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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1

연구 목적

한반도 생태공동체 구축을 위한 접경보호지역(설악-금강 국제평화공원 등) 지정 방향 검토와
더불어 이를 위한 주요사업 추진계획(안) 구상
접경보호지역의 대상지 중 하나인 금강산의 생물다양성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 구축, 설악산과
금강산의 생물(생태)학적 유사성 ‧ 차별성 비교 ․ 분석, 공간적 특성 비교를 통해 한반도
백두대간 생태축에 대한 이해 증진
또한, 향후 자연환경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 추진을 통한 체계적인 한반도 보호지역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한반도의 자연환경 특성 및 동북아 협력 여건 등을 반영한 R & D 과제
발굴

2

접경 보호지역(설악-금강) 지정 방향

설악산-DMZ일원-금강산 일대를 국제평화공원(접경보호지역)으로 지정함으로서, 한반도
자연 생태계 보전, 지역사회 발전 및 평화정착에 기여
※ 접경지역(DZM 일원) “국제평화지대화” 연계
접경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주요 프로그램 구상(안)
-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국제자문단 구성 ․ 운영 및 국제워크숍 개최
- 남북 공동 실무추진단 구성․운영
- 세계 평화공원 대회 개최
- 설악-금강 국제평화공원 대상지역 자연자원조사

│한반도 보호지역 발전방안 연구│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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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악산-금강산 생물(생태)학적 특성 분석

금강산과 설악산의 생태지역(Eco-region)
세계야생기금에서 발표한 글로벌 육상 생태지역(WWF, 2004) 821개 중 한반도는 4개
유형(남한 3개 유형)의 생태지역 분포: 장백혼합림(Changbai Mountains mixed forests),
만주혼합림(Manchurian mixed forests), 중부낙엽수림(Central Korean deciduous forests),
남한상록수림(Southern Korea evergreen forests)
백두대간을 따라 생태지역이 장백혼합림과 만주혼합림으로 연결되어 있어, 유사한 생태지역의
특성을 지님. 금강산은 장백혼합림과 만주혼합림으로 구성되며, 설악산은 만주혼합림)

금강산과 설악산의 생물(생태)학적 특성
설악산과 금강산은 같은 식물구계에 위치하고 거리적으로 가까우며 비슷한 해발고도를 지니고
있어, 전반적으로 유사한 식물분포 및 생물상을 갖고 있음
한반도 남북생태축인 백두대간에 위치하여 있어, 생태계의 연결성을 보여줌
- 우리나라 국립공원 중 설악산에서만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북방계식물인 눈잣나무,
이노리나무, 흰인가목 등은 금강산에서도 분포
- 금강산지구에서 남하의 정착점을 이루는 종으로 언급된 것들 중 꽃개회나무, 금강제비꽃,
노루참나물 등이 설악산에서도 나타남
- 과거 설악산에 관찰 기록이 있는 곰, 사향노루 등이 금강산에는 서식하며, 파충류 중 미끈(북)
도마뱀은 한반도에서 금강산과 설악산을 포함한 백두대간에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산식물 등 한반도 고유종이 공동으로 분포(금강봄맞이, 금강제비꽃, 금강초롱꽃 등)
멸종위기종 서식 등 생물다양성의 보고: 금강산은 멸종위기식물 IUCN 기준에 따라 46종의
위기식물 목록화, 설악산은 IUCN Red-list 기준으로 40종이 기록되어 있고,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식물 13종(Ⅰ급 1종, Ⅱ급 12종) 서식
서식지의 규모와 다양성으로 인해 서식 특성에 다소 차이를 보이는 특정 종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생태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판단됨
- 만병초의 경우 백두대간을 따라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지리산에서 서식
한반도 백두대간 생태축(설악-금강 포함)에 대한 합동조사 등을 통한 한반도 생태공동체
구현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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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멸종위기종 공동조사: 호랑이, 늑대, 표범, 반달가슴곰, 시라소니, 여우 등 최상위
포식자와 대륙사슴, 사향노루 등 대형 초식동물
- 이동성 조류 분포 ․ 서식 특성, 영동 ․ 영서 수계의 어류 서식 특성, 한국 고유종(고라니 등)
서식특성, 외래종 관리 등에 관한 공동연구 추진 필요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평가(금강산과 설악산의 조류 분석)
금강산과 설악산의 조류상은 모두 한반도 조류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중요한 생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판단됨(금강산-설악산 권역 조류의 계통적 다양성 측면의 가치가 약 58.7%
로 한강권역 계통적 다양성(약 40.3%)보다 약 1.45배 높은 것 나타남).
조류의 종 수에 있어 금강산이 설악산보다 높은 것은 금강산 권역이 면적이 넓고 바다에
인접하여 보다 다양한 조류상이 조사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지역의 서식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조사된 조류상을 대상으로한 계통적 다양도는 금
강산이 설악산에 비해 30.2% 높은 것으로 분석됨
- 하지만 산림성조류를 대상으로 한 계통적 다양도는 두 지역이 유사한 것으로 평가
- 물새류의 경우, 금강산이 설악산보다 계통적 다양성이 약 43.6%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물새류의 결과가 종합적인 다양성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생물다양성에 대한 두 지역간 Jaccard 유사성 평가결과에서도 ‘적당한 일치도’인 것으로 평가
되었으며, 특히 산림성 조류의 경우는 높은 ‘적당한 일치도’를 나타냄

금강산과 설악산의 공간적 특성 비교
통계에 따르면 600-1000m 구간에서 금강산은 607.51㎢ (45.01%)를 차지하는 반면,
설악산은 754.37 (41.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1000m 이상의 고지대는 금강산이
158.7 ㎢ (11.75%), 설악산이 130.8 ㎢ (7.24%)로 나타남.
산림이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는 금강산과 설악산의 산림손실(forest loss) 비교를 위해
미국 매릴랜드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GFC 산림손실 주제도를 활용하여 분석(2001~2019)한
결과, 금강산은 2005년, 2008-2010년, 2012년에 산림손실이 8.69 ㎢ (54.8%)로 높게
나타났으며 설악산은 2006년, 2010년, 2012년, 2018-2019년에 산림손실이 16.89 ㎢
(48.47%)로 높게 나타남.
유역을 기준으로 추출된 금강산 경계 내부에서 산림손실이 집중되는 지역을 판단하여 금강산의
우선 복원 대상지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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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반도 보호지역 발전을 위한 R&D 과제 발굴

한반도 보호지역 발전방안 R&D는 크게 “한반도 환경정보 지구관측 플랫폼 개발”과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및 변화예측”으로 구성(플랫폼을 통한 정보수집 및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플랫폼은 지구관측, 정보기술, 시스템 네트워크,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고 생물다양성 모니터링은 플랫폼에서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여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및 변화예측 등을 통해 보호지역 발전방안 정책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 생물다양성의 핵심요소인 서식처를 활용하여 생물다양성을 유추하고자 하며 서식처 질을
분석하기 위한 정보를 플랫폼을 통해 구축
- 플랫폼의 기본적 한계 극복을 위해, 국제기구 및 네트워크 등을 통해 수집되는 환경정보를
통해 검증 ․ 보완하여 정밀도 높은 생물다양성 정보를 구축하고 보호지역 정책으로 연계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및 변화예측
-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을 위한 생물기후권역 구축
- 생물다양성 모니터링을 위한 생물기후 취약성 분석 모델 개발
- 지구관측 플랫폼을 활용한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기술 개발

5

향후 연구 추진 방향

남북 환경협력 전문가 포럼 운영(지속)
포럼 참여 대상 : 남북 환경협력 전문가(정부부처 · 유관기관 · 지자체 등, 15명 내외)
추진 목적
- 한반도 자연환경 보전 및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논의의 場 마련
- 한반도 자연환경 기초자료 및 보전협력을 위한 정보 공유
- R &D 과제 개발 및 네트워크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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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주제 : 한반도 생태공동체 구현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자연환경분야 남북 협력 등
운영 방향 : 워크숍 개최 등(연간 1 ~ 2회 개최, 필요시 Web-seminar)

한반도 보호지역 발전방안 R & D 과제 개발(지속)
R & D 과제의 주요 목적
- 글로벌 정보공유 플랫폼을 활용한 북한의 생물다양성/자연환경 관련 정보 구축
- 다양한 채널을 통한 남북교류협력 네트워크 강화
R & D 과제 개발의 대상
- 과제 확장성과 협력 가능성 증진을 위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 중위도 지역
- 한반도 환경정보 지구관측 플랫폼,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및 변화예측
자연환경 분야 남북교류협력 사업 발굴 및 추진(지속)
기존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협력사업 발굴 모색(IUCN, 유네스코, CBD 등)
생물다양성협약(CBD)의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GBF)1) 설정에 따른
남북한 공동 대응 방향 모색
한반도 남북 생태축(백두대간) 연결성 강화를 위한 접경지역의 생태복원사업 모색
- 복원우선지역 선정, 훼손현황 분석, 복원 및 연결성 증진 방향 검토
- 생물다양성 관련 남북 공동조사 및 한반도 자료집 발간(예. 한반도 BR Atlas) 등
접경지역의 보호지역 지정 가능성 검토(설악-금강 국제평화공원, 접경 람사르습지, 접경
생물권보전지역 등)

1)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GBF): 향후 10년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사회의
전략계획과 목표로, 제15차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중국 베이징, ’21년 2사분기)에서 확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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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가. 연구배경
급변하는 남북관계 속에서 비정치적 · 비군사적 자연환경 분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남북협력
방안 및 한반도 생태공동체 구현을 위한 지속적인 기초연구 추진 필요
- (’18) 자연환경 분야 남북협력을 위한 사전연구 및 기초자료 구축
- (’19) 한반도 주요 보호지역 보전현황 분석 연구

[표 Ⅰ-1-1] 국립공원연구원의 한반도 보호지역 발전방안 관련 연구추진 현황
연구제목

시기

발주처

DMZ의 효과적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2016 WCC
발의안 개발연구

2015

환경부

DMZ 관련 2016 WCC 발의안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2016

환경부

한반도 보호지역 기초자료 구축 연구

2018

자체

자연환경분야 남북협력방안 연구
※ 남북협력 전문가 포럼(15명) 운영: 환경부, 공단, KEI,
통일연구원, KNCU, 국립생태원 등

2018

환경부

한반도 주요 보호지역 보전현황 분석 연구
※ 북한측 백두대간/주요하천 생태축 단절현황 탐지, 주요
보호지역권역 토지이용변화 분석 등

2019

자체

비 고

IUCN WCC
Res-35 채택

15개 우선
협력사업 도출

접경 보호지역2)(설악-금강 국제평화공원 등) 지정 및 DMZ 일원의 효과적 보전방향 등에
대한 기초 연구 필요
- 국제평화공원3) or 접경생물권보전지역4) 등 “국제평화지대화”와의 연계 검토
2) 하나 이상의 국제 경계(international boundaries)를 넘어 생태적으로 연결된 보호지역으로 일정 형태의 협력
(some form of cooperation)을 수반한 지리적으로 명확하게 한정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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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총회 기조연설(’19.9.24)에서 “DMZ의 국제평화지대화” 언급, 유네스코 사무총장
(오드리 아줄레) 면담시(’18.10.16) “DMZ의 국제적인 자연생태보전지역” 지정5) 언급
설악-금강 국제평화공원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대상지역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기초자료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 설악산과 금강산의 생물(생태)학적 유사성/차별성에 대한 분석
- 금강산과 설악산의 공간적 특성(산림 손실 동향 등) 비교

[그림 Ⅰ-1-1] 연구 추진 배경
3) 국제평화공원(International peace park) : 1932년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걸쳐있는 워터튼국립공원과 글레이셔국
립공원을 국제평화공원으로 지정(양국의 항구적인 평화와 우호의 상징으로 자리매김), 양국의 로타리 클럽 회원들과
국립공원 관리자들이 두 공원의 생태적, 지리적 동질성과 지역 원주민간 이주 갈등 치유, 야생동물과 주민들의 자
유로운 왕래를 보장하기 위함(국경을 초월한 생태적, 인문적 통합과 지역분쟁 해결에 효과적인 ‘평화 아이콘’으로
인식)
4) 유네스코에 의해 지정된 접경 생물권보전지역(TBR, Transboundary Biosphere Reserve)은 공통의 관리 수단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는데 기여(생물권보전지역은 129개국에 714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접경 생물권보전지역은 31개국에 걸쳐 21개가 지정되어 있음(2개국 접경생물권보전지역
17개소, 3개국 접경생물권보전지역 4개소), 2020년 12월 현재)
5) 청와대 페이스북: https://goo.gl/XZSpbS
유네스코 홈페이지: https://en.unesco.org/news/unesco-proposes-concrete-projects-implement-inter-korean-reconcil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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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목적
한반도 생태공동체 구축을 위한 접경보호지역(설악-금강 국제평화공원 등) 지정 방향 검토와
더불어 이를 위한 주요사업 추진계획(안) 구상
접경보호지역의 대상지 중 하나인 금강산의 생물다양성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 구축, 설악산과
금강산의 생물(생태)학적 유사성 ․ 차별성 비교 ․ 분석, 공간적 특성 비교를 통해 한반도 남북
백두대간 생태축에 대한 이해 증진
또한, 향후 자연환경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 추진을 통한 체계적인 한반도 보호지역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한반도의 자연환경 특성 및 동북아 협력 여건 등을 반영한 R & D 과제 발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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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접경 보호지역 지정 방향 검토
설악-금강 국제평화공원 등 접경보호지역 지정 방향 검토
- 비무장지대(DMZ)를 포함한 설악-금강권역에 대한 접경보호지역(TBPA) 지정 필요성(잠재성)
검토
- 국제적인 상징 공간: 자연 생태계(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역사‧문화자원, 한반도 평화정착,
이념적 상징 공간 등
- 지속가능 번영 기반: 공동 평화구역(Peace Zone), 한반도 생물주권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 접경지역 협력적 거버넌스: 국제기구 ‧ 협약 공동 대응, 접경 지역(보전, 복원, 기후변화) 공동
관리, 전문적 관리 체계(조사 ‧ 모니터링, 보전 ‧ 관리계획 수립, 관리효과성평가 등)

[그림 Ⅰ-2-1] 접경 보호지역(TBPA) 지정 타당성 검토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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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악산과 금강산 생물(생태)학적 특성 분석
금강산-설악산 자연자원조사결과를 토대로 분류군별 특성(유사성/차별성) 분석
- 연구 지역: 금강산 권역, 설악산국립공원
- 분석 대상 분류군: 포유류, 조류, 파충류/양서류, 어류, 식생/식물상
- 연구 자료: 금강산 권역(활용 가능한 북한의 공식 DB 중심6)), 설악산국립공원(3회에 걸친
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결과 중심)
- 연구 방향: 종명, 과명, 학명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분석 추진
※ 분류군별 전문가 의견 수렴(설악산-금강산 특성 비교, 협력사업 제안 등)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
- 금강산과 설악산의 조류 생물다양성 정보에 대한 계통분류학적 분석
- 분석 대상: 조류를 중심으로
금강산과 설악산의 공간적 특성 비교
- 금강산과 설악산의 행정경계 내에서 수문학적 분석을 시행하여 행정경계 범위 내에서 서
식지 개념을 지니는 유역(basin) 기반으로 구획화
- (금강산 행정구역)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UN OCHA)이 운영하는 ‘데이터 교환을 위한
오픈 데이터 공유 플랫폼(HDX: Humanitarian Data exchange)’로부터 행정경계7) 확보
- 금강산과 설악산의 고도별 특성, 토지피복별8) 특성 비교, 연도별(2001~2019) 산림손실
특성 비교, 금강산 경계 내부에서 산림손실이 집중되는 지역을 판단하여 우선 복원 대상
지역 검토

다. 한반도 생태공동체 구축을 위한 R & D 과제 발굴
한반도 보호지역 발전방안 R & D 과제 개발을 위한 접근 전략
한반도 환경정보 구축을 위한 지구관측 플랫폼 개발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및 변화예측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마브민족위원회. 2003. 금강산의 생물다양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마브민족위원회. 2005. 우리나라 주요 자연보호구 동식물목록
7) https://data.humdata.org/dataset/dpr-korea-administrative-boundaries (HDX 북한 행정경계)
8) 토지피복도는 중국이 세계 최초로 구축한 GlobeLand30 데이터셋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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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접경 보호지역(설악-금강) 지정방향
1

설악-금강 국제평화공원 지정사업(안) 개요

설악산-DMZ 일원-금강산 일대를 국제평화공원(접경보호지역)으로 지정함으로서,
사업목표

한반도 자연생태계 보전, 지역사회 발전 및 평화정착에 기여
※ 접경지역(DZM 일원) 국제평화지대화 지원
1.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주요
프로그램 구성

2. 국제자문단 구성 ‧ 운영 및 국제워크숍 개최
3. 남북 공동 실무추진단 구성․운영
4. 세계평화공원 대회 개최
5. 설악-금강 국제평화공원 대상지역 자연자원조사

▪ 국내 관련기관
- 환경부(국립공원), 국방부, 통일부, 산림청, 강원도, 한국보호지역포럼
관련기관

▪ 국외 관련기관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CBD(PBDI), UNESCAP 등
※ 북측 사업 대상자 : 국토환경성, 북한자연보전연맹(NCUK) 등

프로그램
분류
기간
지역구분

접경 보호지역(국제평화공원)

3년(프로그램별 세부 계획에 의함)
동북아시아(한반도)
1. 한반도 국제평화공원 지정 기반 마련

예상성과

2. 북한 공원관리자 교육훈련을 통한 한반도 자연생태계 보호
3. 남북한 Red-list 공동 연구 및 자료 발간
4. 국제기구와의 상시 협력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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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현황

가. 배경 및 필요성
한민족의 대표적 국립공원(설악-금강산)의 체계적 보전 필요성 대두
하나의 생태축, 생태공간으로 형성된 한반도의 자연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남북한 자연생태계의 핵심지역인 자연보호지역(국립공원) 보전은 필수
또한 최근 북한의 대외개방과 자원 활용이 가시화됨에 따라 개발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자연
생태계의 파괴와 훼손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민족의 영산인 설악-금강산의 보전과 이용의 적절한 조화, 한반도 전체 자연생태계
보전 등을 위한 체계적 보전 정책과 계획이 필요
백두대간 연결을 통한 한반도 자연생태계 망 복원
백두산을 시작으로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그리고 지리산에 이르는 세계적인 자연 생태축
연결을 위한 백두대간보전법(2003.12.31.)이 제정되었으나, 한반도 남쪽에 한정된 개념으로
DMZ 일원을 포함한 동 구상을 통하여 백두대간 남북 생태축 연결성 증진 필요
세계적인 접경보호지역 모델 사례 → DMZ 평화(생태)공원의 기반
최근 국제적으로 보호지역 관리의 새로운 화두로 등장한 접경보호지역은 자연자원의 보전,
지역 및 국가 간 갈등 해소, 상생(Win-Win) 원칙에 근거한 환경, 사회, 경제적 발전, 뿐 만
아니라 평화와 안정을 위한 보호지역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였음.
이에, 설악-금강 국제평화공원 구상은 향후 DMZ 평화공원 등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며,
국제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접경보호지역 모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임
북한 국립공원(자연공원) 관련 기관(NCUK)9) 의 관심 사업
최근 북한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북한 국립공원을 포함한 자연보호지역의 생태계 보
9) NCUK(National Conservation Union of DPRK) : 북한 자연보전연맹(NCUK)은 북한 국가환경위원회(National
Committee on Environment, NCE) 소속의 NGO 기관으로 1963년 IUCN 회원으로 가입 후 지금까지 IUCN,
UNEP 등의 대외 접촉 창구로서 활동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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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위하여 공원(보호지역) 관리자에 대한 역량향상 워크숍을 비롯한 총 5개 분야의 프로
그램 지원 요청을 한 바 있으며, 동 프로그램은 제안 당시 북한 정부의 승인이 이루어진
프로그램 → IUCN은 국내‧외 관련기관들과의 파트너십 구축 희망
DMZ 일원의 국제평화지대화 추진 필요: 인류의 공동유산
<제74차 유엔총회 기조연설(문재인 대통령, ’19.9.24., 뉴욕) 내용 일부 발췌>
~~ ‘지속적인 평화(sustaining peace)’라는 유엔의 목표는 한반도의 목표와 같습니다.
~~ 한국은 평화가 경제협력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다시 평화를 굳건하게 하는, ‘평화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 한반도 평화는 여전히 지속되는 과제이며 세계평화와 한반도 평화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은 권총 한 자루 없는 비무장 구역이 되었고, 남·북한은 함께 비무장지대 내 초소
를 철거하여 대결의 상징 비무장지대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나의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원칙은 첫째, 전쟁불용의 원칙입니다.
한국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 상태입니다.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를 위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정전을 끝내고 완전한 종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둘째, 상호 간 안전보장의 원칙입니다.
한국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것입니다. 북한도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길 원합니다. 서로의 안전이 보장될
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대화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모든 적대행
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국제사회도 한반도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길 희망합니다.
셋째, 공동번영의 원칙입니다. 평화는 단지 분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포용성을 강화하고 의존도를 높이고 공동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남북이 함께하
는 평화경제는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고, 동아시아와 세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유엔의 가치와 전적으로 부합하는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유엔과 모든 회원국들에게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한반도의 비무장지대는 동서로 250킬로미터, 남북으로 4킬로미터의 거대한 녹색지대입니다.
70년 군사적 대결이 낳은 비극적 공간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기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자연 생태계
보고로 변모했고, JSA, GP, 철책선 등 분단의 비극과 평화의 염원이 함께 깃들어 있는 상징적인 역사 공간이
되었습니다.
비무장지대는 세계가 그 가치를 공유해야 할 인류의 공동유산입니다. 나는 남·북 간에 평화가 구축되면, 북한과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것입니다.
~~ 앞으로도 한국은 국제사회와 연대하면서 평화, 인권, 지속가능 개발이라는 유엔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유엔의 궁극적 이상인 ‘국제 평화와 안보’가 한반도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으로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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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의 범위(공간적 범위)
설악산 - 금강산 국립공원 일원
설악산-향로봉-건봉산-DMZ 일원-소금강-금강산을 연결하는 국토 남북생태축(백두대간) 연결

< 설악-금강 국제평화공원 개념도 >
GIS 적지 분석 개념을 통한 한반도 접경보호지역 후보지 구상
- 설악산 ․ DMZ ․ 금강산 공원 구획 예시10)

10) 박병주, 설악산 ․ DMZ동단 금강산 공원계획 기본구상 연구, 1999.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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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 람사르 습지 지정과 연계 방향 검토
- 북한은 람사르협약에 170번째 당사국으로 가입(’18년 5월)11)하는 등 생물다양성과 보호
지역 관련하여 다양한 국제협약 및 국제기구에 가입 · 활동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제협력
네트워크12)를 구축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보다 효과적 협력 추진 필요

다. 추진 여건
자연환경적 여건 : 남북한 자연생태축 연결을 위한 최초의 사례
설악산 국립공원과 금강산 국립공원은 이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국립공원(카테고리 Ⅱ)
으로 등재되어 있어, 생물다양성 및 야생동식물의 주요 서식지로서 자연환경이 뛰어나며,
또한, 금강산과는 동식물상, 자연경관 등이 유사함
사회 ․ 경제적 여건 : 세계적 관광 상품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
설악산과 금강산은 우리 한민족에게 국립(자연)공원 이상의 의미로서, 필요시 육로를 통한
설악산-금강산 관광 여건을 갖추고 있음(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부각 잠재성)
국제적 여건 : IUCN 등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관심 표명
최근 접경보호지역(Transboundary)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13) 증가14)는 이 지역이 생물다양성
보전, 지역사회 편익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산업 등과의 연계, 국가 간 협력을
위한 신 개념의 자연보호지역으로서 관심이 증대

11) 2개 람사르 습지(Mundok Migratory Bird Reserve, Rason Migratory Bird Reserve) 지정
12) 북한의 자연환경 관련 주요 협력 파트너
- 지구환경기금(GEF) 지원사업: 국가환경보호위원회(협력: 국토환경보호성, 국가과학원)
- 유럽연합(EU) 지원사업: 국토환경보호성 산하 산림과학원
- 유네스코(UNESCO) 지원사업: 국가과학원(조선유네스코민족위원회, 북조선 MAB 위원회)
- 국제두루미재단(ICF) 지원사업: 국가과학원, 안변 비산리협동농장
- 습지관련협력사업(Ramsar 등): 국토환경보호성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관련 사업: 북한자연보전연맹(NCUK), 국토환경보호성
13) 생물다양성협약 보호지역 실행프로그램(PoWpA), WCPA-EA 실행계획의 핵심 이슈
14) 우리나라에서 발의하여 전 세계 총 23개 기관이 공동으로 개발에 참여하여 채택된 2016 IUCN 세계보전총회
<Res. 35 접경협력과 보호지역>은 접경지역 협력이 자연 보전, 생태적 지속가능성,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 평화 증진 등을 포함한 다양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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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접경 보호지역(설악-금강) 지정방향
2. 일반 현황

< SWOT 분석을 통한 주요 전략 도출 >
강점 (Strengths)

약점 (Weaknesses)
북측 데이터 이용의 한계
남북 및 이해당사자와의 조정 매커니즘
미흡

선진화된 자연공원관리 기법
금강-설악 보호지역 기 지정
국제사회의 강력한 지지 기반
국민적 관심과 지원

SO 전략
주도권 강화

WO 전략

(기득권 유지)

(IUCN, DMZ 포럼)

ST 전략

WT 전략
공감대 확산

논리적 접근
(설득논리 개발)
국제사회의 관심 고조
북측의 환경협력 요구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

