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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숍 전체일정 |
6월 17일 (화)

해외 참가자 입국

국제워크숍 1일차
6월 18일 (수)

●
●
●
●

개회식, 기조연설
워크숍 1부‘한반도 생물다양성 현황과 과제’
워크숍 2부‘동북아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노력과 과제’
환영만찬

국제워크숍 2일차
6월 19일 (목)

●
●
●

워크숍 3부‘동북아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강원도의 역할과 전망’
종합토론
현장방문* (오대산국립공원)

6월 20일 (금)

국제워크숍 3일차

6월 21일 (토)

해외 참가자 출국

●

현장방문* (철원, 한강하구)

*Invitation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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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숍 프로그램 |
1일차 : 2014년 6월 18일(수)

09:30-10:00

등록

10:00-10:30
(30분)

개회식
인사말: 이경재 ((재)환경생태연구재단 이사장) / (사)한국환경생태학회 고문)
환영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환영사: 박보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축 사: 황계영 (원주지방환경청장)
기념촬영

10:30-11:30
10:30-11:00
11:00-11:30

기조강연
기조강연 1 생물다양성협약의 대중화
노리타카 이쯔다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 자문위원, 前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 부총재)

기조강연 2 생물다양성, 보전, 문화: 브라질과 미국의 비교분석
데이비드 N. 카수토 (뉴욕 Pace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브라질-미국 법률 및 환경연구소장)

11:30-12:30

점심식사

12:30-14:40
(130분)

1부 한반도 생물다양성 현황과 과제
좌장: 김정민 (상지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12:30-12:55

발표 1: 한반도 자연생태계 특성과 한국 생물다양성 관리 역할과 과제
▶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12:55-13:20

발표 2: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국립공원 중심의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제안
▶신용석 (국립공원연구원장)

13:20-13:45

발표 3: 한국의 해양보호구역 지정관리 현황
▶황인서 (해양환경관리공단 환경협력팀 차장)

13:45-13:55

지정토론 1: 이재호 (제12차 CBD 당사국총회 준비기획단)

13:55-14:05

지정토론 2: 홍석환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14:05-14:15

지정토론 3: 곽정인 ((재)환경생태연구재단 환경생태연구센터장)

14:15-14:40

전체토론 및 1부 마무리

14:40-15:00

휴식

15:00-18:20
(200분)

2부 동북아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노력과 과제
좌장: 박수택 (SBS 논설위원)

15:00-15:25

발표 1:‘동북아환경협력프로그램’(NEASPEC)을 통한 동북아시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지역협력
▶남상민 (UNESCAP 동북아사무소 부대표)

15:25-15:50

발표 2: 지역 협력을 통한 람사르협약 실행 강화
▶산드라 헤일즈 (람사르협약 CEPA 프로그램 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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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16:15

발표 3: 랴오허강하구의 삼각주 복원 - 지역행동부터 국가전략까지
▶레이광춘 (베이징임업대학교 자연보전대학 학장)

16:15-16:40

발표 4: 보호지역의 알파인네트워크(ALPARC)
▶미카엘 포겔 (독일 베르히테스가든 국립공원 소장, 알파인보호지역네트워크 회장)

16:40-16:50

휴식

16:50-17:15

발표 5: 생물다양성협약, 일본시민사회의 참여 및 활동
▶마키코 이마이 (유엔생물다양성10년 일본시민네트워크 이사)

17:15-17:25

지정토론 1: 소병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7:25-17:35

지정토론 2: 김경원 ((재)환경생태연구재단 동북아생태네트워크센터장)

17:35-17:45

지정토론 3: 황명규 (국립공원관리공단 상생협력실장)

17:45-17:55

지정토론 4: 정규석 (한국 CBD 시민네트워크 사무국장)

17:55-18:20

전체토론 및 2부 마무리

18:30-

환영만찬

2일차 : 2014년 6월 19일(목)

09:00-11:10
(130분)

3부 동북아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강원도의 역할과 전망

09:00-09:25

발표 1: 동북아 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한 강원도의 역할
▶유기준 (상지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09:25-09:50

발표 2: 습지보전 및 람사르협약 증진에 관한 일본 홋카이도 쿠시로 지방 사례연구
▶고바야시 사토시 (일본 쿠시로공립대학교 환경지리학과 교수)

09:50-10:15

발표 3: 도시, 생물다양성, 그 이상: 지역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데 있어 도시의 역할
▶크리스토퍼 돌 (UN대학 지속가능성 고등학술연구소(UNU-IAS) 연구원)

10:15-10:25

지정토론 1: 이명권 (제12차 CBD 당사국총회 강원도지원단 강원의제담당)

10:25-10:35

지정토론 2: 박그림 (설악녹색연합 대표)

10:35-10:45

지정토론 3: 한순금 (ICLEI 한국사무소 전문위원)

10:45-11:10

전체토론 및 3부 마무리

좌장: 조현길 (강원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11:10-11:20

휴식

11:20-12:20
(60분)

4부 종합토론

12:30-13:30

점심

13:30

좌장: 이경재 ((재)환경생태연구재단 이사장/(사)한국환경생태학회 고문)

워크숍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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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hop Programme |
Day 1 : 18th JUNE 2014

0930-1000

Registration

Opening Ceremony: Opening and Welcome Remarks
Opening remark by Prof. LEE Kyeong-Jae (Chairman of ERF, Advisor of KSEE)
Welcome remark by Mr. Choi Moon-soon (Governor of Gangwon province)
▶ Welcome remark by Mr. Park Bo-hwan(Chairman of KNPS)
▶ Congratulatory remark by Mr. HWANG Gye-Yeong
(Director, Wonju Regional Environmental Office, MOE Korea)
▶

1000-1030

▶

Group Picture
1030-1130
(60 min.)

Keynote Speech

1030-1100
(30 min.)

Making the CBD popular among People
Mr. Noritaka Ichida (Senior Advisor, BirdLife International Asia Division)

1100-1130
(30 min.)

Biodiversity, Conservation & Culture: A Comparative Analysis of Brazil & the United States
Dr. David N. Cassuto (Professor of Pace Law School, USA; Director, Brazil-American
Institute of Law & Environment (BAILE))

1130-1230
(60 min.)

Lunch

1230-1440
(130 min.)

Session 1: Status and Challenge of Biodiversity in Korea
Chair by Prof. KIM Jeongmin (Division of Tourism, Sangji University)

1230-1255
(25 min.)

