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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s)은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Man and the
Biosphere Programme)에 의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육상, 해양 및 연안 생태계 또는
이들이 함께 있는 지역이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인간과 생물권 간의 균형 잡힌 관계를
촉진하고 시험하기 위해 설립한다. 관련 국가가 MAB 국제조정이사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uncil)에 요청하여 지정한다. 각 생물권보전지역은 그곳이 위치한 국가의
사법적 주권 아래에 그대로 있는다. 모든 생물권보전지역은 각 국이 자발적으로 참여
하는 세계 네트워크(World Network)의 일원이 된다.
세계 네트워크는 1995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규약에 의해 운영되며 규약에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정의, 목적, 기준, 지정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다.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실행하도록 권고되는 행동들은 “세비야 전략(Seville Strategy)”에 명시되고 마드리드
행동계획(Madrid Action Plan 2008-2013)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발전되었다. 이 문서들을
기본적으로 참고하여 이 신청양식을 완성한다.
이 신청양식에 제시된 정보는 유네스코에 의해 여러 형태로 이용될 것이다. 즉,
(a) 생물권보전지역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for Biosphere Reserves)와
MAB 국제조정이사회 의장단의 신청지역 검토
(b) 전 세계 생물권보전지역에 관심 있는 이들간의 연락과 교류를 촉진하는
UNESCO-MABnet와 같은 세계적 정보 시스템에 활용

신청 양식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 1부는 신청지역이 규약에 명시된 생물권
보전지역의 기능과 기준에 어떻게 부합되는지를 보여주는 개요이며 관계 당국의 신청 승인에
대한 서명이 포함된다. 제 2부는 제도적 측면과 인간적 물리적 생물학적 특징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과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한다. 제 3부는 두 가지 부록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부록은 신청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MABnet의 생물권보전지역
·

·

주소록(Directory of Biosphere Reserves)을 업데이트하는데 활용될 것이다. 두 번째 부록은
생물권보전지역의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자료로 제공될 것이다. 적절한 표, 일러스트레이션,
지도를 신청양식 전체 어디에다 넣을 수 있다.
신청양식은 영어나 불어 또는 스페인어로 작성해야 하며 사무국에 두 부를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1. 원본 서명이 포함된 인쇄된 서류 원본, 승인 서한, 용도지구도와 관련 서류는
공식적인 유네스코 경로, 즉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및/혹은 유네스코 상주대표부를
통해 MAB 사무국으로 보낸다.
2. 신청양식과 지도(특히, 용도지구도)의 디지털본(디스크, CD 등)은 MAB 사무국으로

직접 보낼 수 있다

UNESCO
Division of Ecological and Earth Sciences
1, rue Miollis
F-75352 Paris Cedex 15, France
Tel: +33 (0)1 45 68 41 15
Fax: +33 (0) 1 45 68 58 04
Email: mab@unesco.org
http://www.unesco.org/m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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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부 개요
1

1.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지의 이름

:

:

[사람들이 해당 장소와 연관성을 느끼도록 지역에서 통용되는 지리적, 설명적 또는
상징적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예: Rio Platano 생물권보전지역, Bookmark
생물권보전지역).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기존 국립공원이나 이와 유사한 행정구역을
따라 명명해서는 안 된다.]

2.

3.

국가명

:

생물권보전지역의 세 기능 충족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 제3조에 보전, 발전, 지원의 세 기능이 제시되어
있다. 신청지역이 어떻게 세 기능을 충족시키는지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한다.]
3.1 “보전(Conservation) - 경관, 생태계, 종 및 유전적 변이의 보전에 기여”
(지역적(regional) 또는 지구적 규모에서 생물학적 및 문화적 다양성을 보전하는데
신청지가 갖는 중요성 강조)
3.2 “발전(Development) - 사회·문화적,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인간개발 강화”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지가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 흐름의 보장 등, 지속가능한
경제적, 사회 문화적 발전 촉진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데에 신청지역이 하고 있는
활동과 가능성 기술)
3.3 “지원(Logistic Support) - 지방·지역·국가·지구적인 보전 및 지속가능발전 문제와
관련한 시범사업, 환경교육, 훈련, 연구, 모니터링 지원“
(현재 또는 계획된 활동을 제시한다.)

