술적
요구
요건

낮음에서 높음
높음

시간
요건

시간, 데이터, 자원 요건

베이즈 네트워크(Bayesian
network), 몬테 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및 머신러닝을

완전 개발 및 T/P
문서화

부분적 문서

개발되고
문서화된
사례 연구
및 글로벌
모델들

불확실성에 대한 접근

모델의 특성

단일 혹은 지방에서 육상
복수
지역

단일

단일

단일/
다중
지역

사용자 지원 및
가용 가이드라인/교육

가능

가능

가능

독립적 적용
(소프트웨어) 일반화
역량
오픈소스
가능성/
새로운 상황 내
적용가능성

규모 및 환경적 상황

공간적으로 절대적 vs. 시나리오 사용자 지원 개발 &
비교
문서화
명백한가? 상대적
수준
가치

ARIES

금전적/
비금전적

양적/질적

기준

산출물 및 결과의 종류

가능

무료

Spatial
Analyist GIS)

WaSSI

TELSA

무료, 단
가능
일부 기능을
위해 추가
소프트웨어
필요 (예.
ArcGIS)
상업용 소프트웨어 가능
제품 필요(MS
Ac-cess 및
ArcView/

Quickscan

가용성

비용

기준

신규 지역에서의 적용을 위한 비용 및 가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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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 혹은
질적

양적

양적

질적

양적

양적 혹은
질적

양적
비금전적
(상대적 가치)

양적

InVEST

LUCI

MIMES

PA-BAT

SolVES

TESSA

WaterWorld

WHBET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금전적

아니다

그렇다

금전적 혹은 아니다
비금전적

비금전적

비금전적

비금전적

그렇다

금전적 혹은 그렇다
비금전적

비금전적

사용자 지원 및
가용 가이드라인/교육

절대적

상대적

절대적 혹은
상대적

상대적

상대적

둘 중에 하나

상대적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있음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낮음

높음

낮음

불확실성에 대한 접근

모델의 특성

없음 (문서 형식)

(자동화된) 다양한 투입 요소를
통한 불확실성

없음

정적

정적

정적

정적

정적 혹은 동적

정적

정적

해당 없음

정적 (단일 시간 기간)/
동적 모델
(시간적 변동)

완전 개발 및 해당 없음
정적
문서화
(불확실성이슈에 대한 접근
방법에 대해 설명한 섹션이 있음)

부분적 개발

완전 개발 및 특화된 기술 없는 실무자들을
문서화
타깃으로 한 지역 기반 비교
가능한 평가 방법 모음

완전 개발 및 신뢰도에 관하여 제공된
문서화
가이드라인

완전 개발 및 없음 (문서 형식)
문서화
불확실성에 대한 명시적인 처리
없음

개발되고
문서화된
사례 연구

개발 및
문서화된
사례 연구

완전 개발 및 현재 불확실성 보고된 바 없음
문서화

완전 개발 및 다양한 투입 요소를 통한
문서화
불확실성

공간적으로 절대적 vs. 시나리오 사용자 지원 개발 &
비교
문서화
명백한가? 상대적
수준
가치

금전적 혹은 명백할 수도
비금전적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

양적 혹은
질적

EST

금전적/
비금전적

양적/질적

기준

산출물 및 결과의 종류

혜택 이전 방법을 활용한 보전 및 자연 지역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기 위한 엑셀 기반의 도구 집합, 미국 내
활용을 위해 개발된 도구

글로벌 데이터와 보전 우선순위 지도를 바탕으로 한,
색인된, 집합 서비스의 신속한 분석

특화된 기술 없는 실무자들을 타깃으로 한 지역 기반
비교 가능한 평가 방법 모음

생태계서비스를 위한 사회적 가치의 지도 제공, 신규
연구에 있어서는 시간 소모적이나 가치 이전에 있어서는
비용이 더 낮음

보호지역이 제공하는 혜택을 평가하기 위한 보호지역
관리자들 및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질적 문서 기반 양식

투입 요소 분석을 활용한 동적 모델링 및 가치평가, 개발
및 운영에 있어 매우 시간 소모적

공간적으로 명백한 생태계서비스 트레이드오프 지도,
사용 및 해석에 있어 상대적으로 직관적이도록 고안됨

공간적으로 명백한 생태계서비스 트레이드오프 지도,
현재 상대적으로 파라미터화에 시간이 소요됨

다양한 상황의 생태계서비스 평가 시행에 관한 단계별
상세 가이드라인, 기존 모든 방법 및 도구에 관한
포괄적인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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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금전적

