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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회의 개최
제9차 네트워크 회의가 오는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남아프

UNESCO MAB프로그램 ‘제주도’, ‘메노르카’
생물권보전지역 확대 지정 승인

리카공화국 거리츠 클러스터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유네스코

지난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파리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인간

MAB 및 제주특별자치도, 메노르카(스페인)의 주최로 개최

과생물권계획(MAB Programme) 국제조정이사회에서 12개

된다. 회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주 사무국과 메노르카 사

국 18개 지역이 신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세계 생물

무국의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권보전지역 네트워크에 추가되었다. 이로써 전 세계 124개국
710개 생물권보전지역이 지정되었다. 또한, 국제조정이사회는
8개 생물권보전지역의 확대를 승인하였고, 이 중에 4개 지역이

7차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자 교육 개최

우리 네트워크(WNICBR)의 회원지역이다.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대한민국)은 효율적이고 통합된 생물

제7차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자 교육 프로그램

다양성 보전 관리를 위해 기존 83,094헥타르에서 387,194헥타

이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유네스코 MAB 및 제주

르로 확대하였다. 제주도는 생물권보전지역(2002년 지정), 세

특별자치도 주최, WNICBR 제주사무국의 주관으로 제주에

계자연유산(2007년 등재, 2018년 확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

서 개최된다.

원(2010년 인증) 등 다수의 국제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참가신청에 관한 정보는 유네스코와 제주 사무국의 홈페이

이는 세계적으로 드문 경우이다.

지에 게재될 예정이며, 참가자 선발은 아래 기준에 의거하여

메노르카 생물권보전지역(스페인)은 기존 생물권보전지역에

결정된다.

서 일부만 포함되었던 해양 생물종과 생태계의 보전 관리에 기

•
•
•
•
•

2016년 이후 신규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지역
ODA(공적개발원조) 수원국
WNICBR 주최 프로그램에 참여 이력이 없는 지역
신청국가의 대륙별 분배
동일 조건인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선발

관리자 교육프로그램은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 관리 역량
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wnicbr.jeju.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여하기 위해 기존 71,219 헥타르에서 514,485헥타르로 확대하
였다.
갈라파고스 생물권보전지역(에콰도르)는 14,659,887헥타르로
확대되면서 전 세계 가장 큰 해양 보호지역 중에 하나가 되었
다. 갈라파고스섬은 독특한 고유 동식물로 유명하며
UNESCO세계유산지역으로 등재되었다.
후안 페르난데스 군도 생물권보전지역(칠레). 칠레 본토 해안
에서 약 67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군도는 칠레의 고유 조
류 중 3분의 1이 서식하는 곳으로 거의 25%에 가까운 해양 자
원 고유성을 보유하고 있다. 926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생물권
보전지역의 개발은 지속 가능한 관광에 초점을 두고 있다. 총
표면적은 9,967 헥타르에서 1,219,558 헥타르로 늘어났으며,
1,209,182 헥타르의 해양 지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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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ORCA 2030: 섬의 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25주년 기념행사

MENORCA 2030전략은 섬의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지난 3월, 란자로테 의회와 메노르카섬 의회는 두 지역의 생

섬의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로드

물권보전지역 지정 25주년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맵이다. ‘EU 로드맵 2050’과 ‘발레아레스 제도의 기후변화

지정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양 기관의 의지와 자매결연의

법’에 기초한 이 계획은 생물권보전지역 선언의 원칙에 따라

결과로 두 섬은 2018년과 2019년에 다양한 사업들과 공동

본 섬을 청정에너지 섬으로써 앞장서고 다른 EU지역을 위한

활동들을 수행하였다.

본보기 사례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란자로테, 메노르카 생물권보전지역)

기념행사는 25년간 두 섬의 발전 지표에 관한 연구들을 발표

2019년 4월, 메노르카 의회가 승인한 본 전략은 국가적, 지역

하고 성명서를 낭독함으로써 막을 내렸다: 란자로테 의회의

적, 지방 차원에서 공공행정뿐만 아니라 로드맵 설계에서부

데이터센터와 메노르카 생물권보전지역의 사회환경관측소

터 활발히 참여해온 민간 부분에서도 지원을 받는다. 본 계획

에서 개발한 ‘메노르카-란자로테의 지표 시스템’.

