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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세계유산, 서남해안 갯벌, 보호 및 관리체계, 지속가능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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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서남해안 갯벌의 보호 및 관리 체계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세계유산 신청을 위한 효율적인 보호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다.

서남해안 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서 강조하고 있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서

남해안의 갯벌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면 자연자원의 현명한 사용(wise use)을 통한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의해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지향해야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는 대표적인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서

남해안 갯벌 대상지역의 보호 및 관리체계를 조사하고, 해외 유사 유산의 관리 사례 조사를 통해 서남해안 갯벌의 관리방향과 체계를 

위한 현재의 관리정책을 수정하고 보완사항을 도출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서남해안 갯벌에 해당되는 전체 잠정목록 대상지에 대한 조사 결과, 세계유산의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서는 보호지역의 추가 지정 및 확대가 필요한 상태이다. 또한 현재의 관리체계는 등재 추진부서(예 : 문화관광과)와 실제 갯벌 관리부

서(예 : 해양수산과)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관리부서의 이원화는 세계유산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단위사업을 수행하고, 또한 향후 세계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

서 서남해안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보호지역의 확대와 지자체별 이원화된 관리체계의 통합, 그리고 중장기적 통합관리 계

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서남해안 갯벌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관·학·민·NGOs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통

합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즉, 와덴해의 사례와 같이 민관산학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유산의 보호 및 관리의 핵

심주체인 지역주민의 토착지식과 의견을 기반으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이를 지역 또는 국가의 정책으로 입안하여 

채택하는 상향식 구조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중장기적 관점의 통합계획에 있어서는 서남해안 갯벌의 자연·문화유산 보전 및 관리 통합계획 ‘서남해안 갯벌의 자연과 문화

유산 보전 및 관리 통합계획(Integrated Plan fo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n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s in 

Southwestern Coast Tidal Flat)’의 수립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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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세계유산이란 1972년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

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1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

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 WHC)가 인류전체

를 위해 보호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를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World 

Heritage List)에 등재한 유산을 의미한다.

서남해안 갯벌은 국가습지보호지역을 비롯하여 람

사르(Ramsar) 등록 습지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Biosphere Reserves) 지정으로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

정받았다. 2010년에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었으며, 

그 중요성에 기초하여 문화재청 세계유산분과위원회에서

는 서남해안 갯벌을 세계유산 ‘우선 등재 추진 대상’으로 지

정(2011. 2. 8)하였다.

서남해안 갯벌은 ‘섬갯벌’로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서 강조하고 있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잠재적 가능

성과 함께 자연에 적응한 인류의 모습이 전통으로 남아 있

고, 개발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환류체계가 잘 보전되고 

있는 지역이다. 즉, 서남해안의 섬갯벌은 자연자원의 현명

한 사용(wise use)을 통한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의해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지향해야할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이룩하는 대표적인 모범 사례2라 할 수 있

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서남해안 갯벌 대상지역의 보호 및 

관리체계를 조사하고, 해외 유사 유산의 관리 사례 조사를 

통해 서남해안 갯벌의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의 수정 및 보완

사항을 도출함과 동시에 현실에 부합된 관리모델을 제시하

는 것은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Ⅱ.   와덴해 세계유산의 보호 및 관리

와덴해(Wadden Sea)는 북해의 남쪽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에 걸쳐 있는 연안내해로 면적은 11,456.1km2이

며 지형·지질학적 특징과 생물종 다양성 기준인 등재기준 

ⅷ, ⅸ, ⅹ에 부합되어 2009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2014년 확대(extension)되었다.3 와덴해는 약 14,700km2의 

와덴해 3국 협력지역(Trilateral Wadden Sea Cooperation 

Area)을 설정하여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지

역 중, 11,200km2는 유럽연합법률(조류법, 서식지법, 물체계

법, 해양전략체계법)과 국제협약(세계유산협약, 람사르협약) 

등에 의해 법적보호지역(국립공원지역 등), 세계유산지역, 

1   약칭하여 세계유산협약(World Heritage Convention)으로 불림(http://whc.unesco.org/en/conventiontext/).

2   유네스코 신안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서, 2008.

3   덴마크 확대지역은 Tønder, Esbjerg, Fanø, Varde 지자체(municipality)의 ‘덴마크 와덴해 자연 및 야생동물 보호지역(Danish Wadden Sea Nature 

and Wildlife Reserve)’를 포함한 1,238.7km2이며, 독일은 니더작센주 와덴해국립공원지역 406.3km2가 확대되었다.

4 국토부(2009) 자료 및 와덴해 세계유산 확대 신청서(2014)의 내용 참고.

그림 1.  와덴해 보호지역 현황과 국가별 면적4

단위 : km2

구분 와덴해지역
와덴해
협력지구

와덴해
보전지역

세계유산지역

덴마크 2,100 1,500 1,250 1,239

독일 13,300 9,050 7,735 7,617

네덜란드 6,800 3,900 2,600 2,600

합계 22,200 14,450 11,585 1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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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민감해역(Particularly Sensitive Sea Area, PSSA)5으로 

관리되고 있다.6

1. 와덴해 3국의 공동 보전 정책

와덴해 3국은 보전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상호 협력

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정책은 크게 3가지로 와

덴해 관리 원칙, 와덴해 계획, 3국 공동 모니터링 및 평가

프로그램(Trilateral Monitoring and Assessment Program, 

TMAP7)이 그것이다. 와덴해 관리 원칙과 와덴해 계획의 내

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0년 덴마크 질트(Sylt)에서 개최된 정부 간 회의

는 와덴해 3국 협력의 의사결정구조를 개정한다는 점에

서 매우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러한 개정은 전문가

그룹과 의사결정기구 간의 긴밀한 관계에 기초하여 협치

(governance) 기능을 갖고 있었으나, 새로운 유럽연합법

률과 국제협약, 생태계 기반 접근법의 발달, 이해 당사자의 

중요성 제고 등으로 기존의 협치 구조가 목적에 부합하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좋은 협치(good 

governance)의 원칙9을 기초로 의사결정구조를 와덴해 3

국 정부위원회, 와덴해 위원회, 와덴해 공동사무국으로 하

고, 와덴해 협의회와 업무그룹의 자문과 협조를 통해 정책

을 결정하는 것으로 개편되었다.