양적 혹은
질적

해당 없음

질적

생태계서비스
확인 및 목록화
도구

생태계서비스
파트너십 시각화
툴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툴킷

비금전적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비금전적

생태계서비스
평가 지원 도구

양적 및 질적

EcoSERVE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생태계서비스의
가치평가를 위한
입문 가이드

금전적/
비금전적

생태계서비스
해당 없음
평가: 실전에서의
활용법

양적/질적

기준

산출물 및 결과의 종류

아니다

해당 없음

있음

아니다

아니다

있음

아니다

절대적 및
상대적

해당 없음

절대적 및
상대적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절대적 및
상대적

해당 없음

알려져
있지 않음

해당 없음

있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있음

해당 없음

알려져 있지
않음

낮음

온라인 포럼

알려져 있지
않음

해당 없음

알려져 있지
않음

해당 없음

불확실성에 대한 접근

모델의 특성

부분적
문서화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완전 개발 및 알려져 있지 않음
문서화

완전 개발 및 해당 없음
문서화

완전 개발 및 해당 없음
문서화

완전 개발 및 알려져 있지 않음
문서화

완전 개발 및 해당 없음
문서화

공간적으로 절대적 vs. 시나리오 사용자 지원 개발 &
비교
문서화
명백한가? 상대적
수준
가치

사용자 지원 및
가용 가이드라인/교육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알려져 있지 않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정적

해당 없음

정적 (단일 시간 기간)/
동적 모델
(시간적 변동)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툴킷 (EVT )은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포괄적인,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의
집합이다. 이 도구는 생태계서비스 가치 데이터베이스
및 학술 저널에서 나온 가치를 편집한다.

ESP-VT는 사용자들이 생태계서비스 지도, 데이터 및
지도화 방법들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상호작용 지식 플랫폼이다.

생태계서비스 확인 및 목록화 도구, 즉 ESII 도구는
사람들이 자연이 제공하는 혜택을 이해하도록 돕고
자연의 가치를 의사 결정 시 고려하도록 하는 아이패드
앱 및 웹 인터페이스이다.

이 가이드의 목표는 생태계서비스의 가치 평가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것이다. 이 가이드는 정책 평가 상황에서
생태계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취해질 주요 단계들을
실용적으로 소개한다. 이 가이드는 생태계서비스 평가에
있어 영향 경로 접근법을 취한다.
EcoSERVE-GIS는, 야생동물 신탁기금(Wild Life
Trusts)을 위해 개발된, 국가 차원의 생태계서비스를
지도화하기 위한 지리정보시스템 (GIS) 툴킷이다.
이 툴킷은 과학적 기반의, 표준화된 방법 및 널리 이용
가능한 데이터 집합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자연 환경의 역량 및 각 서비스의 요구사항들 (
인간의 필요 혹은 수요)을 묘사하는 미세 축척(
기본적으로 10m 격자 셀 해상도)의 지도들을 생성하는
툴킷이다.
해당 주제에 관한 좋은 입문용 가이드라인. 이 가이드는
일련의 출판된 생태계서비스 사례 연구에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적 가이드라인 및 정보 출처에 관한
참고자료들을 제시하며, 생태계서비스 평가 수행 시
수반되는 가치 및 단계들에 대하여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생태계서비스 평가에 대한 온라인 가이드라인.
생태계서비스 평가 과정을 논리적 단계의 순서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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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도구들의 평가

(BVMtool)

양적

Marine
Biological
Valuation
Mapping

양적 혹은
질적

Envision

해당 없음

양적/질적

EnviroAtlas

GecoServe

양적/질적

기준

금전적 및
비금전적
(가치평가
사례연구
참조)
금전적 및
비금전적

금전적 및
비금전적

금전적 및
비금전적

금전적/
비금전적

산출물 및 결과의 종류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그렇다

그렇다

상대적

해당 없음

절대적 및
상대적

절대적 및
상대적

알려져
있지 않음

해당 없음

그렇다

그렇다

알려져 있지
않음

알려져 있지
않음

보통

보통

불확실성에 대한 접근

모델의 특성

해당 없음

완전 개발 및 알려져 있지 않음
문서화

부분적
문서화

완전 개발 및 알려져 있지 않음
문서화

완전 개발 및 해당 없음
문서화

공간적으로 절대적 vs. 시나리오 사용자 지원 개발 &
비교
문서화
명백한가? 상대적
수준
가치

사용자 지원 및
가용 가이드라인/교육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알려져 있지 않음

