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문화 주민 대상 안내문 

호크스베리 대륙붕 해양 생물 지구 

내 해상공원 건립 예정  

NSW 정부는 해양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지역 주민이 사회, 문화, 경제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뉴카슬-시드니-울릉공 지역에 새로운 해상공원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건립 예정 해상공원은 의견수렴서에 

묘사되어있으며 아울러 호크스베리 대륙붕 해양 

생물 지구 내의 해양 환경에 대한 우선적 위협과 

지역 주민의 혜택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방안이 

개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립 예정인 해상공원은 기존 해양 보존구역 10 개, 

신규 14 개 장소 및 부디 국립공원 해양 

확대구역까지 포함하여 총 25 개 장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표 1 및 뒷면의 지도) 

표 1: 해상공원 건립 예정지 

예정지 (북쪽에서 남쪽으로) 

버드 아일랜드 노라 헤드 

터거라 베이 포리스터스 

퇴역한 HMAS 

애덜레이드 함 

부디 

라이언 아일랜드 배런조이 헤드 

나라빈 헤드 롱 리프 

캐비지 트리 베이 노스 하버 

쵸우더 베이 캠프 코브 

닐슨 파크 브론티-쿠지 

케이프 뱅크스 타우라 포인트 

보트 하버 쉽록 

캐비지 트리 크리크 앞바다 인공 산호초 

왕립 국립 공원 파이브 아일랜즈 

 조간대 보호구역 

각 장소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25 개 장소는 2014 년 제정 해양 지구 관리법령에 

의거하여 수립된 단일 관리 계획에 따라 

관리됩니다. 각 25 개 장소에 대한 관리 목표 

초안이 의견 수렴서 2 부에 실려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정지가 선택된 이유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위협,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주민의 혜택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립 예정 해상 공원 내에 있는 각 장소를 관리하기 

위해 구역을 사용합니다. 보호 구역, 보존 구역, 

특별 목적 구역의 세 가지 구역 유형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각 장소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정보는 의견 수렴서 제 2 부의 

도표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각 장소의 구역, 목표, 관리 규칙은 지역 주민의 

피드백과 최종 해상공원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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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예정 구역 유형 

구역 유형 설명 

보호 구역 

 

현장의 생물 다양성을 증대하고, 

특정 장소의 목표에 따라 각종 

기타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혜택을 끼친다. 스쿠바 

다이빙, 스노클링, 수영, 배 타기 

등 각종 활동을 이 구역 내에서 

할 수 있다. 연구, 모니터링 혹은 

원주민의 문화적 사용과 같은 

특별 허가를 받지 않는 한 낚시 

및 기타 추출 활동은 금지된다. 

보존 구역 

 

이 장소의 생물 다양성 일부를 

증대하고, 생태학적으로 유지 

가능한 개발에 일치하는, 즉 

구체적으로 원주민의 문화적 

사용, 상업 및 취미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바닷가재와 전복 

채집을 하는 경우 등과 같은 경우 

경제적인 혜택도 끼친다.   

특별 목적 구역 

 

이곳에 대한 특정 위협을 

처리하거나 특정 사용을 

증진한다. 예를 들어 (잠재적인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키기 위해) 

어떤 장소에서는 취미 낚시 혹은 

스쿠버다이빙만 허용한다든지, 

취미 채집 가능성이 다소 있는 

경우 조간대 종 보호 등이 

포함된다.  

누가 이번 사업의 영향을 받을까요? 

이번 사업으로 인해 25 개 장소를 사용하는 취미 

낚시꾼, 보트 사용자 및 상업 낚시업자 중 일부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영향을 줄이기 위해 영향을 입는 단체와 

상의하여 잠재적 상쇄 방안 또는 필요한 협상을 

논의할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귀하의 피드백은 NSW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해상공원 최종안에 반영이 됩니다. 

 

기존 운영 규칙이 그대로 유지되며 NSW 정부가 

해상공원 건립안에 대한 여론 수렴 결과를 발표하기 

전까지는 어떤 건립안의 내용도 집행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장소별 정보는 칠 개 국어로 번역이 되었고 해상 

지구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으며 다음 기관을 

통해서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문화 NSW, 

아시아인 직장 여성, 지역 사회 이민자 자료 센터, 

레바논 무슬림 협회.  

 

해상 지구 웹사이트 

https://www.marine.nsw.gov.au  에 가시면 

(영어로 된) 각종 자료가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됩니다: 

• 의견 수렴서 

o 1 부 – 집행부 요약, 맥락,접근법  

o 2 부 – 장소별 제안서 

• 장소 위치 및 허가 활동을 보여주는 참여형 

지도.  

지역 주민들이 제안서를 이해하고 피드백을 

제출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설명회가 여론 수렴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서 

열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해상 지구 

웹사이트를 방문해주세요. 

의견을 밝혀주세요 

25 개 현장과 각 현장의 관리 변경안에 대한 귀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시아인 직장 여성, 지역 사회 이민자 자료 센터, 

레바논 무슬림 협회와 같은 단체들이 귀하가 

피드백을 제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귀하의 피드백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직접 전하실 

수도 있습니다: 

• www.marine.nsw.gov.au 에서 온라인으로 

• 우편으로: 

제출- 호크스베리 대륙붕 생물지구의 해양 

생물 다양성 보존 향상- 의견 수렴서 

NSW Marine Estate Management 

Authority 

Locked Bag 1 

Nelson Bay NSW 2315 

 

 

https://www.marine.nsw.gov.au/key-initiatives/hawkesbury-shelf-marine-assessment
https://www.marine.nsw.gov.au/key-initiatives/hawkesbury-shelf-marine-assessment
http://multicultural.nsw.gov.au/
http://www.awatw.org.au/
http://www.cmrc.com.au/
http://www.lma.org.au/
https://www.marine.nsw.gov.au/key-initiatives/hawkesbury-shelf-marine-assessment
http://www.awatw.org.au/
http://www.cmrc.com.au/
http://www.lma.org.au/
http://www.marine.nsw.gov.au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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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해도 무방함.   면책 사항: 이 출판물에 담긴 정보는 집필 당시의 지식과 이해에 근거함. 그러나 지식이 발전하는 관계로 사용자는 자신들이 의지하는 

정보가 최신인지 확인하고 정보가 최신인지를 저자나 사용자의 독립적인 자문관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주지시키는 바이다.   INT18/120743 – 2018 년 

해양 지구 관리국 발간. 그림 © iStock.com/openyourap/shells1 

 

 
 

  



Overview of proposed marine park sites in the Hawkesbury Shelf marine bio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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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해상 공원 예정지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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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해상 공원 예정지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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