4.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기준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 제4조에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
갖춰야 할 7개 기준이 아래 순서대로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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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인간 간섭의 점진적 변화를 포함하여 주요한 생물 지리학적 지역을 대표하는 생태
시스템의 모자이크를 포괄한다”
(‘주요한 생물지리학적 지역’이란 엄격히 정의되지 않으며 Udvardy 분류체계를
참고하는 것이 유용하다.
http://www.unep-wcmc.org/udvardys-biogeographical-provinces-1975_745.html)
4.2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중요하다”
(고유종이나 희귀종의 수만을 뜻하지 않으나 지방, 지역 또는 지구적 수준에서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의 적색목록이나 CITES(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부속서에 오른 종들, 그리고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세계적 중요종, 희귀한 서식처
유형, 또는 독특한 토지이용 관행(예를 들어 전통적인 방목이나 숙련된 고기잡이)를
언급할 수 있다.)
4.3 “지역적(regional)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 접근법을 모색하고 보여줄 기회를 제공한다”
(해당 지역(또는 “생태지역(eco-region”)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우수지역
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반 용어로 기술한다.)
4.4 “생물권보전지역의 세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크기이다”
(특히 (a) 핵심지역과 완충지대의 장기적인 보전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표면적과 (b) 지역공동체와 함께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시험하고 보여주는
일을 하는데 적합한 지역의 활용가능성을 말한다.)
4.5 적절히 용도구획하여:
“(a)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 목적에 따라 장기적으로 보호 받고 이러한 목적을 충족
시킬 만큼 충분히 큰 곳으로 법적으로 설립된 하나 또는 다수의 핵심지역”
(핵심지역의 법적 지위, 크기, 주요 보전 목적 등을 간략히 기술한다.)
“(b) 보전 목적에 적합한 활동만이 가능한 곳으로 핵심지역을 둘러싸거나 이에
접해 있으며 명확히 확인되는 하나 또는 다수의 완충지대”
(법적 지위, 크기, 진행 중이고 계획된 활동 등 완충지대에 대해 간략히 기술한다.)
“(c)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관행이 장려되고 개발되는 바깥의 전이지역”
(전이지역은 해당 지역(region)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핵심 문제와 관련된 곳이기 때
문에 세비야 전략에서 전이지역이 더욱 강조되었다. 장․단기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들의 유형 등 전이지역에 대해 간략히 기술한다. ‘마드리드 실행계획’은 이해
관계자와 협의하여 바깥 경계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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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위 세 지역들 간의 상호영향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시한다.
4.6 “생물권보전지역의 디자인과 기능 수행에 적절한 범위의 이해관계자들, 특히 공공
기관, 지역공동체, 민간 이익집단이 관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조직적 장치가 마련되
어야 한다.”
4.6.1 마련된 혹은 예정된 조직화 장치에 대해 기술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 완충 전이지역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지원하는 공공 및/또는
민간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예를 들어 협약, 프로토콜, 의향서, 보호구역 계획 등)에 대해
기술한다.)
4.6.2 문화 및 사회적 영향 평가, 혹은 유사한 도구나 가이드라인이 사용된 적이 있는가?
(예: 생물다양성협약(CBD)의 Akwé: Kon 가이드라인1); “자유롭고 우선적이고 공유된
합의” 가이드라인, 생물문화적 지역사회 프로토콜 등 (유네스코 MAB 프로그램은
“유엔 원주민권리선언”에 따라 생물권보전지역에서 관련 프로그램이나 도구가
원주민의 권리와 관습적 권리를 고려하고 존중할 것을 권장한다.
(http://www.un.org/esa/socdev/unpfii/documents/DRIPS_en.pdf when relevant
and appropriate)).
4.7 실행 메커니즘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지가 아래사항들을 갖추고 있는가?
“(a) 완충지대 한 곳 또는 다수에서 인간의 이용과 활동을 관리할 메커니즘”
‘예’인 경우 그 내용을 서술한다. 아닐 경우 계획된 것에 대해 기술한다.
“(b) 생물권보전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을 위한 관리 정책이나 계획”
‘예’인 경우 그 내용을 서술한다. 아닐 경우 그러한 계획이나 정책이 어떻게 개발될
것인지 그리고 일정을 기술한다. (만약 신청지역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존 자연보호

구역과 일치한다면 이의 관리계획이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지의 관리계획과 어떻게 상호
보완될 것인지 기술한다.)

1)

역주: 성스런 지역, 원주민 및 지역공동체가 전통적으로 차지하거나 이용해 온 육상 및 수계
에서 일어나는 또는 이에 영향을 줄만한 개발사업에 대한 문화, 환경, 사회적 영향 평가를 위한
자발적 가이드가인. 관련 자료: https://www.cbd.int/doc/publications/akwe-brochure-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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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러한 정책이나 계획을 실행하도록 지정된 기관이나 메커니즘”
“(d) 연구, 모니터링, 교육,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
‘예’인 경우 그 내용을 기술한다. 아닐 경우 계획된 것에 대해 기술한다.
5.

승인

(관련 기관의 수가 많을 경우 추가 승인서를 별도 부록으로 첨부한다.)

5.1 핵심지역의 관리를 책임지는 당국의 서명

기관명 및 직위:
날짜: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기관명 및 직위:
날짜: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5.2 완충지대 관리를 책임지는 당국의 서명

기관명 및 직위:
날짜: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기관명 및 직위:
날짜: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5.3 핵심지역과 완충지대의 관리를 책임지는 국가(또는 주, 도) 행정기관의 서명

기관명 및 직위:
날짜: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기관명 및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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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날짜: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기관명 및 직위:
직위:
날짜: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5.4 전이지역 내 당국, 당국에 의해 인정된 선출 지방정부, 도는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대변인의 서명

기관명 및 직위 :
날짜 :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
기관명 및 직위:
날짜: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
기관명 및 직위 :
날짜 :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
5.5 MAB 국가위원회 대표 또는 연락담당자의 서명

기관명 및 직위:
날짜 :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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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6.

위치 좌표와 지도
(

상세기술

)

6.1 생물권보전지역의 표준 지리 좌표를 제공한다. (모두 WGS(세계좌표체계) 84에 따라 제시)

기본 방위
최중앙점
최북단점
최남단점
최서단점
최동단점

위도

경도

6.2 생물권보전지역의 세 용도구역의 정확한 위치와 경계의 지형층(topographic layer)
지도(들)를 제공한다(인쇄 및 디지털 본 형태로 모두 제출). 지도 제작에 사용된
shapefiles(WGS 84 좌표체계에도 있음)이 디지털 본에 첨부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이 지도의 인터넷 링크를 기재한다(예: 구글맵, 웹사이트…).
7.