은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2020년까지 20%, 2025년까지
25%, 2030년까지 85% 신재생에너지 보급

게 다 가 , 란 자 로 테 의 시 인 Daniela Martín 과 Rafael
Hernández, 메노르카의 시인 Silvia Pons와 Pere Gomila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바랍니다.

시 낭독회가 준비되었으며, 란자로테 의회는 25주년 기념 시

http://www.menorcabiosfera.org/Contingut.aspx?idpub

집인 ‘Miradas / Mirades’를 편찬하였다.

=3153

성명서(영문): https://bit.ly/2Empxyi
성명서(스페인어):
http://xarxabiosfera.cime.es/documents/documents/82
5docpub.pdf
란자로테-메노르카 지표 시스템(스페인어):
http://xarxabiosfera.cime.es/documents/documents/82
4docpub.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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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커맨더 아일랜드: 쓰레기 없는 소중한 섬
“얼마나 많은 옷을 걸치고 있습니까?가방에는 얼마나 많은
소품이? 돌아 서서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지 세어 보세요. 그 수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지구 전체
에는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많은 물건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 물건들은 그냥 생겨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
요한 모든 것들은 지구로부터 가져왔는데 우리는 그것을 자
연자원이라고 부릅니다.
자원이 추출되고 사용되더라도 그 자원과 자원 속의 에너지
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우리 주변의 자연으로 돌아
옵니다. 원재료는 쓰레기와 오염물질로 돌아오고 에너지는
열이 되어 대기로 흡수됩니다.
사람들은 건강하고 현대생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성장하
고 번영하는데 깨끗한 물과 공기, 음식,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자원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습니
다. 과연 없이도 살 수 있을까요?”

따라서 우리는 1단계 전술을 채택하였다: 우리는 재활용을
위해 이미 운송된 여러 종류의 폐기물들을 수집하고, 동시에
섬에 쌓여 있는 다른 폐기물들을 처리할 새로운 폐기물 관리
업체를 찾는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태평양의 모든 주민들의
건강과 커맨더 아일랜즈의 자연 상태를 지키는 것이다.
프로젝트에서 우리는 종이와 알루미늄, 사용한 배터리, 카트
리지 및 형광등 등을 수집할 장소를 모색하였다. 현지 상점들
은 비닐봉지의 대안으로 러시아의 유명제품인 아보스카스
가방(그물가방 혹은 에코백으로 불림)을 사용한다.
앞으로의 계획: 1, 2, 4 그룹의 플라스틱(러시아에서 재활용
되는 유일한 그룹임)과 자동차 배터리를 수집; 유기 폐기물
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퇴비함 운영과 황무지 개척
동시에 우리 팀은 주민들의 인식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우리는 정화사업과 자연보전 행사, 학교
생태수업, 유치원 대상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 학습놀이,
섬과 해양에서의 생활기능에 관한 주요 원칙 등을 다룬다.
우리의 주요 목표는 사람들에게 플라스틱 조각과 배터리, 폐

‘커맨더 아일랜드 자연과 생물권보전지역’의 리플렛은 “베링

기물이 결코 악하지 않음을 전달하는 것이다. 우리가 폐기물

섬 쓰레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심리시험과 심오한

을 재활용하여 새 생명을 부여하거나 그것들을 계속해서 사

질문으로 시작한다.

용한다면 그건 유익한 것이다.

우리는 어렵더라도 실현 가능한 해결책들을 제안한다 – 수

우리는 사람들이 위험한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재사용할 수

집, 활용, 재활용!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일 노력한다. 오늘 우리는 목표

2016년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는 ‘그린 커맨더 아일랜즈’

에 한발 더 가까워졌다!

로 불리는 커맨더 아일랜드 보호지역과 알류샨열도 행정기관
의 공동 프로젝트를 착수하였다.
우리는 섬의 지리적 위치를 무시할 수 없으며 해당 프로젝트

이라 모스크비티나

의 목표는 니콜스코예 지역주민의 삶을 “친환경적” 생활방식

커맨더 아일랜드 자연·생물권보전지역의 생태교육부 전문가

으로 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때로는 이런 목표가 비
현실적으로 보이기도 하다. 거리상 여러 위험폐기물들을 운
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들을 처리하는 회사들은 대
부분 무허가 업체들이다. 극히 드물게 허가 받은 업체들은 터
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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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츠 클러스터 생물권보전지역(GCBR)의 복원 노력은 계속된다.
GCBR은 생태적,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수년간 지역 내에서 실질적 업무들을 수행해왔다. 우리의 프
로젝트와 이니셔티브는 “지구상의 생물권에서 우리 지역의
사회생태학적 회복과 지속가능성을 향상”하기 위한 우리의
헌신적 노력에 기여한다.