기회 (Opport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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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강화

(NGO, 지자체)
정치적 불확실성
정부의 대북정책의 유동성
예측불가한 남북관계

위협 (Threats)

Ⅱ. 접경 보호지역(설악-금강) 지정방향
3. 사업목표 및 전략(안)

3

사업목표 및 전략(안)

가. 사업목표
설악산(국립공원) - DMZ - 금강산(자연보호구)을 생태통로로 연결하여 국제평화공원으로 지정
함으로서, 남북한 긴장완화, 자연생태계 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국제사회에서 주목할 수 있는 국제평화공원 지정 후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목표(Goal)

남북한 환경협력을 통한 설악-금강 국제평화공원 지정

자연자원 보전, 지역사회 발전, 평화정착에 기여

Shared Vision, Step-wise Approach, Secured Funding, Successful Partnership

1. 정책 추진기반 마련
▪ 관계기관 전문가 회의 구성․운영
- 환경부, 통일부, 국방부, 산림청 + 학계 등 연구
기관 공동 참여
▪ 분기별 세미나 겸 자문회의 개최

3. 남북 당사자 간 비전공유

2. 이해당사자와의 파트너 십
▪ 지자체, 이해당사자 및 지역주민이 공동 참여하는
포럼 구성
▪ 자원조사, 인문 환경조사에 참여 유도
▪ 인식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파트너십 형성

4.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 실무추진단 구성을 통한 실행력 확보

▪ 국제자문단(Int'l Advisory Group) 구성

▪ Red-List 공동 연구조사 및 워크숍

▪ 북한 관리자 역량 향상 프로그램 시행

▪ 공동 홍보전략 마련 및 책자 발간 배포

▪ 국제워크숍 공동 개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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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접경 보호지역(설악-금강) 지정방향
3. 사업목표 및 전략(안)

나. 사업추진 기본 원칙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추진은 총 4단계로 추진이 가능하며,
- 제1단계 : 북측 대상기관과의 접촉, 정책 인프라 구축,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추진 기반 조성
- 제2단계 : 북한 측의 우선 요구사항 연계를 통한 북한의 참여 유도,
- 제3단계 : 양자 간 교류협력 관심분야를 대상으로 소규모 프로젝트 위주로 사업 추진
- 제4단계 : 공동 협력 관리체제 구축 등 가시적 모델사례 개발 및 교류협력 사업 활성화

비전 공유를 통한
상호 신뢰와 존중의
원칙

Shared Vision

Small Steps

실행 가능한 소규모
사업 위주로 지속
추진의 원칙

기본원칙
Non-political
issue

Partnership
& Stewardship
이해당사자 및 관심
그룹의 완벽한 참여
보장의 원칙

비정치적인 전문
분야 위주의 사업
추진의 원칙

< 남북교류 사업 추진 4대 기본원칙 >

다. 기대효과
남북한 생태축 연결을 통한 한반도 자연생태계 보전
- 비무장지대 등의 동서 생태축과 연계가능한 남북한 생태축으로서의 기능을 통한 자연생태계
보전 ⇒ CBD 등 자연환경 협약의 대표적 이행
세계적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우리나라 대표적인 자연경관인 양 공원과 비무장지대 일부지역을 관광산업과 연계함으로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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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접경 보호지역(설악-금강) 지정방향
3. 사업목표 및 전략(안)

국민적 지지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
- 남북한 간 공동의 비전 공유, 실질 협력을 통하여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 남북한 긴장완화
및 평화 정착에 기여
국제사회의 대표적 모델 사례
- 실현가능한 사업추진을 통하여 국제적 모델 사례로서 국제사회의 관심 증가

라. 단계별 사업추진 전략
제1단계 : 기반 조성(Preparatory Work)
사업추진 필요성, 타당성, 현실성, 전략적 적합성 등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을 통하여 사업
추진 정책적 기반을 조성
- 추진기관 및 협력기관 간 예비회의 개최(추진절차 등에 대한 기본 합의 도출)
- 추진 및 협력기관 간 MOU 체결 및 역할분담
-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인프라 구축(환경부, 통일부, 문화부, 국정원, 산림청 등)
- 국내외 전문가 인력풀 작성
- 북측 대화창구 마련 및 비전공유(IUCN 등 국제기구 활용)
- 의사결정을 위한 운영위 및 국내외 자문단 구성(국제워크숍 등 병행)
제2단계 : 지정여건 분석(Desk Study)
기존 선행연구/사례, 자연환경, 법제, 정책 및 관리여건, 해외 우수사례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정보취득 및 추진범위 등을 결정
- 선행연구 조사 및 분석(남북관계, 자연환경, 지정여건 등 포함)
- 관련 법제, 정책 및 관리여건 분석
- 관광 및 지역개발 현황 조사 및 분석
- 접경보호지역, 평화공원 해외 우수사례 조사/분석
- 지정여건 종합분석을 통한 사업추진 방식 결정 : 추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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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접경 보호지역(설악-금강) 지정방향
3. 사업목표 및 전략(안)

제3단계 : 관계기관 및 이해당사자 협의(Consultation)
2단계에서 수립한 사업추진 기본계획에 대하여 핵심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범위,
절차, 기한, 추진 방식 등에 대한 결정(사업추진 로드맵 수립)
- 핵심 이해관계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의(워크숍 등 활용)
-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인식 수준 조사/분석
- 부문별 우선순위 세부 사업계획 수립
- 남북 코디네이션 기관간 실무회의 개최
접경지역 보호지역(TBBR 등) 남북한 역할분담 ․ 협력방안 검토
- (기본) 자연환경보전 중심 관리체계 유지
- (협업) 지정에 따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서비스 증진방안, 관리체계 등 관리 전반에
대한 구상, 생태관광 활성화 등
제4단계 : 부문별 사업 추진(Implementation)
상기 1-3단계를 통하여 도출된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각 부문별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 법제 및 정책 검토를 통한 평화공원 지정을 위한 법제 마련(관리계획 수립 등)
- 공공인식 증진 프로그램, 관리자 역량향상 프로그램 등 개발
- 경제 ․ 사회적 가치 평가, 지역발전계획과의 통합 매커니즘 개발
- 설악-금강 관광권 연계 방안 마련
-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 매커니즘 개발
- 자연자원 조사 및 관리효과성 평가 등 부문별 사업 추진
제5단계 : 사업평가 및 국제평화공원 지정 :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부문별 사업추진 성과분석을 통한 사업의 지속여부, 효과 등에 대한 전체 사업평가 및 국제
평화공원 지정을 통한 한반도 자연생태축 연결
-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한 부문별 지속사업 발굴
- 관계기관, 이해당사자, 지역사회 등이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공원 회의 개최
- 세계 접경보호지역 & 국제평화공원 회의 개최
- 한반도 국제평화공원 지정 및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 후속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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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접경 보호지역(설악-금강) 지정방향
3. 사업목표 및 전략(안)

1. 추진체계 구축
▪
▪
▪
▪

추진기관 및 파트너 기관간 인셉션 회의
사업추진 사업방향 설정 (초안)
운영위, 자문단 구성 - 사업방향 설정
북측 대상기관과의 접촉 및 비전 공유

운영위, 자문단 구성
북측 대상기관 사전접촉

기반조성
2. 지정여건 분석(Desk Study)

단
계
별

▪ 선행연구, 해외사례 등 조사를 통한 지정여건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자연환경, 법제, 정책 및 관리여건
- 이용 및 개발현황 (관광 등)
- 가이드라인 및 해외 우수사례 분석

해외 우수사례 심층분석
전문가 및 지역주민 인식분석

기본계획 수립

사
업
추
진

3. 이해관계자 협의(Consultation)
▪ 부문별 추진방식, 범위, 절차 결정
▪ 분야별 세부추진 계획수립

관련 워크숍 및 회의개최

세부사업계획 수립 (로드맵)
4. 사업추진(Implementation)

절

▪ 자연보전 및 보호지역 부문

차

▪ 사회 및 경제 부문

▪ 법제 및 정책 부문
▪ 역량강화 및 인식증진 부문
▪ 지역사회 및 안전 부문 등

Review

Shared Vision
Small Step
Secured Funding
Successful Partnership

부문별 성과 취합, 검토
5. 사업추진 성과분석/평가
▪ 부문별 추진 성과 분석/평가
▪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협의 (워크숍)
▪ 총괄 보고서 작성 및 정책제안

관계기관, 전문가, 이해당사자와의 최종 협의

한반도 국제평화공원 지정 - 세계유산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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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접경 보호지역(설악-금강) 지정방향
4. 주요사업 추진계획(안)

4

주요사업 추진계획(안)

가. 사업추진 기반조성 및 정책인프라 구축
목적 : 한반도 국제평화공원 지정을 위한 추진방향, 범위, 일정, 전략, 재원마련 및 파트너 확보
등에 대한 계획 수립
관련기관 : 환경부, 강원도청(강원발전연구원 등), 국립공원공단(국립공원연구원 등),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WCPA-EA
사업기간 : 2021년 이후(약 18개월)
주요 내용
- 사업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대상기관 및 파트너 간 준비회의(인셉션) 개최
- 국내외 협력 인프라 구축(관련기관, 전문가, 북측 관계기관 포함)
- 세부 추진계획 확정(운영위, 국내외 자문단 구성을 통한 추진계획 확정)
- 관계기관 및 전문가 워크숍 개최(기관간 의견조율 및 협조체계 구축)
추진계획 요약
목표 (Goal/s)

주요 산출물 (Outputs)

주요 활동 (Key activities)

1. 추진기반 마련

▪추진기관 및 파트너 확정: 범위,
추진체계, 일정 등 초안 마련

▪준비회의(인셉션) 회의 개최 (2회)
- 환경부(국립공원), 강원도(강발연), IUCN

2. 협력 인프라
구축

▪국내외 관련기관, 전문가 인력풀
▪북측 관계기관 소통채널
확보(사전접촉)
▪관계기관 및 전문가 회의 결과

▪관련기관, 전문가 인력풀 작성
- TBPAs, 평화공원, DMZ 전문가
▪관계기관 및 전문가 워크숍 개최
- 국내 및 국제워크숍
- 북측 관계기관과의 사전접촉
▪기관간 의견 조율 및 협조체계 구축

▪사업범위, 추진체계, 일정, 연차별
(분야별) 우선순위 프로그램 확정

▪운영위(Steering Committee) 구성
▪국내외 자문단 구성(국내외 별도)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초안)
▪추진계획 검토 및 확정 (운영위, 자문단)

3. 사업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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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접경 보호지역(설악-금강) 지정방향
4. 주요사업 추진계획(안)

나. 지정여건 및 해외 우수사례 조사 ․ 분석
목적 : ‘한반도 국제평화공원’ 지정을 위하여 국내외 유사 프로젝트 및 해외 접경보호지역/평화
공원 우수사례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하여 한반도 평화공원의 지정여건 및 시사점 도출
관련기관 : 환경부, 강원도청(강원발전연구원 등), 국립공원공단(국립공원연구원 등),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WCPA-EA
사업기간 : 2021년 이후(약12개월)
주요 내용
- 자연환경, 이용 및 개발, 관광사업 등에 대한 지정여건 전반 분석
- 법제, 정책 및 관리여건 전반에 관한 선행사례 분석
-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지역사회 인식 조사
- 분야별 시사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지역사회 의견 수렴 및 요구사항 파악 (비전공유 워크숍 개최)
추진계획 요약
목표 (Goal/s)

주요 산출물 (Outputs)

주요 활동 (Key activities)

▪선행연구 자료 취합 및 분석
1. 선행연구, 해외사례 ▪선행연구, 해외사례 조사/분석 보고서
▪해외 우수사례 조사/분석
- 분야별 시사점 및 개선방안 도출
조사/분석
▪선행연구 전문가와의 회의개최
2.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지역사회 인식 ▪다양한 이해 그룹의 인식조사 결과
조사

▪현장방문을 통한 현지조사
▪지역사회와의 회의 (인터뷰, 설문 등)
▪각 그룹별 인식조사를 위한 활동수행

3. 비전공유(지역사회
등)

▪비전공유 워크숍 개최
- 지역사회 의견 수렴 및 여론파악

▪지역사회 우선 요구사항 및 여론 파악

다. 이해관계자 공감대 형성
목적 : 관계기관 및 파트너 주도로 수립된 ‘한반도 국제평화공원 추진계획’ 초안에 대하여 핵심
이해관계자 및 산하기관(연구원)등 과의 협의과정을 통하여 사업의 범위, 절차, 방법론,
우선순위 프로그램 등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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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접경 보호지역(설악-금강) 지정방향
4. 주요사업 추진계획(안)

관련기관 : 환경부(국립공원), 국토부, 국방부, 국정원, 강원도 및 관련 산하기관(연구원),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
사업기간 : 2022년 이후(계획(초안)/협력대상 구체화 등 기초준비 선행, 약12개월)
주요 내용
- 한반도 평화공원 포럼 구성 및 운영 - 기관간 이견 조율체계 구축
- 사업계획 논의를 통한 사업 구체화
(추진 범위, 절차, 방법론, 우선순위 프로그램, 시행방법 등에 대한 논의)
- 북측 대상기관과의 협의(제3국에서 공동 워크숍 개최)
※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 국제기구(IUCN 등)와의 협력을 통한 워크숍 등과 병행 추진

목표 (Goal/s)

주요 산출물 (Outputs)

주요 활동 (Key activities)

1. 한반도 국제평화공원
포럼 구성/운영

▪포럼 구성 및 운영
▪관계기관 및 이해당사자간 포럼 - 각 기관 포컬포인트 지정
구성
▪국제평화공원 지정에 대한 기관간 핵심
- 기관 간 의견 조율기능 수행
쟁점 파악 및 의견 조율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2. 사업계획 논의를 통한
사업구체화

▪사업계획 수정 및 확정
▪워크숍 개최
- 범위, 절차, 방법론, 우선순위,
▪기관별 우선순위 프로그램 조사 등
예산지원, 기금조성 및 활용 등

3. 북측 대상기관과의
협의

▪사업구체화 및 북측 사업범위
확정

▪사업 추진기관간 회의 개최
- 범위, 절차, 방법론, 우선순위 등 논의
※ 제3국 회의를 통한 지속 접촉

라. 사업추진 로드맵(안) 수립
목적 : ‘한반도 국제평화공원’ 지정 및 관리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안) 작성
관련기관 : 환경부(국립공원), 국토부, 국방부, 국정원, 강원도 및 관련 산하기관(연구원),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 모든 이해관계자 참여
사업기간 : 2022년 이후(계획(초안)/참여대상 구체화 등 선행, 약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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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접경 보호지역(설악-금강) 지정방향
4. 주요사업 추진계획(안)

주요 내용
- 사업추진 세부계획 수립(관계기관 및 전문가 포함)
- 공청회 개최 및 사업추진계획 확정
- 북측 대상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사업 시행
추진계획 요약
목표 (Goal/s)

주요 산출물 (Outputs)

1. 사업추진 세부계획
▪중장기 사업추진 로드맵
수립

주요 활동 (Key activities)

▪계획수립 (연구/용역)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협의 등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의견 수렴

▪공청회 개최
2. 공청회 개최를 통한
▪공청회 결과를 반영한 세부사업계획
사업계획 확정
▪세부계획 수정 및 확정을 위한 활동
3. 사업 확정(북측
대상기관 협의)

▪북측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의향서
교환 및 양자간 비전공유

▪단기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의향서
교환
▪비전공유 워크숍 개최

마. 분야별 주요 사업 추진(안)
1) 국제평화공원 지정 ․ 관리를 위한 법제 및 공동 관리계획 수립
목적 : 기존 법제도 및 관련 정책에 대한 격차분석, 외국의 우수사례 등으로 부터의 시사점
도출, 국제평화공원 관련 법제 정비방안 및 공동 관리계획을 수립
관련기관 : 강원발전연구원, 국립공원공단,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환경부, 국방부, 강원도,
UNESCO 한위, IUCN WCPA/CEL
사업기간 : 2021년 이후(약 24개월)
주요 내용
- 현 남북 관련 법제, 정책, 관리계획에 대한 격차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IUCN 등 접경보호지역(평화공원) 가이드라인 검토 및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 IUCN 환경법 프로그램 등과 공동으로 평화공원 지정/관리 법제(안) 수립
- 공동 관리계획 수립(IUCN 카테고리 분류 및 용도지구 계획 포함)
- 동아시아 지역 접경보호지역(평화공원) 지정 ․ 관리를 위한 핸드북 발간/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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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접경 보호지역(설악-금강) 지정방향
4. 주요사업 추진계획(안)

추진계획 요약
목표 (Goal/s)

주요 산출물 (Outputs)

주요 활동 (Key activities)

▪남북 보호지역관리 법제, 정책 등에
대한 자료 취합 및 격차 분석
- IUCN 가이드라인 및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회의 등

1. 현 법제, 정책 및
관리계획 격차분석

▪남북 보호지역관리에 대한
조사/분석 자료 - 법제, 정책,
관리체계 등

2. 국제평화공원
지정․관리 관련 법제
정비 방안

▪관련 회의 개최 (국제기구 등과 공동)
▪평화공원 지정, 관리를 위한
▪관련 프로젝트 수행
법제(안) 개발을 통한 권고안 마련
▪북측 대상기관과의 협의

3. 공동 관리계획 수립

▪공동 관리계획(안) 수립
▪관련 회의, 전문가 의견 수렴 활동
- IUCN 카테고리 분류 및 용도지구
- 설문, 인터뷰, 워크숍, 벤치마킹 등
계획 포함

4. 국제평화공원,
▪TBPAs & 국제평화공원 지정,
TBPAs 지정․관리를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개발/배포

▪관련 프로젝트 수행
- 전문가 워크숍, 회의 등을 통하여 동
아시아 TBPAs & 국제평화공원 지정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2) 국제평화공원 가치 평가 및 지속가능한 이용
목적 : 국제평화공원 지정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경제, 사회, 관광, 지역발전 등)을
평가하고, 다양한 지역발전계획 등과의 연계, 타 부문과의 통합 등을 통하여 지역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관련기관 : 강원발전연구원,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환경부(국립공원), 강원도, IUCN/CEL
(환경법위원회)
사업기간 : 2021년 이후(약 24개월)
주요 내용
- 현 설악산, 금강산의 경제/휴양가치 평가 & 국제평화공원 지정 후 경제/휴양가치 예측 및
비교를 통한 가치 평가 및 관련 인식증진
- 지역개발 계획 등 타 부문과의 통합체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 개발
- 설악-금강 관광권 연계를 통한 지역활성화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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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접경 보호지역(설악-금강) 지정방향
4. 주요사업 추진계획(안)

추진계획 요약
목표 (Goal/s)

주요 산출물 (Outputs)

1. 국제평화공원의 경제,
▪평화공원의 경제적 가치 및 가치
관광/휴양 가치 평가
인식 조사 보고서
및 인식증진 활동

주요 활동 (Key activities)

▪경제, 관광/휴양가치 산출을 위한
연구 수행
▪지역정부 및 지역사회 세미나 개최
▪연구보고서 및 정책제안

2. 지역발전계획 등 타
▪관련 연구수행 및 회의개최
부문과의 통합을 통한 ▪지역발전계획과의 연계 및 부문간
▪외국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지속가능 이용 방안
통합방안에 관한 정책 권고안 마련
▪타 부문와 비전공유 프로그램 개발 등
개발

▪관광권 연계를 통한 지역활성화
방안 수립
▪관련 연구수행 및 회의개최
3. 설악-금강 관광권
연계를 통한
- 생태관광, 체류형 여가활동, 방문자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설문/인터뷰
편의 시설 등에 관한 단중장기 전략 ▪지역사회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지역활성화 전략 수립
수립

3) 자연자원, 역사/문화자원 조사
목적 : 국제평화공원 지정을 위한 설악-DMZ-금강산 일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 연구, 주요
식생, 야생동식물, 자연, 역사/문화자원 등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서 국제평화공원에 대한
법제 및 관리계획, 특히 용도지구 계획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 구축
관련기관 : 국립공원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환경부, 강원도,
UNEP-WCMC, IUCN/SSC(종보전위원회)
사업기간 : 2021년 이후(36개월)
주요 내용
- 분야별 자연자원조사 시행을 위한 회의개최(관리자 및 조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등)
- 단계별 자연자원조사(1단계-설악산, 금강산, 2단계-인근지역, 3단계-DMZ 일원), 남북 공동
으로 동시에 관할구역 조사로 시작하여 3단계에서 합동조사 추진
- 평화공원 자연자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평화공원의 야생동식물’ 발간/배포
- 자연자원, 역사/문화자원 연구조사 보고서 발간/배포 및 후속사업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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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접경 보호지역(설악-금강) 지정방향
4. 주요사업 추진계획(안)

추진계획 요약
목표 (Goal/s)

주요 산출물 (Outputs)

주요 활동 (Key activities)

1. 조사 체계 구축 및
자료 분석

▪국내외 분야별 전문가 네트워크
▪기존 조사자료 분석 후 시사점
도출
▪연구조사 방법론 개발 및 확정
- 핸드북 발간

▪네트워크 구축 & 자문단 구성/운영
▪기존 조사자료 취합/분석
▪조사연구 툴(tool) 개발 프로젝트 시행
- 조사연구를 위한 핸드북 발간

2. 자문단 및
이해관계자, 지역
사회와의 협의

▪분야별 최종 조사계획 수립
▪이해관계자, 지역사회 회의결과
- 분야별 조사에 참고 및 반영

▪분야별 조사방법, 범위, 절차 등의
결정을 위한 자문단, 이해관계자,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회의 개최

3. 자연, 역사 ․ 문화자원 ▪단계별/분야별 조사계획
조사연구 수행
▪역량향상 워크숍 결과

4. 연구보고서 발간 및
후속조치 추진
가이드라인 개발

▪단계별, 분야별 조사계획 수립
▪자연자원조사 참여자 역량향상 워크숍
개최 (IUCN SSC 활용)

▪분야별 데이터 취합을 통한 평화공원
▪후속사업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자연자원조사 보고서 발간/배포
- 우선순위 사업, 잠정 예산, 활동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 및
전문가 회의 개최 등을 통한 후속사업
등
추진 가이드라인 개발

4) 공공인식증진 프로그램
목적 : 국제평화공원에 대한 일반의 관심과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공공인식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향후 국제평화공원 지정을 위한 조사/연구 및 지정 후 관리에 대한 일반 및 지역
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
관련기관 : 강원발전연구원, 국립공원연구원,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환경부(국립공원,
국립생태원), 강원도, IUCN, UNESCO 한국위원회
사업기간 : 2021년 이후(36개월)
주요 내용
- 평화공원에 대한 공공인식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정책 결정자, 유관기관, 지방정부, 지역사회 등과의 인식증진 워크숍
일반의 인식증진 프로그램(멀티미디어 활용, 뉴스레터, 웹사이트 등 활용)
- 지역사회 및 NGOs 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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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접경 보호지역(설악-금강) 지정방향
4. 주요사업 추진계획(안)

추진계획 요약
목표 (Goal/s)

주요 산출물 (Outputs)

▪평화공원에 대한 홍보자료, 책자,
1. 공공인식증진
웹사이트 등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평가 보고서

주요 활동 (Key activities)

▪다양한 조사/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자료 개발 (웹사이트 포함)
- 브로슈어, 영상물, 책자 등 (4개국어)
▪공공인식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지역사회의 의견청취 및 비전공유 워크숍
▪지역사회의 요구 등을 포함한 워크숍
개최 (외국의 성공사례 활용)
2. 지역사회 참여
보고서
▪영상물 활용 등을 통한 지역사회에
프로그램 개발 ▪Pilot 프로그램 평가보고서
미치는 긍정적 효과 홍보
▪후속조치 수행을 위한 권고안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시범 프로그램 시행

5) 접경보호지역(평화공원) 관리자 역량증진 프로그램
목적 : 남북한 보호지역 관리 격차를 줄이고, 공동 관리계획에 의한 효과적인 국제평화공원
관리를 위한 관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동 프로그램은 아시아지역 보호지역 관리자
교육훈련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서 향후 아시아 보호지역 관리자 교육
훈련센터의 설립 등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음
관련기관 : 강원발전연구원, 국립공원공단(국립공원연구원),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환경부,
강원도, 산림청 등
사업기간 : 2021년 이후(60개월)
주요 내용
- 보호지역 관리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남북 보호지역 관리자 역량향상 프로그램 운영
- 접경보호지역 및 평화공원 관리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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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접경 보호지역(설악-금강) 지정방향
4. 주요사업 추진계획(안)

추진계획 요약
목표 (Goal/s)

주요 산출물 (Outputs)

주요 활동 (Key activities)

▪보호지역 관리자 직무표준서 발간
▪관리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국제회의 개최

▪보호지역 관리자 직무 표준서 개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레인저 대회 등 관련 회의 유치
▪역량향상 워크숍 시행 (매년)
2. 남북 보호지역 관리자 ▪역량향상 워크숍 결과
▪선진 관리기법 기술이전 및 공유
비전공유 프로그램
▪남북 보호지역 관리기법 격차 분석
- IUCN과 공동으로 추진
3. 아시아 보호지역
▪전문 교육훈련 센터 설립
▪프로그램 개발
관리자 교육훈련
- 국제기구와의 공조를 통한 훈련프 ▪전문기관 및 전문가와의 사전 협의
프로그램 개발․운영
로그램 운영
▪회의개최 및 예산확보 방안 마련
1. 보호지역 관리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지속가능한 재원조성 전략 수립
목적 : 지속가능한 재원마련 매커니즘 개발을 통하여 '한반도 국제평화공원' 지정, 관리에 민간
부문 등의 참여를 유도하여 보호지역 관리에 민간과 공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
관련기관 : 강원발전연구원, 국립공원공단,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환경부, 강원도, IUCN
WCPA(세계보호지역위원회)
사업기간 : 2021년 이후(24개월)
주요 내용
- 현재의 남북 예산지원 체계 등에 대한 조사/분석
- 가이드라인 검토 및 외국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 민간부문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기금 현황 분석 및 유치 전략 수립(관심기업)
- 지속가능한 재원조성 전략 수립(매칭펀드, 기업 서포터즈, Small Grant 프로그램 등)
추진계획 요약
목표 (Goal/s)