Characteristics of Natural Ecosystem of the Korean Peninsula & Roles and
Challenges of Biodiversity Management of Korea
▶ Prof. HAN Bongho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University of Seoul)

1255-1320
(25 min.)

Proposals for National Park-centric National Ecological Network for the
Enhancement of Biodiversity
▶ Mr. SHIN Yong-Seok (Director, National Park Institute)

1320-1345
(25 min.)

Current Status on Designation & Management of MPAs
▶ Dr. HWANG Inseo (Deputy general manager, Korea Marin Environment Management
Cooperation)

Panel discussion 1 by Dr. LEE Jae-ho

1345-1355
(10 min.)

(Korean Secretariat of the UN Biodiversity Conference 2014/CBD COP12)

1355-1405
(10 mi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Pusan National University)

1405-1415
(10 min.)

(Chief Director of Environmental Ecology Research Centre, ERF)

1415-1440
(25 min.)

Panel discussion 2 by Prof. HONG Seok-hwan
Panel discussion 3 by Dr. KWAK Jeong-in
Q & A and wrap-up the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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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1500(20 min.) Break
1500-1820
(200 min.)

Session 2: Regional cooperation for Biodiversity in North-East Asia
Chair by Mr. PARK Soo-Taek (Journalist, Seoul Broadcasting System)

1500-1525
(25 min.)

Subregional Cooperation for Biodiversity Conservation in North-East Asia
through NEASPEC
▶ Dr. NAM Sangmin (Deputy Director, UNESCAP SRO-ENEA)

1525-1550
(25 min.)

Enhancing Ramsar implementation through regional cooperation
▶ Dr. Sandra Hails (CEPA Programme Officer, Ramsar Convention Secretariat)

1550-1615
(25 min.)

▶

1615-1640
(25 min.)

▶

Wetland Restoration at Liaohe River Delta - From Local Action to National Strategies
Prof. Lei Guangchun (Dean, Beijing Forest University)
ALPARC
Dr. Michael Vogel (Director, Berchtesgaden National Park Germany)

1640-1650
(10 min.)

Break

1650-1715
(25 min.)

CBD and Civil Society Participation and Action
▶ Ms. Makiko Imai (Board Member of Japan Civil Network for UNDB)
Panel discussion 1 by Prof. SO Byungchun

1715-1725
(10 min.)

(Graduate school of Law, Ajou University)

1725-1735
(10 min.)

(Chief Director, North-East Asia Ecological Network Centre of ERF)

1735-1745
(10 min.)

(Director, Partnership Department of KNPS)

1745-1755
(10 min.)

(Director, Korea Civil Network for CBD COP12)

Panel discussion 2 by Mr. KIM Kyungwon
Panel discussion 3 by Mr. HWANG Myung Gyu
Panel discussion 4 by Mr. Jung Kyu-seok
Q & A and wrap-up the session

1755-1820
(25 min.)
1830 -

Dinner

Day 2 : 19th June 2014

0900-1100
(120 min.)

Session 3: Role of Gangwon Province for Regional Biodiversity Conservation
Chair: Prof. JO Hyun-Kil (Gangwon National University)

0900-0925
(25 min.)

The Roles of Gangwon Province for NEA Biodiversity
▶ Prof. YOO Kijoon (Division of Tourism, Sangji University)

0925-0950
(25 min.)

A case study from the Kushiro region, Hokkaido, Japan on wetland
conservation and the promotion of the Ramsar Convention
▶ Prof. Kobayashi Satoshi (Department of Environmental Geography, Kushiro Public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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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50-1015
(25 min.)

Cities, biodiversity and beyond: The role of cities in preserving regional
biodiversity
▶ Dr. Christopher Doll (Research fellow, United Nations University Institute for the
Advanced Study of Sustainability (UNU-IAS))

1015-1025
(25 min.)

(Support Bureau of Gangwon Provincial Government for CBD/COP12)

1025-1035
(25 min.)

(Representative of Green Korea - Seolak Mt.)

1035-1045
(10 min.)

(Research Fellow, ICLEI Korea Office)

1045-1110
(25 min.)

Panel discussion 1 by Mr. LEE Myoung-kwon
Panel discussion 2 by Mr. PARK Grimm
Panel discussion 3 by Dr. HAN Soon-Keum
Q & A and wrap-up the session

1110-1120

Break

1120-1220
(60 min.)

Session 4: Discussion and adoption of workshop recommendation
Chair: Prof. LEE Kyoung-jae(University of Seoul, Chairman of ERF)

1230
1230-1330
1400-

Workshop closure
Lunch
Field T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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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발표자 소개 Introduction of Keynote speakers

노리타카 이치다
●

생년월일 : 1946년 7월 1일

●

국적 : 일본

●

학력 : 1965-1969 도쿄어업대 동물생태학

●

경력 :

1969 야마시나조류연구소 조류가락지팀 연구원
1970 일본야생조류협회(WBSJ) 연구원
1975 일본야생조류협회(WBSJ) 사무국장
1984 일본야생조류협회(WBSJ) 국장
1995 일본야생조류협회(WBSJ) 국장 및 2001년까지 일본야생조류협회 국제센터 국장 역임
2001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 아시아위원회 의장
2002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 아시아분과 국장
2007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 부회장
2011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 고문 및 일본나비관찰협회 회장
●

업적 :

1981년 우토나이 호수(Lake Utonai)에 일본 최초의 조류보호구역을 설립하고 일본 전역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하였
다. 일본에서 러시아, 한반도에 이르는 인공위성 추적장치를 통한 두루미 이동경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 습
지자연보전구역 네트워크를 설립하였고 또 다른 멸종위기조류인 저어새 보전을 위해 남북한, 대만, 중국 본토, 베
트남, 일본이 참여하는 비슷한 국제네트워크를 설립하였다. 2005년『아시아의 중요조류지역과 잠재 람사르 사이
트』
를 출판하였으며 한국에서 열린 제10차 람사르당사국총회 이전까지 아시아 국가들이 더 많은 람사르 사이트를
지정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일본 정부의‘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
약’
(CITES) 및 람사르협약 가입 활동을 펼쳤으며 성공하였다.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 아시아위원회의 의장으로서
적색목록 프로젝트를 주관하였으며 2001년『위협에 처한 아시아의 새들』
(Threatened Birds of Asia)을 출판하였
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아시아지역의 보전 NGO간의 활발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도쿄에‘WING’
라고 불리
우는 아시아 국제협력활동을 위한 센터를 건립하였다. 2009년 도호쿠 대학교 글로벌 COE 프로그램(도호쿠 대학
교 생태계 적응성 환경 컨소시움) 회장으로 임명되었다. 현재 일본나비관찰협회를 설립하여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
을 미치는 살충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주요저서 :

