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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백두대간보호지역에 IUCN 보호지역 관리 카테고리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백두대간보호

지역 내 중복지정된 다양한 보호지역을 IUCN 관리 카테고리로 재분류하고자 수행되었다. 카테고리 적용을 위한 분

류키를 개발하고 각 보호지역의 지정 목적에 근거하여 적합한 IUCN 카테고리로 분류하였다. 국립공원을 포함한 산

림보호지역 관리자와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재 카테고리 IV로 일괄 분류된 백두대간보호

지역을 개별 보호지역의 지정목적을 살리는 방향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타당함이 제시되었다. 예컨대 원시림 유형

으로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카테고리 Ia로 하고 나머지 유형은 IV로, 과거 보안림 중 경관보호구역으로 명

칭이 변경된 곳은 V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VI으로 분류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향후 세계보호지역데이터베이

스(WDPA)에 백두대간보호지역 카테고리 재조정 등록과 더불어 국가적 차원에서 산림보호지역의 관리효과성 평가와

IUCN 카테고리별 분류 및 WDPA에 등록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was aimed at applying the IUCN category system to the Baekdudaegan Protected Area.

A classification key was developed to apply the system to the overlapped designated protected areas inside of

Baekdudaegan Protected Area. Korea national parks and forests managers' and experts' opinions were collected

and they all agreed to the use of multiple classification in Baekdudaegan Protected Area.  For example, the type

of natural forests among the Forest Genetic Resources Reserves was classified to be IUCN Category Ia while

other types of Forest Genetic Resources Reserve was classified to be Category IV. And the Protected Forest

Landscape was classified to be  Category V while the other types of protected forests were classified to be

Category VI. The study suggests the need of classification of forest protected areas including Baekdudaegan

Protected Area using IUCN system accompanying with protected areas management effectiveness evaluation.

Key words : IUCN management category system, Baekdudaegan Protected Area, classification key, WDPA

서 론

기후변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자연자원의 확보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고 이

에 따라 보호지역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보호지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국가별로

서로 다른 체계를 적용하고 있어 세계적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큰 어려움이 존재한다. 보호지역

관리를 위한 국가간 협력을 강화하고 범지구적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호지역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

기준과 관리전략 도출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같은 국가간 협약은 보호지역의 체계적 분류와 관리를 위

한 국제적 기준 채택과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생물다양성협약 제7차 총회(CBD CoP7) 및 람사르협약

전문가회의에서 IUCN 보호지역 관리 카테고리(이하 IUCN

카테고리)를 보호지역에 대한 국제적 기준으로 공식 채택

하였고, IUCN 카테고리에 의한 보호지역 현황자료가

IUCN과 UNEP-WCMC(World Conservation Monitoring

Centre)가 공동 운영하는 웹사이트(http://protectedplanet.net)

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환경지속성지수(ESI,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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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및 환경성과지수(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등 국가별 자연환경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등 보호

지역이 국가의 환경관리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잣대가

되었다.

보호지역 문제는 주로 IUCN과 UNESCO 등을 중심으

로 논의되어 왔는데,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비교적 수준

높은 보호지역 관리정책 및 기법을 구사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국제적 수준의 논의 및 학술적 교류가 부족하여

제대로 된 현황이 국제사회에서 보고되지 못했다.

일례로 2006년 OECD 환경성과평가에서 우리나라 대부

분 보호지역의 보호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IUCN

카테고리의 IV(종 및 서식지 관리지역)과 V(경관보호지역)

에 해당하는 것(Averous, 2006)으로 지적되었다. 그나마도

OECD가 평가한 우리나라 보호지역현황자료(2003 UN List)

에 포함된 보호지역 개수는 총 44개뿐이며 이중 IUCN 카

테고리별로 분류된 것은 40개였다. OECD 국가별 보호지

역 현황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적은 수의 보호지역을 갖고

있는 것(Chape, 2004)으로 보고된 것이다. IUCN WCPA

(World Commission on Protected Areas)가 2006년 7월 작

성한 자료(IUCN WCPA, 2006)에는 불과 25개소가 IUCN

카테고리로 분류, 보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다행히

도 최근 보고서(MaKinnon and Yan eds, 2008)에서는 우리

나라 자연공원의 현황과 기타 보호지역에 대한 정보를 보

다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의 많은 보호지역들 중에서 IUCN 카테고리를 적용한 경우