결국 와덴해 3국의 보전정책은 첫째, 와덴해 전체를 

하나의 생태단위로 보전하기 위해 모니터링, 평가, 권고, 정

책수립, 이행의 단계를 거치며 이를 다시 모니터링에 피드

백하는 과정을 통해 정책을 수립하며, 둘째, 생물종 및 서

식지와 같은 자연과 인간 문화와의 조화 및 인간이용과의 

조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관광, 휴양, 교육 등 

5   특별민감해역은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가 생태학적, 사회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해역에 대하여 선박

운항으로 인한 해양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현재 전 세계 6개 해역이 지정되어 특별 관리되고 있다.

6   김준·문경오, 2013, 「와덴해 세계유산의 보전·이용 정책과 시사점」 『리전인포』 제302호, p.8.

7   이 모니터링의 목적은 와덴해 생태계의 현재 상태를 과학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와덴해 관리계획에서 설정한 생태적 목표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데 있다. 이 

프로그램은 1991년 에스베르크에서 열린 제6차 3국 정부 간 회의의 결정에 따라 모니터링 및 평가 프로그램 구성으로 탄생되었으며, 이후 1992~1993년에 

3국 모니터링 전문가 그룹(TMEG)에서 모니터링 및 평가 프로그램의 기본 개념을 설정하여 1994년 이행계획을 개선하였다(고철환, 2009, 『갯벌관리 정책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국토해양부).          

또한, TMAP은 2012년을 기점으로 PROWAD(Protect & Prosper Wadden Sea)로 전환되어 전체 와덴해 지역에서의 중장기적인 보전 및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2014년 실행계획을 세우는 등 관련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8 ‘자연의 과정을 훼손하지 않고 유지하는, 자연적이면서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최대한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9   2010 Governance Arrangements Trilateral Wadden Sea Cooperation 참고. 

가. 제1원칙 : 협치의 책임기구는 분명해야하고, 기능적으로 효율적이어야 함. 

나. 제2원칙 : 책임기구는 와덴해 전략 및 와덴해 협력 목적과 관련한 전략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함. 

다. 제3원칙 : 책임기구는 이행 과정에서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 

라. 제4원칙 : 책임기구는 분명한 정책결정 과정을 설정해야 함. 

마. 제5원칙 : 협치와 운영 기능이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함. 

바. 제6원칙 : 특히 와덴해공동사무국과 같은 운영기구로부터 요구되는 보고선을 분명히 해야 함. 

사. 제7원칙 : 책임기구는 집행/운영기구로 효율적인 책임 위임을 확실하게 해야 함. 

아. 제8원칙 : 책임기구는 과업방법을 공개해야 하며, 최상의 신뢰와 청렴이 요구됨.

•   와덴해 관리 원칙(Principle of Wadden Sea Management)
일명 선도원칙(guiding principle)8이라고 하는 와덴해 관리 원칙
은 1991년 에스베르크 3국 정부 간 회의에서 결정한 원칙이다.

•   와덴해 계획(Wadden Sea Plan)
1997년 슈타데 3국 정부간 회의에서 결정되었으며, 와덴해 관리의 
부문별 목표를 정해 놓은 것이다. 부문은 총 10개 부문으로 경관 및 
문화, 해수 및 퇴적물, 염습지, 갯벌 해역(조간대), 모래해변 및 사구, 
강하구, 외해역, 시골, 조류, 해양 포유동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부
문을 자연상태로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와덴해 목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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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덴해 3국 정부 위원회 (정치/정책 지도부)

와덴해 위원회 (협치)

자문단

의장

업무그룹

계획 및 기획
업무

그룹1
업무

그룹2
업무

그룹3
업무

그룹4

와덴해 협의회
자문

와덴해 공동사무국
이행 및 자지원

자연을 있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생활을 영유함과 동시에 

방문지로서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와덴해의 관리 및 지원기구

와덴해는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3개국에 걸쳐 있는 

광활한 지역이다. 이처럼 넓은 와덴해 전체 지역의 보호를 

위해서는 통합 관리 체계 구성이 필수적이었다. 이러한 필

요성에 기초하여 1978년부터 네덜란드, 독일 그리고 덴마

크는 생태적 관점에서 와덴해 보호 및 보전을 위해 협력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1982년 와덴해 3국은 “와덴

해의 보호와 관련된 각 국의 활동과 연구조사 논의”를 중

심으로 와덴해 보호를 위한 공동선언문11을 채택하였고, 

이후 1987년 와덴해 공동사무국(Common Wadden Sea 

Secretariat, CWSS)12을 개소하기에 이른다.

공동사무국은 전체 와덴해 관리의 통제소(control 

tower)로서 협력체의 활동을 지원·촉진·통합하는 역할을 

실시하고 있으며, 와덴해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

한 각종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공동사무국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6명의 상

근직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유는 공

동사무국이 단순한 행정 기관이 아닌 다양한 이해당사자

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실현시키는 실행 기관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공동사무국은 와덴해 

3국간 협의체의 운영을 전담하고 있는데 기본원칙은 최대

한 환경 교란 없이 자연적인 진행과정에 의하여 지속가능

한 해양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13이다.

10   Jens Enemark & Harald Marencic, 2012, 「Wadden Sea World Heritage」, CWSS 참고.

11   이후 와덴해의 현실을 고려하여 2010년 수정되었다.

12   독일 Wilhelmshaven에 위치하고 있으며, 9명의 직원이 상주하며 주요업무 6가지를 추진하고 있다. 

가. 3개국 협력활동의 조정, 증진, 지원. 

나. 3국 장관회의, 와덴해위원회, 실무위원회의 문서 준비 및 생산관리 책임. 

다. 와덴해 전체의 모니터링 정보, 생태학적 상태 및 보호에 대한 정보 수집 및 평가. 

