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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ander Islands Biosphere Reserve, Russia

코만도르스키예 제도는 러시아에서 멀리 떨어진 섬으로 태평
양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야생동물이 자연 그대로의 모
습으로 보호받고 있는 곳이다.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
곳은 수천 마리의 해달과 잔점박이물범이 서식하고 수십만
마리의 북방물개와 수백 마리의 바다사자가 떼를 지어 지내
는 곳이다. 섬 앞바다의 보호구역에서는 향유고래, 범고래, 혹
등고래, 북태평양참고래 등 12종의 고래를 자주 볼 수 있다.
어스아워(Earth Hour; 세계자연기금의 어스아워가 환경오염
으로 인한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지구의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시작한 환경운동 캠페인의 날) 2020 캠페인의 일환
으로 러시아 세계자연기금의 파트너사들과 여러 관련단체에
서 주요 환경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500만 루블을 모금
하였다. 그 중 380만 루블은 베링섬의 해양 포유류들을 위한
생태통로를 만드는데 사용될 것이다.

“우리는 프로젝트 후원기관인 러시아 세계자연기금과 더불어
Severo-Zapadnoye 서식지를 따라 해양 포유류를 위한 생태
통로를 구축하는 데 재정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단시간 내에 프로젝트 기금이 모
금되었다는 것은 이 보호지역 프로젝트가 관광객들 사이에서
수요가 있을 것이고 베링섬 니콜스코예 마을의 주민들과 보
호지역 방문객들의 인식을 제고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올해 안으로 생태 통로 구축 프로젝트
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
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라고 Evgeny Mamaev 보호지역 관리국장이 말했다.
보호지역은 베링섬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는 곳에
안내판과 탐방로(계단), 관람 공간과 데크시설 탐방로를 구축
함으로써 관광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더불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길 기대한다. 세계자연기금 관계자들
은 섬의 생태관광 개발은 주요 환경프로젝트를 위한 기금 확
보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보호지역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을
유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http://komandorsky.ru/en/wwf-russia-ecopaths.html

생태로 구축의 첫 단계는 지난 2017년에 완료되었다. 기금
덕분에 안내판과 출입구가 생겨나면서 이곳에는 새로운 관람
공간이 만들어졌다. 2019년에는 보호지역 관계자들이 이동
하기 힘든 구간에 42미터의 계단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관리기관은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할 자금이 부족하였
다. 코만도르스키예 제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기관의 대표자
들은 러시아 세계자연기금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현재 모금
된 기금은 공사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모든 경비를 충당하기
에 충분할 것이다.

Severo-Zapadnoye 서식지의 생태탐방로 전망대

베링섬의 물개 서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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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rgian Bay BR, Canada

“Growing Together”는 각자의 식
재료를 직접 재배하도록 돕는 새로
운 프로젝트이다. Georgian Bay 생
물권보전지역은 재배 가능한 야채와
허브 플랜터들을 전달하기 위해 여
러 파트너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
본 캠페인의 목표는 지역에 1,000개의 플랜터들을 배포하여
식자재를 손쉽게 재배하고 관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플랜터를 수령하도록 지역 내 파트너사
들에게 플랜터가 전달될 것이며 건강한 먹거리 수급이 가능
하도록 재배되고 관리될 것이다. 파트너사들은 사전에 그들
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예상 참가자들의 수를 미리 파악하
여 플랜터를 주문해야 한다.
파트너사로는 푸드뱅크, 사회복지기관, 공동체 텃밭, 보호시
설, 의료시설, 노인복지기관, 퍼스트 네이션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플랜터를 수령하여 참가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기관
이라면 참여가 가능하다. 총 지급될 플랜터 수량은 5월부터 7
월까지 진행되는 기부 캠페인과 여러 모금활동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이제 기관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어떻게 플랜터를 전달할지,
또는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참가자들에게 어떻게 플랜터를
안전하게 배달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플랜터는 수확이
가능한 조기 작물을 시작으로 크기가 큰 여름 작물까지 다양
한 채소를 가지고 있다. 이 외에도 상추, 아루굴라, 케일, 파,
방울토마토, 가지, 큰 토마토 또는 파프리카 등이 있으며, 바
질, 파슬리, 타임과 같은 향신료와 조미료로 쓰이거나 꽃가루
매개자 역할을 하는 허브도 있다.