는 소수에 불과하여 향후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환경부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

은 국립공원을 IUCN 카테고리에 맞게 조정하는 작업을

2000년대 중반에 시작하고(국립공원관리공단, 2006), 관

리효과성 평가 등을 수행하여 2011년 1월 기준, 경주, 덕

유산, 북한산 등의 3개 국립공원을 제외한 총 17개 국립

공원을 기존의 IUCN 카테고리 V에서 II(국립공원)로 변

경 등재하였다. 그러나 백두대간보호지역 한곳과 381개소

의 산림보호지역 중 단 5개소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총 6개소의 산림보호지역만이 IUCN 카테고리를 적용하

여 분류되어 세계보호지역데이터베이스(WDPA, World

Database on Protected Areas)에 등록되어 있다. 2011년 4

월 기준으로 WDPA에 IUCN 카테고리로 분류, 등록된 우

리나라 보호지역의 개수는 42개에 불과하다.

Frank 등(2007)에서 제시하듯이 보호지역 개념의 광범

위성이나 최소면적의 혼란 그리고 카테고리별 관리목표

와 선정지침 등에서의 불명확한 표현 등 IUCN 카테고리

가 가진 문제점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지만 IUCN 카테고

리의 적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었음을 인식할 필

요가 있다.

물론 IUCN 카테고리를 적용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국가간 비교우위를 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호지역의

관리선진화를 통해 해당 국가가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편

익을 취하기 위해서이다. Bishop 등(2004)은 관련 법제화

의 기초 제공을 통한 보호지역별 적합한 활동과 관리기반

의 확보, 관리효과성 평가를 통한 효과적이고 효율적 관

리시스템의 도입, 보호지역 관련 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

과 국제협약의 근거(정보) 제공, 생물지리적 계획의 도구

등을 IUCN 카테고리 시스템의 역할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 산림보호지역은 백두대간보

호지역이다. 2003년「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으

로 2004년 보호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었는데, 국립공원을

비롯하여 총 11개 유형의 보호지역이 중복지정되어 있다.

즉 관리목표와 관리전략이 상이한 보호지역들이 다시 백

두대간이라는 보호지역으로 묶어, 한반도 생태축의 보호

라는 대전제 하에서 각 보호지역 및 지구(예; 자연휴양림)

특성에 부합되는 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은 지정 목적 및 지정 현황에 있어 국

토 자원의 연결성을 적극 고려한 보호지역으로서 국제적으

로 유사한 사례를 발견하기 어려운 좋은 경우이며 IUCN에

서도 백두대간보호지역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 각 보호지

역 또는 지구의 특성에 기반을 둔 IUCN 카테고리 적용으

로 서로 다른 목적 하에서 서로 다른 관리행위가 이루어지

는 백두대간보호지역의 특수성을 살릴 필요가 있다. IUCN

에서도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다른 유형의 보호지역이 존

재하며 이들에 대해 서로 다른 카테고리 지정을 가능한 복

합적 분류(multiple classifications)를 명시하고 있다(IUCN,

1994). 즉 대규모의 보호지역 내에 위치한 구별된 보호지역

은 자체적으로 카테고리를 가질 수 있으며, 대규모 보호지

역 내에서 서로 다른 구역(zone)으로 지정된 경우 역시 개

별 카테고리를 가질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각각의 구역이

법률상에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Dudley ed., 2008).

따라서 본 연구는 IUCN 카테고리 시스템을 산림보호

지역 중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백두대간보호지역

에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중복 지정

된 다양한 보호지역을 IUCN 카테고리와 매칭, 재분류하

고자 하였다. 카테고리 분류를 위해서는 보호지역 지정목

적에 기반을 둔 분류키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국제적

통용 시스템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지역을 분류함으로써 향

후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서로 다른 보호지역들을 IUCN

카테고리에 따라 WDPA에 등록시키는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론적 고찰

1. IUCN 보호지역 관리 카테고리 시스템

IUCN은 1970년부터 현재의 WCPA의 전신인 산하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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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PPA(Commission on National Parks and Protected

Areas)를 통하여 세계 전역에 있는 보호지역의 유형화를

위한 국제적 지침을 제공하였다. 1978년 총 10개 유형으

로 구분된 분류체계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보호지역에 관

한 유엔 리스트(UN List) 작성의 기초가 되었다. 하지만

카테고리 VI, VII, VIII 사이의 차이점이 분명하지 않고 카

테고리는 특별한 관리범주라기보다 국제협약이나 프로그

램에 의해 지정되도록 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UN 목록에

는 보호지역 카테고리 I부터 V까지만 등재하게 되었다

(IUCN, 1994).

