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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호지역 통합 시스템의 양적 확대 목표에 대한 평가

홍 진 표

우영환경개발(주)

Evaluating Quantitative Expansion Goals of the National Protected

Areas Integrated System

Hong, Jin-Pyo

Woo Young Environment & Development

ABSTRACT

The study is conducted to establish the National Protected Areas Integrated System(NPAIS) which

includes National Protected Areas(NPAs) and other conservation measures in terms of effective ways

for biodiversity conservation. Additionally, it is carried out to evaluate progress toward quantitative ex-

pansion goals in Aichi biodiversity Target 11. The NPAIS consists of NPAs and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OECMs). There are two different types of OECMs. OECMs type Ⅰ,

including water-source protection Areas(WPA), riparian zones(RZ), fishery-resource protection zones

(FPZ), and urban natural park zones(UNPZ), is a potential protected area which is recommended to

be incorporated into the NPAs for effective management. OECMs type Ⅱ means development re-

striction zones(DRZ), natural recreation forests(NRF), and buffer zones for Korea national arbor-

etum(BKNA). As a result of evaluating the quantitative expansion goals of the NPAIS, terrestrial and

inland water protected areas exceed 17% of the quantitative goal in Aichi biodiversity Target 11. The

larger the area of individual OECMs and the lower the degree of overlap with NPAs, the higher the

contribution of them to the terrestrial and inland water protected areas. DRZ contributes to enlarge

more than 3% of quantitative expansion. And RZ and NRF contribute more than 1%. The marine pro-

tected areas are expanded by 1,425㎢ through FPZ, but the expanded area is very small as comp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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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total marine area. It adds only 0.321% to the quantitative expansion. The rest of OECMs also

has very poor quantitative expansion contributions in the marine area. Consequently, the NPAIS is ef-

fective for quantitative expansion of land areas, but not for marine areas.

Key Words : Aichi Biodiversity Target 11,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OECMs), 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2020

I. 서 론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과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2020 and Aichi biodiversity targets)는

2020년까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생물다양성 손

실을 방지하고 생물다양성 보전과 증진을 위하

여 달성하여야 하는 국제적 목표이자 지침이다.

20개의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중 11번째 목표

는 ‘2020년까지 최소한 17%의 육지 및 육수지

역과 10%의 연안 및 해양지역, 특히 생물다양성

과 생태계 서비스가 특별히 중요한 지역을 효과

적이고 공평하게 관리하며, 생태적으로 대표성

을 가지고 연결성이 확보된 보호지역(protected

areas) 시스템과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OECMs)을 통하여 보전하며, 보다 넓

은 육상경관 및 해상경관과 통합․관리한다

(CBD, 2010)’이다.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11

(이하 ‘목표 11’)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증진을

위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보호지역의 양적 확대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 세계보전모니터링센터(UNEP -

WCMC)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세계보호

지역위원회(WCPA)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세계

보호지역 데이터베이스(World Database on

Protected Areas, WDPA)는 국제적 차원에서 국

가별 보호지역 현황자료를 수집․분석하고 보

호지역, 생물다양성, 생태계 서비스 보전을 위한

정책 기반을 제공한다. 또한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 국제 환경 목

표의 진척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UNEP-WCMC는 WDPA의 자

료를 기반으로 2년마다 Protected Planet Report

를 발간하여 세계 보호지역 현황과 국제 목표

달성을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1)

우리나라는 정부차원에서 목표 11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국가환경계획에 보호지역 확대 방

안을 마련하고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보호지역

확대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2015년 12월 ‘생물다

양성협약(CBD)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보호지역

확대 로드맵’(KNPS and NEXUs, 2015)과 2017

년 1월 범부처 합동으로 ‘국가 보호지역 확대 및

관리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바탕으

로 2017년 5월에는 국내 보호지역 현황정보를 한

곳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한국 보호지역 통합 DB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일반에 공개하였다.2)