2019 새로운 프로젝트
1.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프
로젝트의 목적은 환경 분야를 관리하는 지방당국의 규정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 환경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의 프
로젝트 매니저는 지방정부의 계획수립과 추진에 GCBR의 목

GCBR은 지역 내 4개 구역에서 매년 4개의 작은 심포지엄을

적을 반영하고 지역의 상호 시너지 영역을 확인하기 위해

개최하여 정보공유를 한다. GCBR의 주요 목표 중에 하나는

GCBR 지역 내 10개 지방자치단체 중 8개 지방자치단체와

여러 분야에 걸쳐 회의를 순회 개최함으로써 이해관계자와

협업 중이다.

회원 수를 늘리는 것이다.

2. 생태축(Ecological Corridor) 프로젝트는 클레인 카루의

이 포럼은 지식 공유와 활발한 참여, 나아가 다수의 이해관

핵심보전구역 사이에 경관규모 생태축을 구축하는 것을 목

계자들이 생물권보전지역을 보호하는데 함께 협력하는 중요

표로 한다. 현재까지 지역 농업인과 정부기관 등의 이해관계

한 플랫폼 역할을 한다.

자 참여는 GCBR 지역 내 생태축 구축사업에 대한 그들의 의
지와 지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3. Goukou River 복원프로젝트는 습지 복원과 침입외래식
물 제거를 통해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고 Goukou River 구
역의 단편화된 서식지 연결과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기 위해
노력한다. 침입종 루이크란 나무(Acacia cyclops)의 제거 작
업에는 40명 이상의 현장팀원들이 참여하며 대부분
Riversdale 인근 농장에서 이루어진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 바랍니다.
https://gouritz.com/
“고유종 서식지를 좀더 확보하기 위해
침입외래식물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이다.”

https://gouritz.com/projects/
https://gouritz.com/get-involved/become-a-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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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오브맨(Isle of Man) 걸가이드 생물권보전지역 배지 제작
걸가이드 단원들은 UNESCO 아일오브맨 생물권보전지역을

Geoffrey Boot MHK는 “우리 생물권보전지역은 사람들을

기념하는 새로운 배지를 제작함으로써 아일오브맨의 낙관적

자연,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결하며 우리 모두가 밝은 미래를

인 미래를 향한 의지를 드러냈다.

위해 함께 협력하는 장이다.

배지는 연령별 단원그룹(Rainbows, Brownies, Guides,

‘젊은 세대는 우리의 섬을 가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Rangers, Leaders)에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에

5세 이상의 아일오브맨 걸가이드 단원들은 더 나은 생물권보

헌신하도록 권장한다. 2015년 UN은 17개 목표를 발표하였

전지역을 위해 기여하는데 보상받을 것이다.

고 책임의식 있는 국가들이 이 목표들을 채택하도록 권장하
였다. 그 목표들은 빈곤, 기아, 교육, 품질, 에너지 절약, 복지,
해양/육상생태계 보존, 혁신, 파트너십 구축과 같은 분야를
다룬다.
유네스코는 유엔의 일부이다. 섬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
역이며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 MAB프로그램의 핵심
이다.
배지는 아일오브맨 걸가이드의 제안으로 만들어졌다. 아일
오브맨 생물권보전지역 로고가 새겨진 배지를 얻기 위해서는
전체 65개 그룹의 걸가이드 단원들이 그들의 연령에 맞는 도

Karen Walker(아일오브맨 걸가이드 위원장)은 “배지는 어
린 회원들과 리더들이 주변의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지역
사회’의 의미를 이해하고 참여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
도록 장려할 것이다.
“우리가 어린 세대들에게 이러한 생각과 행동을 심어준다면,
우리 섬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유네스코 아일오브맨 생물권보전지 역에 대한 안내:
www.biosphere.im
아일오브맨 걸가이드에 대한 안내: www.girlguidingiom.im

전과제들을 수행해야 한다.
예를 들면, 섬 푸드뱅크에 기부금을 모으고 나무를 심고 해변
과 산책길을 청소하고 재활용하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아일오브맨에 도움이 되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우
리 생물권보전지역의 개선에 동참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교
육하여야 한다.