Bird Study Manual, Toyokan Ltd. 1990(Co-author); Birds of Taiwan,Taiwan Wildbird Information
Center.1991(Editor); Yanbaru Forest, WBSJ 1994 (Co-author); Birds of Korea(한국의 새), LG Foundation
2000(Editor In Chief); Threatened Birds of Japan, Tokokan Ltd., 2003 (Editor); Mountain Birds, Nature
Network, 2004 (Editor); Common Bird Behavior, Gakken, 2006 (Editor); 30 Years for Bird Conservation,
Birder Magazine 216-239, Bunichi Ltd. 2005-2006; Research on the Crested Ibis (Co-translator from
Chinese); Shinjusha, 2007; Co-existence with Birds, Japanese 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Bird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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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itaka Ichida

●

Date of Birth : July 1, 1946

●

Nationality : Japanese

●

Education : 1965-1969 Studied Animal Ecology at Tokyo University of Fishries.

●

Profession :

1969 Researcher, Birdbanding Team of Yamashina Institute for Ornithology
1970 Researcher, Wild Bird Society of Japan ( WBSJ )
1975 Executive Director, WBSJ
1984 Director, WBSJ
1995 Director of WBSJ and Director of InternationalCenter of WBSJ until 2001
2001 Chairman of Asia Council of BirdLife International
2002 Director, Asia Division of BirdLife International
2007 Vice President, BirdLife International
2011 Senior Advisor President, Butterfly-watching Society of Japan
●

Achievement :
Established the first bird sanctuary in Japan in 1981 at LakeUtonai and expanded the network all through the
country and also established an international network of nature reserves of wetlands based on the result of satellite
tracking of crane migration from Japan to Russia through the KoreanPeninsula. Similar work for the globally
threatened bird, the Black-faced Spoonbill involving North and South Koreas, Taiwan, Mainland of China, Vietnam
and Japan. Published“ Important Bird Areas and Potential Ramsar Sites in Asia”in 2005 and encouraging Asian
nations to designate more sites until the COP 10 in Korea.
Encouraged the Japanese government to join the CITES and Ramsar Convention and succeeded.
As a chairman of the Asia Council, had led the RDB project and published the Threatened Birds of Asia in 2001.
Though this project, had established a good network of conservation NGOs of the region and constructed a center
for international activities for Asia in Tokyo called WING.
2009, nominated as the president of Environment Consortium of Tohoku University Ecosystem Adaptability Global
GCEO. Now, working for the pesticide problem establishing Butterfly-watching Society of Japan.

●

Publication :

Nature Study at River, Toyokan Ltd. 1976(Co-author); Birds of Japan, WBSJ. 1982(Co-author); Bird
Study Manual, Toyokan Ltd. 1990(Co-author); Birds of Taiwan,Taiwan Wildbird Information
Center.1991(Editor); Yanbaru Forest, WBSJ 1994 (Co-author); Birds of Korea(한국의 새), LG Foundation
2000(Editor In Chief); Threatened Birds of Japan, Tokokan Ltd., 2003 (Editor); Mountain Birds, Nature
Network, 2004 (Editor); Common Bird Behavior, Gakken, 2006 (Editor); 30 Years for Bird Conservation,
Birder Magazine 216-239, Bunichi Ltd. 2005-2006; Research on the Crested Ibis (Co-translator from
Chinese); Shinjusha, 2007; Co-existence with Birds, Japanese 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Birds, 2011.

15

International Workshop on Biodiveristy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with emphasis on the Role of Gangwon Province

데이비드 N. 카수토

●

페이스대학교(Pace University) 법학대학원(2002 - 현재)
강의과목: 환경법, 재산법, 수법(水法), 환경비교법, 환경기술법, 동물법, 형법, 생명윤리법, 윤리법
브라질-미국법률및환경연구소장 (Brazil-American Institute for Law & Environment (BAILE))

●

실무경력 :

뉴욕주 어스테릴리츠시(Austerlitz) 즉결재판소 판사(2013년 1월 - 현재)
뉴욕주 중소도시 즉결재판소 판사로 선출. 다양한 경범죄와 민사 사건에 대해 판결.
●

학력 :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벌트홀 로스쿨(Boalt Hall) 법학박사(1998)
인디애나대학교 (Indiana University) 영어학박사(1994)
웨슬리안 대학교(Wesleyan University) 비교문학학사(1985)
●

학술활동 :
주요저서 :

동물법과 법원 공편 (THomson West Press, 2008); 흥건하게 메마르다: 남서부 사막 지역의 문학, 정치, 그리고
물 (미시건 대학교 출판부, 2001); 차갑게 흐르는 강물: 페레 마르케트 강의 생태학 전기 (미시건 대학교 출판부,
1994) 등
주요논문 :

환경, 윤리 그리고 공장식 축산농장 (SOUTH TEXAS LAW REVIEW, 54 S. TEX. L. REV. 2013년 봄, 심포지엄이슈)
브라질과 미국, 그리고 그 너머에 이르기 까지 정보의 중요성과 참여 원칙 (RECIEL(REVIEW OF EUROPEAN
COMMUNITY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2013)
브라질산 에탄올 규제의 진화와 미국이 참고할 만한 시사점 (위스콘신 국제법 학술지, 2013년 심포지엄이슈)
견고한 듯 부드럽고 불확실하다: 과리니 대수층, 그리고 국경에 걸쳐 이어진 지하수 문제 (콜로라도국제환경법학술
지 (24 COLO J. INTL ENVTL. L. & POL’
Y 1, 2013년 겨울)
●

주요 수상경력 :

2014 제퍼슨상 동상 수상 (Jefferson Award, Bronze) - 공동체에 기여한 공헌 인정 (국가 수여상)
2012-15 페이스 아카데미 학교 학자상 수상 (Academy Schola, Pace Academy), (응용환경학연구)
2012. 08. 동물착취폐지협회 공로상 수상 (Lifetime Achievement Award - Institute for the Abolition of
Animals)
●

관련분야 활동 :