라. 유네스코 와덴해 세계유산에 대한 중점 연락소. 

마. 3국 협력에 따른 보고서 편찬 및 발간. 

바. 소통, 인식증진, 환경교육을 통해 와덴해 전체 지역 보호에 지역주민들을 참여. 

홈페이지(http://www.waddensea-secretariat.org) 내용 참조.

13   Jens Enemark, 2012, 「Wadden Sea World Heritage : nomination process in a trans-boundary perspective」, The 4th Forum for World 

Heritage Nomination of Korean Tidal Flats.

그림 2.  와덴해 3국 협력체의 정책결정 조직도10

사무국장

범례

정책결정기구  
운영/자문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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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와덴해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이

해당사자간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찾고자 

농업, 에너지, 수산, 공업, 항만, 자연보호, 관광, 휴양 부분

과 지방 및 지역정부, 3국 협력대표가 참여하는 와덴해 포

럼(Wadden Sea Forum)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래세대로의 

전이를 위해 와덴해 3국 협력 25주년인 2003년 국제와덴해

학교(International Wadden Sea School, IWSS)14를 설립하

여 운영하고 있다.15

3. 와덴해 세계유산의 지속가능한 발전

와덴해는 국립공원(독일) 및 자연보호지역(네덜란드, 

덴마크)으로 지정·보호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행위제한이 

매우 강하다. 이로 인해 세계유산 신청과정에서 주민갈등

이 야기되었으나, 갯벌관리청, 보호관련 기관, NGO 등 관계

자들의 노력으로 주민들의 인식이 변화되었으며, 이와 함께 

정부의 정책변화와 지역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과 지

원으로 보존의지가 확산되었다. 이로 인해 갯벌 주변 염습

지의 사용량이 감소되었다. 계획된 홍합 채취로 생물종 다

양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도 홍합 채취 전통을 유지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새우어업의 경우, 대단위 어업은 금지하고, 소형

선박을 사용한 새우 어업만을 허용되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보존을 위한 주민공동체는 조직되어 있지 않

지만 지역의 방문객 센터와 안내소를 중심으로 NGO 활동

이 활발하며, 지역주민과의 정기회의를 통해 얻은 의견을 

지자체 및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상향방식(bottom-up)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유산관광의 기획은 자연, 문화, 보존에 대한 통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연과 야생에 대한 직접 체험과 감동을 

위해 보존에 목적을 둔 친환경 교통수단, 숙소, 로컬 푸드, 

지역 및 친환경적 관광사업(예 : 국립공원 파트너들), 지속가

능한 관광업체와의 협력(예 : “forum anders reisen”), 자연 

보존(정보 및 재원),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공정관광) 및 

탄소발자국 감소를 위한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16

와덴해 전체지역은 2009년 기준으로 연간 1천만 명이 

방문하였는데, 이중 30%가 당일 여행 방문자이고, 70%는 

하루 이상 머무르는 관광객이었다. 이러한 체류형 관광객들

의 체류일자는 평균 8~10일이며, 이중 약 11%는 갯벌국립

공원 또는 보호지역에서 머물렀다. 이에 따른 관광수익은 

약 56억 유로(약 7조5천억 원)에 달하며, 37,9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한다.17

와덴해 세계유산 지역은 핵심·전이·레크리에이션의 3

개 구역으로 나누어 관리되고 있으며, 그 어떤 구역도 자

연훼손을 허락하지 않은 채 보존되며 레크리에이션 지역은 

기획된 관광으로 활용되고 있다. 세계유산 지역은 자연상

태 그대로 놔두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

며 미래지향적이라는 판단 아래 기획·관리하고 있는 것이

다. 실제로 훼손된 갯벌 염습지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복원

해 아름다운 갯벌, 사계절 꽃이 피는 갯벌로 만드는 한편, 

염습지 복원에 의해 갯벌면의 퇴적을 유도하여 해수면 상

승보다 갯벌 면이 더 빠르게 상승하는 기능을 확대, 지구온

난화에 의한 미래의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고 있다. 2012년

에는 PROWAD(Protect & Prosper Wadden Sea)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전체 와덴해 지역에서의 지속가능한 관광전략

14   IWSS는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미래 세대들이 한 번씩은 체험하고 학습해야만 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일반인들을 위해서는 기본 5일 프로그램을 중심으

로 3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갯벌 체험 프로그램, 실험실 프로그램, 역할극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진다. 이러한 IWSS의 운영을 위해 다양한 기관

과 기업체들과의 파트너쉽 및 스폰서쉽을 구성하고 있다(문경오, 2010, 『국제와덴해학교』, 신안군).

15 김준·문경오, 앞의 논문, p.12.

16   문경오, 2012, 「세계유산의 활용 : 와덴해 사례를 중심으로」 『2012 세계유산 포럼』, ICOMOS-Korea, p.35~p.39.

17   Anja Szczensinski, 2012, 「Nature for Tourism – Tourism for Nature : strategic development and best practice examples for sustainable 

tourism in the Wadden Sea region」, WWF G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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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색하고, 2013~2014년까지 이러한 전략에 따른 실행계

획을 세우는 등 관련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Ⅲ.   서남해안 갯벌의 보호 및 관리 실

태 분석

세계유산 신청서에는 유산의 보호 및 관리에 대한 부

분을 기술18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 중 하나가 향

후 신청서 작성 시, 관련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기초하여 현재 세계유산을 등재추진 중인 신안 다

도해를 대상으로, 크게 보존 상태 및 유산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2가지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유산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보호지역 지정현황, 인문사회현황, 관리체계, 

개발 및 활용의 4가지로 세분하여 분석하였다.

1. 보존상태

신안 다도해 갯벌은 전남 서남해에 위치한 1,000여 개

의 군도로 이뤄진 신안군의 갯벌을 의미하며, 육지의 한 면

에 형성되어 있는 연안갯벌과 차별성을 갖고 있어 ‘섬갯벌’

이라고 부른다. 육지와 격리된 섬의 특성 상, 자연성을 유지

하고 있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다.