해당 없음

정적 (단일 시간 기간)/
동적 모델
(시간적 변동)

개념을 바탕으로 한 해양 생물학적 가치평가 계산을
자동화하는 R 스크립트 집합이다. 가치평가 질문의
결과는 각 생태계 구성요소에 대한 최종 점수에
요약되어 있으며 다른 생태계 구성요소들에 대해
얻은 최종 결과와 결합될 수 있다. 하위 존은 원하는
크기의 래스터(raster) 그리드 셀로 정의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제시하는 다각형(polygons)의 서식지
분류를 기초로 할 수 있다.

BVMtool은 Derous et al. (2007)이 개발하고
Deneudt et al. (2013)이 설명한 생물학적 가치평가

GecoServ 데이터베이스의 두 가지 주요 목표는
멕시코 만과 관련된 ES 가치평가 연구에 관한 정보를
배포 및 공유하는 것과 ES 문헌 내의 현재 간극을
확인하는 것이다.

시나리오 기반 지역사회 및 지역적 통합 기획 및 환경
평가를 위한 GIS 기반 도구. 공간적으로 명확한 다양한
지형 변화 과정 모델 및 대안적 미래 분석을 시행하기
위한 견고한 플랫폼을 제공한다. 기후변화의 상황에서
인간 및 자연 환경적 시스템의 특성과 성격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기 위한 구상이 마련되었다. 이 접근
방식은 시나리오와 데이터, 평가 모델들을 활용했다.

생태계서비스 프레임워크 내에서 환경적, 경제적 및
인구적 데이터를 통합함으로써 다양한 범위의 수요를
충족하고자 한다. EnviroAtlas 내에, 세 개의 주요
지리 공간적 데이터 종류가 있다. 현지인 해결책에 있어
연구 파생 생태계서비스 지표 데이터, 표준 보고 단위로
요약된 지표 데이터 및 참고 데이터이다. 보고 단위는
특정된 도심지 전반에 걸친 인접 미국 및 인구조사
블록 그룹 전반의 유역이나 소유역(water basin, 水
盆)을 포함한다. EnviroAtlas는 적응, 보전, 형평
및 회복성 이슈를 다루기 위해, 용지 사용과 기후 등의
변화의 현재와 미래 동력을 모두 포함한다. 지리 공간적
데이터에 더해, EnviroAtlas는 지리 공간적 및 통계
도구와, 연구, 교육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자원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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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해당 없음

질적

생태계서비스
매뉴얼을 위한
기획 관리

Quickscan

해당 없음

그렇다

금전적 및 비 그렇다
금전적

해당 없음

해양 데이터 뷰어 양적 및 질적

아니다

금전적 모듈 그렇다

양적 및 질적

사용자 지원 및
가용 가이드라인/교육

절대적 및
상대적

해당 없음

절대적 및
상대적

둘 중에 하나

해당 없음

있음

있음

없음

있음

해당 없음

개발된
시나리오를
위해 문서화
가능

민감도 분석을 통한 불확실성

완전 개발 및 해당 없음
문서화

불확실성에 대한 접근

모델의 특성

보통

보통

완전 개발 및 해당 없음
문서화

완전 개발 및 해당 없음
문서화

사용자 가이드 완전 개발 및 해당 없음
문서화

보통

해당 없음

공간적으로 절대적 vs. 시나리오 사용자 지원 개발 &
비교
문서화
명백한가? 상대적
수준
가치

MIDAS

금전적/
비금전적

해당 없음

양적/질적

해당 없음
Measuring
ES - Guide
for developing
ES indicators

기준

산출물 및 결과의 종류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정적 혹은 동적

해당 없음

정적 (단일 시간 기간)/
동적 모델
(시간적 변동)

다수의 생태계서비스를 위한 환경을 관리하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조치를 선택하기 위한 주요 지식과
여섯 가지 단계들을 제시하는 기획 관리에 관한
트레이닝 매뉴얼이다.
QUICKScan은 하나의 접근법이자 소프트웨어
도구로서 잠재적인 정책 선택사항들을 개발하고
연구하며 그러한 선택사항들의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책 의사결정자 및 전문가들의 그룹 프로세스에
활용된다.