아일오브맨 걸가이드 위원장과
Su Simposon 걸가이드 개발 의장, 그리고 단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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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경연대회
‘테피로라, 리오 포사다, 몬탈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개발
이탈리아 사르디니아 섬 동북부에 위치한 ‘테피로라, 리오 포
사다, 몬탈보’는 2017년에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으
며 최근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물권보전지역의 로고 개발을
위해 아이디어 콘테스트를 개최하였다. 이 경연은 지난 겨울
두 가지 목표로 진행되었다: 생물권보전지역 미래 로고에 대
한 어린아이들의 아이디어 수집과 학생들과 그들의 가족들
을 대상으로 한 UNESCO MAB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 제
고
아이디어 경연대회의 우승자는 사르디니아섬의 “Riservas
da Vita”를 관리하는 Siniscola 지역의 Giulia Balvis이며, 독
창성과 지역의 정체성, 인간과 자연의 조화, 적용 가능성, 로
고의 유연성 면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되었다. 최근
Giulia가 그린 로고를 그래픽 디자이너가 좀더 로고답게 편
집하는 중이다.
경연대회 동안에 생물권보전지역내 학교에서 수집된 모든
작품들은 최근 생물권보전지역의 페이스북에 게재되었다.

사진 1. 제출 작품들

‘테피로라, 리오 포사다, 몬탈보’ 생물권보전지역에 사는 소
녀와 소년들의 독창성과 상상력은 페이스북에서 확인이 가
능하다.
(https://www.facebook.com/tepilorarioposadamontalb
o)
경연대회는 성공적이었으며, 생물권보전지역내 11개 학교에
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7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
하였다. 이번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그들이 사는 지역의 소중
한 문화적, 자연적 특징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사실 이번 경연대회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이 우승자이다.

사진 2. 경연대회 우수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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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코트라섬의 보스웰리아 종의 유사복원(Rehabitation)
수천 년 동안, 소코트라의 원주민들은 전통지식과 조상의 경

2016년 Socotra Al-Ata'a Foundation(SAF)와 환경보호국

험을 이용하여 생물다양성, 자연자원, 환경 등을 보호하였다.

(Environmental Protection Authority, EPA)는 보스웰리아

소코트라 섬은 고립된 섬이다. 섬은 생물 지리학상 세 가지

의 가지와 묘목을 복원하기 위해 UNDP/SGBP 프로젝트의

구역(아프리카, 동양구, 구북구)에 포함되며 독특한 고유 생

일환으로 국제원조자금으로 약 70개의 가정 정원을 가꾸었

태계를 보유하는 ‘살아있는 실험실’을 상징한다. 건생 동식물

다. 이 프로젝트는 소코트라의 독특한 생물다양성과 이 종들

들이 환경과 균형을 맞추어 살아간다. 이 독특한 섬은 보전

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B. 종들

구역에 위치하며 식물다양성과 토착조류 서식지의 중심에

을 가정 정원에 복원 식재하기 위해 80명의 지역사회 참가자

있다.

및 원주민들이 참여하였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지역사회와

소코트라섬은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감람과 종을 보유한다.
소코트라섬은 7~8의 보스웰리아(Boswellia/대부분 고유종),

원주민들이 환경과 자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생물다
양성을 지키도록 장려할 것이다.

5종의 코미포라(Commiphora/4개종이 고유종)의 원산지이
다. 모든 종들이 건조지 낙엽수 또는 관목식생 구역에 서식한
다. 어떤 종은 저지대에 대량 서식하는 반면(Boswellia
popoviana, Commiphora ornifolia, C. socotrana), 어떤 종
은 고지대에서만 서식한다(B. ameero, C. planiforns).
유향나무는 두 부류로 나뉜다.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종은
땅에 뿌리 내리는 나무이다.(B. ameero, B.sp.A.B. elongata,
B.socotrana) 두 번째 부류는 절벽에 뿌리 내리는 종들이
다.(B. popoviana, B. dioscorides, B. bullata, B. nana) 일반
적으로 땅에 뿌리 내리는 종들은 방목이 재생에 미치는 영향
이 크기 때문에 멸종위기에 처하기 쉽다. 유향나무는 고대부
터 사회 경제적, 문화적 가치가 높다. 유향은 매우 중요한 상
품이었고 수천 년 동안 수확되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이