뒷마당 가드너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지(씨 뿌리기부터 퇴비
화처리까지 모든 정보)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라
고 Georgian Bay 생물권보전지역 Delaina Arnoid 교육팀
장이 말했다. 원예 정보는 www.gbbr.ca/gardens에서 이용
이 가능하다.
프로그램이 주는 혜택으로는 기본 원예 기술을 통한 식량안
보 강화, 건강하고 신선한 작물재배, 식물가꾸기를 통한 정신
건강 단련, 원예 성공을 높이는 교육자료, 재사용 가능한 플랜
터와 함께 ‘Kids Can Grow’와 같은 어린이 활동 등이 있다.
여름 하반기에는 플랜터에 시원한 날씨의 작물인 상추와 시
금치를 심을 수도 있다.
“2008년 이후로 우리는 지속 가능한 먹거리, 정원 가꾸기, 음
식 준비 기술 등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우리의
‘Growing Together’ 캠페인은 단기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만 장기적으로는 식품 안보와 지역사회 복지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Georgian Bay 생물권보전지역은 지난 주 11,200
달러를 모금하였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적어도 우리 지역에
1,000개의 플랜터를 공급하고 원예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에
게 온라인 자료와 비법, 궁극적으로는 워크샵 개최를 지원하
기에 충분한 기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라고 Georgian
Bay 생물권보전지역 총책임자인 Becky Pollock 박사는 말했
다.

참가자들은 어떤 채소를 받을지 선택할 수 없으며 플랜터는
일반인들에게는 제공되지 않고 그것들을 유통할 파트너 기관
에 대량으로 배달된다. 일반인에게는 지역 내 원예 센터에 전
화 주문하여 받아보도록 권장하고 있다. 가정 원예사들에게
는 올해 신선한 농산물들을 지역 음식 프로그램에 기부할 수
있도록 여분의 작물들을 좀더 재배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우리는 각 식물에 라벨이 부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으며 새로운 가드너들을 위해 컨테이너 원예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에 답변하는 정보지를 만들었습니다. 플랜터들
은 창가나 뒷마당 계단 또는 현관과 같은 볕이 잘 드는 곳을
필요로 하지만 바람을 피해야 하는 것과 같은 몇가지 주의사
항이 있습니다. 플랜터에 주기적으로 물을 줘야 하지만 흥건
하게 줘서는 안 됩니다. (흙 표면의 2인치 정도가 말라 있다면
물을 줘야 함) 여러분의 작물을 자세히 관찰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이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Briar Howes씨가 Little Gardens Ltd.의 채소 모종에
물을 주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패리사운드에서)
사진 출처: Becky Pol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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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uritz Cluster BR, South Africa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과 그 영향으로 남아프리카는 2020년
3월 26일 봉쇄에 들어갔고 이 기사를 작성할 시기에도 규제
는 다소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봉쇄가 진행되는 상황이었다.
코로나 발병 이후에 전 세계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남아
공 역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으며 간혹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
에 직면하기도 한다. 웨스턴 케이프의 반 윅스도르프에서
Gouritz Cluster 생물권보전지역의 Jobs for Carbon (J4C)
팀은 가장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몇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회의를 소집하여 정보들을 교환하였으며 지역사회 지원
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일부 지역의 회원들에게는 기부
를 권유하였다. 그 결과, 2020년 4월 13일 J4C팀은 무료급식
소를 설치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
가장 큰 과제는 지역의 유아교육센터의 아이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랜드케어(J4C의 일부 프로젝트에서 파트
너기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현재 실직 상태인 여성들
에게도 식사를 제공하였다. 음식은 학교의 아이들에게는 주 2
회, 랜드케어팀에게는 주 5회 제공되었다. 랜드케어의 여성들
은 교대로 식사 준비를 도왔다.
J4C팀의 최우선 과제는 제공되는 스프와 스튜가 건강에 유익
하고 영양가가 높으며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도록 하는 것
이었다. 왜냐하면 제공되는 식사가 하루 중 유일한 끼니가 되
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이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과 집중적인 노동력이
요구되었고 프로젝트 규모에 비해 터무니 없이 작은 규모의
시설에서 모든 일들을 해내야만 했다. 하지만 여러 어려움에
도 불구하고 J4C팀은 7주 동안 2,310개의 식사를 제공했다.
팀은 어려움에 처한 공동체를 돕고 어느 누구도 굶주린 채 잠
자리에 들지 않도록 했다는 변화에 자랑스러움을 느낀다.
J4C는 기금이나 식재료 또는 도움의 손길을 내어준 Gouritz
Cluster 생물권보전지역과 다른 모든 기부자들에게 감사 인
사를 전한다. 우리는 함께 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조 바란다.
https://gouritz.com/portfolio/jobs-for-carbon/
https://www.facebook.com/Jobs-for-Carbon1058335141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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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oise Biosphere Reserve, France

Isle of Man Biosphere Reserve

연초에 개관된 ‘Ushant 에코 박물관’은 Iroise 생물권보전지
역 전시관 중에 하나로 프랑스 문화부의 "le musée sort de
ses murs(박물관은 벽에서 나온다)." 브랜드 사업 중 하나이
다.

