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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해양보호구역(MPA)이란?

세계자연보존연맹(IUCN) 

정의 : 바다, 조간대, 해저와 그 지역에 서식하는

생

물, 역사적·문화적 유산이 법제도와 기타 관리수

단에

의해 보전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지정목적 : 과학연구, 자연보호, 생물종과 생태

계 보

호, 환경서비스제공, 특이문화와 자연경관보호, 

관광



MPA 지정 현황
2,149개소, 2,55,609㎢
전체 해양면적의 0.5 %, 육상보호구역 면적의 1/12



MPA 확대 지정의 배경

1962년 제1차 세계국립공원회의

1971년 람사협약 채택

1972년 세계자연문화유산 보호협약 채택

1974년 U N E P지역해관리프로그램 설치 결정

70년대 이후 해양보호구역 면적과 개소의 급

격한

증가



MPA 지정·관리의 효과

B/C≥100Bal mford et al.(2002)보호활동 B/C

Rus and Alcala(1996)관광수입 증가

Mc Clanahan and 
Kaunda(1996) 외 3어획량 증가

어획량 4배 증가

(5년 후)

Russ and Alcala

(1989, 1996) 외 3생물량 증가

비 고연구 현황구분



우리나라 MPA지정현황-1

849,274.019(9.3%)428계

문화재보호법문화재청737.500152천연기념물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해양부,건교부2,555.97010
수산자원보호구

역

해양오염방지법해양부2,192.7704환경보전해역

자연공원법환경부3,348.4304국립공원

독도등도서생태계보
전에관한법률

환경부10.223155특정도서

조수보호및수렵에관
한법률

환경부149.56086조수보호구

습지보전법해양부, 환경부174.9937습지보호지역

자연환경보전법해양부, 환경부104.5735생태계보전지역

관련 법령관련 부처면적(㎢)개소보호구역명칭



우리나라 MPA지정현황-2

생태계보전지역

- 낙동강하구(철새도래지)(환경부)
- 신두리사구, 제주문섬(산호), 오륙도 및주변해역, 대

이작도

(해양수산부)

습지보호지역

- 낙동강하구, 두웅습지(환경부)

- 무안갯벌, 진도갯벌, 순천만갯벌, 보성벌교갯벌, 옹
진장봉도

갯벌



우리나라 MPA지정현황-3

조수보호구

- 산림조수서식, 애호지구, 유치지구, 집단도래, 집단식
으로 구분

- 총 666개소 중 연안에는 86개소(12.9 %)

특정도서

-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1997)
- 멸종위기 또는 보호 야생동·식물종이 서식하거나 지형
적·경관적
가치 및 식생이 우수한 도서

- `03년 기준 155개 도서 지정



우리나라 MPA지정현황-4

국립공원

- 한려해상, 태안해안, 다도해해상, 변산반도
- 지정면적의 80 %가 해역

- 자연보전지구(3.8 % ), 자연환경지구(95.1%)

환경보전해역
- 가막만, 득량만, 완도·도암만, 함평만

수산자원보호구역
- 10개소

- 행위제한 위주로 많은 민원 발생



우리나라 MPA지정현황-5

명승·천연기념물
- 총 336개 중 연안과 해양에 152개소

- 홍도, 독도, 성산일출봉, 문섬 및 범섬, 차귀도, 마라도

- 천연보호구역

(특이한 지질구조, 수려한 경관,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보유

한 지역)

해중경관지구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보호수면

- 수산업법

- 수산자원의 증식·보호를 목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 직권



우리나라 MPA지정·관리 문제점

연안·해양보호구역 지정 기준 객관성 부재

보호구역 지정 절차 부재

지정에 따른 관리조치 시행 미흡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식기반 취약

보호구역 관련 갈등조정 메커니즘 미흡

정책장벽 심화 및국가의 관리우선순위 부재

이행당사자 참여와 지역주민 지원시스템 미흡



IUCN의 MPA

1962년 이후 매 10년 단위로 세계공원회의 개최

보호구역 분류기준 제공

보호구역 수립 절차 제공

해양보호구역 통합관리체계 제시

- 지구적 규모의 생물지역의 대표지역 설정·관리

- 보호구역 간 생태적 연결성 증진



IUCN의 MPA

1962년 이후 매 10년 단위로 세계공원회의 개최

보호구역 분류기준 제공

보호구역 수립 절차 제공

해양보호구역 통합관리체계 제시

- 지구적 규모의 생물지역의 대표지역 설정·관리

- 보호구역 간 생태적 연결성 증진



IUCN의 보호구역 분류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관리자원보호구역(VI 구역)

육상과 해양경관의 보전, 레크레이션경관보호구역(V 구역)

생태계구성요소에 대한 적극적 관리서식지및관리구역(IV 구역)

특정 자연적 특성을 보존천연기념물보호구역(III 구역)

생태계보존과 레크레이션국립공원구역(II 구역)

학술연구(a), 야생보호(b)절대보호구역(I 구역)