미국 법과대학 협회(AALS) 동물법부문 의장 (2009-11년 창립 멤버이자 최고위원, 2011-12년 의장 선출), 201213년 의장 역임, 2013-14년 전기 의장(Immediate Past Chair) 활동; 세계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 :IUCN) 회원, 세계환경법위원회 회원; 세계자연보전연맹 수법(水法) 특별위원회 회원
세계자연보전연맹 환경법학회회원; 브라질 과학기술발전 국가위원회 법과 생물다양성부문 회원 (브라질 연구기관);
동물법 학술지(Journal of Animal Law) 편집국 활동; 지구노트(EarthNote )작가/프로듀서/방송진행자(199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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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NATHAN CASSUTO

●

ACADEMIC APPOINTMENTS :

Pace University School of Law (2002 - present)
Courses include: Environmental Law, Property, Water Law, Comparative Environmental Law,
Environmental Skills, Animal Law, Criminal Law, Bioethics, Professional Responsibility
Director, Brazil-American Institute for Law & Environment (BAILE)
●

PRACTICE EXPERIENCE :

Town Justice, Austerlitz, NY (January 2013 - present); Elected Town Justice for rural NY township.
●

EDUCATION :

Boalt Hall,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J.D. (1998)
Indiana University, Ph.D., English (1994)
Wesleyan University, B.A., Comparative Literature (1985)
●

SCHOLARLY ACTIVITY :
Recent Books:

ANIMAL LAW AND THE COURTS. Co-editor (Thomson West Press, 2008); DRIPPING DRY:
LITERATURE, POLITICS AND WATER IN THE DESERT SOUTHWEST.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1);
Recent Articles :

Environment, Ethics, & the Factory Farm, South Texas Law Review, 54 S. Tex. L. Rev. (Spring 2013
Symposium Issue);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and Participation Principles in Brazil, the United States
＾mulo S.R. Sampaio), RECIEL (Review of European Community and International
and Beyond, (w/Ro

Environmental Law), 2013 (peer-reviewed)
●

HONORS, AWARDS & GRANTS :

Jefferson Award (Bronze) for Service to the Community (National Award) - 2014
Academy Scholar - Pace Academy for Applied Environmental Studies, 2012-15
Lifetime Achievement Award - Institute for the Abolition of Animals, 2012
●

RELEVANT PROFESSIONAL ACTIVITY :

Chair, AALS Animal Law Section (founding member & executive committee member 2009-11
Member, 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 (IUCN) Commission on Environmental Law
Member, IUCN Special Committee on Water Law
Member, IUCN Academy of Environmental Law
Member, Law and Biodiversity in the National Council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Brazilian Research Group)
Editorial Board, Journal of Animal Law, peer-reviewed scholarly journal
Writer, producer and announcer for EarthNote, weekly two-minute radio program on National Public
Radio affiliates treating environmental themes (199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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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별 좌장 소개 Introduction of Chairs

김정민
●

생년월일 : 1964년 11월 26일

●

학력 :

1987. 2 : 서강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부전공: 교육학)
1992. 6 :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졸업 (전공: 호텔경영학)
2000. 8 : 한양대학교 대학원 관광학과 박사 졸업 (전공: 관광학)
●

경력 :

1996. 4 - 1997. 10 : 미국 미시간 주정부 쌍무무역팀 한국사무소 대표
1999. 3 - 2000. 8 : 탐라대학교 관광학부 호텔경영전공 전임강사
2000. 9 - 2001. 1 : (주)사이버이미지네이션 기획실 전략기획팀장
2001. 3 - 2014. 현재 : 상지대학교 경상대학 관광학부 관광개발전공 교수
●

활동사항 :

제주도 국제회의산업 육성 자문위원 (1999-2000. 8); 2002 월드컵 제주경기 추진준비협의회원 (1999-2000. 8);
원주시 여성정책기금 심의위원 (2003-2004); 한국관광레저학회 이사 (2007-2009);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평
의원 (현재); 한국환경생태학회 이사 (2004-현재); 한국환경생태학회 국제학술협력위원장 (2013-2014. 4); 강원도
출자출연 심의위원 (2004-현재); 강원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 (2004-현재);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심의위원
(2004-현재); 강원도 군립공원위원회 위원 (2014-현재)

KIM Jeongmin
Jeongmin Kim is a Professor of the Tourism Development Studies of the Division of Tourism, Sangji
University in Gangwon -do, Korea. She holds a M.B.A in Hotel, Restaurant and Institutional Management
from Michigan State University in the U.S.A. and a PhD in Tourism Science from Hanyang University in
Korea.
Professor Kim is a member of a number of professional and governmental committees, and has been
served as board members of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 and Ecology, and the Korean Society of
Community Living Service. She recently has been appointed as the Vice Chair and Chairperson of
International Academic Cooperation by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 and Ecology. Dr. Kim has a
particular interest in conservational issues, and her research also covers the field of public service
management and human ecology within the context of con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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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택

●

생년월일 : 1958년 2월 19일(음)

●

학력 :

1985. 2 :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2003. 2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중어중문학과)
2012. 2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환경보건학과)
2014. 6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관광학과 4학년 재학
●

경력 :

1984.12 - 1991-3 : MBC 기자(사회부 특집부 국제부), 걸프전 취재
1991. 3 - 1995.10 : SBS 기자, 도쿄특파원 근무
1995. 10 - 2003. 3 : 사회부 행정데스크, 나이트라인 앵커, 노조위원장
2003. 2 - 2009. 12 : 환경전문기자
2010. 1 - 2014. 6 (현재) : 논설위원
2010. 1 - 2014. 5 : 한국환경기자클럽 회장
●

기타 :

SBS 특종상-소련 쿠데타 발발 고르바초프 실각 신속보도 (1991. 8);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SBS특종상’
-한
일 근현대사 왜곡 怪書<추한 한국인(醜い韓國人)>출판 진상 추적보도 (1995. 5); 한국방송협회 한국방송대상(취재기
자 부문) (2005. 9); 환경운동연합 2006환경인상(녹색언론인) (2007. 2); 대한민국 국민포장 (2007. 6); 교보생명환
경문화상(언론부문 대상) (2009. 4)

PARK Soo Taek (Stephen)
Soo Taek (Stephen) Park has served as an active journalist for 30 years. As delight reporter, critic news
anchor, editing desk he has made his best for the audience to get correct news. He won a reputation
as a professional journalist especially for environmental issues for 7 years with a lot of impressive news
coverage from garbage matters, pollutions, endangered birds and animals to the profound themes of
desertification and climate change. He has unveiled sensitive facts on the so called '4 river restoration
projects' and Seoul-Incheon canal works, which were, in the end, proved to be failures only to swallow
huge budget and to destruct vulnerable nature. Those unwelcomed efforts made him recognised to be a
noncompliant journalist by the uncomfortable government with business bodies. He does not know how
to play golf, nor wants to learn it, as the gentle sport results in mass destruction of forests, shelter for the
weak creatures. He is interested in and concerned about the coexistence of men and nature, health and
safety for workers, human rights and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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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길

