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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세계 섬 연안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자 교육 개최! WNICBR 네트워크 실행계획 2018-2022
‘제6차 세계 섬연안생물권보전지역 관리자 교육프로그램’

지난 5월 메노르카에서 개최된 실행계획에 대한 참여세션 후

이 유네스코 인간과생물권계획(UNESCO MAB Programme)

참가자들의 모든 의견을 수합한 요약 문건이 작성되었다. 수집

과 제주특별자치도 주최, 세계섬·연안생물권보전지역네트

된 의견들은 개념적 프레임워크, 네트워크 기능, 일반적 목표,

워크 제주사무국 주최 하에 2018년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운영 목표 및 실행 등 4 개의 섹션으로 구분하여 나뉘어졌다.

제주에서 개최되었다.
본 교육 프로그램은 세계 세계섬·연안BR의 관리자들을 대
상으로 하며, 정부개발원조(ODA) 국가의 BR지역이나 신규
등재지역의 관리자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교통비를 포함
한 교육비 전액을 지원한다.
올해는 약30건의 신청서가 제출되었고, UNESCO MAB와
제주 사무국의 상의 끝에 ‘정부개발원조 국가 혹은 신규BR
지역＇에 우선권을 주기로 결정하여 다음의 11개 지역의 관
리자들이 최종 선정되었다.
과나하카비베스 반도 (쿠바), 와카토비 (인도네시아), 퀴
림바스 (모잠비크), 세인트 메리스 (세인트 키츠 네비스),
난지섬 (중국), 사하말라자 라다마 (마다가스카르), 코만
도르스키예 제도 (러시아), 소코트라 섬 (예멘), 케이프 웨
스트 코스트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하국립공원(라오스)
및 팔라완 (필리핀) 등 총 11개국 11개 지역
교육프로그램은 전문가 강의, 참가자 발표, 주제토론, 제주
BR현장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3일간 진행되었다. 특히, 올해
는 실무적 차원의 토론을 더하기 위해 워크숍 세션을 추가하
였으며, 생태관광 및 브랜딩, 주민교육, 기타 관리계획에 관한
문제들을 보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이번 교육에서 다뤄진 모든 발표자료들을 수록한 결과보고
서가 발행되어 현재 제주사무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
니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음의 링크에서 다
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가자들이 선택한 운영 목표와 실행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1.1. 네트워크 조직의 관리구조 수립
1.4. 공유 프로젝트 및 공동 활동에 대한 자금 확보
2.4. 네트워크의 업무계획을 각각의 BR 행동 계획에 결합
3.3. 워크숍, 관리자 교육과정 및 구성원 간의 참여 프로세스
구성
3.4. 네트워크 단계에서의 지표를 정의하여 유네스코 목표의
성취도를 평가
4.1.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회원지역을 위한 지
원방안 모색
4.3. 공통 문제나 관심사를 지닌 회원지역 간에 워킹그룹 혹
은 관계 형성 촉진
4.4. 우수 혹은 실패 사례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이용 가능하게
하고 자료를 정기적으로 표준화된 방식으로 공유
5.1. 연구를 수행하고 생물권보전지역에 자료를 제공하는 연
구기관 및 대학과의 제휴 촉진
참가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네트워크 회원지역이 공유할 최
종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meeting.islandbiosphere.org/Contingut.aspx?IdP
ub=904
https://micro2018.sciencesconf.org/

http://wnicbr.jeju.go.kr/index.php/contents/pds/p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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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컨퍼런스 MICRO 2018

코르만도르스키예 제도에서

미세플라스틱의 영향: 지식, 실행 및 해결책

‘북태평양참고래’ 발견

(11월 19일-23일, 란자로테 개최)
11 월 19 일 부터 국제 과학계는 마이크로 플라스틱에 관한

10월 말 코르만도르스키예 생물권보전지역 연구팀은 보전

주요 협력 컨퍼런스인 MICRO 2018 에서 가장 최근의 연구

지역 수역에서 북태평양참고래 3 마리를 발견했다. 북태평

결과를 발표했다. MICRO 2018은 유네스코의 후원을 받고

양참고래는 위기종으로 그들의 생존 방식에 대해서는 거의

있으며 세계섬연안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와 Zero Plastic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개체수는 500 ~ 900 마리로 추정되

실무 그룹이 회의에 참가했다.

