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의 글

I N V I T A T I O N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준비를 위한 국제워크숍

동북아시아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발전

전체일정

국립공원관리공단 사 한국환경생태학회 재 환경생태연구재단은 오
는 월 제 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를 개최하는 강원도와 함께
월 일 수 부터 일 금 까지 일 동안 강원도 평창군에서 동북아시
아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발전을 논의하는 국제워크숍을 마련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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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역할을 중심으로

본 워크숍에서는 그동안 동북아의 자연을 보전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
력해왔던 국제기구 국제 한중일 국 학계 및 시민사회의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의 자연과 생물다양
성을 보전하자는 비전을 공유하고 이에 필요한 구체적 행동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여 년 동안 이동철새를 중심으로 동아
시아 자연보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의 이쯔다
前 부총재님의 기조연설과
동북아사무소 람사르협약
대학지속가능성고등학술연구소
베이징임업대학 유
엔생물다양성 년 일본시민네트워크 등 동북아시아 자연 및 생물다양
성 보전 현장에서 누구보다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모셨습니
다 또한 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의 생태네트워크 경험에서 동북아
생태공동체구축에대한실질적인적용점도찾아보고자합니다
,

International Workshop on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with emphasis on the
Role of Gangwon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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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18 수 - 20 |금| 현장방문 년 월
국제워크숍 강원도 평창군 켄싱턴플로라호텔 그랜드볼룸
현장방문 오대산국립공원·철원군·한강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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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및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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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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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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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셔서 보다 풍성하고 내실 있는 워크숍이 될
수있도록함께해주시기바랍니다
.

2014. 6.

강원도
국립공원관리공단
(사)한국환경생태학회
(재)환경생태연구재단

일차

2

일차

3

월 19일(목)

6

월 20일(금)

6

종일
오전
오후
종일

국제워크숍 1, 2부
국제워크숍 3부
종합토론
현장방문
(오대산국립공원)
현장방문
(철원군, 한강하구)

Invitation Only

Invitation Only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년에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은 기존의 특정 종 및 서식지 보전을 위한 국제환
경협약과 달리 유전자 다양성(genetic biodiveristy), 종 다양성(species
biodiversity), 생태계 다양성(ecosystem diveristy) 전반에 걸친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이용을 위해 체결된 종합적인 국제환경협약입니다. 한국은 1994년 생물다
양성협약에 가입하였으며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2012),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기본전략 수립(2014) 등 생물다양성협약에서 권고하고 있는 국가전
략, 계획, 프로그램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92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3주간‘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생물다양성’
(Biodiveristy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주제로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에서
열릴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정부 대표간 공식 협상회의인 당사
국총회(COP)뿐만 아니라 부속의정서회의(COP-MOP), 고위급회의(High Level
Segment) 그리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련된 다양한 부대행사(Side
Event)가 열립니다. 한국이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를 계기로 우리의 자
연을 보전하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
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워크숍 프로그램
일차: 2014년 6월 18일(수)

1
09:30-10:00
10:00-10:30
(30 )

분

10:30-11:30
10:30-11:00
11:00-11:30
11:30-12:30
12:30-14:40
(130 )

분

12:30-12:55
12:55-13:20
13:20-13:45
13:45-13:55
13:55-14:05
14:05-14:15
14:15-14:40
14:40-15:00
15:00-18:20
(200 )

분

15:00-15:25

등록
개회식
인사말 : 이경재
((재)환경생태연구재단 이사장) / (사)한국환경생태학회 고문)
환영사 : 최문순 (강원도지사)
환영사 : 박보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축사 : 황계영 (원주지방환경청장)
기념촬영
기조강연
기조강연 1 생물다양성협약의 대중화
노리타카 이쯔다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 자문위원, 前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 부총재)
기조강연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문화 : 브라질과 미국의 비교분석
데이빗 카수토 (뉴욕 PACE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브라질-미국 환경법연구소장)
점심
1부 한반도 생물다양성 현황과 과제
좌장 : 김정민 (상지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발표 1 : 한반도 자연생태계 특성과 한국 생물다양성 관리 역할과 과제
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발표 2 :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국립공원 중심의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제안
신용석 (국립공원연구원장)
발표 3 : 한국의 해양보호구역 지정관리 현황
황인서 (해양환경관리공단 환경협력팀 차장)
지정토론 1 : 이재호 (제12차 CBD 당사국총회 준비기획단)
지정토론 2 : 홍석환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지정토론 3 : 곽정인 ((재)환경생태연구재단 환경생태연구센터장)
전체토론 및 1부 마무리
휴식
2부 동북아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노력과 과제
좌장 : 박수택 (SBS 논설위원)
발표 1 :‘동북아환경협력프로그램’(NEASPEC)을 통한 동북아시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지역협력
남상민 (UNESCAP 동북아사무소 부대표)