이후 1984년 CNPPA는 1978년 자연보호지역 분류체계

검토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978년 분류체계 중

Category I~V까지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안을 내어 1992

년 베네수엘라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 국립공원 및 자연

보호지역 회의에서 새로운 분류체계로 채택할 것을 결의

하였다(우형택, 2002).

그 결과 1994년 6개의 유형을 가진 새로운 분류체계를

수립하였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며 용도지구 구분(zoning)이나 유형화(classification)에 있

어 토지소유권과 관리기관에 대한 사항이 이전에 비해 훨

씬 유연해진 특성을 갖고 있다(IUCN, 1994).

1994년 새로운 카테고리 시스템이 적용된 이후 전 세계

적으로 보호지역의 수와 규모가 급성장하였으며, 2003 세

계공원대회(World Parks Congress)에서 IUCN 카테고리시

스템이 보호지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임을 선포하였다(Locke

and Dearden, 2005). 그리고 2004년 생물다양성협약 제7

차 당사국회의(CBD CoP7) 및 람사르협약 전문가회의에

서 IUCN 카테고리를 보호지역에 대한 국제적 기준으로

공식 채택하였다.

새 패러다임의 특징은 보호지역에 있어 좀 더 사람에 중

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정부에 의해 엄격하게 소유되고

관리되고 있는 보호지역 이외의 보호지역에 있어서 인간

과 보호지역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는 것이다(Phillips,

2003).

IUCN이 카테고리시스템을 제시한 목적은 다음의 10개

로 구분할 수 있다(Bishop et al., 2004; p.27). 첫째, 해당

정부로 하여금 국가적 그리고 지역적 환경에 부합하는 관

리목표를 갖고 보호지역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장려하기 위

해서이다. 둘째, 보호지역에 대한 국가별 서로 다른 명칭

사용으로 인한 용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지구적 지역적(regional) 차원에서의 보호지역에 관한 정보

를 수집하고 국가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보호지역 분류를

위한 국제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이다. 넷째, 보호지역

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운용하고 보급하기 위한 틀을 제

시하기 위해서이다. 다섯째, 법률제정의 기초를 제시하고

여섯째, 특정 카테고리 내에서의 토지이용 변화와 관리를

위한 체계 제시하고, 일곱째, 수렵, 낚시, 목재외 산림부산

물의 수집 등과 같은 보호지역 내에 현존하는 전통적인 토

지이용에 대한 체계를 제시하기 위해서이다. 여덟째, 토지

소유권을 해석하고 규명할 수 있는 체계를 제시하고 아홉

째, 보호를 지지하고 고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마

지막으로 생태지역(bioregional)의 계획 또는 대규모 보전

과 개발 계획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IUCN은 2008년 새로운 보고서(Dudley ed., 2008)를 통

해 각 카테고리가 가지는 특징과 카테고리를 부여하는 기

준들을 제시하였는데, 카테고리를 적용하기 앞서 가장 먼

표 1. IUCN의 보호지역 카테고리의 IUCN 카테고리 적용안.