신안군 14개 읍면의 주도主島에서는 해안침식 방지

를 위해 연안정비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나, 이러한 주도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수많은 유·무인도(inhabited and 

18   세계유산 신청서 상의 보호 및 관리 관련 기술 항목은 다음과 같음. 

4. 보존상태 및 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 a. 현재 보존 상태(자연유산의 경우) 

    4. b. 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ⅰ) 개발압력  (ⅱ) 환경압력  (ⅲ) 자연재해 및 재난대비(지진, 홍수, 화재 등)  (ⅳ) 방문객/관광산업의 압력  (ⅴ) 유산과 완충지대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 

5. 유산의 보호 및 관리 

      5. a. 소유권    5. b. 보호지정    5. c. 보호대책의 시행 수단    5. d. 등재신청 유산이 소재한 시 및 지역과 관련된 현재 계획       

5. e. 유산 관리 계획 또는 기타 관리 체계    5. f. 재원과 재정규모    5. g. 보존 및 관리기술에 관한 전문지식 및 훈련 담당 기관       

5. h. 방문객 편의시설 및 통계수치    5. i. 유산의 소개 및 홍보와 관련된 정책 및 프로그램    5. j. 전담인력의 수준(전문, 기술, 유지 관리)

그림 3.  신안 섬갯벌의 자연성 : 반월도(좌상), 옥도(우상), 매화도(좌하), 어의도(우하)



86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8. No. 3

uninhabited small islands)의 갯벌은 태고의 자연성이 거

의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보존되어 있다.19

2. 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1) 보호지역 지정현황

신안 다도해 지역(신안군)의 갯벌 면적은 378km2로 

우리나라 전체 갯벌 면적 대비 14.8%를 차지하고 있어, 단

일 지자체로는 가장 넓은 면적의 갯벌을 보유하고 있는 지

역20이며, 보존관련법(습지보호법) 및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

권(MAB) 프로그램 및 람사르 협약 적용 지역은 증도면, 도

초면, 비금면, 흑산면의 4개 지역에 불과하며, 특히 세계유

산 잠정목록 상에는 증도면 지역의 갯벌만 포함되어 있다. 

2008년 6월 5일에는 증도지역의 갯벌이 갯벌도립공원으로 

지정(12.8km2 : 육지 0.8km2, 해면 12.0km2)되었으며, 2009

년 5월 26일에는 흑산, 홍도, 비금, 도초, 증도의 5개 섬 일대 

573.12km2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또

한 2010년 1월 29일에는 증도갯벌이 습지보호지역(31.3km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9호)으로 지정되었으며, 2011년 9

월 1일에는 동 지역이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었다.

2) 인문·사회 현황

갯벌과 관련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증도면, 

비금면, 도초면의 인구는 각각 2,055명, 3,942명, 3,150명으

로 61.0명/km2, 76.2명/km2, 56.8/km2의 인구밀도(2014년 

기준)를 보이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밀도가 낮아 갯

벌 훼손에 대한 압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갯벌의 상태가 

우수한 옥도는 131명, 반월도 116명, 박지도 21여명, (상하)

사치도 135명, 수치도 100여명, 매화도 108명, 마산도 86명, 

병풍도 216명, 대기점도, 소악도 23명, 어의도 116명, 만지도 

0명으로 자연환경에 대한 인간의 간섭행위가 매우 제한적

으로 발생하고 있다. 인구는 2007년 증도면 2,195명, 비금

면 4,083명, 도초면 3,200명에서 2013년 증도면 2,055명, 비

금면 3,942명, 도초면 3,150명으로 5년 동안 6.4%, 3.5%와 

1.6%가 감소되었으며, 감소추세이기는 하나 인구변화는 거

의 없다.21

지목별 토지이용을 살펴보면 농경지와 임야가 증도면 

71.4%, 비금면 74.4%, 도초면 83.2%로 전체 토지의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으며, 염전도 증도면 17.2%, 비금면 15.6%, 

도초면 7.9%를 차지하고 있다. 용도지역별 토지이용에 있어

서는, 3개 면 모두 비도시 관리지역으로 공업에 따른 오염

원이 갯벌로 유입될 가능성은 없으며, 섬 지역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매달 지자체에서 행정선을 활용하여 수거하고 있

으나, 해안선을 따라 형성된 마을에서의 생활하수 일부가 

갯벌로 유입되고 있다.

3) 관리체계

갯벌의 보전 및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 추진 및 

운영은 현재 해양수산과 갯벌철새계에서 전담하고 있다. 최

근 5년간 신안군은 증도를 중심으로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다양한 시범(pilot)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증도갯벌센

터(2006년 개관, 2009년 민간위탁)를 중심으로 교육 및 홍

보 사업, 지역주민 인식증대 사업(생태안내인 양성, 주민밴

드, 녹색장터, 슬로우 푸드 개발 등), 생태관광사업(주민여

행사 설립),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해양보호구역대회, 12회 

EABRN, 한국-와덴해 공동워크숍) 등 갯벌을 주제로 한 전

방위적 사업들을 추진한 것은 매우 모범적인 사례이다. 또

19   6개의 본도本島 내측에 위치하고 있는 옥도를 중심으로 안좌면 반월도, 박지도, 부소도 지역, 비금면 수치도, 상수치도 및 안좌면 상사치도, 하사치도 지역, 압해

면 매화도 및 증도면 병풍도, 대기점도 지역, 지도읍 어의도, 포작도, 소포작도 지역 등은 자연성이 우수함.

20   행정구역상으로 압해읍(97.8km2, 25.87%)이 가장 넓은 갯벌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지도읍(57.8km2, 15.29%), 증도면(51.8km2, 13.7%), 

안좌면(31.2km2, 8.27% )순임.

21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 변화가 없는 이유는 3곳 모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증도는 슬로시티로 지정되어 있어, 지자체의 예산투자로 

인해 지속적인 관광객들이 유입되고, 지역 특산물인 천일염, 함초, 시금치 등의 1차 생산물의 가격이 우수하여 이도離島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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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12년 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 예비실사를 위해 신안군이 문화재청 준비위원회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을 정리.

