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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pelago Sea BR, Finland

지속 가능한 섬을 위한 거주성(Habitability)
이 과정의 결과는 작은 섬의 거주성에 대한 최신 이미
지이다: 사실, 강점과 약점, 인지된 관점과 가능한 관
점. 이런 수집된 이미지와 정보들은 중요한 발전을 위
한 공통된 요인을 찾는데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

유럽의 많은 작은 섬 공동체들은 살기에 적합하고 지
속가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동시에 대부분의 주택이 별장
용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연중 사용할 수 있는 저렴한
주택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저지대 섬들은 예측할 Lux
수 없는 기후와 해수면 상승으로 가장 먼저 고통을 받
는 섬 중에 하나이다.

‘Habitability(거주성)’은 핀란드 올란드 제도의 쾨카
르 섬에서 섬의 매력도와 지속 가능성을 측정하고 개
발하기 위해 고안한 새로운 개념이다. 거주성은 지속
가능발전을 위한 2030의제와 관련이 있지만 좀 더 구
체적이고 지역적인 수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계
가 명확하고 인구수가 적은 섬 지역에서는 새로운 개
념을 시범 운영해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

Kökar 섬 주민들은 7개 영역의 40개 지표들을 토대로
지역의 거주성을 정의하였다. 그들은 Tonino Picula
의원에게서 영감을 받아 에너지 분야를 특히 개발하였
으며 EU의 기금지원과 견고하고 혁신적인 거주성 프
레임 덕분에 현재는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 현재 거주성에 관한 신규 교육과정과 프로젝트
들이 준비 중이다.
http://www.abo.fi/en/centre-for-lifelonglearning/habitability/

거주 가능하다는 것은 직업과 주택, 학교, 페리 등을
의미하며, 거주민과 자연, 주변 바다를 돌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의 전제 조건이다. 이것은 섬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주민 수를 늘리기 위해 필수적이다.
아보아카데미대학교(Åbo Akademi University)는
핀란드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Archipelago Sea
Biosphere Reserve)의 주요 파트너 중 하나이다.
2021년 봄에 대학의 군도연구소는 유럽 13개 섬 주민
34명을 대상으로 거주성 촉진자를 위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였다. Örö 섬과 Houtskär 섬은 핀란드 남서부
의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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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le of Man Biosphere Reserve, United Kingdom

맨섬 생물권보전지역 기념 ‘Ellyn(예술) 전시회’

유네스코 맨섬 생물권보전지역에서는 생물권보전지
역을 묘사하고 기념하는 예술 작품을 수록한 책을 학
교와 도서관에 기증하고 있다.
최근 맨섬예술위원회가 주최한 전시회에서 ‘Ellyn: 맨
섬 현대미술의 이야기(A Tale of Manx Contem
porary Art)’가 함께 개최되었다. Ellyn은 예술을 의
미하는 게일어이다.
유네스코 맨섬 생물권보전지역과 예술위원회는 이 책
을 맨섬의 모든 학교와 공공도서관에 기증하고 있다.
Clare Barber MHK 환경식품농촌부 장관은 세인트
존스 초등학교에 책을 선물하였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협력하는 지역전략에 따라
유네스코 맨섬 생물권보전지역은 우리 생물권보전지
역에 대해 특별한 모든 것에 감사하고 창의적으로 기
념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Clare Barber MHK 장관
은 말했다. ‘바로 엘린 프로젝트가 그 좋은 예이다.’

Clare Barber MHK 장관이 세인트존스 초등학교 위원회와 Tracy
Willoughby 교장에게 Ellyn 책을 선물하는 모습. Ellyn 전시회를
담당한 Olivia Savage 예술대학원생 인턴도 함께 촬영.

‘이렇게 방대하고 다양한 예술품들을 선보이는 것은
맨섬예술위원회가 생물권보전지역 관리팀과 함께 이
루어낸 놀라운 성과이며 재능 있는 예술가들이 생물
권보전지역에 직면한 여러 과제들에 어떻게 대응하고
우리의 생물권보전지역을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보는
것은 매력적인 일이다.’
‘이 책은 여러 세대의 사람들이 전시회를 돌아보고,
당시 섬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살펴보고 그들의 예술
적 헌신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게 할 것이다.’

Breeshey Kermode (Ellyn 전시회에서 유네스코 맨섬 생물권보
전지역 프로젝트 보조)

‘또한, 이 책이 2022년 여름학기, 우리 생물권보전지
역의 지정을 기념하는 학교 주간을 앞두고 아이들이
기발하고 상상력 넘치는 방법으로 생물권보전지역을
기념하도록 교사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되길 바란다.’