유형 보호지역 카테고리 명칭 관리 목표

I

a 학술적(엄정)보호구역
(strict nature reserve)

− 엄격한 자연생태계 보호(과학적 연구, 환경 교육 등을 위한 자연환경의 확보)
− 교란 최소화, 대중의 접근 제한

b 원시야생지역
(wilderness area)

− 원생지(야생지) 보호
−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야생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이용 허용 

II 국립공원
(national park)

− 생태계 보호와 휴양
− 자연상태/자연과 가까운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적, 문화적, 여가
목적의 방문객 이용 관리

III 자연기념물
(natural monument)

− 자연적 특징(feature) 보전(유일성, 자연성, 대표성 등)
− 연구, 교육, 해설, 대중의 감상 기회의 제공

IV 종 및 서식지관리지역
(habitat/species management area)

− 중요 종, 개체군, 군집 또는 환경의 물리적 특성 보호를 위한 서식처 확보 및
유지(관리 활동을 통한 보전)

− 대중에게 야생 관리 및 서식처 특성을 감상하고 교육할 수 있는 제한된 지역의 개발

V 육상(해상)경관보호지역
(protected landscape/seascape)

− 육상/해상 경관의 보전과 휴양
− 전통적 토지이용, 건축양식, 사회문화적 표현의 지속을 통해 자연과 문화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유지

− 지역에 적합한 규모나 유형의 관광, 휴양을 통한 대중 향유 기회 제공

VI 자원관리보호지역
(managed  resource protected area)

−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생물 다양성과 기타 자연적 가치를 장기간 보호하고 유지)
− 지속가능한 생산 목적을 위한 적합한 관리실행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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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해야 할 작업으로 해당 지역이 보호지역 개념에 부합

하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보

호지역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보호지역은 법적 또는 다른 효과적인 수단을 통하여, 연

관된 생태계 서비스 및 문화적 가치와 더불어 장기간의

자연보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고 인지되

며 전용(專用)되고 관리된 지리적 공간이다”(p. 8).

2. IUCN 카테고리 적용 사례

많은 국가들이 국가적 수준에서 IUCN 카테고리 적용

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IUCN 카테고리가 세계적으

로 가장 폭넓게 받아들여지게 된 계기는 2004년 제7차

생물다양성협약 보호지역실행프로그램(Programme of

Work on Protected Areas)을 통해서이다. 2004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104,926개의 보호지역이 WDPA에 등록

되었고, 이중 67.18%가 IUCN 카테고리에 따라 분류되

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hape, 2004).

IUCN 카테고리는 실제 많은 국가에서 법규 및 정책에

반영되어, 보호지역 관리를 위한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Bishop et al., 2004). 생물다양성협약과 정부간산림포럼

(Intergovernmental Forum on Forests)처럼 국제적 문서

및 프로세스(International Documents and Processes)에

IUCN 카테고리 사용이 포함된 경우는 물론이고 2003년

도에 작성된 아프리카의 ‘Draft African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처럼

대륙수준의 협약 및 합의(regional conventions and

agreements)에 포함된 경우도 있다. 또 국가법률이나 국가

정책 그리고 준국가법률과 준국가정책에 IUCN 카테고리

적용이 명시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Bishop 등(2004;

pp.76-79)의 보고에 의하면 IUCN 카테고리 사용이 구체

적으로 명시되고 준수되고 있는 사례는 총 26개이며, 매

우 유사한 카테고리를 갖고 있는 경우도 43개에 달한다.

예컨대 호주는 1999년에「환경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연방법(Federal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Act)」을 제정하고 정책적으로

IUCN 카테고리 시스템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뉴사우스

웨일즈주, 타즈매니아주, 빅토리아주 등의 주 정부차원에

서도 IUCN 카테고리 시스템을 적용하는 정책을 갖고 있

다. 그루지야(Georgia) 역시 보호지역법률에 IUCN 카테고

리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캐나다의 온타리오주와 퀘백주

에서도 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허학영 등(2007)은 우리나라 보호지역에 IUCN 카테고

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보호지역이 갖는 특성

과 관리현황에 적합하도록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

장한다. 예를 들어, 카테고리 Ib에서 제시되는 ‘원생지 보

호’라는 개념은 인간의 간섭이 미치지 않는 곳이 별로 없

는 좁은 국토의 특성을 가진 우리나라 보호지역에는 적용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 허학영 등(2007)

과 김현(2008)은 우리나라 산림보호지역에 IUCN 카테고

리를 적용하기 위하여 분류키를 개발하였다. 허학영 등

(2007)은 개발된 분류키를 소백산국립공원에 적용하여 소

백산국립공원 내 천연기념물 제244호로 지정되어 있는 주

목군락지는 카테고리 Ia로 분류하고 나머지 지역은 II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제시하였다. 김현(2008)은

분류키를 주왕산 국립공원과 라오스 푸카오쿠아이(PKK)

국립공원에 적용하여 양 국립공원이 IUCN 카테고리 II에

적합하다는 근거를 제시한 바 있다.

