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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가 신안군 전체를 생물권보전

지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앞서 지난 2009

년에 지정된 흑산도와 홍도비금도 등 일

부지역에대한생물권보전지역이군전체

로 확대된 것으로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

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전북 고창에

이어이번이두번째다

생물권보전지역은전세계적으로뛰어난

생태계를 보유한 지역을 대상으로 유네스

코에서 선정하는 3대 보호지역(세계유산

세계지질공원생물권보전지역) 중하나다

22일 환경부와국립공원관리공단 유네

스코 인간과 생물권계획(MAB)한국위원

회사무국에따르면유네스코는최근신안

군 전체를 신안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으

로확대지정하는안을최종승인했다

유네스코는페루리마에서지난 19일열

린 제28차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계획

(MAB) 국제조정이사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을내렸다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계획(MAB

Man And Biosphere programme)은

생태계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색을

목적으로 하는 유네스코 주관의 정부 간

프로그램이다

지난 2009년흑산도 홍도 비금도등신

안군일부지역이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

정된 이후 해당 지역에서 판매하는 소금

시금치등의지역특산물이인기를얻으면

서 주민 소득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

과를거두고있다고환경부는설명했다

신안군은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인식이바뀌면서보전지역확대

지정을 요청한 바있다 이번 확대 지정을

통해 신안군 생물권보전지역은 기존 573

1에서 32387로 확대되었다 신안군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

정된 것이다 이번 확대 지정으로 신안군

의경우지역사회가적극적으로참여해생

물다양성을 보전하면서 천혜의 자연자원

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할

수있을것으로환경부는기대하고있다

국내 생물권보호지역은 설악산 생물권

보전지역(1982년) 제주도 생물권보전지

역(2002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2010

년) 고창생물권보전지역(2013년) 등이있

다 세계적으로는 120개 국가가 유네스코

MAB(인간과 생물권계획) 프로그램에 참

여하고 있으며 669개의 생물권보전지역

이지정돼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신안군의 생물

권보전지역확대는지역사회의주도로국

제적인보호지역의대표성을잘살려서보

호지역의지정과활용을적극적으로확대

해가는좋은선례가될것으로기대한다

고말했다

인간과 생물권계획(Man And Bio�

sphere programme MAB)은 1971년 유

네스코주관으로시작된정부간 프로그램

으로생태계보전과자원의지속가능한발

전의모색을목적으로한다 이를 위해 생

물권보전지역(BR Biosphere Reserves)

사업을 비롯 생물다양성 관련 주제에 대

한연구 훈련 교류활동등을추진하고있

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신안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유네스코 신안군 전체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신안흑산도 홍도 비금도

페루서열린이사회서확대

지역주도생물다양성보전

특산물인기소득증가효과

야생화 흐드러진 무등산의 봄

공사장소음으로꿀벌떼죽음시공사책임

우리나라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동해

에 위치한 울릉도 북쪽의 우산해곡으

로깊이가2985인것으로조사됐다한

라산 높이 1950의 15배에 이른다 그

렇다면바다의깊이는어디서부터잴까

해양수산부국립해양조사원은지난 3

년간목포인천부산속초등연안지역

389곳의 해수면을 조사해 지역별 평균

해수면및수심의기준높이를지난 21일

발표했다 산의높이는바다의평균해수

면으로부터 측정하는데 인천 앞바다의

평균해수면이기준치이다

바다의 깊이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

해밀물과썰물을관측해바닷물이가장

많이빠지는지점을기준으로한다이를

기준수준면이라고 부른다 평균해수면

과기준수준면이차이가난다는것이다

우리나라는 해안선과 해저지형은 복

잡한데다섬이많아조석에의한해수면

상승과 하강의 폭이 해역마다 다르다

동해안은작고서해안을크다 동해안을

기준으로 남해안은 15 서해안은 평

균 3가량아래에위치한것으로조사

됐다

국립해양조사원관계자는 각해역별

로 서로 다른 기준면을 통합해 하나의

면으로표현한 연속기본수준면을구축

할 계획이라면서 연속기본수준면과

최신 위성항법시스템(GNSS)이 연결되

면 선박에서 실시간으로 해수면 높이를

알 수 있어 선박장비 해양조사 해양공

사 등 관련산업에 널리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말했다

각 지역별 기본수준면은 국립해양조

사원 홈페이지(wwwkhoagokr)에서

확인할수있다 김형호기자 khh@

2985국내가장깊은바다는울릉도 우산해곡

공사장 발파 소음과 진동으로 겨울잠

자던 꿀벌이 폐사한 것과 관련 시공사

등이 1700여만원을 양봉업자에게 배상

하라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이나왔다

22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분쟁

위)에 따르면 분쟁위는 강원도 양양에

서 양봉을 하는 A씨가 인근 저수지 공

사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피해

를 봤다며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5

억150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서최근이같이결정했다

A씨는지난 2014년 8월부터이듬해 5

월까지 양봉장 인근 남서쪽 260 지점

공사장에서발파 소음과 진동이 이어져

벌이폐사고생산된꿀의품질이떨어지

는등피해를봤다며배상을요구했다

분쟁위는공사장소음(최대 678㏈)과

진동(평균 01cmsec)이가축피해인과

관계 검토기준 소음(최대 60dB) 진동

(002cmsec)을 초과했다고 인정하면

서 전체 350여 통 중 10% 정도에 소음

진동 피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일정

기준이넘는소음과진동은날개진동의

강약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꿀벌의 활동

을 방해해 벌꿀 생산 산란에 영향을 미

치는것으로알려졌다

겨울철 꿀벌은 벌통 안에서 공 모양

(봉구)을형성해 날갯짓을하며열을일

으켜생존한다 소음 진동으로이공모

양에서 떨어져 나간 개체는 저체온증으

로죽는다

분쟁위는 그간 공사장 소음진동 도

로 차량소음 공장 대기오염물질 등을

양봉피해의원인으로인정해배상결정

을내렸다

지난해 6월 경기도 평택시 공사장 발

파 진동으로 꿀벌이 폐사한 사건에서도

3300만원 배상 결정을 내렸고 같은 해

10월에는 충남 예산 참숯공장의 대기오

염물질배출로인한양봉피해를인정하

고3500만원배상결정을하기도했다

분쟁조정위관계자는 사업자들은소

음 진동으로 인한 양봉 피해 가능성을

간과하고 공사를 하는 사례가 많다며

공사현장 주변의 양봉 현황을 파악하

고 충분한 피해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

다고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분쟁위 1700만원배상결정

날개짓 통한 의사소통 방해

무등산에도봄이찾아왔다무등산의봄은복수초를비롯한다양한야생화가하나둘꽃피우면서시작된다매화복수초버들개지(버드나무꽃)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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