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제주도 지질공원에 대한 UNESCO 권고사항 원문

① 지질공원 관리부서가 확대되어야 하며, 세계유산 관리본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 장기
적 발전을 계획하는 데 큰 역할을 해야 함
② 지질공원 내 지역주민단체의 참여가 중요하며 앞으로 더욱 권장하여야 함
③ 지질공원은 단순 지질학적인 것 이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지역주민 및 주변 관광
지와 연계하여 활동할 때 지질학적인 것 이상이 논의되어야 함
④ 제주도 지질공원은 대체로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고 있으나, 앞으로 지질공원의 중심이
될 지질공원센터가 필요함. 지역정보센터가 있어야하며, 각 지질명소에는 방문객센터나
방문객안내소가 마련되어야 함
⑤ 리플렛, 안내판 등을 이용한 일반적인 홍보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앞으로 더욱 많은 홍보
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⑥ 제주도 지질공원은 개개의 지질명소 홍보를 넘어 제주도 지질공원 전체의 개념에서 통일
성 있게 홍보하는 데 집중해야 함
⑦ 제주도 지질공원은 지질명소 방문객들에게 교육활동과 프로그램을 통해 지질유산의 교
육적 가치를 홍보해야 함
⑧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지질공원의 종합적인 관리와 발전계획을 마련해야 함
⑨ 국제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하고 지질공원 간에 회의, 서적발간, 웹사이트 등의 활동과
다른 대륙의 지질공원과의 교류해야 함

<표 7-1> 세계지질공원 인증시 UNESCO 권고사항 및 이행상황(2010년)

UNESCO 권고사항(2010년)

이행 상황(2010년 이후)

1. 지질공원 관리부서 확대 및 세계유산 관리본부 - 2001년 지질공원 추진부서가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
와의 협력 필요
소속되어 각 부문별로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

2. 지질공원 내 지역주민단체의 참여 권장

- 대표명소를 중심으로 지역협의체 구성
- 주민을 중심으로 해설사 활동 증가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지역특산품 개발 등
다양한 부문에서 주민참여가 확대

3. 지질공원은 단순 지질학적인 것 이상이라는 - 대표명소 트레일 코스 개발
것을 명심해야 하며, 지역주민 및 주변 관광지 - 각종 지질공원 안내판, 안내책자 제작시에 지질 자원
와 연계하여 활동할 때 지질학적인 것 이상이
뿐 아니라 각 명소별 역사, 문화, 생태자원 등에 대한
논의되고 설명되어야 함
내용을 포함하여 제작
- 2012년 완공된 세계자연유산센터가 지질공원 방문객
센터의 역할 수행
4. 지질공원센터, 지역정보센터 및 방문객센터나
- 한라산 성판악, 만장굴, 수월봉, 주상절리대, 용머리
방문객안내소 마련
해안 등에 방문객센터가 마련되었으며 점차 대표명소
별로 탐방안내소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할 예정

5. 홍보확대

- 안내책자, 리플릿 등을 통해 기본적인 홍보 수행
- 향후 지오푸드, 지오기프트, 3D영상제작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확대하여 진행할 예정

6. 지질명소 탐방객에게 교육활동과 교육프로그
램을 통해 지질유산의 교육적 가치 홍보

- 주민을 대상으로 해설사 교육을 강화하여 탐방객에게
지질공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
- 향후 학교를 대상으로도 교육을 확대

7. 6개월 이내에 지질공원의 종합적인 관리와 - 2011년과 2013년에 걸쳐 보존 및 관리계획을 마련하
발전계획 마련
였으며, 매 4-5년을 주기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마련

8. 국제교류 활성화

- GGN총회와 같은 국제행사에 정기적으로 참여
- GGN에 소속되어 있는 나라와 자매결연을 통해 국제교
류 활성화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지질공원 재평가를 위한 경과보고서(2014) p.44.