Ocean Data Viewer은 해양 및 해안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관련한 결정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유용한
다양한 공간 데이터 집합을 보고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회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한다.

MIDAS는 거버넌스 및 관리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들에 대하여 사용자와 관리자들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제작된 소프트웨어 도구로서, 이를
통해 사용자와 관리자들은 생태학적, 사회경제학적 및
거버넌스 조건에 따른 의사 결정의 영향력을 추산하고,
생태계서비스 수요를 위한 트레이드오프를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결과 및 산출물의 최적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자들의 계획 수정을 제안하기 위해
적절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모델은 사용자들과
관리자들이 ESS 관리 및 기획의 사회 경제적, 거버넌스
및 생태학적 요소들 간의 상호 작용의 결과물을 신속히
분석하고 시각화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적 결정 지원
시스템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보고, 정책 수립, 생물다양성 보전,
생태계 관리, 환경 관리, 개발 계획 및 교육적인 사용을
위해 국가 및 지역적인 차원에서 생태계서비스 지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이 가이드라인은
특정 연구 혹은 보고서 (예: 생태계 평가)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단발성’ 기초 혹은 장기 보고 및 의사
결정 (예: CBD 등의 협약)을 위한 필요에 모두
부합하는 생태계서비스 지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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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Ⅲ. 다양한 기준 대비 검토된
모든 도구들의 평가

양적/질적

양적/질적

양적 및 질적

기준

TELSA

WaSSI

비금전적

비금전적

금전적/
비금전적

산출물 및 결과의 종류

그렇다

그렇다

절대적 및
상대적

절대적 및
상대적

있음

있음

알려져 있지
않음

알려져 있지
않음

불확실성에 대한 접근

모델의 특성

동적

정적 (단일 시간 기간)/
동적 모델
(시간적 변동)

동적
완전 개발 및 물과 탄소 예측은 입력
문서화
데이터의 불확실성, 유역
물수지(watershed water
balance) 및 생태계 생산성을
관장하는 물리적 과정들의
표상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을
포함하여 모든 생태계 모델과
관련된 유사한 불확실성에 달려
있다.

완전 개발 및 알려져 있지 않음
문서화

공간적으로 절대적 vs. 시나리오 사용자 지원 개발 &
비교
문서화
명백한가? 상대적
수준
가치

사용자 지원 및
가용 가이드라인/교육

차원에서 대안적인 관리 시나리오의 결과들을 평가하기
위한 공간적으로 명백한 GIS 기반 경관 차원의
모델이다.
WaSSI는 서로 인접한 미국과 멕시코, 르완다와
부룬디에 걸쳐 용지 사용의 변경, 기후 변화, 강물
흐름의 취수(water withdrawals), 물 공급
스트레스 및 생태계 생산성 (예: 탄소 분리 동력)의
효과를 투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웹 기반 도구이다. 물
생산량과 탄소의 분리는 긴밀히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WaSSI는 이러한 생태계서비스를 위한 관리 전략 간의
트레이드오프를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TELSA는 육상 생태계 동력을 시뮬레이션하고 경관

일반적 요약/통찰+

일반적 요약/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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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policysupport.org/
search?q=guest+co$ting%20Nature www.
policysupport.org/costingnature/ exampleapplications
Bhagabati, Nirmal K., Taylor Ricketts, Thomas
Barano Siswa Sulistyawan, Marc Conte, Driss
Ennaanay, Oki Hadian, Emily McKenzie et
al. ‘생태계서비스는 토지 사용 계획 내 수마트라 호랑이
보전을 강화한다(Ecosystem services reinforce
Sumatran tiger conservation in land use
plans).’ Biological Conservation 169 (2014): 147156. doi.org/10.1016/j.biocon.2013.11.010

최종 논문 “보호지역 혜택 평가 도구(PA-BAT )
의 크로아티아 보호지역 관리에의 적용 가능성파클레니카 국립공원(Paklenica National
Park) 사례를 중심으로” www.researchgate.
net/ publication/319208174_Applicability_of_
Results_from_the_Protected_Area_Benefit_
Assessment_Tool_PA-BAT_to_Protected_
Area_Management_in_Croatia_-_The_ Example_
of_Paklenica_National_Park

Co$ting Nature

PA-BAT

InVEST

다수 사례 aries.integratedmodelling.org/?page_id=546 참조

ARIES

지역이 제공하는
특정 지역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추가 증거 및
생태계서비스 측정 이유 정당화 제공