1. 지속가능한
재원조성 전략
수립

주요 산출물 (Outputs)

주요 활동 (Key activities)

▪남북 예산지원 체계 조사/분석
▪남북한 보호지역 재원조성 체계에
▪외국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가이드라인
대한 조사/분석 현황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외국의 우수사례 분석자료
▪민간의 CSR 기금 확보를 위한 회의 개최
▪민간부문 자연환경 관련 기금
- 예시: 한반도 평화공원을 위한 1% 프로
지원현황
그램, 매칭펀드, 기업서포터즈 등
▪지속가능한 재원조성 전략
▪지속가능한 재원조성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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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강산의 생물다양성 개요

Ⅲ. 설악-금강 생물(생태)학적 특성 분석
1

금강산 생물다양성 개요15)

가. 금강산의 자연지리적 조건
금강산 권역은 강원도 고성군과 금강군에 걸쳐 남북의 길이 60여 ㎞, 동서의 길이 40여 ㎞,
면적 530 ㎢의 광활한 지역을 포괄(한반도 동해기슭의 중부, 백두대산 줄기의 중심에 위치)
금강산의 구성 암석은 시생대 편마암과 혼성암류, 중생대 흑운모화강암이며, 금강산 지형의
기본 형태는 제3기 중신세 말에 있었던 비대칭적인 경동지괴운동에 의하여 이루어짐(동부는
많이 서부는 적게 융기, 동쪽비탈면은 1,000m이상의 단층면에 뚜렷한 3개의 구조 계단을
비롯한 여러 개의 계단이 형성, 서쪽비탈면은 점차 낮아지는 느린 계단모양지대)
금강산은 지역경관의 독특한 특성으로 크게 외금강16), 내금강17), 해금강18)으로 나눔
금강산 일대는 비교적 따뜻하며 비와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해금강과 외금강은 동해 난류의
영향으로 온화한 해양성 기후, 내금강은 내륙성 기후의 특징)
고성읍 연평균 기온은 11.2도(8월 평균 23.3도, 1월 평균 –1.7도), 금강읍 연평균 기온은
7.4도(8월 평균 20.8도, 1월 평균 –2.1도)
금강산 일대는 산의 높이에 따라 기온 차이가 심함(여름에는 100m, 겨울에는 80~90m정도
올라가면서 1도 정도씩 낮아짐)
강수량은 고성군에서 년 평균 1,580 ㎜, 금강군에서 1,201 ㎜
봄과 가을철에 산에서 바다쪽으로 덥고 메마른 “금강내기19)”라는 강한 바람이 부는데 그
속도는 평균 20m/s
금강산 지역의 주요 강하천은 동해로 흘러드는 남강, 온정천, 천불천, 선창천 등, 서해로
흘러드는 북한강의 지류들인 금강천, 동금강천 등
15)
16)
17)
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마브민족위원회. 2003. 금강산의 생물다양성
해안 충적벌과 인접되어 있으므로 상대적 높이가 높고 이르는 곳마다 수백미터 높이의 절벽들이 전개
내륙산악지형과 잇닿아있어 보다 느린 계단모향의 절벽지형
평탄한 해안 벌을 끼고 있는 구릉성저산지대이며 오랜 기간의 해식작용과 퇴적작용을 받아 기묘한 바다벼랑과 바
위섬들, 그리고 호수, 모래불(모래부리)들이 독특한 경관을 이룸
19) (북한어) 강원도 고성 지방에서, 높은 산을 넘어 산비탈을 따라 강하게 내리 부는 덥고 건조한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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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강산의 생물다양성 개요

화강암을 기본바탕으로 하고 있어 금강산의 물은 맑고 깨끗함
비로봉(1,639m)-영랑봉(1,601m)의 산마루에는 지금도 동서 2,5km의 너비를 가진 옛 평
탄면이 그대로 보존
금강산의 우리민족에의 의미: 금강산은 6.15 남북공동선언(2000년) 실천에서 북과 남의 상
봉의 장소로서 세계에 널리 알려지고 있으며, 우리 민족의 세기적 숙망인 통일을 이룩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통일의 명산>이라고도 할 수 있음20)

나. 금강산의 동 ․ 식물
금강산은 이우철과 임양재(2002)의 식물구계 중 갑산아구와 중부아구에 위치하여, 북부와
남부계통의 식물이 바뀌는 지대에 놓여있음
지형, 기후 등 자연지리적 조건의 다양성으로 인해 온대남부계통의 식물로부터 아한대성식물에
이르기까지 식물종수가 매우 풍부하며, 동시에 특산종이 매우 많은 것이 특징
금강산 고등식물은 총 1,228종류(고사리류 17종류, 겉씨식물류 15종류, 속씨식물류 1,146종류)21)
조사 ‧ 기록된 척추동물의 종수는 258종이며22), 짐승류(포유류) 39종, 새류 174종, 파충류
12종, 양서류 9종, 민물고기류 24종, 400여종의 나비류
400여종의 나비류(노란식수두나비, 고리홍그늘나비, 금강숫돌나비, 금강희롱나비 등 북쪽계통의
나비들과 깃희롱나비, 먹그늘나비, 알락나비 등 남쪽계통의 나비들이 수많이 서식)
금강산의 특징적인 동물로서는 산양, 사향노루, 큰곰(불곰), 날다라미(하늘다람쥐), 수달, 흰
두루미(두루미), 꿩매(매), 까막딱따구리, 수리부엉이, 남생이, 금강두꺼비(물두꺼비), 금강모치,
등점버들치, 어름치, 쒜리(쉬리), 돌부치, 산메기(미유기) 등을 들 수 있음 (민물고기류는 대부
분이 우리나라의 특산종)
금강산 곰(반달가슴곰), 수달, 산양, 사향노루, 금강두꺼비(물두꺼비) 등 세계 및 아시아의
위기종 동물들도 서식
금강산은 이밖에 한대성고산식물들과 다양한 버섯류, 그리고 각종 나비류를 비롯한 다양한
동식물 서식(중요한 유전자자원의 보물고)
20) 북한에서도 금강산을 남북협력의 상징적 장소이자 통일을 위한 상징적인 존재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21) 2005년 자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마브민족위원회. 우리나라 주요 자연보호구 동식물목록)에 따르면 1,117개
종이 목록화 되어 있음
22) 2005년 자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마브민족위원회. 우리나라 주요 자연보호구 동식물목록)에 따르면 짐승류
36종, 조류 216종, 파충류 15종, 양서류 8종, 어류 29종으로 발표자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
는 금강산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2003년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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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강산의 생물다양성 개요

금강산에는 세계적으로 1속 1종인 금강국수나무(금강인가목)와 금강초롱 외에 금강산의 이름이
붙은 금강분취, 금강봄맞이, 금강기름나물(두메기름나물)을 비롯하여 선종덩굴, 흰솔나리 등
변종, 변형을 포함한 총 112종류의 특산식물이 분포(한반도에 분포된 특산식물의 약 4분의
1에 해당)

다. 금강산의 동물분류군별(척추동물) 종다양성
금강산은 아한대성산림과 온대성산림, 그리고 농경지, 풀판(초지), 바다가, 다양한 골짜기,
무성한 수림 등이 서식환경의 다양성을 보장하므로 동물의 종적구성이 다양하고 자원량 풍부
목

과

속

종

짐승류(포유류)23)

6

17

34

39

새류(조류)

17

48

99

174

파충류

2

4

8

12

량서류(양서류)

2

5

6

9

물고기류

4

9

21

24

계

31

83

168

258

비고
큰날다라미(큰 하늘다람쥐) 포함24)
남생이, 구렁이, 세줄무늬뱀, 실뱀
민물고기만 취급

설악산의 생물다양성 현황(2010 자연자원조사 자료 중심)25)
목

과

속

종

비고

포유류

6

13

25

1기 18종, 2기 44종(현장 19종)

조류

15

33

113

현재까지 총 129종(1기54종, 2기 109종)

파충류

1(2아목)

3

5

자연자원보사보고서: 17개 종 중 '10 조사
12종 미출현 (자라, 남생이, 구렁이, 실뱀,
누룩뱀 등)

양서류

2

5

10

’10 조사에서 두꺼비 미 출현

물고기류26)

7

12

35

2기 조사에서는 43종

계

66

27

188

23) BR신청서(2016, p.83) 자료에 따르면 IUCN Red-list : 곰(VU, 반달가슴곰), 큰곰(LC, 불곰), 사향노류(VU),
흰족제비(LC), 담비(LC), 산양(NT), 수달(NT) 등 서식
24) 산양, 사향노루, 수달, 큰곰, 곰, 날다라미 / 노루, 복작노루, 산토끼, 여우, 삵, 족제비, 흰족제비, 고슴도치, 두더지,
주름코박쥐, 윗수염박쥐, 관코박쥐
25) 2020 국립공원 기본통계(설악산): 식물 1,284종, 포유류 47종, 조류 129종, 양서류 10종, 파충류 12종, 어류
24종, 곤충 2,310종
26) 한강수계/동해유입천, 영동 / 영서(돌고기, 금강모치, 피라미, 미유기, 꺽지 모두 출현, 인위적 이입으로 인해 영서에서도
서식하는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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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악-금강 생물(생태)학적 특성

가. 식물다양성
1) 금강산의 식물다양성
금강산의 식물상 형성역사
금강산일대의 현대식물상은 제3기 식물상의 계승인 동시에 제4기(인류기)에 있은 산악빙하의
영향을 받아 아열대식물로부터 아한대 및 한대식물에 이르기까지 특이한 생태적 기원의 식물
들이 다양하게 분포된 남부온대성 산악 식물상으로 특징지을 수 있음27)
금강산일대의 빙하기유류종(유존종)은 사슴지의류(Cladonia sp)를 포함 100여종에 달함(만년
석송, 속새, 주목, 가라목(설악눈주목), 누운잣(눈잣)나무, 누운측백(눈측백)나무 등)
오랜 동안 지속된 빙하기와 그 전후시기에 백두대산줄기를 따라 수많은 한대 및 아한대 식
물들이 금강산과 태백산, 지리산, 한라산까지 남하
누운잣나무, 누운측백나무, 만병초(노랑만병초), 두메오리나무, 들쭉나무, 월귤나무, 주목,
사스레(사스래)나무, 채양(새양)버들 등이 분포구를 남쪽으로 확장하면서 금강산 일대를 완전히
피복
금강산에는 산악빙하가 수 천년 동안 자리 잡고 있었으며, 한대 및 아한대식물피복의 대표
종들인 누운잣나무와 만병초, 사스레나무, 삼송류와 이깔(잎갈)나무를 비롯한 많은 속들이
그대로 보존28)
식물들은 낮은 온도에 대한 견딜성은 약하지만 높은 온도에 대한 적응성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아한대기원의 주목, 가라목(설악눈주목), 참나무류,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등이 현재
온대남부의 기후조건에서도 정상적으로 자라는 것
현재 금강산에는 아열대식물로부터 한대기원의 식물에 이르기까지 1,200여 종류의 고등식물
(유관속식물)들이 분포, 5개의 산림수직대를 형성(5개의 산림 수직대 형성: Ⅰ소나무림대,
Ⅱ소나무+참나무림대, Ⅲ참나무림대, Ⅳ아한대성바늘잎-넒은잎나무림대, Ⅴ준고산식물대)
27) 제3기 식물상과 제4기(인류기) 초의 식물상은 아열대식물들이 많이 섞인 남부온대성 식물상이였다.(여기에서 남부
라는 용어는 한반도 남부가 아닌 북한의 남부 개념으로 판단됨)
28) 금강산의 특이한 지형조건(험준한 지형으로 외부로부터 종 유입 어려움), 아한대 식물들의 생태적 적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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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고등식물의 종 구성: 비교적 다양하고 풍부(146과 533속 1,094종 120 변종 14
변형 총 1,228종)
목본식물 276종류, 초본식물 952종(이 중 여러해살이식물 748종류)
특산종 112종류(44과 77속 65종 40변종 7변형)29), 이 중 금강산에만 고유하게 분포된
특산종은 10여 종류
온대기원의 식물들을 기본으로 하여 아열대로부터 아한대 및 한대 기원의 식물들을 모두 포함
- 아열대기원의 식물구성은 이 지역의 향토종인 감나무, 사철나무, 탱자나무 등
- 한대기원의 식물에는 누운잣나무, 만병초, 씨범꼬리, 사슴지의 속(Cladonia) 등
- 아한대기원의 식물에는 전나무속, 가분비나무속, 사스레나무를 비롯한 수십 종류 포함
금강산의 식물상은 동서간의 차이가 심함(외금강은 한해 평균 11.2도로 온화한 해양성기
후, 내금강쪽은 7.4도 대륙성 기후)
금강산의 식물 분류군 다양성
지금까지 조사된(’02년 10월) 자료에 의하면 금강산지구에는 1,228종류의 고등식물(양치류
이상)이 분포(고사리류 67종류, 겉씨식물류 15종류, 속씨식물류 1,146종류)
금강산지구 식물상에서 1종만 분포된 속의 수가 291속으로 54.59%를 차지(북한 식물상에서
1속 1종으로 되는 속수의 14.4% 차지)
골병풍(개병풍), 땅두릅나무, 파드득나물, 매화노루말풀(매화노루발)을 비롯한 일련의 종들은
높은 산지역들에 전형적인 종
메감자(한계령풀), 피나물, 수레부채(도깨비부채), 금강국수나무(금강인가목), 금강금매화(나도
양지꽃), 잔디바랭이 등의 종류들은 금강산지구 밖에서는 극히 드물고 희귀한 종류이지만 금
강산지구에서는 지역에 따라 높은 밀도로 분포
채양버들, 산외, 순채, 사람주나무, 수정란(수정란풀), 산삼을 비롯한 일련의 종들은 우리나라
다른 지역들에서도 쉽게 관찰할 수 없는 극히 드문 종들
Ⅰ부류속(한개 속에 적은 종주, 6종미만을 포함하는 집단)의 수가 506속(94.93%, 533속)이
고 거기에 속하는 분류군수가 935분류군으로서 전체 분류군수의 96.14%를 차지하고 있다
는 것은 적합한 생육지를 차지하기 위한 종들간의 경쟁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는 것을 보
여주며 지금 이루어진 이러한 균형이 조금만 손상되어도 많은 분류군의 손실을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29) 설악산(2010) 특산식물은 총48분류군(특산종 40, 특산변종 7종, 특산품종 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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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의 특산식물
북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 금강산 특산식물의 종수는 112종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03)
참나무, 굴참나무, 물황철나무, 채양버들, 가래나무, 왕팽나무, 다릅나무, 고로쇠나무, 산겨릅
나무, 찰피나무, 물푸레나무, 때죽나무, 황경피나무(황벽나무)와 같은 많은 넓은잎키나무(활엽
교목)들과 들쭉나무, 월귤, 만병초와 같은 한대성요소의 떨기나무들이 금강산 식물상에서
새로운 식물상의 형성과 종형성 과정에서 주요 역할
좀왕팽나무, 으름덩굴, 윤노리나무, 탱자나무, 초피나무, 사람주나무, 헛개나무 등의 종류들은
금강산일대에서는 북상요소의 북한계선을 이루는 종들
연밤피(연밥피)나무, 꽃정향(꽃개회)나무, 화살나무, 물아귀꽃(물앵도)나무, 금강제비꽃, 큰노랑
제비꽃(털노랑제비꽃), 노루참나물 등의 종류들은 이 주변에서 남하의 정착점을 이루는 종
대표적인 특산식물: 금강국수나무(금강인가목), 금강초롱, 금강잔대, 고성분취, 금강분취, 비
로봉쑥, 봉래꼬리풀, 금강봄맞이, 금강기름나물, 금강꿰미풀, 좀선밀나물30), 록실(청)분비나
무, 만리화, 흰솔나리, 흰좀비비추, 선종덩굴31)(요강나물), 참줄바꽃, 매자나무, 구슬바위취,
좀조팝나무, 이노리나무, 흰털고광나무, 병꽃나무 등
금강산의 위기 및 희귀식물
금강산의 희귀식물들은 기원상 특성으로 인해, 해발 1,500m이상의 준고산 식물대에 집중적
으로 분포되며 늪과 습지들, 해변가와 계곡의 바위들에도 분포. 이밖에 넓은잎나무림(활엽
수림)대와 아한대 바늘잎나무림(침엽수림)대들에 번식이 매우 낮은 기생식물들과 란(난)과식
물을 비롯한 진귀한 식물들이 자람(총 46종의 위기식물을 목록화)
준고산 식물대 희귀식물은 가라목(설악눈주목), 주목, 만병초, 월귤, 만년석송을 비롯한 석송류들과
씨범꼬리 등
바닷가 모래불 식물 가운데는 순비기나무, 갯방풍, 남가새 등
금강산 만물상일대 습지에는 벌레잡이식물들인 끈끈이주걱, 통발 등이 특이적으로 분포
바다가 바위에는 해국, 이대 등
깊은 산계곡에서는 범위귀속의 여러 종들과 괭이눈속, 꿩의비름속 식물들이 대표적

30) 청미레덩굴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로 1992년에 세상에 알려진 특산식물
31) 바구지과(Ranunculaceae)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로서 1943년에 세상에 알려진 고유의 특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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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의 식물군락
외금강과 해금강은 태백산줄기의 동쪽면에, 내금강은 서쪽면에 위치하고 있어 해발고도나
기후상태에서 심한차이가 있어 해당지역에 형성된 군락들의 특성도 다름
아고산 저목(관목) 군락: 해발 1,500m를 넘는 비로봉, 영랑봉, 월출봉, 차일봉, 백마봉 등의
산 정점 인근에 분포
- 누운 잣나무군락, 누운측백나무군락, 누운향나무군락 등
- 누운 잣나무 군락: 해발 1,100m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여 1,500m이상에서부터 누운잣나무
단순 우세종 군락이 나타남
- 누운 측백나무 군락: 주로 남동방향의 경사면에 전개
- 누운 향나무 군락: 주로 바위가 많은 메마른 남서경사면에 분포
아고산 침엽-활엽 군락: 해발 1,200m 이상되는 산지로 아고산떨기나무군락들이 전개되는
바로 그 밑에서 전개, 침엽수가 우세.
- 침엽수로는 분비나무, 잣나무가 기본으로 매우 낮은 비율로 가문비나무, 주목이 혼재
- 활엽수로는 사스래나무, 자작나무, 신갈나무, 귀룽나무 등이 섞여있음
- 잣나무는 금강산지구에서 해발 500 ~ 600m 수준에까지 내려감
중산성 활엽수 군락: 금강산지구의 해발 800m에서 1,200m 부근에서 많이 관찰, 신갈나무가
기본이 됨
- 신갈나무, 상수리나무, 찰피나무, 피나무, 박달나무, 귀룽나무, 복자기, 복장나무 등
- 잣나무, 잎갈나무, 전나무와 같은 침엽수가 섞여서도 관찰
저산성 침엽-활엽 군락: 해발 300 ~ 800m에서 많이 관찰, 소나무와 잣나무를 기본으로 상수리
나무, 서어나무, 피나무 계통의 활엽들로 이루어진 군락
저산성 침엽수 군락: 소나무를 기본으로 하거나 또는 단순우세종으로 하는 군락이 해발
300m 수준과 그 미만에서 전개
습지초원군락: 바다가주변이나 내륙의 낮은 지대 강기슭에서 관찰
- 바다가기슭에서는 주로 염생식물들을 위주로 하는 군락들이 전개되고 내륙에서는 습생,
중습생식물들이 위주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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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악산의 식물다양성32)
설악산의 식물상
설악산은 식물분포학적으로 백두대간을 중심으로하는 식물계의 중심이 되어 북방계식물의
남방한계지이자 남방계식물의 북방한계지로서의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띔
설악산 자연자원조사(’10,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44목 110과 394속 640종 1아종
101변종 9품종, 총 751분류군33)
- 2020 국립공원 기본통계에는 식물종이 1,284종으로 기술되어 있음
한국특산식물: 48분류군(특산종 40종, 특산변종 7종, 특산품종 1종)
- 가는장구채, 구절초, 금꿩의다리, 사스래나무, 제비꽃, 조팝나무, 풀싸리 등
- 금강이 붙어 있는 종으로는 금강봄맞이, 금강제비꽃, 금강초롱꽃 3개종(’10년 자료) 확인34)
멸종위기종35): 총 13종
- Ⅰ급: 털복주머니란
- Ⅱ급36): 가시오갈피나무, 개병풍, 기생꽃, 날개하늘나리, 노랑만병초, 닻꽃, 백부자, 복주머니란,
산작약, 연잎꿩의다리, 한라송이풀, 홍월귤
희귀식물: 45분류군
- 여우꼬리풀, 금강봄맞이, 금강초롱꽃, 눈향나무, 백작약, 눈잣나무, 금강제비꽃 등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168분류군
- Ⅴ등급: 27분류군, 눈잣나무, 눈측백, 산작약, 금강봄맞이, 금강초롱꽃 등
- Ⅳ등급: 16분류군, 황철나무, 회리바람꽃, 도깨비부채, 연령초, 왜솜다리 등
- Ⅲ등급: 34분류군, 분비나무, 거제수나무, 금강제비꽃, 개회나무, 쉬땅나무 등
- Ⅱ등급: 40분류군, 주목, 눈향나무, 난티나무, 황벽나무, 백작약, 말나리 등
- Ⅰ등급: 51분류군, 전나무, 잣나무, 굴참나무, 나래회나무, 들메나무, 초롱꽃 등
32) 2010년 설악산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결과 기준
- “한가위부터 내리기 시작한 논이 이듬해 단오절이 되어야 녹는다”하여 “눈에 덥여있는 산”으로 잘 알려진 설악
산은 동서 길이 약 18 ㎞, 남북 길이 약 15 ㎞의 다변형을 이루고 있음. 남한에서 한라산(1,950m), 지리산
(1,915) 다음으로 높은 산세(1,708m)
33) 1기 자연자원조사 101과 922분류군, 2기 자연자원조사 107과 765분류군
34) 내부 생물종목록 자료(2020.2.) 흰금강초롱꽃, 애기금강제비꽃, 금강분취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중
흰금강초롱꽃, 애기금강제비꽃은 금강산에 기록이 없음
3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및 보호(‘20년 현재 267종 지정). 육상식
물(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11종, 육상식물(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77종
36) 내부 생물종목록 자료(2020.2.)에는 노랑붓꽃, 솔붓꽃, 제비붓꽃 등이 설악산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설악산 멸종위기식물 목록에 추가를 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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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의 식생
임상 현황: 활엽수림 44%, 침활혼효림 37%, 침엽수림 11%, 기타(인공림 등) 8%
현존식생 현황
- 신갈나무-소나무군락 42%, 신갈나무군락 36%, 소나무-신갈나무군락 4%
- 전 지역에 걸쳐 신갈나무와 소나무가 넓게 분포하고 있음
침엽수림
- 소나무군락(고도 500 ~ 1,400m)37), 잣나무군락(고도 1,300 ~ 1,500m), 전나무군락(고도
600 ~ 1,000m), 분비나무군락(고도 800 ~ 1,700m), 눈잣나무군락(중청봉 ~ 대청봉 구간),
주목군락, 일본잎갈나무림 분포
- 해발고도 상승에 따라 소나무군락-잣나무군락-분비나무군락 순으로 분포
낙엽활엽수림
- 신갈나무군락(고도 450 ~ 1,500m), 서어나무군락(고도 400 ~ 700m), 박달나무군락(고도
450 ~ 1,500m), 가래나무군락(고도 500 ~ 600m), 졸참나무군락(고도 650 ~ 750m), 고로쇠
나무군락(고도 700 ~ 800m), 피나무군락(고도 950 ~ 1250m), 물박달나무군락, 사시나무군락,
황철나무군락, 버드나무군락, 거제수나무군락, 굴참나무군락, 마가목군락, 층층나무군락,
쪽동백나무군락 등 분포
3) 설악산-금강산 식물다양성 측면 특성 분석38)
전반적으로 유사한 식물분포 특성
서식하는 식물종수, 특산식물, 위기식물 등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유사한 서식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설악산과 금강산은 같은 식물구계39)에 위치하고 거리적으로 가까우며 비슷한 해발고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관속식물 종 조성이 유사
금강산일대의 빙하기 유류종(유존종)으로 언급된 만년석송, 속새, 주목, 가라목(설악눈주목),
누운잣(눈잣)나무, 누운측백(눈측백)나무 등의 경우 설악산에도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7) 능선부와 산정부에서 출변빈도 높음. 수반종으로 신갈나무가 가장 많음
38) 자문 참여 전문가: 이호영박사(한길숲연구소), 명현호박사(국립공원연구원), 소순구박사(국립공원연구원), 박홍철박사
(국립공원연구원)
39) 식물지리학적으로 한반도 식물구계 중 설악산과 금강산은 중부아구로 구분(이우철 · 임양제, 197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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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금강산의 경우 눈잣나무, 누운측백나무, 주목 등이 금강산 일대에 전반적으로 분포
하는 것에 비해 설악산은 개체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금강산에서 높은 산지역의 전형적인 종으로 언급되었던 개병풍, 땅두릅나무, 파드득나물,
매화노루발의 경우 땅두릅나무를 제외한 모든 종이 개체 수는 많지 않지만 설악산에서도
관찰된 것으로 나타남
금강산지구에서는 높은 밀도로 분포하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극히 드물게 분포하는 종으로
언급된 종(메감자, 피나물, 수레부채(도깨비부채), 금강국수나무(금강인가목), 금강금매화(나
도양지꽃), 잔디바랭이 중 피나물, 도깨비부채, 나도양지꽃, 잔디 바랭이 등은 설악산에도
관찰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북방계 식물의 연결 축으로서의 설악산과 금강산
우리나라 국립공원 중 설악산에서만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북방계식물인 눈잣나무,
이노리나무, 흰인가목 등은 금강산에서도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금강산 눈잣나무군락: 해발 1,100m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여 1,500m이상에서부터 눈잣
나무 단순 우세종 군락이 나타남.
- 흰인가목은 내금강 일출봉에 주로 분포
- 이노리나무는 금강산 비로봉 일대에 주로 분포(본래 백두산지구와 부전고원일대에 많이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금강산지구에서 남하의 정착점을 이루는 종으로 언급된 것들 중 꽃개회나무, 금강제비꽃,
노루참나물 등이 설악산에서도 나타남
멸종위기 및 특산 식물종의 보고
금강산은 멸종위기식물 IUCN 기준에 따라 46종의 위기식물을 목록화40)하고 있으며, 설악산의
경우 IUCN Red-list 기준으로 40종41)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나라 멸종위기식물 13종(Ⅰ
급 1종, Ⅱ급 12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40) IUCN(1988, 1994년 기준): Ⅰ부류 전멸종(EX), Ⅱ부류 위기종(Cr)과 전멸위험종(En), Ⅲ부류 위기종(취약종 Vu),
Ⅳ부류 희귀종 R(Rare) or Su(Suceptible)
41) IUCN Red-list 기준으로는 위급종(CR) 2종(산작약, 한라장구채), 위기종(EN) 16종(구상나무, 금강봄맞이, 날개
하늘나리, 노랑만병초 등), 취약종(VU) 22종(가는다리장구채, 가시오갈피나무, 개병풍, 개석송, 기생꽃, 눈잣나무,
들쭉나무, 땃두릅나무, 만리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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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식물종에 대한 2003년 2005년 기록을 종합하면, 금강이 붙어있는 종은 8개종(금
강국수나무, 금강찰피나무, 금강기름나물, 금강봄맞이, 금강잔대, 금강초롱, 금강분취, 금강
꿰미풀, 금강제비꽃)이 기술되어 있으며, 설악산에는 금강이 붙어 있는 종으로는 금강봄맞이,
금강제비꽃, 금강초롱꽃 3개종(2010년 자료)이 확인되나, 내부 생물종 목록 자료(’20.2.) 자료
에는 위 목록 중 금강분취가 기술되어 있어 설악산에 서식하는 금강이 들어가는 식물종은
4개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정 식물종의 분포 특성
소나무는 금강산의 경우 800m 이하(상수리, 서어나무 등 동반)에 주로 나타나며, 설악산의
경우 약 1,400까지도 서식하는(신갈나무 등 동반) 것으로 나타남
금강산의 잣나무 서식분포는 해발 1,200m 이상 되는 산지에 주로 나타나며 500~600m
까지 내려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악산의 잣나무군락은 1,285m~1,569m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창복(1995)이 기술한 우리나라 중부이남 지역에서는 해발 1,000m 이상에 나타나지만,
중부 이북에서는 해발 300m 이상에도 분포한다고 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함.
금강산의 식물구성 중 아열대기원의 식물로 언급되고 있는 감나무, 사철나무, 탱자나무의
경우 설악산에는 감나무만 존재하고 사철나무와 탱자나무의 관찰 기록은 없음.
- 한대기원 식물 중 씨범꼬리는 설악산을 비롯한 우리나라 국립공원에서는 관찰 기록이 없으며,
눈잣나무는 국립공원 중 설악산에만 서식하며, 만병초는 백두대간을 따라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지리산에서 관찰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금강산지구의 바닷가 모래땅에서 서식하는 희귀종으로 언급한 순비기나무와 갯방풍은 설악산
에서는 관찰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바다를 끼고 있는 국립공원(한려, 다도해, 태안, 변산)에
전반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나. 포유류다양성
금강산의 포유류다양성
금강산 일대는 자연지리적 위치의 특성, 다양한 서식환경, 유리한 기후조건으로 인해 짐승류
(포유류)의 종 구성이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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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승류(포유류)의 종 구성은 6목 17과 34속 39종(북방형 29종, 남방형 9종, 동양형 1종)
큰곰(불곰)을 비롯한 북방형이 많은 것은 오래전부터 백두대산줄기를 따라 동물들이 이동해
온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금강산 서식 주요 포유류: 곰, 큰곰, 수달, 여우, 삵, 족제비, 흰족제비, 사향노류, 산양, 노루,
복작노루, 산토끼, 다람쥐, 날다라미(하늘다람쥐), 청서, 두더지, 첨서류, 따쥐류, 주름코박쥐,
윗수염박쥐, 관코박쥐 등
금강산의 위기 및 희귀동물(포유류)42): 산양43), 사향노루44), 수달, 큰곰45), 곰, 날다라미
산달(Martes flavigula, 담비)도 지난 시기 금강산에 적지 않게 서식하고 있었으나, 최근
에는 거의 관찰되지 않음(’02, ’03년 표훈사 주변의 산림에서 여러 번 관찰하였을 뿐)
2005년 자료46)에 따르면 총 36종이 목록화되어 있는데, 2003년 자료에 언급되지 않은 종으로
오소리, 큰날다라미, 작은웃수염박쥐, 긴꼬리웃수염박쥐, 집박쥐, 졸망박쥐 등이 나타남.
설악산의 포유류다양성
설악산 자연자원조사(’10,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6목 13과 25종 서식(현장조사)47)
설악동지구: 5목 10과 18종 확인, 멸종위기종 산양, 수달, 삵, 담비 서식
- 백담지구: 5목 12과 20종 확인, 멸종위기종 산양, 수달, 삵, 무산쇠족제비, 담비, 하늘다람쥐
서식
- 오색지구: 5목 12과 21종 확인, 멸종위기종 산양, 수달, 삵, 담비, 하늘다람쥐 서식
- 장수대지구: 4목 8과 13종 확인, 멸종위기종 산양, 수달, 삵, 담비 서식
- 저항령, 흑선동, 귀때기골 일원: 6목 10과 17종 확인, 멸종위기종 산양, 수달, 삵, 무산쇠
족제비, 담비 서식

