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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문

1

한국 MAB 전략과 행동계획 2016-2025

MAB와 생물권보전지역의 개념과 동향
MAB는‘Man and the Biosphere’의 약자로, MAB 프로그램은 우리말로‘인간과
생물권’프로그램이다. 1971년 유네스코의 정부간 과학 프로그램의 하나로 출범한
MAB 프로그램은 자연·사회 과학 연구, 교육·훈련, 국제협력 등을 통해 인간과 환
경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혁신적인 접근법을 모색, 실행하고 확산하는 국제 사업이
다. 유네스코 총회에서 선출된 34개 이사국이 MAB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한다.

2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s)은 MAB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장
소이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생물지리적 지역을 대표하면서 생물다양성 보전이 중요한
육상과 연안·해양 생태계를 포함하는 곳으로서 세계유산지역, 람사르습지지역 등과
함께 대표적인 국제 보호지역이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전통적인’ 보호지역과 달리
법적으로 보호받는 주요 생태계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인접한
지역사회까지 범위에 포함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
발전을 실행한다. 다시 말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반 하여 경제·사회적 발전 모델을
만들어가는 곳이다. 1976년 최초로 57개 생물권보전지역이 지정되었고 2015년 9월
기준으로 전 세계 120개국에 651곳이 있다.

3

생물권보전지역은 보전(conservation), 발전(development), 지원(logistic support)
등 3가지 기능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핵심구역(core area(s)), 완충구역(buffer
zone), 협력(전이)구역(cooperative transition area) 등 3가지 구역을 설정한다.

4

MAB 프로그램 초기(1976~1984년)에는 자연자원의 보전과 과학적 연구, 교육에 중
점을 두고 국립공원과 같은 기존 법정보호지역을 그대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
였다. 1982년에 지정된 설악산 생물권보전지역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협력구역이 거
의 없어 지속가능발전 기능을 실행할 여지가 없었다. 1995년 ‘생물권보전지역을 위
한 세비야 전략(Seville Strategy for Biosphere Reserves)’,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Statutory Framework of the World Network of Biosphere Reserves)’

1

같은 규범이 확립되면서 MAB 프로그램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2008년 제3차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총회에서 ‘2008-2013년 생물권보전지역을 위한 마드리드 행
동계획(Madrid Action Plan for Biosphere Reserves 2008-2013)’이 수립되어 실행
되었다.

5

2015년 6월 새로운 10년을 위한 ‘2015-2025년 MAB 전략(MAB Strategy 20152025)’이 수립되었고, 2016년 3월 페루 리마에서 개최되는 ‘제4차 세계 생물권보
전지역 총회’에서 새로운 행동계획(2016-2025년)이 채택될 예정이다. 새로운 MAB
전략과 행동계획은 세계 곳곳의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물다양성 감소, 기후변화, 빈
곤, 물·식량 안보 등 지구적 과제에 대한 지역적 해결방안을 모색·확산하여 인간과
환경의 웰빙(well-being)을 보장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MAB와 생물권보전지역의 국내 현황과 과제
6

우리나라는 1970년대 초 유네스코 MAB 시리즈 책자 번역·발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MAB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 MAB한국위원회가 유네스코한국위원
회 산하 특별위원회로 설치되어 운영되면서 한국 MAB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2010년
MAB한국위원회 사무국이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이전되어 환경부 소관 사업으로 한
국 MAB 사업이 추진되어 오고 있다.

7

1982년 설악산이 첫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년이 지난 후 제주도 생물권
보전지역(2002년)이 지정되었다. 이후 지정된 신안다도해(2009년), 광릉숲(2010년),
고창(2013년)을 포함하여 남한에 5곳, 북한에 4곳(백두산, 구월산, 칠보산, 묘향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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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총 9곳이 한반도에 지정되어 있다(2015년 9월 기준).