국가 차원에서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보호

지역 확보가 이슈화되면서 국가 보호지역 확대

관련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였으며 대표 연구

로는 Lee et al.(2015), Heo et al.(2017), Hong et

al.(2017), Hong et al.(2018)이 있다. Lee et

al.(2015)은 목표 11 내용 구성의 특징을 소개하

였다는 의의는 있으나 보호지역 확대 대상지역

을 육상 지역으로 한정하고 원론적인 확대 방안

만을 제시하고 있다. 실질적인 이행 확대 방안

및 보전 프로그램 시행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언

1) www.protectedplanet.net/c/about

2) 환경부 보도자료(20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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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은 미흡하다. 이에 반하여 Heo et al.(2017)과

Hong et al.(2017)은 실질적인 이행 방안과 시행

지역을 언급하였다. Heo et al.(2017)은 자연환

경 보전을 도모하는 지역 중에서 IUCN의 보호

지역 정의에 부합하는 잠재 보호지역 4개 유형

을 발굴하고 국가 보호지역의 양적 확대 정도를

검토하였다. Hong et al.(2017)은 목표 11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OECMs의 개념, 유형, 적용 의

의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국내 실정을 고려하여

7개의 OECMs를 발굴하였으며 발굴한 OECMs

를 지도화하고 국가 보호지역과 통합하여 이를

국가 보호지역 통합 시스템이라 명명하였다. 마

지막으로 Hong et al.(2018)은 목표 11에 기초하

여 국가 보호지역의 통합 평가 체계를 개발하였

다. 목표 11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생물다

양성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의 양적 확대 관점뿐

아니라 질적 향상 관점을 견지하면서 평가 방안

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Hong et al.(2017)과 Hong

et al.(2018)의 후속 연구로, 2020년 아이치 생물

다양성 목표 연도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국가 보

호지역 통합시스템의 양적 확대 목표 달성 정도

를 평가하는 연구이다. 이러한 평가를 통하여

우리나라 보호지역의 국제 목표에 대한 진척 상

황을 점검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국가 보호지역 및 OECMs 유형별 현황과 국가

보호지역 통합 시스템의 양적 평가를 위해 지리

정보체계(GIS) 자료를 사용하여 면적과 비율을

산출하였다. 육상 보호지역의 비율은 국토 면적

(100,295.35㎢)(MOLIT, 2016)을 기준으로, 해상

보호지역의 비율은 관할 해역 면적(443,838㎢)

(MLTMA et al., 2011)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국가 보호지역 지정 현황은 2017년 1월 기준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 4개 부처

에서 지정, 관리하는 보호지역 현황자료를 수집

하여 개소수, 지정 면적 등을 정리하였다. 국가

보호지역의 GIS 자료는 2017년 3월 우리나라에

서 WDPA에 등재한 데이터셋(dataset)을 기초로

지정 현황과 상이한 부분을 검토하여 누락되었

거나 미흡한 부분을 국가공간정보포털 오픈마

켓 용도지역지구정보로 보완하였다. OECMs 현

황은 2017년 1월 기준으로 해당 부처 및 관계기

관의 통계자료를 수집하였다. OECMs 관련 GIS

자료는 국가공간정보포털 오픈마켓, 산림청 정

부3.0 정보공개 데이터개방, 환경공간정보서비

스 등에서 확보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 보호지역과 OECMs를 통합한 국가 보호지

역 통합 시스템 GIS 자료를 구축하였다.

OECMs별로 국가 보호지역 통합 시스템의

양적 확대 면적과 기여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개

별 OECMs를 국가 보호지역과 중첩하고 육상지

역과 해상지역으로 구분하여 국가 보호지역과

의 중복 면적을 계산하였다. 또한 각각의 중복

비율과 기여도를 산출하였다. 중복 면적을 산출

하기 위해 SHP 형식의 공간자료를 30m × 30m

크기의 레스터 자료 구조로 변환하여 분석을 실

시하였다. 이러한 GIS 분석은 ESRI ArcGIS

10.2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고찰

1. 국가 보호지역 현황

국가 보호지역 현황을 2017년 1월 기준으로

중복 지정 면적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육상

보호지역은 10,888㎢, 10.86%이며 해상 보호지

역은 5,259㎢, 1.18%이다. 목표 11의 양적 확대

목표 달성도는 육상 63.9%, 해상 11.8%로 현저

히 낮은 수준이다(Hong et al., 2018).

