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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세계 섬‧연안 유네스코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자교육 실시

MAB

2016년 12월 31일자
(아이티),

Gouritz

Cluster

(남아공),

Juan

Fernandez (칠레), Baa Atoll (몰디브) 이며, 몰디브에서는 2명,
나머지

각

지역

대표

관리자는

1명씩

초청되어

교육에

참가하였다.
유네스코 세계 섬․연
안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자교육(이하

‘관리자교

육’이라 칭함)은 세계

이번 관리자 교육은 2016년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유
네스코 MAB와 제주특별자치도 주최, 그리고 세계 섬‧연안 생물
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제주 사무국 주관으로 에코 그린 리조트
에서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진행되었으며,

교육 참가자들은 교

(이하 ‘BR지역’이라 칭

육기간 동안 섬˙연안

함)의 관리자를 대상으

BR지역의

로 하는 교육 지원 사업

기후변화

영향 및 지속가능한

으로 올해로 4회째를 맞

발전에 대한 강의를

이하였다. 교육 참가자는 온라인 신청서 접수를 통해 모집하였으며,

듣고 생물권 보전지

아래와 같은 우선 선발기준을 통해 총 10개국 10개 BR지역을 선

역을 방문하였다.

발하였다.

이번 4차 교육 프

< 우선 선발 기준 >

로그램에서도 서로에 대한 정보 교류 및 네트워크 사무국에 대

• 2014년 이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

한 보다 넓은 이해와 더불어 앞으로 서로 간의 네트워크 구축

• ODA(공적개발원조) 수원국

을 향상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

• 그동안 WNICBR의 지원을 받지 못한 지역

전지역 네트워크 제주 사무국에서는 참석자들 간 네트워크 강
화와 지속적인 정보공유를 위해 정기적인 뉴스레터 제작을 제

• 국가․대륙별 분배, 동일 조건인 경우 접수순서에 따라 선발

안하고, 향후 관리자 변경 시 정확한 인수인계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체계 유지 및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원활하게 이루어

선발지역은 맨섬 Isle of Man (영국), Jozani-Chwaka Bay

지기를 제안하였다.

(탄자니아), Príncipe Island (상투메프린시페), Fajãs de São
Jorge(포르투갈), Palawan (필리핀), Tonle Sap (캄보디아),
과제 중 1차 서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24개 기관의 우수사례들
이 발표되었다. 전문가 심사(50%)와 현장투표(50%)를 거쳐 제

제주도BR 생태관광마을, 하례리
대한민국 정부 3.0 국민디자인단 우수상 수상

주도가 2016년 국민디자인단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정부 3.0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핵심과제이므로 향후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1월 29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개
최된 2016년 정부 3.0 국민디자인단 성과 공유 대회에서 “하
례리,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여행 프로그램”이라는 과제명으로

제주도 하례리 생물권보전지역 생태관광마을을 국내 뿐 만 아
니라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
다.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국민디자인단은 현 정부의 핵심사업인 정부 3.0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공무원의 일방적인 정책설계 방식으로는 지역주민이 실
제 필요로 하는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음을 고려하여 지역주민
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해 주민과 함께 정책을 설계하는
주민참여형 정책서비스이다.
하례리 생태관광마을은 지난 6월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는
정부 3.0 국민디자인단 특화과제 중에 하나로 선정되어 제주를
대표하는 생물권보전지역 생태관광마을 브랜드화 과정에 있어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행정기관의 주도가 아닌 민·
관이 함께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다.
이번 성과공유대회는 전국적으로 추진된 382개 국민디자인단
※ E-mail : jejunyoja@gmail.com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제주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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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주말 동안 이

“메노르카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살아보기”

루어지며 총 12개의 액티비티가 포함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생물권보전지역
메노르카
서는

사무국에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viu.biosferamenorca.org/Publicacions/llistat.aspx?tipo=VIU

“메노르카에

살아보기”라는

두

번째 프로그램을 실
시하였다. 이 프로그
램은 지역 주민에게
생물권
대한

보전지역에
개념을

널리

알리고 또한 생물권 보전지역의 문화적이고 환경적인 가치의 인
식을 높이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작년의 첫 번째 프로그램에서
약 700명 이상의 참가자가 참여하여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후
이번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획하게 되었다. 가이드 투어에서는
유기농 농장, 어업 조합과 암염 산지와 같은 지속 가능성의 체
험과 함께 다양한 프로젝트가 제공된다. 다른 투어 활동으로는
미식(美食) 워크숍과 교훈적인 활동이 마련되어 있으며 상징적
인 장소들을 방문할 예정이다.
생물 다양성의 개발에 기여할 것이며 Príncipe 섬의 첫 번째 해

2016 Bio-Príncipe 과학 탐험

양 보호 지역의 제안을 지지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해양 서식지와 해양생물다양성 매핑(mapping)
프린시페