8

다른 여러 MAB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생물권보전지역은 국내에서 법정보호지역이
아니나, 생물권보전지역을 지정받을 때 국내법으로 기존에 보호받는 곳을 핵심구역
등 범위에 포함시킨다. MAB 프로그램과 관련된 국내 법제도는「유네스코MAB한국위
원회 운영규정」(2009년 12월 제정 환경부 훈령), 「자연환경보전법」의 일부 지원근거
조항(21조 2, 49조 13)이 있다(2015년 9월 기준).

9

한국 MAB 사업은 그동안 자연·사회 과학 학제간 접근과 연구, 한반도 비무장지대
(DMZ) 보전을 위한 국제적 지원과 협력체계, 생태관광, 지역상품 라벨링(브랜드) 등
지역경제활동을 촉진하고, 동북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East Asian Bi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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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rve Network, EABRN),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World Network
of Island and Coastal Biosphere Reserves, WNICBR)와 같은 지역·주제 네트워크 설
립을 주도하고 지원해 왔다. 또 북한 생물다양성 연구와 출판 지원, MAB 국제조정이
사회 이사국과 의장국(2010-2012년) 역임 등, 국내외적으로 활동과 역할을 확대해
왔다.

10 우리나라에 MAB 프로그램이 도입된 지 40여년이 지난 현재 한국 MAB 사업은 양적
으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더욱 발전된 역할과 기여를 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생물권
보전지역이 국제적인 생태적 가치 인증 수단에 그쳐서는 안 되며, 과도한 개발과 이
용, 기후변화 같은 환경변화 등 여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보전 기반 지역
발전 모델’로 발전해야 한다. 또한, MAB와 생물권보전지역의 경험과 성공사례가 우
리나라 생물다양성 보전정책과 한반도 생물다양성 보전협력을 강화하는 밑거름이 되
어야 할 것이다. 국제 MAB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북한과 저개발국의 생물
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협력·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11

위와 같은 역사적 발전과정과 현황에 기초하여 향후 10년간 한국 MAB의 주요 과제
를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천 모델로서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인식 확대
② 지역주민 참여와 지역사회 주도성을 강화하여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발전·지원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
③ MAB, 생물권보전지역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확충
④ 동북아·국제 MAB 협력체계의 효과적 운영과 지원을 위한 국가적 역할 강화
⑤ 통일을 준비하는 한반도 생물다양성 보전체계 구축, 다자간 교류협력에 기여

2
3

한국 MAB 전략과 행동계획의 실행기간, 수립과정
12 한국 MAB 전략과 행동계획은 MAB 프로그램에 관련하여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립되
는 것으로 실행기간은 2016-2025년(10년) 이다. 참고로, 2015년에 승인된 유네스코
MAB 신규 전략의 기간은 2015-2025년이며, 2016년에 수립될 MAB 행동계획의 기
간은 2016-2025년이다. 한국 MAB 전략과 행동계획은 신규 유네스코 MAB 전략 과
행동계획의 핵심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13 한국 MAB 전략과 행동계획을 준비하기 위해 한국MAB위원회 내에 전략개발 실무그
룹이 구성되었다. 실무그룹을 중심으로 국외 선진 MAB 관계자 인터뷰와 사례조사,
MAB한국위원회 위원와 생물권보전지역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생물권보전지역별 현
장 간담회 개최, MAB한국위원회·전문가 워크숍 개최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

Man and the Biosphere

하고자 노력하였다.

2. 비전과 미션
한국 MAB 전략과 행동계획 2016-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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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MAB의 비전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하여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사회 ”
15 위 비전을 향해 2016-2025년 간 아래와 같은 미션을 수행한다.
● 생물권보전지역이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지속가능발전 모델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효과적인 홍보·교류 체계를 구축하여 생물권보전지역의 경험과 성공사례를
국내외로 확산한다.
● 생물다양성 보전, 지속가능발전교육,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이 생물권보전지역에서
혁신적으로 실행되도록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한다.