며 올해에만 3마리가 발견되는 등 현재까지 러시아 연방에서

섬연안 BR은 해양 플라스틱 오염에 특히 영향을 받는다. 메

17마리가 발견되었다.

노르카 사무국은 란자로테 생물권보전지역과 Marine

정확한 이주 경로나 번식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올해

Science for Society와 협력하여 섬연안 지역의 플라스틱 오

는 특이한 점이 포착되었다. 이들은 혼자 혹은 둘씩 짝을 지

염 방지 시행하기 위한 전략들을 수립하고 있으며, WNICBR

어 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연구팀은 북태평양참고래

이 Micro Initiative에 적극 참여하도록 추진한다.

가 혹등고래와 함께 무리 지어 다니며 먹이를 찾는 것을 발견

상세 정보:
http://xarxabiosfera.cime.es/Contingut.aspx?IdPub=1013

컨퍼런스 프로그램: https://micro2018.sciencesconf.org/

하였다. 동물성 플랑크톤을 찾기가 더 수월하고 더 안전한 여
정을 위해 함께 다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전지역 수역은 희귀종인 북태평양참고래뿐 아니라 20종
의 고래류 및 기타 수많은 생물 종을 위한 피난처 역할을 하
고 있으며 이는 해상 침입이나 불법 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위
성 모니터링 활동, 연구 기관과의 과학적 협력, 고래 관찰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교육 활동 및 관광 활동의 신
중한 운영을 포함 여러 부서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노력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북태평
양참고래의 발견은 시스템의 올바른 작동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메노르카 생물권보전지역 실행계획
메노르카 생물권보전지역은 BR행동계획 2018-2025를 발

아래의 사이트에서 북태평양참고래와 흑등고래의 무리를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IyT2vc1Nec

표했다. 이 계획은 보전, 경제 개발 및 지원의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지속 가능성 연구지로 Menorca를 활성화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이 계획은 UN 의제 2030의 17 가지 지속가
능 발전목표 (ODS)의 개념적 틀을 토대로 개발되었다.
상세 정보:
http://www.biosferamenorca.org/Contingut.aspx?idpub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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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생물권보전지역의 장어 전통어업 및
보존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 개최
(2018년 10월, 델타 포 생물권보전지역)

'Living Coast 해저 체험' 런칭

델타포 생물권보전지역의 주최로 “장어의 전통적 어획 및

브라이튼 앤 루이스 다운스 생물권보전지역(Bighton &

보존에 관한 유럽생물권보전지역 회의”가 이탈리아 페라라

Lewes Downs BR)은 새로운 가상현실(VR) 상품을 협력 개

에서 10월 13일 열렸다.

발했다. Living Coast 해저체험은 다이빙 장비 착용이나 입

이번 회의의 목적은 장어의 전통어업이 경제 사슬과 지역 사
회의 전통문화에 중요한 요소인 지역에서 우수사례와 진행
되는 연구를 발표함으로써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의
경험 공유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었다.
유럽의 생물권보전지역인 Lake Vänern Archipelago (스웨
덴), Bassine de la Dordogne (프랑스) 및 Terres de l' Ebre
(스페인)에서 3명의 주요 인사가 회의에 참석하였다. 3곳의
생물권보전지역 대표들은 댐을 가로지르는 안전한 통로의 건

수 할 필 없이 수중해양 환경의 다양성을 탐구할 수 있게 도
와준다.
Living Coast 해저체험은 이용자가 환경보전구역(MCZ)인
‘Beachy Head West’의 수중 환경을 탐험할 수 있도록 해주
는 가상현실 및 360도 체험상품이다. MCZ는 브라이튼 마리
나에서 언더클리프 경로를 따라 뉴헤이븐, 이스트본의 비치
헤드로 이어진다. 이 곳은 해마를 포함한 주요 동‧식물 종이
서식하는 백악초가 잘 나타나는 지역이기도 하다.