●

강원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조현길 교수는 미국 애리조나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강원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
국조경학회와 한국환경생태학회에서 편집이사 및 부회장으로 활동하였다. 조현길 교수는 학부에서 조경계획, 도시생
태계 및 녹지 계획, 주거환경디자인을 가르치고 있으며 대학원에서는 도시생태계, 도시조경계획 및 디자인, 환경계획
및 정책을 가르치고 있다. 이외에도 에너지 절약,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절감, 도심열섬현상 완화, 생물다양성 증진, 생
태공원 디자인, 생태하천 복원 및 생태도시계획 등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JO Hyun-Kil

●

Professor,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R.O.Korea

Professor Jo hold a PhDfrom the University of Arizona in USA and is working with the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at Kangwon National University in Korea. He has served as editor-in-chief of
both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Korean Society of Environment and Ecology,and also
vice-president of the two institutions. He teaches landscape planning, urban ecosystem and greenspace
planning, and residential environmental design for undergraduate courses. He also teaches design for
urban ecosystem, urban landscape planning and design, and environmental planning and policy for
graduate courses. His major interests of research are urban greenspace planning and ecological
community design to create sustainable living environments. He has conducted various projects
concerned with those fields, including energy savings, carbon uptake and reduction, urban heat-buildup
mitigation,biodiversity improvement, eco-park design, ecologicalstream restoration, and eco-city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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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

생년월일 : 1949년 5월 4일

●

학력 :

1968-1975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학사 (전공: 임학)
1976-1978 서울대학교 대학원 임학과 농학석사 (전공: 조림학)
1980-1984 서울대학교 대학원 임학과 농학박사 (전공: 산림생태학)
●

경력 :

1984.03-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조경학과 교수
2000. 09-2007.02 한강유역환경청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전문위원회 위원
2000. 01-2006.06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2004. 10-2008. 10 국립공원위원회 전문위원
2006. 4-현재 한국환경생태학회 고문
2006. 9. 12-2008. 9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

LEE Kyong-jae
●

Date of Birth : 1949 May 4

●

Education :

1968. 3 - 1975. 2 Department of Forestry, Seoul National Univeresity (Bachelor’
s of Forestry)
1976. 3 - 1978. 8 Graduate School of Fore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Master’
s of Forestry)
1980. 3 - 1984. 2 Graduate of School of Fore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Ph.D. of Agriculture)
●

Hightlights of Experience :

Dep. of Landscape Architecture, College of Urban science, Univ. of Seoul (1984. 3 - Present); Counsel
of Special Commission for Pre-Environmental Review System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Han River Basin Environmental Office (2000. 9 - 2007. 2); Counsel of Urban Public Park Committee,
City of Seoul (2000. 1. - 2006. 2); Counsel of Citizens' Committee for Green Seoul (2006. 9. 12 - 2008.
9); Special Counsel for National Parks Commission (2004. 10 - 2008. 10); Advisor of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 and Ecology (2006. 4 -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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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소개 Introduction of presenters

한봉호
●

생년월일 : 1968년 12월 28일

●

학력 :

1994. 2 :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졸업(조경학)
1996. 2 :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석사 졸업(환경생태학)
2000. 8 : 서울시립대학교 공학박사 졸업(환경생태계획확)
●

경력 :

2001. 3 - 2003. 3 : 도시생태연구소 LET 소장
2003. 3 - 2014. 현재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조경학과 교수
●

기타 :

(사)한국조경학회 편집이사 (2005. 1 - 현재); (사)한국환경생태학회 총무이사 (2005. 4 - 2010. 4); 서울시 도시공
원위원회 위원 (2007. 3 - 현재); 관악산 숲길위원회 위원 (2008. 1 - 현재); (사)한국환경생태학회 편집이사 (2011.
4 - 2013. 4); 국립공원관리공단 자문위원 (2011. 11 - 2013. 11); 서울특별시 한강시민위원회 위원 (2012. 4. 24 현재);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2013. 3 - 현재); (사)한국환경생태학회 편집위원회 편집위원 (2013. 4 2014. 5); ICLEI 한국사무소 생물다양성 분야 자문위원 (2013. 5 - 현재);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2013.
5 - 2015. 5); 중랑천 녹색 브랜드화 추진위원회 위원 (2013. 7 - 현재)

HAN Bong-ho
Bong-ho Han is a Professor of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in University of Seoul Seoul, South
Korea. He holds a MSc in environmental ecology and a PhD in environment ecological planning from
University of Seoul. Professor Han is a consultant of professional and governmental committees such as
ICLEI Korea, Korea National Park Service, Han River Citizen Committee and Seoul Urban Park Committee.
He has served as a board member of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 and Ecology. Professor Han has a
particular interest in nature conservation and wise use, and his research covers the field of protected
area and ecological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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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석

●

국립공원연구원장

●

경희대학교 조경학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

●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보전처장, 설악산, 지리산(남부) 소장

●

자연환경관리기술사

SHIN, Yong-Seok
●

Current position: Director of National Park Institute

●

Bachelor of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Kyunghee University; Master of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Director of Nature Conservation, Korean National Park Service; Superintendent of Seoraksan, Jirisan
National Park; Professional Engineer of Natural Environment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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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서

●

교육 :

이학사 인하대학교 (전공 : 해양학)
이학박사 인하대학교 (전공 : 생물·수산해양학)
●

주요경력 :

2013. 9 - 현재: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보전본부 환경협력팀 차장 (해양보호구역센터 총괄)
2013. 2 - 현재: 해양보호구역관리사업 (해양수산부, 총괄)
2012. 4 - 2013. 2: 연안습지 기초조사 연구 (국토해양부, 해양저서생태계 담당)
2011. 4 - 2013. 2: 해양보호구역 조사관찰 연구 (국토해양부, 총괄)
2010. 4 - 2010.10: 서천군 연안습지 전문가 모니터링 사업 (서천군, 총괄)
2013. 2 - 2013. 8: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보전본부 환경협력팀 과장
2010. 7 - 2013. 2: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보전본부 해양생태팀 과장
2009.10 - 2010. 7: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보전본부 해역관리팀 과장