3. 우리나라 산림보호지역과 백두대간보호지역

2009년 6월 9일 제정된「산림보호법」제2조에서는 산

림보호지역을 산림보호구역으로 표현하며 “산림에서 생

활환경·경관의 보호와 수원(水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

림유전자원의 보전·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지정·고

시한 구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표 2. 우리나라 산림보호지역 현황.

구분 지정 기준(「산림보호법」 제7조) 지정현황 (ha)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12

경관보호구역
명승지·유적지·관광지·공원·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
로·철도·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19,831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72,330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해일·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4,702

산림유전자원보호
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구역(「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1항5호에 따라 산림유전자원보
호구역을 원시림, 고산식물지대, 우리나라 고유의 진귀한 임상, 희귀식물자생지, 유
용식물자생지, 산림습지 및 산림 내 계곡천 지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등의 산림 등
7가지 유형으로 구분 지정함)

116,606 (381개소)
(원시림 유형 69개소, 

12,307 ha)

출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내부자료(2010년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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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한 총 5개 유형의 산림보호지역의 지정 기준과 현황

은 표 2와 같다.

산림보호지역 중 IUCN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WDPA에

등록된 경우는 점봉산을 비롯한 총 5개소의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과 백두대간보호지역 1개소이다. 즉 2010년에 백

두대간보호지역과 응봉산, 소광리, 향로봉, 울릉도 성인봉

등 4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카테고리 IV에 그리고 점

봉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카테고리 Ia에 등재하였다.

국립공원과 천연보호구역 그리고 습지보호구역 등을 포

함하여도 2011년 4월 현재에도 IUCN 카테고리로 분류된

우리나라 보호지역의 수는 42개에 불과하여 여전히 우리

나라 보호지역 위상이 국제적으로 매우 저평가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백두대간보호지역에 IUCN 카테고리를 적용

하기 위하여 분류키를 개발하고 개발된 분류키를 점검하

는 절차와 이를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중복 지정된 서로

다른 유형의 보호지역에 적용하는 단계를 거쳤다.

이를 위해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관리자 인터뷰와 전문

가조사를 실시하였다. 관리자인터뷰는 크게 두 가지 목적

에 의해 수행되었다. 첫째 목적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관

리현황을 이해하기 위하여, 2007년 8월부터 9월까지 산림

청  백두대간팀, 서부지방산림청, 국립공원관리공단 생태

복원팀과 자원보전팀을 방문하여 관리자와의 인터뷰를 실

시하였다. 두 번째 목적인 IUCN 카테고리에 맞추어 백두

대간보호지역을 구분하는 작업을 위해서는 2007년 10월

16일 산림청에서 5개 지방산림청(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관리자와 산림청 백두대간팀 실무자를 대상으로 심

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전문가조사는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첫 번째 전

문가조사는 2007년 11월에 한국보호지역포럼 패널로 활

동하는 전문가 및 산림보호지역 전문가 등 총 6명을 대상

표 3. 세계보호지역데이터베이스(WDPA)에 등록된 우리나라 보호지역 현황.

보호지역 유형 및 명칭 IUCN 카테고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1개소 : 점봉산
천연보호구역 10개소 : 대암산·대우산, 독도, 마라도, 문섬·범섬, 설악산, 성산일출봉, 차귀도, 
한라산, 향로봉·건봉산, 홍도

Category Ia 11개소

국립공원 17개소: 가야산, 계룡산, 내장산, 다도해해상, 변산반도, 설악산, 소백산, 속리산, 오대산, 
월악산, 월출산, 주왕산, 지리산, 치악산, 한라산, 한려해상, 태안해안 

Category II  17개소

백두대간보호지역 1개소
갯벌습지보호지역 2개소 : 부안 줄포만, 옹진 장봉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4개소 : 소광리, 응봉산, 향로봉, 울릉도성인봉

Category IV  7개소

해양보호구역 4개소 : 오륙도, 신두리, 대이작도, 문섬
국립공원 3개소 : 경주, 덕유산, 북한산

Category V 7개소

주: 2011년 4월 기준으로 IUCN과 UNEP-WCMCA의 protectedplanet.net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초하여 정리함