섬

(Príncipe

Island)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Unesco Biosphere Reserve)
은 프린시페 섬의 해양 및 연안
서식지를 매핑하고 해양 생물 다
양성을 조사하며 해변 및 생물권
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최초로 평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이오 프
린시페 과학 조사단을 최초로 구
성하였다. 조사는 10월29일부터 11월11일까지 행해졌으며 여러
대학 및 연구 센터의 여러 연구자와 현지 기술자들이 모였다.
예비 결과는 섬 주변의 주요 서식지의 매핑, 과학에 대한 새로
운 종(種) 및 섬 주변의 해양 및 연안 서식지의 보존 상태에 대한
첫 번째 평가를 포함한 조류, 어류 및 무척추 동물의 새로운 기록
을 포함한다. 모래와 작은 미생
물의 미세 플라스틱의 함량 또
한 밝혀졌다.
섬

주변

Tinhosas섬
22마일)에서

뿐

만

(Príncipe
30번

아니라
남부
이상의

다이빙(야간 포함), 만조와 간
조 사이, 음파 탐지기, 비디오
및 기타 기술이 결합되어 모든
종류의 서식지와 주요 생물 다
양성 그룹을 포괄하는 다른 기
술들이 결합되었다. 주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온도, 전류 및
기타 환경 변수에 대한 모니터링 센서가 설치되었다. 그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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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SAMOTHRAKI 여름 대학 : 생물권보전
지역 및 기타 지정된 지역의 통합 관리

법은 실제 현장 학습을 통해 작은 학생 그룹으로 교사의 지도하
에 실제적으로 시연되었다. 우리가 적용한, 실제적인 목표에 부
합하기 위해 현장 조사의 모듈을 소규모 하위 프로젝트로 다시
계획하여 현재 연구 방향에 기여하고 종종 공동체의 요청에 직

2016년 7월 9일부터 22일까지 우리는 Samothraki에서 "생

접 응답한다. 총 8개의 모듈이 수행되었다.
모든 트레이너들과 주최자들은 Samothraki의 생물권보전지역

물권 보전지역 및 기타 지정 지역을 위한 통합 관리 접근법"에
관한 세 번째 "여름 학교(Summer University)"를 조직했으며,

세계 네트워크(WNBR) 가입을

여러 연구 기관, 대학, 지방 정부 및 국가 기관, NGO와 주요

다.

지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

유네스코 지부와 협력하였다. 이 코스는 유럽 국가와 그 외의

2016년 10월 3일부터 5일까지 Samothraki 지방자치지역 경

다른 국가들로부터 온 대학원생 및 젊은 과학자 약 70명에게

제위원회 회장과 MAB 시장 후보 대표자가 참석한 워크숍 "지

고품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집중적이고 혁신적이며 종합적

중해 주변의 생물권보전지역의 미개척 잠재력"에 참가했다. 이

인 경험을 통한 12일간의 교육으로 설계되었다. 주요 목표는 지

워크숍은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레바

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험실"과 "촉매제"로서 생물권보전지

논, 스페인을 포함한 지중해 국가의 현재와 미래의 섬 및 해안

역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었다.

생물권보전지역의 대표자들과 함께 하니아(Chania), 크레타 섬

비엔나 사회 생태학 연구소와 그리스 연구 센터가 주관하는

(Crete)에서 개최된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스 A "수생 및 사회 생태학 : 이론 및 실습"은 현지 상황에서
현재 연구를 지원하고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과 함께 시너지

www.sustainablesamothraki.net

효과를 창출하면서 수생 생태학 및 사회 생태학 접근법을 배우
고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2주 코스로 설계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실생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과학 교육을 활용하
여 프로세스를 더 지원할 수 있었다. 즉, 지속 가능성을 향한
일련의 활동을 포함한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지역 이익을 충족시
킬 수 있는 섬에 대한 추가 연구를 위한 과학 계획을 포함한다.
총회에는

Marina

Michael

Scoullos,

Fischer-Kowalski,
Núria

Bonada,

Philippe

Klement

Pypaert,

Tockner

및

Danka Thalmeinerova의 강의가 포함되었다. 대부분 학생들은
소그룹으로 나뉘어 사회 과학 및 수생 연구에 자주 사용되는 다
양한 사회 및 자연 과학 방법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각 방

"Striking Balance" - 캐나다 다큐멘터리 영화 시리즈
캐나다 생물권 보전 지역에 관한 "Striking Balance"라는 새
로운 8부작 다큐멘터리 시리즈가 온타리오의 TVO와 British
Columbia의 지식 네트워크에 올 가을 출시 될 예정이다. 영화
제작진은 2년 동안 Georgian Bay를 방문하여 사계절 동안 촬
영하고 사람과 자연의 균형을 이해하기 위해 야생 동물, 연구
및 생계를 포착했다.