유네스코 맨섬 생물권보전지역에 관한 좀 더 사항은
홈페이지(www.biosphere.im) 또는 SNS를 통해
확인 바란다.
Ellyn 전시회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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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Palma Biosphere Reserve, Spain

카나리아 제도 라팔마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온 편지

친애하는 동료 여러분들
라팔마 생물권보전지역은 화산 폭발로 힘든 상황을 보
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사회, 관리부서, 그리고 라팔
마 지역주민들을 대신하여 여러분이 보내주신 지지와
애정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을 라팔마의 슬픈 역사로
남겠지만 라팔마 주민들의 강인함과 협심으로 이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효과적이고 현명하게 대응하여 고난
을 극복하는 것 또한 저희의 임무일 것입니다.

최근 라팔마 주민들은 "함께하는 것이 앞서가는 길"이
라는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세상 사람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는 역경에 맞서 이웃을 위해 그리고 섬
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협
동으로 저희는 화산 재해를 극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진심 어린 걱정에 감사드립니다.

에르네스토 아귀아르 로드리게스.
라팔마 생물권보전지역

자연유산 보호와 사회경제 회복을 위하여 스페인 생태
전환부에서는 1,500만 유로를 투입하기로 결정하였고
라팔마 생물권보전지역은 이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라팔마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부서는 기금 운영에 큰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현 상황에 맞서 라팔마의 사회
경제 수준을 예전처럼 돌려놓는게 목표입니다. 생태전
환부의 신뢰에 보답하여 다시 자체 재정지원으로 효율
적으로 운영되는 라팔마 생물권보전지역이 되도록 저
희는 노력할 것입니다.

https://lapalmabiosfera.es/sinopsis-de-laerupcion-volcanica-en-la-palma-reservamundial-de-la-biosfera/

사진 제공:
Silvia Díaz Quintei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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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ñas Coruñesas e Terras do Mandeo BR, Spain

아넬라 해변에서 환경 자원봉사의 날을 맞이하여
‘하천, 연안의 생명 프로젝트’ 실시
문제 해결 및 장소 선택
환경 자원봉사의 날을 맞아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봉사활동이 마련
되었다.
봉사활동 지역으로 스페인의 갈리시아 북부에 위치한
Sada 지역이 선정되었다. 이 지역의 해안은 인구 밀
집 지역에 근접해 있고 레크리에이션, 어업 및 양식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활동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
이기 위해 인파가 집중되는 기간을 피하여 봉사의 날
을 선택하였다.
작업 활동
봉사 활동은 LIFE Fluvial 프로젝트(LIFE16 NAT/
ES/000771)의 인식 개선 활동의 일환이기도 하다.
생물권보전지역과 NGO 국제협력단의 협력으로 10
명의 자원봉사자가 모였다.

수집된 폐기물들은 MARNOBA 프로토콜에 따라 분
류되었다. Vertidos Cero 협회가 구축하고 생물다양
성 재단(생태전환부)이 지원하는 이 플랫폼은 애플리
케이션과 웹뷰어를 통해 해변 쓰레기, 기금 및 기타 다
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결과
약 7,800 제곱미터의 면적에서 폐기물 수집활동을 한
결과 약 13kg의 미세 플라스틱과 소형 쓰레기가 수거
되었다.

http://www.lifefluvial.eu
https://vertidoscero.com/marnoba/

Sada 시의회 환경부서의 지원으로 기획된 이번 활동
은 플라스틱 문제 및 침입 외래종에 대한 토론과 주변
쓰레기 수집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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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 Ba Biosphere Reserve, Vietnam

"친환경 벽돌,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

깟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부서는 매년 플라스틱 쓰
레기를 줄이고 지역의 공동체 의식과 관광객의 의식
을 고취시키기 위해 모든 섬 주민들과 관광객을 대상
으로 다양한 역량 강화 활동을 마련하고 있다.
2021년에는 코로나의 확산과 예방 조치의 시행으로
인해 깟바 생물권보전지역 내의 다양한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깟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부
서의 부단한 노력과 모든 관련 조직들의 적극적인 협
조로 환경분야 미래인재 발굴을 위한 "친환경 벽돌,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 " 대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

2021년 6월부터 9월까지 초등학교와 중학교(Cat
Ba 섬의 16개 학교)에서 진행되었다. 많은 선생님과
학부모,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3개월 동안 작품
을 만드는데 참여하였다. 그 결과 16곳 학교 안에 재
활용품으로 만든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16개의 생태
공간이 만들어졌다. 16개의 프로젝트에는 3,777kg
에 해당하는 18,886개 이상의 플라스틱 폐기물(비닐
봉지, 플라스틱 병 및 일회용 폐기물 등)이 벽돌로 활
용되었다. 대회 심사위원들은 10월 결선에 진출할 우
수 작품 8편을 선정하였다.
본선에 진출한 각 팀들은 결승전에서 작품에 대한 발
표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9개 학교(대상
2, 최우수상 2, 우수상 2, 장려상 2, 발표상 1)가 선
정되었다.
이 대회를 통해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널리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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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cade Head Biosphere Reserve, USA

