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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 실현되면 국내외에서 류큐제도 자연의 경이로움을 인정 받아 지금까지 

이상으로 자연환경의 보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짐과 동시에 관광산업을 비롯한 

지역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오버유스(초과이용)로 인해 환경 

부하가 높아져 둘도 없는 자연환경이 열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등록 후에는 

지역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관광 이용의 적정한 관리, 이용자의 매너 향상, 

보전활동의 활성화 등 개개인의 의식과 관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후보지로 선정된 이유는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

2003년 ‘세계자연유산 후보지에 관한 검토회(환경성과 
임야청에 의한 공동 설치)’에서는 류큐제도가 일본의 
세계자연유산 후보지의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미오섬·도쿠노섬·오키나와섬 북부(얀바루)·이리오모테섬은 
대륙과 연결되어 있던 지구사 속에서 생물이 독자적인 진화를 
거쳐 다양화하고, 멸종 위기종 등도 많이 서식·생육하고 있기 
때문 에  ‘생태계 ’와  ‘생물  다양 성’의  관 점에서  평가 를  
받았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현저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지닐 것’, ‘그 가치가 미래에 걸쳐 
지켜질 것’의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현저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자연 지역을 인류 전체를 
위해 유산으로 보호·보전하고 차세대로 계승해 갈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세계자연유산 등록의 목적

대륙도의 독특한 생물진화의 
과정을 명백하게 나타내는 
생태계의 현저한 견본

류큐제도의 유산으로서의 가치

생태계
유존 고유종과 신 고유종의 
다양한,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생물 다양성 보전상 중요한 지역

생물 다양성

보호지역의 설정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그 
자질을 손상하지 않도록 법률 등에 근거한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국립공원이나 
기타 보호 구로 적절히 보전되는 것이 
요구됩니다.

보호 대책의 충실

최근에는 특히 외래 생물인 몽구스와 들고양이 등에 
의한 포식, 로드킬(교통사고) 문제와 밀렵, 도굴, 서식 
환경의 악화 등이 고유종과 희귀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을 지속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 등록을 위한 과제

문　의： 오키나와현［환경부 자연보호과］

세계자연유산 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기 웹사이트는 일본어 전용 사이트입니다.

이루자!! 이루자!! 아마미오섬, 도쿠노섬, 
오키나와섬 북부 및 이리오모테섬 세계자연유산

도로에 나온 오키나와 뜸부기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되면 어떻게 되나요?

일본의 마지막 비경

이리오모테섬

기 적 의  숲

얀 바 루

이리오모테 살쾡이
이미지 제공：야마시로 히로아키

관수리

류큐 검은가슴잎거북

오키나와 뜸부기

자, 세계로
세계적으로도 귀중한 류큐제도의 자연

한국어

이루자!!
아마미오섬, 도쿠노섬, 오키나와섬 북부 및 이리오모테섬 

세계자연유산

앎으로써 지켜지는 류큐제도의 자연 가치

세계자연유산에 등록되려면

　보편적인 가치의 유지·보전이 필요



류큐제도에는 삼림, 강, 맹그로브, 갯벌, 모래 해변, 
산호초 등 다양한 생태계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생물이 서식·생육하고, 지구상에서 오직 류큐제도 
안의  하나의  섬에서만  서식·생육하 는  생물도 
있습니다. 작지만 생물의 종류가 많은 류큐제도는 
세계적으로 매우 귀중한 지역입니다.