교육훈련 및 현장체험 후
SAF, EPA, 의사결정자 간에 회의 진행

나무들을 가축의 여물을 주기 위해 가지를 꺾어 산림축산시
스템에 이용하거나 전통의약, 꿀벌의 꿀 채집원으로 활용한
다.
지난 수십 년간 가축 방목으로 땅에 뿌리 내리는 나무의 재
생이 없었기 때문에 유향과 몰약 나무의 개체수가 감소하였
다. 또한, 종의 개체수를 조사하여 개선된 관리 및 보전으로
이끌만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였다. 2015년에는 두 개의
폭풍이 섬을 강타하여 홈힐 보호지역의 50%이상 유향나무
가 훼손되고 뿌리째 뽑혔다. 이러한 상황은 섬의 다은 지역
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가정 정원에 묘목 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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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성 남부 블루카본의 생태적 과정 모니터링 스테이션의 재건
새해가 시작되면서 많은 비가 내리고 얼어붙을 정도의 추위

2015년 초에 아오장 강 어귀에서 추진한 맹그로브 숲가꾸기

가 찾아왔다. 아오장 강 어귀에 맹그로브 늪지대에서는 여러

프로젝트는 중국에서 중요한 해양생태복원 사업 중에 하나

사람이 우비를 입고 추위에 맞서 진흙에 서서 열심히 일하고

였다. 난지섬 생물권보전지역은 지역의 과학적 우위를 이용

있다. 각자 맡은 업무에 따라 일부는 모니터링 플랫폼을 설정

하여 2016년 북경사범대학과 샤먼대학, 화동사범대학과

하고, 일부는 새로운 장비를 설치하며, 일부는 진지하게 데이

“블루카본” 공동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018년 4월, 북경사범

터를 테스트하고, 또 일부는 이전 장비를 조심스럽게 유지보

대학과 공동으로 저장성 남부에 블루카본 생태적 과정 모니

수를 하였다. 2019년 1월 4일부터 6일까지 북경사범대학과

터링 스테이션을 설치하였다. 현재 여러 곳에 심어진 어린 맹

화동사범대학 교수들의 지도 하에 두 대학의 박사과정과 대

그로브 묘목들이 잘 자라서 무성한 맹그로브 생태습지를 조

학원생들이 함께 저장성 남부의 블루카본의 생태적 과정 모

성하였고, 철새들이 좋아하는 놀이터가 되었다. 동시에, 시범

니터링 스테이션을 재건하였다.

스테이션은 단순한 플랫폼에서 이산화탄소 플럭스 측정시스

이번 블루카본 생태적 과정 모니터링 스테이션 재건 작업은
리카(토양) 분석 장치가 이전되고 발광 분석장치가 추가되었
으며 기존 장비들이 유지보수 되고 전체 스테이션의 회로를

템과 이산화탄소/메탄 현장 감시, 리카(토양) 분석장치, 엽
록소 발광 분석장치 등이 장착된 현대 생태적 모니터링 플랫
폼이 되었다.

조정하는 등 버거운 과정이었다.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건사업 이후에, 모니터링 스테이션은 새로운 모습으로 탈

20명 이상의 팀원이 3개 실무 그룹으로 나뉘었다.

바꿈하였다. 관측 장비의 배치가 보다 합리적이고 모니터링

한 그룹은 현장관찰플랫폼을 정리하고 새시를 다루는 힘겨
운 작업들을 수행하였다. 다른 그룹은 기존 장비의 유지보수
및 청소, 새로운 장비 설치와 같은 궂은 일들을 도맡았다. 마
지막 그룹은 장비의 현장 구조 및 디버깅, 회로 테스트와 같