4
5

3. 목표 및 기대성과

5대 목표

[1]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의 보전·증진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
[2] 인간과 생물권이 조화를 이룬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 모델 형성과 확산
[3]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역사회 역량강화, 생물권보전지역 인지도 제고
[4] MAB, 생물권보전지역의 제도적 기반과 국제적 기여 확대
[5] 효과적인 소통, 참여와 협력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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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1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의 보전·증진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
생태계는 우리 삶에 필수적인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개발사업 증
가, 기후변화 등 위협요인에 의한 생물종과 서식지의 급격한 감소가 국가와 세
계의 환경적·사회적 핵심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엄격히 보
호되는 핵심구역을 둘러싸거나 인접한 완충구역과 협력(전이)구역의 자원이용과
인간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핵심구역 내 생물다양성을 효과적으로 보전
하고 생물권보전지역 내와 인근의 생태계서비스를 증진할 수 있다. 보호지역 관
리기관, 지역주민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생태·환경·문화적 가치에 대한 조사,
연구, 모니터링과 훼손된 생태계 복원을 촉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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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성과

❖ 지역사회의 중요 자원으로서 생물다양성의 지속적 관리와 보전
❖ 생물권보전지역을 국가 생물다양성, 생태계서비스의 보전·증진을 위한 효과

적 수단으로 활용
❖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생물다양성협약(CBD) 전략계획(2011-2020)과 아이

치 생물다양성 타깃(Aichi Biodiversity Targets), 지속가능발전전략(SDGs) 등
국가적·국제적 전략과 계획 실행에 기여

인간과 생물권이 조화를 이룬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 모델 형성과 확산

목표 2

17

MAB 프로그램은 세계 생물권보전지역의 경험, 성공사례, 인적교류 등을 통해 인
간과 생물권(자연)이 상생하는 사회·경제 발전 모델을 만들고 지속가능한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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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는 길을 예시할 수 있다. 특히, 생물권보전지역 내 협력(전이)구역은 핵심구
역과 완충구역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연계·활용하여 혁신적인 사회·경제적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장이 될 수 있다. 그동안 국내 생물권보전지역에서 계획하
거나 추진된 생태관광, 지역특산품 판매 등 생물다양성에 기반한 경제활동을 소
득증대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통합적 지속가능발
전 모델로 디자인하여 실행하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도록 한다.
❖ 생물권보전지역이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발전모델로서 기능하고 다른

>> 기대성과

지역으로 확산
❖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의 특성, 생활양식, 전통지혜가 활용되는‘한국형’지

속가능발전 모델 창출에 기여
❖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지역주민의 자부심과 주인의식 강화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역사회 역량 강화, 인지도 제고

목표 3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이란 생물다
양성 등 지속가능발전에 중요한 이슈들을 교육과 학습에 포함시켜 모든 이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가치를 습득하게 하는
것이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발전의 장인 생물권보전지역은 지속
가능발전교육의 효과적인 장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주체들은 새로운 기능과 가치를 배워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한국 MAB 전략과 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렵 과정에서 많은 MAB, 생물
권보전지역 관계자들이 지역주민과 일반 국민들의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인
지도와 인식 개선을 향후 중점과제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인식과 이해는 생태계 보전, 생태관광, 지역특산품 판매 등 생물권보전지
역 운영과 사업의 중요 요소이다. 생물권보전지역의 모범사례, 브랜드 등을 활
용하여 지역사회와 국민을 대상으로 필요한 정보 제공과 홍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국내 모든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사업 추진
❖ 지역주민의 보전인식 증진, 지역발전사업의 추진역량, 주민공동체의

활성화에 기여
❖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생활양식과 사회구조 형성에 기여
❖ 생물권보전지역과 관련 제품·서비스의 인지도, 브랜드 가치 향상
❖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지역주민과 국민의 인식 향상

>> 기대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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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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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4

MAB, 생물권보전지역의 제도적 기반과 국제적 기여 확대
국내 각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체계와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특히 중앙정부와 광역지
자체의 지원·협력이 강화되도록 법제적 기반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생물권보전지
역 신청과 지정 건수가 증가하면서 생물권보전지역의 신청, 관리, 운영에 관한 국내
제도를 체계적으로 확립하여 실행해야 한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여 설립된‘동북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EABRN)’,‘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WNICBR)’가 성공적인 국제
네트워크로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전문적·재정적 기여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국
내 생물권보전지역과 국외 생물권보전지역 간 교류, 저개발국 생물권보전지역 지원
등 MAB 프로그램을 활용한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기여 방안과 규모를 확대한다.