한 지자체 주관으로는 주로 갯벌도립공원 보전을 위한 사

업(증도갯벌도립공원 관리 및 보존체계 유지, 생태탐방로 

정비)이 주를 이루었고, 2011년에는 가거도 해양보호구역 

지정, 증도 갯벌 람사르 습지등록 등 보전 사업을 시행해오

고 있다. 신안 섬갯벌 연구소 설립(2011년)으로 섬갯벌의 차

별성 연구를 포함한 연구사업 전반에 걸친 중장기적 계획

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표 1).

신안 갯벌의 보호 및 관리 상 문제점으로는 첫째, 주

요 섬들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이 거의 완료되어 생태계 순환

체계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둘째, 증도면에만 사

업이 집중되어 다른 지역 섬갯벌들과의 불균형이 초래되었

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

아, 각 개별 사업들이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사업 시

행에 급급한 나머지 사업시행 이후 운영 및 관리는 미흡하

였다. 셋째, 신안 섬갯벌의 대상지역은 매우 넓은데 비해 보

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매우 협소하며, 넷째, 연안갯벌

과 차별성을 지닌 신안 섬갯벌에 대한 기초 데이터가 매우 

부족하며(정확한 갯벌 면적조차 상이함), 다섯째, ‘신안 섬

갯벌 연구 기본방향 및 증도 갯벌 모니터링 기본계획 수립

(2010년)’을 제외하고는 신안 섬갯벌 관련 전문학술연구가 

이뤄지지 않다는 점이며, 마지막으로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

의 보존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주민인식이 증진되어 있으

나, 최근 증도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소득 증대에 따른 지

역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상충하여 실질적인 주민공동체 조

직 및 활성화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4) 개발 및 활용

증도갯벌생태전시관은 2006년 완공되어 2007년 개

관하였으며, 2009년 민간단체(푸른신안 21)에서 위탁경영

을 실시하고 있다. 1층은 영상체험실로 ‘생동하는 갯벌’, ‘갯

벌 세계로의 여행’, ‘아름답고 풍요로운 갯벌’의 3개관에서 

갯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체험시설과 영상시설

로 구성되어 있으며, 2층은 갯벌체험 학습장, 갯벌 교육자료

실, 갯벌전망대, 3층은 다목적 회의실이 있다. 2010년 단순 

전시형 콘텐츠에서 체험형 콘텐츠로 내부 리모델링 작업을 

실시하여, 악천후 시에도 갯벌 교육 및 체험이 가능하게 한 

점은 우수한 모범 사례이다. 운영체제에 있어서는 푸른신안

21협의회에서 2009년부터 위탁경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

간 방문객은 90,000명이고 여름철 성수기(500명/일)에 집

중되고 있다.

증도 섬갯벌 축제(매년 8월)를 2005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으며, 연간 방문객은 약 100,000명 수준인데 생태안내인 

및 해설사에 의해 짱뚱어다리 갯벌체험프로그램, 지역의 토

착지식에 기초한 전통어법인 휘리체험, 백합캐기 체험 등이 

상시 운영되고 있어 지역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생태관광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점은 슬로시

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람사르 등록습지에 대한 적

극적인 홍보로 연간 관광객 수가 80~100만 명에 이르며, 이

를 조절하기 위해 게이트를 설치하고 환경보전기금 성격의 

표 1.  신안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수행 현황(2012년)22

Hardware
사업

• 증도생태갯벌 전시관 개관(2007년)
• 천사의 다리 완공(2007년)
• 연안정비사업(2007~2019년)

Software
사업

• 증도갯벌모니터링(2009년 이후 지속)
• 증도갯벌도립공원 관리운영(2009년 이후 지속)
• 증도갯벌도립공원 생태탐방로 정비(2010년 이후 지속)
• 습지보호지역 해양쓰레기 수거처리(2010년 이후 지속)
• 습지보호지역 교육홍보(2009년 이후 지속)
• 해양정화사업(2008년 이후 지속)
• 다도해 섬갯벌 연구소 설립(2011년)
• 신안군 섬갯벌 구획화 및 모니터링 핵심갯벌 선정
   (2011년~2013년)
• 증도생태관광 안내인 양성사업(2009년 이후 지속)
• 증도 슬로우푸드 및 녹색장터 활성화 사업(2009년 이후 지속)
• EABRN, 와덴해 등 국제교류사업(2008년 이후 지속)
• 갯벌도립공원 추가 지정 연구용역(2012년)
•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추가 지정 연구용역(2012년)
• 신안 섬갯벌 가치분석 연구용역(2012년~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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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증도가 갖고 있는 수용력의 한

계를 넘어선 관광객들에 의한 생태훼손과 무분별한 체험행

사로 갯벌 생태계의 훼손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증도대교 입구에 대형주차장 설립 완공을 서둘

러 탄소발자국을 줄이려는 노력과 관광객들의 입도 압력을 

완화시켜야 하며, 갯벌 휴식년제 도입을 통한 갯벌 생태계 

보전에 노력해야 한다.

신안군 섬갯벌내 면허어업은 증도면 59건(16.68km2), 

비금면 34건(8km2), 도초면 56건(15.11km2)으로 각 지역의 

갯벌면적 51.8km2의 32.2%, 18.8km2의 42.6%, 15.9km2의 

95.0%에 해당한다. 증도지역은 천일염이 발달하여 면허어

업이 적으나, 비금면과 특히 도초면의 해당지역 갯벌의 절

반 그리고 대부분 지역에 면허어업권이 설정되어 있다.

국토교통부의 서남해안 도로망 사업의 일환으로 신안

군 내의 섬들에 대한 연륙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연륙교 

건설로 인해 주요 섬들의 갯벌이 매립되거나 생태계의 훼손

이 우려되고 있다.

