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질공원 동료, 관계자 여러분들
새로운 GGN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의 소통 수단인 GGN 뉴스피드(Newy Feed)가
여러분의 메일로 전달되었으며 GGN 회원 간의 정보교류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해
유용하게 쓰이기를 바랍니다.
이 번 5번째 GGN 뉴스 피드는 2017 베를린 국제관광박람회 (3월 8~12일)에서
세계지질공원 홍보를 위한 GGN 활동의 최신 소식을 제공합니다.
아래 내용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얻고자 합니다.

GGN 홍보
- 2017 년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관광의 해
GGN은 IYST 2017의 골드 파트너이며 모든 IYST 활동에 홍보할 것입니다.
• 세계 관광기구 사무총장 서한(영문 링크)
• GGN - IYST 2017 골드 스폰서 로고 (영문 링크)
모든 활동에서 IYST 2017 골드 스폰서 로고와 함께 GGN 로고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
니다. IYST 2017 골드 스폰서 로고는 반드시 GGN의 로고와 함께 사용됩니다.

- 2017 베를린 ITB(국제관광박람회) 활동
• GGN은 2017 베를린 국제관광박람회(ITB)에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지속 가능한
관광지로 홍보하기 위한 기자 회견을 성공적으로 조직했습니다. 기자 회견은 ITB의
공식 기자 회견 직후 인 2017 년 3 월 7 일에 열렸습니다.
기자 회견에 대한 예비 보고서를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영문 링크 pdf).
• ITB의 GGN 부스는 새로운 유네스코 지질공원 라벨과 지속 가능한 관광지로의 세계지

질공원 및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GGN, APGN, EGN)의 활동을 전시했습니다.
GEOPARKS 부스에서 홍보자료와 함께 13개의 지질공원을 선보였습니다. 몇몇 다른
지질공원은 각 국가 혹은 지방 관광기관 또는 개별적인 스탠드에서 전시되었습니다.
• GGN은

"지속 가능한 관광지로서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 독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2017 년 3월 9일 ITB에서 외무부와 볼칸아이펠 관계
자, 그리고 대부분의 독일 UNESCO 세계지질공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
로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독일 기자 회견의 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Michael Reiffenstuel: 독일 외무부 문화 정책 국장이자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국
가위원회 위원장
2. Werner Klöckner: Natur- und Geopark Vulkaneifel GmbH 이사회 회장이자
Rheinland-Pfalz Tourismus GmbH 이사회 회장
3. Andreas Schueller: Natur- und Geopark Vulkaneifel GmbH 국장
4. Nickolas Zouros: 세계지질공원 조직위원장
• ITB에서 받은 인상은 지질공원이 관광 시장에서 이목을 끌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ITB의 홍보자료와 부스, 심지어 유네스코 지질공원의 안내책자에서 지질공원 경관과
지질명소를 더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
이시아, 베트남, 브라질, 우루과이, 키프로스, 독일,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핀란드,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등의 부스를 방문한 결과 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중요한 점은 어떤 경우 UGG에 대한 언급이 공원이나 경관이 아닌 유네스코 세계지질
공원 (UNESCO Global Geoparks)으로 만들어 졌다는 것입니다.

GGN 가시성
• 지속가능한 국제 관광의 해 공식 웹 사이트에서 GGN 활동(회의, 역량강화)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5차 2017 아시아·태평양지질공원 네트워크 심포지엄
http://www.tourism4development2017.org/events/5th-asia-pacific-geoparks-networ
k-symposium-2017/
제14차 유럽지질공원 총회
http://www.tourism4development2017.org/events/14th-european-geoparks-confere
nce/

지질공원에 대한 집중교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지질관광 활성화
http://www.tourism4development2017.org/events/%CE%B9ntensive-course-on-geo
parks-unesco-global-geoparks-and-geotourism-developement/1497225600/
• GGN 홍보 동영상. 지속가능한 국제 관광의 해를 기념하기 위해 Haute Provence
UNESCO Global Geopark 팀이 제작 한 GGN 홍보 비디오 (지질공원-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한 혁신적인 명소)를 YouTube 또는 GGN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
다.

GGN - 운영
• GGN – 2016 지질공원 연례보고서
아직 활동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GGN 기관들은 GGN에 즉시 제출해야합
니다. GGN-Geopark Annual Report Model [doc]을 다운로드하시고 양식을 작성하
여 GGN협회(ggnannualreport@hotmail.com)로 보내주십시오. 보고서 편집 책임자는
Mahito Watanabe입니다.
• GGN 행사 일정표. 업데이트
GGN 행사 일정표는 GGN 행사의 가시성을 지원하고 GGN 행사들이 중복되는 것을 피
하기 위해 향후 Geopark 회의에 대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새로운 행사를 계획하기 전
에 이미 예정된 행사 날짜를 확인하시고 GGN 행사조정 및 GGN 행사일정표 담당자
인 M. Burlando (이탈리아) direttore@parcobeigua.it에게 알려 주십시오.
• GGN 역량 강화 활동
지질공원에 대한 집중교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그리고 지질관광 활성화“를 위해 2017년 6월 12-22, 그리스
레스보스섬에서 교육이 실시됩니다. 의사가 있다면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주십시오.

의사소통과 홍보 수단
• GGN 뉴스레터(newy feed와는 다름)의 다음 호(2017년 1월)는 지질공원과 지속가능
한 관광에 관한 것입니다. 기사 제출 마감기한은 2017년 3월 31일입니다. 여러분의
기사를

Dr.

Zheng

Yuan

(zhengyuan8819@sina.com

and

ggnassociation@hotmail.com)으로 보내주십시오.
• 페이스북 방문
소식이나 활동을 올려주세요. GGNwebsite@hotmail.com으로 사진과 영상을 보내주세요

• GGN 협회 웹페이지 http://globalgeoparksnetwork.org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개선되고 있습니다. 웹페이지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도와주
시고 GGNwebsite@hotmail.com에 여러분의 지질공원과 활동에 대한 정보와 사진을
보내서 Geopark 프로필을 올리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