>> 기대성과

❖ MAB 및 생물권보전지역 활성화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법제도적 근거 및

지원 강화
❖ 체계적인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운영을 유도·지원하는 실질적 제도 마련
❖ 국제 MAB 및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협력, 저개발국 지원을 확대하여 국제적

기여 및 위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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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5

효과적인 소통, 참여와 협력 촉진
생물권보전지역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
하는 곳이므로 투명하고 열린 소통과 정보공유가 중요하다.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
회 뿐만 아니라 지역사업 추진협의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같은 온라인채널 등 지
역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식을 발굴해 활용한다. 특히, 각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기구,
관리위원회 등 관리체계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소통과 의견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또 수가 늘고 있는 국내 생물권보전지역들 간의 상시 협력 체계
를 만들어 상호 교류·협력의 시너지를 확대하도록 한다. MAB한국위원회 내 위원과 관
련 기관 간의 소통과 협업을 활성화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도록 한
다. ‘동북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EABRN)’등 MAB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한반도

Man and the Biosphere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연구 지원, 남북한 교류 등을 확대한다.

>> 기대성과

❖ 각 생물권보전지역의 상향식·참여적 운영 기반 형성
❖ 국내 생물권보전지역 간 원활한 경험·정보 공유와 협력 확대
❖ MAB한국위원회의 운영체계, 역할과 기능 강화
❖ 국제 MAB 네트워크를 활용한 남북한 교류와 협력 증진
❖ 국내 생물권보전지역의 국제 교류·협력 확대

4. 행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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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주체, 파트너 : MAB한국위원회(MAB한위), 생물권보전지역(BR), 중앙부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유네스코한위), 지자체, 보호지역관리기관 등
※ 기간 : 단기(1-3년), 중기(4-7년), 장기(8-10년)

목표 1 생물다양성·생태계서비스의 보전과 증진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
번호

실행과제

추진주체

각 생물권보전지역은 핵심구역 생물다양성의 주요
1.1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MAB한국위원회, 관련 기관

1.2

1.3

1.4

회의 적응 방안을 연구하고 실행한다.

각 생물권보전지역의 특성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와
사회·문화 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한다.

국내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수행된 조사·연구 목록과
주요 결과를 매년 한국 MAB 홈페이지에 올려 공유한다.

기간

MAB한위,
BR

과 협력하여 마련하고 실행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권보전지역 생태계와 지역사

파트너

보호지역

단기

관리기관
중앙부처,
BR, MAB한위

보호지역

중기

관리기관

BR

MAB한위,
연구기관

MAB한위, BR

중기

장기

각 생물권보전지역이 MAB한국위원회에 제출하는
1.5

연차 생물권보전지역 보고서에 생물다양성 현황과

BR

MAB한위

단기

보전과제를 제시한다.
10년마다 유네스코에 제출하는 정기보고서(Periodic
1.6

1.7

Report) 준비 과정에서 생물권보전지역 전 범위의

보호지역
BR

관리기관,

생태·문화 자원 현황을 포괄적으로 조사한다.

연구기관

생물권보전지역별 또는 국내 생물권보전지역 전체

보호지역

의 동식물 등 생태계 자료(예: 생물도감, 현장가이드 BR, MAB한위

관리기관,

등)를 발간한다.

연구기관

장기

중기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기관, 민간
1.8

단체, 지역주민 등의 생물다양성 조사·모니터링 BR MAB한위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지자체

중기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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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2 인간과 생물권이 조화를 이룬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 모델 형성과 확산
번호

실행과제

추진주체

파트너

기간

지자체

중기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사업의 경험과 정보교류를 위
2.1

해 국내 생물권보전지역 포럼 등 관계자들간 교류 BR, MAB한위
의 장을 마련한다.