크기 지도 참조
(

총 면적 :

)

(ha)

7.1 핵심지역의 크기
7.2 완충지대의 크기
7.3 전이지역의 크기
전체

육상

ha
ha
ha
ha

해양(해당되는 경우)
ha
ha
ha
ha

전체

ha
ha
ha
ha

7.4 생물권보전지역의 각 기능과 관련하여 용도구획 근거를 간략히 서술한다. 다른 유형의

용도구획도 있다면 생물권보전지역 용도구획의 요건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서술한다.
(예를 들어, 각 용도구역을 정의하는 국가 기준이 있다면 이에 대한 정보를 간략히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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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생물지리학적 지역

: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지가 위치하고 있는 생물지리학적 지역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는 이름을 표기한다. “주요 생물지리학적 지역”은 엄격히 정의되지 않지만
Udvardy 분류체계를 참고할 수 있다.
(http://www.unep-wcmc.org/udvardys-biogeographical-provinces-1975_745.html)]

9.

토지이용

9.1 역사적 토지이용 :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지 내 각 용도구획의 과거 또는 역사적인 토지이용, 자원이용,
경관변화 역사에 대해 알려진 게 있다면 간략히 요약한다.)
9.2 생물권보전지역의 주요 이용자들은 누구인가? (각 용도구역 및 주요 이용 자원에 대해)
해당하는 경우, “유엔 원주민권리선언”을 고려하여 원주민들의 관련 정도를 서술한다.
(http://www.un.org/esa/socdev/unpfii/documents/DRIPS_en.pdf).
9.3 생물권보전지역의 각 용도구역의 토지이용과 접근에 관한 규정(관습적 또는 전통적
규정 포함)은 어떠한 것들인가?
9.4 자원에 대한 접근과 통제에 대한 여성과 남성간의 다른 수준에 대해 서술한다.
(남성과 여성이 같은 자원을 다르게 이용하는가(예: 생계, 시장, 종교적/의례적 목적)
아니면 서로 다른 자원은 이용하는가?)
10.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지의 인구

[대략적인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지 내 거주 인구수)

10.1 핵심지역
10.2 완충지대
10.3 전이지대
전체

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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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별

10.4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지 안이나 인근에 사는 지역사회에 대해 간략히 기술한다.
(민족적 근원과 구성, 소수민족 등 주요 경제활동(예: 목축, 관광)과 주요 거주지역의
위치를 지도(6.2번) 참고 정보와 함께 제시한다.)
10.5 지도(6.2번)를 참고 자료로 하여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지 내 및 인근의 주요 거주지(들)의
이름 명시:
10.6 문화적 중요성
(과거 및 현재의 문화적 가치(종교, 역사, 정치, 사회, 민족) 및 기타 관련된 생물권
보전지역 신청지의 중요성에 대해 가능하다면 유형 및 무형 유산을 구분하여 기술한다.
참고: 1972년 UNESCO의 세계문화유산및자연유산보호협약과 2003년 UNESCO무형

문화유산보호협약

http://portal.unesco.org/en/ev.php-URL_ID=13055&URL_DO=DO_TOPIC&URL_SECTION=201.html,
http://portal.unesco.org/en/ev.php-URL_ID=17716&URL_DO=DO_TOPIC&URL_SECTION=201.html)
10.7 생물권보전지역 내 음성 및 문어(文語 : 민족어, 소수어, 소멸위기 언어 포함)의 수를
명시한다.
(UNESCO 멸종위기 언어 아틀라스 등을 참고한다.
http://www.unesco.org/culture/languages-atlas/index.php)
11.

생물물리적 특징

11.1 신청지의 장소적 특성과 지형에 관한 일반적 기술
(신청지의 경관을 가장 전형적으로 특징짓는 주요 지형학적 특성(습지, 늪, 산맥, 모래
언덕 등)에 대해 간략히 기술한다.)
11.2 고도 범위
11.2.1 해발 최고도 :

m

11.2.2 해발 최저도 :

m

11.2.3 해양/연안 지역의 경우, 평균해수면 아래 최대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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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11.3 기후:
(신청지의 기후에 대해 간략히 기술한다. WMO(세계기상기구)가 제시하는 쾨펜의
지역적 기후분류를 사용할 수 있다.
http://www.wmo.int/pages/themes/climate/understanding_climate.php)
11.3.1 가장 따뜻한 달의 평균기온:

℃

11.3.2 가장 추운 달의 평균기온:

℃

11.3.3 연평균 강수량:

측정 고도:

mm,

m

11.3.4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지 안이나 근처에 기상관측소가 있는가? 있다면 관측소의
이름과 위치, 운영된 기간에 대해 표기한다.
11.4 지리, 지형, 토양:
(암상지질, 퇴적물, 중요 토양 유형을 비롯하여 중요한 형성물과 조건에 대해 간략히
기술한다.)
11.5 생물기후 지대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지가 위치한 생물기후 지역을 명시한다. 아래 표를 참고로 하고
생물권보전지역의 각 용도구역에 해당하는 곳에 표시한다).