42) 지난시기 금강산에는 사슴, 범, 표범 들이 서식하고 있었으나 자취를 감추었음.
43) 비로봉을 중심으로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봉우리들에 분포, 늦가을부터 겨울기간에는 낮은 지대에 내려옴. 내금강의
차일봉과 백마봉을 련결한 릉선부분이 산양의 집중서식지. 잠자리는 큰 바위 밑에 정하며 저녁과 새벽에 활동.
배설물은 항상 고정된 장소에만.
44) 금강군과 고성군, 법동군일대, 평안북도, 평안남도, 량강도, 자강도, 함경남도, 함경북도의 해발 1,000m 이상되는
높은 산지대의 산림이 울창하고 바위가 많은 지역들에 드물게 분포(내금강의 정양골 산등선, 내강리 정양사의 앞
산줄기, 삼불암골의 중턱이상, 명경대골짜기의 산림, 금강골의 산등성이를 따라 관찰
45) 금강산에서도 내륙산악지대와 련결되여있는 온정령, 금강군 단풍리, 내강리일대의 산림에서만 관찰되고 있으며 그
마리수가 매우 적으므로 적극 보호해야 할 대상, 금강군 일대가 큰곰분포의 남한계선으로 되고 있음
4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마브민족위원회. 2005. 우리나라 주요 자연보호구 동식물목록
47) 2020 국립공원 기본통계(설악산)에는 포유류 47종(늑대, 스라소니, 표범, 호랑이, 반달가슴곰, 대륙사슴, 사향노루,
여우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재의 실질적 서식현황과는 차이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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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6종
- Ⅰ급: 수달(천연기념물 제30호), 산양(천연기념물 제217호)
- Ⅱ급: 삵, 무산쇠족제비, 담비, 하늘다람쥐(천연기념물 제328호)

설악산-금강산 포유류다양성 측면 특성 분석48)
설악산과 금강산은 같은 식물구계에 속하여 유사한 식물상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호간의 거리와 백두대간 생태축으로 연결되어 있는 입지 등을 볼 때 포유류 다양성에 있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예전에는 설악산에도 서식하였겠지만, 현재는 관찰기록이 없는 큰곰, 곰, 사향노루 등이 금강산
에는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금강산의 경우 설악산에 비해 박쥐과에 대한 관찰 기록이 많으나, 이는 비슷한 서식환경인
설악산에도 유사하게 서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
한반도 백두대간 생태축(설악-금강 포함)에 대한 포유류 합동조사 필요: 우리나라의 멸종위
기종인 대형 육식성 동물인 호랑이, 늑대, 표범, 반달가슴곰, 시라소니, 여우 등 최상위 포
식자와 대륙사슴, 사향노루 등 대형 초식동물에 대한 합동조사를 통해 백두대간 생태축의
연결성 검토 및 복원 협력 필요성 검토
-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을 통한 야생동물 연결성 증진을 포함하여, 금강산에 서식하고 있는
특정 종(반달가슴곰 등)의 도입 ‧ 교류에 대한 남북복원 협력 모색
- 유전적다양성, 행동권, 서식지 특성 연구 등을 통해 이동성 야생동물의 남북 연결성(교류
정도) 등을 분석하고, 우선적으로 서식지 연결이 필요한 대상종 및 대상구간 도출 등 기초
자료 구축
-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야생동물의 질병에 대한 공동 연구 등을 통해 남북 전염병 확산
방지 협력 필요(DMZ 구간 공동조사 및 합동 대응 모색 등)
한반도 고유종인 고라니에 대한 공동연구: 고라니는 우리나라와 중국에만 서식하는 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어 있으나 중국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취
약종(Vulnerable)으로 지정되어 있어, 남-북-중 공동 연구 필요

48) 자문 참여 전문가: 박영철교수(강원대), 임상진교수(강원대), 김의경박사(국립공원연구원), 김지영연구원(국립공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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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류다양성
금강산의 조류다양성
다양한 자연경관, 풍부한 식물상, 해양성 및 대륙성기후의 영향을 다 받는 비교적 온화한
기후조건으로 하여 조류상의 종 구성이 다양
현재까지 조사 기록된 조류는 총17목 48과 99속 174종
(사철(텃)새는 42종, 여름(철)새 71종, 겨울(철)새 39종, 통과철새 22여종)
바다/강하천하구수역(해금강, 삼일포, 온정천, 신계천, 남강하구): 까막(쇠)가마우지, 큰고니,
혹고니, 검은꼬리(괭이)갈매기, 붉은부리갈매기, 쇠갈매기, 검은(검둥)오리, 농(논)병아리, 뿔농
(논)병아리 등
외금강의 강기슭과 들판, 논벌, 진펄: 중대백로, 쇠백로, 물까마귀, 황새, 큰기러기, 작은
(쇠)기러기, 청뒹(청둥)오리, 진경이(황오리), 검독(흰뺨검둥)오리, 메추리(메추라기), 종다리,
방울새 등의 아름다운 새들이 계절에 따라 서식
내금강의 내강천, 금강천류역: 흰부리다마지, 청뒹(청둥)오리, 검독(흰뺨검둥)오리 등과 도요류의
갯도요, 삑삑도요 등의 물새들이 이동 중 머무르거나 겨울나기하며, 특히 여름철에 내강천
기슭과 표훈사주변의 산림과 관목숲에서 호반새, 삼광조(긴꼬리딱새), 큰류(유)리새, 메(멧)새,
노랑턱메(멧)새, 원앙 등이 번식
그 밖에 꿩, 메(멧)비둘기, 뻐꾸기, 오색딱따구리, 청더구리(청딱다구리), 꾀꼬리, 밀화부리,
찌르러기(레기), 물까치, 어치, 박새, 동고비, 찍(직)박구리, 솔새(쇠솔새), 딱새, 휘파람새
등이 계절에 따라 오고 가며 산다.
금강산의 위기 및 희귀동물(조류): 흰부리다마지(Gavia adamsii, 흰부리아비)49), 원앙, 흰
두루미(두루미), 흰죽지수리(Haliaeetus pelagicus, 참수리), 흰꼬리수리, 꿩매(매), 까막딱
따구리, 수리부엉이, 팔색조(Pitta brachyura)50), 삼광조(긴꼬리딱새)51), 검은머리메새(쇠검
은머리쑥새)
2005년 자료52)에 따르면 총 216종이 목록화되어 있어 2003년 자료에 비해 42종이 많게 기록
되어 있음.
49) 내금강의 금강천과 내강천의 상류지대에서 이행시기인 4~5월에 1마리정도씩 드물게 관찰(1988, 1999, 2000년
4~5월에 관찰)
50) 금강산에서는 내금강과 외금강의 무성한 산림기슭에서 드물게 관찰된다
51) 중부지대에서 번식하는 매우 드문 여름새(내금강지역, 표훈사, 장안사 주변의 산림기슭에서 간혹 관찰), 긴꼬리딱새
5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마브민족위원회. 2005. 우리나라 주요 자연보호구 동식물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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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의 조류다양성
총 15목 33과 113종53) 1,661개체 확인 (현장조사)
- 최우점종: 참새 435개체, 전체 개체수의 26.2% 차지
- 직박구리 120개체, 떼까마귀 90개체, 물까치 87개체, 산솔새 73개체
도래시기별 종수 및 개체수
- 여름철새: 38종 279개체, 전체 종수의 33.6% 차지
- 텃새 37종 1,128개체, 겨울철새 18종 204개체, 통과철새 20종 50개체
조사시기별 종수 및 개체수
- 춘계: 총 45종 588개체, 떼까마귀 우점(90개체)
- 하계: 총 80종 1,198개체, 참새 우점(435개체)
- 추계: 총 52종 655개체, 참새 우점(147개체)
멸종위기종: 10종 12개체
- Ⅰ급: 미관찰
- Ⅱ급: 벌매, 조롱이, 참매, 말똥가리, 털발말똥가리, 새홀리기, 흰목물떼새, 수리부엉이,
까막딱다구리, 긴꼬리딱새
설악산-금강산 조류다양성 측면 특성 분석54)
전반적인 조류 종 구성에 있어 설악산과 금강산이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설악산과
금강산의 종수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금강산 권역의 면적이 넓고 바닷가를 포함하고 있어서
서식지 다양성에 따른 차이로 보여짐
- 설악산은 산새류가 중심인 반면, 금강산에는 바닷새류의 관찰 기록이 상대적으로 많음
- 금강산은 강하천과 바다가 인접되어 있어 설악산과 달리 아비류, 갈매기류, 오리류, 논병
아리류 등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 제공
금강산 권역의 조류 서식지 특성
- 논병아리류와 고니류가 해금강 일대에서 기록이 있다는 것은 큰고니와 같은 대형조류들이
방해받지 않고 휴식하거나 취식할 수 있는 담수 개방수면(수심이 어느 정도 깊어야함)이
널리 있다는 것을 의미(우리나라의 경우 경포호나 화진포호 등 동해안 석호에서도 관찰되고 있음)
53) 2020 국립공원 기본통계(설악산)에는 조류 129종
54) 자문 참여 전문가: 김미란대표(바닷새연구실), 이진원교수(경희대), 채희영실장(국립공원연구원), 권영수박사(국립공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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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금강 강기슭과 들판에 황새와 기러기류가 서식하는 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 상당히 넓은
들판이 조성되어 인위적인 방해를 적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우리나라 서해안 간척지
(예. 천수만 일대)의 서식지 특성과 유사)
- 금강산에만 관찰 기록이 있는 먹황새와 두루미의 경우 주로 평야지대, 습지, 농경지 등에서
취식과 휴식을 하기 때문에, 금강산권역이 이러한 서식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주로 남부지역에서 관찰되는 팔색조는 설악이 아닌 금강산에만 관찰 기록이 있는데, 관찰
빈도와 개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설악산과의 서식지 특성의 차이로 보기에는 다소 무
리가 있음

라. 양서 ․ 파충류다양성
금강산의 양서 ․ 파충류다양성
금강산의 파충류
- 금강산 일대에 분포된 파충류는 2목 4과 8속 12종(그 중 남생이, 구렁이, 실뱀 등은 희귀할
뿐 아니라 제한된 지역에 드물게 분포)
- 남생이는 외금강지역의 금천리 <검은늪>에만 분포
- 외금강과 내금강의 돌각담, 절터와 산기슭에서는 구렁이와 섬사(능구렁이) 등
- 낮은지대 강기슭, 습지대와 낮은 산기슭에는 밀뱀(무자치), 늘메기(유혈목이) 등이 분포
- 검은살모사(살모사), 돌(까치)살모사는 비교적 높은 지대인 해발높이 1,000m 미만되는
내무재령, 백마봉, 차일봉, 명경대의 참나무숲, 관목숲에까지 분포
- 도마뱀류의 표문도마뱀(표범장지뱀)은 주로 낮은 산기슭, 산릉선의 도로주변 풀숲에, 긴꼬리
도마뱀(아무르장지뱀)은 이 일대의 거의 모든지역에 분포
- 금강산의 위기 및 희귀동물(파충류): 남생이55), 구렁이56), 세줄무늬뱀57), 실뱀58)
2005년 자료59)에 따르면 파충류는 총15종이 목록화되어 있으며, 자료에 따라 종수에서
다소 차이를 보임.
55)
56)
57)
58)
59)

국가 천연기념물 <외금강남생이살이터>로 지정하여 적극 보호, 중부이남지역에 분포된 희귀종
금강산의 해발 800m이하의 낮은 지대에 서식
우리나라 특산종, 강원도에서는 주로 철원군에 분포되였으며 금강산에서도 채집관찰되고 있음
중부와 그 이남지역에서 드물게 보는 종, 외금강과 내금강지역의 낮은 지대의 산기슭과 풀판, 논밭의 뚝들에서 산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마브민족위원회. 2005. 우리나라 주요 자연보호구 동식물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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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및 2005년 자료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종으로는 남생이, 구렁이, 섬사(능구렁이),
실뱀, 밀뱀(무자치), 늘메기(유혈목이), 돌(까치)살모사, 검은살모사(살모사), 표문도마뱀(표범
장지뱀), 긴꼬리도마뱀(아무르장지뱀)
- 2003년 자료가 전체 목록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에 다소 한계가 있으나,
2005년 자료에만 나타나는 종은 미끈도마뱀(북도마뱀), 흰줄도마뱀(줄장지뱀), 누룩뱀, 자라
금강산의 양서류
- 금강산일대에 분포된 양서류는 2목 5과 6속 9종
- 내강천, 금강천, 온정천, 신계천, 남강기슭의 습지와 논벌에서는 청개구리, 참개구리, 옴개구리
- 산골계곡의 물웅덩이에 도룡룡(도롱뇽), 발톱도룡룡(한국꼬리치레도롱뇽) 들이 분포
- 북(중국산)개구리는 넓은잎나무림속의 락엽밑, 특히 비로봉, 차일봉, 월출봉기슭의 락엽밑에
많은 개체들이 살고 있음
- 낮은 지대의 강기슭, 물웅덩이 등에는 비단(무당)개구리 들이 많이 분포
- 금강(물)두꺼비가 분포되어있는 것이 주목 된다(만폭동입구, 내강천기슭의 습지, 표훈사주변
도로기슭, 망군대, 비로봉중턱에 까지 분포)
- 금강산의 위기 및 희귀동물(량서류): 발톱도룡룡(한국꼬리치레도롱뇽)60), 금강(물)두꺼비61)
2005년 자료62)에 따르면 양서류는 8종이 목록화되어 있어 자료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임
- 2003년 및 2005년 자료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종: 도룡룡(도롱뇽), 발톱도룡룡(한국꼬리
치레도롱뇽), 금강(물)두꺼비, 청개구리, 참개구리, 옴개구리
- 2003년 자료에만 나타나는 종: 북(중국산)개구리, 비단(무당)개구리
- 2005년 자료에만 나타나는 종: 두꺼비, 작은두꺼비(Bufo raddei)
설악산의 양서 ․ 파충류다양성63)
파충류
- 총 1목 2아목 3과 5종 확인(현장조사)
- 총 22개체로 아무르장지뱀이 16개체로 73% 차지
60)
61)
62)
63)

내강천, 온정천, 신계천 최상류계곡의 물웅덩이들에 분포
내금강일대의 내강천기슭과 표훈사 주변, 망군대, 비로봉 중턱까지 분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마브민족위원회. 2005. 우리나라 주요 자연보호구 동식물목록
2020 국립공원 기본통계(설악산): 양서류 10종, 파충류 12종(‘10년 자연자원조사 결과의 기존연구에 따른 관찰
목록에는 17종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기본통계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보고서에는 북도마뱀이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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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지뱀과: 아무르장지뱀
- 뱀과: 무자치, 유혈목이
- 살모사과: 쇠살모사, 까치살모사
- 2020 국립공원 기본통계(설악산 파충류 총 12종)64) 기록 중 ’10년 현장조사에서 관찰되지
않은 종은 도마뱀, 북도마뱀, 누룩뱀, 능구렁이, 대륙유혈목이, 실뱀, 살모사
양서류
- 총 2목 5과 10종 확인(현장조사)
- 총 2,154개체로 계곡산개구리가 1733개체로 80.5% 차지
- 도롱뇽과: 도롱뇽, 한국꼬리치레도롱뇽
- 무당개구리과: 무당개구리
- 두꺼비과: 물두꺼비
- 청개구리과: 청개구리
- 개구리과: 북방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 한국산개구리, 참개구리, 옴개구리
- 2020 국립공원 기본통계에서 양서류 10종을 언급(두꺼비 포함, 한국산개구리 제외), ’10년
조사에서는 두꺼비를 제외한 10종이 목록화(한국산개구리 포함) 되어 있음65)
설악산-금강산 양서 ․ 파충류다양성 측면 특성 분석66)
설악산과 금강산은 지리적으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양서‧파충류의 종 구성에
있어 설악산과 금강산이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금강산, 설악산, 오대산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됨
- 오대산의 경우 파충류 14종, 양서류 12종으로 설악산과 거의 유사67)
작은두꺼비(B. raddei)의 경우 몽골, 중국북부, 북한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금
강산에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금강산이 이 종의 최남단 분포로 추정되며 설악산을 포함
한 우리나라에는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파충류 중 미끈(북)도마뱀은 한반도에서 금강산과 설악산을 포함한 백두대간에 주로 서식하는
64) 기본통계에서 설악산 파충류 총 종수를 12종으로 하고 있으나, 멸종위기종 서식 현황에서 언급하고 있는 “구렁이”가
빠져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총 13종으로 변경 검토 필요
65) 국립공원 통계에서 설악산 양서류 총 종수를 10종에서 11종으로 변경 검토 필요
66) 자문 참여 전문가: 이상철박사(인천대), 장민호박사(국립생태원), 송재영박사(국립공원연구원)
67) 설악산에 없는 파충류로 자라, 줄장지뱀 등이 있으며, 양서류는 한국산개구리, 이끼도롱뇽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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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여짐(국립공원 중 북도마뱀이 서식하는 곳은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이 있으며,
백두대간을 제외한 곳 중 주왕산만 1개체 관찰 기록 있음)
양서류 중 금강(물)두꺼비는 한반도에서 금강산과 설악산을 포함하여 주로 백두대간을 따라
서식하는 것으로 보여지나(국립공원 중 지리산, 설악산, 속리산, 오대산, 월악산, 소백산,
태백산 등에 관찰 기록이 많음), 백두대간이 아닌 지역 중에도 관찰 기록이 많은 지역(치악산)
이 있어 단순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음(이외 백두대간을 제외한 곳 중 주왕산
3개체, 가야산 4개체, 북한산 1개체 관찰 기록)

마. 담수어류다양성
금강산의 담수어류다양성
수계의 특징은 서해의 긴 강인 북한강상류의 금강천과 내강천은 물흐름 속도가 느리고 계절에
따라 물량의 변화가 심하며 동해로 흐르는 온정천, 신계천, 남강들은 비교적 짧고 물흐름
속도가 빠름
금강산일대 물고기상은 4목 9과 21속 24종
어류 목록68): 칠성장어, 모래칠성장어(다묵장어), 열묵어(열목어), 연어, 은어, 붕어, 황어,
버들치, 등점버들치(버들가지), 금강모치, 모래무치(모래무지), 실망성어(납줄개), 행배리(피라미),
돌고기, 쒜리(쉬리), 미꾸리, 종개, 하늘종개(기름종개, 북방종개 or 참종개)69), 애기미꾸리
(쌀미꾸리), 메기, 산메기(미유기), 쏠자개(퉁가리), 참채(큰가시고기), 가시고기, 송사리, 꺽지,
뚝지(동사리), 퉁거니(밀어), 뚝중개(둑중개 or 한둑중개)
금강산의 위기 및 희귀동물(물고기류): 돌부치(모래주사)70), 어릉치(어름치)71), 쒜리(쉬리)72),
금강모치73), 등점버들치(버들가지)74), 산메기(미유기)75)
68) 북한 2005년 자료(총29종 기술하고 있음)
69) 하늘종개는 기름종개가 맞지만 이는 참종개속(Cobitis)가 분류되기 이전에 폭넓게 사용하던 것으로, 현재 분포학상
영서수계 출현종이면 참종개, 영동수계 출현종이면 북방종개일 가능성이 높음
70) 우리나라 특산종, 조선서해로 흘러드는 금강천, 동금강천 일대가 주요 서식지 (배가사리 또는 돌마자로 추정됨)
71) 우리나라 특산종이며 개체수 많지 않은 종, 중부지대의 한강, 림진강, 례성강수역에 분포되었는데 금강산지역에는
서해사면수계로 흘러드는 금강천, 동금강천에서 산다.
72) 우리나라 1속 1종의 특산종, 내금강의 동금강천일대에 주로 서식
73) 중부일대로부터 서북부의 압록강수역까지의 서해사면 수계에 분포되여있는 특산종물고리, 금강군 내강리의 내강
천일대에 주로 서식, 내강리의 금강모치는 국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여 적극 보호
74) 중부일대의 동해사면수계에 분포된 특산종, 서해사면수계에 분포된 금강모치와 류연종으로서 진화적 측면에서 가

│한반도 보호지역 발전방안 연구│63

Ⅲ. 설악-금강 생물(생태)학적 특성 분석
2. 설악-금강 생물(생태)학적 특성

2005년 자료76)에 따르면 어류는 29종이 목록화되어 있어 자료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임.
2003년 자료에서 금강산의 위기 및 희귀동물로 언급한 돌부치(모래주사)77), 어릉치(어름치)는
2005년 목록에는 나타나지 않음.