Isle of Man 생물권보전지역에서의 생활 모습이 전시 작품으
로 선보여졌다.

박물관 팀은 가족 친지들 사이에서 전해져 오는 감성적 가치
가 있는 물건들이 어떻게 보호되고 보존되는지 알기 어렵다
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물건들은 가족 유산의 일부이기 때문
에 집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그것들은 대대로 전해져 오는
가족의 이야기가 되기도 한다.
그들의 지식과 배움은 그 지역의 역사에 깊이를 더하고 풍성
하게 한다. 이런 역사를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계속해서 써내려
가기 위해 박물관과 주민들 간에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의견
교환의 장이 마련되었다.
지역 주민들은 어떤 물건을 제시하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박물관은 수집된 물건에 대한 사진, 치수, 설명
내용, 사용 연도, 역사성 등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유산 복원 전문가는 가정 내에서의 보존 환경과 보호 상태를
개선할 목적으로 유산 소유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페이스북 구독: @Iroise Biosphere Reserve UNESCO

Mannin Quiters 회사는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작품 하나와 6
개 마을의 생활모습을 표현한 작품들로 총 7개 작품을 제작하
였다. 이 작품들은 마을의 자연적, 사회적, 문화적, 유산적 특
성들을 잘 묘사하고 있으며 퀼팅그룹의 회원들이 오랜 시간
에 걸쳐 완성한 작품들이다.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
트워크에 걸맞는 이번 작품들은 섬의 다양한 해양생물과 해
양 보호지역, 해변 정화 활동 등을 잘 묘사하고 있다.
Castletown 시민회관에서 열린 공공전시회는 Isle of Man
수석장관인 Howard Quayle이 주최하였으며 그는 Isle of
Man 생물권보전지역의 파트너십 그룹의 의장직을 맡고 있다.
그는 “UNESCO 생물권보전지역은 Isle of Man에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
리의 다양한 자연과 야생동물, 풍부한 유산, 과거에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우리 삶의 문화, 그리고 우리 섬을 특별
하게 유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열망과 공동체 의식을 기
념하는 것입니다. Mannin Quilters 회사에서 주관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여러 모습들을 한데 모아두고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Isle of Man이 다른 지역과 달리 우리
지역을 특별하게 만드는 공동체 의식을 상징합니다.’ 라고 말
했다.
작품들은 Covid-19로 공공시설이 봉쇄되기 이전에 Isle of
Man 지역 내 2개 장소에서 전시가 되면서 큰 호평을 받았다.
이어서 Isle of Man의 가장 큰 예술회관인 Villa Marina에서
전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영구적인 장소에서 공공
전시가 이루어질 계획이며 British Isles-wide 축제에도 참여
할 계획이다.

Man of Isle의 Castletown 시민회관에서 열린 전시회 개막식에
(오른쪽) Hon Howard Quayle, Isle of Man 수석장관
(왼쪽) David Parnell, Castletown 위원회 부위원장
(가운데) Chris Eastham, Mannin Quilters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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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ñas Coruñesas e Terras do Mandeo BR, Spain

Mariñas Coruñesas e Terras do Mandeo 생물권보호지역
은 스페인 북서부의 갈리시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서양과
맞닿아 있다. 17개 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곳은 11만
6,724 ha를 차지하며, 이 중 2,754.6 ha는 해양구역이다. 이
곳의 인구는 19만 5,077명이다. Mariñas Coruñesas e
Terras do Mandeo는 현 상황에 처한 주민들의 요구들을 반
영하고 교육을 촉진하는 등 생물권보전지역의 기능을 계속해
서 실행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과제들 중에 하나로써 지역사회의 교육
공동체에 생물권보전지역의 가치와 철학을 계속해서 전달하
기 위해 ‘생물권보전지역에서의 교육’을 온라인 프로그램으
로 진행하였다.
‘생물권보전지역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이는 학교에서 습득한 지식을 보강하고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교육공동체를 목표로 한 실천적인 활동들의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이 시작될때부터 관련 활동들은 UN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기준으로 하여 설정되었으며 다음에 초점을 두
었다: 해양, 육상 생태계 개선 및 보전, 기후변화 인식 증진,
지속 가능한 자원 이용의 중요성 강조, 해양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플라스틱 사용의 감소를 강조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촉진 등