건조 지수
연평균
지역
강수량/mm Penman UNEP 지수 핵심지역 완충지대 전이지역
과건조
P<100
<0.05
<0.05
(Hyper-arid)
건조
100-400 0.05-0.28 0.05-0.20
(Arid)
반건조 d) 400-600 0.28-0.43 0.21-0.50
(Seimi-ari
아습 d) 600-800 0.43-0.60 0.51-0.65
(Dry건조Sub-humi
아습 d) 800-1200 0.60-0.90 >0.65
(Moi습윤
st Sub-humi
강우
(Per-humid) P>1200 >0.90
표 1 : P/ETP를 활용한 건조 지수
연평균 강수량 (P) / 연평균 잠재적 증발산(E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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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생물학적 특징

주요 서식지 유형(열대상록수림, 사바나림, 고산툰드라, 산호초, 대형갈조류층(kelp
bed))과 토지피복 유형(주거지, 농경지, 목초지, 경작지, 방목지)을 열거한다.
각 유형에 대해 아래 해당사항을 기술한다.
- 지역적(Regional) 특징 : 서식지나 토지피복 유형이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지가 위치한
생물지리학적 지역 내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 서식지나 토지피복 유형의
대표성을 평가한다.
- 지방적(Local) 특징 : 서식지나 토지피복 유형이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지가 위치한 생물
지리학적 지역 내에 제한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경우, 서식지나 토지피복 유형의 고유성을
평가한다.

각 서식지나 토지피복 유형별로 특징종(characteristic species)을 열거하고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연과정(예: 조수, 퇴적, 빙하후퇴, 자연적 불) 혹은 인간의 영향(예: 방목,
선별적 벌채, 농업관행)을 기술한다. 필요한 경우 첨부문서로 제공한 식생도나 토지피복도를
참조로 하여 설명한다.
12.

생태계 서비스

:

12.1 생물권보전지역의 각 생태계가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와 이 서비스의 수혜자들을
열거한다.
(새천년생태계평가틀(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Framework)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경제학(TEEB)를 참고한다.
http://millenniumassessment.org/en/Framework.html
http://www.teebweb.org/publications/teeb-study-reports/foundations/)
12.2 생태계 서비스의 지표가 생물권보전지역의 세 기능(보전, 발전, 지원)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는지 여부를 밝힌다. 사용된다면, 어떠한 서비스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2.3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태계 서비스 제공에 연관된 생물다양성에 대해 서술한다.
(관련된 종이나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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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생태계 서비스 평가가 생물권보전지역에서 행해졌는지 여부를 밝힌다. 만약 행해
졌다면 이 평가가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사용되는가?
13.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의 주요 목적

:

13.1 신청한 생물권보전지역의 주요 목적을 아래 14-16번에서 제시하는 세 기능(보전,
발전, 지원)과 통합하여, 생물 및 문화 다양성의 요소를 포함하여 기술한다. 간접
적인 부담(pressure) 및/또는 조직 차원의 문제들을 명시한다.
13.2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기술한다.
(가능하다면 의제21, Rio+20, 2015년이후 SDG(지속가능발전목표)를 참조로 하여 기술한다).
13.3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에 연관된 주요한 이해관계자들을 명시한다.
13.4 생물권보전지역을 디자인하는데 어떤 자문 절차가 사용되었는가?
13.5 이해관계자들이 생물권보전지역 실행과 관리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
13.6 생물권보전지역의 목적과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자원들(재정적, 물질적,
인적)이 어디서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공식화된 약속과 계약을 제시한다.)
14.

보전 기능

14.1 경관 및 생태계 수준(토양, 물 및 기후 포함)에서:
14.1.1 생물권보전지역의 생태계 및/또는 토양피복 유형을 서술하고 그 위치를 명시한다.
14.1.2 위에 기술된 생태계 및/또는 토지피복 유형의 상태 및 경향, 그리고 이러한 경향의
자연적 및 인위적 동인에 대해 기술한다.
14.1.3 핵심지역과 완충지역을 위한 어떤 종류의 보호 제도(관습적, 전통적 체제 포함)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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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 활동/전략의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어떤 지표나 데이터가 사용되는가?
14.2 종 및 생태계 다양성 수준에서:
14.2.1 주요 종 집단 또는 보전 목적을 위해 관심 대상이 되는 종, 특히 생물권보전지역에
고유한 종을 명시하고 이들이 출현하는 군집에 대해 간략히 서술한다.
14.2.2 핵심종들(key species)에게 어떤 부담(pressures)이 가해지는가? 즉, 어떤 위협들
(예: 지속불가능한 숲 관리)이 있으며 위협의 직접적인 원인(예: 숲의 변화나 서식지의
변화 같은 변화 동인)과 근간이 원인(예: 과도한 방목, 불, 오염), 주요한 원동력
(예: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외부적인 힘 등)은 무엇이며, 관련 지역은 어디인가?
14.2.3 종 집단과 그들에게 가해지는 부담(pressures)을 평가하기 위해 어떤 측정법과
지표가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계획 중인가? 누가 이 일을 수행하며 또는 향후 수행할
예정인가?
14.2.4 위에서 언급한 부담(pressures)을 줄이기 위해 현재 어떤 활동이 실시되고 있는가?
14.2.5 위에서 언급한 부담(pressure)을 줄이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인가?
14.3 유전적 다양성 수준에서:
14.3.1 중요한 종이나 변종을 기재한다(예: 보전, 의약품, 식량생산, 농업 생물다양성,
경작관행 등을 위해 중요함).
14.3.2 이들 종이나 변종을 위협하는 생태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담(Pressures)이나
변화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14.3.3 군집 현황과 이와 연관된 진화를 평가하기 위해 종 수준에서 사용되거나 사용될
지표는 어떤 것인가?
14.3.4 유전적 다양성 보전을 위해 어떤 방안이 사용될 것이며 보전과 연관된 실행방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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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발전 기능