설악산의 담수어류다양성78)
총 7목 12과 35종 2,822개체 확인(현장조사)79)
- 잉어목 잉어과 어류가 15종으로 가장 높은 비율(46%)
- 미꾸리과, 종개과, 망둑어과, 연어과, 큰가시고기과 순으로 높게 나타남
- 1기 조사(1991)에서 총 61종 서식 확인(문헌), 2000년 들어 여러 연구에서 43종에서
28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 공원자원모니터링(’02 ~ ’09)에서 25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80)
우점종
- 참갈겨니가 733개체로 26% 차지하며 우점종으로 확인됨
- 금강모치, 버들개, 쉬리, 잔가시고기, 피라미 순으로 높게 나타남
항존도
- 참갈겨니가 4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금강모치, 버들개, 꺽지, 쉬리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미꾸리, 미꾸라지, 은어, 잔가시고기, 가시고기, 한둑중개, 검정망둑은 한 개 지점에서만
출현하여 낮은 항존도(2.38%)를 보임
멸종위기종: 5종
- Ⅰ급: 미관찰,
- Ⅱ급81): 돌상어, 가는돌고기, 잔가시고기, 가시고기, 한둑중개
치가 크다. 남강상류, 외금강의 온정천, 신계천, 삼일포일대에 서식
우리나라 특산종, 금강산의 여러 하천들에 서식, 낮에는 주로 물속의 바위 밑에 숨어 있다가 밤에 활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마브민족위원회. 2005. 우리나라 주요 자연보호구 동식물목록
국내 연구에서 모래주사는 섬진강수계와 낙동강수계 일부에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지역적으로 동쪽수계와 서쪽수계를 나누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계의 분화로 인해 어류의 종다
양성이 높은 편(주기재, 2001, 설악산국립공원자연자원조사 어류편)
79) 2010 설악산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80) 2020 국립공원 기본통계(설악산)에 따르면 설악산의 어류 총 종수를 24종으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자원
조사 결과 등과의 비교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81) 2020 국립공원 기본통계(설악산)에 따르면 설악산의 멸종위기야생생물(어류)는 5종(가는돌고기, 가시고기, 돌상어,
열목어, 한둑중개)로 자연자원조사 결과 등과 비교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잔가시고기와 열목어에 대한 서식

75)
76)
77)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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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기념물(제259호) 어름치 서식
설악산-금강산 담수어류다양성 측면 특성 분석82)
금강산과 설악산은 동쪽수계와 서쪽수계가 모두 나타나는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
수계의 분화로 인해 어류의 종 다양성이 높은 편이며 매우 유사한 서식 형태
- 금강산과 설악산은 백두대간의 중심에 위치하며 오대산, 태백산과 더불어 강원도를 크게
동서로 양분하여 하천의 분수령이 됨(동해안으로 유입되는 영동수계 하천과 한강으로 유입
서해안으로 흐르는 영서수계). 수계 하천에 따라 출현하는 어류의 분포에 차이가 있음
- 금강산에만 서식: 등점버들치(버들가지), 실망성어(납줄개)
- 금강모치는 영서수계 어종으로 남북한83) 모두 폭 넓게 분포 서식하고 있으며, 버들가지84)는
영동수계어종으로 금강산 유역에만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열목어는 극동아시아에 분포하는 냉수성 어종(영서수계 어종)으로 우리나라 경북 봉화 대현리
백천계곡이 남방한계선으로 알려져 있으며, 금강산과 설악산 모두에 서식 기록
- 해금강 지역(기수역)에 칠성장어, 연어, 은어, 실망성어, 등점버들치 분포
영동/영서 수계85)에 따른 서식 특성에 대한 남북 공동 연구 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 인위적인 도입 등 생태계 교란(식량증산, 절멸 어종 회복 등)이 있었기
때문에 북측지역에 대한 조사를 통한 비교분석 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 산천어 개체군 회복 과정에서 유전자 교란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산천어
(고들매기)86)에 대한 연구 필요(origin species 및 유전자 확보 등)

기록 분석 등
82) 자문 참여 전문가: 이광열박사(강원대), 고명훈소장(고수생태연구소), 박승철박사(국립공원연구원),
83) 우리나라 국립공원 중 금강모치 출현지역은 설악산, 덕유산, 오대산, 치악산, 소백산, 태백산 등
84)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버들가지는 우리나라 최북단 지역인 강원 고성군 남강 상류, 송현천, 고진동 계곡 등
매우 제한된 지역에 출현하는 종으로 민통선 이북지역에서만 확인되는 종 (설악산에는 서식 기록 없음)
85) 어류 생물지리학적(김익수, 1997)으로 우리나라는 서한아 지역(서해로 흐르는 하천, 영서지역 포함), 동북한아 지역
(강릉남대천 이북의 동해로 흐르는 하천), 남한아 지역(낙동강부터 탐진강)으로 구분
- 설악산 기준으로 영서(서한아지역) 대표 어류: 묵납자루, 돌고기, 가는돌고기, 쉬리, 새미, 긴몰개, 참마자, 어름
치, 모래무지, 돌상어, 새미, 배가사리, 버들치, 금강모치, 참갈겨니, 피라미, 대륙종개, 새코미꾸리, 참종개, 열목
어, 둑중개, 꺼지 등
- 강릉남대천 이북(동북한아지역) 대표 어류: 버들개, 황어, 대황어, 점몰개, 북방종개, 자가사리, 산천어/송어, 연
어, 잔가시고기, 가시고기, 한둑중개 등
- 최근 영서지역에 서식하는 많은 어종이 영동으로 유입되어 서식: 금강모치, 참갈겨니, 피라미, 돌고기 등
86) 북한에서는 산천어를 고들매기라고 하고 국내에서 부르는 곤들매기를 산천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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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설악-금강 생물(생태)학적 특성 종합고찰
금강산과 설악산의 생태지역(Eco-region)
세계야생기금에서 발표한 글로벌 육상 생태지역(WWF, 2004) 821개 중 한반도는 4개 유형
(남한 3개 유형)의 생태지역이 분포
- 장백혼합림(Changbai Mountains mixed forests)
- 만주혼합림(Manchurian mixed forests)
- 중부낙엽수림(Central Korean deciduous forests)
- 남한상록수림(Southern Korea evergreen forests)
백두대간을 따라 생태지역이 장백혼합림과 만주혼합림으로 연결되어 있음
- 유사한 생태지역의 특성을 지님: 주요 생태지역으로 금강산은 장백혼합림과 만주혼합림으로
구성되며, 설악산은 만주혼합림

[그림 Ⅲ-2-1] 한반도의 생태지역(Eco-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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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과 설악산의 생물(생태)학적 특성
설악산과 금강산은 같은 식물구계에 위치하고 거리적으로 가까우며 비슷한 해발고도를 지니고
있어, 전반적으로 유사한 식물분포 및 생물상을 갖고 있음
한반도 남북생태축인 백두대간에 위치하여 있어, 남북 생태축의 연결성을 보여줌
- 우리나라 국립공원 중 설악산에서만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북방계식물인 눈잣나무,
이노리나무, 흰인가목 등은 금강산에서도 분포
- 금강산지구에서 남하의 정착점을 이루는 종으로 언급된 것들 중 꽃개회나무, 금강제비꽃,
노루참나물 등이 설악산에서도 나타남
- 과거 설악산에 관찰 기록이 있는 곰, 사향노루 등이 금강산에는 서식하며, 파충류 중 미끈
(북)도마뱀은 한반도에서 금강산과 설악산을 포함한 백두대간에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보여짐
- 특산식물 등 한반도 고유종이 공동으로 분포(금강봄맞이, 금강제비꽃, 금강초롱꽃 등)
멸종위기종 서식 등 생물다양성의 보고: 금강산은 멸종위기식물 IUCN 기준에 따라 46종
의 위기식물 목록화, 설악산은 IUCN Red-list 기준으로 40종이 기록되어 있고,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식물 13종(Ⅰ급 1종, Ⅱ급 12종) 서식
서식지의 규모와 다양성으로 인해 서식 특성에 다소 차이를 보이는 특정 종이 있으나, 전반적
으로 생태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판단됨
- 만병초의 경우 백두대간을 따라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지리산에서 서식
한반도 백두대간 생태축(설악-금강 포함)에 대한 합동조사 등을 통한 한반도 생태공동체
구현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필요
- 한반도 멸종위기종 공동조사: 호랑이, 늑대, 표범, 반달가슴곰, 시라소니, 여우 등 최상위
포식자와 대륙사슴, 사향노루 등 대형 초식동물
- 이동성 조류 분포 ․ 서식 특성, 영동․영서 수계의 어류 서식 특성, 한국 고유종(고라니 등)
서식특성, 외래종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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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평가(설악-금강 조류 분석)87)

가. 생태정보학적 평가 배경
생태정보학(Ecoinformatics)은 컴퓨터공학 및 수학적 방법을 통해 ‘분자-세포-개체-개체군
-군집-생태’의 생물시스템 각 계층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환경적 스트레스 및 교란의
해결을 통해 생태계 안정성 유지를 위한 생태 자료의 종합적 기법 구현을 연구하는 학문분야88)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평가는 생태계 구성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자료의 시·공간적 변화,
종의 생활사적 특성 및 서식지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물 종 자체 및 군집 내 종간
관계 등 생태적 관계를 고려한 평가기법89)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기술은 계통적 다양성(Phylogenetic diversity)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환경요인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평가결과로 제시될 수 있음
- 계통적 다양성 평가의 기초적인 계산법은 조사지역 내 서식하는 종의 계통적 거리의 합(즉,
phylogenetic distance)90)
- [그림 Ⅲ-3-1]에서 보듯이, 계통도상 서로 인접한 ‘금화조(Zebra finch)와 딱새류
(Flycatcher)’ 그리고 ‘오리류(Duck)와 기러기류(Goose)’는 각각 서식지, 먹이 등이 유
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 하지만 ‘금화조와 딱새류’는 ‘오리류와 기러기류’와는 상이한
서식지, 먹이 등을 가지는데, 이러한 차이는 계통도상 서로 먼거리에 위치하는 것으로 설
명되어 질 수 있음
- 계통도상의 종간 거리는 종의 생활사적 특성(life-history traits)이나 생태적 지위
(ecological niche)의 차이를 의미하며 이러한 계통도 특징을 이용하여 조사지역 내 서
식하는 종의 다양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계통적다양도”라 함

87)
88)
89)
90)

외부 자문(이후승 박사, KEI)을 통해 원고가 작성되었으며, 이를 편집 ‧ 정리
Michener and Jones(2012).
이후승 외(2019).
Cadotte and Davies(2016).

68│국립공원공단│국립공원연구원│

Ⅲ. 설악-금강 생물(생태)학적 특성 분석
3.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평가(설악-금강 조류 분석)

[그림 Ⅲ-3-1] 계통적 다양성 평가 방법의 모식도

생물다양성 평가에 있어 종 다양성 평가는 주로 종 풍부도, 종 다양도 등을 이용하고 있으나,
평가를 위하여 최소한 종 수, 개체 수 등의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정 분류군에 한하여
다양성 평가가 수행되고 있음91)
- 환경부 전국자연환경조사는 모든 분류군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나 조류, 어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등의 일부 분류군에서만 개체수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류군
에서는 다양성 평가가 실시되지 않음
- 생물다양성 평가를 위하여 개체수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나, 조사시간과 비용 및
조사인력에 대한 한계성 그리고 분류군별 조사의 어려움 등이 있음
“계통적다양성”은 이와 같은 산술적인 다양성 평가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나아가 생태적 특
성을 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기법으로 최근 생물다양성협약(CBD) 등에서의 다양성 지표로
활용성이 증가하고 있음92)
91) 이후승 외(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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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활용측면에서 계통적다양성 평가는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에 활용이 가능함
- [그림 Ⅲ-3-2]과 같이 A, B, C에서 조사된 어류의 종 수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현재의 산술적 종 다양성 결과는 모두 동일한 다양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됨.
- 하지만 계통적다양성 평가결과는 유역 C에서 조사된 종(C1, C2, C3, C4)의 계통적 거
리가 유역 A와 유역 B에 비해 더 멀리 있는 차이를 확인함. 거리의 차이는 서식지, 먹
이 등과 같은 생태적 특성이나 생태적 지위(ecological niche)의 차이가 유역 C에서 상
대적으로 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
- 이러한 결과는 정책적으로 생태적 특성, 유전적 변이(유전적 다양성)와 진화적 중요성 측
면에서 유역 C에 대한 환경보전 정책을 유역 A와 유역 B보다 우선순위로 선정해야 함을
정량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음

자료: Understanding Evolution

[그림 Ⅲ-3-2] 환경정책 우선순위 결정지원의 예시
92) IPBES(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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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통적다양성 평가를 이용한 보전계획 수립에서의 정책 활용 사례 >

◦ 중남미 아마존강 유역에서 개구리류의 보전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계통적다양성을 토대로 보전정책의
우선순위 도출

◦ 좌측 그림은 계통적다양성 결과로 파란색에 가까울수록 계통도상 거리가 먼 종들이 함께 분포하고 있
으며, 연한초록색에 가까울수록 계통도상 거리가 가까운 근연종이 분포함을 의미함

◦ 우측 그림 이와 같은 계통적 다양성 결과를 토대로 보전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는데, 계통도상
거리가 먼 종들이 많은 지역일수록 생태계 다양성의 복잡성과 서로 상이한 생활사적 특성을 지닌
종들이 많아 이에 대한 보전가치를 높게 평가한 우선적 정책을 추진함

자료: Mendoza and Arita(2014)

[그림 Ⅲ-3-3] 계통적 다양성을 이용한 개구리류 서식지 보전정책의 우선순위 결정 사례

본 장에서는 계통적다양성 평가기술을 이용하여 공간적으로 인접한 금강산과 설악산에 서
식하는 조류의 다양성 측면에서 관계를 분석하였음.

나. 설악-금강 조류 계통적 다양성 평가방법
조류 계통도(Avian Phylogenetic tree) 작성 및 계통적 다양성 평가
국립생물자원관의 국가생물종목록에서 조류는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527종이 등재
되어 있음93).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NCBI,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94)에서 운영하는 GenBank와 이를 이용하여 전 세계 조류의 유전자 정보를
이용한 계통도(phylogenetic tree) DB를 운영하는 A Global Phylogeny of Birds95)를
이용하여 한반도 조류의 계통도 작성함[그림 Ⅲ-3-3]
93) 국립생물자원관(2019).
94)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
95) A Global Phylogeny of Bi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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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가차원의 생물종목록이 제공되고 있으나, 국가차원의 분류군별 계통도는 제공되
지는 않음. 또한 국립생물자원관에서는 일부 국내 고유종 및 멸종위기종에 한하여 유전
정보 및 계통도를 작성하고 있는 수준임.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후승 외(2019)에서 유
전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국내 조류 계통도(안)을 분석에 이용
유전정보를 이용한 조류 계통도는 유전정보의 한계로 인하여 510종(국가생물종목록 대비
약 96.8%)을 대상으로 작성됨96)
- 계통도에 포함되지 못한 17종은 ‘미국쇠오리’, ‘구레나룻제비갈매기’, ‘흰머리멧새’, ‘옅은
재갈매기’, ‘개똥지빠귀’, ‘벌매’, ‘원앙사촌’, ‘검은목지빠귀’, ‘뿔제비갈매기’, ‘쇠바위종다리’,
‘비늘무늬덤불개개비’, ‘붉은가슴기러기’, ‘흰제비갈매기’, ‘검은슴새’, ‘붉은가슴딱새’, ‘긴
꼬리도둑갈매기’, ‘흰매’임
조류의 유전정보를 이용한 계통도는 ‘Hackett All Species: a set of 10000 trees with
9993 OTUs each’의 옵션으로 Birdtree.org에서 생성하였고, tree selection97)98)99)은
BEAST package인 TreeAnnotator V.1.10.4(2018)100)에서 5000 pseudo-posterior
distribution과 mean node height를 이용한 Maximum Clade Credibility tree(Highest
Log Calde Credibility: -99.67792342252397)을 통해 선택함
계통적 다양성은 계통도상 종간의 모든 간선(branch)의 길이의 합으로 계산되어 짐101)102)
- 계통도 내 간선의 수
단위와 상관없는)

 , 간선  의 길이  , 간선  를 공유하는 종의 평균 풍부도(측정

  가 주어졌을 때, 아래 수식 (2)처럼 계산됨


 






   × 



(2)




- 같은 종 수의 생물이 조사지역에서 관찰되었을 때, PD값이 클수록 계통도상 거리가 먼
종들이 조사지역에서 서식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PD값이 작을수록 계통도상 거리가 가까운
종들이 서식하고 있음을 나타냄
96) 이후승 외(2019).
97) Drummon and Rambaut(2007).
98) Ricklefs and Jønson(2014).
99) Si et al.(2017).
100) TreeAnnotator(V.1.10.4)[컴퓨터 소프트웨어](2018).
101) Faith(1992).
102) Barker(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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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통도상 거리가 가까운 종들은 생태적으로 선호하는 먹이, 서식환경 및 생활사 등이 유사
하며, 계통도상 거리가 먼 종들은 상이한 종들이라 할 수 있음
- 계통도의 거리를 이용하여 종들의 생태적 지위의 차이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주어진 서식환경에서의 생물다양성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음103)
본 연구에서의 모든 분석은 R에서 수행하였으며, 조류 계통도는 R Package ‘ggtree’104)를
이용하여 작성하였고, 계통적 다양성(PD, Phylogenetic diversity) 분석은 R과 R Package
‘Picante’105)106)를 이용하여 분석함
금강산 조류 자료107) 검토
계통적 다양성 평가를 위하여 국립생물자원관의 조류목록상 학명을 기준으로 검토·수정함
- 금강산에서 관찰된 조류의 경우, 북한 국명과 학명을 국립생물자원관의 국내조류목록과
비교하였는데, 북한 국명과 동일한 국내 조류명이 있을 경우, 학명을 비교하고 학명이 상
이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학명을 이용함
- 북한 국명과 국내 조류명이 상이할 경우, 학명을 비교하여 국내명을 확인 및 분석에 이용함
유전정보 이용의 한계로 인하여 금강산에서 관찰된 조류 219종 중 214종(97.7%) 그리고
설악산에서 관찰된 조류 129종 중 127종(98.5%)을 계통적 다양성 평가에 이용
- 금강산에서 관찰된 조류 중 분석에 포함되지 못한 5종은 검은오리, 검은가슴티티, 쇠흰눈
섭논종다리, 작은새매, 잣새임
- 설악산에서 관찰된 조류 중 분석에 포함되지 못한 2종은 벌매, 개똥지빠귀
- 한국조류종(510종) 계통도, 분석에 활용한 금강산/설악산 조류목록(수정사항)은 부록 참고
금강산-설악산 조류 다양성에 대한 유사도 평가
금강산과 설악산에서 서식하는 조류 종 풍부도 또는 다양도의 유사도(similarly)를 비교하기
위하여, 수식(1)과 같은 Jaccard coefficient(Jaccard 1912)를 계산함108)
103)
104)
105)
106)
107)

Faith(1992).
Package ‘ggtree’(1.14.6)[컴퓨터 소프트웨어｣(2019).
Package ‘Picante’(1.8)[컴퓨터 소프트웨어](2019).
Kembel et al.(2010).
금강산 조류 목록(총 266종): 2005년 자료 216종 목록 + 2003년 자료 87종(174종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전체
목록 미제시), 2003년에만 기록된 종: 13종, 2003년과 2005년 동시 기록된 종: 74종, 2005년에만 기록된
종은 2003년 전체 목록이 없기 때문에 파악 불가
108) Jaccard(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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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지역에서 조사된 자료는 종 목록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종의 출현(presence)/비출현
(absence)자료를 유사도 분석을 실시함


  
     
여기서,

(1)

 는 Jaccard 유사도 계수이며,  는 두 지역에서 모두 관찰된 종의 수,  는

금강산에서만 관찰된 종의 수,  는 설악산에서만 관찰된 종의 수를 의미함
※ 계통적 다양도 결과를 이용한 Jaccard 유사도 계수는 종의 수 대신에 계통적 다양도
값을 이용하여 계산함
- 두 지역간 종 풍부도 또는 다양성의 유사도는 ‘적당한 일치도: 0.4~0.6’, ‘상당한 일치도:
0.6~0.8’, ‘완벽한 일치도: 0.8~1.0’로 해석함

다. 설악-금강 조류 계통적 다양성 평가결과
설악산-금강산 조류 계통적 다양성 평가결과
분석에 활용한 금강산에서 관찰된 조류의 총 종수(number of species)는 214종이며, 설
악산에서 관찰된 조류의 총 종수는 127종임
- 산림성 조류의 경우: 금강산에서는 102종, 설악산에서는 79종이 조사됨
- 물새류의 경우: 금강산에서는 112종, 설악산에서는 48종이 조사됨
금강산은 산림성 조류와 물새류가 유사한 비율로 관찰되었으나, 설악산의 경우 산림성 조류가
물새류보다 약 24%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됨[그림 Ⅲ-3-4]

[그림 Ⅲ-3-4] 금강산과 설악산에서 관찰된 조류의 생활사적 특성에 따른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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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지역에서 관찰된 전체 조류에 대한 종 풍부도는 종수는 239종, Menhincks 풍부도 지
수는 15.4272486 그리고 Margalef 풍부도 지수는 43.3092612임
- 전반적으로 금강산의 종 풍부도가 설악산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됨
계통적 다양도는 금강산은 5160.6 그리고 설악산은 3489.7으로 평가되었으며, 두 지역에서
관찰된 조류의 다양성을 기준으로 금강산이 설악산보다 약 30.2% 다양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산림성 조류를 대상으로 한 계통적 다양도는 금강산이 2752.8 그리고 설악산이 2231.7로
평가되었으며, 두 지역에서 관찰된 조류 다양성을 기준으로 금강산이 설악산보다 약 17.3%
다양성이 높았음
- 물새류의 경우, 금강산이 2540.7 그리고 설악산이 1382.7로 평가되었고, 금강산이 설악산
보다 약 43.6% 다양성이 높았음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조류종 목록을 기준으로 국내 조류 종의 계통적 다양도는 9,415.4
이며, 금강산과 설악산에서 서식하는 조류는 계통적 다양성 측면에서 약 58.7%의 생물다
양성 가치를 지니고 있음[그림 Ⅲ-3-5]
- 금강산의 조류 다양성은 약 54.8%가 설악산의 조류 다양성은 약 37.1%의 계통적 다양성
측면의 가치를 지님
- 산림성 조류만을 비교하였을 때에는, 금강산은 약 29.2% 그리고 설악산은 약 23.7%로
유사함
- 반면, 물새류는 금강산은 약 27.0% 그리고 설악산은 약 14.7%로 상이함
※ 참고로 한강권역(팔당댐 ~ 임진강)에서 조사된 조류에 대한 계통적 다양성 측면의 가치는
약 40.3%임(이후승 외, 2019 참조)

[그림 Ⅲ-3-5] 금강산-설악산 조류의 계통적 다양도 비율(국내 총 조류종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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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6] 금강산-설악산 조류의 계통적 다양도(물새류, 산림성조류)

종 수 결과를 이용한 금강산과 설악산의 조류 군집간 다양성 유사성은 0.41이고 계통적 다양도
결과를 이용한 유사성은 0.42로 모두 ‘적당한 일치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됨[그림 3-8]
- 산림성 조류를 대상으로 한 유사성은 종 수의 경우 0.54 그리고 계통적 다양도는 0.56
으로 높은 ‘적당한 일치도’ 인 것으로 평가됨
- 반면, 물새류의 유사성은 종 수의 경우 0.30 그리고 계통적 다양도는 0.35로 두 지역간
상이한 것으로 평가됨