2. 국가 보호지역 통합 시스템

IUCN은 주목적이 자연보전인 지역 중 국가에

서 승인한 지역만을 보호지역으로 인식하였던

관점을 확장하고 있다. IUCN의 보호지역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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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composition of national protected areas integrated system

Figure 2. National Protected Areas Integrated System

WDPA, Korea National Spatial Data Infra-

structure Portal(Open Market) and Korea

Forest Service Open Data

에는 벗어나지만 민간 보호지역(privately pro-

tected areas, PPAs), 원주민 및 지역공동체 보전

지역(indigenous and community conserved areas,

ICCAs), OECMs 등 생물다양성 보전에 효과적

인 다양한 기타 다른 보전 수단을 포괄하는 보

전 다원주의를 추구하고 보호지역 통합 시스템

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Jonas et al., 2014).

따라서 국가 보호지역과 OECMs를 통합한 보전

지역을 국가 보호지역 통합 시스템3)이라고 정

의하였다(Hong et al., 2017). Hong et al.(2017)

은 개발제한구역(DRZ), 자연휴양림구역(NRF),

국립수목원완충지역(BKNA)과 Heo et al.(2017)

이 잠재보호지역으로 선정한 상수원보호구역

(WPA), 수변구역(RZ), 수산자원보호구역(FPZ),

도시자연공원구역(UNPZ)을 포함하여 7개 유형

을 OECMs로 제시하였다.

OECMs 유형은 IUCN 보호지역 정의 충족 여

부를 기준으로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WCMC,

2016). 유형Ⅰ은 정부기관의 공식 승인을 제외

하고 보호지역 정의를 모두 충족하는 지역이며

유형Ⅱ는 보호지역 정의를 모두 충족하지는 못

하지만 자연 및 생물다양성을 효과적이며 실질

적으로 보전하는 지역을 말한다. 따라서 Heo et

al.(2017)이 IUCN 보호지역 정의를 기준으로 선

3) 국가보호지역 시스템은 국가 보호지역과기타 다른

보전 수단을 통합한 보전 지역(conserved areas)이며

보호지역의공간체계와관리체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Hong et al., 2017). 다만, 본 연구는 기타

다른 보전 수단을 OECMs만으로 한정하였다.

정한 잠재보호지역은 OECMs 유형Ⅰ로 분류할

수 있다(Figure 1). OECMs 유형Ⅰ은 보호지역

의 국제적 정의에는 부합하지만 단지 국가 차원

에서 보호지역 범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

로 보호지역 범주에 편입하여 관리하는 것이 생

물다양성 보전에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2017년 5월 환경부는 잠

재보호지역(OECMs 유형Ⅰ)을 포함하여 확장된

국가 보호지역 현황을 발표하였다.4)

4) 환경부 보도자료(20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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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Terrestrial and Inland water Costal and Marine