15.1. 사회·문화적 그리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개발과 인간개발 촉진의 가능성:
15.1.1 해당 지역이 어떻게 그리고 왜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우수/모델 지역
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설명한다.
15.1.2 어떤 변화와 성공이 있었는지 평가한다(어떤 목표와 어떤 지표에 의한 것인지도
밝힌다)
15.2 관광이 주요한 활동인 경우:
15.2.1 관광의 유형과 사용가능한 관광시설에 대해 기술한다.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지의
주요 관광지와 그 위치를 하여 간략히 제시한다.
15.2.2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지에 해마다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가?(일일 관광객,
숙박 관광객,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지만 방문하는 관광객 또는 경유 관광객 등을
구분한다) 증가 또는 감소 추세인가 또는 특정 목표가 있는가?
15.2.3 현재 관광활동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15.2.4 현재 또는 예상되는 관광의 긍정적 및/또는 부정적 영향과 그 영향이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 설명한다(14번과 관련).
15.2.5 이 영향들을 어떻게 누가 관리할 것인가?
15.3 농업(방목 포함)과 기타 활동(전통적 및 관습적 활동 포함):
15.3.1 농업(방목 포함) 및 기타 활동의 유형, 해당 지역, 연관된 사람들(남녀 모두 포함)에
대해 기술한다.
15.3.2 위 활동들이 생물권보전지역의 목적에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긍정적 및 또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기술한다(14번 참고).
15.3.3 현황과 추세를 평가하는 데 어떠한 지표가 사용되고 있는가 또는 사용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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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 생물권보전지역의 목표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화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현재 어떤 활동이 행해지고 있으며 어떤 조치가 적용될 것인가?
15.4 생물권보전지역이 그 경계 밖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기여하는 여타 활동들.
15.4.1 활동의 종류, 해당 지역, 연관된 사람들(남녀 모두 포함)에 대해 기술한다.
15.4.2 이 활동들이 생물권보전지역의 목표에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긍정적 및/또는 부정적
영향을 제시한다(14번 참조). 이미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15.4.3 현황과 추세를 평가하는데 어떤 지표가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예정인가?
15.4.4 생물권보전지역의 목표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현재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떤 조치가 취해질 것인가?
15.5 지역주민들에 주는 경제적 혜택:
15.5.1 위에 기술된 활동들 중에서 지역사회(남녀 모두 포함)가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지로
부터 어떤 수입이나 혜택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가?
15.5.2 수입이나 기타 혜택을 측정하는데 어떤 지표들이 사용되는가?
15.6 정신적, 문화적 가치와 관행:
(문화적 다양성을 포함한 가치와 관행을 전체적으로 서술한다).
15.6.1 문화적, 정신적 가치 그리고 언어, 의식(儀式), 전통적 생활방식을 포함한 관행에
대해 서술한다. 이들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거나 쇠퇴하고 있는가?
15.6.2 위 가치와 관행을 파악, 보호, 촉진 및/혹은 재생(再生)시키기 위한 활동들을
제시한다.
15.6.3 문화적 가치가 정체성의 요소, 전통지식, 사회조직 등과 같은 발전 과정에 어떻게
통합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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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 위 활동들을 평가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쓰여진 지표가 있는지 밝힌다. 만약
있다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지표의 예: 가치관과 관행을 전수하는 형식 및 비공식적 교육 프로그램의 존재와 수,
진행되고 있는 재활성화 프로그램의 수, 소멸 위기 혹은 소수 언어 사용자의 수)
16.

지원 기능

16.1 연구와 모니터링:
16.1.1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에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에 대응하고 관리계획 이행을 위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질 기존 및 계획된 연구 프로그램과 사업 및 모니터링 활동
그리고 실행지역에 대해 기술한다(부록 I의 변수 참조).

16.1.2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와 관련된 과거 연구와 모니터링 활동에 대해 간략히 기술
한다(부록 I의 변수 참조).
16.1.3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지 내에 어떤 연구시설이 활용가능한지, 그리고 생물권보전
지역이 이 시설을 지원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기술한다.
16.2 지속가능발전교육과 대중인식:
16.2.1 대상 집단과 참여자들의 수(“교사” 및 “학생”)와 해당지역을 제시하면서 기존
및 계획된 활동에 대해 서술한다.
16.2.2 위 활동들을 위해 어떤 시설과 재원이 활용 가능한가(또는 활용 가능하게 될
것인가)?
16.3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에 기여:
16.3.1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지는 어떻게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지역 및 주제
네트워크에 기여할 것인가?
16.3.2 생물권보전지역 국제협력으로부터 무슨 혜택을 기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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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사용되는 내부 및 외부 커뮤니케이션 방법과 매체:
16.4.1 생물권보전지역의 웹사이트가 있는가(혹은 예정되어 있는가)? 만약 있다면 URL
(웹사이트 주소)은 무엇인가?
16.4.2 전자 뉴스레터가 있는가(혹은 예정되어 있는가)? 만약 있다면 얼마나 자주 발행
될 것인가?
16.4.3 생물권보전지역이 소셜 네트워크(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연결되어 있는가(혹은
예정되어 있는가)?
17.