해수면 상승 및 침식으로 인한 농경지를 포함한 사유

지 훼손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연안정비 사업을 시행(2019년까지 예정)하였으

나, 이는 신안 섬갯벌의 자연성, 완전성, 생태경관을 훼손시

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5)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평가

본 연구는 세계유산 신청서 기재 사항을 중심으로 등

재기준 및 보호 및 관리체계의 적합성 여부를 정량화하기 

위한 신안 섬갯벌 평가지표를 개발하려고 노력하였다. 평가

지표는 등재기준 적합성, 완전성, 보호 및 관리로 구분하여 

신청서 작성 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고자 하였다. 또

한 각 요소별로 4개씩 총 12개의 평가문항으로 구성하여 

각 문항에 대한 점수를 정량화하여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갯벌이 갖고 있는 OUV와 완전성, 보호 및 관리 요

소를 객관화하여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다. 평가표에 따른 

평가 결과는 <표 2>와 같다.

그림 5. 신안군 연륙·연도교 현황(좌)과 도초면 연안정비사업 모습(중·우)

그림 4.  증도의 다양한 생태관광 및 체험 프로그램 모습23

23 Moon, K.O. & Yoo, Y.U., 2011, 「Shinan Dadohae Biosphere Reserve : a special place with/by/for local people」, 12th EABRN, 발표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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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평가표에 따른 신안다도해 갯벌의 평가결과

구분 평가문항

평가

5 4 3 2 1

OUV

지형·지질학적 OUV가 충분한가? ●

갯벌 생태계의 생태학적 천이과정을 잘 나타내고 있는가? ●

희귀 및 멸종 생물을 포함한 생물종 다양성이 우수한가? ●

갯벌의 생태학적 경관이 차별성을 갖고 있는가? ●

소계 : 18 점

완전성

갯벌의 자연성이 잘 보존되어 있는가? ●

대상지역의 크기가 완전성을 입증할 만큼 충분한가? ●

갯벌의 완전성 유지를 저해하는 행위 및 시설은 없는가? ●

해당 갯벌 지역의 개발 압력은 없는가? ●

소계 : 18 점

보호 및 관리

지정된 보호 지역의 규모가 타당한가? ●

대상지역 보호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의지는 어떠한가? ●

지역 주민들의 보존의지는 충분한가? ●

소계 : 17 점

총점 : 53 점

종합의견

1. OUV
•   조류의 불규칙성으로 섬 주위에 다양한 퇴적상을 보이며, 암반이 노출된 지역에서는 바로 조간대 환경으로 이어지는 특이성을 갖고 있어, 
   연안갯벌과는 다른 섬갯벌 만의 차별성을 보임.
•   특히, 1,000여개가 넘는 각 섬마다 상이한 특성을 갖는 다양한 종류의 갯벌이 존재함.
•   희귀 및 멸종 위기 조류종이 분포하고 있고, 다양한 종류의 갯벌에서 염생식물 및 저서생물의 종 다양성은 풍부한 편이나 비교 우위를 위한 
   보다 많은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
•   밤하늘에 펼쳐진 은하수와 같이 해양에 점점이 박혀 아름다움을 더하는 다도해와 다양한 조류에 의해 생성된 갯골의 아름다움이 잘 어우러져 
있어 생태적 경관이 뛰어남.

2. 완전성 및 보호관리
•   주도主島들은 연안정비사업으로 생태계 환류체계가 훼손되어 있으나, 무인도를 비롯한 작은 섬들에서는 잠정목록 상의 다른 지역들에 비해 
갯벌의 자연성이 잘 보존되어 있음.

•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외의 지역들을 고려할 때 생태적 완전성을 입증 가능할 만큼 충분한 크기이며, 연도교 사업을 제외한 개발압력은 
없음.

•   섬갯벌 연구소 설립(2011) 및 보호지역 확대 사업 추진 예정 등 지자체의 의지가 매우 강하고, 지역 주민들의 보존에 대한 인식이 높음.

3. 개선 및 보완사항
•   넓은 대상지역에 비해 보호지역 지정 및 기초데이터 축적이 부족함. (보호지역 추가 지정 필요)
•   증도 파일럿 사업들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신안 다도해 전체로 확대시킬 수 있는 중장기 통합 계획 수립 필요.
•   지역 주민공동체 조직 및 활성화를 위한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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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서남해안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추

진을 위한 보호 및 관리체계

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 지역에서의 보호 

체계에 있어, 앞 장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신안다도해 지역

은 보호지역(습지보호지역,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추가 지

정 및 확대가 필요한 상태이다. 또한 관리 체계에 있어서는 

등재 추진 부서(예 : 문화관광과)와 실제 갯벌 관리 부서(예  

: 해양수산과)의 이원화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

뤄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관리 계획이 부

족하여 매년 이뤄지는 단위 사업들의 효율성이 낮은 것도 

사실이다. 덧붙여 세계유산 등재추진을 위해서는 지형·지

질, 생물종 다양성, 문화다양성 등 세계유산 등재기준에 따

른 연구의 기초 데이터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호지역의 

확대와 지자체별로 이원화된 관리체계의 통합, 그리고 중장

기적 통합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남해안 갯벌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보호 및 관

리를 위한 관·학·민·NGOs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포

함하는 협치체계(governance system)를 구축하는 것이 필

수적이다. 이해당사자들은 최근 들어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해당사자들의 종류와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

선, 지역 주민은 단순한 이해당사자 중 하나가 아니라 지역

의 소유자이며, 직접적이고 최우선적인 이해당사자이다. 네

팔에서 농부의 예를 들자면, 농부가 된다는 것은 세계유산

과 관련을 갖는 것이라는 의미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라오

스의 Luang Prabang의 경우 지역주민들이 스님을 먹여 살

리고 절을 부양하는데 이는 법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affective) 부분으로 관습적이고 전통적인 것이다. 이런 의