Yakushima and Kuchinoerabu Jima BR, Japan

캐스캐이드헤드 생물권보전지역은 최근 두 개의 비디
오를 제작하였고 이를 전 세계와 공유하고자 한다.
NOAA(국립해양청)의 지원으로 초등학교 3학년과 6
학년들을 위한 교육자료가 제작되었으나 모든 연령이
시청할 수 있는 영상물이다. 첫 번째 교육비디오 "빗방
울에서 바다까지"는 바다의 물이 빗방울이 되어 우리
의 수원지에 내린 후 호수 및 강을 거쳐 다시 바다로
흘러가는 여정을 다루고 있다. 9부작인 이 교육 비디
오는 두 명의 진행자가 하천 유역에서 다양한 학습 내
용을 제공하는 동시에 경이로운 생물권보전지역의 모
습을 보여준다. 2021년 11월에 제작된 두 번째 영상
은 바다에서 하천으로 올라와 산란하는 대표적인 회귀
성 어류인 연어를 다루고 있다. "신비로운 연어의 삶"
이라는 제목으로 캐스캐이드헤드의 상징인 연어의 수
명 주기를 탐구하고 이 신비로운 종의 담수 및 염수 생
활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일본 남부에 위치한 쿠치노에라부 섬은 이웃 섬인 야
쿠시마와 함께 2016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풍부한 자연환경과 온천으로 유명하며 섬
전체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2015년 대규모
화산 분화로 주민들은 약 6개월 동안 섬에서 대피하였
다. 이 후 주민들이 섬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지만 인구
는 2000년 150명에서 2021년 95명으로 급격히 줄
어들었다. 섬의 유일한 초등학교/중학교 학생 수는 20
명에 불과하며 이 중 4명만이 섬에서 태어나고 자란
원주민이다.

캐스캐이드헤드 생물권보전지역 유튜브 채널에서 모
든 에피소드의 시청이 가능하다.

2019년에는 주민, 고등학생 및 대학생이 한자리에 모
여 쿠치노에라부 섬의 미래를 논의하는 "쿠치노에라부
섬의 미래" 회의가 열렸다. '학술적 연구'에서 벗어나
연구자와 학생들이 협력하여 섬의 미래를 구상하였다.
이처럼 쿠치노에라부가 특별한 이유는 연구자와 학생
들이 도민의 입장에서 지역을 공동으로 설계한다는 점
이다. 도민의 개방성과 수용성이 공동 설계를 가능하
게 하는 열쇠이다. 학생들은 섬의 현안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배우고 해결점을 찾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노
력한다.

‘하천 유역 및 연어’ 교육 비디오 출시

https://www.youtube.com/channel/UC7LV5Iz
n6YUphYmIG8eJ2gw

쿠치노에라부 섬 주민들이 한 자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이오 대학, 히로시마 대학, 도쿄
의 이쿠분칸 국제고등학교 학생들을 비롯 재해 복구
및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많은 학생들
이 찾아 들면서 지난 50년 동안 "학생들의 섬"이라 불
렸다.

쿠치노에라부 섬의 전통 음식, 문화 및 자연 환경의 가
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섬을 찾는 학생들과의 지속적
인 교류를 제공하고자 한다. 쿠치노에라부섬의 다음
목표는 주민들에게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쿠치노에라부 섬 주민들은 섬이 직면한 문제를 가능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여 해결책을 찾아낼 준비가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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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daibai Biosphere Reserve, Spain

유네스코 MaB 프로그램 50주년 기념 –
우르다이바이 생물권보전지역의 #SoyBiosfera

• 유네스코 MAB 프로그램의 50주년을 기념하여 우
르다이바이 생물권보전지역은 #SoyBiosfera 캠
페인을 마련하였다.
• 유네스코의 MaB 프로그램은 자연 보전과 지속가
능한 발전을 위해 전 세계의 정부와 기관의 협력을
장려한다.
• 우르다이바이 생물권보전지역과 유네스코 Etxea
가 공동으로 조직한 #SoyBiosfera 캠페인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칙과 일치하는 지역에서 지역 이
니셔티브에 가시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르다이바이의 시민들은 생물권보전지역 내의 장엄
한 자연 유산에 대해 자부심과 책임의식을 지니고 있
다. MAB 프로그램은 보존 뿐만 아니라 자연과 조화
를 이루는 이니셔티브 추진을 목표로 한다.

