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물권보전지역의 구성
생물권보전지역은 3개의 주요 구역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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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생물권보전지역은 규제가 아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의미합니다.”

Jeju Island Biosphere Reserve

핵심구역 (Core Area)
생물다양성 보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지역으로
조사연구, 모니터링이 이루어진다.
핵심구역은 국내법으로 보호받는 지역이다.

핵심구역을 둘러싸거나 인접한 지역으로써 환경교육,
생태관광,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와 같은 생태적 활동과
더불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협력활동이 이루어진다.

생물권보전지역
생물권보전지역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험하고 실행하는 장소이다.
생물권보전지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과학 지식과 참여적 거버넌스를 결합시킨다.
ㆍ생물다양성 손실 줄이기

제주도는 섬 전체와

완충구역 (Buffer Zone)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해안경계 5.5km이내의 해양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ㆍ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ㆍ환경적 지속성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여건 향상

생물권보전지역은 다음의 3가지 기능을 통합시킨다.
ㆍ생물다양성, 문화다양성의 보전
ㆍ사회문화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적 발전

협력구역 (Transition Area)

ㆍ연구, 장기모니터링, 교육, 훈련을 위한 지원

다양한 농업, 어업, 임업이 이루어지거나 주거지 등으로
이용된다.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역사회,
관리당국, 연구자, 비정부단체, 환경·문화단체, 경제적
이해집단과 기타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일하는 곳이다.

보전 Conservation
생물다양성의 보전
(생태계, 종, 유전적 변이)

생물권보전지역의 구성
발전

핵심구역

Development
인간 삶의 질
향상

완충구역
협력구역
인간거주지역
연구소
모니터링
교육, 훈련
관광, 여가활동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
Tel.064-710-6981

생물권
보전지역

지원
Logistic Support
연구 및 모니터링,
훈련, 교육 등의
국제 네트워크

생물다양성의 보고,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고지대

노루

구상나무

유네스코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암매
(멸종위기 야생식물Ⅰ급)

명칭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생물권보전지역이
주민들에게 주는 혜택

산굴뚝나비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중산간
두점박이사슴벌레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지정면적 3,871.94㎢
(제주도 전체 육상지역 및 5.5km 이내 해양구역 포함)

한라구절초
(제주고유종)

주민들은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나 임산물에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의 로고” 를 부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지정일 2002. 12. 16(확대지정 : 2019. 6. 19)

로고가 부착된 제품은 유네스코라는 국제기구에서 인정한 지역,
그리고 보전지역에서 생산된 청정 생산물이라는 좋은 이미지를 얻게
되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국내 생물권보전지역(2019 기준) - 8개소
긴꼬리딱새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설악산(1982), 제주도(2002), 신안 다도해(2009), 광릉숲(2010),
고창(2013), 순천(2018), 강원생태평화(2019), 연천 임진강(2019)
세계생물권보전지역(2019 기준) - 124개국 701곳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타원형 : 지구와 제주도 상징
초록색 : 생태계
하늘색 : 하천
파란색 : 바다
흰색문양 : 한라산 상징
글씨체 : 바람과 파도에 깎인 현무암

해안가
제주고사리삼
(멸종위기 야생식물 Ⅱ급, 제주고유종)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범위

저어새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팔색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황근
(멸종위기 야생식물Ⅱ급)

또한 주민들은 생물권보전지역의 독특한 생태계와 잘 보존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많은 생태관광객을 마을로 찾아오게 할 수 있다.
생태관광객은 마을 내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소비하고 여행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제주도는 섬 중앙에 자리 잡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발고도에 따라 아열대,
난대, 온대 및 아한대의 기후적 특성을 지닌다. 또한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계곡, 오름, 곶자왈 등의 지형적인 다양성뿐만 아니라 지리적, 지사적인 요인
으로 섬 전체의 생태계 구성이나 생물종이 매우 다양하다.
육상 핵심구역
해양 핵심구역
육상 완충구역
해양 완충구역
육상 협력구역
해양 협력구역

물영아리

차귀도

핵심구역
(399.51㎢)

완충구역
(722.86㎢)