데이터는 풍부해졌으며 작업 효율성이 훨씬 향상되었다. 또
한, 맹그로브 표본구와 인근 지역의 식생 데이터나 지형도까
지도 얻게 되었다. 이것들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블루카본 흡
수원 연구에 대한 중요한 과학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은 정교한 작업들을 수행하였다.
요즘에도 계속 비가 내리고 있다. 연구원들은 빗물에 의한 장
비 손상을 피하기 위해 장비들 위로 우산을 씌우고 오직 얇
은 우비를 입고 진흙 밭에 들어가 매서운 바람을 맞으며 작
업을 하였다. 이 기간 동안, 맹그로브 숲의 지형과 식생군락
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연구진들은 비가 잠시 멈출 때를 이용
해 원격 감지용 무인 항공기(UAV)를 작동하면서 시간과 맞
서 싸웠다. 매서운 바람에 개인 소지품들이 날리고 우비와
살갗이 가지에 긁히며 바지는 진흙 범벅이 되고 비에 젖은 연
구진들의 창백한 얼굴은 눈부신 “과학연구의 정신”으로 빛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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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ÑAS CORUÑESAS BR,
다른 섬·연안 BR과 공동연구 협약 체결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환경 교육
"EDUCANDO EN LA BIOSFERA"

2019년 3월 18일, 호세 산티소 Mariñas Coruñesas 생물권보

2019년 5월 31일, Mariñas Coruñesas 생물권보전지역과

전지역 관리단장은 호세 카산드라 상투메프린시페 프린시페

Terras do Mandeo에 서 추진 하 는 ‘ Educating in the

도지사와 프린시페섬 생물권보전지역을 관리하는 아나 앨리

Biosphere’ 환경 교육프로그램의 폐회식이 로렌스 화가

스 환경부장관을 맞이하였다.
이후 시저 롱고 Mariñas Coruñes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부단

(Pintor Llorens)의 문화의 집에서 개최되었다. 이번이 세 번
째 행사이다.

장의 안내로 그들은 ‘LIFE RURAL SUPPLIES’ 프로그램의

Sada 지 역 에 서 개 최 한 3 차 년 도 ‘ Educating in the

일환으로 개발된 연수 공급 및 위생 솔루션을 구현하는

Biosphere’ 환경교육프로그램에는 교육 공동체 전체가 참여

Abegondo 의회의 노하우를 배웠다. 프린시페섬 관계자들은

하고 기존 프로그램에서 보강되고 교육 센터에 제공되는 주

저렴한 비용으로 소규모 공동체 물자공급과 일반위생관리

제 범위가 확대되고 교육 수단이 개선되었으며 환경 보전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점에 대해서 “매우 흥미로운” 프로젝트

영토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매일 노력하는 전문가와 단

라고 평가하였다. 두 생물권보전지역은 지식과 경험 교환을

체들이 참여하였다. 또한, 교육의 프로그램이 갈리시아 생물

촉진하기 위하여 2018년 4월 자매결연을 체결하였다.

권보전지역내 지역들뿐만 아니라 스페인의 여러 지역에도 전

그리고 5월 14일, Mariñas Coruñesas 생물권보전지역과 La

파되었다.

Palama 생물권보전지역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다. Mariñas

2018/2019 교육과정에는 15개의 교육센터와 2,000명 이상

Coruñesas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단장인 호세 안토니오 산티

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이 교육프로그램은 지속 가능한 발

소와 La Palma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부단장인 프란시스코

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시화하는데 지자체뿐만 아니라

하비에 엑스포시토, La Palma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책임자

학생, 교사, 교육센터 관리팀의 참여와 적극적인 협력이 중요

인 안토니오 산 블라스 아발레즈, Mariñas Coruñesas 생물

하다.

권보전지역의 관리자인 호세 블랑코가 참석하였다. 또한,
MAB스페인위원회 사무국의 란시스코 호세 칸토스가 자리
를 함께 해주었다.

이것은 교실에서 개발된 이론적인 지식을 강화하고 보완하는
실용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개선하
고자 하는 유연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사실, 매년 교육의 주

Mariñas Coruñesas 생물권보전지역의 17개 지방자치당국

제를 선정하고 폐회식에서 선보일 활동들을 제안하는 것을

의 관계자들과 사회, 경제, 환경영역에서 활동하는 관계자들

보면 학교 그 자체이다.