[그림 Ⅲ-3-7] 금강산과 설악산에서 조사된 조류종의 유사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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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고찰 및 시사점
금강산과 설악산의 조류상은 모두 한반도 조류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중요한 생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판단됨
- 금강산-설악산 권역의 조류의 계통적 다양성 측면의 가치가 약 58.7%로 한강권역의 계통적
다양성(약 40.3%)보다 약 1.45배 높은 것으로 생태적 보존가치가 높은 것으로 사료됨
조류의 종 수에 있어 금강산이 설악산보다 높은 것은 금강산 권역이 면적이 넓고 바다에
인접하여 보다 다양한 조류상이 조사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그림 Ⅲ-3-8] 참조)
- 금강산국립공원은 약 530 ㎢ 으로 설악산국립공원(398.2 ㎢)의 약 1.33배에 넓고,
- 금강산국립공원이 바다에 인접하고 있어 설악산국립공원에 비해 보다 많은 수의 물새류가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Ⅲ-3-8] 금강산과 설악산 위치도

지역의 서식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조사된 조류상을 대상으로한 계통적 다양도는 금
강산이 설악산에 비해 30.2% 높은 것으로 분석됨
- 하지만 산림성조류를 대상으로 한 계통적 다양도는 두 지역이 유사한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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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새류의 경우, 서식환경적 특성이 반영되어 금강산이 설악산보다 계통적 다양성이 약
43.6%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물새류의 결과가 종합적인 다양성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남
생물다양성에 대한 두 지역간 Jaccard 유사성 평가결과에서도 ‘적당한 일치도’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산림성 조류의 경우는 높은 ‘적당한 일치도’를 나타냄
본 연구에서는 계통적 다양성 평가기법을 이용하여 백두대간내 서로 인접한 금강산과 설악
산의 조류상의 생물다양성 평가 및 다양성 측면의 유사성을 분석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
계성을 지님
- 북한의 종명과 학명 그리고 우리나라의 종명과 학명에 대한 상이성
- 조사가 1회에 불과하며 조사기간도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연도별 및 계절적 영향이 존재
할 수 있음
- 조사경로, 조사지점의 고도 및 조사자의 전문성 등이 조사결과에 미치는 영향
계통적 다양성 평가기법은 계통도 상의 종의 생태적 관계를 고려한 평가방법으로 앞서 제
시한 금번 분석결과의 한계성을 완화시킬 수 있음
- 계통적 다양성은 동일한 종 수를 가지는 두 조사지역의 서식지 특성이 반영된 조류군집
의 다양성을 평가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동일한 4종이 관찰된 두 지역에 있어 산림성조류 4종과 산림성조류와 물새류
가 혼합된 4종의 계통적 다양성 결과를 상이함. 이러한 계통적 다양성 평가의 장점은 조
사결과에 물새류의 비율이 높았던 금강산과 설악산의 다양성 차이를 설명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산림성 조류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 지역간 다양성이 유사함을 보여줄 수 있음
백두대간에 위치하는 국립공원의 조류 다양성 측면의 연속성 및 보호지역관리와 생태복원
우선지역 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공간적으로 연속되는 국립공원의 조사결과를 포함하여 분
석하는 것이 필요
- 국립공원 및 주변지역(도립공원, 군립공원 등)의 조류상을 함께 포함하여 분석함으로써
백두대간 핵심지역과 완충공간에서의 생물다양성 측면의 연속성 및 복원 우선지역 선정
등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
- 북한지역의 경우, 매우 제한된 정보가 제공되는바 계통적 다양성을 통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정책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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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과 설악산의 공간적 특성

가. 금강산과 설악산의 공간적 특성 비교 연구의 필요성
금강산은 2018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북한의 대표적인
보호지역임. 설악산은 1982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2005년 IUCN 카테고리 Ⅱ(국립
공원)을 거쳐, 2014년 IUCN 녹색목록 등재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보호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인증 받은 한국의 대표성을 지닌 보호지역임
남북한 보호지역을 대표하면서 동시에 지리적으로는 DMZ를 중심으로 백두대간의 연속성을
지닌 두 지역의 공간적 특성을 비교해보는 것은 한반도 보호지역의 통합적 관점에서 연구적
가치가 큼. 본 장에서는 제한적인 여건에서 금강산과 설악산의 공간적 특성을 비교해보는 연
구를 진행함

나. 금강산과 설악산의 조사구 설정
금강산과 설악산을 동일한 기준으로 경계 설정한 조사구가 필요함. 문헌을 통해 두 산이 아우
르는 행정경계의 파악은 가능하나, 행정경계 내에서 서식지적 특성을 반영한 조사구를 설정하
는 것이 보호지역 통계자료로써 가치가 있음. 먼저, 두 지역의 넓은 범위의 구획을 위해 행정경
계를 사용함
(금강산 행정구역)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UN OCHA)이 운영하는 ‘데이터 교환을 위한
오픈 데이터 공유 플랫폼(HDX: Humanitarian Data exchange)’로부터 행정경계109) 확보
- HDX 행정경계 자료는 level 0(country), 1(province, special city), 2(county, city,
special city)로 구분하여 3개 공간정보를 제공하며, level 2에서 구역을 추출함
- 금강산은 행정구역상 금강군, 고성군, 통천군에 해당함
(설악산 행정구역)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제공, 행정구역시군구_경계 자료 사용110)
- 설악산은 행정구역상 인제군, 양양군, 속초시에 해당함
109) https://data.humdata.org/dataset/dpr-korea-administrative-boundaries (HDX 북한 행정경계)
110) http://data.nsdi.go.kr/dataset/15144 (행정구역시군구_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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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1] 금강산과 설악산 지역의 행정구역

금강산과 설악산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은 광범위한 면적에 해당함. 행정구역 자체를 두 산의
보호지역 주변 완충구간까지 고려하여 분석할 수 있겠으나, 해당 범위 전체를 서식지적 관점
에서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음.

[표 Ⅲ-4-1] 금강산과 설악산 지역의 행정구역 면적
구분

행정구역별 면적(㎢)

총 면적(㎢)

금강산

금강군(986.09), 고성군(659.92), 통천군(520.61)

2,166.62

설악산

인제군(1,474,04), 양양군(629.40), 속초시(105.44)

2,208.88

80│국립공원공단│국립공원연구원│

Ⅲ. 설악-금강 생물(생태)학적 특성 분석
4. 금강산과 설악산의 공간적 특성

따라서 행정경계 내에서 수문학적 분석111)을 시행하여 행정경계보다 면적이 작으면서 서식지
에서 중요한 개념을 가지는 유역(basin) 기반으로 구획화를 진행함. 수문학적 분석을 위한 수
치표고모형(DEM)은 SRTM DEM의 고도 정확도와 자료 적용범위를 대폭 개선한 NASA
DEM112) 자료 사용

[그림 Ⅲ-4-2] 금강산과 설악산 지역의 유역 추출 결과

여전히 실제 보호지역 면적보다 과대한 수준이지만 동일한 조건으로 구획화한 금강산, 설악산
지역의 조사구를 아래와 같이 산정함
해당 조사구는 금강산과 설악산의 완충구간에 대한 통계를 아우르므로 두 보호지역의 현황
보다는 보호지역 주변에 대한 공간적 특성을 아우르는 수준으로 해석해야 함을 전제로 함
111) 국립공원연구원. 2019. 한반도 주요 호보지역 보전현황 분석 연구
112) https://lpdaac.usgs.gov/ (LP DAAC NASADEM_HGT v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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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3] 금강산과 설악산 지역의 통계지역 추출 결과

금강산과 설악산의 조사구 면적은 차이가 크므로 통계조사 면적(㎢)과 면적비율(%) 동반 제시

[표 Ⅲ-4-2] 금강산과 설악산의 조사구 면적
구분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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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지역

설악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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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금강산과 설악산의 고도별 특성 비교
사전에 따르면 금강산은 높이 1,638m, 설악산은 높이 1,708m의 산으로 정의. 두 산의 고도별
면적분포를 즉시 비교하기 위해 DEM 자료를 200m 단위로 재분류하고, 각 높이값 범위에
따라 면적과 비율을 산출함

[그림 Ⅲ-4-4] 금강산과 설악산 지역의 DEM 추출 결과

전체 통계에서 고지대로 올라갈수록 보호지역 통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음. 통계에 따르면
600-1000m 구간에서 금강산은 607.51㎢(45.01%)를 차지하는 반면, 설악산은 754.37
(41.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1000m 이상의 고지대는 금강산이 158.7㎢(11.75%),
설악산이 130.8㎢(7.24%)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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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3] 금강산과 설악산의 고도별 면적
금강산 지역

고도 범위(m)

면적(㎢)

설악산 지역
비율(%)

면적(㎢)

비율(%)

0-200

224.98

16.67

95.39

5.28

200-400

135.23

10.02

328.18

18.16

400-600

223.23

16.54

498.36

27.58

600-800

332.35

24.62

474.46

26.26

800-1000

275.16

20.39

279.91

15.49

1000-1200

115.73

8.57

100.60

5.57

1200-1400

35.66

2.64

26.59

1.47

1400-1600

7.30

0.54

3.38

0.19

1600-1800

0.01

0.00

0.23

0.01

라. 금강산과 설악산의 토지피복별 특성 비교
토지피복도는 중국이 세계 최초로 구축한 GlobeLand30 데이터셋113)을 사용함. GlobalLand30
는 전세계 토지피복을 30m급 공간해상도로 제공하고 있으며 총 10개 클래스(경작지, 산림,
초지, 관목, 습지, 수체, 툰드라, 인공지, 나지, 영구동토층)로 구분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2020년을 기준을 구축된 토지피복도를 사용함
[표 Ⅲ-4-4] Globalland30 데이터셋 토지피복 분류
토지피복
분류 코드

분류 유형

분류 코드

분류 유형

10

경작지(Cultivated land)

60

수체(Water bodies)

20

산림(Forest)

70

툰드라(Tundra)

30

초지(Grassland)

80

인공지(Artificial Surfaces)

40

관목(Shrubland)

90

나지(Bare Land)

50

습지(Wetland)

100

영구동토층(Permanent snow and ice)

113) http://www.globeland30.org/home_en.html (Globeland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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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5] 금강산과 설악산 지역의 토지피복도 추출 결과

금강산과 설악산의 토지피복별 면적은 습지와 나지 분포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남. 금강산은
습지가 존재하지 않고 나지가 10.39㎢(0.77%) 존재하는 반면, 설악산은 0.08㎢(0.00%) 소규모
습지가 존재하며 나지는 피복상 없는 것으로 나타남. 해당 지도상 특징으로 한정하여 해석이 필요
[표 Ⅲ-4-5] 금강산과 설악산의 토지피복별 면적
분류
Cultivated land

금강산 유역
면적(㎢)

설악산 유역
비율(%)

면적(㎢)

비율(%)

103.92

7.70

101.75

5.63

1207.77

89.48

1662.92

92.02

23.22

1.72

9.76

0.54

Wetland

0.00

0.00

0.08

0.00

Water bodies

2.31

0.17

22.64

1.25

Artificial Surfaces

2.19

0.16

9.93

0.55

10.39

0.77

0.00

0.00

Forest
Grassland

Bare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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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금강산과 설악산의 연도별 산림손실 특성 비교
산림이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는 금강산과 설악산의 산림손실(forest loss)을 비교하기 위해
미국 매릴랜드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GFC 산림손실 주제도114)를 활용함. 2001년부터 2019년
까지 산림이 손실된 위치와 면적을 파악할 수 있어 두 지역의 산림손실 비교가 용이함

[그림 Ⅲ-4-6] 금강산과 설악산 지역의 연도별 산림손실 추출 결과

금강산은 2005년, 2008-2010년, 2012년에 산림손실이 8.69㎢(54.8%)로 높게 나타났으며
설악산은 2006년, 2010년, 2012년, 2018-2019년에 산림손실이 16.89㎢(48.47%)로 높게
나타남. 산림손실이 높은 시기는 해당 시기의 문헌자료와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원인분석 규명 필요
114) Hansen, M. C., P. V. Potapov, R. Moore, M. Hancher, S. A. Turubanova, A. Tyukavina, D. Thau, S. V.
Stehman, S. J. Goetz, T. R. Loveland, A. Kommareddy, A. Egorov, L. Chini, C. O. Justice, and J. R. G.
Townshend. 2013b. Supplementary Materials for High-Resolution Global Maps of 21st-Century Forest Cover
Change.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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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6] 금강산과 설악산의 연도별 산림손실 면적
금강산 유역

설악산 유역

산림손실연도
면적(㎢)

비율(%)

면적(㎢)

비율(%)

2001

0.60

3.80

0.97

2.77

2002

0.26

1.62

0.22

0.63

2003

0.18

1.12

0.02

0.07

2004

1.05

6.63

1.83

5.24

2005

1.62

10.19

1.05

3.02

2006

1.15

7.28

2.79

8.00

2007

1.01

6.35

1.02

2.92

2008

1.41

8.92

1.36

3.91

2009

1.52

9.56

2.37

6.80

2010

2.54

16.04

2.68

7.68

2011

0.92

5.81

1.85

5.31

2012

1.60

10.09

2.78

7.99

2013

0.16

1.03

0.28

0.79

2014

0.17

1.10

0.93

2.67

2015

0.06

0.36

1.59

4.56

2016

0.30

1.87

2.21

6.34

2017

0.04

0.27

2.26

6.48

2018

0.09

0.55

2.74

7.88

2019

1.17

7.40

5.90

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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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금강산의 우선 복원 대상지역 검토
유역을 기준으로 추출된 금강산 경계 내부에서 산림손실이 집중되는 지역을 판단하여 우선 복원
대상지역을 검토함. 산림손실은 광역적 분포도 존재하나 국부적 분포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금
강산 경계를 일정 격자(grid)로 분할한 후, 격자 내 변화면적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순위를 산
정함. 일반적으로 저지대는 농업 또는 개발에 의한 훼손이 크므로 해당 구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격자별 평균 고도 값도 산정하여 비교해 봄
금강산의 연도별 산림손실 현황은 다음과 같음(적색이 짙을수록 최근에 산림이 손실된 지역).
연속성을 가지고 산림이 훼손되는 지역의 경우, 기존 영역에서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므로 도면상에서 보다 뚜렷한 영역을 보이고 있음

[그림 Ⅲ-4-7] 금강산의 연도별 산림손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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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지역 내 분할 격자는 5×5㎞ 간격으로 생성함. 격자별 산림손실 면적은 ㎢ 단위로 산출
하였으며, 손실면적이 거의 없는 구역부터 최대 1.08㎢ 구역까지 범위를 보임. 산림손실 면적의
일정 범위 이상은 우선적인 복원 대상지역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금강산 경계는 실제
보다 큰 범위이므로 실제 주봉과 같은 고지대는 별도 육안판독을 거쳐 우선복원지역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그림 Ⅲ-4-8] 금강산의 격자별 산림손실 면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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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9] 금강산의 격자별 평균 고도값

격자 통계를 보면, 외금강 호텔, 해금강 호텔 등 관광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동부지역에 일부
산림손실(우측 0.24, 0.23) 통계가 나타나며 금강산 외곽에 해당하는 지역들을 위주로 산림손실이
큰 것을 볼 수 있음. 수치가 높은 일부 지역들과 고지대 지역에 대하여 육안판독을 통해 현황을
파악해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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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주어봉 구역(Vworld 위성영상 기준 1:50000 축척)
격자별 산림손실 면적이 1.08㎢로 가장 크게 나타난 지역임. 도면상 우상단에 주어봉이 위
치하고 있으며 중앙 하천을 중심으로 우측이 금강산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볼 수 있음. 평
균고도 624m로 하천 주변 산지 지형에 산림손실로 봤을 때 산지농업의 영향이 있는지 추
정해볼 수 있음

[그림 Ⅲ-4-10] 금강산 주어봉 구역의 산림손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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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금강읍 일원(Vworld 위성영상 기준 1:50000 축척)
금강산 외곽 영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하천을 중심으로 좌측은 성봉대산이 위치하고 있음.
2001년 이후부터 산림손실이 공간적으로 확장된 형태로 산지농업 위주의 개발행위로 추정
해볼 수 있음

[그림 Ⅲ-4-11] 금강산 주어봉 구역의 산림손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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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주봉 비로봉(Vworld 위성영상 기준 1:10000 축척)
금강산의 주봉 비로봉 인근은 2010년 이후에 거의 10년간 산림손실 구역이 탐지되지 않음.
다만 산림손실과는 별개로 금강산 호텔에서 내금강 단풍다리를 거쳐 비로봉까지 총 45km의
관광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고지대 복원 관점에서 해당 도로 구간의 토지이용 복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보임

[그림 Ⅲ-4-12] 금강산 주봉 비로봉의 산림손실 현황

│한반도 보호지역 발전방안 연구│93

Ⅳ

한반도 보호지역 발전을 위한 R & D 과제 발굴

Ⅳ. 한반도 보호지역 발전을 위한 R & D 과제 발굴
1. R & D 과제 개발을 위한 접근 전략

Ⅳ. 한반도 보호지역 발전을 위한 R & D 과제 발굴
1

R & D 과제 개발을 위한 접근 전략

한반도 보호지역 발전방안 R&D 과제 개발 전략
한반도 보호지역 관련 정보는 북한의 한정된 정보로 인해, 남 ‧ 북한 정보의 범위와 정밀도에
차이가 있으며, 동북아 차원의 생태계로 살펴볼 경우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으로 인해 생
태계 네트워크의 연결성이 단절되어 있는 특성이 있음
- 이런 현황은 정보수집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며 정보수집의 한계는 접근불능지역이라는 특
성으로 인한 결과임
이에 한반도 보호지역 발전방안 R & D 과제는, 지구관측 플랫폼의 개발과 플랫폼을 통해
수집되는 정보를 활용한 생물다양성 분석을 기반으로, 정보의 불균형성을 극복하고 동북아
생태네트워크의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생태계서비스 및 생물다양성 확보에 기여 가능
한반도 보호지역 발전방안 연구 범위 및 프레임워크
한반도 보호지역 발전방안 연구범위
- 한반도 보호지역 연구는 생물다양성, 생태계서비스, 서식처,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 정
보를 필요로 하며, 정보 접근 ‧ 수집에 한계가 있는 지역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특성이 있음
(위성정보 및 AI, 국제기구 및 네트워크 등을 통한 정보의 우회접근 및 수집 필요)
- 수집 ‧ 분석된 정보들은 보호지역 연구에 활용되며 정책적 연계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보호지역은 생태계를 보전하고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이며, 보호지역 현황을 검토하거나 관련된 정보를 수집 ‧ 확보하여 정책적으로 연계하
는 것은 결국 보호지역 발전방안의 기반을 마련하는 활동임
- 또한 본 연구의 범위는 전 지구를 시작으로 하여 중위도, 동북아, 한반도로 이어지는 공
간스케일을 고려하고 있어 국경, 비무장지대 등의 경계에 의해 단절될 수 있는 생태계
관리에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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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보호지역 발전방안 연구 프레임워크
- 한반도 보호지역 발전방안 R&D는 크게 “한반도 환경정보 지구관측 플랫폼”과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및 변화예측”으로 구성(플랫폼을 통한 정보수집 및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 플랫폼은 지구관측, 정보기술, 시스템 네트워크,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고 생물다양성 모니터링은 플랫폼에서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여 생물다양성 모니
터링 및 변화예측 등을 통해 보호지역 발전방안 정책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 생물다양성은 생물의 서식현황정보를 기반으로 산출될 수 있지만 한반도의 전반적인 정보
수집에는 한계가 있으며 플랫폼을 통한 정보수집도 명확한 생물다양성지수를 산출하기 위
한 정보로 활용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왜냐하면 생물종의 서식정보를 확인해야 하지만
조사원의 직접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임
-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최종 목적인 보호지역 정책과의 연계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생물
다양성의 핵심요소인 서식처를 활용하여 생물다양성을 유추하고자 하며 서식처 질을 분석
하기 위한 정보를 플랫폼을 통해 구축하고자 함
- 또한 기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플랫폼은 국제기구 및 네트워크 등을 통
해 수집되는 환경정보를 통해 검증  보완하여 정밀도 높은 생물다양성 정보를 구축하고
보호지역 정책으로 연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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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1] 한반도 보호지역 발전방안 연구 프레임워크

공간범위 설정 전략
- 한반도의 정보수집은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는데 그중 지구관측 기법은 위성이나
항공기 등을 활용하여 피복, 지표면 지물정보, 대기질 정보, 기온 등 다양한 정보의 수집
이 가능함
- 지구관측을 위해 활용되는 위성정보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구의 전반적인 현황정보를 수
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대한민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위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위성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이에 따른 공간범위 설정 전략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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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구관측에서부터 중위도, 동북아, 한반도로 스케일을 줄여가며 정보를
수집하는 전략을 모색하고자 함
지구 관측
- 지구관측은 지표면과 해양, 대기질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지구의 현상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의미함
- 지구관측 시스템 중 GEO(Group on Earth Observation)115)는 100개 이상의 국가와
참여기관의 파트너쉽으로 “인류의 이익을 위한 결정 및 행동”을 지구관측을 통한 정보수
집으로 미래를 계획하기 위한 커뮤니티로 볼 수 있음
- GEO는 지구관측 시스템인 GEOSS(Global Earth Observation System of Systems)를
구축하여 지구 전체를 모니터링 하고 있음
- GEOSS 프로그램은 온라인 플랫폼과 DAB(Discovery and Access Broker)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지구 관측 데이터 및 정보를 중개함(전 세계의 관련 정보 시스템과 인프라를 상호
연결)
- GEO에서는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지속가능성, 재난 복원력,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관리,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시설 및 운송관리, 보건감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수
자원관리 등을 주요 의제로 다양한 활동을 추진

[그림 Ⅳ-1-2] An overview of Earth Observation platforms and
scale-specific phenomenons captured by their sensors(courtesy of the
National Science Foundation, modified from Nicolle Rager Fuller, 2009)
115) GEO는 광범위한 부문에서 정책 및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위성 이미지, 원격 감지 및 현장 데이터를
포함한 열린 지구 관측의 가용성, 액세스 및 사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 간 파트너십
(https://www.earthobservations.org/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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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도
- 중위도 지역이란 위도 30° ~ 60° 사이로 북반구와 남반구를 의미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북반구의 중위도 온대지역인 30° ~ 45°사이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함116)
- 이 지역은 남반구에 비해 더 많은 땅과 더 적은 물이 분포하고 있고 동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부 유럽과 동 ‧ 서유럽, 북미의 일부지역 등 약 36개국을 포함하는 범위임
- 또한 인구의 약 50%가 이 지역에 살고 있으며 개발 및 빈곤의 문제가 공존하고 있는
지역으로 인구증가, 자원고갈, 환경파괴, 수자원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임

[그림 Ⅳ-1-3] 30° ~ 45° 중위도 범위(An overview of Earth Observation platforms and
scale-specific phenomenons capture 위에 표시)

동북아
- 동북아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볼 경우 북쪽으로 러시아 바이칼 호수, 남쪽으로는 대만, 동쪽
으로 일본, 서쪽으로 중국과 몽골까지의 범위로 볼 수 있음
- 동북아 구성 국가는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의 6개국이라고 볼 수 있음
- 한반도를 중심으로 인근 주변국으로 볼 수 있는 동북아는 다양한 환경적 특성이 교류되는
지역으로 생태네트워크, 대기질 관리 등의 환경문제를 논하기 위한 범주로 활용함

116) 30° ~ 45°사이에는 한반도를 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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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4] 동북아시아 권역

한반도
- 동북아시아에 속해있는 한반도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으로 구성되어
있음.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및 4조에 의해 반국가단체로 명시되어 있지만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봄
- 동북아 환경정보의 수집에 있어서 북한의 정보는 매우 한정적인 정보만이 수집되기 때문에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정보수집이 필요함
- 북한의 정보수집은 생태네트워크 및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지역이며 지구관측
및 AI 등을 통한 다양한 정보수집 전략이 필요함
접근불능 지역 정보수집 전략
GEO는 대한민국에서 한국지구관측그룹(K-GEO)로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2005년 GEO
설립시 창설회원국으로 가입하여 지금까지 집행이사국으로 참여하고 있음
2018년부터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GEO 공동의장국으로 활동 중
2017년 기상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되어 동기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에서 사무국
을 맡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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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종 다양성과 생태계, 환경, 산림, 국토 및 도시계획, 재난재해, 해양, 수자원, 농업, 기상
/ 기후, 에너지, 자원 등 다양한 주제 분야의 전문연구기관과 학술단체들이 참여함

[그림 Ⅳ-1-5] 위성정보 활용시스템(출처: 미래창조과학부 등, 2013)

K-GEO에서는 광학관측 시스템, 영상레이더관측 시스템, 기상해양환경관측시스템, 방송통신
‧ 적외선 관측시스템, 위성항법 시스템을 통해 기상 ‧ 해양 ‧ 환경 모니터링, 농업산림정보 관측,
재해 ‧ 재난 대응, 통신 ‧ 항법, 국가안보 등을 서비스 할 계획임117)
북한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과 공개는 관련된 내용의 확인에 한계가 있으므로, 한반도 환경
정보를 주요 속성으로 하는 별도의 지구관측 플랫폼을 통해 정보수집 방안 검토 필요
그 외에도 AI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방안 등 검토 필요

117) 미래창조과학부 등, 2013, 2014~2040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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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반도 환경정보 구축을 위한 지구관측 플랫폼 개발

가. 배경 및 필요성
접근불능지역에 대한 정보구축의 필요
- 접근불능지역은 지리적인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간정보가 빈약하게 구축되어 있으며, 관련
자료에 대한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함
북한의 “민족자력갱생”이라는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연개조사업
- 북한은 “민족자력갱생”이라는 구호아래 산림 ‧ 토양 및 자연생태계 파괴, 대기오염, 하천오염
등 다양한 환경오염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 이런 환경오염문제는 북한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한반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다양한 접근경로를 통한 현황정보 수집 및 대응방안 마련 필요함
3차 남북정상회담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 적극 추진
- 2018년 9월 19일 북한의 평양에서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에서 6개 부문 14개 항목에
대해 선언함
- 그 중 두 번째는 “2.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에 따라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 남북 환경협력 적극 추진,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한 노력” 등 이 포함됨
- 북한 산림분야 실천적 성과를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정밀한 환경정보를 필요로 하나, 북한
정부의 관련 데이터수집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지구관측 기법을 활용한 정보수집이
필요함