협력구역
(2,749.57㎢)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국유림지역, 일부 곶자왈을 포함한
생태계보전지역, 천연보호구역인 4개의 부속 섬과
영천·효돈천 천연보호구역, 해양보호구역 등
핵심구역을 제외한 국내법에 의해 보호받는 지역, 생물다양성
보전이 고려되는 지역으로 2009년 생태계 서식처질 평가
결과 우수지역, 핵심구역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 등
육지부 -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을 제외한 제주도 전체지역
해양부 - 본도 경계 및 해양 핵심구역과 완충구역 경계
5.5km 이내 지역

산호군락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에는 2,000
여종의 고등(관속)식물과 균류, 선태
류, 조류, 지의류 등 1,340여종 하등
식물을 포함하여 3,340여종의 육상
식물이 자란다. 그리고 4,360여종
의 곤충류를 포함하여 5,000여종
선흘 곶자왈
의 육상동물이 서식한다. 또한 해양
에는 420여종의 해조류, 640여종의 어류와 1,100여종이 무척추동물까지
포함하여 2,160여종의 해양생물이 관찰된다.

영천

이처럼 제주도는 1만종 이상의 높은 생물다양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지리적으로 격리된 섬의 특성으로 인해 90여종의 특산식물을 포
함하여 고유생물이 다양하게 서식한다. 그리고 국가차원의 보호를 받고 있
는 43종의 멸종위기식물, 95종의 멸종위기동물을 포함하여 수많은 희귀생
물이 서식하는 곳이다.
제주도의 육상과 해양이 생물권보
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육상과 해
양에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가치
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면서 보다
효율적인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기
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수익을 얻은 주민들은 이 수익의 일부를 다시
생태계 보전에 활용하게 된다. 그러면 생태계 보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선순환
지역공동체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지역사회의
경제발전

생물 다양성
보전
한라산과 말

Biosphere Reserve Zones
A Biosphere Reserve is divided into three zones;

1
2
3

Biosphere Reserve serves as learning
sit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not the object of a binding agreement.

Core Area

These are the most protected sites, prioritizing the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where research and
monitoring activities are carried out.
It is protected by domestic laws.

for coexistence of
Humankind and Nature

Biosphere Reserve
Biosphere reserves are places where innovative idea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re tested and implemented.
Biosphere reserves combine scientific knowledge and
governance modalities to;
ㆍReduce biodiversity loss
ㆍImprove livelihoods
ㆍEnhance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conditions
for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Buffer Zone

These areas surround or adjoin the Core area.
Buffer Zones may be used for cooperative activities
compatible with sound ecological practices including
environmental education, ecotourism and applied and
basic research.

Jeju Island
Biosphere Reserve

Jeju Island has been designated as
UNESCO Biosphere Reserve, including the entire island
and marine areas of 5.5km from the coastal line.

Transition Area

Biosphere Reserves fulfill the following three basic
functions;
ㆍContribute to conservation of cultural and biological diversity
ㆍFoster sustainable growth socio-culturally and ecologically
ㆍProvide support for research, monitoring, education and training

These areas may be used for agriculture, fishery,
forestry and residential areas, where local communities,
management agencies, scientist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environmental / cultural groups, economic
interests, and other stakeholders work together to manage
and sustainably develop the area’s resources.

Conservation

Rich biodiversity
(ecosystems, species, genes)

Biosphere Reserve Zones
Development

Core Area

Improving quality
of life

Buffer Zone
Transition Area
Human Settlement
Research
Monitoring
Education, Training
Tourism, Recreation

Hallasan Research Institute, World Heritage Office
Tel. +82-64-710-6981

Biosphere
Reserve

Logistic Support

International network
for research, monitoring,
training and education

Rich Biodiversity, Jeju Island Biosphere Reserve
upland

Roe Deer

Korean Fir

UNESCO Jeju Island Biosphere Reserve
Title Jeju Island Biosphere Reserve
Size a total of 3.871.94㎢

Diapensia lapponica var. obovata
(1st tier endangered)
mid-mountain
zone

Prosopocoilus astacoides
blanchardi
(2nd tier endangered)

(the entire island including marine areas of 5.5km from the coastal line)