설, 일부 강 유역의 자연복구, 지역어부와의 협력, 생물다양

본 체험 프로그램은 모든 사람들이 독특한 해양환경에 자

성과 전통 외 핵심 자원으로서의 장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유로이 접근하여, 우리 가까이에 있는 풍부한 해양환경에 대

활동 등 자국 영토에서 장어 보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

한 인식을 높이고 이러한 환경자원을 지속적으로 보전하도록

택된 다양한 전략에 관하여 언급했다. 과학적 개입은 페라라

교육하는 것이 목표이다.

대학 (University of Ferrara)의 생태학 부교수인 주세페 카
스탈 델리 교수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최근 몇 년간 포 삼각주
에서의 장어 및 그 이용에 관한 자료를 보고했다. 이 회의는
에밀리아 로마그나 공원과 코마키오 (Comacchio) 지역의

이 체험은 10월 4일부터 7일까지 호브(Hove)의 구시장
(Old Market)에서 2018년 Brighton Digital Festival vlLAB
의 일환으로 출시되었다.

협력으로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유지되어온 코마키오의 "장

이번 행사는 체험제품을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리로써, 이용

어 축제" 프로그램 기간 동안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비슷한

자들에게 피드백을 받고 향후 개발될 제품들을 홍보하는 자

주제를 연구 ·조사하는 다른 지역이 만나 전략 및 다른 관점

리였다. 내년에는 Living Coast 현지에서 4일간의 여행 프로

을 비교,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생물권

젝트를 계획하고, 더 나아가 학교 및 지역사회 공연장에서도

보전지역 네트워크의 적극적인 협력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시범적으로 집중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자리였다.
델타포 생물권보전지역 유튜브 영상:

Living Coast 해저체험 영상 링크:

https://youtu.be/UDrYq93uil4

The Living Coast Undersea Experience VR from Simon
Wilkinson.
아래 링크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https://www.thelivingcoast.org.uk/news/launchingthe-living-coast-undersea-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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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턴케이프 생물권보전지역 연구 워크숍 ‘A LANDMARK EVENT’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웨스턴케이프에 위치한 생물권보전

생물권보전지역 목표 달성의 어려움 그리고 유용한 연구를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연구원과 실무자들이 2018년 8

위한 연구와 실무 피드백 활성화의 네트워크 역할에 관한 발

월 31일 넬슨 만델라 대학교의 지속 가능성 연구소가 주최하

표자리로 생물권보전지역 목표 달성의 주요 과제에는 외래

는 주요 행사에 참여하였다. 생물권보전지역을 관리하기 위

종 식물 및 수질 및 수량뿐만 아니라 이해 관계자의 참여와

해서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이해해야 하며 다양한 이해 관

의사 소통과 같은 수많은 토지 이용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계자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

조정 및 거버넌스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네트워크로 인

이 번 워크숍은 웨스턴케이프 생물권보전지역에 중대하고
실질적인 연구 주제의 개발을 목표로 마련되었다. 워크숍의
목적은 사례와 연구들을 공유하며 웨스턴케이프 생물권보전
지역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구의 주제를 정립하는 것
이었다. 연구원과 대학생,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자, 환경기관,

해 이해 관계자가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웨스턴케이프 전
역의 지식과 자원을 배우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참여자 토론에서 도출된 연구주제에는 녹색 경제,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 및 프레임 워크 개발 그리고 생물권보전지역 이
해 관계자들의 협력에 대한 이해가 포함되어있다.

지역의 보호 지역 관리자 및 실무자를 초청하여 웨스턴케이

이 워크숍은 웨스턴케이프 생물권보전지역의 연구자와 실

프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의견

무자가 함께 모여 생물권보전지역의 연구 네트워크를 확립

을 나눴다.

하고 조직적인 접근법을 개발하는 첫 단계라 할 수 있다. 두

웨스턴케이프 생물권보전지역 포럼 의장이 행사의 포문을
열었고 프로젝트 인 ‘Western Cape UNESCO Biosphere

번째 워크숍은 2019 년 초반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워크숍 보
고서는 http://sru.mandela.ac.za/에서 확인 가능하다.