이 캠페인을 통해 주민들은 지역 이니셔티브를 기획하
여 생물권보전지역과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에 기여
하는 방법 그리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지속가능 발전 이니셔티브는 모든 지
역 주민의 협력을 통해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기반이
된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환경을 존중하고 인식을 증진시
키는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우르
다이바이 생물권보전지역 웹사이트의 #SoyBiosfera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우리는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널리 알리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함으로써 자연 보존의
인식을 높이고 문화 유산을 보전하며 지속가능발전 원
칙에 기반한 혁신적인 이니셔티브를 촉진시키리라 생
각한다.

2021년 유네스코 MaB 프로그램 50주년을 기념하
여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는 다양한 이니셔티
브에 동참하고 있다. 우르다이바이 생물권보전지역은
바스크 정부의 환경부와 유네스코 Etxea 와 함 께
#SoyBiosfera (#IamBiosphere) 캠페인을 마련하
여 50주년 기념행사에 동참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MaB 프로그램의 자연환경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중
점을 두고 지역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이니셔
티브를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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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Vidzeme Biosphere Reserve, Latvia

라트비아 주니어 레인저 캠프

노스 비제메 생물권보전지역의 연례 행사인 주니어
레인저 캠프가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되었다.
이번 캠프의 주제는 "해안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서"
였으며 가우야 국립공원, 라즈나 국립공원 및 체메리
국립공원과 노스 비제메 생물권보전지역 소속 주니어
레인저 단원들이 참석하였다.

캠프 마지막 날에는 LIFE REEF 프로젝트 팀이 레인
저들에게 해양 생물다양성을 소개하였다. 라트비아 해
양생태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인 솔비타 스트라케와 그
녀의 연구팀은 캠프 기간 동안 해조류 및 갑각류 종에
대한 강연을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주니어 레인저 단
원 들 은 남 방 톱 날 꽃 게 (scylla serrata), 참 게
(eriocheir sinensis) 및 줄 가 물 치 (neogobius
melanostomus)와 같은 외래유입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이론 수업 후, 이들은 바다로 가서 연구
지역을 선정한 후 줄가물치와 킬러 새우
(dikerogammarus villosus)를 관찰하였다.
또한 세계야생동물기금 라트비아 이니셔티브인 "Daru
labu dabai"(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하여)와 협력하
여 해안 침입외래식물 퇴치작업에도 참여하였다.

라트비아 주니어 레인저 캠프 참가자들

캠프 기간 동안 단원들은 노스 비제메 생물권보전지
역의 자연적 가치를 이해하였다. 캠프 첫날에는 해안
선을 따라 하이킹을 하며 Vezcemju Cliff를 탐험하
였다. 단원들은 또한 해안 식물 종에 대해 학습하였고
저녁에는 합창단을 구성하여 물을 주제로 합창 공연
을 하였다.
둘째 날의 오전 주제는 ‘새’였다. 현장체험을 통해 새
둥 지 7 개 를 만 들 고 흰 목 휘 파 람 새 (sylvia
communis), 삑삑도요(tringa ochropus) 등 라트
비아에서 쉽게 관찰되는 새의 서식지와 먹이에 대한
토론도 진행되었다. 또한 인간이 새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 등을 알아보고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체험 학
습을 마친 후 이들은 고대의 수목을 관찰하였고 저녁
에는 ‘패션과 자연의 공존’을 주제로 식물을 이용하여
티셔츠에 그림을 그렸다. 야간에는 야생동물의 이동
경로 보전 및 생활 습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해조류, 조개류, 갑각류, 민꽃게 및 민물참게에 대한 학습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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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zgerald Biosphere Reserve, Australia

브레머 만 지역의 범고래 연구

범고래 연구는 분포도, 먹이 및 유전학에 중점을 두고
지난 8년 동안 수행되었다. 이 포식자는 오징어, 물고
기 및 상어 뿐만 아니라 다른 고래도 사냥한다. 부리고
래, 밍크고래, 혹등고래 그리고 큰 몸집에도 불구하고
범고래의 공격에서 자유롭지 못한 흰긴수염고래 또한
자주 목격된다.
'브레머 만 해안구역(Bremer Canyon Patch)'은 해
마다 동일한 범고래 무리가 찾아오는 세계에서 유일한
지점으로 현재 범고래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사냥하는 범고래 한 쌍 (사진 제공: John Totterdell)