매년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건강한 식단, 지역 생산물 소비, 성 불평등의 감
소 등 새로운 주제의 활동들이 추가되어 왔다.
‘생물권보전지역에서의 교육’은 생물권보전지역 연안 자치구
중 하나인 Sada 지역에서 2016년에 시작되었는데, 그 이후
로 생물권보전지역 자치구역 내에 3세에서 17세까지 학생들
이 다니는 학교에서 조금씩 참여하고 있다.
현재는 생물권보전지역의 6개 자치구의 학교에 교육 프로그
램이 신설되어 있으며, 작년에는 3,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2019-2020 생물권보전지역에서의 교육’
http://marinasbetanzos.gal/es/2020/04/28/a-reservade-biosfera-marinas-corunesas-e-terras-do-mandeoadapta-o-seu-programa-educando-na-biosfera/
http://mediatecasada.seneca.tv/library/items/presentacion-educandobiosfera-2020
‘생물권보전지역에서의 교육’ 책자
http://marinasbetanzos.gal/wpcontent/uploads/2019/06/Libro-Educando-naBiosfera_medios-dixitais.pdf

아이들과 조개 양식업 어업인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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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hamalaza-Iles Radama BR, Madagascar

마다가스카르 정부에 따르면 마다가스카르는 올해 6,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Sahamalaza 생
물권보전지역은 Mahitsihazo 지역에 120만 그루의 맹그로
브 묘목을 심었고 약 2,000명의 사람들이 참여하였다.
본 프로젝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Sahamalaza 생물권보전지역은 마다가스카르 북서부 지
역에서 갑각류가 가장 많이 서식하는 곳으로써 갑각류 서
식지를 복원한다.

•

Sahamalaza 연안지역 보호에 힘쓴다.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Sahamalaza 생물권보전지역에 서
식하는 8개 종의 맹그로브를 보존해야 한다는 중요성 인
식에 기여한다.

게다가 오렌지, Combavas(감귤류 과일), Corosoles 등과 같
은 과수나무와 Dallbergia sp를 포함한 8,000여종이 식재되
었고 전체 25ha가 넘는 지역이 재조림 되었다. 이는 지역 주
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토양 침식으로부터 토양을 보호하
기 위함이다.
여러 관할 부처와 지역 주민들, Sahamalaza 생물권보전지역
의 기술적, 재정적 파트너기관에서도 재조림 사업에 동참함
으로써, Sahamalaza 생물권보전지역은 국가적으로 맹그로
브 재조림 지역이 되었다.

Socotra Archipelago BR, Republic of Yemen

소코트라 섬은 감람과의 종 다양성이 가장 높은 곳이다. 이곳
은 7~8개 종의 감람과 식물이 서식하며 모두 고유종이고, 5
개의 콤미포라속 중에 4개 종이 고유종이다. 모든 종들은 건
조지에서도 잘 자라는 낙엽수나 관목 식생 구역에서 서식한
다. 일부는 저지대에서 대량 서식하는 반면(Boswellia
popoviana, Commiphora ornifolia, C. socotrana), 일부
종들은 고지대에서만 서식한다(B. ameero, C. planiforns).
유향나무는 두 그룹으로 나뉜다. 첫 번째 그룹의 종은 땅에 뿌
리를 내리는 식물이다(B. sp. A, B. elongate, B. socotrana
를 포함한 B. popoviana). 두 번째 그룹은 절벽에 뿌리를 내
리는 식물종이다(B. popoviana, B. dioscorides, B. bullata,
B. nana). 일반적으로 땅에 뿌리를 내리는 식물들은 방목에
의한 영향으로 멸종위기의 위험에 좀더 노출되어 있다. 유향
나무들은 예전부터 사회경제적, 문화적 가치가 높았다. 유향
은 주요 생산물 중 하나였고 소코트라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
서 수천년 동안 재배되어 왔다. 그러나, 지역 사람들은 이 나
무를 소의 사료로 쓰거나 전통 약재 또는 꿀벌의 꿀 공급원으
로 사용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가축 방목으로 인해 땅에 뿌리 내리는 식물
의 재생이 어려워지면서 유향나무와 몰약나무 개체수가 감소
했다. 더군다나 현재 종의 분포 현황을 파악하고 보전하고 관
리하기 체계적인 연구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방목과 축산 시스템은 개체군 감소를 초래하고 식물의
자연적 재생을 억제한다. Homhil지역의 B. elongate는 종
보전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적합한 관리 계
획과 실행이 요구된다. 현재 소코트라섬은 2015년, 2018년,
2019 년 에 태 풍 으 로 인 해 Boswellia elongate 70%,
Boswellia socotrana 25%, 기타 다른 종들의 5~10%가 유실
되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는 소코트라 섬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Boswellia 종의 복원과 생물다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기
금처를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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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 Island BR, Republic of Korea