공공/정책 지원

0756-7

Mandle, L., Wolny, S., Bhagabati, N., Helsingen, H., Hamel, P., Bartlett, R., Dixon, A.,
Horton, R., Lesk, C., Manley, D. and De Mel,
M., (2017). ‘미얀마 내 보전 및 개발 계획의 지원을 위한 기후
변화 하의 생태계서비스 공급 평가’. PloS ONE, 12(9),
p.e0184951.

blog.policysupport.org/2017/04/using- cotingnature-to-assess-guinean.html

link.springer.com/article/10.1007/s10980- 016-04306, link.springer.com/ article/10.1007/s10113-015-

다양한 범위의 혜택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여러 지역의 보전을 위한 지원 강화

다수 사례- 4건의 국가 보고서
www.researchgate.net/
publication/319208174_Applicability_of_ natureforpeople.org/protected_areas/
Results_from_the_Protected_Area_
Benefit_Assessment_Tool_PA-BAT_to_
Protected_Area_Management_in_
Croatia_-_The_Example_of_Paklenica_
National_Park

pdf

보르네오의 심장부(Heart of Borneo)내의
자연 자원 프로젝트: 친환경 경제를 위한 자연에
대한 투자
www.naturalcapitalproject.org/
wp-content/ uploads/2017/05/NaturalCapital-Project-in- the-Heart-of-Borneo.

blog.policysupport.org/search?q=
co$ting+nature+local+awareness

특정 지역이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의
지역 인식 제고

부록 Ⅳ. 다양한 목적의 도구의 사용을 보여주는
사례 연구 참고문헌

Clarke, C., Canto, M., & Rosado, S.
(2013). Belize integrated Coastal
Zone management plan. Coastal
Zone Management Authority and
Institute (CZMAI), Belize City.
www.coastalzonebelize.org/
wp-content/uploads/2015/08/
BELIZE-Integrated-Coastal-ZoneManagement-Plan.pdf
Multiple examples - see 4
national reports natureforpeople.
org/protected_areas/

blog.policysupport.org/2016/08/
world-conservation-congress-2016we.html?q=WDPA

국내 모든 지역이 기여하는
생태계서비스와 국제 혹은 국가의
지속가능 목표 및 국내 정책들과의
연계 (예: SDGs)

부록 Ⅳ. 다양한 목적의 도구의 사용을 보여주는
사례 연구 참고문헌

지역 관리

www.policysupport.org/waterworld/ exampleapplications/water-based- ecosystem-servicesfor-the-shivapuri- national-park

생태계서비스 공급 간의 시너지 효과: 네팔, 히말라야
보호지역의 통합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에 관한 교훈을
중심으로’. Ecosystem Services, 22(Part B), 359369. 10.1016/j.ecoser.2016.05.003

Peh, K. S-H., Thapa, I., Basnyat, M., Balmford, A., Bhattarai, G. P., Bradbury, R. B.,
... Merriman, J. C. (2016). ‘생물다양성 보전 및

InVEST

Co$ting Nature

ARIES

다수의 예시aries.integratedmodelling.org/?page_id=546 에서 확인
blog.policysupport.org/2017/06/towards-eba-usingwaterworld-and-coting.html
생태계 및 사람들에 미치는 물 기금(Water Funds)의 영향 평가
www.naturalcapitalproject.org/wp-content/
uploads/2017/05/Evaluating- the-Impacts-of-Water-Fundson-Ecosystems-and-People.pdf

blog.policysupport.org/search?q=%22global+analysis%22+AND+waterworld blog.
policysupport.org/2017/04/using- waterworldto-provide-water.html blog.policysupport.org/
search?q= multiple+sites

Department of National Parks and Wildlife
Conservation, and BirdLife International

평가를 위한 생물물리학 모델 및 공공 선호의 연계: 남부 로키
산맥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Regional Environmental
Change 16 (7):2005-2018.
BCN and DNPWC (2012) 네팔의 주요 조류 지역 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서비스의 전달. Kathmandu
and Cambridge, UK: Bird Conservation Nepal,

Bagstad, K.J., Reed, J.M., Semmens, D.J.,
Sherrouse, B.C., and Troy, A. (2016). ‘생태계서비스

blog.policysupport.org/2016/06/
waterworld- being-applied-forworld-bank.html blog.policysupport.
org/2014/09/a-spatially- explicit-stateof-worlds.html