https://www.researchgate.net/profile/JohnTotterdell

서호주 남부 해안에 위치한 피츠제럴드 생물권보전지
역은 풍부한 식물 다양성과 종 고유성으로 잘 알려진
지역이다. 이외에도 몇 달 동안 지속되는 경이로운 야
생동물의 활동 또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많은 고래가 해저협곡에서 올라오는 영양이 풍부한
용승으로 이끌려 브레머 만(Bremer Bay) 연안의 특
정 지점에 모여드는데, 이는 다른 곳에서는 좀처럼 찾
아보기 어렵다.
서호주 비영리 해양연구단체인 고래연구센터의 선임
연구원 존 토터델은 이 현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호주의 여름과 가을에는 브레머 만 남쪽 25-35 해리
해역의 해저 협곡에서 영양이 풍부한 해양환경을 제
공하여 수많은 고래 종들이 모여든다.
‘패치’로 알려진 이 작은 구역(약 20NM x 5NM)에
서는 용승과 해류가 결합되어 강화된다. 이 구역에서
가장 눈에 띄는 개체군은 범고래이다. 이 외에도 200
마리가 넘는 해양동물들이 매일 이 구역에서 먹이사
냥을 한다.
참거두고래 무리(100마리 이상) 또한 이 곳에 자주
출현하고 수십 마리의 향유고래가 이 구역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때로는 수백 마리에 이르는 일반 돌고
래 또는 얼룩 돌고래가 주기적으로 관찰되기도 한다.

범고래들이 무리지어 사냥하는 모습
(사진 제공: John Totterd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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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ander Islands BR, Russian Federation

새로운 시작

2021년 9월, 코만도르스키예 생물권보전지역에서
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매년 가을 캄차카 크라이
특별자연보호지역협회가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츠
키에서 개최하는 생명의 바다 축제가 이 중 하나였
다.
이번 행사에서 코만도르스키예 생물권보전지역은
Whale Trail Eco-Run 및 지역 서핑강습소와 협력
하여 대중에게 체험 및 학습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생물권보전지역은 크로노츠키 자연보호구역
및 캄차카와 함께 7-14세 어린이를 모집하여 보호
지역 탐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 실제
등산 가방을 메고 화산 등반벽 정상을 오르기도 하
였으며 보호구역 행동수칙 및 쓰레기 분리수거 등을
학습하고 비투스 베링 원정대원들을 만나 뜻 깊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다. 참여 학생들은 뼛조각로
해양 포유류를 유추하고 윤곽이나 그림자로 바닷새
를 식별하는 방법과 캄차카 보호구역의 고유종에 대
해서도 학습하였다.
제2차 캄차카 탐험 퀴즈도 진행되었다. 퀴즈 출제자
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역사문화유산보존부 부장인
나탈리야 타타렌코바였다.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
츠키의 행사와 함께 베링섬에서도 생명의 바다 축제
가 개최되었고 11명의 학생들이 Severo-Zapa
dnoye Rookery 생태 탐험에 참여하였다.

9월 초, 베링섬 방문객에게
는 과학자들이 선정한 명소
를 소개하는 행사도 개최하
였다. 코만도르스키예 제도
명소 선정에 큰 공헌을 한
연구원들 중 한명은 게오르
크 빌헬름 스텔러(Georg
Wilhelm Steller)이다. 제
2차 캄차카 탐험에 참여한
그는 의사이자 북미 북서부를 탐험한 후 알류샨 열도
를 최초로 소개한 동식물 학자였다. 방문객들이 다양
한 체 험 과 정 보 를 얻 을 수 있 도 록 SeveroZapadnoye Rookery 연구소에는 과학자에 대한 정
보 게시판이 배치되어 있다.

http://komandorsky.ru/en/georg-stellermonument-unveiling.html
http://komandorsky.ru/en/3-facts-youdidn%E2%80%99t-know-about-georgstelle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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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scan Islands Biosphere Reserve, Italy

Tuscan Islands Biosphere Reserve, Italy

토스카나 생물권보전지역에서는 현재 행동방안 1단계
의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

2021년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제3차이 이탈리아 유
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회의’가 토스카나 생물권보전
지역에서 개최되었다. 이 번 회의의 주제는 "인간과 생
물권 프로그램 50주년: 성장을 위한 이탈리아 생물권
보 전 지 역 " 이 었 다 . MAB 국 가 위 원 회 (Man and
Biosphere National Technical Committee)가 주
관한 이 연례 회의에서 네트워크 활성화와 유럽 다른
국가와의 협력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토스카나 생물권보전지역 행동방안

생물권보전지역의 행동방안은 활동 주체 (공공 또는
민간)에 관계없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프
로젝트의 조정 및 가치 평가를 위한 도구 역할을 한다.
그러나 생물권보전지역은 법적 규제가 없는 국제규약
으로 영토의 계획이나 관리에 대한 결정권이 없다.
이러한 행동방안은 ‘리마 행동방안’에 포함된 이행 지
침과 이탈리아 MAB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개발되었
다. 이 방안은 유네스코 MAB 프로그램에 따른 생물권
보전지역의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성되어 있으
며 토스카나 군도의 특성과 해당 지역 사회에 직면한
지속 가능성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
행동방안에 가장 적합한 프로젝트를 선별하고 추진하
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이해 관계자와 논의를 하였
으며 프로젝트 제출이 용이하도록 온라인 양식을 제공
하여 모든 이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였다.

