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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자 교육프로그램 개최

“기후변화 관점에서 본 BR의 환경적 가치”(정대연 아시아기후변화교육
센터장), “지속가능개발 사례분석”(제종길 한국MAB위원), “제주도 BR
지역의 기후변화 영향“(난대산림청 아열대연구소의 김찬수 박사), “문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이하

화유산과 생물다양성 보전”(조도순 제주BR위원장), “전세계 BR지역의

BR지역)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반적인 소개와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유네스코 생태학과 지구과학

관리자 교육프로그램이 2013년 10

부 미구엘 박사) 순으로 이루어졌다.

월 21일부터 25일까지 유네스코와

참가자들도 각자의 BR지역들에 대한 장점 및 노력들을 소개하면서 BR지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

역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다른 BR지역과의 정보교류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워크 제주사무국 주최로 제주 세계

제주도 BR지역 현장체험은 참가자들에게 좋은 경험을 제공하였을 뿐만

자연유산센터에서 진행되었다.

아니라, 제주도에게도 세계에 제주BR지역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이번 관리자 교육프로그램은 제주
도와 스페인 메노르카에 네트워크 사무국이 창단되면서, 세계 각지의
BR지역의 네트워크 구축과 정보교류 강화를 위해 서로에 대한 정보교
류와 더불어 BR지역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처음으로 시도하게 되었다.
참여한 교육대상국 및 BR지역은 인도네시아 Wakatobi BR, 베트남
Can Gio Mangrove BR, 중국 Snake Island and Laotie Mountain
BR, 모리셔스 Macchabee/Bel Ombre BR, 남아프리카공화국Cape
West Coast BR, 예멘 Socotra BR, 그리스 Samothraki BR,

호주

Noosa BR 총 8개국 8개 지역이다.
교육프로그램은 5일간 진행되었으며, 오전은 강의 및 토론을 통한 정
보 공유, 오후에는 제주도 BR지역의 현장답사를 통한 직접적인 체험과
벤치마킹으로 주로 이루어졌다.
이번 BR지역 관리자 교육프로그램은 참가자들뿐만 아니라, 유네스코와
제주 네트워크 사무국에도 서로를 알게 되고 좋은 네트워크 구축을 할 수
있게 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주었다. 또한, 이번 교육프로그램이 성공적으
로 치러짐에 따라 향후 매년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강의를 통해서는 BR지역 네트워크
사무국을 소개함으로서 참가자들에
게 정보를 제공하여 어떤 노력들이
있는지 알게 하고 보다 나은 네트
워크 구축을 위해 어떤 것들을 해
야 할지에 대해 생각하게 하였다.
또한, 제주도 BR지역 더 나아가 한
국BR지역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
이 지속가능 개발 및 보전을 위해 어떤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소개함
으로써 다른 BR지역의 좋은 동기부여 및 아이디어 제공을 하였다.
강의는 “MAB와 생물권보전지역의 미래 전망”(조도순 제주BR위원장),

였다. 특히, 곶자왈과 생태숲 등 제주도만의 특징을 부각시키기도 하고,
참가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
련되었다.
뿐만 아니라, 제주BR지역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의 하나로 추
진 중인 저탄소 산업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참가자들에게 홍보하고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BR지역의 침수에 대한 대비 방안
등을 소개함으로써 제주BR의 노력들을 부각시켰다. 참가자들은 이를
통해 제주도가 기부변화에 대응하여 제주BR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
발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서 각자의 BR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모루녹차농장은 현재 제주BR지역이 추진하고 있는 브랜드화 산업 중
하나로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친화적인 유기농 녹차재배를 진행
함에 따라 지속가능 개발의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올래길과 성산일출봉 탐방은 참가
자들이 생태관광을 직접 체험하고,
지속가능개발과 환경보전을 위해 생
태관광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였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기 전
까지는 전세계 BR지역에서 각자의
BR지역에 대한 연구와 보전 및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면,
이번 교육 프로그램 이후엔 서로의 대한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사무국
에 대한 보다 넓은 이해와 더불어 앞으로 서로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향
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아울러, 교육프로그램이 향후 매년 열릴 예정임에 따라 보다 많은 BR
지역의 참가가 이루어져 폭넓은 정보교류 및 발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제주사무국
웹사이트 개설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제주사무국 웹사이트가 오는
11월

일에 개설된다. 이 웹사이트 개설로 세계 섬․연안 생물권지역간

의 원활한 정보공유와 네트워크 활동이 이루어지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앞으로 공지사항 및 게시판 활성화를 통해 정보제공 및 질의응답에 대
한 발 빠른 대응을 할 계획이며, 관련 자료 업로드 및 각종 홍보를 통해
제주사무국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유네스코 및 스페인 메노르카 사무
국과 협력하여 네트워크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세계 각국 생물권보전지역 관계자는 물론, 생물권보전지역에 관심있는