Ma, S., Duggan, J.M., Eichelberger, B.A., McNally,
B.W., Foster, J.R., Pepi, E., Conte, M.N., Daily, G.C.
and Ziv, G., (2016). ‘다용도 경관 관리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한
생태계서비스의 가치평가’. Ecosystem Services, 19, pp.6-18.
doi.org/10.1016/j.ecoser.2016.03.005
추가 참조: www.naturalcapitalproject.org/wp-content/
uploads/2017/04/Enlisting-Ecosystem-Services-with-theDoD.pdf

Ma, S., Duggan, J.M., Eichelberger, B.A.,McNally, B.W.,
Foster, J.R., Pepi, E.,Conte, M.N., Daily, G.C. and Ziv,
G., (2016). ‘다용도 경관 관리 정보 제공을 위한 생태계서비스의 가치
평가.’ Ecosystem Services, 19, pp.6-18. doi.org/10.1016/j.
ecoser.2016.03.005
추가 참조: www.naturalcapitalproject.org/ wp-content/
uploads/2017/04/Enlisting- Ecosystem-Services-with-theDoD.pdf

생태계서비스의 이해도를 높이면서 해당 지역을 위한 관리
생태계서비스와
전략을 개발, 이행 및 업데이트 (예: 생태계서비스의 지역 관리
생태계서비스 및 보전 목표 간의 시너지 효과와 가능한
트레이드오프를 밝힘으로써 해당 지역의 관리 선택사항들을 계획에 대한 통합 혹은 해당 지역을 위한 사업 계획 수립)
확인

숲은 어떤 혜택을 누구에게 제공하는가? 네팔,
히말라야 숲의 생태계서비스 신속 평가’.
Ecosystem Services, 8, 118-127.
10.1016/j. ecoser.2014.03.005
blog.policysupport.org/search?q=
local+awareness

Birch, J. C., Thapa, I., Balmford, A.,
Bradbury,
R. B., Brown, C., Butchart, S. H. M.,
... Thomas, D. H. L. (2014). ‘지역사회의

지역이 제공하는
변화를 모니터링 하고 관리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이
생태계서비스 측정 이유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의 기준선을 수립

WaterWorld

TESSA

SolVES

공공/정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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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World

Birch, J. C., Thapa, I., Balmford, A., Bradbury, R. B., Brown, C., Butchart, S. H. M., Thomas,
D.H. L. (2014). ‘지역사회의 숲은 어떤 혜택을 누구에게 제공하는가? 네팔, 히말라야 숲의 생태계서비스 신속 평가’.
Ecosystem Services, 8, 118-127. 10.1016/j.ecoser.2014.03.005
blog.policysupport.org/search?q=wellbeing

www.ecologyandsociety.org/vol19/iss2/art64/
blog.policysupport.org/search?q=wellbeing
Mandle, L., Tallis, H., Sotomayor, L. and Vogl, A. L. (2015), ‘누가 잃는가?” 도로 개발 및 페루의
아마존 내 완화/경감(mitigation)에서 비롯된 생태계서비스 재분배 추적’. Fron- tiers in Ecology and the
Environment, 13: 309–315. doi:10.1890/140337
다수의 예시- 4개의 국가 보고서 보기 natureforpeople.org/protected_areas/

ARIES
Co$ting Nature
InVEST

PA-BAT
SolVES
TESSA

거주자, 지역 및 좀 더 거리가 있는 이해당사자들에게 중요한 생태계서비스 가치에 대한 이해 보장

인간의 웰빙

혜택과 비용: 영국 습지의 변화하는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신속 평가’
Ecology and Evolution, 4(20), 3875-3886. 10.1002/ece3.1248

Peh, K. S-H., Balmford, A., Field, R. H., Lamb, A., Birch,
J. C., Bradbury, R. B., Hughes, F. M. R. (2014). ‘생태적 회복의

www.researchgate.net/ publication/319208174_
Applicability_of_ Results_from_the_Protected_Area_
Benefit_Assessment_Tool_PA-BAT_to_ Protected_Area_
Management_in_ Croatia_-_The_Example_of_Paklenica_
National_Park

blog.policysupport.org/2014/02/compandes-project-closes-having.
html?q=benefit+sharing