도 참석하였다. 두 생물권보전지역의 공동 목표 중에 하나는
혁신적이고 질 높은 관광으로 이끄는 행동과 이니셔티브를
촉진하면서 지역의 문화를 존중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을 장
려하는 것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http://marinasbetanzos.gal/es/

Mariñas Coruñesas 생물권보전지역(BR)은 전체 사회, 특히
청소년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교육 센터에서 생물권의 환경 파수꾼을 발굴하는 가
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http://marinasbetanzos.g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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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라완 생물권보전지역에서의 캠페인
“천산갑(Pangolin)을 구하자”

팔라완 생물권보전지역에 보전서식지
교육과정 이수한 야생동물 집행관

2019년 2월 19일, 팔라완지속가능발전협의회(PCSD)의 정보

Cleopatra 's Needle Critical Habitat (CNCH)의 40여 명의

교육커뮤니테이션 캠페인에서 푸에르토 프린세사 시의 티니

이해관계자들은 야생동물집행관 (WEO) 및 야생동물 자원

귀반 초등학교와 산타 모니카 초등학교에서 800명이 넘는

봉사자 (WEV)가 되기 위해 팔라완 지속가능발전협의체

학생들이 “팔라완 천산갑(Manis culionensis)”을 보호하는

(PCSD)에서 교육을 받았다. CNCH는 필리핀에서 가장 오래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였다.

되고 가장 다양한 숲을 보유하고 있으며 팔라완 생물권보전

세계에서 가장 밀수 위험에 처한 천산갑(Pangolin)은 곤충

지역의 핵심 구역이기도 하다.

의 수를 조절하는데 중요한 생태적 역할을 한다. 그러나, 불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2019년 4월 1~5일 까지 팔라완 지속

법 밀거래나 서식지 손실로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가능발전협의체와 2016년 Cleopatra’s Needle산의 보전서

세계에 서식하는 8개 종 중에 하나가 팔라완 고유 종이고, 현

식지 선언을 이끈 비정부기관인 지속가능 센터가 주최하였다.

재 “멸종 위험이 아주 높은” 종으로 등록되었다.

필리핀 야생동물 보호 및 보존법 (Republic Act No. 9147)에

강연 후에 학생들은 가로세로 낱말풀이를 풀고 그들이 천산
갑(Pangolin) 관련하여 개발한 놀이를 하거나 천산갑의 중
요성과 그들을 보호하는 법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
한다는 서약서에 사인하였다.

근거하여 보호지역이 아닌 그 외의 멸종위기 종 서식지인 경
우 그 지역의 풍토성 및 생존에 대한 위협의 존재를 고려 중
요한 서식지로 추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교육은 CNCH에 대한 관리계획이 개발되고 있는 동안
CNCH 워킹 그룹이 숙련된 야생 동물법 집행관을 보유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 교육에는 Republic Act No. 7611 (전략
적 환경 계획), Republic Act No. 9147, and Republic Act
No. 9175 등 야생동물 취급 및 팔라완 특별 환경법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었다. 연수생 중 24 명은 자원봉사자였으며
2017 년에 이미 동일한 교육을 마친 후 재교육을 받은 것이
다. 대부분은 CNCH의 원주민 공동체의 일원이다.
40 명의 연수생 중 16 명이 WEO 시험에 합격했다. 이 후, 합
격자들은 PCSDS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킨 후 이사회에 선서
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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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ñas Coruñesas 생물권보전지역,
미셸 바티스상을 수상!
Mariñas Coruñesas 생물권보전지역은 식품계획(Food Plan)

현재 홍보되는 마케팅 경로 중에 하나는 지역의 단체 식당

에 대해서 UNESCO로부터 특별상을 받았다. 이 상은(미셸

(학교, 회사 식당)에서 Mariñas Coruñesas 생물권보전지역

바티스상; Michel Batisse Award)는 미셀 바티스 박사를 기

의 브랜드 제품을 소개하는 것이다.

념하여 UNESCO MAB프로그램의 세르비아 전략의 권고에
따라 생물권보전지역 우수 관리자에게 수여한다.

상품의 단순화, 즉 Mariñas Coruñesas 생물권보전지역의
식품계획을 통해 홍보되는 플라스틱 용기 사용의 배제 혹은

1968년 미셸 바티스 박사는 자연자원의 이용과 보전에 대해

감소는 기후변화의 대응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음식모

서 최초로 UNESCO 회의를 개최하는데 기여하였다. 미셸 바

형의 생태발자국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티스 박사는 UNESCO의 인간과생물권계획(MaB)을 창설하
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marinasbetanzos.gal/es/)를 참조 바랍니다.