표 4. 백두대간보호지역내 중복 지정된 보호지역·지구 현황 (2006년 현재). (단위 : 개소, ha)

보호지역지구명 개소 면적 근거 법 관리청

계(11개 종류) 227,410

생태·경관보전지역 2 2,522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

야생동식물보호구역 6 14,722 야생동식물보호법 환경부

열목어서식지 1 21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군립공원)

7
(2)

126,934
(777) 자연공원법 환경부

문화재보호구역 21 29,973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44 8,109 산림법 산림청

자연휴양림지구 15 22,468 산림법 산림청

(구)보안림 15 1,622 산림법 산림청

시험림 1 8 산림법 산림청

산림전용제한지역 69 20,254 산지관리법 산림청

주 1 : 일부지역은 면적이 중복되며, 법정보호지역 외에 사방지(10 ha), 유네스코 지정 설악산생물권보전지역(39,349 ha) 등이 있음.
주 2 : 산림청(2006)에는 ‘조수보호구’라고 되어 있으나, 법적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명칭으로 자료 제시함.
주 3 : 2009년 제정된「산림보호법」에 의해 기존 보안림이 재해방지보호구역, 생활환경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등으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그러나 여기에서는 변
경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새로운 명칭을 사용하되, 향후 분류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존 보안림은 (구)보안림으로 지칭하였음.

출처: 산림청,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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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메일 설문조사 및 직접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전

문가들은 실무자에 의해 분류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IUCN

카테고리 적용결과를 평가하고 카테고리 적용 시 고려해

야 할 사항 그리고 국제적 수준에서의 백두대간보호지역

관리를 위한 고려사항, 기존 개발된 분류키에 대한 연구

진의 수정안에 대한 의견 등을 제시하도록 요청되었다.

최근 백두대간보호지역이 IUCN 카테고리 IV로 WDPA

에 등록됨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지역을 카테고리 IV로 그

대로 둘 것인지 혹은 2007년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중복

지정된 보호지역을 각 관리목적에 부합되도록 재조정하

여 WDPA에 등록할 것인지를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

다. 이에 따라 산림청 보호지역 담당관리자 1명, 국내 산

림보호지역 전문가 4명, IUCN 전문가 1명 등 총 6명으로

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다시 거쳤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2011년 5월에 이메일 및 전화 설문 두 가지 방법

모두를 사용하여 진행되었으며, 백두대간보호지역을 카테

고리 IV로 그대로 두는 것에 대한 의견, 백두대간보호지

역 내 중복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카테고리 분

류방법,  자연휴양림·시험림·산지전용제한지역의 카테

고리 분류방법, (구)보안림인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

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등의 분류방

법 등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연구결과

1. IUCN 보호지역 관리 카테고리 분류키의 개발

1) 1차 분류키 시안 개발과 평가

백두대간보호지역에 대해 IUCN 관리카테고리 시스템

의 적용을 위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적용 가능한 관리

카테고리 분류키를 개발하였다. 이때 분류키 개발은 WCPA

Australia and New Zealand Region(2000)에서 제시된 분

류키와 허학영 등(2007)이 개발한 분류키를 참고로 하여

변형 개발하였다. 처음의 두 질문은 보호지역의 정의에 부

합하면서 법적으로 혹은 기타 효과적인 방법으로 관리되

는 지역 여부를 가리는 질문으로 시작하였다. 이후 관리

목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판별할 수 있도록 질문을

구성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1차 분류키를 활용하여 각 지방산림청의

백두대간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들로 하여금 백두대

간보호지역 내 중복 지정되어 있는 보호지역들을 분류하

도록 요청하였다. IUCN 카테고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지방산림청 담당자에 대한 IUCN 카

테고리의 핵심 사항 및 국제적 동향에 대한 간담회 형식

의 워크숍을 먼저 실시하였다.