내 용구 역



IUCN의 보호구역 수립절차

되먹임(feedback)조사, 모니터링,평가, 검토9단계

이용 및 보전 목적 별 지구지구(Zone)설정7단계

보전과 지역주민 이해타협MPA지역 선정5단계

재정지원계획

계획과 관리

이해관계자 협력관계 증진

이해관계자 파악·협의시작

법·제도 마련

MPA관리기반파악

단계

구체적인 재원확보 계획8단계

적응성, 융통성 있는 운영6단계

이해증진,의견청취,협력증진4단계

관광,어업,양식,연안개발3단계

MPA의 기반 마련2단계

관련 정책, 해역이용 등1단계

내용



IUCN의 통합관리체제

생태계기반의 보호구역 관리

보호우선순위에 대한 고려

지구적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지향
: 지구 국가 지역

생태계연구자료의 충분한 확보 필요

통합관리체제 구성의 기본원리

1) 핵심지역의 연결 생태적 연결성의 증진

2) 생물지역의 설정과 대표지역의 보호

: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을 빠짐없이 보호



미국의 MPA

Florida KeysFlorida Keys의의 망그로브망그로브
섬섬



미국의 MPA

1906년 유물보전법 이후 10여 개 이상의 법률별
로
개별적인 연안·해양보호구역 지정

연방정부, 주정부, 준주정부, 부족자치정부 등 지
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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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MPA 통합관리 노력
클린턴 행정부 ‘시행령13158(2000)’을 통해
MPA통합기반 확보

국립해양보호구역 센터설립

일차적으로 해양보호구역의 현황파악 시작

MPA 유형분류기준

- 보존의 대상(자연/문화/자원)

- 보호의 수준(No Access to Uniform Multiple 

Use)

- 보호의 영속성(항구/일시)

- 보호의 지속성(연중/계절/순환)

- 보호의 범위(생태계/일부자원)

- 자원이용활동(상업적어업/자급자족형어업/채취



호주의 MPA
전체 MPA 지정 면적 : 약 65만

㎢

그 바깥 수역은 연방정부 관리
MPA : 총 27만㎢

최고 3해리까지 주정부 관할

보호구역별 관리계획 수립

‘환경보호와 생물종다양성보전
법
(1999)’

‘대보초해양공원법(1975)’

IUC N의 기준에 따른 분류
http://blog.empas.com/hsunp77/198605

< The Great Barrier Reef > 



호주의 MPA 통합관리 노력
과거 정부기관별로 공간적으로 나누어 지정·관리
1992년 ‘환경에관한정부간협약’ 채택
MPA국가통합관리체계를 위한 전략실천계획

통합관리체계 개발의 주요 원칙
1) 지역 및 호주의 생태계 대표

2) 모든 규모의 해양생태계 포괄

3) 생물다양성 보존과 생태적 기능의 유지

4) 핵심지역의 보호

5) 예방적 접근

6) 공개적 의견 수렴

7) 지역주민의 참여

8) 합리적 의사결정(형평성, 미래세대 고려)

60개 생물지역 구분 기존 MPA와 중첩·비교



연안·해양보호구역 통합관리체제

관리목표

2020년까지 보호구역 면적 영해의 20 %로 확대

관리목표

2020년까지 보호구역 면적 영해의 20 %로 확대

전략 1 : 보호구역 관리 프로세스 개선

전략 2 : 관리우선순위에 기초한 통합관리체제 구축

전략 3 : 관리체계화를 위한 역량, 지식, 재정 기반강화

전략 4 : 사례지역 집중관리를 통한 모범사례 창출

전략 5 : 주기적 점검과 평가를 통한 관리실효성 확보

생태계 중심 관리의 원칙
사전예방적 관리의 원칙
참여와 협력의 원칙
점진적, 지속적 관리의 원칙
능동적 적응관리의 원칙

생태계 중심 관리의 원칙
사전예방적 관리의 원칙
참여와 협력의 원칙
점진적, 지속적 관리의 원칙
능동적 적응관리의 원칙



주요 추진 분야

보호구역 관리예산 지속적 증액

- 우리나라 연간 18억원 , $162/㎢

- 세계 개발도상국 평균수준 , $161/㎢

- 관리 부족분 약 $275/㎢

한반도 연안·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구축

- 총 423개소, 9,274㎢(국토면적의 9.3 %)

법률 제도의 정비

자연해안(서식지) 총량관리제 도입



자연해안(서식지)총량관리제

인천과 경기연안(도서제외) 자연해안선은 전 해안선의 1 % 

미만

`88‾`97, 25 % 이상의 갯벌 매립

`11(2차 공유수면매립계획 완료시), 30%이상 손실전망

1968 1995 2000제도 도입 단계

지정중심의 관리
지정후 관리대책 미흡
육상국립공원의 외연적 확장

’68~’88 해양, 해상국립공원 지정

’75~’82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02~’03 생태계보전지역

집중지정

’96~’98 연안조수보호구
집중지정

’00~’04 특정도서 지정

’01~’03 습지보호지역
집중지정

관리체제 정비단계

종합해양행정체제 기반 확보
관련 법률 제정, 개정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 등 수립시행

생태계 기반 관리단계

다양한 생태계를 보호구역으로 지정
지정 후 실질적인 보호대책 시행
의사결정을 위한 실태조사 수행
갯벌에 대한 사회, 정부인식 변화



자연해안(서식지)총량관리제

서식지 물리환경의 보전
경관의 보호(기능, 구조)

서식 생태계 건강성 유지

자연해안선 보전

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 생태계 기반의 관리 가능

우수한 연안·수중경관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