HWANG Inseo
●

Senior Research Scientist / Deputy General Manager, MPA Center of Marine Environment Cooperation
Team, Korea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Corporation (KOEM)

●

Birth : 14th May 1972 in Incheon, Republic of Korea

●

ACADEMIC CAREER :

Ph. D. ,Inha University, Incheon Korea (1998~2008) (Marine Benthic Ecology)
Bachelor of Science, INHA University, Korea (1991~1998)
●

MAJOR CAREER RECORD :

Senior Research Scientist, KOEM (2009~current)
Management Corporation (KOEM; 2013~current)
- Project Manager of National MPA monitoring program of Korea (2010~2012)
- Scientific consultant for the 2nd National Investigation of Coastal Wetland Project of Korea (2010~2012)
Research Scientist, KWATER (2007~2009)
- Benthic Ecologist /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KWATER)
- Manager of Monitoring on Benthic Ecosystem ofSihwa Lake, Korea
Researcher, RRCCEYS (2000~2006)
- Benthic Ecologist / Regional Research Center for Coastal Environments of Yellow Se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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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민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환경·개발국 (2005-2010년)과 동북아사무소 (2010-2013. 6월) 환경
담당관을 거쳐, 현재 동북아사무소 부대표로 재직하고 있다. 아울러 2005년부터 동북아환경협력프로그램
(NEASPEC)의 사무국 운영 및 프로그램 실행을 담당하고 있다.
환경정책 전문가로서 한양대학교 연구교수,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전문위원, 녹색연합 정책위원 및 연대사업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태국 출라롱콘대학교, 호주국립대, 미국 워싱턴대학
교의 방문연구원으로 국제환경거버넌스 분야를 연구하였다.
호주 멜버른대학교에서 박사학위 (국제환경정책 분야)를 취득했으며, 저서(공저)로는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Diplomacy and Politics in Asia-Pacific, 사회를 보는 새로운 눈, 동북아의 근대화와 물, Ecoefficiency: a practical path to sustainable development, Eco-efficiency Indicators, Regional Perspectives
on Sustainable Development 등이 있다.

NAM Sangmin
Dr. Nam currently works as the Deputy Head, UNESCAP East and North-East Asia (ENEA) Office since
July 2013. Prior to taking up the current assignment, he served as Environmental Affairs Officer at the
UNESCAP Headquarters and ENEA Office since early 2005.
Before joining the UN, he taught at Hanyang University in Seoul, served as an expert member of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Northeast Asian
Cooperation Initiative of the Republic of Korea, respectively, and worked with Green Korea United, a
leading environmental NGO in the ROK, as a founding member and programme and policy manager. Dr.
Nam obtained a PhD degree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governance from University of
Melbourne,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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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드라 헤일즈

●

람사르협약 CEPA 프로그램 담당관

스코틀랜드에서 생물학과 생태학 학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고, 동남아시아지역의 대학교로 옮겨 생태학 연구와 강의
를 했다. 자유기고 작가로서 언론에 자연과 보전활동에 관한 글을 발표하였다. 1980년대 후반 유럽으로 돌아온 이후
에도 헤일즈 박사는 보전활동에 관심을 계속 가지면서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세계보건기구(WHO), 람사르협약에
서 자유기고 작가로서 연구와 편집활동을 하였다. 2000년부터 람사르협약 사무국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이후 헤일
즈 박사는 람사르협약 사무국의 CEPA(Communication, Education, Participation, and Awareness 커뮤니케이션,
교육, 참여 및 대중인식 증진) 담당관으로서 습지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주로 일하였다. 사무국내의 주요 역할
로는 람사르협약 각국 CEPA 연락담당(National CEPA focal point)과의 협력, 경험 및 자료 공유를 위한 람사르협
약 이메일 리스트 운용(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커뮤니케이션 기술, 습지교육센터와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참여
기술 및 역량 강화라는 세 가지 핵심 분야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자료 확보 및 공유가 있다. 또한 헤일즈 박사는
수년 동안 람사르 협약의 세계 습지의 날(World Wetlands Day) 캠페인을 진행했다.

Sandra Hails
●

CEPA Programme Officer, Ramsar Convention Secretariat

With a background in biology and ecology through BA and PhD degrees in Scotland, Sandra moved
into lecturing and ecological research at university and upper school levels in southeast Asia, and then
more broadly into communication about conservation and the natural world for the press as a
freelance writer. On returning to Europe in the late 1980s she continued this conservation interest,
working as a freelance consultant with research and editing for IUCN, WHO and Ramsar before joining
the Ramsar Secretariat as a staff member in2000. Since then her focus has been very much on
communicating about wetlands as the Convention’
s CEPA Programme Officer (CEPA stands for
communication, education, participation and awareness). Key roles for Ramsar include working with the
Convention’
s nominated national CEPA Focal Points who are charged with implementing the
programme in-country; managing CEPA email lists in English, French and Spanish for sharing
experiences and materials; andidentifying and sharing communications materials online in three key
areas: communication techniques, communication with a focus on wetland education centres,
andparticipatory techniques and capacity building. Sandra has also been responsible for Ramsar’
s
World Wetlands Day campaign for many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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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광춘

●

베이징임업대학교 자연보전대학 학장

레이광춘 박사는 베이징임업대학교 자연보전대학 학장이자 생태학 교수이다. 1997년 헬싱키 대학교(핀란드)에서 보
전생물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레이광춘 박사는 중국임업과학원에 의해 국가습지과학위원회 부의장으로 임
명되었으며‘습지과학저널’
(Journal of Wetland Science), '생태학과 자원 저널
‘(Journal of Ecology and
Resources), '국제생태계서비스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Ecosystem Services) 편집위원을 역임하였다. 2003
년부터 2007년까지 람사르협약 사무국의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선임자문관 및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베이징
대학교 교수직과 동시에 세계야생동물보전기금 중국 지부(WWF China)의 해양과 담수프로그램 책임자로 일하였다.
1988년부터 1993년까지 중국 후난성 임업국의 자연보전 부국장을 역임하였다.