Research Portal’ 프로젝트에 발표가 이어졌다. 이 포털사이
트는 웨스턴케이프의 생물권보전지역과 관련된 연구 결과 및
기타 정보에 대한 개방형 액세스 데이터 저장소이다. SRU 부
장인 비앙카 커리 박사는 사회생태 시스템 프레임 워크에 대
한 소개와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장기간의 학제간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복잡한 사회 생태시스템 차원에서 생물
권보전지역을 설명했다. 그녀는 공유된 프레임 워크의 이용
을 통해 연구결과가 생물권보전지역간에 비교·공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SRU의 에르브 프릿츠 교수는 이 지역의 장
기적인 사회 생태계 연구의 필요성과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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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팔마 생물권보전지역 미세 플라스틱 문제에 관한 교육 실시

‘그란 카나리아 생물권보전지역’
La Aldea de San Nicolás의
지속가능 관광을 선도하는 에코투어 프로젝트

생물권보전지역 팀은 중학생들에게 플라스틱 및 마이크로

Interreg-MAC 2014-2020 programme을 통해 유럽지역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환경 교육 활동을 실시한다. 학생들은

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그란카나리아 생물권보전지역은 지

플라스틱의 엄청난 소비행태와 지구와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관광 프로그램인 에코투어 프로젝트

영향에 관한 다양한 접근법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학생들

를 계획하고 추진하였다.

은 모래 위에서 발견된 플라스틱을 수집하고 분석하며 이는
작지만 눈에 띄는 플라스틱 (5mm 미만)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 마이크로 플라스틱은 먹이사슬에 유입되고 마침내 인간
에게 도달하게 되는 해양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에 매우 해
로운 존재이다.
과학계가 건강과 생물 다양성 관점에서 이 문제와 그 결과
에 대해 경고하고는 있으나 이는 지구전체의 환경 문제이기
때문에 라팔마 BR 팀에게도 심각한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
에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활동을 하고 행동에 참여시키는 것
이 매우 중요하며 현장에서의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완화 조
치를 제안하는 현장 체험은 반드시 필요하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www.lapalmabiosfera.es/es/noticias/2017/06/23

이 프로젝트는 “에코투어의 매력요인으로써 해안보호지역
의 자연자원을 활용”이라는 제목(ECOTOUR)으로 에코투
어 활동을 홍보하며 카나리아제도와 아조레스, 카보베르데,
모리타니, 세네갈 해안보호지역의 자연과 문화적 유산의 가
치를 높이는 노력을 할 것이다.
그란 카나리아에서는 중심지의 해안지구와 La Aldea de
San Nicolás 지방자치당국에 위치한 라스 마르시에가스 습
지가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전체 지방자치구역은 그란
카나리아 생물권보전지역(GCBR)의 일부로써 지속가능한
관광모델을 실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프로젝트 이니셔티브는 세 개의 주요 해안가를 중심으로 수
행된다.

/la-reserva-de-la-biosfera-colabora-con-el-ies-el-

1. 선정된 해안보호지역의 유산에 관한 연구

paso-realizando-una-actividad

2. 에코투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이 지역의 서비스 향상

라팔마 생물권보전지역은 디지털 월간 뉴스레터를 발행한다.
http://www.lapalmabiosfera.es/es/biosfera/boletinesdigitales

3. 지속 가능한 관광 대안으로써 에코투어 홍보
ECOTOUR는 프로젝트를 각 지역의 특수한 상황에 맞추기
위해 여러 학문 분야에 걸쳐 11개의 파트너들로 구성되었다.