미에서 최근 “살아있는 유산(living heritage)”이 강조되고 

있으며, 그 핵심이 바로 지역 주민24 인 것이다.25

둘째, 대학 및 연구기관은 유산의 가치를 입증하고 보

호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는 역할을 한다. 셋째, 정부기관

은 유산의 보존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넷째, 유산

기업(heritage enterprises)은 유산의 보존을 위한 후원을 

한다. 다섯째, NGOs과 개인들은 유산의 보존을 위한 사회 

각층에서 다양한 운동과 활동을 전개하는 역할을 한다. 마

지막으로 관광객(특히 유산 관광객)들 또한 유산을 느끼고 

감상함으로써 보존에 대한 인식 증진이 이뤄지게 된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하

나의 포괄적 형태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세계유산 협의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특별한 관심

사에 대한 공동체의 소유권과 강조된 이슈들을 촉진시킬 

수 있고, 유용한 인적·물질적 자원이 증가된다. 또한 NGO

의 경우 해당 지역이 처한 현실에 관여하고 있어 지역의 여

건과 필요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NGO와 학술기관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며, 산업, 

무역 협회, 시민 단체는 능력배양과 인식증진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즉, 이해당사자들은 세계유산 등재 프로젝트의 이

행을 위한 필수적인 파트너인 것이다.

1. 보호 및 관리 모델의 구조

서남해안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와덴해의 

사례와 같이 민·관·산·학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유산의 보

호 및 관리의 핵심주체인 지역주민의 토착지식과 의견을 기

반으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이를 지역 또

는 국가의 정책으로 입안하여 채택하는 상향식(bottom-

up) 구조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향식 구조는 서

남해안 갯벌이 갖고 있는 특수성 즉, 다른 자연유산과는 달

리 인간의 간섭행위(interference behavior)가 수 천년동안 

계승·발달되어져 왔고, 이 자체가 하나의 독특한 문화로서 

24   Montira H. Unakul, 2011, 「World Heritage Site : What are the Stakeholders」, UNITAR, 2011 Series , UNITAR Hiroshima Office.

25   유산협약 제5조의 핵심은 바로 “커뮤니티 + 삶”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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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잡았음을 고려할 때, 지역 주민들의 토착지식의 전승

과 문화를 세계유산 등재로 인해 사멸시켜서는 안 되는 것

이다. 때문에 지역 주민(지역 주민공동체)으로부터 시작되

는 이러한 상향식 구조는 서남해안 갯벌의 지속가능한 보

전과 관리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구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지역 주민

들의 결집된 역량을 모을 주민공동체의 조직이 필요하다. 

현재도 갯벌의 생산성 및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지역별로 어

촌계를 중심으로 자체 모임이 결성되어 있으나, 이는 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관행어업 등의 불법어업

이 행해질 여지가 크다. 따라서 보존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

전을 이루고자 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이념에 부합된 

새로운 형태의 주민공동체 조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

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종자돈(seed money)을 투입하여 주

민공동체를 조직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이 필요하다. 주민공동체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

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궁극적으로는 주민공동체의 자생

력을 증대시켜 추후에는 정부의 지원 없이도 스스로 구동

(harness)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통합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전담기구26를 설립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전담기구는 서남해안 갯벌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싱크탱

크(think tank)이자 통제소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전

담기구에서는 중장기 보호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시행을 종합관리하게 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운영지침

(operation guidebook)에도 전담기구를 설립 및 운영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신청서에서도 유산 관리를 위한 전

담기구의 유무를 서술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즉, 서남해안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전담기구를 

중심으로 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담기구는 관련 기관들의 업무협약(MOU)를 통해 

설립되어야 하며,27 연구 및 사업을 총괄하여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문화재청

은 전체적인 사업의 감독 및 승인, 그리고 다양한 협력을 

26   서남해안 갯벌의 경우, 문화재청장의 법인설립허가(2014.5.26.)에 따라 (재)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이 설립(2014.6.17. 등기완료)되었음.

27   서남해안 갯벌의 경우 2013년 5월 20일 문화재청, 광역단체, 지자체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

28 김준·문경오·김희태, 「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전략」,『정책연구』 2012-17, ISBN 978-89-97594-17-7, 전남발전연구원, 2011, p.77.

그림 6.  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통합관리체계 그림 7.  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체계28

통합 관리 체제

분야별 전문학술 연구
(모니터링 + 기초데이터 생산 + SCI급 논문 게제)

홍보 및 인프라 구축
•   대외 홍보 및 주민합의 도출
•   체험형 센터 변경 / 숙박시설

제반 정책 및 프로그램 운영
•   보호 및 주민지원 조례제정
•   생태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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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사업추진 총괄)

문화재청
(감독 / 승인)

광역단체/지자체
(행정 및 관리협조 / 
예산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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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CN / ICOMOS / 유
네스코한국위원회)

주민공동체/NGO
(모니터링 / 제안)

추진위원회
(심의 / 정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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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문경오·김준·김희태, 2011,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현황과 전남지역 유산 등재를 위한 전략」 『리전인포』 제266호, 전남발전연구원, p.19.

통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역

할을 담당한다. 광역단체 및 지자체는 행정 및 관리에 대

한 협력을 하며, 관련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전

담기구에 교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주민공동체 및 NGO

는 대상지역 가장 가까이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이해당

사자로 상시 모니터링과 실제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

항들을 제안한다. IUCN, ICOMOS,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는 자문기관으로 위촉하여 국제적인 인지도 제고 및 세계

유산 평가자(panel)와의 원활한 관계 유지, 신청서 작성에 

관한 자문의 역할을 부여한다. 이와는 별도로 세계유산 

추진을 위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인 행정기관, 학술연구기관 

및 전문가 그룹, 주민공동체 및 NGO, 자문기관이 동일한 

비율로 참여하는 세계유산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지자체

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전체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동력

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추진 체계는 민·관·학의의 모

든 추진 주체들이 포함되어 있어 추진 방향의 일관성을 유

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 소통을 통한 실질적인 보

호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점

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신청을 위한 매뉴얼의 내용과도 일

치하는 것이다.