분류 작업 이후, 상호 분류 결과에 대하여 토론 및 분류

키의 적용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세부 사항, 분류 과정상

의 어려운 점, 이해하기 어려운 점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

루어졌는데, 실무관리자에 의해 지적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류키를 적용함에 있어서 관리자들이 지적한 문제점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류키에 서술된 지문(地文)이 일

부 혼동되거나 이해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서식지 조작

이 주요 목적인가’라는 표현이나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

는 ‘원생지’라는 개념 등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둘

째, 각 법정보호지역 또는 구역의 관리목표에 대한 관리

자 상호간의 경험과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셋째, 일부

시업제한지나 산지전용제한지역의 관리상황에 대해 실무

자들이 생각하는 바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넷째, 넷째,

관리목적상에 명시된 ‘지속가능한 이용’ 또는 최소한의 시

업 및 산림관리행위에 대한 견해 역시 차이가 존재한다.

2) 2차 분류키 시안 개발과 평가

지방산림청 관리자에 의한 분류키 적용결과를 토대로 분

류키를 수정하였다. 2차안은 1차안에 포함된 이해하기 어

려운 표현들 예컨대 ‘서식지 조작이 주요 관리수단인가?’라

는 질문을 ‘종, 개체군, 군집 또는 환경의 물리적 특성 보호

를 위한 서식처 확보 및 유지가 최우선 관리 목적입니까?’

등의 표현으로 풀어 쓰는 등 관리자들이 이해하기 힘들다

고 지적한 용어와 표현들을 최대한 쉽게 바꾸는 한편, 응답

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질문의 순서를 변경하였

다. 그리고 수정 개발된 2차안과 더불어 1차 시안 적용결과

에 대하여 전문가 패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지방산림청 관리자에 의해 분류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IUCN 카테고리 적용결과와 연구진에 의해서 재개발된 분

류키 2안에 대하여 전문가 패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다.

1차 분류키 적용결과에 대해서는 국립공원 외 지역의 분

류결과에 대해 부적절한 것으로 의견을 개진하였는데 이

는 지정목적과 현재의 관리상태에 대한 혼동 그리고 IUCN

카테고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부족 등으로 나타난 결과로

진단하였다. 이에 따라 카테고리 지정에서 관리자의 의견

을 수렴하는 일이 필요하지만 관련된 지식과 정보가 충분

히 제공되어야 하며, 법률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목적

과 관리목표 등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 역시 중요하게 고

려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연구진에 의해 수정된 분류키

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문제가 없으며, 국립공

원은 이미 국제적으로 공인되어 분류되었으므로 국립공

원을 기준으로 가감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제안하였

다. 한편 백두대간보호지역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이해관

계자간의 갈등 저감과 효과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등의 일

반론적 의견만이 개진되었다.

2. 백두대간보호지역의 IUCN 카테고리 적용 결과

수정된 카테고리 분류키와 현재의 지정목적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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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백두대간보호지역을 연구진이 재분류하였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IUCN 카테고리 적용과 관련하여 2007년 1차

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시된 의견은 표 6에

나타난 안 1과 2와 같았다. 그러나 2010년 백두대간보호

지역이 카테고리 IV로 등록되고 또 2009년「산림보호법」

이 산림보호지역 유형을 세분화하여 명칭을 부여함에 따

라 새로운 분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2차 전문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존의 안을 수정한 새로운 안이 제

시되었으며 이를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중복지정된 보호

지역의 최종 IUCN 카테고리 적용안으로 선택하였다.

최종안 중 산림보호지역을 중심으로 내용을 검토하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중 ‘원시림’ 유형으로 지정된 경우

와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핵심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나 여

타의 다른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Ia로 분

류하고, 과거 보안림 중에서 경관보호구역으로 명칭이 변

경된 지역에 대해서는 V로 분류하는 방식이 선택되었다.

또 엄밀한 의미에서 보호지역 성격과 다소 다른 자연휴양

림, 시험림, 산지전용제한지역 등은 백두대간보호지역이

라는 틀 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호지역의 가치를 더

욱 증진시킬 수 있도록 현행 법률상에서 명시하는 것보다

그림 1. 백두대간보호지역 관리카테고리 분류키 1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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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지방산림청 관리자에 의한 분류키 1차안 적용 결과.