라팔마 생물권보전지역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위한 프로
젝트인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교육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http://www.lapalmabiosfera.es/es/content/educacionpara-el-desarrollo-sostenible
라팔마 생물권보전지역은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활동을
위해 고래 관람에 관한 교육 세미나를 조직했다.
http://www.lapalmabiosfera.es/es/noticias/2018/05/14
/jornada-de-concienciacion-y-formacion-para-elsector-turistico-en-observacio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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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목표 14(SDG14-해양생태계) 이행을 위한
발트해 인근 생물권보전지역의 해양생태계 보존 (Life Below Water)
법적 구속이 거의 없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은 지역 이

발트해 생물권보전지역은 발트해 생물권보전지역이 실제

니셔티브를 국내 및 국제 전략에 연결하고, 사람과 자연을 연

로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특히 SDG

결하며,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식

14-해양생태계 보존(Life Below Water) 과제를 어떻게 이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다양한 결과를 달성하였다. 생물권보

행하는지를 탐구하고 강조한다. 2030의제와 SDGs에 수록

전지역의 성공은 협력과 학습, 그리고 지역적, 국제적 관점을

된 국제적 과제에 대한 해결책들은 주로 지역적 접근이 필요

연결하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전체론적인 견해를 기반으로

하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지역 공동체들이 지속가능성 달성

한다.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통합관리는

을 위한 방안을 찾는 곳으로써 SDGs와 2030의제 이행 시 전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략적인 학습장의 기능을 한다.

Development)’ 이행을 위해 학습ᆞ투자ᆞ지원하는 전략적
인 지역으로 만든다.

올해 참가자들은 두 차례 국제교류행사에서 만나 경험을
공유하고 지식들을 교환하며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그들은

2017년 6월, 유엔해양회의(UN Ocean Conference)에서

발트해의 지속가능 발전의 중요성과 SDG14(바다와 해양의

MAB스웨덴위원회 및 유네스코스웨덴위원회, 스웨덴해양수

이해; Source to Sea and Ocean Literacy) 이행의 중요성이

자원관리당국(Swedish Agency for Marine and Water

라는 두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춰 각각의 생물권보전지역 사

Management)은 발트해 생물권보전지역에서 혹은 생물권

례를 공유하였다. 교류 행사에서 논의된 결과와 결론들은 요

보전지역 네트워크 간의 우수사례들을 공유하고 전파하도

약집으로 출판될 예정이며, 이 출판물을 통해 생물권보전지

록 공동 과제에 합의하였다. 이 공동합의문은 발트해와 관

역들이 SDG 14를 지역적으로 이행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

련하여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 육지와 바다의 상관성에 대
한 지식 강화, 그리고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SDG를
이행하기 위한 학습장으로써의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인식
증진에 기여한다.
발트해 생물권보전지역 프로젝트는 발트해 주변의 생물권
보전지역들이 여러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는 자발적 참여의 결과이다. 7개국의 9개 생물
권보전지역이 참여하는 이 프로젝트는 스웨덴의 크리스티안
스타드 생물권보전지역(Kristianstads Vattenrike BR)과 스
웨덴 생물권프로그램(Biosphere Programme)의 주관 하에
구성되었고, 스웨덴해양수자원관리당국의 자금 지원을 받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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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라완 생물권보전지역: 필리핀의 마지
막 생태 전선, 지속가능발전 이니셔티브

중국 난지섬의 겨울 식생 조사

팔라완은 필리핀의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보전지역 중 하나

난지섬 생물권보전지역에서는 학술연구를 매우 중요하게

이다. 생태적으로 취약하고 개발의 압력을 받기 쉽기 때문에

생각한다. 2018년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난지섬생물권보전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려는 노력은 항상 우선시되었다.

지역 관리기관은 중국남경임업대학의 생물환경학과 연구팀

2018년, 팔라완지속가능발전협의회(Palawan Sustainable

과 함께 난지섬의 겨울식생 조사를 실시하였다.

Development; PCSD)는 팔라완 자연자본의 지속가능성을

지난 몇 년간 난지BR의 조사를 수행한 연구진들은 조사대

다루는 몇 가지 주요 활동들을 추진하였다. 그 중에 대표적

상을 해양생물에 좀 더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섬 식생에 대

으로 한 개의 활동을 소개한다.

