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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공동연구사업 중간보고 진행

2014년

9월

30일자

• 사회경제적, 생태학적, 지리적 요소에 대한 분석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제주사무국이 2014년부

• 각 연구지역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및 기후변화 상황
• 각 연구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후변화 정책

터 2017년까지 2단계에 걸쳐 추진 중인 생물권보전지역의 기후변
화 대응전략에 관한 공동연구사업이 현재 1단계 중간보고 단계까
지 진행되었다. 1단계 연구사업은 5곳의 대표 연구구역 제주 BR

이에 대한 중간보고서는 9월말 경에 마무리되어 10월 중순 경에
책자로 발간할 예정이다.

(동중국해), 마카비/벨옴므 BR (인도양), 메노르카 BR (지중해), 세

아울러, 다가오는 11월 중순(12-19일)에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

인트마리 BR(카리브해), 프린시페섬 BR (대서양)의 생물권보전지

하는 IUCN 세계공원총회 (World Park Congress)에 one-day 이

역 기후변화 영향사례 문헌조사를 통한 취약점 분석인데, 현재 다

벤트로 진행되는 세션발표 때 이번 공동연구사업에 대한 목적 및

음과 같은 분석이 이루어졌다.

진행상황 그리고 향후 진행방향에 대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제2차 유네스코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자교육 실시

이번

관리자교육은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에서 진행되며, ‘섬‧연안지역의 기후변화 및

유네스코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자교육(이하 ‘관리자

지속가능한 발전’, ‘BR 관리정책 및 운영방안’ 등에 관한 강의와

교육’이라 칭함)은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자를 대상

더불어

으로 하는 교육 지원사업으로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기후변화 홍보관 답사,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탐방 등 다양한

참가자 모집은 온라인 신청서 접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세계

참가BR지역의

사례

발표,

친환경에너지

현장실습,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의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우선
문의: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제주 네트워크 사무국

선발기준을 제시하였다.

sjmj079@hotmail.com

< 우선 선발 기준 >
• 2012년 이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
• ODA(공적개발원조) 수원국
• 그동안 WNICBR의 지원을 받지 못한 지역
• 국가․대륙별 분배, 동일 조건인 경우 접수순서에 따라 선발
그

결과,

Brighton

&

Lewes

Downs(UK),

Macizo

del

Cajas(에콰도르), Nanji Islands(중국), Red River Delta(베트남),
Songor(가나), Siberut(인도네시아), North Bull Island(아일랜드),
Georgian Bay Littoral(캐나다) 등 8개 지역이 이번 관리자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제1차 관리자교육 사진>

제주 유네스코학교 환경교육 실시!

유네스코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에서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제주특별자
치도의 주관으로 올해 12월까지 유네스코학교 교육프로그램을 운
영한다. 유네스코학교에는 도내 국제보호지역(세계자연유산, 생물
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등) 인근에 위치한 10개 학교가 포함되
며, 학교별 약 30명의 학생들이 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역, 람사르습지, 세계지질공원 등의 제주가 지닌 자연환경의 가치
를 바르게 이해하고 보전과 노력의 중요성에 관해 배워보는 시간
을 마련한다.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유네스코학교 교육을 시작
으로 전 도민이 자연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보전에 자
발적으로 동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해본다.

제4차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회의
참가지역 대상 사례집 자료수합 중!
WNICBR 네트워크 사무국은 지난 2014년 6월 17일(화)부터 20

사례집은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로 발간되며, e-book의 형태로
도 제작하여 유네스코 홈페이지 및 WNICBR 사무국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아직 사례집에 수록할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회원지역에서는 빠

일(금)에 필리핀 팔라완에서 개최되었던 제4차 세계 섬‧연안 생물
권보전지역 네트워크 회의와 관련하여 사례집을 제작 중입니다.

른 시일 내에 사무국으로 전달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메일: wnibr.menorca@cime.es)

※ E-mail : sjmj079@hotmail.com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제주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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