구분  분류 카테고리 분류 이유

국립공원 전원 II -

도·군립공원 보호지역 아님 -

보안림

Ia

-V

VI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호지역 아님 면적이 협소기 때문

Ia 보호가치 매우 높음

IV 덩굴 제거 등으로 서식지를 확보하므로 카테고리 IV로 분류

휴양림지구

보호지역 아님

-Ia

IV

산지전용제한지역
대부분 Ia -

IV 타용도 전환이 제한되지만 산림사업 또는 숲가꾸기는 허용되므로 카테고리 IV로 분류

그림 2. IUCN 보호지역 관리 카테고리 분류키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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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보전 위주의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도 제시되었다.

결 론

본 연구는 IUCN 보호지역 분류 시스템을 적용하여 산

림보호지역 중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백두대간보

호지역에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중

복 지정된 다양한 보호지역을 IUCN 관리 카테고리와 매

칭, 재분류하고자 하였다.

법률상의 지정목적에 기반을 두고 분류키를 개발하고

중복 지정된 보호지역들을 적용한 결과, 백두대간보호지

역 내에서도 다양한 카테고리 유형으로 분류해야 함이 제

시되었다. 특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일괄적으로 카테

고리 IV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원시림’ 유형으로 지정된

경우는 카테고리 Ia로 지정하고, 경관보호구역은 지정 목

적을 살려 카테고리 V로 지정하는 방안 등이 새롭게 제시

되어 보호지역의 성격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는 접근법이

필요함을 시사 하였다.

백두대간에 대한 체계적인 카테고리 분류는 개별 지역

이 가지는 특징적인 보전 가치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목표를 수립하고 그에 따라 적합한 관리 활동이

가능하게 되어 보호지역의 중복 지정 및 관리 목표의 중

첩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또

한 동일한 관리체계를 이용함으로써 각 소관 부처별 관리

주체간의 의견교류, 상호 이해의 촉진 및 네트워크 구축

역시 용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IUCN 카테고리는 지정목적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관리

목표에 의해 분류키를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현

재의 법체계뿐만 아니라 산림청 소관 각 보호지역의 관리
그림 3.  백두대간보호지역의 IUCN 카테고리 적용안.

표 6. 백두대간보호지역내 중복 보호지역의 IUCN 카테고리 적용안.

안  분류 결과

1차
전문가
조사

1

카테고리 II : 자연공원 중 국립공원 및 핵심구역
카테고리 IV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카테고리 V : 생태경관보전지역
카테고리 VI : 자연휴양림, (구)보안림, 완충구역, 그 외 나머지 구역 모두

2

카테고리 Ia : 아래에 포함되지 않는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핵심구역
카테고리 II : 자연공원 중 국립공원
카테고리 IV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카테고리 V :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군립·도립공원
카테고리 VI : 자연휴양림, (구)보안림, 기타 분류되지 않은 나머지 완충구역

2차
전문가
조사
(최종안)

3

카테고리 Ia : 아래에 포함되지 않는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핵심구역 및 ‘원시림’ 유형으로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카테고리 II : 자연공원 중 국립공원
카테고리 IV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원시림 유형 제외)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카테고리 V : 생태경관보전지역, 군립·도립공원, 경관보호구역
카테고리 VI : 자연휴양림, 3개 유형의 산림보호구역(재해방지보호구역, 생활환경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기타 분류되지 않은 나머지 완충구역

※자연휴양림, 시험림, 산지전용제한지역 등은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포함된 지역들은 보호지역으로서의 가치
증진을 위한 관리 정책과 전략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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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설정에 있어 IUCN 카테고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현재의 관리목표를 재설정 할 필요 역시 있다.

예컨대 자연휴양림 등은 보호보다는 이용이 우선되는 곳

이지만 백두대간보호지역 내에 포함된 자연휴양림은 백

두대간의 특성을 반영하고 그 가치를 보전하고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산림보호구역에 대

해서도 IUCN 카테고리 적용과 관리효과성 평가 등이 시

급하다. WDPA에 등록된 산림보호구역은 백두대간보호지

역 포함 6개소에 불과하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재해

방지보호구역 등 산림보호지역에 대한 IUCN 카테고리 분

류 작업이 조속히 시행되어 국제적 비교와 상호교류를 추

진하되 현재의 관리효과성평가를 기반으로 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수립하는 일도 중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가 산

림보호지역에 대한 국제기준 적용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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