제3차 이탈리아 생물권보전지역 회의

20여 곳의 이탈리아 생물권보전지역을 대표하는 60명
이상의 참가자가 모여 이탈리아 유네스코 MAB 네트
워크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 및 개선사항
등을 모니터링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생태과학부,
MAB 국가위원회, 이탈리아 유네스코위원회 대표들은
생물권보전지역이 지속가능발전, 생물다양성 및 갈등
해결 등 인간과 자연 사이의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방안임을 강조하였다.
회의에는 또한 최근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몬테
그라파 생물권보전지역 (이탈리아의 20번째 생물권보
전지역)과 확대 지정 준비중인 토스카나-에밀리아 아
펜니노 산맥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 준비 과정에 대한
발표 시간도 마련되었다.
3일 간의 회의 기간 동안 토스카나 생물권보전지역은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 농촌지역의 대표상품 향상, 환
경 보전, 보전지역 가치의 전파 및 교육 등 다양한 경
험 및 프로젝트를 공유하며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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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osa Biosphere Reserve, Australia

MAB 50주년 기념 – 누사, 그리고 코알라

유네스코 MAB 프로그램 5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
로 누사 생물권보전지역재단(Noosa Biosphere
Reserve Foundation)은 11월 2일 제2회 모금행사
를 개최하였으며 이번 행사의 목적은 코알라 보존 관
리를 위한 지원이었다.

재단은 커뮤니티 비전을 세우고 코알라의 생존을 위한
고무적인 활동을 목표로 누사 야생 코알라 이니셔티브
를 출범시켰다. 행사에서 50,000달러 이상의 모금을
거둬들였고 이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위한 시드 펀딩
에 사용될 예정이다.

퀸즐랜드 정부는 2004년에 코알라를 취약종으로 지
정하였으나 지난 10년 동안 퀸즐랜드 남동부 지역의
코알라 수가 80% 급감하였다.

지역학교의 학생들
과 패션 디자이너는
재활용, 업사이클링
및 지속가능패션을
선보여 주민들이 컨
셔스 패션 (환경을
위한 의식 있는 의류

누사 지역에 야생 코알라 개체수가 많다는 것은 행운
이지만 서식지 파괴, 도시화, 질병, 자동차 충돌 및 개
의 공격 등으로 인해 코알라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누사 생물권보전지역은 코알라 보존 및 연구에 지속
적인 관심을 두고 있으며 올해의 야생 코알라 기금 마
련 행사는 지역사회의 인식을 증진시키고 코알라 보
존 활동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약 180여 명이 행사에 참여하였고 전문가 패널은 코
알라에 대한 위협 요소 및 취약종 보호 방안 등을 알
아보기 위해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활
동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역사회 전반의 협력이 야
생 코알라 개체군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한다는 메시지
또한 전달하였다.

소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였다. 또한 유네
스코 인간과 생물권프로그램 50주년 기념 대사이자 생
물다양성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생물자원보전 활동
을 선도하는 환경운동가인 제인 구달(Jane Goodall)
박사로부터 비디오 메시지를 전달받았다.

누사 생물권보전지역 야생 코알라 모금행사를 위한 제인 구달
(MAB 50주년 기념 대사)의 비디오 메시지

누사 생물권보전지역 야생코알라 모금행사에 참여한 코알라
전문가 패널의 모습

누사 Landcare 등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들뿐만 아니
라 Sunshine Coast 대학의 연구원들이 전문가 패널
에 참여하였으며 이들 모두는 코알라 개체수와 서식
지 보호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들이다.

재단은 또한 올해 생물권보전지역의 환경 및 지속가능
성을 인증하는 새로운 이니셔티브인 누사 생물권보전
지역 어워즈를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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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orca Biosphere Reserve, Spain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의 해양보호지역 관리 –
“MAREBI” 성공적인 출입통제 프로젝트

메노르카 생물권보전지역의 "섬 생물권보전지역 해양
보호지역 관리" 프로젝트인 MAREBI가 성황리에 마
무리되었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후1년이 경과되었고
그 동안의 메노르카 해양환경 관련 5개 주요 연구의
결과를 발표하고 평가한 후 폐회식을 통해 프로젝트
는 종료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섬연안 및 해양 생태계에 대한 정보
를 업데이트하고 다양한 위험요소를 평가하기 위함이
다. 메노르카의 다양한 해양보호지역에 특별한 주의
를 기울이면서 생물권보전지역의 해양관리·보전에 유
용한 방안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기도 하다.