생물권보전지역 내 주민 주도의 사회적 기업, 협동
2,2, 조합 등의 설립과 운영을 적극 장려하고, 국외 생물 MAB한위, BR
권보전지역, 관련 네트워크와 교류·협력을 지원한다.

세계BR
네트워크

중기

생물권보전지역의 상품·서비스 사업, 브랜드 개발
2.3

등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MAB한위

중앙부처, BR

단기

BR

중기

전문적 자문을 지원한다.

생물권보전지역의 상품·서비스의 홍보, 유통·판매
2.4

를 지원하는 재정적, 행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
한 법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중앙부처,
MAB한위

MAB한국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국내 생물권보전지역
2.5

의 상품·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접근할 MAB한위, BR

단기

수 있게 연계하고 오프라인 공동 행사를 개최한다.

2.6

국내 생물권보전지역을 연계하는 공동 상품·서비
스 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시범 운영한다.

BR, MAB한위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Man and the Biosphere

2.7

사업에서 창출된 이익의 일부를 자연환경 보전을 위
해 재투자하는 순환형 시스템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

MAB한위,
BR

국제 MAB의 관련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국내 생
물권보전지역 라벨링(브랜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실행한다.

지자체,

중기

중앙부처

한다.

2.8

장기

국제MAB
MAB한위

사무국,
BR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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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3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역사회 역량강화, 생물권보전지역 인지도 제고
번호

실행과제

추진주체

파트너

기간

3.1

인식증진, 지역주민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 프
로그램과 자료를 개발하고 각 생물권보전지역에서

MAB한위, BR

유네스코한위,
중앙부처

중기

실행한다,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질 높은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
3.2

램이 개발, 실행되도록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BR

프로그램 인증, 지역 교육청 협력 등을 추진한다.

생물권보전지역 내 유네스코학교 수를 늘리고 학교
3.3

와 지역사회 간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동을 적

BR

극 지원한다.

3.4

토착·전통 지혜를 활용한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
능발전교육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한다.

BR, MAB한위

유네스코한위,
MAB한위

유네스코한위,
교육기관

지자체

중기

단기

중기

한국 생물권보전지역 청년연구상 또는 청년활동상
3.5

(가칭) 공모, 지역 내 대학·연구기관 협력사업 개발
등, 생물권보전지역 관련 차세대 전문 인력 양성과

MAB한위, BR

교육기관,
유네스코한위

중기

활동을 적극 장려한다.
박람회, 국제행사 등에 연 1회 이상 참석하여 생물
3.6

권보전지역 홍보관 등 국내 생물권보전지역의 활동 MAB한위, BR
을 전국적으로 홍보한다.

중앙부처,
지자체

중기

‘생물권보전지역의 날’을 지정하고 MAB한국위
3.7

원회와 국내 생물권보전지역 공동으로 연례 온오프 MAB한위, BR

중앙부처

중기

BR

단기

라인 홍보·체험 행사를 추진한다.

한국 MAB 홈페이지에 국내외 MAB 및 생물권보전
3.8

지역 정보와 자료를 풍부히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업
데이트한다.

MAB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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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성과 연령대 등을 고려하여 생물권보전지역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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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4 MAB, 생물권보전지역의 제도적 기반과 국제적 기여 확대
번호

4.1

실행과제

추진주체

파트너

기간

MAB, 생물권보전지역 사업이 확대·강화될 수 있

MAB한위,

도록 국내 법제도적 기반을 확충한다.

중앙부처

BR

중기

MAB한위

BR, 유네스코

장기

BR

MAB한위

장기

BR

MAB한위

단기

MAB한위

중앙부처, BR

중기

MAB한국위원회는 10년마다 국가 MAB 전략과 행
4.2

동계획을 수립하고 국내 생물권보전지역의 현황을
진단하여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각 생물권보전지역은 10년마다 유네스코에 제출하

4.3

는 정기보고서를 제출할 때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
획을 갱신하고, 가능하면 매 5년마다 중간 보완을
한다.
각 생물권보전지역은 생물권보전지역의 현황 파악과