캐나다 원주민 문화에서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가르침이 캐
나다 생물권보전지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학 연구에 어떻
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게 될 것이다.
밴드 블루 로데오의 짐 커디(Jim Cuddy)가 나래이션을 했고,
각 에피소드는 인터뷰와 여행, 공중과 수중 사진, 지역의 활동
에 대한 독점적인 견해가 있다. 시청자는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
이 좋아하는 장소에서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을 불 수 있다.
www.strikingbalance.ca

Georgian Bay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민물 군도의 본거지이며,
Massasauga 방울뱀과 같이 희귀하고 위협받는 많은 종들을 위
한 피난지인 이곳은 10,000개의 습지를 따라 캐나다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파충류와 양서류 종을 가지고 있다.
토론토에서 북쪽으로 불과 몇 시간 거리에 있는 이곳을 우선
적으로 무엇이 특별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희생 없이 지역 공동
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특별한 지역의 일부가 될 수 있는 방
법을 찾도록 압력을 가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Massasauga
방울뱀과 다른 야생 동물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 - 고속도로
400의 완공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Georgian Bay로 보낼 것을
약속한다.
Zach Melnick 감독은 "이 다큐멘터리 시리즈는 사람들과 자연
사이의 만년의 관계를 탐구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캐나다라고 부르
는 이 특별한 장소를 사용하여 시간을 거슬러 여행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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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지식을 전파하는 ‘pike와 그의 친구들’
Pike와 그의 친구들은 환경 지식을 가르친다. 프로젝트 ‘The
pike와 그의 친구들’은 pike 인형과 그의 물고기 친구가 보육원의
아이들에게 다양한 환경 메시지를 전한다. 지금까지의 세 계절 동
안 그 개념은 Pargas에 있는 보육원 사이에 알려졌다. pike와 그
의 친구들은 소책자와 함께 소개되고, pike가 환경 문제 또는 단순
하게 야생에서의 흥미로운 종(種)에 관한 이야기와 같은 그의 환경
에서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준다. 아
이들은 자신이 작업한 폴더에서 테마와 문서를 작업한다. pike는
Pargas의 모든 유치원을 방문했으며, 이는 850명의 어린이에 이르
렀다. 이 자료는 전시장으로도 배포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
졌다.

박사,

2차 PCSD SAP 미팅 개최

Bagadion Jr., 전 DENR

아시아 관리 연구소의 핵심

교수이자 필리핀 대학의 생물학 연구소의 Perry S. Ong 박사와
한국의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아시아 기후 변화 교육 센터의
정대연(Dai-Yeun Jeong) 박사가 참석했다.
총 80 건의 과학 논문이 발표되었다(36건의 구두 발표, 44건
의 포스터 발표).
170명 이상의 참가자와 참석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팔라완 지
역뿐만 아니라 팔라완 외부의 다양한 전문 지식 및 기관의 정보
2차 회의의 의장을 비롯하여 생물 물리학 및 생태학 하위 패

및 아이디어 교환을 위한 좋은 장소가 되었다.

널, 사회 문화 및 경제 하위 패널의 위원회 선출로 시작되었다.

3개의 브레이크아웃 세션은 다음의 주제들을 가지고 개최되

연구·지도 부회장인 Michael D. Pido 박사가 의장으로 선출되

었다. 세션1은 생태, 세션2는 사회, 세션3은 경제이다. 과학적

었다. Benjamin C 박사와 로스 바뇨스 (Los Baños) 필리핀 대

연구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후 탄력성을 달성하는 방법에 대

학 교수인 Edwino S. Fernando 박사가 생물 물리학 및 생태학

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세 가지 주제를 사용하여 범주화되었

하위 패널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아시아 경영 연구소 (Asia

다.

Institute of Management)의 핵심 교수인 Bagadion Jr.는 사회
문화 및 경제 하위 패
널의

의장을

맡았다.

참가자들은 결과와 의미를 팔라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방
의 환경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뿐 만 아니라 대회의 진
행을 통해 감사를 표했다.

SAP 회원은 전문 지
식에

따라

그룹으로

구술 및 포스터 프리젠테이션 수상자는 Puerto Princesa시의
호텔 및 레스토랑에서 상금과 상품권을 수령했다.

분류되었다.
연구 및 환경 관리
를 위해 Benjamin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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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가이자 도시 계획가인 Juan Palop은 Lanzarote

간 활동과 환경 프로세스를 조화시키는 모델을 혁신해야 할 것
이다.