Jeju Island BR, Republic of Korea

UNESCO MAB프로그램은 보전과 발전의 조화를 추구하며,
제주도는 UNESCO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을 통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WNICBR 제주사무국은 유네스코 MAB사무국과 공동으로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ICBR)을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 관련
연구를 수행 중이다. 기후 변화는 가장 문제가 되는 환경 이슈
중에 하나로 자연과 인간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있다. 생
물권보전지역, 특히 섬연안 지역은 기후 변화에 취약하기 때
문에 이에 맞는 전략 수립과 실행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국제
기구는 생물권보전지역과 같은 국제보호지역에 대한 구체적
인 전략을 수립·이행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생태관광 사업은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이 창출되고 지역의
경제와 환경 보전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에 2개
의 마을이 새롭게 생태관광마을로 선정되면서 5년간 정부 지
원을 받게 되었다. 본 사업은 마을의 고유한 생태관광 모델을
만들어 향후에 마을이 스스로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과 활동
들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저지리와 하례리
마을을 생태관광마을로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마을 주민들의
따뜻한 환영과 환대를 받아 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은 지역 자
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과 하천 탐방 프로그램 등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었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주
민들과 관광객들은 자연 환경의 가치를 배우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신규 생태관광마을로 평대리와 호근동이 선정되었다. 컨설팅
업체는 지역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일련의 회의를 개최
하고 생태관광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의 자원들을 조사하고
있다. 5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는 생태관광마을 지원사업은 정
부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헌신과 협력이 요구된다. 본 사업
은 현재 2단계에 접어들어 주민대상 교육과 프로그램 기획 등
이 추진되고 있다.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객들은 지
역주민들과 함께 탐방하며 지역의 문화와 역사, 생태계를 보
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단계로 기후변화가 연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했다.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에 관한 두 번째 연구
단계도 완료되어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세번째 연구 단계는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서 섬‧연안 생물
권보전지역의 가치’ 로 4개의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중간 보고서는 공동 사무
국인 메노르카와 제주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다. 최종 보고서
는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의 가치와 의미를 널리 알리는데
활용될 것이며 연구 목표와 자연에 대한 인간의 관점과 관련
하여 연구결과가 요약 될 것이다.
최종 보고서는 내년 초에 완료되어 공개될 예정이다.
http://www.jeju.go.kr/wnicbr/eng/pds/pds.htm

하례리 마을의 효돈천 탐방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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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Palma Biosphere Reserve, Spain

La Palma Biosphere Reserve, Spain

라팔마 생물권보전지역은 아조레스 제도의 코르보 섬과 함께
LIFE IP AZORES NATURA 프로젝트 섬으로 프로젝트와 관
련하여 외래종의 조기 발견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운영 프레
임워크 구축작업을 시작했다.

“The Crime of the Reserve” 연극이 라팔마 생물권보전지
역의 제작 지원과 라팔마 문화부와 산타 크루스 행정시의 후
원으로 지난 3월 6일 산타 크루스에 위치한 Circo de Marte
극장에서 공연되었다.

이러한 운영 프레임워크의 설계, 테스트 및 평가는 다양한 관
리주체, 기술자 및 전문가의 구성 및 협력을 필요로 하는 복잡
한 작업이다. 복잡성을 인지하는 라팔마 생물권보전지역은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주체의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정의
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확립하였다.

"The Crime of the Reserve"는 생물권보전지역 홍보대사이
자 저명한 극작가인 안토니오 타바레스가 직접 집필하였고
칼로스 디리온이 기획하였으며 시립예술대학교 학생들이 공
연에 참여하였다. 공연 당일 오전 10시에는 여러 교육단체(농
촌 학교, 중등 및 대학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오후
8시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연이 열렸다.

이에 침입 외래종 관리 및 관련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들로 구
성된 전문위원회가 설립되었다. 본 위원회의 목적은 의사결
정 시 로드맵을 설정하고 작업할 종과 이들의 개입에 대한 프
로토콜을 규정하는 것이다.
본 위원회의 활동은 기술위원회와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팀,
Intervention group에 의해 지원된다. 그들 모두는 라팔마의
침입 외래종 문제에 대한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프
로젝트를 개발하고 행동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등 일련의
거버넌스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http://www.lapalmabiosfera.es