Area(㎢) Percentage Area(㎢) Percentage

Aichi Target 11 17.00 10.00

World Protected Areas
x

19,800,000 14.70 14,090,000 10.10

Asian Protected Areas
y

2,900,000 13.90 268,000 1.40

National Protected Areas 10,889 10.86 5,259 1.18

National Protected Areas Integrated System 17,912 17.86 6,736 1.52

x: UNEP-WCMC and IUCN(2016) p.34

y: Juffe-Bignoli et al.(2014) p.22

Table 1. The area and coverage of protected areas

Figure 3. The comparison of protected areas coverage

3. 양적 확대 목표 달성 정도에 대한 평가

Table 1은 보호지역별 면적 및 비율을 정리한

것이다. 국가 보호지역 통합 시스템의 육상 보

호지역은 17,912㎢, 17.86%로, 국가 보호지역에

비하여 면적은 7,023㎢, 비율은 7.00%가 증가하

는 향상된 결과를 얻었다. 목표 11에서 요구하

는 육상 보호지역의 양적 확대 목표 17%를 달

성하였으며 목표 달성도는 105.1%이다. 해상 보

호지역은 6,736㎢, 1.52%로, 국가 보호지역과

비교할 때 면적은 1,477㎢, 비율은 0.34%가 증

가하였다. 목표 11의 해상 보호지역 양적 확대

목표 10%에 매우 부족한 수치이며 목표 달성도

는 15.2%에 불과하다. 이 비율은 아시아 해상

보호지역 비율 1.40%를 약간 상회하는 수치이

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37,649㎢ 이상의

면적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이는 OECMs 발

굴 과정에서 육상지역은 충분히 고려가 되었지

만 해상지역은 배제되었으며 특히 배타적 경제

수역(EEZ)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

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 해양생태계 관리

가 연안 및 영해 지역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으

로 풀이된다.

OECMs로 선정된 7개 용도지역, 지구, 구역

(이하 ‘용도지역 등’)과 국가 보호지역과의 개별

중복 면적 및 중복도를 산출하고 각각의 ‘용도

지역 등’이 보호지역의 양적 확장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분석하였다(Table 2). 분석 결과,

OECMs로 선정된 ‘용도지역 등’의 개별 전체 면

적이 클수록, 국가 보호지역과의 중복도가 낮을

수록 양적 확대에 높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OECMs의 국가 보호지역과의 중복도는 개

별 OECMs의 주된 지정 목적과 주요 지정 대상

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국가 보호지역의 주

된 지정 목적이 생물다양성 보전인 것에 반하여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이

며 수변구역은 수계의 수질 보전이다. 국립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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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Enlarged area and quantitative contribution

of OECMs to terrestrial protected areas

Division
Total Area

(㎢)

National Protected Areas Enlarged Area(㎢)* Quantitative contribution(%)*

Overlapping

Area(㎢)
ratio(%) Terrestrial Marine Terrestrial Marine

DRZ 3,807 229 6.00 3,555 24 3.54 0.005

UNPZ 280 60 21.45 207 14 0.21 0.003

FPZ 2,812 947 33.69 439 1,425 0.44 0.321

RZ 1,189 38 3.20 1,151 - 1.15 -

NRF 1,812 667 36.81 1,142 3 1.14 0.001

WPA 1,138 250 22.00 877 11 0.87 0.002

BKNA 6 0.3 4.39 6 - 0.01 -

*: The quantitative expansion area and contributions are only considered for overlapping of national protected

areas with OECMs, and no overlap between OECMs is considered.

Table 2. The quantitative contributions of OECMs to national protected areas integrated system

Figure 5. Enlarged area and quantitative contribution

of OECMs to marine protected areas

원완충지역은 외부로부터의 악영향을 사전에

예방하여 국립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을 보호하

는 것이다. 생물다양성 보전은 이차적이며 부차

적인 목적이거나 이들의 지정을 통하여 얻어지

는 부가 효과이다. 따라서 주된 지정 목적이 보

호지역과 서로 다르기 때문에 중복도가 낮게 나

타났다. 반면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

구역, 자연휴양림구역, 상수원보호구역의 중복

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이유는 주된 지정

목적에 생물다양성 보전이 포함되어 있거나 생

물종 서식의 필수 자연자원인 수자원 또는 산림

자원이 주요 지정 대상이기 때문이다.