Designated date Dec. 16, 2002 (extended on June 19, 2019)
Biosphere Reserves nationwide (as of 2019)
Mt. Sorak (1982), Jeju Island (2002), Shinan Dadohae (2009),
Gwangneung Forest (2010), Gochang (2013), Suncheon (2018),
Gangwon Eco-Peace (2019), Yeoncheon Imjin River (2019)
Biosphere Reserves worldwide(as of 2019)
-701 places in 124 countries

Benefits from Biosphere Reserve to
Local Residents

Hipparchia autonoe
(1st tier endangered)

Residents can retain profit by selling locally grown agricultural
and forest products with the Jeju Island Biosphere Reserve logo
attached. The logo-attached products contribute to generating
more added value while ensuring their image as clean and fresh
products grown in the protected area, recognized by UNESCO.

Dendranthema coreanum
(Jeju native)

Terpsiphone atrocaudata
(2nd tier endangered)

coastal area

Mankyua chejuense
(Jeju native, 2nd tier endangered)

Designated Areas of the Jeju Island
Biosphere Reserve

Platalea minor
(1st tier endangered,
Protected)

Pitta nympha
(2nd tier endangered)

Hibiscus hamabo
(2nd tier endangered)

Jeju Island encompasses a wide range of climate zones from the subtropical
zone to the polar zone along altitudinal gradient of Mt. Hallasan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island. In addition to the geological diversity including valleys,
oreum(volcanic cone in Jeju dialect), and Gotjawal formed by volcanic activities,
its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have helped the island develop unique volcanic
features and ecosystem.
Mulyoungari Oreum Wetland

Core Area (399.51㎢)

Mt. Hallasan National Park and the surrounding national forests, the
ecosystem conservation areas including part of Gotjawals, four dependent
islets and two streams designated as nature reserves, and the marine
protection areas, etc.

Buffer Zone (722.86㎢)

The areas protected by domestic laws, the areas with outstanding
ecological quality identified from Quality of Ecosystem Habitat assessed
in 2009, the areas located within 100m from the boundary of core area, etc.

Transition Area (2,749.57㎢)

Terrestrial area - Entire Jeju Island except core area and buffer zone
Marine area - Area within 5.5km from the boundary of the main land of
Jeju Island, marine core area and buffer zone

Jeju Island Biosphere Reserve logo
Oval shape Earth and Jeju Island
Green ecosystem
Sky-blue streams
Blue ocean
White silhouette Mt. Hallasan
Letters Basalt rock eroded by wind
and waves

Chagwido Islet

Coral Reefs

Jeju Island Biosphere Reserve is home
to over 3,340 terrestrial plant species,
including more than 2,000 species of
vascular plants and 1,340 species of
lower plants such as fungi, bryophytes,
algae, lichens. Also, more than 5,000
species of terrestrial animals, including
approximately 4,360 insect species,
Seonheul Gotjawal
inhabit the island, in the ocean, more
than 2,160 marine species are observed, including 420 seaweed species, 640 fish
species, and 1,100 invertebrate species.

Youngcheon Stream

Jeju Island provides excellent conditions for high biodiversity with more than
10,000 species and due to the fact that the island has been geographically
isolated for a long time, a variety of endemic species including 90 species of
endemic plants are found on Jeju Island. Moreover, it serves as a valuable
habitat for a number of rare creatures, including 43 species of endangered
plants and 95 endangered species, protected by the national level.

Internationally recognized for the value
of its ecosystem and biodiversity,
Jeju Island, with its surrounding
waters, has been designated as Jeju
Island Biosphere Reserve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more effectively and
efficiently.

The Biosphere Reserve helps residents attract more visitors by
utilizing Jeju’s unique ecosystem and well-preserved natural
landscape. Eco-tourists boost the local economy by spending
money on locally grown products and engaging in other activities.
Part of the revenue generated through sustainable activities,
in turn, plays a critical role in conserving ecosystem.
As a result, it will establish a virtuous cycle for the community
where ecosystem conservation, improved quality of residents’
live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region can be achieved
simultaneously.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Biodiversity
conservation
Mt. Hallasan with Jeju hors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