Mariñas Coruñesas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단장인 호세 안
토니오 산티소는 지난 6월 파리에서 개최된 미셸 바티스상
시상식이 있었던 UNESCO인간과생물권계획 국제조정이사
회(MAB-ICC)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발표하
였다.
UNESCO는 Mariñas Coruñesas 생물권보전지역의 식품계
획을 지역 고용창출, 생물다양성 촉진 및 기후변화 경감을 위
한 도구로 채택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지역 생산
품에서 식품생산으로 연결되는 중소 기업의 창설을 확대하
는데 기여하고 있다.
식품계획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고용 기회로써 유기농업을 홍
보하는데 기여한다. 또한, 농업활동에 참여하길 원하지만 토
지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창구들이 마련되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내 유기농품 소비와 농업생물다양성 및 토종산의 이
용이 권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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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플라스틱 뉴스, 2019여름호

더블린에서 개최된 EuroMAB 회의

제로플라스틱 워킹그룹은 올해 상반기에 많은 일을 해냈다.

더블린에서 열린 EuroMAB 회의 (2019년 4월 2-5일)에서 16

ZPWG (Zero Plastic Working Group)은 무엇일까?

개의 생물권보전지역 (Biosphere Reserves)과 국제연구네

10년 전 란자로테 생물권보전지역에서 행해진 첫 번째 단계
로 ZPWG는 2018년 5월 Menorca에서 개최된 세계섬연안생
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회의에서 시작되었다. ZPWG는 세
계섬연안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와 Marine Sciences For
Society 연구네트워크를 위한 이니셔티브이다. 지방 정부와

트워크인 Marine Sciences For Society (MSFS)로 구성된
제로플라스틱 워킹그룹을 위한 플라스틱 오염 방지 워크숍
이 마련되었다. 플라스틱의 남용으로 인한 유해한 결과를 최
소화하며 생물권보전지역의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난제에
직면하도록 세계적인 참여를 촉구하였다.

학계 간의 이러한 협력관계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방안을

플라스틱 오염 방지 워크숍 참가자들은 교육기관 및 정부와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모든 생물권보전지역의 참여를

의 협력 등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해 생물권보전지역이

적극 권장한다.

기울여야 할 도전과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기

지난 4월 더블린에서 개최된 EuroMAB 회의에서 발표된
ZPWG의 업무에 대한 간략한 요약과 생물권보전지역에서의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관한 워킹그룹 구성원의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관, 사회 단체 및 모든 시민들이 세계적인 위협요소인 플라스
틱 문제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생물권보전지역의 집단 지역 프
로세스를 강구하기를 촉구하였다.
또한 제로 플라스틱 워킹그룹은 다음과 같은 5가지 핵심 원

http://zeroplastic.islandbiosphere.org/Contingut.aspx?I

칙(간단, 명료, 솔선수범, 물 절약, 이제 그만!) 에 기반을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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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적 행동방안, 경험, 평가 및 결과에 대해 효과적인 소통

이 외에 워킹그룹 활동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
http://zeroplastic.islandbiosphere.org
제로플라스틱 워킹그룹 (Zero Plastic Working Group)에
참여하는 생물권보전지역은 다음과 같다.
Archipelago Sea Area, Blekinge Archipelago, Cat Ba
Archipelago, Commander Islands, Fuerteventura, Gran
Canaria, Isle of Man, Jeju Island, La Hotte, Lanzarote,
Menorca,
Ometepe,
Palawan,
Península
de
Guanahacabibes, Terres de l’Ebre, Urdaibai and the
international research network Marine Sciences For
Society. Coordinated by: Eva Cardona (Menorca BR;
WNICBR), Aquilino Miguelez (Lanzarote BR), Juan
Baztan (Paris Saclay University; MSFS), and Bethany
Jorgensen (Cornell University; MSFS)

을 유지하기 위한 웹 도구 및 공동 네트워크 방안을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uroMAB 회의에서 이루어진 더블린 공약 후 워킹그룹은 플
라스틱 생산의 지속적인 증가에따라 세계의 생물 다양성과
인류의 건강, 환경, 해양, 담수 및 육지에 미치는 플라스틱 오
염의 영향에 직면하기 위해 지역 공동체의 가치에 기반을 둔
윤리적 공동 작업 과정을 촉구하고 있다. 공동 책임과 공동
연구 및 지역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기존 생물권보전지역 네
트워크 및 유네스코와 함께 생물권보전지역의 참여를 유도
함으로써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새로운 인식을 확산시키고
행동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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