4.4

운영 개선 등을 위해 생물권보전지역 연차보고서를
MAB한국위원회에 매년 제출한다.
MAB한국위원회는 생물권보전지역 신청과 운영에

4.5

관한 국가 가이드라인, 생물권보전지역 연차보고서
양식 등, MAB 프로그램의 체계적, 효율적 운영에 필
요한 국내 제도와 지침을 개발·제공한다.
국가적·국제적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발전

4.6

모델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 정부·기관과 협
력하여 국내 생물권보전지역 후보지의 지정 신청을

보호지역
MAB한위

관리기관,

중기

중앙부처

유도하고 지원한다.
국내외 MAB, 생물권보전지역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
4.7

영·지원하기 위해 MAB한국위원회 사무국의 기능

MAB한위

중앙부처

중기

과 전문성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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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MAB에 적합한 저개발국 지원사업 모델을 개
4.8

발하고 국제원조사업(ODA) 등 국내 관련 제도를 활

유네스코한위,
MAB한위

용하여 국제적 지원을 확대한다.

중앙부처, 원조 중기
기관

MAB 국제조정이사회, EABRN, WNICBR 등 국제협 MAB한위, BR,
4.9

력의 장에서 MAB한국위원회와 국내 생물권보전지
역의 전문적, 재정적 지원역량과 기여를 강화한다.

중앙부처,
지자체

유네스코한위

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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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5 효과적인 소통, 참여와 협력 촉진
번호

실행과제

추진주체

5.1

이해관계자의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와 사업에 참여

BR

하도록 적극 장려·지원한다.

MAB한위,
지자체

기간

중기

각 생물권보전지역은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배스
5.2

(SNS)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만들어 투명한 정보

BR

지자체

단기

공유 및 상향식 의사수렴 체계를 강화한다.

5.3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운영에 관한 MAB 한국위원
회의 자문, 갈등조정, 심의 역할을 강화한다.

MAB한위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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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권보전지역 내 주민조직, 파트너십 등 다양한

파트너

국내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를 설립하여 워크숍,
5.4

공동 사업 등 상호 교류·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

BR

MAB한위

단기

진한다.

5.5

12
13

국내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가 설립되면 생물권
보전지역과 MAB한국위원회 간의 긴밀한 협력을 위
MAB한위, BR
해 동 네트워크의 대표가 MAB한국위원회 위원으
로 참여하게 한다.

단기

한국 MAB 온라인 정기 소식지(뉴스레터) 발행, 정책
5.6

브리프, 주제별 사례집 번역·발간 등, 국내외 MAB,
생물권보전지역과 관련된 소식과 정보를 널리 공유

MAB한위

BR, 유네스코
한위

중기

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한다.
MAB 한국위원회 내 주제별 소위원회 또는 연구그
5.7

룹을 활성화하고 관련 국내외 기관·사업과 협력

MAB한위

연구기관

중기

기회를 확대한다.
유네스코, 국제 MAB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북한
5.8

MAB 사업 지원, 남북한 또는 다자간 헙력 연구 등
을 추진하여 한반도 생물다양성 보전 체계 구축에

유네스코한위,
MAB한위

5.9

장기

연구기관

기여한다.
국내 모든 생물권보전지역들이 EABRN 등 세계 생
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의 1개 이상의 생물권보전지
역과 자매결연 등 협력관계를 맺고 교류·협력 사
업을 추진한다.

중앙부처,

MAB한위,
BR

유네스코한위,
세계생물권보전
지역네트워크

중기

5. 평가

26 MAB한국위원회 총회에서 매년 1년간 한국 MAB 전략과 행동계획의 진행경과를 검토
하고 다음 해 MAB 관련 사업계획에 결과를 반영한다.
한국 MAB 전략과 행동계획이 5년째 실행되는 해(2020년) 하반기에 중간 실행 평가
를 실시하여 목표와 실행과제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효과적 실행방안을 제시한다.
각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계획에 이를 가능한 한 반영한다.
실행 마지막 해(2025년)에는 MAB한국위원회 내에 전략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10년간
실행결과를 평가하고 후속 전략 수립을 준비한다. 평가 방법과 일정은 MAB한국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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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총회에서 결정한다.