아주 작은 섬들이지만
수많은 생물들이 존재한다

류큐제도는

“생물 다양성”의

열쇠가 되는 지역

국제 NGO 컨서베이션 인터내셔널(CI)은, 지구 규모에서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지만 그 
풍부한 생물 다양성이 파괴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생물 다양성 핫스팟’이라 불리는 지역을 
전 세계에서 34지역(2013년 시점) 선정했습니다. 일본은 그 중 하나로 선정되었고, 
또한 일본내 228지역이 국제 기준에 따라 생물 다양성의 보전을 추진함에 있어 열쇠가 
되는 지역(Key Biodiversity Area : KBA)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리오모테섬을 포함한 
야에야마제도와 얀바루에서는 KBA 대상종이 가장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적의  숲  얀바루
오키나와섬 북부에 펼쳐지는 일본 최대급의
아열대 조엽수림 ‘얀바루’.  아열대 조엽수림 숲은 
세계적으로도 드물고 얀바루 특유의 생태계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얀바루 숲에는 많은 희귀 
동식물이 서식·생육하며 ‘기적의 숲’으로 불립니다.

맹그로브 숲이 펼쳐지는 기수지역, 그리고 해안과 
하천가의 습지대, 산지로 더 올라가면 그곳은 태곳적부터 
이어져온 원시림이 펼쳐지고, 사람이 거의 발 디딘 적 
없는 알려지지 않은 비경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일본의 마지막 비경 이리오모테섬

작은 류큐제도의 

자연이 귀중하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옛날 류큐제도는 아시아 대륙과 이어져 
있었지만, 해수면의 변동 등으로 분리·
통합을 반복하면서 지금과 같은 섬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원래 하나의 육지에 
서식하던 생물이었지만, 각각의 섬으로 
격리됨으 로써  각각의  환경에  맞추어  
고유의 진화를 이루었습니다.

섬들에서 각자가
독자적인 진화를 이루어왔다

생물 다양성이란 종, 개체, 생태계 등 모든 
생물학적 레벨에서 볼 수 있는 다양성의 
총칭으로, 동종 개체간 혹은 관계 개체군간에 
다양한 형질의 차이가 보여지는 것이나, 지역 
레벨이나 지구 규모에서 다양한 종이 많이 
사는 것, 지역에 따라 다른 구조의 생태계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물 다양성은 식량과 건축자재 등 유용한 
재화의 공급이나, 기후 조절 및 물 정화 등의 
환경 조건을 적당한 범위로 유지하는 작용, 
심미적 및 종교적 영향 등 정신적인 면에 대한 
작용 등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원천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감소로 인해 
이러한 생태계 서비스의 지속적인 향유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의 
보전은 우리의 생활에도 깊이 관계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생물 다양성과 그 중요성

그 섬에만 서식하는 생물, 

섬들마다 조금씩 다른 생물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

얀바루에만 서식합니다. 날개가 작아 거의 
날 수가 없습니다.

오키나와 뜸부기 (Gallirallus okinawae)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이리오모테섬에만 서식하는 들고양이입니다. 
생태계의 정점에 위치하는 들고양이가 이 작은 섬에 
수만 년 이상 서식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고 기적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이리오모테 살쾡이
(Prionailurus bengalensis iriomotensis)
［국가지정 특별천연기념물］이미지 제공：

야마시로 히로아키

이시가키섬, 이리오모테섬에만 서식하는 거북으로, 
위험을 감지하면 등딱지의 뚜껑을 닫아 상자 
모양이 됩니다.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야에야마 중국상자거북
(Cuora flavomarginata evelynae)

일본의 도마뱀류 중 가장 큰 것으로, 40㎝ 
가까이나 성장하는 미야코·야에야마제도에만 
서식하는 도마뱀입니다.

기시노우에 도마뱀(Plestiodon kishinouyei)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일본에서는 야에야마 
제도에서만 볼 수 
있는 매의 
동류입니다.

관수리
(Spilornis cheela perplexus)
［국가지정 특별천연기념물］

얀바루에만 서식하는 곤충으로, 
긴 앞다리가 특징입니다.

얀바루 긴앞다리 풍뎅이
(Cheirotonus jambar)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오키나와현의 
현조이기도 한 이 새는 
얀바루에만 서식하는 
딱따구리의 동류입니다.