Figure 4와 Figure 5는 OECMs의 육상 보호

지역과 해상 보호지역의 양적 확대 기여도를 나

타낸 그래프이다. 육상지역의 경우, 7개 OECMs

모두가 양적 확대에 기여를 하였는데 그중 전체

면적이 가장 크고 중복도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이 양적 확대에 가장 높게 기여하였으며 수변구

역, 자연휴양림구역, 상수원보호구역이 약 1%

전후로 양적 확대에 기여하였다. 국립수목원완

충지역은 보호지역과의 중복도는 낮으나 절대

면적이 크지 않아 양적 확대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다. 해상지역의 경우, 수산자원보호구역

이 해상 보호지역을 의미 있게 증가(1,425㎢)시

켰으나, 전체 해상면적을 기준으로 절대 면적이

부족하여 양적 확대 기여율은 0.321%에 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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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나머지 6개의 OECMs도 양적 확대 기여

율이 0∼0.005%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환경부는 무인도서 자연환경조사, 전국 내륙

습지 조사, DMZ․백두대간 생태계 조사, 해안

사구 정밀조사 등 생태계우수지역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지역 후보지를 발굴하고 지방자

치단체 건의지역을 대상으로 타당성 검토를 거

쳐 임진강하구(13.2㎢), 인천강하구(1.9㎢), 백

석산․두타연(73.0㎢) 등 총 1,504㎢(1.5%)를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기존 국

가 보호지역 유형으로 추가 지정․확대할 계획

이다.5) 국가 보호지역 통합 시스템에 신규 보호

지역을 포함시키면, 2020년까지 약 20%에 육박

하는 육상 보호지역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토 면적에 비하여 4배 이상의 해상

면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보호

지역 통합 시스템은 연안 및 해양지역의 양적인

확대는 그 수준이 미미하였다. 따라서 OECMs는

육상지역의 정량적 확대에는 효과적이나 해상지

역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 이유는 OECMs 발굴 과정이 우리나라 용도지

역․지구제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육상

지역의 ‘용도지역 등’ 중에서 생태적 잠재력을

가진 지역들이 OECMs로 발굴되었다. 그렇지만

해상지역에는 소수의 ‘용도지역 등’ 만이 존재하

고 연안지역에만 위치하고 있어 EEZ이 배제되

었기 때문이다. EEZ에서 OECMs를 발굴하여 해

상 보호지역을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

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해상지역에서의 보

호지역 및 기타 보전 수단의 확대는 OECMs가

아닌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해양생태계 조사를 통해 해상환경 기초

자료를 우선 구축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2015

년부터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기존 해양생태계

관련 조사들을 통합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을 2

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2년 주기로 시행하는 ‘해

5) 환경부 내부자료

양생태계 종합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는 우리나라 해양생태계 현황과 변화를 체

계적이며 과학적으로 진단․평가할 수 있는 토

대를 마련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해양수산부

는 현재까지 수집한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자료

를 분석하여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정책 활용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러한 활용방안에 해양생

태계 보전가치 평가를 실시하고 해양 생물다양

성 중요 지역을 파악하여 해상 보호지역으로 지

정, 관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EEZ를 고려한 기존 해양 보호지역과

다른 형태의 해상 보호지역 유형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해역에 분포하지는 않지만 국제

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생태학적으로 또

는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해양지역(ecologically

or biologically significant marine areas, EBSAs),

중요 해양 포유류 지역(important marine mam-

mal areas, IMMAs)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가 필요하다. CBD 제9차 당사국총회(COP 9)에

서 보호가 필요한 EBSAs를 식별할 수 있는 과

학적인 기준(criteria)6)을 채택하였으며 2010년

∼2014년 9차례 지역 워크샵을 통해 EBSAs 기

준을 충족하는 204개 지역이 보고되었다

(Dunstan et al., 2016). 우리나라도 무안갯벌, 순

천만갯벌, 서천갯벌이 EBSAs로 식별되었다. 그

렇지만 여전히 연안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

라서 우리나라 국가 관할 해역 내외의 원양 해

역 및 심해에서 EBSAs의 취지에 맞는 생태학

적으로 또는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영역을 식별

6) EBSAs를 식별하기 위한 7가지 과학적 기준(criteria)