거버넌스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정
,

,

:

[해당 지역이 지정되었다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서술한다.]
17.1 관리 및 조정 체계:
17.1.1 생물권보전지역의 법적 지위는?
17.1.2 핵심지역과 완충지대의 법적 지위는?
17.1.3 생물권보전지역의 각 구역(핵심지역, 완충지대, 전이지역)에서 어떤 행정기관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17.1.4. 각 행정기관의 권한을 명시한다. 필요한 경우 각 구역을 구분하고 분권화된
기관도 언급한다.
17.1.5 각 구역의 주된 토지소유(소유권)에 대해 기재한다.
17.1.6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책임지는 관리자/코디네이터가 한 명인가 아니면 여러 명
인가? 만약 한 명이라면 어디에 고용되어 있는가(국가기관, 환경 행정기관, 지방
당국)?
17.1.7 각 구역 혹은 전체 생물권보전지역을 위한 자문기관 혹은 의사결정기관(예: 학술
위원회, 주민총회)이 있는가?
o 만약 있다면, 구성, 역할, 권한, 회의개최 빈도에 대해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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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 특별히 생물권보전지역만을 위한 조정체계가 설립되어 있는가?
o 만약 있다면 기능, 구성, 각 집단의 체계 내 상대적 비율, 각 집단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 자세히 기술한다.
o 조정체계가 자치적(autonomous)인가, 아니면 지방 혹은 중앙 정부 권한 또는 생물권
보전지역의 관리자/코디네이터의 권한 아래에 있는가?
17.1.9 관리/조정이 현지 상황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가?
17.1.10 관리 효과를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절차가 있는가?
17.2 생물권보전지역 내 갈등:
17.2.1 해당 지역의 자연자원의 접근과 이용에 관련된 중요한 갈등/분쟁에 대해 서술
한다(정확한 시기도 포함). 만약 생물권보전지역이 이러한 갈등을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데 기여했다면 무엇이 해결되거나 예방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각 구역
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설명한다.

17.2.2 서로 다른 행정기관들 간에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와 관련하여 갈등이 있다면
이에 대해 서술한다.
17.2.3 이러한 갈등/분쟁들을 해결하는데 사용된 방법과 그 효과에 대해 설명한다.
17.3 지역사회의 대표 참가, 참여, 자문:
17.3.1 생물권보전지역 디자인, 관리/협력 계획 수립, 생물권보전지역의 일상적인 관리 등
어떤 단계에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였는가? 구체적인 예를 든다.
17.3.2 생물권보전지역의 계획 및 관리(예: 대표자 회의. 자문그룹)에 지역주민들(여성
과 원주민 공동체 포함)이 어떻게 대변되었는지 또는 현재 되고 있는지 서술
한다.
17.3.3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지의 청년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예: 생물권보전
지역이 청년들에게 미치는 잠재적 영향, 청년들의 관심과 요구, 청년들의 적극적인
생물권보전지역 거버넌스 체계 참여를 권장하는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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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4 어떤 형식으로 지역사회를 대변하는가?(예: 기업, 협회, 환경단체, 노동 조합)
17.3.5 대표적인 지역사회 단체들을 통합하기 위한 절차가 있는가?(예: 재정적 절차,
대표자 선출, 전통기관)
17.3.6 자문 수단의 시간적 범위는?(상설 회의, 특정 사업에 대한 자문)
이 자문에 대해 완전하게 서술한다. 생물권보전지역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17.3.7 어떠한 자문 수단이 사용되었고 누가 참여했는가? 특정 목적을 위한 것인가
장기적인가? 의사결정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결정, 자문 혹은 주민들에게
알리는 정도)
17.3.8 지역사회 단체들과 의사결정 절차에 여성들이 참여하는가? 여성들의 관심과
요구가 동등하게 고려되고 있는가? 여성들의 대표성과 참여를 권장하기 위해
어떤 인센티브나 프로그램이 있는가(예:”성 영향 평가”가 실행되었는가)?
17.4. 관리/협력을 위한 계획/정책:
17.4.1 전체 생물권보전지역을 위한 관리/협력 계획/정책이 있는가?
17.4.2 어떤 행위자들이 관리/협력 계획을 마련하는데 관여하는가? 어떻게 관여하는가?
17.4.3 지방당국들이 공식적으로 관리/협력 계획을 채택하고 있는가? 다른 규정 및/
또는 계획을 참고로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세부사항을 기재한다.
17.4.4 관리/협력 계획의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얼마나 자주 개정되거나 재협상되는가?
17.4.5 관리/협력 계획의 내용을 서술한다. 이 내용은 세부적인 조치들 혹은 세부적인
지침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계획이 뒷받침하는 조치들 혹은 지침들의 사례를
제시한다. (사본을 첨부한다)
17.4.6 이 관리/협력이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지의 목표들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서술한다.
(13.1번 기술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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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 이 계획은 구속력이 있는가? 합의에 기초한 것인가?
17.4.8 특히 완충지대과 전이지역에서 어떤 기관들이 계획의 실행을 담당하는가?
이 기관들의 맡은 역할의 근거를 제시한다.
17.4.9 어떠한 요소들이 계획 실행을 방해하거나 도와주는가(예: 지역주민들의 거부감,
의사결정 수준 간의 갈등)?
17.4.10 어떻게 생물권보전지역이 지역적(regional)/국가적 전략에 통합되어 있는가?
역으로, 지방/광역 계획이 생물권보전지역의 계획에 어떻게 통합되어 있는가?
17.4.11 주요한 재원과 연간 예산 추정 금액을 제시한다.
17.5 결론:
17.5.1 귀하의 생각에, 무엇이 생물권보전지역의 기능 실행과 체계 운영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가? 특히, 생물권보전지역의 세 기능(보전, 발전, 지원)
충족과 관련하여 이유와 방법을 설명한다.
18.