오키나와 딱따구리
(Sapheopipo noguchii)
［국가지정 특별천연기념물］

오키나와 본도, 구메섬, 도카시키섬에만 
서식하는 거북입니다.

류큐 검은가슴잎거북
(Geoemyda japonica)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류큐제도의 성립과정

약 150만 년 전 약 1만 5천~2만 년 전
지형도 출전：
환경성, “아마미·류큐제도의 생물 다양성, 섬들에 숨어 있는 다양한 생물들”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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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쾡이는 이리오모테섬에만 서식합니다. 
또한 오키나와 나무타기 도마뱀(아마미·
오 키 나 와 제 도 에  분 포 ) 과  사 키 시 마  
나무타기 도마뱀(요나구니섬을 제외한 
사키시마제도에 분포)처럼 지역에 따라 
아종으로 분리되는 예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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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에서 오직 

그곳에만 서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키나와 나무타기 도마뱀
(Japalura polygonata polygonata)

사키시마 나무타기 도마뱀
(Japalura polygonata ishigakien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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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오모테섬

얀바루

몽구스 등 해외나 다른 지역에서 반입된 
외래 생물이 원래 그 지역에 있던 생물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포획하는 등의 
대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외래 생물에 대한 대책

생물의 로드킬(교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발생 확인과 정보 교환을 하고 
로드킬 방지 캠페인 등 널리 주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로드킬 방지 대책

자연을 접함으로써 생물이나 그 생태계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연을 
배울 때에는 생태계를 파괴하거나 혼란을 
주는 물건의 반입, 반출은 삼갑니다.
방문한 후에 남기는 것은 발자국뿐, 가지고 
돌아가는 것은 추억과 사진뿐입니다.
자연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보전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이 있습니다. 각 단체에 
문의하십시오.

자연을 접하고 자연을 배우자

이 감동을 후세로
이어가기 위하여

섬이라는 폐쇄적인 환경에서 형성되어 
온 류큐제도의 생태계는 매우 무르고 
약합니다.  그 자연을 우리가 보호·
관리함으로써 다음 세대에도 같은 
감동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에메랄드 비둘기
(Chalcophaps indica)

사키시마 늪개구리
(Fejervarya sakishimensis)

이미지 제공：환경성 이리오모테 야생생물보호센터

이리오모테 살쾡이
(Prionailurus bengalensis iriomotensis)

오하나사키 개구리
(Odorrana supranarina)

류큐 쇠딱따구리
(Dendrocopos kizuki nigrescens)

오키나와 뜸부기
(Gallirallus okinawae)

칼꼬리영원
(Cynops ensicauda)

오키나와 딱따구리
(Sapheopipo noguchii)

류큐 검은날개 물잠자리
(Matrona basilaris japonica)

고나카 검은날개 물잠자리
(Euphaea yayeyamana)

오키나와 울새
(Luscinia komadori namiyei)

일본 초록 장지뱀
(Takydromus smaragdinus)

나뭇잎나비
(Kallima inachus eucerca)

이시가키 도마뱀
(Plestiodon stimpsonii)

2016년 얀바루를
국립공원으로 지정
세계자연유산 등록을 목표로 세계적으로도 
귀중한 얀바루의 자연환경을 지속적으로 
지키기 위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리오모테 이시가키 국립공원을 
확장 보호 체제 강화
이리오모테섬은 이미 지정되어 있었지만, 
고유종과 그 생태계를 더욱 지켜가기 위해 
이리오모테섬의 거의 전역을 지정 구역으로 
확장했습니다.

포획된 몽구스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법적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확실히 

보호하고 미래로 이어간다

둘도 없는 

이 자연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세계자연유산으로서 미래로 이어간다
얀바루와 이리오모테섬은 가고시마현의 아마미오섬, 도쿠노섬과 
함께 세계자연유산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등록하여 세계에 
인정받음으로써 류큐제도의 아름다운 자연을나라와 민족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이 지키고다음 세대로 계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