부록. 용어설명
생물다양성협약을 국가 수준에서 실행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동 협약의 제6조에 따라 협약가입
국들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국가 전략 및 행동계획임. 영문 약자로 NBSAP(National
Biodiversity Strategeis and Action Plan)로도 불림. 생물다양성에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
는 모둔 부문의 계획과 활동에 생물다양성을 주류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우리나라는 2014년 2월
범정부 법정 종합계획으로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14-2018년)을 수립하여 6대 전략과 18
대 실천목표를 설정함.

생물권보전지역 국제자문위원회(IACBR)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for Biosphere Reserves. 세계생물권보전지역네트워크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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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물다양성전략

사안에 대해 MAB국제조정이사회, 세계생물권보전지역네트워크(WNBR),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자
문하는 학술·기술 위원회임.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12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4
년임.

생물권보전지역 정기평가(Periodic Review)
지속가능발전 실행 지역으로서 생물권보전지역의 질과 기능을 향상시키기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WNBR)’ 제9조에 따라 10년 마다 생물권보전지역의 기능, 구역설정, 규모, 지역사
회 참여 등을 평가하는 것임. 해당 생물권보전지역은 정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동 정
기평가를 통해 WNBR 제4조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 MAB국제조정이사회가 WNBR 탈
퇴, 즉 지정 해제를 결정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생물다양성의 보전,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생물자원을 이
용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
회의에서 158개국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채택되었고, 1993년 12월 29일부터 발효됨. 우리나라는
154번째 협약국임.

생태계서비스
자연 생태계가 생물다양성을 기초로 하여 사람의 삶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혜택을
말함. 보통 공급서비스, 조절서비스, 문화서비스, 지원서비스 등 4가지 범주 아래 17가지 생태계서
비스 유형으로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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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치 생물다양성 타깃(세부목표)
Aichi Biodiversity Targets. 2010년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에서 개최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향후 10년간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가 및 국제적 지침으로 ‘20112020년 생물다양성 전략계획(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2020)’이 채택됨. 2020년까지
생태계가 회복력을 지니고 생태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
기 위해 5개 전략 목표와 그 아래 20개 타깃(세부목표)를 설정함.

유네스코학교
UNESCO Associated Schools. 유네스코학교네트워크(ASPnet)의 일원이 되어 평화와 인권, 국제이
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유네스코의 이념에 기반을 두고 4개 기본 주제, 즉 범지구적 문제와 유엔
및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의 역할, 지속가능발전교육, 인권 및 평화 민주주의, 문화간 학습 등에
관한 교육활동을 함. 국내에는 2015년 9월 기준 초 406개교가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에 가입함.

지속가능발전교육(ES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기후변화, 재해위험저감, 생물다양성, 빈곤감소, 지속가능
한 소비 등 주요한 지속가능발전 이슈들을 교육과 학습에 포함시켜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정
의롭고, 경제적으로 성장가능하며,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치, 능력,
지식, 기능 등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2005-2014년이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으로 지정되었고, 후속으로 ‘지속가능발전
교육 국제행동프로그램 (Global Action Programme on ESD)이 실행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00-2015년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대체하는 ‘포스트(Post)-2015 개발의제’임. 빈곤퇴치 완료를 비롯하여 경제 사회적 양
극화, 각종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지구환경 파괴 등 각국 공통의 지속가능발전 위협요인들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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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하기 위한 국가별 이행 및 지구적 협력 의제임. 17개 개발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됨.

MAB국제조정이사회(MAB ICC)
International Co-ordination Council of the Man and the Biosphere (MAB). 신규 생물권보전지역 지
정 결정 등 MAB 프로그램의 운영 및 활동을 검토, 평가, 조정하는 의사결정기구임. 매년 이사회의
가 열림. 유네스코 총회에서 선출되는 34개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임. 이사회는 의장 1
인, 부의장 5인을 MAB 의장단(MAB Bureau)을 구성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