연극은 시민과 생물권보전지역 간의 관계 회복의 요소로 여
겨지고 있다. 이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우리 영토의
특성과 가치를 공유하면서 유지, 관리하는 역할이 될 수 있다.
극 중 주인공은 사람을 찾아 라팔마로 여행을 떠나고 특별한
섬에 다다르는데 이 곳 사람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생물권보
전지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그들은 생물권보전지역에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끼고는 있지만 그 누구도 주인공에게
그것을 정확히 설명하지는 못한다. 주민들은 생물권보전지역
의 긍정적인 측면을 받아들이기는 하나 언어로 정의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이 코믹극의 이러한 내용은 많은 대중들의 공
감을 얻는다.
이 작품의 배경은 주인공의 움직임을 따라 펼쳐지는 라팔마
의 풍경을 다양하게 재현하고 영상학적 미학을 제공한다.
http://www.lapalmabiosfera.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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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마리의 갓 부화한 Olive Ridley 바다거북이가 지난 2020
년 2월 19일 푸에르토 프린세사 시의 바랑가이 바공 베이안
에서 방생 되었다. 태스크포스 파위칸(Task Force Pawikan)
팀은 푸에르토 프린세사시 환경자연자원국(City-ENRO)의
지원으로 바다거북이들을 방생하기 전에 둥지를 보호하고 관
리하였다.
이번 방생 프로젝트에는 환경자연자원부와 팔라완지속가능
발전협의회(생물권보전지역 관리기관), 바랑가이 파위칸팀이
참여하였다.
Olive Ridley 바 다 거 북 은 학 술 적 으 로 Lepidochelys
olivacea로 알려져 있으며, 흔히 따뜻하고 열대지역의 바다
에서 발견된다. 그리고 바다거북 중에서 가장 많은 개체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 판골린의 날’은 판골린에 관심을 유도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판골린을 지키기 위해 매년 2월 셋째 주 토요일을 ‘세계
판골린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필리핀 판골린(Manis Culionensis)과 관련된 암거래, 특히
판골린의 비늘과 고기는 중국과 베트남 일부 지역에서 중국
한의학 약재로 사용되는데 이는 판골린에 대한 가장 큰 위협
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리고 화전 농업과 산림 파괴, 토지 이
용 전환 등으로 인한 서식지 손실 또한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Olive Ridley 바다거북은 IUCN 멸종위기종 적색목록에 “취
약종”으로 분류되었지만, PCSD결의안 제15-521호(공화국
법 9147호에 따른 범주와 팔라완 육상, 해양 야생생물 목록
(2014년 개정))의 기준에서는 “위급한 멸종위기종”으로 분류
되고 있다.

필리핀 판골린은 세계 8종의 판골린 중에 하나이며, 필리핀의
이 특정 종은(현지에서는 “Balinton”이라 불림) 오직 팔라완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만 발견된다.
학교 카라반 - PCSD(팔라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2020년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푸에르토 프린세사 시에 위
치한 4개 국립 고등학교에서 카라반 활동을 실시하여 필리핀
판골린을 소개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종들을 보호하
고 관리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에 대한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본 행사에는 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하였다.
전시회 개최 – PCSD는 세계 판골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2
월 15일 쇼핑몰 내에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푸에르토 프린세
사 시에 위치한 SM몰에는 관람객들을 위한 대형 판골린 그림
과 인포그래픽 자료 전시, 체험 공간 등이 마련되었다.
Click HERE to Learn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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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라완 생물권보전지역의 중심부인 푸에르토 프린세사에
Cleopatra's Needle 우림은 필리핀에서 가장 오래된 산림 중
하나로 다양한 고유종이 서식하고 있다.
체계적인 관리 보호를 위해 팔라완지속발전위원회(PCSD, 생
물권보전지역 관리기관, 규정17-612)는 2017년 12월 15일
CNCH를 주요 서식지로 지정하였다.
CNCH TWG(실무워킹그룹)는 인형극 및 기타 교육활동이
포함된 BCC(Behavior Change Communication)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에 CNCH 보존 가치를 알리고 있다.
팔라완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와 로하스 지자체(LGURoxas)는 시에 새로운 지역 라디오 방송국을 개설하기 위해
팀을 구성했다.
AM / FM 라디오 방송국으로 주파수 이름은 DWSD(지속가
능발전)이며 주파수가 103.5이다. 이 라디오 방송국은 팔라
완 로하스 지역의 환경보전 및 관리와 지역의 발전 측면에 관
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PCSD와 로하스 지자체 간에 합의된 양해각서에 따라 CRS
(지역 라디오 방송국)는 PCSD-EED(환경 교육부서) 및
PCSD-DMO(북부지구 관리사무소)를 포함하여 비정부 기관
으로 구성된 로컬 미디어 위원회(LMC)에서 관리한다.
2019년 12월 19일 DWSD Radio 103.5의 런칭 및 테스트
방송을 기념하며 PCSD 부국장 Adelina B. Villena는 방송국
설립목적이 지속가능 발전을 지역사회에 전파하고 난개발 등
이에 반하는 행동을 자제시키는 것이라 하였다.
“지역 라디오 방송국으로서 지역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이 라디오방송국이 변화를 꾀하고 지역에 많은 도움
이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Atty는 말했다.
공화국법 8993호는 PCSD에 "팔라완 지방의 라디오 및 / 또
는 텔레비전 방송국을 설치, 운영, 유지 및 관리하는 사업권을
부여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CRS는 방송 전파 범위를 인근 두마란 및 아라셀리 지역으로
넓힐 것이다. 로하스시 시장 Dennis M. Sabando는 이러한
노력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하며 “라디오에서 로하스지역 주
민 뿐만 아니라 방송이 전파되는 다른 지역 주민을 위해 다양
한 논의 주제를 다뤄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
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2019년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워킹그룹은 중요서식지로
지정된 CNCH 지역 주민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교육을 7
개의 마을(San Rafael, Tanabag, Concepcion, Binduyan,
Langogan, Tagabinet 및 New Panggangan)에서 진행하였
다.
푸에르토 프린세사 환경·자연자원국 협력기관은 이전 참가자
들이 자신의 거주지가 주요 서식지로 지정된 데에 대한 인식
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가장 기대되는 활동 중 하나는
"Ginto sa Dagta(Sap in Gold)”라는 제목의 뮤지컬 인형극
으로 이 연극은 Cleopatra’s Needle 우림지역의 Batak 원주
민인 두 어린이의 모험 이야기를 다룬다.
마을공동체는 알마시가나무(Agathis Philippinensis)의 수액
채취와 야생동물 밀매 문제 등으로 인해 문화와 생계를 유지
하기 위한 산림 보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한 관계자는 “모든 원주민을 포함한 공무원, 청소년, 여러 관
련단체에서는 CNCH의 보존 및 관리에 동참해야 한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지역을 보호하고 불법 또는 자연 훼손 현장을
목격 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Lucilo R. Bayron 시장은 CNCH의 관리계획 완성을 위해
CNCH 및 실무워킹그룹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집행 명령에
서명했다. 이러한 교육활동은 도시환경 및 자연자원사무국,
팔라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USAID 야생보호동물 및 지속가
능센터의 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https://pcsd.gov.ph/igov/2019/12/20/locals-ofcleopatras-needle-watch-ginto-sa-dagta-puppetshow-on-forest-conservation/