15:25-15:50
15:50-16:15
16:15-16:40
16:40-16:50
16:50-17:15
17:15-17:25
17:25-17:35
17:35-17:45
17:45-17:55
17:55-18:20
18:30-

09:00-11:10
(130 )

분

09:00-09:25
09:25-09:50
09:50-10:15
10:15-10:25
10:25-10:35
10:35-10:45
10:45-11:10
11:10-11:20
11:20-12:20
(60 )

분

12:30-13:30
13:30

발표 2 : 지역 협력을 통한 람사르협약 실행 강화
산드라 헤일즈 (람사르협약 CEPA 프로그램 담당관)
발표 3 : 중국생물다양성보전정책과 랴오허강하구의 습지복원
레이광춘 (베이징대학교 임업대학장)
발표 4 : 보호지역의 알파인네트워크(ALPARC)
미하엘 포겔 (독일베르히테스가든국립공원소장, 알파인보호지역네트워크회장)
휴식
발표 5 : 생물다양성협약, 일본시민사회의 참여 및 활동
마키코 이마이 (유엔생물다양성10년 일본시민네트워크)
지정토론 1 : 소병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정토론 2 : 김경원 ((재)환경생태연구재단 동북아생태네트워크센터장)
지정토론 3 : 황명규 (국립공원관리공단 상생협력실장)
지정토론 4 : 정규석 (한국 CBD 시민네트워크 사무국장)
전체토론 및 2부 마무리
환영만찬
2일차: 2014년 6월 19일(목)
부 동북아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강원도의 역할과 전망
좌장 : 조현길 (강원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발표 1 : 동북아 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한 강원도의 역할
유기준 (상지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발표 2 : 습지보전 및 람사르협약 증진에 관한 일본 홋카이도 쿠시로 지방 사례연구
고바야시 사토시 (일본 쿠시로공립대학교 환경지리학과 교수)
발표 3 : 도시, 생물다양성, 그이상 : 지역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데 있어 도시의 역할
크리스토퍼 돌 (UN대학 지속가능성 고등학술연구소(UNU-IAS) 연구원)
지정토론 1 : 강원도 1인
지정토론 2 : 박그림 대표 (설악녹색연합)
지정토론 3 : 한순금 (ICLEI 한국사무소 전문위원)
전체토론 및 3부 마무리
휴식
4부 종합토론
좌장 : 이경재 ((재)환경생태연구재단 이사장/(사)한국환경생태학회 고문)
점심
워크숍 종료
3

|

오시는 길 Map

|

영동고속도로 진부IC에서 나오신 후
첫번째 사거리에서 좌회전 하셔서
6번국도를 따라 월정사 (오대산 국립공원 방향)
약 6.4km 거리에 위치

오대산 켄싱턴플로라호텔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진고개로 231
전화. 033-330-5000 팩스. 033-330-5123

www.hotelodaesan.co.kr

승용차 이용시
서울출발
방법1 :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진행 쭭 진부IC 쭭 첫번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여
오대산 월정사 방향으로 6.4km에 위치 쭭 켄싱턴플로라호텔
방법2 : 경부고속도로 쭭 신갈분기점 쭭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진행 쭭 진부IC
쭭 첫번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여 오대산 월정사 방향으로 6.4km에 위치 쭭 켄싱턴플로라호텔
대구, 부산출발
방법3 : 중앙고속도로 쭭 만종분기점 쭭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진행 쭭 진부IC
쭭 첫번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여 오대산 월정사 방향으로 6.4km에 위치 쭭 켄싱턴플로라호텔
시외버스 이용시
동서울 터미널 (2호선 강변역) 1688-5979 / 02-458-4853
동서울 터미널에서 진부행 시외버스이용 (약 30분 간격), 진부터미널 하차
동서울-진부 (약 2시간 30분 소요)
택시 이용 호텔까지 약 10분 소요
원주시외버스터미널 033-746-5223
진부행 시외버스 이용 (약 50분 소요), 진부터미널 하차
택시 이용 호텔까지 약 10분 소요

참가신청

정확한 참가자 인원 파악을 위해 6월 15일(일)까지 사전 참가신청을 받습니다.

(재)환경생태연구재단
서울시 송파구 가락로 239 풍원빌딩 2층
T.

02-412-1242

www.erf.or.kr

F.

02-412-5329

E-mail. erfkorea@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