나. 연구 목적
중위도 지구관측 플랫폼 개발을 통한 한반도 정보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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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사업 내용
정보구축 및 활용을 위한 지구관측 플랫폼 구축
AI 및 관측플랫폼을 활용한 중위도 및 한반도 정보수집
관측 모니터링 데이터를 통한 한반도 환경정보 구축

라. 세부 개발 대상기술
정보구축 및 활용을 위한 지구관측 플랫폼 구축
정보구축 범위
- 지구관측 플랫폼에 담길 수 있는 내용은 RS기법을 활용한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하며 기상,
기후, 해양, 환경, 농림, 산림, 재해, 재난, 기후변화, 생태네트워크, 지형, 지질 등 다양한
정보 수집이 가능함
- 중위도권 정보수집 과정에서 북한 및 한반도 정보 수집을 정보구축의 범위로 우선 선정
필요
- 정보의 형태, 시점, 수집방법, 출처, 활용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보구축 범위 선정이
필요함
지구관측 기술
- 위성을 활용한 정보수집 및 구축 : 1992년 우리별 1호를 시작으로 위성개발 로드맵은
2020년 아리랑

7호 까지를

계획하고 있으며

KOMPSAT,

Sentinel,

Landsat,

Rapid-Eye, Venus 등 다양한 위성을 통한 정보수집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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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1] 위성 개발 로드맵(출처: 미래창조과학부 등, 2013)

[그림 Ⅳ-2-2] 활용가능 위성정보

지구관측 플랫폼
- 한반도 지구관측 플랫폼은 설계단계에서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플랫폼을 개발하여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설계와 사용자, 시스템, 정보 등 각 요소간 데이터 이동 효율성 확보가 필
요함
- 개발단계에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플랫폼을 개발‧실행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구성을 최적화
-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데이터 이동 모니터링 및 사용자 사요구사항 등 문제점을 보완함
- 플랫폼 운영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요소 처리 및 안정화 추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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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3] 지구관측 플랫폼 개요(안)(출처:ESRI)

관측플랫폼 및 AI를 활용한 중위도 및 한반도 정보 수집
위성정보 활용기관 비교
- 기상청,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토부 등 다양한 정부부처에서 위성센
터를 설립 및 운영 중
- 기상정보, 해양정보, 식생정보, 생태정보, 오염정보 등 다양한 정보의 수집과 활용이 이루
어지고 있음
[표 Ⅳ-2-1] 위성정보 활용기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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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관측 플랫폼을 통한 정보수집
- 지구관측 플랫폼은 구축단계에서부터 정보 수집 ‧ 저장 ‧ 배포 방안을 고려해야 하고 구축 후
운영단계에서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 ‧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 중위도에서 시작하여 동북아와 한반도로 이어지는 공간 스케일은 위성정보를 통해 수집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전략이고 북한정보의 수집 및 저장은 지구관측 플
랫폼의 핵심기능이라고 볼 수 있음
- 중위도 및 동북아 스케일의 정보는 북한의 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요소를
갖고 있으며 위성과 커뮤니티의 다양성은 정보의 양과 질을 확장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
될 수 있음
- 기상청,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토부 등 다양한 정부기관과 항공우주연구원 등은 다양한
위성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정보력을 갖고 있고 그 과정에서 수집된 중위도 및 동북아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과정 필요118)
- 산림청은 ‘산림위성 활용기술 개발 및 인프라구축 실행계획(2020 ~ 2025)’를 마련하고 산림
위성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불, 산림자원, 북한 산림복구대상지도, NDVI(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EVI(Enhanced Vegetation Index), SAVI (Soil-adjusted
Vegetation Index) 등의 정보구축을 모색하고 있어 한반도 보호지역 지구관측 플랫폼과
연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
- 산림청, 환경부, 국토부 등 다양한 정부부처의 위성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플랫폼 정보수집
네트워크의 다양성 확보 필요
AI를 통한 접근불능지역 정보수집
- 위성을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는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정보와 비교를 통해
검증 후 활용해야할 필요가 있음119)
- 하지만 접근불능지역의 사실정보 또한 수집에 한계가 있어 다양한 우회경로를 통한 정보
수집이 필요함
- AI는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하여 정보로 생산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어
접근불능 지역의 사실정보를 만드는 역할 수행이 가능함
118) 2020 국감에서 <위성정보활용촉진법> 발의를 위한 논의가 시작됨
(출처 : 글로벌경제신문 (http://www.getnews.co.kr))
119) 데이터(Data): 관찰, 측정을 통해서 수집된 사실이나 값, 수치, 문자 등 가공되지 않은 원본 데이터
정보(Information): 데이터 중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정제 및 가공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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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ep Learning Algorithm, Machine Learning, Data Mining 등의 기법을 통한
SNS상의 다양한 동북아 및 북한 데이터 수집을 통해 사실정보를 구축함
- AI for earth : 마이크로 소프트에서 운영되고 있는 AI for earth는 Machine Learning
을 활용한 다양한 보전 어플리케이션과 토지피복지도 구축, 종분류, 카메라 트램에 의해
수집되는 이미지의 프로세싱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기상정보, 야생동물 이미지 정보,
지형정보, MODIS, Landsat, NOAA 등의 위성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음
- Geobon : GEO의 일환으로 생물다양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 평
가에 기여될 수 있는 산림정보, 해양환경정보, 위성정보 등을 제공하여 정책의사결정에
기여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음

[그림 Ⅳ-2-4] AI for earth

[그림 Ⅳ-2-5] Geobon.org

(https://www.microsoft.com/en-us/ai/ai-for-earth)

(https://geobon.org/)

관측 모니터링 데이터를 통한 한반도 환경정보 구축
환경정보 구축 사례
- 관측된 데이터들은 다양한 분석과정을 통해 현황정보로 구축함
- 기후변화, 황폐화 및 훼손지, 생물다양성, 생태네트워크 및 생태축, 대기질, 수질, 산림,
토양, 접경지역 등을 포함하여 환경정보를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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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6] 기후변화 사례

[그림 Ⅳ-2-7] 황폐화 및 훼손지 사례

(NASA Earth Observatory Image of the Day, 22

(https://doi.org/10.1016/j.apgeog.2014.11.024)

January 2010.)

[그림 Ⅳ-2-8] 생물다양성 사례

[그림 Ⅳ-2-9] 생태네트워크 사례

(https://biodiversitymapping.org/)

(https://pathwayswc.wordpress.com/)

[그림 Ⅳ-2-10] 대기질 사례

[그림 Ⅳ-2-11] 수질 사례

(https://www.thecommonwealth-healthhub.net/)

(http://water.ni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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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및 변화예측

가. 배경 및 필요성
생물다양성
- 2015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우리 세계의 변혁: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는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 항목이 포함됨
- 이런 SDGs의 비전은 인간의 존엄성 보장,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 확보, 환경적 지속
가능성 확보로 요약 가능

[그림 Ⅳ-3-1] UN-SDGs(http://ncsd.go.kr/)

생태계서비스
- 생태계서비스는 “인간생활 충족을 위해 요구되는 생물다양성과 재화의 생산을 유지하기
위한 자연생태계의 조건과 과정(Daily, 1997)”, “인간이 생태계기능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끌어내는 편익(Costanza et al., 1997)”,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연적 과정과 요소의 생산능력(de Groot et al., 2002)”등 의로 정의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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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서비스 유형: 공급서비스(Provisioning Services), 조절서비스(Regulating Services),
문화서비스(Cultural Services), 지지서비스(Supporting Services)
-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은 여러 가지 구성요소와 가치로 종합할 수 있으며 생태계서비스는
그런 가치를 종합하는 척도로 활용 가능함
- 생물다양성 및 기후변화 등에 의해 도출된 정보들은 생태계서비스와 연계하여 모니터링하
고 변화를 예측(20년, 50년)하여 정책적으로 대응 필요
모니터링 정보를 활용한 변화예측 필요
- 지구관측 플랫폼의 개발은 정보의 불균형성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을 포함하고 있으며, 플
랫폼을 통해 수집되는 정보는 생태계서비스 및 생물다양성 확보를 통한 한반도 생태네트
워크의 연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을 포함
- 플랫폼을 통해 수집되는 다양한 정보는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측면에서 종합되고
변화하는 환경을 모니터링 하여 환경문제에 대응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선언한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의 구현 필요
-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선언된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은 실천적 성과를 위한 노력이
포함되어 있어 선언문의 구현 필요
- 하지만 북한의 자연생태계 정보의 수집과 분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구관측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생태계서비스 및 생물다양성을 통한 변화 예측필요

나. 연구 목적
지구관측 플랫폼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활용한 북한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및 변화예측

다. 주요 사업 내용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을 위한 생물기후권역 구축
생물다양성 모니터링을 위한 생물기후취약성 분석 모델 개발
지구관측 플랫폼을 활용한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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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세부 개발 대상기술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을 위한 생물기후권역 구축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을 위한 과정
- 기후변화 취약성은 기후데이터의 수집에서부터 시작하여 현재 및 미래의 생물기후 변수를
구축하고, 동북아 생물기후도 구축, 생물기후권역의 변화분석, 생물기후권역 취약성 지수
및 자연성 지수를 개발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프레임웍 제시
- 이 과정은 월간 기온 및 강수량 정보에서부터 시작하여 토지피복, 지형 등 다양한 정보를
필요로 하며 지구관측 플랫폼은 이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 제공하게 되어 더욱 정
밀한 결과를 도출 가능하게 할 수 있음

[그림 Ⅳ-3-2]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을 위한 과정

기후변화 취약성
- 기후변화 취약성이란 “기후 다양성과 극한 기후 상황을 포함한 기후 변화의 역효과에 대
한 시스템의 민감도,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정도(IPCC)”, “기후 변동이나 스트레스에 대
한 노출과 이에 대한 대처, 회복, 적응능력에 따른 노출단위의 위험에 대한 민감도
(UNDP)” 등으로 정의되고 있음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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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량안보 및 자연재해 등이 기후변화에 노출되어 대처할 수 없는 정도를 의미하는 민감
도로, 본 연구에서는 생태계 또는 보호지역에 적용하여 서식처가 기후변화로 인해 바뀌고
그 서식처에 분포하고 있는 생물종이 변화하거나 감소 또는 멸종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볼 수 있음
생물기후권역 분석 결과
- 분석 결과는 동북아를 대상으로 도출되고 추후 지구관측 플랫폼의 정보 수집을 통해 세
밀화 가능함(수집가능한 정보로 도출된 동북아 생물기후권역은 총 15개로 구분)
- 북한은 기후변화, 황폐화,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다양한 환경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3
차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환경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정
보제공 및 수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아열대 기후지역(14, 15)은 북쪽으로 확장되는 경향이 있고, 한대 및 산악지역(1, 2, 4,
8)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중부내륙의 고온다습한 기후지역(6, 7)은 확장되는 경향
이 있음

[그림 Ⅳ-3-3] 생물기후권역 분석결과

120) 국가기후변화적응정보포털(https://kaccc.kei.re.kr/portal/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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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4] 생물기후권역의 변화 및 예측

생물다양성 모니터링을 위한 생물기후취약성 분석 모델 개발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 생물다양성은 생물종의 조사로부터 도출할 수 있고 또는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인
서식처의 특성으로 부터도 도출 가능함
- 생물종의 조사는 조사자의 지식수준과 경험에 따라 조사결과가 달라지는 특성이 있고 조
사지역, 조사강도, 조사방법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으나 가장 정확한 사실정보를 수
집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볼 수 있음
- 하지만 북한을 비롯한 접근불능지역이나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에 대한 조사는 직접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특성을 갖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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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관측 플랫폼은 이런 직접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원격탐사기법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통해 정보를 생산함
- 생물다양성은 식생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동식물의 범위까지로 볼 수 있음
- 생태계의 기반이 되는 식생은 원격탐사 기법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어 기회요소로 볼 수 있음
- 지구관측 플랫폼을 통해 지속적으로 생물다양성을 모니터링 하고 북한지역의 정보 또한
누적하여 한반도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가치 측정이 필요함
생물기후취약성
- 생물기후 취약성 지수(BVI)는 현재 및 미래기후와 이런 기후지역의 이동속도에 의해 도
출되는 지수로 값이 클수록 취약한 정도를 나타냄
- 또한 자연성지수(NI)를 개발하여 취약성 지수와 비교하고 이렇게 도출된 결과를 통해 생
물다양성 보전전략을 도출함

[그림 Ⅳ-3-5] 생물기후 취약성 분석방안 예시(최유영,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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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6] BVI와 NI에 따른 생물다양성 보전전략(안)(최유영, 2020)

지구관측 플랫폼을 활용한 생물다양성 평가 및 모니터링
지구관측 플랫폼 데이터 연계
- 구축된 생물기후 취약성은 한정된 정보를 통해 도출된 결과임.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는
결과로 사실정보에 의한 검증이나 교정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또한 한반도 지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적합한 데이터의 수집이 필
요하지만 데이터 수집 또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현황임
- 따라서, 지구관측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부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 모색
- 지구관측 플랫폼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들은 기존의 데이터 불균형성을 보완하고 데이터의
정밀화와 세밀화 또한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북한 보호지역 및 환경
정책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 평가 및 모니터링
- 생물다양성 평가에 활용될 데이터는 지구관측 플랫폼으로부터 수집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풍부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AI 등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와 검증 및 교정을 통해 정보의
정합성 및 무결성 향상 또한 기대할 수 있음
-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을 통한 생물다양성 평가결과의 모니터링 등은 추후 북한 환경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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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추진 계획 및 예산(안)

가. 사업추진 계획
사업추진 계획의 구성
- 사업추진 계획은 지구관측 플랫폼과 생물다양성 모니터링의 두 부문으로 구분
- 각각의 사업은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단기 사업은 사업초기에 달성하여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요소로 구성)
- 중기 사업은 초반부터 준비하기 시작하여 장기 및 운영을 준비하기 위한 요소로 구성
- 장기는 R & D사업 후 지구관측 플랫폼의 운영 및 생물다양성 모니터링의 업무운영을 위
한 준비 요소로 구성
사업의 구분
- 한반도 보호지역 기초자료 구축 R&D는 크게 “한반도 환경정보 구축을 위한 지구관측 플
랫폼 개발”과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및 변화예측”으로 구분함

[표 Ⅳ-4-1] 한반도 보호지역 기초연구 R & D 사업 구분
구분

세부사업
- 정보구축 및 활용을 위한 지구관측 플랫폼 구축

한반도 환경정보 구축을 위한
지구관측 플랫폼 개발

- 관측플랫폼 및 AI를 활용한 중위도 및 북한지역 정보수집
- 관측 모니터링 데이터를 통한 한반도 환경정보 구축
-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을 위한 생물기후권역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 모
니터링 및 변화예측

- 생물다양성 모니터링을 위한 생물기후취약성
- 지구관측 플랫폼을 활용한 생물다양성 평가 및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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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 추진방안
사업 추진은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고 각 사업별로 우선 추진하여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부문, 장기적으로 추진하여 안정화를 모색해야 하는 부문을 구분 추진

[표 Ⅳ-4-2] 한반도 보호지역 기초연구 R & D 사업 추진방안
추진단계

기간

단기

1 ~ 3년

중기

1 ~ 5년

장기

1 ~ 10년

주요내용
- 연구초기 기반마련 연구
- 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등 준비
- 연구단 운영을 통한 연구성과 창출방안
- 구체적 연구성과 도출을 위한 연구설계
- 연구초기 추진에 한계가 있는 정책 및 국제협력 등
- 장기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안정화 방안

한반도 환경정보 구축을 위한 지구관측 플랫폼 개발
정보구축 및 활용을 위한 지구관측 플랫폼 구축
- 플랫폼 구축을 위한 ISP
- 정보연계체계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관측플랫폼 및 AI를 활용한 중위도 및 한반도 정보수집
- 위성정보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마련
- 한반도 보호지역 관련 정보수집
관측 모니터링 데이터를 통한 한반도 환경정보 구축
-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구축을 위한 정보구축
- 정책적 연계를 위한 정보 및 데이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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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3] 한반도 환경정보 구축을 위한 지구관측 플랫폼 개발(안)
사업

q 정보구축 및 활용을
위한 지구관측 플랫
폼 구축

단기(1~3년)
- 플랫폼 구축을 위한
환경분석
- 지구관측 플랫폼 설계
를 위한 기능 분석
- 유사 관측 플랫폼 사
례분석
- 플랫폼 예상 사용자
요구분석

중기(1~5년)

장기(1~10년)

- 지구관측 플랫폼 구축 - 지구관측 플랫폼 운영
을 위한 시스템 설계
을 위한 공간 확보
- 플랫폼 운영을 위한
- 지구관측 플랫폼 운영
조직 및 예산 계획 수립
실적 평가 및 고도화
- 플랫폼 운영을 위한
방안
인력수급 및 교육체계 - 지속적 정보 수집을
마련
위한 협력체계 강화
- 지구관측 플랫폼 구축
방안 모색
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관련기관 협조요청

q 관측플랫폼 및 AI를 - 정보수집 범위 검토를 - 한반도 직접 정보수집 - 북한 정부와 협력을
활용한 중위도 및 한
위한 현황분석
을 위한 남북협력체계
통한 한반도 정보확보
반도 정보수집
- 위성정보 수집을 위한
마련
방안 마련
협력체계 마련
- 동북아 및 중위도 정 - 지구관측 플랫폼 운영
- 위성정보 수집 및 저
보수집을 위한 협력체
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장경로 확보
계 마련
활용방안 및 고도화
- AI기법을 활용한 정보 - 국제기구에서 운영하
방안 마련
수집방안 마련
고 있는 프로그램을
- 생태계 직접조사를 통
- 국제기구 및 네트워크
통한 정보수집체계 마련
한 사실정보 수집방안
를 통한 북한정보 수
마련
집방안 마련
q 관측 모니터링 데이 - 기후, 황폐지, 훼손지, - 구축되는 환경정보를 - 훼손지 복구, 생태네
터를 통한 한반도 환
생태네트워크, 대기질,
기반으로 하는 남북
트워크 구축, 환경질
경정보 구축
수질 등 관측 모니터링
환경정책 지원방안 마련
개선을 위한 정보의
정보 생산방안 마련
정책기여도 평가방안
마련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및 변화 예측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을 위한 생물기후권역
-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을 위한 활용정보 구축방안
- 생물기후권역 세밀화 및 정책적 연계를 위한 기반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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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모니터링을 위한 생물기후취약성
- 플랫폼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활용한 생물다양성 지수개발
- 생물기후취약성 분석 및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연계
지구관측 플랫폼을 활용한 생물다양성 평가 및 모니터링
- 생물다양성평가 및 모니터링, 생태계서비스 등의 정보를 활용한 보호지역 연구
- 협력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표 Ⅳ-4-4]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및 변화예측(안)
사업

단기(1~3년)

중기(1~5년)

장기(1~10년)

q 기후변화 취약성 분
석을 위한 생물기후
권역

-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 - 기후 데이터를 활용한 -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
방안 및 고도화 방안
생물기후권역 세밀화
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마련
방안 마련
마련
- 환경현황 분석을 위한 - 생물기후권역 검증 및 - 남북한 기후변화 협력
지구관측 플랫폼 정보
교정방안 마련
체계 마련
요청방안 마련
- 지속적인 생물기후권 - 남북공동 기후변화 취
역도의 생산을 통한
약성 적응대책 마련
정책 연계방안 마련

q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을 위한 생물기후취
약성

-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 생물다양성, 생태계서
을 위한 지수개발
비스, 기후변화, 기후
-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변화 취약성, 생물기
을 위한 정보수집방안
후권역, 자연성 등 환
마련
경현황 검토 및 종합
- 생물다양성 예측을 위
을 위한 지수개발
한 정보 및 검증방안 - 생물기후취약성의 정
마련
책적 활용방안

q 지구관측 플랫폼을
활용한 생물다양성
평가 및 모니터링

- 지구관측 플랫폼을 통 - 생태계서비스 가치평 - 북한 정부와 협력체계
해 수집되는 데이터와
가를 통한 생물다양성
를 통한 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 평가체계
평가방안 마련
모니터링 방안 마련
의 연계방안 마련
- 생물종 조사를 위한
- 국제기구 및 네트워크
- 모니터링을 위한 조사
조사원 교육 및 조사
를 통한 한반도 생물
주기, 조사방법, 데이
결과 데이터화 방안
다양성 평가 및 모니
터 누적 및 체계화 방
마련
터링 방안 마련
안 마련
- 남북 합동 생태계 모
니터링 방안 마련

-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국제협력체계 마련
-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
한 정책 연계
- 생태계서비스 가치평
가를 통한 생물다양성
확보정책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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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 예산(안)
총 예산 : 일백억원(10,000,000,000)
- 단기 : 사십억원(4,000,000,000)
- 중기 : 삼십억원(3,000,000,000)
- 장기 : 삼십억원(3,000,000,000)

[표 Ⅳ-4-5] 한반도 보호지역 기초연구 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업

단기
(1~3년)

중기
(1~5년)

장기
(1~10년)

총예산

한반도 보호지역 발전방안 R&D

4,000

3,000

3,000

10,000

m 한반도 환경정보 구축을 위한 지구관측 플
랫폼 개발

2,000

2,000

2,000

6,000

- 정보구축 및 활용을 위한 지구관측 플랫폼
구축

1,000

1,000

1,000

3,000

- 관측플랫폼 및 AI를 활용한 중위도 및 북
한지역 정보수집

500

500

500

1,500

- 관측 모니터링 데이터를 통한 한반도 환경
정보 구축

500

500

500

1,500

m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및
변화예측

1,400

1,300

1,300

4,000

-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을 위한 생물기후권역

400

300

300

1,000

- 생물다양성 모니터링을 위한 생물기후취약성

500

500

500

1,500

- 지구관측 플랫폼을 활용한 생물다양성 평가
및 모니터링

500

500

50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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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향후 연구 추진 방향
남북 환경협력 전문가 포럼 운영(지속)
포럼 참여 대상 : 남북 환경협력 전문가(정부부처 ‧ 유관기관 ‧ 지자체 등 15명 내외)
추진 목적
- 한반도 자연환경 보전 및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논의의 場 마련
- 한반도 자연환경 기초자료 및 보전협력을 위한 정보 공유
- R & D 과제 개발 및 네트워크 확장
주요 주제 : 한반도 생태공동체 구현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자연환경분야 남북 협력 등
운영 방향 : 워크숍 개최 등(연간 1 ~ 2회 개최, 필요시 Web-seminar)
한반도 보호지역 발전방안 R & D 과제 개발(지속)
R & D 과제의 주요 목적
- 글로벌 정보공유 플랫폼을 활용한 북한의 생물다양성/자연환경 관련 정보 구축
- 다양한 채널을 통한 남북교류협력 네트워크 강화
R & D 과제 개발의 대상
- 과제 확장성과 협력 가능성 증진을 위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 중위도 지역
- 한반도 환경정보 지구관측 플랫폼,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및 변화예측
자연환경 분야 남북교류협력 사업 발굴 및 추진(지속)
기존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협력사업 발굴 모색(IUCN, 유네스코, CBD 등)
생물다양성협약(CBD)의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GBF)121) 설정에
따른 남북한 공동 대응 방향 모색
한반도 남북 생태축(백두대간) 연결성 강화를 위한 접경지역의 생태복원사업
- 복원우선지역 선정, 훼손현황 분석, 복원 및 연결성 방향 검토
- 생물다양성 관련 남북 공동조사 및 한반도 자료집 발간(예. 한반도 BR Atlas) 등
접경지역의 보호지역 지정 가능성 검토(설악-금강 국제평화공원, 접경 람사르습지, 접경 생물권
보전지역 등)
121)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GBF): 향후 10년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사회의
전략계획과 목표로, 제15차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중국 베이징, ’21년 2사분기)에서 확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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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금강산 관찰 조류 목록-수정사항】
과명

북한 국명

갈고등어새과
독수리과

갯가마우지
검독수리

기러기-오리과

검독오리

꽂참새과
기러기-오리과

검은머리멧새
검은오리

기러기-오리과

고니

갈고등어새과
까마귀과

까막가마우지
꾀꼬리

꿩과

꿩

매과
꽂참새과

꿩매
노랑턱멧새

왜가리과

대백로

꿩과
왜가리과

메추리
물까마귀

꽂참새과

밀화부리

꽂참새과
독수리과

방울새
번대수리

두견과

뻐꾸기

농병아리과
도요과

뿔농병아리
삑삑도요

까마귀과

삼광조

휘파람새과
왜가리과

솔새
쇠백로

부엉이과

수리부엉이

기러기-오리과
기러기-오리과

원앙
진경이

찌르러기과

찌르러기

물촉새과
기러기-오리과

청호반새
큰고니

기러기-오리과

큰기러기

솔딱새과
물촉새과

큰류리새
호반새

기러기-오리과

흑고니

독수리과
두루미과

흰꼬리수리
흰두루미

다마지과

흰부리다마지

독수리과
기러기-오리과

흰죽지수리
가창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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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