2. 보호 및 관리 모델을 위한 통합관리계획

서남해안 갯벌은 자연에 적응하고 현명하게 이용한 

인간의 역사가 살아있는 적소(niche)이다. 또한 국제적으

로 기후변화에 따른 작은 섬(small island)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국내적으로 섬갯벌은 국내의 갯벌 중, 세

계유산 등재를 위한 가장 높은 차별성을 갖고 있기도 하

다. 서남해안 갯벌 문화·생태 자원 보전 및 관리 통합 계획

(Integrated Plan fo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n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s in Southwestern Coast 

Tidal Flat)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 보전 및 관리 통합 계획은 서남해안 갯벌의 자연 

및 문화유산의 보전과 이를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유도할 

수 있는 관리가 가능하도록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3

가지 개념을 활용하여 보전(연구)·지원·발전으로 구분하

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SOC 확충은 

H/W(Hardware) 사업으로, 연구 및 교육, 홍보와 같은 S/

W(Software) 사업으로 구분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3). 이와 같은 관리계획은 지역 전통을 수용하면서 미

래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생태적 유산 관리와 

인간 경제 발전 시스템으로 변용시킬 계기를 마련하는 것

이다.

세계유산 신청을 위한 연구는 유산에 대한 단편적 

가치가 아닌 종합적 가치를 고려해야 하기에 ‘섬갯벌’이라

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 다학제간 연구(multi-disciplinary 

study)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연구된 내용에 대한 체계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해 디지털 

아카이빙(digital archiving)을 실시하여야 한다.29 아카이빙

된 자료는 신청서 작성뿐만 아니라 기초자료 부족의 단점

을 극복함과 동시에 다양한 학문의 원천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세계유산 등재의 또 다른 목적 중 하나는 유

산의 보호 및 관리를 통해 미래세대(future generation)에

게 유산이 갖고 있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교육하고 전

승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은 

관리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중요성은 최근 유네스

코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의 개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ESD

는 학술기관보다는 지역주민과의 연계사업을 통해 효율성 

및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만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

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ESD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남해안 갯벌은 지역에 따라 갯벌의 종류와 변화에 

따른 민감도가 다를 뿐 아니라 서식생물의 차이에 따른 이



93  Moon, Kyong-O   서남해안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보호 및 관리체계 연구

용방법의 차이도 지역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것을 고려

한 지속가능한 이용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인간의 삶

과 문화가 장구한 시간 동안 함께 해 서남해안 갯벌 지역에

서는 이러한 통합관리계획을 토대로 ‘자연으로부터 얻어 자

연과 조화를 이뤄 발전하고, 자연으로 돌아가 자연을 살찌

우는 블루 이코노미(Blue Economy)’가 표방하는 미래지향

적이며 지속가능한 생태계와 문화와 경제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표 3.  서남해안 갯벌의 자연·문화유산자원 보전 및 관리 통합 계획

구분 Hardware 사업 Software 사업

보전

•   SOC 확충
    - 친환경 숙박시설 설비
    -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RDF시설
•   노두정비
    - 해수 유통 구조로 개선
•   연안정비사업 친환경화 사업
    - 자연친화적 생태환경 조성
    - 생태환류체계 복원

•   인문분야(사회·문화) 연구
    - 문화재 보전·관리·발굴 연구
    - 토착지식 집적·전승 및 발전(활용) 연구
    - 전통·문화원형 발굴 및 관리 연구
    - 주민공동체 설립 연구
•   자연분야 연구
    - 갯벌 지질 및 지형 연구
    - 생물종(저서생물, 철새, 식생 등) 관련 연구
    -   기후변화 대처 프로그램 연구 (해수면 상승, 해양산성화, 해양쓰레기 등)
•   SCI급 논문게제 지원

지원

•   Digital Archiving 실시
•   GIS System 보완

•   보호지역 확대 지정
•   보전에 따른 주민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   통합연구기구 및 시스템 구축
    - 인문·자연·네트워크를 통합한 전문기구설립

발전

•   쌍방향 Smart Web 구축
•   생태관광 및 교육프로그램의 상설운영을 위한 건물신축
•   표지판 및 안내판 정비
    -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 람사르 지역
    - 습지보호지역
    - 갯벌도립공원지역

•   대기업 및 지역 기업들의 Sponsorship 개발 및 자발적인 기부 유도
•   주민공동체 설립 추진
    - 관주도 및 자립화 추진
•   생태관광 및 교육(ESD)프로그램 개발
    -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주민 자립도 제고)
    - 상설 교육프로그램 운영
•   Eco-labelling 실시
•   홍보 및 마케팅
    - 대표브랜드 관광 상품 개발
    - 홍보물 강화
    - 국제 행사(학술행사 포함)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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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n effective protection and management system for World Heritage 

(WH) nomination of Southwestern Coast Tidal Flat (SCTF) by proposing a model of protection and management. 

SCTF has a potential to become a representative best practice to achieve a sustainable development for human 

society. SCTF has a potential Outstanding Universal Values (OUVs) for WH nomination, thus a harmony 

between human and nature for wise use of natural resources needs to be pursued. It is required to present the 

system of SCTF's protection and management and to analyze present status of the regions in the Tentative List by 

comparing the case which were already inscribed as WH.

For better protection of nominated areas, SCTF should expand an area for protection with additional 

designation. For the management system, two separate management systems such as the Department of Culture 

& Tourism and the Department of Oceans & Fisheries need to be reconciled. Because of this overlapping 

management structure, the management of the nominated sites has been inefficient and long-term management 

plan is lack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conflicting management system of each local government 

and make a long-term, integrated management plan.

To make an efficient and sustainable protection and management, it is essential to set up a collaboration 

system by integrating various stakeholders such a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cademic organizations, 

local residents, and NGOs. As in the case of Wadden Sea, the combined community system of the stakeholders 

mentioned above should be established. Because it is essential for local residents to understand a basic concepts 

for protection and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apacity-building of local people.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structure should be set up by bottom-up processes, that is the proper structure shoud be based 

on thorough research on local society as well as thorough communication with local residents to make relevant 

laws and policies. This study also propose the proper plan for bette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SC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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