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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무국

제7차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회의 개최 예정

제7차 세계 섬 연안 생물권보전지역(이하 BR) 네트워크 회
의가 2017년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제주도에서 개최
될 예정이다. 이 회의는 유네스코/MAB, 제주-메노르카 BR 및
네트워크 사무국이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주관하여 진행
된다.

총 35개국 개 BR을 대표하여 참석하는 참석자들은 20

분간씩 각자 책임을 맡고 있는 BR지역에 대한 소개 및 현재
하고 있는 활동 그리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활동들을 발표함
으로써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간 네트워크 활동의 활성화 방안
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주도 BR 현장체험을 통해 제주
BR지역을

홍보하고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제29차 국제 조정위원회(ICC) 참석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 제 29차 국제 조정위원회(ICC)가
2017년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프랑스 파리의 유네스코 본부
에서 열렸다. 회원국, 지역 및 주제 MAB 네트워크는 지난
MAB 조정위원회 회기 이후 리마 행동 계획의 실행에 초점을
둔 활동에 대한 간략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WNICBR 제주 사
무국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기후 변화의 영향에 적응
하는데 사무국의 역할과 활동을 발표했다.
한국 MAB 위원회와 제주 사무국은 프랑스 북부의 생물권보
전지역인 오도마루아 마뢰를 방문했다. 이 지역은 예술과 역사
의 도시인 생토메르와 유명한 람사르 습지를 포함하여 약
22,300 헥타르에 이른다.
Maison du Marais 사무소에서 오도마루아 마뢰 생물권보전
지역 관리자들은 그들의 지역 (람사르, 역사 예술 도시, 지역
공원 등)의 관리, 역사와 농업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과 연구 프
로그램을 발표했다. 습지에 위치한 도시의 시장들은 한국 대표
단을 환영했다. 오도마루아 마뢰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자들은 또
한 전통적인 방식으로 술을 빚는 Genievre de Houlle에 동행
했고 전통보트를 타고 습지를 탐방했다. 마지막 날 한국 대표단
은 환경 보호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국가 보호 구역을 방문
했다.

※ E-mail : jejunyoja@gmail.com (세계 섬 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제주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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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활용 업체아침미소목장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활용은 제주도 생물권 보전지역 내에
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

수

축

임산물 및 천연자원과 가공품

에 대하여 도지사가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의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생산물의 가치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활동이다. 지역의 자연자원을 보전하며 지역경제를 활
성화 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어 왔으며,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한 브랜드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의 브랜드 활용 업체 중의 하나인 ㈜
아침미소목장은 목장견학을 비롯하여 송아지 우유주기, 소 여물
주기, 웰빙 아이스크림 만들기, 치즈체험 등의 다양한 농원체험
목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의 푸른 초원과 맑
은 공기, 깨끗한 물을 마시고 자라는 친환경 인증, HACCP 인
증을 받은 농원목장의 젖소에서 아침에 갓 짜낸 신선한 우유로
수제 치즈와 요구르트를 만들고 있다.
㈜아침미소목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동길 160-20에
소재하며 자세한 사항은 064-727-2545로 문의하면 된다.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의

웹 사이트 발표 및 새로운 네트워크 출판

새로운 간행물
WNICBR(세계 섬

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의 새로운

사례집이 출판되어 곧 모든 네트워크 회원들에게 제공될 것이
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리마 행동 계획 프레임 워크에 제안된
다. 이 신판은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회원의 정보(데
이터 시트)와 네트워크 BR에서 수행된 지속 가능한 발전의 13
가지 사례 경험을 담고 있다. 제주 BR이 수행하는 섬

연안

BR의 기후 변화 공동 연구 보고서와 리마에서 마지막으로 개최
2017년 5월 네트워크의 새로운 간행물은 메노르카 생물권
보전지역 사무국과 UNESCO의 미구엘 클루스너 네트워크 코디
네이터에 의해 발표되었다. 같은 행사에서 WNIBR의 새 웹사이
트(http://islandbiosphere.org)가 런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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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회의 (2016년 3월)와 리마 행동 계획 또한 포함되어 있다.

베트남 Cat Ba 생물권보전지역(BR), 정대연 제주
사무국 실장을 환영
2017년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베트남 하이퐁시의 Cat Ba
BR은 2017년에 MAB 및 BR 대표단을 맞이하여 Cat Ba 섬에
정기적으로 방문 및 교환 여행을 가졌다. 다음은 대표단 워크숍
과 Cat Ba 섬의 기후 변화 현장 방문에서 MAB 베트남과 정대
연 교수(아시아 기후 변화 교육 센터 센터장, 제주 사무국 실장
및 국립제주대학교 환경 사회학과 명예 교수)의 사진이다.
그는 MAB 베트남이 생물권보전지역을 설립하고 관리하기 위
Cat Ba BR에서 기후 변화 교육에 30명이 참석했다. 정대연

한 지침 프레임 워크로서 SLIQ (시스템 사고 - 조경 계획 - 부

교수와 MAB 베트남 전문가들은 Cat Ba BR에 대한 귀중한 기

문 간 조정 - 품질 경제)를 재도입했으며 기후 변화를 원칙적

후 변화 전문 지식을 공유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기후 변화 적

BR 관리 조치에 통합해야하는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응 전략에 대한 귀중한 조언을 통해 Cat Ba 맹그로브 보존 지
자세한

역과 Cat Ba BR의 Gia Luan 오렌지 재배지를 방문했다.

정보는

Cat

Ba

BR

팬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catbabiospherereserve)를 참조하
워크샵 기간 동안 MAB 베트남의 Nguyen Hoang Tri 박사,
Cat Ba BR 사무 총장은 지역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한 모델로서 BR의 중심 역할을 강조했다.

프린시페 섬의 느리지만 달콤한 혁명
프린시페에서 꿀벌의 야생 식민지에서 꿀을 수집하는 전통적
인 방법은 둥지를 태우는 것을 포함하여 파괴적인 방법을 사용
하여

대부분의

꿀벌을

죽이는

것이다.

전통적인

수집가는

"queimá vunvú"로 알려져 있는데, 포로(forro) 지방의 방언으로
"벌을 태우는 사람 (bee-burners)"이라는 문학적 의미를 나타
낸다. 정부 관료들은 꿀벌의 양이 크게 줄어들었고, 야생 식민
지를 찾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남아있는 벌들은 대
부분 작고 어리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야생 벌집에 대
한 압박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지속 가능한 꿀벌을 키우고자
하는 열망이 표현되었다. 꿀벌은 꿀, 왁스 및 프로 폴리스를 생
산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인
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수천의 식물 종의 번식과 영속을
책임지고, 식량 생산과 식량 안보에 막대한 기여를 하며, 생태
계의 평형을 유지한다. 일부 추측에 의하면 꿀벌은 오늘날 모든
수분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것들이 없으면 대부분의 식량
작물을 포함한 많은 식물들이 죽을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동물
의

보전을

돕고

중요한

환경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FFI(Fauna & Flora International), 프린시페 신탁 재단 및 생
물권보전지역이 꿀벌을 태우는 사람에서 꿀벌 애호가로 전환시
키기 위해 지방 정부와 협력하고, 꿀벌이 수분제로 중요하다는
인식을 높임으로서 지역 협동 농장을 위한 양봉 훈련을 제공한
다. 우리는 또한 사람들에게 양봉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현지에
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왔다. 이와 함께, 우리는 꿀벌
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법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협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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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