특별 지정

:

(특별 지정지역들은 보전, 모니터링, 실험적 연구, 환경교육과 같이 생물권보전지역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중요성을 갖는 특별한 장소임을 인정해 준다. 이러한 지역

지정은 생물권보전지역의 기능들이 존재하거나 발전될 기회가 있는 곳에서 이 기능들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별 지정지역들은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지 전체나 그 안에
포함된 한 장소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므로 특별 지역지정들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을 보완하면서 강화한다.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지에 해당되는 지정지역들을
각각 표시하고 그 명칭을 기입한다.)
명

칭:

( ) 유네스코 세계유산지역
( ) 람사 습지협약지역
( ) 기타 국제적/지역적인 보전 협약/디렉티브(directives) (구체적 명기)
( ) 장기 모니터링 지점 (구체적 명기)
( ) 장기생태연구 (LTER 지점)
( ) 기타 (구체적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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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첨부 서류 신청양식과 함께 제출함
(

)

(1) 좌표를 포함한 위치와 용도구획도
[생물권보전지역의 표준 좌표를 제시한다(모두 WGS 84에 근거한다). 생물권보전지역의
세 용도지구의 정확한 위치와 경계를 나타낸 지도를 제공한다(지도는 인쇄본과 디지털
본 모두 제출해야 한다). 지도 제작에 사용된 Shapefiles(WGS 84 투사 시스템에도
있음)를 디지털 본에 첨부해야 한다. 이 지도의 인터넷 링크가 있으면 이를 기재한다
(예: 구글맵, 웹사이트).]
(2) 식생도 또는 토지피복도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지의 주요 서식지와 토지피복 유형을 보여주는 식생도나 토지
피복도를 가능하다면 제공해야 한다.)
(3) 법률 문서 목록 (가능하다면 영어나 불어 및 스페인어로 법륙의 내용과 가장 관련성이
큰 조항들의 번역문도 함께)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지의 설립을 승인하고 생물권보전지역 및 법률에 포함된 행정
구역의 이용과 관리를 통치하는 주요한 법률 문서들을 열거한다. 각 문서의 한 부를
제출한다.]
(4) 토지이용과 관리/협력 계획의 목록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지에 포함된 행정구역의 기존 토지이용과 관리/협력 계획(날짜,
참고번호와 함께)을 열거한다. 이들 문서의 사본을 제출한다. 계획의 내용 그리고
가장 관련성이 큰 조항들의 번역문을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인어로 만들도록 권장한다.]
(5) 종 목록 (첨부)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지에 출현하는 중요종의 목록을 가능하다면 일반명을 포함하여
제공한다.)
(6) 주요 참고문헌 목록 (첨부)
(지난 5~10년 동안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지와 관련된 주요 발행물과 논문의 목록을
제공한다.)
(7) 5번의 승인서 원본
(8) 그 외 첨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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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주소

20.1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지의 연락처: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내 모든 연락을 위해 주요 연락처로 사용될 정부기관,
단체 또는 기타 조직)

이름:
거리 또는 사서함(P. O. Box):
시, 우편번호:
국가:
전화:
팩스:
이메일:
웹사이트:
20.2 핵심지역의 행정조직

이름:
거리 또는 사서함(P. O. Box):
시, 우편번호:
국가:
전화:
팩스:
이메일:
웹사이트:
20.3 완충지대의 행정조직
이름:
거리 또는 사서함(P. O. Box):
시, 우편번호:
국가:
전화:
팩스:
이메일: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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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전이지역의 행정 담당기관
이름:
거리 또는 사서함(P. O. Box):
시, 우편번호:
국가:
전화:
팩스:
이메일: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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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권보전지역 신청양식의 부록
년 월
생물권보전지역 주소록
I

(2013

1

M AB net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양식의 부록

2)

행정 관련 세부사항
국가:
생물권보전지역의 이름:
지정년도: (MAB 사무국이 작성)
행정당국: (17.1.3)
담당자 이름: (20.1)
연락처: (전화번호, 우편번호, 이메일 주소 포함) (20.1)
관련 링크: (웹사이트)
소셜 네트워크
:

(16.4.3)

기술
일반적 기술: (장소의 특징은 11.1번, 인구는 10번)
25줄 이내

주요 생태계 유형: (14.1)
주요 서식지 및 토지피복 유형: (11.6)
생물기후학적 지역
위치(위도 및 경도): (6.1)
전체 면적 (ha): (7)
핵심지역: (7)
완충지대: (7)
전이지역: (7)
:

(11.5)

2) 지정 승인 후 MABnet에 게시된다. 위의 숫자들은 신청양식의 관련 항목의 번호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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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각 용도구역: (7.4)
고도 범위(해발 m): (11.2)
용도구획도 (6.2)
:

생물권보전지역의 주요 목표
개요
(13.1)

5줄 내외

연구
개요

(16.1.1)

5줄 내외

모니터링
개요

(16.1.1)

5줄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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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변수

아래 표에서 관련 변수들을 표시한다

(S pecif ic variab les) (

무생물변수

생물다양성변수

무생물 요소

조림/재조림

산성 강하(deposition)/대기 요소

조류(藻類)