지역주민 사전동의(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및 갈등
해결 등에 관한 논의에 기여하고자, 생물다양성 보전의 결과로 포기된
ES에 대하여, 주민 및 지역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보상 선택사항을 평가

blog.policysupport.org/2016/05/predicting-water-availabilitytrends. html

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19208174_
Applicability_of_ Results_from_the_Protected_
Area_Benefit_Assessment_Tool_ PA-BAT_to_
Protected_Area_Management_in_Croatia_-_The_
Example_of_Paklenica_National_Park
Sherrouse, B.C., Semmens, D.J., Anchona, Z.,
and Brunner, B., (2017). ‘남부 로키 산맥 내 문화서비스 간
트레이드오프를 위한 토지 사용 변경 시나리오의 분석’ Ecosystem
Services, 26:431-444.
doi.org/10.1016/j.ecoser.2017.02.003
Lin, Y., Lin W., Li H., Wang, Y., Hsu, C., Lien, W., Anthony,
J., Petway,J.R. (2017). ‘사회적 가치 및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 보전
계획 내 통합: 다투안(Datuan) 유역 사례연구’. Sustainability 9(5):
718. doi.org/10.3390/su9050718
Muoria, P., Field, R., Matiku, P., Munguti, S., Mateche,
E., Shati, S., Odeny, D. (2015) Yala Swamp Ecosystem
Service assessment. Nature Kenya, Nairobi

지역이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
측정 이유

WaterWorld

열대 우림 생태계가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침습적 외래종의
잠재적 영향력: 몬세라트 사례연구’. Biological Invasions, 17(1),
461-475. 10.1007/s10530-014-0743-9
blog.policysupport.org/2017/06/towards-eba-usingwaterworld-and-coting.html

Peh, K. S-H., Balmford, A., Birch, J. C., Brown, C.,
Butchart, S. H. M., Daley, J., ... Bradbury, R. B. (2015). ‘

TESSA

SolVES

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19208174_
Applicability_of_ Results_from_the_Protected_
Area_Benefit_Assessment_Tool_ PA-BAT_to_
Protected_Area_Management_in_Croatia_-_The_
Example_of_Paklenica_National_Park
Sherrouse, B.C., Semmens, D.J., Anchona, Z.,
and Brunner, B., (2017). ‘남부 로키 산맥 내 문화서비스 간
트레이드오프를 위한 토지 사용 변경 시나리오의 분석’ Ecosystem
Services, 26:431-444.
doi.org/10.1016/j.ecoser.2017.02.003

PA-BAT

지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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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지역이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에 관한 지역이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를 지역,
지역이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 생태계서비스를 위해 특별히 중요한 지역을 지역이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에 관한 다양한
분야별 (예: 농업, 수력, 인프라) 결정 및 정책들에 기후 변화 시나리오의 잠재적 결과 평가 국가 혹은 하위 국가 규모의 토지/물/
측정 이유
확인함으로써 공간적 보전 계획 및 투자를
자원 활용 계획에 통합 (예: 전략환경
관한 잠재적 결과들을 평가
지원
평가)
다수 사례- 참조
link.springer.com/article/10.1007/
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
ARIES
aries.integratedmodelling.org/?page_
s10980-016-0430-6, link.springer.com/
S1364815214003740
id=546
article/10.1007/s10113-015-0756-7
blog.policysupport.org/search?q=
blog.policysupport.org/2014/02/
Co$ting Nature
%22conservation+prioritization%22
analysing-multiple-threats-to-water.html
InVEST
Vogl, Adrian L., Stacie Wolny, Alejandro Mandle, L., Tallis, H., Sotomayor, L. and Vogl, Mandle, L., Wolny, S., Bhagabati, N., 안드로스 섬(Andros Island)을 위한
A. L. (2015), ‘누가 잃는가?” 도로 개발 및 페루의 아마존 Helsingen, H., Hamel, P., Bartlett, R., 지속가능발전 마스터 플랜, 온라인에서확인 가능
Calvache, Heather Tallis and Silvia
www.naturalcapitalproject.org/
내 완화/경감(mitigation)에서 비롯된 생태계서비스
Dixon, A., Horton, R.,
Benitez. 생명을 위한 물 및 지속가능성 기금
(Water for Life and Sustainability Fund) 재분배 추적’.Frontiers in Ecology and the
Lesk, C., Manley, D. and De Mel, M., wp-content/ uploads/2017/06/AMP(2017). ‘미얀마 내 보전 및 개발계획을 지원하기 EXECUTIVE- SUMMARY-FINAL을 타깃으로 한 과학 기반의 투자, 콜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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