한 조사는 다소 부족하였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난지섬의
환경적 특성과 생물다양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난지섬 생물
권보전지역은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난지섬의

PCSD 팔라완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
당국으로 지정 및 팔라완BR 로고 변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구

2018년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된 제29회국제조정이

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이번 조사의 책임자인 Cai Houcai

사회(the 29th Session of the MAB Council)에서 팔라완은
생물권보전지역의 세 가지 보완 기능을 충분히 충족시키는
것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를 통해, UNESCO필리핀위원회 사
무총장인 Lila Ramos Shahani는 팔라완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당국으로써 팔라완지속가능발전협의회(PCSD)를 공식
승인하였다.
또한, PCSD는 결의안 No.18-636(2018년 6월 18일자)에

축하였다.
이번 조사에는 1명의 교수와 14명의 석·박사 등 20명 이상
는 난지섬의 10개 조사구역의 동선을 설계하였다. 각 동선 별
소요시간은 3~4시간 정도이다. 변덕스러운 날씨 영향을 피
하고 가능한 빨리 조사를 마치기 위해 연구진들을 4개의 팀
으로 나누어 각 팀에 4~5명을 배치하였다. 현장조사를 실시
한 3일 뒤에는 각 팀에서 채취한 목본성 식물과 초본을 포함
한 120종 이상의 겨울 식생 표본을 수합하였다. 동시에 난지
섬의 식생의 종류 및 우점종(優點種), 식물의 풍부도와 분포
도 등을 기록하였다. 표본의 일부는 난지섬의 과학박물관에

서명하였고 팔라완 생물권보전지역의 공식로고와 태그라인

전시 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게다가, 연구팀은 달라이 섬의

을 새로이 채택하였다.

수선화를 채집하고 분포도를 조사하였다. 마지막 날, 연구진
들은 보호지역 관리기관의 안내를 받아 난지섬의 해안 조간
대를 따라 펼쳐진 독특한 생물학적 경관을 감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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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코트라 군도의 침입종과 통제 관리
소코트라 군도의 생물다양성과 생계를 지키기 위한 주요

침입외래종이 분포하는 지역에서 두 개의 워크샵이 개최되

과제 중 하나는 침입외래종(IAS; Invasive Alien Species)의

었다. 하나는 여성들을 위한 자리이고, 다른 하나는 남성들

실태와 잠재적인 위협요소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 과제에는

을 위한 워크샵이었다. 소코트라 연구팀은 공동체와 함께 캠

소코트라 군도의 고유종과 인간, 가축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

페인 실시 과정에 관해 논의하였고, 특히 모하메드 오스만

는 침입종의 확산을 파악하고 외래동·식물병과 대추야자를

탈립, 파이살 아메드 무바락, 무아드 무바락 사아드, 파시마

해치는 Dubas Bug와 같은 외래병해충의 확산을 관리하는

사아드 사왈리 등과 같은 여러 지도자들과 사회적 주요 인사

것이 포함된다.

들이 참여하였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프로젝트팀들을 부채

현재 진행중인 소코트라 UNEP-GEF프로젝트는 IAS데이터
베이스 구축과 IAS 관리전략을 수립하며 침입종을 퇴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소코트라에서는 이 프로젝트의 한 수
행과제로써 부채선인장(Opuntia stricta, 유해 백년초)과 메
키스트 관목(Prosopis juliflora)과 같은 외래침입종을 제거
하는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또한, 소코트라는 북쪽해안의 몇몇 마을에서 부채선인장
(Opuntia)의 박멸을 위해 외래침입종들이 소코트라에 거주
하는 인간과 고유동식물에 어떠한 위협을 가하는지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캠페인의 성공여부는 공동체가 소코트라 섬에 서식
중인 외래침입종을 정확히 알고 통제할 의지가 있는지에 달
려있다.
침입외래종은 소코트라 군도의 생물다양성과 작물 그리고

