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GN Rules of Operation: Highlights for discussion at the APGN CC
Meeting before 2016 UNESCO Global Geoparks Conference
APGN 운영규정 : 2016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총회 이전 APGN
조정위원회 논의사항 요약 목록

Background: why a modified Rules of Operation (RO)?
In response to the requirements of GGN and our needs, the APGN CC meeting in
2015 supported to develop its own version of RO based on the RO of EGN which
was first circulated before the same APGN CC meeting.
With this background, discussions and further deliberations at the APGN Niigata
Forum in July 2016, a draft APGN RO is now ready for discussion and
confirmation in the APGN CC meeting scheduled 26September 2016.
배경 : 운영규정 (RO) 수정이유?
GGN의 요구와 우리의 필요에 따라, 2015년 APGN 조정위원회 회의는 회의개최 이전에 처
음 배포되었던 EGN 운영규정에 기초하여 자체 운영규정 개발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배경으로, 2016년 7월 니가타 APGN 포럼에서 논의되고 심의됨에 따라, 2016년 9
월 26일 APGN 조정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되고 검토되어질 APGN 운영규정 초안이 준비되
었다.

Highlights: what are the key issues?
하이라이트: 주요 논의사항은?
1. APGN membership- It consists of Institutional Member (UGG), Individual
Member (Individual Member of GGN), Honorary Members, and Cooperating
members. Presently, there is no Honorary or Cooperating member.
1. APGN 회원 : 기관회원 (UGG), 개인회원 (GGN 개인회원), 명예회원, 협력회원으로 구성
된다. 현재, 명예회원과 협력회원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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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정위원회 (CC)와 그 운영체계 : 모든 UGG로부터의 공식대표들 (각각 2명씩), 개인회
원들, 국가위원회 대표들, 유네스코와 GGN 대표들로 구성된다.

3. Operation of CC and voting rights- CC meets at least once every year.
Institutional and Individual Members have 1 vote each respectively. UNESCO and
GGN representatives have no voting rights. All official substitutes must have
decision responsibility and the same background as the official representatives.
3. 조정위원회 (CC) 운영과 투표 권한 : 조정위원회는 적어도 매년 한번 이상 회의를 한다.
기관회원과 개인회원은 각각 하나의 투표권을 갖는다. 유네스코와 GGN 대표자들은 투표권
이 없다. 모든 공식 대리인은 의사결정의 책임이 있고, 공식 대표와 동일한 배경과 권한을
갖는다.

4. Advisory Committee (AC)- AC meets at least once every year.

It includes at

least one representative from each APGN country, elected coordinator and vice
coordinator, representatives of UNESCO and GGN, plus up to two elected
advisors for a period of two years. AC will be taking the lead in the
development of APGN.
4. 자문위원회 (AC) : 자문위원회는 매년 한번 이상 회의를 한다. 2년 동안 APGN 국가로
부터 1명 이상의 대표, 선출된 조정위원장, 조정부위원장, 유네스코와 GGN 대표자들, 그리
고 추가 2명의 선출된 자문위원들을
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포함하여 구성된다. 자문위원회는 APGN 개발에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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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and the initial contact from new and aspiring members. It shall be
elected by CC for a period of two years.
5. APGN 사무국 : APGN 사무국은 정보 배포와 신규회원 및 차기회원들 간 초기 연락체
계 구축 역할을 한다. 조정위원회에 의해 선출되어 2년간 지속한다.

6. Election- Election will take place every 2 years or on needed basis at the CC
meeting. Institutional members and individual members having at least 5 years
experience, and supported by 5 APGN Geoparks from at least two countries can
stand for the positions of co-ordinators. Institutional members and individual
members having at least 5 years experience, and supported by 3 APGN Geoparks
from at least two countries can stand for other posts.
6. 선거 : 조정위원 선거는 2년마다 실시되거나 또는 조정위원회 회의의 필요에 의해 실시
된다. 자격은 5년 이상 경험(UGG), 2개 이상 국가의 5개 APGN 지질공원의 지지를 받는
기관회원과 개인회원은 조정위원의 자리에 설 수 있다. 5년 이상 경험, 2개 이상 국가에서
3개 APGN 지질공원의 지원을 받는 기관회원과 개인회원은 다른 직위 자리에 설 수 있다.

7. Report and Notice- Annual reports should be submitted by every UGG and
National Committee to APGN in February. APGN shall then provide a coordinated
report to GGN Executive Board. The coordinators shall ensure the announcement
of the agenda would be made one month before the CC meeting, and circulation
of the minutes within one month after the meeting. The tentative schedule for
CC meetings shall be published to allow better forward planning.
7. 보고서 와 공지사항 : 연례보고서는 각각의 모든 UGG와 국가위원회에 의해 2월에
APGN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후 APGN은 조정보고서를 GGN 이사회에 제공한다. 조정위원
들은 조정위원회 회의 한달 이전에 일정표 공지를 해야 하며, 회의 이후 한달 이내에 회의
록을 배포해야 한다. 조정위원회 회의의 잠정적인 일정은 보다 나은 향후 계획 구상을 위
해 출판된다.

8. Annual Promotional Fee-This would be required in a longer term to maintain
the website and publish newsletters. The fee may be decided at the CC meeting

at a later stage.
8. 연간 홍보비용 : 이것은 웹사이트 유지와 뉴스레터 발간을 위해 장기적으로 요구된다.
비용은 다음단계 조정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