대기질

외래종 및/또는 침입

기온

양서류

기후, 기후학

건조와 반건조 시스템

오염물질

개체생태학

가뭄

해변/연성 기저 시스템

침식

해저

지질학

생물다양성 측면

지형학

생물지리학

지구물리학

생물학

빙하학

생물공학

지구적 변화

조류(鳥類)

지하수

아한대림 시스템

서식지 문제

증식

중금속

연안/해양 시스템

수문학

지역사회 연구

지표

보전

기상학

산호초

모델링

훼손지역

모니터링/방법론

사막화

영양소

사구 시스템

물리해양학

생태학

오염, 오염물질

생태계 평가

펄질화/침적(siltation)/퇴적

생태계 기능/구조

토양

생태계 서비스

동굴학

전이대(Ecotones)

지형

고유종

독성학

행동학(Ethology)

자외선(UV) 방사

증발산
진화학/고생태학
동물상
불/화재생태학
어류
식물상
산림 시스템
담수 시스템
균류(菌類)
유전자원
유전자 변형 생물체
가정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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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
무척추생물
섬 시스템/연구
석호 시스템
이끼류
포유류
맹그로브 시스템
지중해 유형 시스템
미생물
이동성 개체군
모델링
모니터링/방법론
산악 및 고원 시스템
자연 및 기타 자원
천연의약제품
혼란과 회복력
해충/질병
생물계절학(phenology)
식물사회학/천이
플랑크톤
식물
극지 시스템
수분(受粉)
인구 유전학/역학
생산성
희귀/멸종위기종
파충류
회복/복원
종의 (재)도입
종 목록화
아열대 및 온대 우림
분류학
온대 삼림 시스템
온대 초원 시스템
열대 건조림 시스템
열대 초원 및 사바나 시스템
열대 습윤 산림 시스템
툰드라 시스템
식생 연구
화산/지열 시스템
습지 시스템
야생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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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권보전지역 신청양식 부록
년 월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지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자료
II

(2013

1

)

사무국이 언론 행사에 적합한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고품질의 사진 및/또는 짧은 비디오를
비롯한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지에 관련된 홍보자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사진 크레딧과
캡션이 들어간 고해상도의 사진(300 dpi), 그리고 코멘트나 자막이 없는 전문 품질의
비디오 동영상(DV CAM이나 BETA만 가능)을 준비한다.
또한, 다음의 비독점권 계약서의 서명본을 제출한다. 각 생물권보전지역에 관한 최대 10분
분량의 자료를 UNESCO의 시청각 섹션에 모아놓고 B-roll이라고 불리는 최종 결과물을
언론에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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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SCO 사진 자료실

공보국

비독점적 권리 양도 계약서
참조:
1. a) 아래에 서명한 본인은 위에 언급된 사진의 저작권 소유자로서, UNESCO가 디지털을
포함하여 모든 사진 또는 일부를 어떠한 양식 및 어떤 지원 방식으로든 대중에게 활용,
게시, 복제, 보급 및 소통하고, 이 계약서에 의해 UNESCO에 주어진 권리에 근거해 제 삼
자에게 이러한 권리를 허락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부여한다.
b) 위의 권리는 전 세계에서 저작권의 법정 기간 동안 UNESCO에 부여된다.
c) 작품이 어떤 형태로든 사용될 때마다 사진가의 이름이 UNESCO의 이름과 나란히
인용될 것이다.
2. 본인은 아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한다.
a) 본인은 사진의 단독 저작권 소유자이며, 본 계약서와 국가 법률 및 관련 국제 저작권

협약에 의해 본인에게 주어진 여타 권리에 의해 부여 받은 권리의 소유자이며 본 계약을 체
결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
b) 본 사진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기존의 저작권 또는 라이센스를 위반 또는 침해하지
않으며, 음란, 비방 혹은 명예훼손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성명 및 주소:
날짜 :

서명 :
(계약서에 서명하고, 사본 두 부는 유네스코에 보내고 원본은 본인이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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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주소: 7 Place Fontenoy, 75352 Paris 07 SP, 직통 전화: 00331 – 45681687
직통 팩스: 00331 – 45685655;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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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S CO

공보국

사진 자료실

비독점적 권리 양도 계약서
참조:
1. a) 아래에 서명한 본인은 위에 언급된 비디오의 저작권 소유자로서, UNESCO에

디지털을 포함하여 모든 비디오 또는 일부를 어떠한 양식 및 어떤 지원 방식으로든 대중
에게 활용, 게시, 복제, 보급 및 소통하고, 이 계약서에 의해 UNESCO에 주어진 권리에
근거해 제 삼자에게 이러한 권리를 허락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부여한다.
b) 위의 권리는 전세계에서 저작권의 법정 기간 동안 UNESCO에 부여된다.

c) 작품이 어떤 형태로든 사용될 때마다 사진가의 이름이 UNESCO의 이름과 나란히
인용될 것이다.
2. 본인은 아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한다.
a) 본인은 비디오의 단독 저작권 소유자이며, 본 계약서와 국가 법률 및 관련 국제 저작권

협약에 의해 본인에게 주어진 여타 권리에 의해 부여 받은 권리의 소유자이며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
b) 본 비디오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기존의 저작권 또는 라이센스를 위반 또는 침해하
지 않으며, 음란, 비방 혹은 명예훼손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성명 및 주소:
날짜:

서명 :
(서명 후, 계약서 사본 두 부는 유네스코에 보내고 원본은 본인이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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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주소: 7 Place Fontenoy, 75352 Paris 07 SP, 직통 전화: 00331 – 45681687
직통 팩스: 00331 – 45685655;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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