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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아시아·태평양지질공원총회참가다양한성과거양

지질공원운영위원에 이수박 박사, 전용문 박사 선출 등 제주도 위상강화

-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김창조)는 지난주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중국 귀주성 지진동에서 열린 제5차 아시아·태평양(이하
아·태)지질공원 정기총회에 참가하여, 제주도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 이번 아·태 정기총회는 27개국 900여명이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개
최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63명이 참가하였고, 제주도에서는 6명이
참가하였다.
※ 아시아·태평양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회원국 : 7개국 50개소
- 중국(35), 일본(8), 한국(2), 인도네시아(2), 말레이시아 (1), 베트남(1), 이란(1)
※ 아시아·태평양 지질공원 총회 개최 연혁
- 2009(말레이시아), 2011(베트남), 2013(대한민국 제주도), 2015(일본)
※ 전 세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회원국 : 35개국 127개소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번 총회 참석을 통해 주제발표, 제주도 지질
공원 홍보, 국제 네트워크 구축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 특히, 7개국 50개소의 대표가 참가한 아·태 세계지질공원 평의회 선거
결과 제주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위원 이수재 박사(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가 아·태 지질공원 부의장, 세계유산본부 전용문 박사가 세계지질공원
기관대표로 선발되었다.

○ 아·태 지질공원의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 자문위원 15명 중에 제주도
지질공원 전문가 2명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포함되었다는 것은 제주도
지질공원의 위상이 높아져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과라고 밝혔다.
▢ 이번 총회에서는 총 199건의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제주도는 지질공원
브랜딩 사업에 대해 발표하였다.
▢ 또한 총회에 참가한 국가별 국제적인 위상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졌는데,
○ 35개의 세계지질공원, 100개 이상의 국가지질공원을 가진 중국은 활발
한 발표를 통해 세계지질공원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 그리고 일본은 8개의 세계지질공원과 30여개의 국가지질공원이 매년 정
기적으로 지질공원 대회를 개최하고, 개발도상국 지질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과 협력을 하는 사례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 이 외에도 아시아(태국, 버마, 카자흐스탄)와 아프리카(카메룬, 세네갈,
나이지리아)에서도 지질공원 추진 과정들을 발표하였다.
▢ 세계유산본부 김창조 본부장은 ‘이번 정기총회 참가를 통해 제주도가 유
네스코 아·태 지질공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2018년 성공
적인 세계지질공원 재평가를 통해 유네스코 3관의 지위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아시아·태평양 세계지질공원 임원 명단
2. 총회관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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