은 (1) 고유성 또는 희소성(uniqueness or rarity) (2)

종의 생활사에서의 중요성(special importance for life

history of species) (3) 위협 및멸종 위기에 처해 있거

나 개체수가 감소하는 종/서식지(importance for

threatened, endangered or declining species and/or

habitats) (4) 취약성, 연약성, 민감성, 느린 회복

(vulnerability, fragility, sensitivity, slow recovery) (5)

생물학적 생산성(biological productivity) (6) 생물다

양성(biological diversity) (7) 자연성(naturalness)이다

(CBD Secretaria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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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필요하다. IMMAs는 한 종 이상의 해

양 포유류의 중요한 서식지이다. 해양 포유류가

우산종(umbrella species), 깃대종(flagship spe-

cies)으로서 역할을 갖고 있지만 높은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과되고 있

다는 점에서 IMMAs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7)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양포유동물(41종)을 별도

로 정하고 있으며 16종의 해양 포유류를 보호대

상해양생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

포유류의 중요 서식지를 IMMAs로 적용하는 방

안을 검토하는 것은 해상 보호지역 확대에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

IV. 결 론

본 연구는 국가 보호지역과 생물다양성 보전

에 효과적인 기타 다른 보전 수단을 포괄하는

국가 보호지역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양적 확

대 목표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고자 수행하였다.

Heo et al.(2017)과 Hong et al.(2017)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보호지역 통합 시스템을

구성(Figure 1) 및 구축하였다(Figure 2). 국가 보

호지역 통합 시스템은 국가 보호지역과 OECMs

로 구성된다. OECMs은 유형Ⅰ인 상수원보호구

역, 수변구역, 수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

역과 유형Ⅱ인 개발제한구역, 자연휴양림구역,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을 포함한다. OECMs 유형

Ⅰ은 잠재보호지역으로 국가 보호지역 범주에

편입하여 관리가 가능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국가 보호지역 통합 시스템의 양적 확대 목표

를 평가한 결과, 육상 보호지역은 목표 11에서

요구하는 양적 확대 목표 17%를 상회하였으며

2020년까지 신규 보호지역을 지정할 경우, 약

2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 OECMs의

육상 보호지역의 양적 확대 기여도는 개별

7) www.marinemammalhabitat.org

OECMs의 면적이 클수록, 국가 보호지역과의

중복도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개발제한구

역은 3% 이상 확대에 기여하였으며 수변구역,

자연휴양림구역은 1% 이상 기여하였다. 해상

보호지역은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1,425㎢가

확대되었지만 전체 해상면적과 비교할 때, 절대

면적이 부족하여 양적 확대 기여도는 0.321%에

불과하였다. 나머지 OECMs도 해상지역에서는

매우 저조한 양적 확대 기여도를 기록하였다.

결론적으로 OECMs를 통하여 구축한 국가

보호지역 통합 시스템은 육상 보호지역 확대에

는 매우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해상 보호지역

확대에는 그렇지 못하여 이를 연구의 한계점으

로 지적할 수 있다. 해상 보호지역 확대는 해양

생태계 조사와 보전가치 평가를 통해 해양생물

다양성이 우수한 지역을 발굴하거나 국제 해양

생물다양성 중요지역과 연계하면서 새로운 유

형의 해상 보호지역을 발굴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 보호지역과 생물다양성 보전

에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기타 다른 보전 수단을

통합하는 관점에서 보호지역을 확장하고 국제

적인 양적 확대 목표를 달성하였다는 의의를 갖

는다. 그러나 Protected Planet Report 2016에 따

르면 전세계 보호지역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오히려 생물다양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

다. 단지 보호지역을 양적으로 확대한다고 생물

다양성이 보전되고 향상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

증한다. 이는 보호지역의 양적 수준 뿐 아니라

질적 수준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 과제로 국가 보호지역 통합

시스템의 질적 향상 목표 평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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