Guangchun Lei
Dr. Guanghun Lei is a Professor of Ecology, and the Dean of the School of Nature Conservation,
Beijing Forestry University. Hegothis PhD at Helsinki University in 1997, majored in conservation biology.
Professor Lei has been appointed as the Vice Chair of the National Wetland Science Committee by the
Chinese State Forestry Administrations, and have been served as Editorial board member of the
Journal of Wetland Science, and Journal of Ecology and Resources, and international journal of
Ecosystem Services.
His previous appointments include the Senior Advisor for Asia and Oceania Region of the Ramsar
Convention Secretariat from 2003 to 2007, and director of freshwater and marine program of WWF
China from 1999 - 2002, when he hold aprofessorship position at Peking University. From 1988 to
1993, he was the Deputy Director for nature conservation at the Forestry Department of Hunan
Province, P. R.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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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카엘 포겔

●

생년월일 : 1952년 1월 2일, 독일 밤베르크(Bamberg) 출생

●

학력 :

1974 - 1979 : 독일 마부르크대학 지리생태학 및 생태학전공
1979 - 1981 : 독일 마부르크대학 박사과정 수료
학위논문:“갈대(Phragmitescommunis) 군락내 생태조사”
(International Biological Programme 일환)
●

경력 :

독일연구재단 연구과제“아남극의 곤충생태”
(포크랜드, 남조지아, 시그니아일랜드) 연구원 (1981 - 1982); 독일 마
부르크대학 생물학부 연구원 (1983 - 1986); 독일-칠레간학술교류연구원 (1984. 12. - 1985. 4); 생물학석사
(Diploma in Biology) (1985. 6); 바바리안주학술원, 자연보전과 경관관리에 대한 생태적연구 및 교육프로그램팀장
(1986 - 1996); 바바리안주환경부 (1996 - 2001); 독일 베르히테스가든 국립공원소장 (2001년 - 현재); 알프스보
호지역네트워크(ALPARC) 회장 (2003년 - 현재)

Dr.rer. Nat. Michael Vogel
●

Date and Place of Birth : January 2nd 1952, Bamberg, Germany

●

Academic Qualifications :

1974 - 1979: Studies in Geography (Geo-Ecology) and Biology (Ecology) at Phillips-University Marburg.
1979 - 1981: Doctoral studies; Doctor´s degree to Dr.rer. nat.
●

Professional Qualifications :

1981 - 1982: Scientific assistant in research-projects of the German-Research-Foundation (DFG)
1983 - 1986: Scientific assistant Dept. Of Biology, Philipps-University Marburg.
Dec. 1984 - April 1985: Scholarship of German-Academic-Exchance-Office (DAAD) for studies in
Patagonia and Tierra del Fuego (Instituto de la Patagonia, Punta Arenas, Chile).
June 1985: Diploma in Biology
1986 - 1996. BavarianAcademy for Nature Conservation and Landscape Management (ANL), Laufen
1996 - 2001: Bavarian Ministry for Environmental Affairs, Munich
Since 2001: Head of Nationalpark Administration for the Nationalpark Berchtesgaden
Since 2003: President of Alpine Network of Protected Areas (ALPA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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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키코 이마이

●

유키카젯 (Yukikazet inc.) 대표

●

경력 :

2009년 7월 - 현재 유키카젯 (Yukikazet inc.) 대표
2007. 4 - 2008. 8 Pulse K.K. 컨텐츠 프로듀서
2004. 10 - 2007. 3 Gonzo K.K. 보조 프로듀서
2001. 10 - 2004. 9 Japan Entry 수석 컨설턴트
1998. 4 - 2001. 09 일본 노르텔 네트워크 (Nortel Networks Japan) 인적자원전문가
●

비영리 활동 :

2011. 9 - 현재 유엔생물다양성십년 일본시민네트워크 (Japan Civil Network for the United Nations Decade
on Biodiversity: JCN-UNDB) 이사
2011. 9 - 현재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위원회 (CEC) 회원
●

학력 :

1994-1998 : 국제기독교대학교 학사 (국제학)

Makiko Imai

●

President of yukikazet inc.

●

Experience :

President, yukikazet inc. (sole proprietorship) July 2009 - Present
Content Producer at Pulse K.K. April 2007 - August 2008
Assistant Producer at Gonzo K.K. October 2004 - March 2007
Senior Consultant at Japan Entry October 2001 - September 2004
Human Resources Specialist at Nortel Networks Japan April 1998 - September 2001
●

Non-Profit Activities :

Board Member at Japan Civil Network for the United Nations Decade on Biodiversity (NGO)
September 2011 - Present
Member of IUCN-CEC September 2011 - Present
●

Education :

International Christian University Bachelor's degree, International Studies, 1994 - 1998 TOEIC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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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

생년월일 : 1959년 1월 3일

●

상지대학교 관광학부 교수(관광개발 전공)

●

학력 :

Univ. of Maine(미) (Parks, Recreation & Tourism Planning 박사 1993. 9~ 1996. 5)
Univ. of Idaho(미) (Outdoor Recreation Resources 석사 1991. 1 ~ 1993. 5)
●

주요 수행연구 :

지리산길 기본구상, 백두대간자원실태조사, 백두대간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산림기반반형 현대문명병 치유상
품 개발, 국립공원보전관리계획 수립, 하이원리조트 에코플랜 수립
●

주요경력 :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전문위원 (現); 녹색연합 전문위원 (現); 강원랜드 하이원스키장 환경협의회 위원장
(現); (주)한솔개발 오크밸리 환경협의회 의장 (現); 한국생태관광협회 이사 (現); 산림청 국유림경영자문위원회 위원
(現);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한강청, 원주청) (現);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자문위원; 환경부 국립생태원
설립추진단 위원(2012 ~ 2013);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비상임이사(2008 ~ 2010)

YOO Kijoon

●

Date of Birth : 1959. JAN. 03.