웹사이트 주소 : http://wnicbr.jeju.go.kr/

사람이면 누구나 접속해서 정보 검색 및 게시판 글쓰기 등을 할 수 있
며, 웹사이트를 통해 네트워크 회의, 교육프로그램 등 각종 관련 소식을
접할 수 있어 네트워크 구축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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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Cat Ba 생물권보전지역 대표단 제주 방문

입장 등 보존 관리 방안에 대해 모색 중이다. 아울러, 생물권보전지역
생산품 및 지질 관광상품에 대한 브랜드화를 추진함으로써 2차산업의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이하 BR지역) 중 한곳인 베트남 Cat
Ba BR지역 대표단들이 제주도를 방문하여 2013년 11월 28일부터 30
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과 정보교류를 하였다.
이들 대표단의 방문목적은 제주도 유네스코 3관왕(세계자연유산, 생물
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등재와 관련한 관리 메커니즘, 통합 관리운
영 및 자금구조, 보전활동, 기후변화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사업 등 전
반적인 제반을 이해하고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방문한 대표단은 도 트렁 또아이(Do Trung Thoai) 하이퐁시 부시장
을 비롯하여, 팜 반 하(Pham Van Ha) 하이퐁시 농업농촌부 부대표,
엔구옌 씨 비치 둥(Nguyen Thi Bich Dung) 하이퐁시 외사부 부대표,
황 반 탑(Hoang Van Thap) Cat Ba 국립공원 대표, 부 후이 쑤옹(Vu
Huy Thuong) 문화스포츠관광부 담당자, 르 타안 투이엔(Le Thanh
Tuyen) Cat Ba생물권보전지역 관리사무소장이다.
첫날인 11월 28일에는 오후 일
정으로 기후변화홍보관을 방문하
여 제주도 기후변화 대응전략에
관해 정보공유를 하였다. 특히 지
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용머리해안
이 매우 중요한 연구지역임을 설
명하고 아울러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대응전략으로 제주도에서 이산
화탄소 절감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소개함으로서 방문대표
단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이후 용머리 해안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발전 및 이미지 강화를 위해 도모하고 있다.
베트남 하이퐁시 Cat Ba지역은
현재 생물권보전지역으로써, 총
25억 US달러가 투자되고 있는
데, 이중 46%에 해당하는 예산
을 한국에서 투자하고 있다. 아
울러, Cat Ba 지역은 농업 및 어
업이 50%, 관광업이 50%를 차
지하고 있다. (제주도는 관광78%, 제조업4%, 농업 및 어업 17%).
Cat Ba 지역은 향후 세계자연유산 및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목표로
삼고 있어, 유네스코 3관왕인 제주도를 모토로 삼고 보다 활발한 정보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하고자 한다.
현장체험은 스마트 그리드 홍보관, 모루녹차농장(생물권보전지역 브랜
드화 업체), 천지연폭포, 쇠소깍, 동문시장 등에서 이루어졌다.
스마트 그리드 홍보관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저탄소산업
추진 등 환경보전을 위해 제주도가 추진하는 노력들을 알아보았고, 제
주BR지역 브랜드화 사업과 연계한 모루녹차농장에서는 지속가능 개발
이라는 BR지역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사례를 소개함으로서 Cat Ba BR
지역의 좋은 동기부여 및 아이디어 제공을 하였다. 특히 모루녹차농장
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친화적인 유기농 녹차재배를 진행함에 따
라 지속가능 개발의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쇠소깍, 천지연폭포 등을 방문하면서 제주도 생태관광을
체험하였고, 제주전통시장인 동문시장을 방문하여 제주상인과 교류하면
서 제주문화를 몸소 체험하였다.

해수면 상승 및 변화에 관하여 직접 관찰하고 체험하였다.

이번 Cat Ba BR지역 대표단의

둘째날인 11월 29일 오후에는 제주도 대표단과 하이퐁시 Cat Ba 대

제주 방문은 향후 제주와 Cat Ba

표단의 간담회가 이루어졌다.

지역의 활발한 정보교류와 네트워

이 자리에서는 제주도와 Cat Ba지역의 특성 등을 각각 소개함으로써

크 구축 강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정보를 교류하였다. 제주도는 2002년에 생물권보전지역, 2007년에 세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번 대표단

계자연유산, 2010년에 세계지질공원에 각각 등재되면서 세계자연유산
센터에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간 총190억원(국비90억
원, 지방비50억원, 자체매출50억원)의 예산으로 60명의 직원이 관리
및 운영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3관왕 등재 후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은 하이퐁시 부시장, 국립공원 대
표 등 고위관계자들인 만큼 향후 유네스코 신탁기금 지원 등 예산 투자
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한다.

해마다 꾸준히 늘어 2013년에는 1000만명 이상(내국인 800만명, 외국
인 200만명) 의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하였고, 이중 한라산 방문객 150
만명, 성산일출봉 300만명 등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면서 이곳의 유료
※ E-mail : sjmj079@hotmail.com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제주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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