https://pcsd.gov.ph/igov/2019/12/23/newcommunity-radio-station-launches-in-rox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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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노르카 생물권보전지역은 섬에서 자연 환경과 문화를 보호
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이행하는 생산자와 기업을 차별화하
기 위해 새로운 지속 가능성 브랜드를 출시했다. 이 사업은 지
난 12월에 시작되었으며 30개가 넘는 회사가 브랜드 인증을
받기 위해 신청했다.

2019년“Menorca 2030 전략”을 수립하여 섬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을 구축하였다. 이
로드맵에 포함된 실행방안 중 하나는 메노르카 2030 에너지
사무소 (Menorca 2030 Energy Office)의 설립으로 섬의 탈
탄소화 및 에너지 전환 과정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도록 유
도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주로 관광 부문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6 곳의
숙박시설, 다이빙 센터와 보트 대여점을 포함한 6 곳의 관광
시설, 그리고 유기농 생산 업체 등이 신청에 참여하였다. 인증
승인은 이들의 활동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보
장한다.
접수된 신청 기업 외에도 메노르카 생물권보전지역센터는 와
인, 치즈, 육류, 채소 농장, 양봉장 및 숙소, 레스토랑 등 지속
가능을 지향하는 50개의 업체에 연락을 취했다.
인증 배지 시스템은 메노르카 생물권보전지역의 가치에 걸맞
는 섬의 지속 가능한 발전 공약으로 지자체, 기업 및 메노르카
전체가 함께 나아가야할 방향이다.
홈페이지: http://marcamenorcabiosfera.org/en/
홍보영상: https://youtu.be/YEeUKNcP-4Y