생물권보전지역 의회에 'Arrecife, Biosphere Reserve

섬의 수도이자 카나리아 제도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도시로서
가치가 있는 장소로 Arrecife를 지정하는 것은 Lanzarote 생물
권 보전지역의 'Lanzarote 2020 전략'의 주요 우선 순위 중 하
나이인데 이 전략은 섬 정부의 행동 계획을 설정한다.
Arrecife시를 부활시키기 위한 계획에서, 섬

협의회

(Cabildo)의 회장이자 생물권 보전지역의 회장인 Pedro San
Ginés는 “섬 협의회는 Arrecife 시의회와 Canary 섬 정부의
협력을 받아 섬의 수도에서 야심찬 이웃 계획의 개발에 일부 초
점을 맞출 것이다.” 첫 번째 단계는 이미 도시의 계획 진단을
위임 한 'Arrecife, Biosphere Reserve Capital' 프로젝트로 수
행되는데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수도의 자부심을 회복하기 위
해 수행할 행동을 새로운 에너지를 도시로, 특히 Arrecife의 주
거 지역에서 차트로 보여주는 것이다.
개요
프로젝트는
생물권보전지역

"아직 진행 중"인 이 진단은 도시의 이동성과 분권화 문제에
집중하고 있으며 Lanzarote의 문화에 대한 고전적인 특성인 공
공 장소에서 태양으로부터의 그늘을 되찾고 있다. 또한 유출수

Capital' 프로젝트의 개요 제시

협의회

(Biosphere

Reserve Council)의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12월 초에 제시되
었다. 이 진단의 결과로, 참가 방법론과 혁신적인 기술의 사용
을 통해 서식지의 질과 존중의 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활성화와
근대화 프로그램이 고안 될 것이다.
간단히 말해, 섬 수도는 Arrecife를 모범적인 생물권 보전지
역 수도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동체 정신을 통해 인

로 인한 문제를 끝내기 위해 도시에서 보행자 이동성과 교통의
새로운 질서를 용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한다.
Biosphere Mentor (Referente) 상을 수상한 "Biocorners",
안전한 학교 산책 및 운송 허브는 이 프로젝트에서 예상되는 다
른 새로운 기능이다.
이 참여 프로젝트의 개발 과정에서 저자는 독일의 Karlsruhe
기술 연구소 (Technological Institute of Karlsruhe) (KIT)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는 공학 및 자연 과학 분야의 유럽 대학
중 선두 주자이며 높은 품질의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다. 기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2월인 이번 달에 학생들 그룹이 섬을 방
문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3년간의 작업 계획을 세워서 도시의
정체성을 찾아 내기위한 전략을 수립한다. 수도의 이동성과 조
경과 같은 Palop-Casado 프로젝트와 일치한다. 그들은 또한
유명한 건축가 앙리 바바 (Henri Bava)와 같은 지역 및 국제
건축가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 그룹의 프로젝트 'Arrecife, Biosphere Capital'에 대한 기
여는 같은 대학의 다른 그룹들에 의해 미래에 보완 될 것이며,
다른 외국 대학의 Juan Palop-Casado의 제안에 의해 보완 될
것이다.

생물권 보전지역이 되는 것을 고려하는 지역은 많다.

UK 생물권 보전지역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재 UK 전역에 위치한 6개의 생물권 보전지역은 다음과 같다 :
‧ Biosffer Dyfi Biosphere (웨일즈) (2009년 연장)

http://www.unesco-mab.org.uk/uk-reserves.html

‧ Brighton & Lewes Downs Biosphere (영국)
‧ Galloway 및 South Ayrshire (이전에는 Celnsmore of Fleet
& Silver Flowe - Merrick Kells 생물권 보전지역) (스코틀랜
드) (2012년 연장)
‧ North Devon Biosphere Reserve (영국) (2002년 연장)
‧ Wester Ross Biosphere (스코틀랜드) (2016년 연장)
영국 왕실령으로서의 맨섬(The Isle of Man)은 2016년에 섬
전체와 그 영해에 대한 보호 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세계 생물권
보전지역 (Worldwide Network of Biosphere Reserves)에 합
류되었다.
이러한 생물권 보전지역 중 네 곳, North Devon Biosphere
Reserve, Biosffer Dyfi Biosphere, Wester Ross, Galloway
및 South Ayrshire는 WNBR에 대한 법으로 정한 기준을 충족
하기 위해 1996년에 이전보다 훨씬 작은 생물권보전지역에서
확장되었다. 이전의 생물권보전지역은 오늘날의 보전지역의 핵
심 부분이다.
Brighton & Lewes Downs Biosphere는 1970년대 이래로
UK에서 최초로 완전히 새로운 대지로서 2014년에 UNESCO
MAB에 등재되었다. 영국 남동부 지역의 최초의 그러한 대지
이며 주요 도시 지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다. 맨
섬에 있는 생물권 보전지역은 영국 제도에서 가장 최근 추가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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