○ 2014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시 권고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지질공원은 2014년 9월 캐나다에서 열린 세계 지질공원 총회에서
재인증 되었다. UNESCO에서는 향후 4년간 세계지질공원 타이틀을 유지하는 동안 총 10가
지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제시하였다(2015,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보고서 내용)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박물관, 문화관련 기관과 파트너십을 위하여
지질공원과 문화, 관광 간의 조정위원회를 조성해야 한다.
② 현재 제주세계지질공원 팀은 한명의 지질전문가와 행정직원 한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질공원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확충이 필요하다.
③ 제주세계지질공원의 가시성이 뚜렷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질명소
입구와 다양한 장소에 지질공원을 상징하는 시각적 요소를 비치해야 한다.
④ 세계지질공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 추가되는 센터는 돌문화공원과 같이 지질공원과
관련된 기관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이 국제보호지역으로써 협력적 체계를 유
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각자 고유의 개별인식 강화도 필요하다.
⑥ 제주세계지질공원의 기본개념, 목표 등 관련정보에 대해 지질명소를 찾는 방문객이나
주민들에게 전달하여 지질공원에 대한 개념을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⑦ 인력투입을 통해 관련 업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⑧ 제주세계지질공원은 지질공원과 관련하여 교육활동을 꾸준히 진행해왔으나 지질학적
해설에만 내용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다 넓은 관점에서 교육이 필요하다.
⑨ 지질공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지오샵, 지오푸드 뿐 아니라 식당, 호텔 등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지질공원의 가시성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해
야 할 것이다.
⑩ 제주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관련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표 7-2> 세계지질공원의 재인증시 UNESCO 권고사항(2014년)
권고사항(2014년)

주요 내용

1. 관리구조 및 협력

- 제주특별자치도는 박물관, 문화관련 기관과 파트너십 적용과 발전을 위하여 기관
간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함

2. 지질공원 팀 확충

- 향후 지질공원 팀은 교육, 트레이닝, 지속가능한 발전, 관광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원 확충이 필요
*현재 지질전문가 1명, 행정직원 1명으로 구성

3. 지질공원 가시성

- 제주 세계 지질공원의 뚜렷한 가시성을 위해 각 지질명소의 입구, 지질공원과 파트너
제휴를 맺고 있는 장소에 지질공원을 상징하는 시각적 요소가 비치되어야 함

4. 지질공원 센터 설립

-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이외의 지역에 추가적 지질공원 센터 설립이 필요
- 추가적으로 마련될 센터는 지질공원과 관련된 기관이면서 동시에 돌문화공원과 같이
기존에 설립된 기관에 설치할 것을 추천함

5. 국제보호지역 간 구별 및
협력

- 3가지 국제보호지역의 브랜드 희석과 혼동을 방지하고 각 개별 브랜드의 정체성
인식을 강화하여야 함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 지질공원 관리팀은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 간의 협력과 관련
활동 개발 및 발전에 힘써야 하며, 동시에 각 보호지역의 소관과 임무를 분명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6. 지질공원 개념 정합화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 지질공원은 지질 명소를 찾는 방문객 또는 지역 주민들에게
제주 세계 지질공원 또는 세계 지질공원의 기본개념, 목표 등 관련정보에 대해 알려야
함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 지질공원은 자연, 문화, 무형 문화재, 박물관과 같은 협력단체들과
의 협업도 도모해야 함
- 수월봉은 지질공원 적응 개념의 좋은 모형이며 다른 지역으로 전파 필요
- 12개 지오사이트 이외에 전역으로 지질공원 장려 및 개발

7. 주민 참여

- 지난 4년 간 제주특별자치도 세계 지질공원은 주민 참여를 성공적으로 보여주었음.
이러한 것은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8. 교육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 지질공원 교육은 지질학적 해석에만 집중되어 왔음. 향후 4년
동안은 지질유산 뿐만아니라 지질공원의 개념과 영역을 총체적 개념의 교육 시행이
필요

9. 파트너십(협력)

- 파트너십은 지질공원 가시성 증진에 도움이 됨
- 지오샵, 지오푸드 등과 파트너쉽을 더 개발하고 더 많은 이해당사자(식당, 호텔,
관광사무소 등)와 파트너십을 확장

10. 세계 지질공원
네트워크 활동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 지질공원은 세계 지질공원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하며, 회원 지위를 촉진하여야 함

자료 :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홈페이지 참조(http://geopark.jeju.go.kr/index.php?mid=KR0501&sso=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