에너지 사무소의 주요 자가 에너지 소비 장비의 행정적, 규제
적 측면에서의 조언과 지원, 에너지 효율성 측정 및 지속 가능
한 이동성, 보조금에 관한 정보 제공, 에너지 관련 홍보활동
및 교육행사 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Menorca 2030 에너지 사무소는 사용자와 전문가에게 에너
지 효율 및 재생 에너지 설치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온라인
또는 전화로 정보를 요청하거나 사무실의 전문 기술자와 상
담 예약도 가능하다.
메노르카 2030전략의 궁극적인 목표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 및 청정 에너지 분야에서 메노르카를 선두에 두고 유럽
연합의 다른 지역에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이다.
http://www.biosferamenorca.org/Contingut.aspx?IDIO
MA=3&idpub=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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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Joana da Silva Mendes (OBSAM)
메노르카 생물권보전지역과 키프로스섬은 지중해를 대표하
여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이 이끄는 글로벌 프로젝트인
“제로플라스틱 아일랜드(PWFI)”에 합류하였다. 11 곳의 카리
브해 및 태평양 섬이 참여하는 이 프로젝트는 섬연안 지역의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및 바다 유입을 막기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순환 경제 아젠다 추진을 목표로 한다.
메노르카에서의 활동은 IUCN 지중해협력센터와 메노르카의
OBSAM의 협력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PWFI 프로젝트는
관광, 쓰레기 관리 및 어업 등 플라스틱 사용과 연관된 세 가
지 분야를 선택 후 관광, 어업 및 쓰레기 관리 부문의 가치 사
슬을 따라 생성되는 플라스틱의 양과 해양 환경으로의 플라
스틱 유출량을 파악하려 한다. 이를 위해, 관리 기관, 민간 기
업, 시민 사회 및 학계를 포함하여 이 분야의 여러 이해 관계
자들이 프로젝트 개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PWFI 프로젝트에 UN 환경계획과 공동개발한 새로운 플라스
틱 쓰레기 집중지 평가 방법론이 사용되어 플라스틱 쓰레기
분포, 수량, 유형, 유입 경로 등을 평가한다. 이 프로젝트에는
경제 분석, 정책 평가, 흐름 분석, 신제품 개발 및 가용 기술
평가도 포함된다. 각 섬에서 행해진 대응 결과 및 경험은 섬연
안 대응계획 및 PWFI 프로젝트을 구체화하는 데 활용될 것이
다.
제로플라스틱 아일랜드 프로젝트는 IUCN의 “Close the
Plastic Tap”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Didier and Martine
Primat Foundation과 노르웨이 개발 협력기구(NORAD)에
서 지원한다. 2020년 1 월 메노르카에서 시작한 이 프로젝트
는 2022년 4 월까지 지속될 것이다.
https://www.iucn.org/regions/mediterranean/projects/
current-projects/plastic-waste-free-islands-med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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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에 발간된 세번째 제로 플라스틱 소식지는 플라
스틱 오염에 맞서기 위한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의
다양한 활동과 노력을 소개한다. 코만도르스키예 제도(러시
아)의 쓰레기 박물관, 제주도의 해양 쓰레기로 탄생한 예술작
품 전시, Iroise Sea(프랑스)의 미세 플라스틱 및 기타 해양 쓰
레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Fuerteventura(스페인)의
해변 미세 플라스틱의 화학오염 물질 부하량 분석, Mariñas
Coruñesas(스페인)의 강과 하천 청소 활동 등 다양하고 창의
적인 활동들이 소개되었다. 또한 제로 플라스틱 신규회원인
Mariñas Coruñesas(스페인) 생물권보전지역은 코만도르스
키예 생물권보전지역에 쓰레기 박물관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
했으며 2020년 11월에는 MICRO 2020 국제 회의가 란자로
테에서 열린다.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세플라스틱 저감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올해 회
의를 온라인 기반으로 전환하려 한다. 자세한 정보는
https://micro2020.sciencesconf.org/
모든 WNICBR 회원들이 건강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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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오염을 10년 동안 연구하고 2개의 학술회의 (1) (2)
를 주최한 경험을 통해 생물권을 구성하는 복잡한 동적 시스
템을 이해하기 위하여 가이아 이론 탐구를 시작하였다. 2018
년 란자로테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열린 ConCiencia 세미나
가 한 예이다(3). Anthropocene Review(4)의 최근 기사는
가이아 이론에 대하여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토론을 제안한다.
제로플라스틱 그룹은 생물권보전지역이 가이아 이론을 연구·
토론·반영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아보았다.
연구를 통해 준비가 충분히 되어있다고 판단했으며 미래의
현대과학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Quino M., Ana C. (란자로테 생물권보전지역), Eva C. (메노
르카 생물권보전지역), Juan B. 및 Bethany J. (해양과학 협
회) 기고
1. MICRO 2016: 해양 생태계에서 미세플라스틱의 운명과
영향-해안선에서 바다까지; https://micro2016
2. MICRO 2018: 미세플라스틱의 운명과 영향-지식, 행동
방안 및 해결책; https://micro2018
3. http://www.lanzarotebiosfera
4. T.M. Lenton et al. 2020. 지구상에 생물체가 사라지고있
다. Anthropocene Review, 0 (0) 1–25.
https://journals.sagepub.com/
5. http://www.lanzarotebiosfera.org/wpcontent/uploads/2020/06/REENCONTRANDO-AGAIA_Difusion-Prologo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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