수정된 학명

Phalacrocorax carbo
Phalacrocorax carbo
Aquila chrysaetos
Aquila chrysaetos
Anas poecilorhyncha
Anas poecilorhyncha
Emberiza yessoensis
Emberiza yessoensis
Mellanitta fusca
Mellanitta fusca
Cygnus bewickii
Cygnus columbianus
Phalacrocorax pelagicus Phalacrocorax pelagicus
Oriolus chinensis
Oriolus chinensis
Phasianus colchicus
Phasianus colchicus
Falco peregrinus
Falco peregrinus
Emberiza elegans
Emberiza elegans
Egretta alba
Egretta alba
Cotumix japonica
Coturnix japonica
Butorides striatus
Butorides striata
Eophona migratoria
Eophona migratoria
Carduelis sicica
Carduelis sinica
Aegypius monachus
Aegypius monachus
Cuculus canorus
Cuculus canorus
Podiceps cristatus
Podiceps cristatus
Tringa ochropus
Tringa ochropus
Terpsiphone atrocaudata Terpsiphone atrocaudata
Phylloscopus borealis
Phylloscopus borealis
Egretta garzetta
Egretta garzetta
Bubo bubo
Bubo bubo
Aix galericulata
Aix galericulata
Tadoma ferruginea
Tadorna ferruginea
Sturnus cineraceus
Sturnus cineraceus
Halcyon pileata
Halcyon pileata
Cygnus cygnus
Cygnus cygnus
Anser fabalis
Anser fabalis
Cyanoptila cyanotnelana Cyanoptila cyanomelana
Halcyon coromanda
Halcyon coromanda
Cygnus olor
Cygnus olor
Haliaeetus albicilla
Haliaeetus albicilla
Grus japonensis
Grus japonensis
Gavia adamsii
Gavia adamsii
Haliaeetus pelagicus
Haliaeetus pelagicus
Anas acuta
Anas acuta

비고

검은오리사촌
고니

메추라기
검은댕기해오라기
방울새

황오리

큰유리새

│부록│

과명
까마귀과
휘파람새과
독수리과
개구마리과
도요과
기러기-오리과
솔딱새과
기러기-오리과
갈매기과
기러기-오리과
두견과
꽂참새과
꽂참새과
기러기-오리과
솔딱새과
황새과
박새과
까마귀과
박새과
농병아리과
독수리과
꽂참새과
까마귀과
딱따구리과
까마귀과
알도요과
기러기-오리과
박새과
도요과
꽂참새과
나무발바리과
비둘기과
너화과
기러기-오리과
꽂참새과
여새과
꽂참새과
참새과
참새과
참새과
농병아리과
왜가리과
도요과
꽂참새과
알도요과

북한 국명
갈까마귀
갈새
개구리매

학명
수정된 학명
비고
Corvus monedula
Corvus dauuricus
갈까마귀
Acrocephalus arundinaceus Acrocephalus arundinaceus
Circus spilanotus
Circus spilonotus
개구리매

Lanius Bucephalus
갯도요
Calidris alpina
갯비오리
Mergus merganser
검은가슴티티
Turdus eunomus
검은기러기
Branta bernicla
검은꼬리갈매기
Larus crassirostris
검은댕기흰죽지오리
Aythya fuligula
검은등뻐꾸기
Cuculus micropterus
검은머리멧새
Emberiza pallasi
검은머리방울새
Carduelis spinus
검은머리흰죽지오리
Aythya marila
검은티티
Turdus cardis
검은황새
Ciconia nigra
곤줄메기
Parus varius
굵은부리까마귀
Corvus macrorhynchos
굵은부리박새
Parus palustris
귀농병아리
Podiceps auritus
긴꼬리매
Accipiter gentilis
긴꼬리양지니
Uragus sibiricus
까마귀
Corvus corone
까막딱따구리
Dryocops martius
까치
Pica pica
까치도요
Haematopus ostralegus
까치비오리
Mergullus albellus
깨새
Parus ater
꺅도요
Gallinago gallinago
꽃참새
Fringilla montifringilla
나무발바리
Certhia familiaris
낭비둘기
Columba rupestris
너화
Otis tarda
넙적부리오리
Anas clypeata
노랑가슴멧새
Emberiza aureola
노랑꼬리여새
Bombycilla garrulus
노랑눈섭멧새
Emberiza chrysophrys
노랑머리할미새
Motacilla citreola
노랑할미새
Motacilla cinerea
논종다리
Anthus roseatus
농병아리
Podiceps ruficollis
누른물까마귀
Bubulcus ibis
누른발도요
Tringa brevipes
눈빛멧새
Plectrophenax nivalis
댕기도요
Vanellus vanellus
개구마리

Lanius Bucephalus
Calidris alpina
Mergus merganser
Turdus eunomus
Branta bernicla
Larus crassirostris
Aythya fuligula
Cuculus micropterus
Emberiza pallasi
Carduelis spinus
Aythya marila
Turdus cardis
Ciconia nigra
Parus varius
Corvus macrorhynchos
Parus palustris
Podiceps auritus
Accipiter gentilis
Uragus sibiricus
Corvus corone
Dryocopus martius
Pica pica
Haematopus ostralegus
Mergellus albellus
Parus ater
Gallinago gallinago
Fringilla montifringilla
Certhia familiaris
Columba rupestris
Otis tarda
Anas clypeata
Emberiza aureola
Bombycilla garrulus
Emberiza chrysophrys
Motacilla citreola
Motacilla cinerea
Anthus roseatus
Tachybaptus ruficollis
Bubulcus ibis
Heteroscelus brevipes
Plectrophenax nivalis
Vanellus vanellus

까막딱다구리

흰비오리

한국밭종다리
논병아리
노랑발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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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과명
동고비과
기러기-오리과
도요과
두견과
꿩과
솔딱새과
휘파람새과
까마귀과
뜸부기과
도요과
참새과
비둘기과
꽂참새과
도요과
개구마리과
기러기-오리과
까마귀과
뜸부기과
물쥐새과
물촉새과
도요과
갈고등어새과
기러기-오리과
기러기-오리과
솔딱새과
참새과
솔딱새과
박새과
기러기-오리과
꽂참새과
왜가리과
도요과
꽂참새과
휘파람새과
두견과
휘파람새과
휘파람새과
도요과
까마귀과
개구마리과
여새과
기러기-오리과
다마지과
뜸부기과
도요과

북한 국명
학명
동고비
Sitta europaea
되강오리 .
Anas crecca
됫부리도요
Xenus cinereus
두견
Cuculus poliocephalus
들꿩
Tetrastes bonasia
딱새
Phoenicurus auroreus
땃새
Urosphena squameiceps
떼까마귀
Corvus frugilegus
뜸부기
Gallicrex cinerea
마도요
Numenius arquata
메종다리
Prunella montanella
멧비둘기
Streptopelia orientalis
멧새
Emberiza cioides
목도리도요
Philomachus pugnax
물개구마리
Lanius sphenocercus
물개리
Anser cygnoides
물까치
Cyanopica cyana
물닭
Gallinula chloropus
물쥐새
Cinclus pallasii
물촉새
Alcedo atthis
민물도요
Tringa hypoleucos
바다가마우지
Phalacrocorax filamentosus
바다꿩
Clangula hyemalis
바다비오리
Mergus serrator
바다찍박구리
Monticola solitarius
바위종다리
Prunella collaris
바위찍박구리
Monticola saxatiris
박새
Parus major
반달오리
Anas fbrmosa
밤등멧새
Emberiza rutila
밤물까마귀
Nycticcorax nycticcorax
밭도요
Numenius phaeopus
버들멧새
Emberiza spodocephala
버들솔새
Phylloscopus trochiloides
벙어리버꾸기
Cuculus saturatus
부비새
Paradoxomis webbianus
북솔새
Phylloscopus tenellipes
북청다리도요
Tringa guttifer
분디새
Pericrocotus divaricatus
붉은꼬리개구마리
Lanius cristatus
붉은꼬리여새
Bombycilla japonica
붉은꼭두오리
Anas falcata
붉은목다마지
Gavia stellata
붉은물병아리
Porzana fusca
붉은발도요
Tringa tota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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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학명
비고
Sitta europaea
Anas crecca
Xenus cinereus
Cuculus poliocephalus
Bonasa bonasia
들꿩
Phoenicurus auroreus
Urosphena squameiceps
Corvus frugilegus
Gallicrex cinerea
Numenius arquata
Prunella montanella
Streptopelia orientalis
Emberiza cioides
Philomachus pugnax
Lanius sphenocercus
Anser cygnoides
Cyanopica cyanus
물까치
Gallinula chloropus
Cinclus pallasii
Alcedo atthis
Actitis hypoleucos
깝작도요
Phalacrocorax capillatus
가마우지
Clangula hyemalis
Mergus serrator
Monticola solitarius
Prunella collaris
Monticola gularis
꼬까직박구리
Parus major
Anas formosa
가창오리
Emberiza rutila
Nycticorax nycticorax
해오라기
Numenius phaeopus
Emberiza spodocephala
Phylloscopus trochiloides
Cuculus saturatus
Paradoxornis webbianus 붉은머리오목눈이
Phylloscopus tenellipes
Tringa guttifer
청다리도요사촌
Pericrocotus divaricatus
Lanius cristatus
Bombycilla japonica
Anas falcata
Gavia stellata
Porzana fusca
Tringa totanus

│부록│

과명
매과
꽂참새과
독수리과
갈매기과
까마귀과
꽂참새과
제비과
꽂참새과
종달새과
꽂참새과
휘파람새과
두견과
독수리과
기러기-오리과
동고비과
딱따구리과
부엉이과
딱따구리과
매과
찌르러기과
도요과
참새과
참새과
알도요과
도요과
딱따구리과
기러기-오리과
독수리과
참새과
알락호반새과
기러기-오리과
꽂참새과
까마귀과
오목눈과
부엉이과
왜가리과
외쏙독이과
독수리과
까마귀과
꽂참새과
갈매기과
두루미과
솔딱새과
독수리과
독수리과

북한 국명

학명

수정된 학명

비고

붉은발조롱이
Falco vespertinus
Falco amurensis
비둘기조롱이
붉은방울새
Carduelis flammea
Carduelis flammea
붉은배새매
Accipiter soloensis
Accipiter soloensis
붉은부리갈매기
Larus ridibundus
Larus ridibundus
붉은부리까마귀
Pyrrhocorax pyrrhocorax Pyrrhocorax pyrrhocorax
붉은뺨멧새
Emberiza fiicata
Emberiza fucata
붉은뺨멧새
붉은허리제비
Hirundo daurica
Hirundo daurica
뿔멧새
Emberiza rustica
Emberiza rustica
뿔종다리
Galerida cristata
Galerida cristata
산까치
Pyrrhula Pyrrhula
Pyrrhula Pyrrhula
산솔새
Phylloscopus occipitalis Phylloscopus coronatus
산솔새
새매뻐꾸기
Cuculus fugax
Cuculus fugax
소리개
Milvus korschun
Milvus migrans
솔개
쇠기러기
Anser albifrons
Anser albifrons
쇠동고비
Sitta villosa
Sitta villosa
쇠딱따구리
Dendrocopos kizuki
Dendrocopos kizuki
쇠부엉이
Asio flammeus
Asio flammeus
쇠알락딱따구리
Dendrocopos minor
Dendrocopos minor
쇠조롱이
Falco columbarius
Falco columbarius
쇠찌르러기
Sturnus stuminus
Sturnus sturninus
북방쇠찌르레기
쇠청다리도요
Tringa stagnatilis
Tringa stagnatilis
쇠흰눈섭논종다리
Anthus campestris
Anthus campestris
숲종다리
Anthus hodgsoni
Anthus hodgsoni
알도요
Charadrius dubius
Charadrius dubius
알락꼬리마도요 Numenius madagascariensis Numenius madagascariensis
알락딱따구리
Dendrocopos major
Dendrocopos major
알락발구지
Anas querquedula
Anas querquedula
알락택광이
Circus melanoleucus
Circus melanoleucos
알락개구리매
알락할미새
Motacilla alba
Motacilla alba
알락호반새
Ceryle lugubris
Megaceryle lugubris
뿔호반새
알숭오리
Anas penelope
Anas penelope
양지니
Carpodacus roseus
Carpodacus roseus
어치
Garrulus glandarius
Garrulus glandarius
오목눈
Aegithalos caudatus
Aegithalos caudatus
올빼미
Strix aluco
Strix aluco
왜가리
Ardea cinerea
Ardea cinerea
외쏙독이
Caprimulgus indicus
Caprimulgus indicus
작은새매
Accipiter virgatus
Accipiter virgatus
잣까마귀
Nucifraga caryocatactes Nucifraga caryocatactes
잣새
Loxia curuvirostra
Loxia curuvirostra
재갈매기
Larus argentatus
Larus argentatus
재두루미
Grus vipio
Grus vipio
재머리흰눈섭티티
Turdus obscurus
Turdus obscurus
저광수리
Buteo hemilasius
Buteo hemilasius
저광이
Buteo buteo
Buteo but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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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명
부엉이과
제비과
갈매기과
매과
종달새과
도요과
왜가리과
알도요과
휘파람새과
나무발바리과
찍박구리과
참새과
도요과
기러기-오리과
딱따구리과
청 조과
개구마리과
부엉이과
칼새과
꽂참새과
도요과
뜸부기과
독수리과
알도요과
딱따구리과
부엉이과
독수리과
솔딱새과
기러기-오리과
솔딱새과
칼새과
후투디과
휘파람새과
참새과
솔딱새과
기러기-오리과
솔딱새과
기러기-오리과
꽂참새과
솔딱새과
기러기-오리과
독수리과
솔딱새과

북한 국명
접동새
제비
제비꼬리갈매기
조롱이
종달새
주걱부리도요
중백로
중알도요
쥐발귀
쥐새
찍박구리
참새
청다리도요
청뒹오리 .
청딱따구리
청조
칡개구마리
칡부엉이
칼새
콩새
큰꺅도요
큰물닭
큰새매
큰알도요
큰알락딱따구리
큰접동새
털발저광이
티티새
푸른머리흰죽지오리
호랑티티
후리새
후투디
휘파람새
흰눈섭논종다리
흰눈섭티티
흰눈섭흰죽지오리
흰눈썹황금새
흰무늬오리
흰배멧새
흰배티티
흰뺨오리
흰어깨수리
흰허리딱새
팔색조
푸른날개팔색조
황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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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
수정된 학명
비고
Otus scops
Otus sunia
소쩍새
Hirundo rustica
Hirundo rustica
Larus sabini
Xema sabini
목테갈매기
Falco tinnunculus
Falco tinnunculus
Alauda arvensis
Alauda arvensis
Eurynorynchus pygmeus Eurynorhynchus pygmeus 넓적부리도요
Egretta intermedia
Mesophoyx intermedia
중백로
Charadrius placidus
Charadrius placidus
Locustella lanceolata
Locustella lanceolata
Troglodytes troglodytes Troglodytes troglodytes
Hypsipetes amaurotis
Ixos amaurotis
직박구리
Passer montanus
Passer montanus
Tringa nebularia
Tringa nebularia
Anas platyrhynchos
Anas platyrhynchos
Picus canus
Picus canus
Eurystomus orientalis
Eurystomus orientalis
Lanius tigrinus
Lanius tigrinus
Asio otus
Asio otus
Apus pacificus
Apus pacificus
Coccothraustes coccothraustes Coccothraustes coccothraustes
Gallinago hardwickii
Gallinago hardwickii
Fulica atra
Fulica atra
Accipiter nisus
Accipiter nisus
Charadrius hiaticula
Charadrius hiaticula
Dendrocopos leucotos
Dendrocopos leucotos
Otus bakkamoena
Otus bakkamoena
Buteo lagopus
Buteo lagopus
Turdus naumanni
Turdus naumanni
Aythya baeri
Aythya baeri
Turdus dauma
Zoothera dauma
호랑지빠귀
Hirundapus caudatus
Hirundapus caudacutus
바늘꼬리칼새
Upupa epops
Upupa epops
Cettia diphone
Cettia diphone
Anthus novaseelandiae
Anthus richardi
흰눈썹논종다리
Turdus sibiricus
Zoothera sibirica
흰눈썹지빠귀
Melanitta nigra
Melanitta nigra
Ficedula zanthopygia
Ficedula zanthopygia
Histrionicus histronicus Histrionicus histrionicus
흰줄박이오리
Emberiza tristrami
Emberiza tristrami
Turdus pailidus
Turdus pallidus
흰배지빠귀
Bucephala clangula
Bucephala clangula
Aquila heliaca
Aquila heliaca
Saxicola torquata
Saxicola torquatus
검은딱새
Pitta nympha
Pitta nympha
Pitta moluccensis
Pitta moluccensis
Ciconia boyciana
Ciconia boyciana

│부록│

│분석에 이용된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관찰된 조류목록과 분석을 위해 수정된 학명
과명

국명

가마우지과
굴뚝새과
긴꼬리딱새과
까마귀과
까마귀과
까마귀과
까마귀과
까마귀과
까마귀과
까마귀과
까마귀과
꾀꼬리과
꿩과
꿩과
나무발발이과
논병아리과
도요과
도요과
도요과
동고비과
동박새과
되새과
되새과
되새과
되새과
되새과
되새과
되새과
되새과
되새과
되새과
두견과
두견과
두견과
두견과
두견과
딱다구리과
딱다구리과
딱다구리과
딱다구리과
딱다구리과
때까치과

민물가마우지
굴뚝새
긴꼬리딱새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큰부리까마귀
물까치
어치
잣까마귀
까치
꾀꼬리
꿩
들꿩
나무발발이
논병아리
깝작도요
청도요
알락도요
동고비
동박새
홍방울새
방울새
검은머리방울새
양진이
콩새
밀화부리
큰부리밀화부리
되새
멋쟁이새
긴꼬리홍양진이
뻐꾸기
매사촌
검은등뻐꾸기
두견
벙어리뻐꾸기
쇠딱다구리
큰오색딱다구리
오색딱다구리
까막딱다구리
청딱다구리
때까치

학명

수정된 학명

비고

Phalacrocorax carbo
Phalacrocorax carbo
Troglodytes troglodytes
Troglodytes troglodytes
Terpsiphone atrocaudata Terpsiphone atrocaudata
Corvus corone
Corvus corone
Corvus dauuricus
Corvus dauuricus
Corvus frugilegus
Corvus frugilegus
Corvus macrorhynchos
Corvus macrorhynchos
Cyanopica cyanus
Cyanopica cyanus
Garrulus glandarius
Garrulus glandarius
Nucifraga caryocatactes
Nucifraga caryocatactes
Pica pica
Pica pica
Oriolus chinensis
Oriolus chinensis
Phasianus colchicus
Phasianus colchicus
Tetrastes bonasia
Bonasa bonasia
Certhia familiaris
Certhia familiaris
Tachybaptus ruficollis
Tachybaptus ruficollis
Actitis hypoleucos
Actitis hypoleucos
Gallinago solitaria
Gallinago solitaria
Tringa glareola
Tringa glareola
Sitta europaea
Sitta europaea
Zosterops japonicus
Zosterops japonicus
Carduelis flammea
Carduelis flammea
Carduelis sinica
Carduelis sinica
Carduelis spinus
Carduelis spinus
Carpodacus roseus
Carpodacus roseus
Coccothraustes coccothraustes Coccothraustes coccothraustes
Eophona migratoria
Eophona migratoria
Eophona personata
Eophona personata
Fringilla montifringilla
Fringilla montifringilla
Pyrrhula pyrrhula
Pyrrhula pyrrhula
Uragus sibiricus
Uragus sibiricus
Cuculus canorus
Cuculus canorus
Cuculus hyperythrus
Cuculus fugax
Cuculus micropterus
Cuculus micropterus
Cuculus poliocephalus
Cuculus poliocephalus
Cuculus saturatus
Cuculus saturatus
Dendrocopos kizuki
Dendrocopos kizuki
Dendrocopos leucotos
Dendrocopos leucotos
Dendrocopos major
Dendrocopos major
Dryocopus martius
Dryocopus martius
Picus canus
Picus canus
Lanius bucephalus
Lanius bucepha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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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명
국명
때까치과
칡때까치
매과
새호리기
매과
황조롱이
멧새과
노랑눈썹멧새
멧새과
멧새
멧새과
노랑턱멧새
멧새과
쑥새
멧새과
촉새
멧새과
흰배멧새
물까마귀과
물까마귀
물떼새과
꼬마물떼새
물떼새과
왕눈물떼새
물떼새과
흰목물떼새
물총새과
물총새
물총새과
호반새
물총새과
청호반새
바위종다리과
멧종다리
박새과
진박새
박새과
박새
박새과
쇠박새
박새과
곤줄박이
박새과
노랑배진박새
백로과
중대백로
백로과
왜가리
백로과
검은댕기해오라기
백로과
쇠백로
붉은머리오목눈이과 붉은머리오목눈이
비둘기과
멧비둘기
상모솔새과
상모솔새
솔딱새과
큰유리새
솔딱새과
노랑딱새
솔딱새과
흰눈썹황금새
솔딱새과
쇠유리새
솔딱새과
유리딱새
솔딱새과
울새
솔딱새과
쇠솔딱새
솔딱새과
제비딱새
솔딱새과
솔딱새
솔딱새과
딱새
솔딱새과
검은딱새
수리과
참매
수리과
조롱이
수리과
새매
수리과
붉은배새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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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명
Lanius tigrinus
Falco subbuteo
Falco tinnunculus
Emberiza chrysophrys
Emberiza cioides
Emberiza elegans
Emberiza rustica
Emberiza spodocephala
Emberiza tristrami
Cinclus pallasii
Charadrius dubius
Charadrius mongolus
Charadrius placidus
Alcedo atthis
Halcyon coromanda
Halcyon pileata
Prunella montanella
Parus ater
Parus major
Parus palustris
Parus varius
Parus venustulus
Ardea alba
Ardea cinerea
Butorides striata
Egretta garzetta
Paradoxornis webbianus
Streptopelia orietalis
Regulus regulus
Cyanoptila cyanomelana
Ficedula mugimaki
Ficedula zanthopygia
Luscinia cyane
Luscinia cyanura
Luscinia sibilans
Muscicapa dauurica
Muscicapa griseisticta
Muscicapa sibirica
Phoenicurus auroreus
Saxicola torquatus
Accipiter gentilis
Accipiter gularis
Accipiter nisus
Accipiter soloensis

수정된 학명
Lanius tigrinus
Falco subbuteo
Falco tinnunculus
Emberiza chrysophrys
Emberiza cioides
Emberiza elegans
Emberiza rustica
Emberiza spodocephala
Emberiza tristrami
Cinclus pallasii
Charadrius dubius
Charadrius mongolus
Charadrius placidus
Alcedo atthis
Halcyon coromanda
Halcyon pileata
Prunella montanella
Parus ater
Parus major
Parus palustris
Parus varius
Parus venustulus
Ardea alba
Ardea cinerea
Butorides striata
Egretta garzetta
Paradoxornis webbianus
Streptopelia orientalis
Regulus regulus
Cyanoptila cyanomelana
Ficedula mugimaki
Ficedula zanthopygia
Luscinia cyane
Tarsiger cyanurus
Luscinia sibilans
Muscicapa dauurica
Muscicapa griseisticta
Muscicapa sibirica
Phoenicurus auroreus
Saxicola torquatus
Accipiter gentilis
Accipiter gularis
Accipiter nisus
Accipiter soloensis

비고

멧비둘기

유리딱새

│부록│

과명

국명

수리과
수리과
수리과
수리과
수리과
쏙독새과
오리과
오리과
오리과
오리과
오목눈이과
올빼미과
올빼미과
올빼미과
올빼미과
올빼미과
제비과
제비과
지빠귀과
지빠귀과
지빠귀과
지빠귀과
지빠귀과
지빠귀과
직박구리과
찌르레기과
참새과
칼새과
칼새과
파랑새과
할미새과
할미새과
할미새과
할미새과
할미새과
휘파람새과
휘파람새과
휘파람새과
휘파람새과
휘파람새과
휘파람새과
휘파람새과
휘파람새과

독수리
왕새매
말똥가리
털발말똥가리
벌매
쏙독새
원앙
쇠오리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오목눈이
수리부엉이
솔부엉이
소쩍새
올빼미
긴점박이올빼미
귀제비
제비
붉은배지빠귀
개똥지빠귀
되지빠귀
노랑지빠귀
흰배지빠귀
호랑지빠귀
직박구리
찌르레기
참새
칼새
바늘꼬리칼새
파랑새
힝둥새
밭종다리
알락할미새
노랑할미새
검은등할미새
개개비
휘파람새
쇠솔새
산솔새
노랑눈썹솔새
노랑허리솔새
되솔새
숲새

학명

수정된 학명

Aegypius monachus
Aegypius monachus
Butastur indicus
Butastur indicus
Buteo buteo
Buteo buteo
Buteo lagopus
Buteo lagopus
Pernis ptilorhynchus
Pernis ptilorhynchus
Caprimulgus indicus
Caprimulgus indicus
Aix galericulata
Aix galericulata
Anas crecca
Anas crecca
Anas platyrhynchos
Anas platyrhynchos
Anas poecilorhyncha
Anas poecilorhyncha
Aegithalos caudatus
Aegithalos caudatus
Bubo bubo
Bubo bubo
Ninox scutulata
Ninox scutulata
Otus sunia
Otus sunia
Strix aluco
Strix aluco
Strix uralensis
Strix uralensis
Cecropis daurica
Hirundo daurica
Hirundo rustica
Hirundo rustica
Turdus chrysolaus
Turdus chrysolaus
Turdus eunomus
Turdus eunomus
Turdus hortulorum
Turdus hortulorum
Turdus naumanni
Turdus naumanni
Turdus pallidus
Turdus palli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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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ystomus orienta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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