선 인 장 (Opuntia stricta) 과 메 키 스 트 관 목 (Prosopis
juliflora)이 서식하는 곳으로 안내하고 그들의 집이나 정원
에 서식하는 부채선인장과 메키스트 관목들을 제거하는데
동참하였다.
정부기관 관계자들과 여성협회를 포함한 NGO단체, 소코
트라 프로젝트 팀, 254명의 여성과 남성들, 아이들까지도 이
번 캠페인에 참여하였다. 이번 캠페인에서 114개의 열매와
48개의 꽃을 피운 부채선인장 300여종 이상, 메키스트 관목
28그루, 큰 나무 두 그루가 제거되었다. 선인장 식물들은 깊
은 구덩이에 묻어서 재생을 못하도록 하였다.
Suq마을의 침입외래종은 고고학적 유적지에서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침입외래종의 제거작업은 정부관계자와 관련
협회, 고대유물뷰로(Bureau of Antiquities) 등 지방정부당
국의 조언에 따라 진행되었다. 이번 캠페인은 국내외 뉴스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목초생산, 인간과 동물의 건강, 수자원과 경제 성장에 치명적
인 위협을 가한다. 소코트라 군도 침입외래종의 관리를 증진
하기 위해 소코트라는 다음의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다.
1. 침입외래종, 특히 부채선인장(Opuntia stricta)과 메키스
트 관목(Prosopis juliflora)의 영향과 관리에 대한 인식
증진
2. 두 침입외래종 이외에도 다른 침입외래종의 관리에 공동
체 참여
3. 소코트라섬에서 침입종인 부채선인장(Opuntia)과 메키스
트 관목(Prosopis)의 제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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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츠 클러스터 생물권보전지역
‘물 절약을 위한 지역사회 교육’
고리츠클러스터의 물 절약(WWW) 프로그램은 남아프리카

프로젝트의 두 번째 접근법은 폐수의 재활용 (또는 정화)에

공 화 국 의 건 조 한 지 역 (Oudtshoorn, De Rust 및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하류 환경으로 배출되는 수질을

Dysseldorp) 3 개 도시의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고 물의 중요

향상시키기 위해 도시 하수 처리장에 습지를 만들고 지역사

성을 알리며 효율적인 수자원 기술을 도입하고 지자체에 영

회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농경 친화적인 회사 운영을 유도하

향을 주어 현명한 접근법을 채택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고자 정화된 물을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 보는 것으로 이루어

이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2차 연도이지만 수년간의 자원
봉사 활동이 이어진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 첫 번째 접근법은
물 절약을 위해 가난한 지역 사회를 교육하고 누수가 있는
수도꼭지와 변기를 고치는 활동에 중점을 둔다. 불우한 가정
에 대한 통계 및 지도와 그들의 현재 물 사용량은 이 지역 사

진다.
하나의 습지가 이미 형성되어 기능을 하고 있으며 다른 도
시에서 두 번째 습지 조성 계획이 진행 중이다. 이 프로젝트
는 계속 성장해 지역 공동체를 참여시키고 있으며 그들이 살
고 있는 지역의 환경과 생태계 서비스를 보존하는 방법에 대
한 교육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이다.

회의 대상 지역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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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 메리 생물권보전지역 주민참여 운영계획 수립!
지난 10월 30일 워크숍에서 지역주민들은 Keys마을의 모

워크샵이 끝날 무렵, 참가자들은 생물권보전지역이 환경과

래 채취 증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지역 사회의 바다 거북

문화를 보존하고 주민들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

감소, 세인트 메리 생물권보전지역 관광상품 개발 필요성 등

안 할 발언권을 가졌다.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생산 된 제품

의 우려사항을 제기했다. 유네스코 (UNESCO)가 지원한 이

또한 워크숍에 전시 및 판매되었다. 세인트 메리는 카리브 섬

번 워크숍은 버드락 비치 호텔에서 열렸으며 생물권보전지역

국가 중 최초의 생물권보전지역이자 뛰어난 자연 및 문화 경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자 마련되었다. UNESCO의 관리 계획
컨설턴트인 준 마리 모우 로빈슨이 워크숍을 이끌었다.