어린이와 초등학생을 위한 환경 교육 활동인 "바다의
보물" 이야기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출판되었다. 그
리고 마지막으로 안전 항해를 위한 우수사례 설명서가
재발행되어 배포되었다.
MAREBI 프로젝트는 유럽해양수산기금(FEMP)의 공
동 재원지원하는 Pleamar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생물
다양성 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http://biosferamenorca.org/Contingut.aspx?ID
IOMA=2&idpub=6584

해양학 전문가들은 메노르카 북부 연안 해초지대의
보전 상태를 평가하여 가장 취약한 지역을 분석하고
다양한 수중 서식지를 식별하여 지도로 업데이트하였
다.

또한 환경부 소속 기술 전문가들은 메노르카 해변 이
용자 유입 지표와 3종의 바닷새 개체군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여러 활동 중 영화상영 "CineMar"와
토크 콘서트 "Una illa, una mar" 가 큰 호응을 이끌
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32명이 참여하여 메노르
카의 바다거북 둥지, 바다의 건강 상태, 기후 변화가
산호에 미치는 영향, 소음 공해가 고래에 미치는 영향,
수산물의 지속 가능한 소비 및 해양 과학 분야의 여성
지위 향상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이끌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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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e Winelands Biosphere Reserve, South Africa

‘ STEAM-Y ’ 모바일 교육

케이프 와인랜즈 생물권보전지역(CWBR)은 청소년
을 위한 모바일 교육 STEAM-Y(과학, 기술, 공학,
예술 및 수학)를 출시하였다. 과학교육버스로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협력을 장려하는
촉매제가 되어 코로나로 야기된 불안정한 수업환경에
서도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자연 보호 구역, 교통 수단 및 제도적 장치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CWBR 팀은 협력업체와 함께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자기 개발과 역량 증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CWBR 모바일 교육은 망원경 및 드론을 활용한
학습 그리고 강의 건강성 평가 등 다양한 활동과
다양성, 자연환경 보호, 재활용, 식량 안보, 지구
화,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인식 확립 등 다양한
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장
생물
온난
주제

20 곳 이상의 파트너 및 협력업체와 함께 CWBR 팀
은 환경 교육, 연구 참여, 창의적인 현장학습, 자연 치
유 및 고용 기회 등 여러 면에서 청년 봉사 활동을 공
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장기적인 목표는 파트너 업체와 방문교육 활동을 공동
추진함으로써 학교수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2021년 6월 21일 청년의 날에 CWBR은 STEAM-Y
의 Mobile Career Café를 선보였다. 청년들의 취업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비영리 단체와 협력하여 프
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주도형 이니
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해 Tsitsikamma 지역을 방문하
여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Mobile Career Café:
https://www.youtube.com/watch?v=FWmsxH
HMDiY
Tsitsikamma:
http://www.youtube.com/watch?v=zBG4mlN
bJQ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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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Secretariats of the WNICBR

Palawan Biosphere Reserve, Philippines

WNICBR 화상회의 개최

2021 청년 지속가능 리더십 화상캠프
팔라완지속발전위원회의 ECAN 교육홍보 부서(EE
ED)는 2021년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2021 청
년 지속가능 리더십 화상캠프’를 개최했다.

2021년 WNICBR회의는 11월 24일 수요일에 화상
회의로 개최되었다. 이 번 네트워크 회의의 주된 목표
는 네트워크 소식 및 활동 공유 및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이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본 회의에서 네트워크의 목표 및
활동 방안에 대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2021년 MAB 국제조정이사회 결과, 네트워크의 새
로운 그래픽 이미지(안), 섬연안생물권보전지역 코로
나 영향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 진 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의 코로나 영향 완화 프로젝
트” 선정 BR 관리자들은 각각의 프로젝트 진행상황
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이 후, 제로 플라스틱 워킹그룹의 활동과 새로운 소식
그리고 MAB 50주년을 맞아 ＂It＇s about life (우
리 삶에 관한 이야기)＂ 기념 행사에 동참하기 위한
여러 아이디어들을 회원지역들과 공유하였다.
팬데믹 상황에서 네트워크 연례 회의는 지난 2년
(2020-21)간 온라인으로 개최되었고 이 번 회의에
는 전 세계 30여 곳의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에서
40명 이상의 관리자가 참석하였다. 그리고 2022년
회의는 대면으로 진행되기를 기원하며 회의는 마무리
되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
능하다.

화상 캠프에는 Palawan, Romblon, Bicol, Bohol,
Tarlac, Iloilo 및 Marawi 지역의 다양한 학교, 학생회
및 청년 단체를 포함하여 총 158명의 청년 참가자가
참석했다.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 중
14(해양생태계 보존)와 15(육상생태계 보존)에 초점
을 맞추고 식량 안보, 폐기물 관리 및 기후 변화에 대
한 강의를 진행하였다.
이틀 간 열린 본 행사에서는 이외에도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청년 메시지, 팔라완에 대한 전략적 환경계획
(SEP) 법률, 기후 변화, 농업 및 식량 체계에서의 청년
의 역할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021 미스월드
마닐라, 2021 미스어스 필리핀 라푸라푸, Oceanus
Conservation 공동 창립자, SEED4COM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팔라완주립대 교수, PCSD 직원 등이 발
표자로 참여하였다.
강의가 끝난 후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참가자들은 그룹
으로 나뉘어 기후 행동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활동 및
이니셔티브에 대해 브레인스토밍을 하였다. 앞서 언급
한 주제에 대한 문제, 잠재적 위험 및 사전 예방책도
토론 주제로 다루어졌으며 마지막으로 행해진 화상 졸
업식으로 올해 화상캠프의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청년 지속가능 리더십 화상캠프는 2019년 에코캠프에
서 비롯되었으며 코로나 사태 악화로 2020년부터 비
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http://www.islandbiosphere.org/Contingut.as
px?IdPub=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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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라완지속발전협의회(PCSDS)의 ECAN 정책연구
및 계획 부서(EPRPD)는 2021년 9월 30일 팔라완 해
양보호지역 네트워크(MPAN) 활성화를 위한 화상회
의를 개최하였다.

팔라완지속가능발전협의회(PCSDS)의 EEED는 PCS
DS EZMED와 협력하여 2021년 11월 3일 팔라완 바
타라자에서 종 식별 및 관리 교육을 실시하였다.

팔라완 MPA 네트워크 활성화 회의 개최

이 행사는 팔라완의 MPA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기
존 이니셔티브 활용 및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을 목표
로 하고 있다. LGUs, 팔라완 MPAN 파트너 및
PCSD 직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참여했다.
행사의 주요 참석인사로는 PCSDS 상임이사 Atty,
PCSDS 계획 담당이사 Teodoro Jose S. Matta,
PCSDS EPRPD 위원장, OPA 대표, Calamianes
MPA 네트워크, 농업 사무소, 북동부 팔라완 MPA 네
트워크 및 필리핀 세계자연보전기금(WWF)등이 포함
되어 있다.
회의에서는 팔라완 MPA 네트워크의 개요, 조직, 업적,
이니셔티브 그리고 네트워크의 현황 및 개선 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팔라완 MPA 네트워크 클러
스터, 동남부 MPAN 등 관련기관의 주요업무 및 동북
부 MPAN의 발표도 같이 진행되었다.
발표를 마친 후 참가자들은 MPAN 과제 및 이행 요건
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그룹 세션에 참여했다. 그룹 세
션 후 참가자들은 본회의에 다시 모여 활동 방안을 발
표하였다. 이 후 모든 클러스터 발표의 요약과 MPA
네트워크의 활동, 이행 및 지속적인 관리에 필수적으
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중점을 둔 종합 회의(팔라완
MPAN 활성화 방안 회의)로 마무리 되었다.

바타라자- 종 식별 및 관리교육 실시

종 식별 및 관리 교육은 주로 바타라자 시의 깃대종인
"Siete colores"로 알려진 니코바르 비둘기에 대한 잠
재적 위험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 활동을 통해 Republic Act 7611(SEP Law), RA
9147(야생동식물자원보존 및 보호법), 팔라완 깃대종
의 법적 근거와 현황, 팔라완의 야생동식물 고유종, 니
코바르 비둘기의 생태, 야생동물 밀매에 대한 논의 등
이 이루어졌다. 이 중 하나의 세션은 바타라자의 깃대
종인 니코바르 비둘기의 보존 및 보호를 위한 5개년
실행 계획 확립에 초점이 맞춰졌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감소하는 니코바르 비둘기 수에 대
한 주요 위협요소를 식별하고 순서를 정하였다. 1) 섬
의 다른 종과 식량, 서식지 및 공간에 대한 경쟁, 2) 포
식, 둥지 및 기후 변화로 인한 서식지 파괴, 3) 인근 섬
에서 니코바르 비둘기 밀렵 및 사냥, 4) UIGRBS에서
니코바르 비둘기의 생태 및 서식에 대한 제한된 정보,
5) 우르술라섬 조류보호구역 출입통제 불능, 6) 니코
바르 비둘기 서식처 인접 지역사회의 낮은 인식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니코바르 비둘기가 직면하고 있는 위협을 식별하고 순
위를 정한 후 참가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
요한 전략과 단계를 구상할 수 있었고, 바타라자의 니
코바라 비둘기 보존 및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기관과
역할도 구성할 수 있었다.
회의 내용은 승인 및 가결을 위해 상구니앙 바얀에 제
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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