관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마을 참여의 좋은 본보기 역할을 한
다.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농부 케빈 보우어스
는 Keys마을의 모래 채취로 인한 건강 상 위험에 대해 우려
를 표했다. ＂실제 모래 채굴이 이루어질 때, 지역 사회를 덮
고 있는 갈색의 먼지 구름이 실제로 보입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학교의 학생들도 고통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른 농부인 솔로몬 모튼은 지역에 골재 사업을 설립 한 이
래로 Canada Estate의 연못이 파괴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
역 어르신 분들은 연못이 언덕 위를 지나가는 바람을 식히고
비를 내리게 하는 역할을 한다. 연못의 파괴로 강우량이 급격
히 감소했다."
문화 아이콘이자 생물권보전지역 거주자인 클라이튼 펜센
은 환경이 회복될 수 있도록 관련당국은 Keys의 모래 채광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지속가능 발전 및 공공사업
에 강력히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래채광을 줄이고 환경
이 회복될 시간을 주게 된다면 Ghaut에서 모래가 내려와 채
취된 모래를 메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다른 거주자는 Cayon지역 강의 오염에 대해 이야기했다.
"잔해가 내려 오면 강이 막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강
가에 있던 풍부한 맹그로브 습지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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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섬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어워드 (2018년 10월 8일)
최초의 맨 섬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시상식에서 맨 섬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제프리 부트는 교육, 공공 인식, 에너
지, 환경 및 경제 지속가능성 상을 수여했다. 유네스코의 인간
과 생물권 프로그램 중 맨섬은 유일하게 전체 국가가 생물권
보전지역인 곳이다.

□경제 지속가능성- Flo the Coffee Van
애나벨과 스튜어트 젠트리는 1968 Citroen HY 밴을 개조하
여 지난 4년 동안 야외 출장요리사업을 시작하여 현지 생산
자와 공급 업체를 지원하고 낭비를 최소화하며 플라스틱 사
용을 피하고 현지 장인들과 협력하고 자선 단체를 지원한다.
지속 가능성이란 목표를 추구한다. 2018 년 8 월에 열린 첫
번째 야외 축제를 후원하고 사이클링 팀도 지원했다.

장관은 시상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희 생물권보전지역 시상의 핵심은 저희가 소중히 여기는
맨섬의 모든 것들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저희의 자연환경은
안정된 경제, 강한 공동체 의식과 함께 우리 민족을 형성해온

수상자에게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숙련된 직원 데이브 뉴샴
이 현지 낙엽송으로 수공예 한 특별한 상이 수여되었다.

풍부한 문화와 유산을 반영합니다. 유네스코의 인간과 생물

환경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 올해 Bright Futures 회의를 개

권프로그램은 환경에 대한 인간의 공감과 보살핌을 기념합

최한 Dhoon 초등학교 학생들은 이 어워드 행사의 비디오를

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들 모두 맨섬에 무한한 관심

제작했다. 일회용 플라스틱의 환경 위협을 다룬 Queen

과 애정을 보내주시며 성공적인 지속 가능성을 바라고 있습

Elizabeth II 고등학교 학생들의 공연 영상이 상영되었다.

니다. 오늘의 시상은 생물권보전지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함께 협력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첫 해 시상식인데도 불구하고 30 여 개의 후보지역 혹은 단
체가 지명되었고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BBC1 Countryside 프로그램 진행자인 아담 헨슨은 최근
맨섬 푸드 & 드림 페스티벌에 게스트로 참여하였고 시상식
인터뷰에서 맨섬의 생산성과 유산 및 보존의 연결 노력을 전
폭적으로 지지했다.

□교육 및 대중인식- Knockaloe Beg Farm
존과 피오나 앤더슨 교사는 200 에이커 규모의 열린 농장에
서 학교 방문과 생일 파티 등을 운영을 하며 환경, 농업 및 지
역 사회에 대한 그들의 열정과 생물권보전지역에서의 협력
을 널리 알리고 있다.
□에너지- the Western Civic Amenity Site
많은 환경 이니셔티브 중 이 장소는 비용 절약형 태양열 및
태양 열 난방 시스템, 투광 조명 포함 절연전구 등이 설치되
어 있다. 또한 지역 사회 행사에서 사용 가능한 휴대용 태양
광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 환경- Beach Buddies
빌 데일 (Bill Dale BEM)이 설립한 자선 단체인 Beach
Buddies는 10,000 명의 자원 봉사자들이 해양 쓰레기를 치
우고 학교를 포함한 지역 사회 전체에 교육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Beach Buddies는 언론 보도 등 국제적 명성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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