●

Professor, Division of Tourism, Sangji University

●

Education :

1993. 09 - 1996. 05 Ph.D. from University of Maine (USA) (Parks, Recreation & Tourism Planning)
1991. 01 - 1993. 05 Master’
s from University of Idaho (USA) (Outdoor Recreation Resources)
●

Major researches :

Basic plan for Jirisan-gil,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Baekdudaegan resources, Research for
Baekdudaegan Master Plan, Development of forests-based programs for modern lifestyle-related
diseases, Management plan for national parks conservation
●

Highlights of experience :
Council member of National Park Conservation Network (- present); Council member of Green Korea United (present); Kangwon Land (- present); Chairperson of Hansol Oak Valley Environment Council (- present); Board
member of Ecotourism Korea (- present); Advisor, Advisory Committee for national forest management, Korea Forest
Service (- present); Deliberation member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Ministry of Environment (Han River
Agency, Wonju City Agency) (- present); Advisor, Korea National Park Services, Ministry of Environment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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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바야시 사토시

●

일본 쿠시로공립대학교 환경지리학과 교수

1984 일본과학증진학회(Japan Society for Promotion of Science: JSPS) 연구원 (케냐 나이로비)
1986 케냐 및 동아프리카 국가를 위한 코단샤 노마(Kodansha Noma) scholarship fellow
1987 - 88 탄자니아 마할레 국립공원 야생동식물 보전 및 보호지역 관리를 위한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전문가
1988 노마 scholarship fellow (케냐)
1990 서아프리카 리베리아(Liberia) 국립공원 관리를 위한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전문가
1991 - 96 람사르협약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담당관 (스위스 글랜)
1997 - 쿠시로공립대학교 환경지리학과 조교수
2004 - 쿠시로공립대학교 환경지리학과 교수

KOBAYASHI Satoshi
●

Born : 11 August 1956

●

Nationality : apanese

●

Language : Japanese, English, and Swahili

●

Highlights of experience :

1984 Research Fellow at Japan Society for Promotion of Science (JSPS) based in its Nairobi office,
Kenya
1986 Kodansha Noma scholarship fellow for Kenya and other East African countries
1987-88 JICA Expert on wildlife conservation and PA management for Mahale Mountains National Park,
Tanzania
1988 Noma scholarship fellow based in Kenya
1990 JICA Expert on National Park management for Liberia, West Africa
1991-96 Technical Officer for Asia/Oceania at the Ramsar Convention Bureau based in Gland,
Switzerland
1997- Assistant Professor on Environmental Geography at Kushiro Public University (KPU)
2004- Professor at K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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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토퍼 돌

●

유엔대학교 지속가능성 고등과학연구소(UNU-IAS) 연구원

●

학력 :

1998-2003 영국 런던대학교 원격탐사 박사
1997-1998 영국 런던대학교 원격탐사 이학석사
1994-1997 영국 런던대학교 (로얄 할러웨이) 지리학 및 수학 학사
●

경력 :

2011-현재: 유엔대학교 지속가능성 고등과학연구소(UNU-IAS) 연구원
2009-2011: 도쿄대학교 도시공학과 부설 UNU-IAS 소속의 JSPS-UNU에서 박사후과정
2007-2009: 오스트리아 락센부르크 국제응용시스템 분석 연구소 근무
2004-2007: 미국 뉴욕 콜럼비아 대학교 국제지구과학 정보네트워크 지구연구소/센터(CIESIN) 근무
●

주요 저서 :

Puppim de Oliveira, J. A., Balaban, O., Doll, C. N. H., Moreno-Penaranda, R., Gasparatos, A., Iossifova,
D., Suwa, A., 2011. Cities and Biodiversity: Perspectives and Governance Challenges for CBD at the
City Level. Biological Conservation, (144) 1302-1313

Christopher Doll
●

EDUCATION :

1998-2003 Ph.D Remote Sensing. University College London, UK
1997-1998 MSc Remote Sensing. University College London, UK
1994-1997 BSc (Hons.) Geography & Mathematics. Royal Holloway, University of London, UK.
●

CURRENT - PAST POSITIONS; EXPERIENCE :

2011 - Present Research Fellow United Nations University - Institute of Advanced Studies (UNU-IAS)
known as Institute for the Advanced Study of Sustainability from 2014.
2009 - 2011 JSPS-UNU Post-doctoral Fellow at UNU-IAS with affiliation to the Department of Urban

Engineering, University of Tokyo.
2007 - 2009, International Institute for Applied Systems Analysis, Laxenburg, Austria.
●

Highlighted Biodiversity related publications

Puppim de Oliveira, J. A., Balaban, O., Doll, C. N. H., Moreno-Penaranda, R., Gasparatos, A., Iossifova,
D., Suwa, A., 2011. Cities and Biodiversity: Perspectives and Governance Challenges for CBD at the
City Level. Biological Conservation. (144) 1302-1313 http://doi.org/10.1016/j.biocon.2010.1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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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 소개 Introduction of panel discussants

홍석환
●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조교수

보호지역에 대한 관심으로 우리나라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보전관리계획, 경관계획, 시설계획 등 다양한 실질적 연구
를 수행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 보호지역의 국제보호지역 등재기관인 한국보호지역포럼 운영위원으
로 한국 내 보호지역의 연계 및 확장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다. IUCN 보호지역위원회 전문가로 활동
하고 있으며 2012년 IUCN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동북아생태네트워크연결을 위한 의제작성을 주도하였다. 현
재 한국-IUCN 프레임워크 파트너쉽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등 한국 보호지역의 기능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HONG Suk-Hwan
●

Assistant Professor, Pusan National University, R.O.Korea

He has been strongly concerning about the protected areas and participated the study of National
park’
s management plan, landscape plan, facilities plan and other various studies for the protected
areas in Korea. He is working for the steering committee member of the Korea Protected Areas Forum
(KPAF, Governmental consultative body with Korean PAs) and expert of IUCN WCPA. Currently he is
working for Korea-IUCN Framework Partnership for strengthening the function of PAs in Korea.

곽정인

●

(재)환경생태연구재단 환경생태연구센터장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환경생태학으로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13년 1월부터
도시생태학연구센터 HUNECO의 선임연구원으로서 다양한 연구에 참여하였고, 2013년 5월부터 (재)환경생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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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환경생태연구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다. 주요 경력으로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겸임
교수에 위촉되었으며, (사)한국환경생태학회 이사, 서울시 중랑천 녹색브랜드화 추진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
다. 주요 연구는 삼성물산과 수행한 R&D 연구과제로‘친환경 조경요소 최적화 설계 Platform 구축’
, 산림청 기획
연구과제‘도로 및 환경유형별 가로수 조성·관리 모델 개발’
,‘인천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등으로 주로 환경생태분야 책임급 연구자로 활동하고 있다.
●

주요 저서 : 환경생태학(2011, 공동저자), 환경생태계획학(2011, 공동저자)

●

주요 논문 : 가로녹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가로환경 영향요인 분석 연구(2013)제주도 동백동산 상록활엽수림 식생

구조 연구(2013)부산곽역시 금정산 소나무림 식생구조 연구(2013) 등

KWAK Jeongin
●

Director, Research Center of Environmental Ecosystem Research Foundation (ERF)

Dr. Kwak graduated from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University of Seoul, and received
master's degree and Ph. D. from the same university. Dr. Kwak has participated in a number of
researches as a senior researcher at HUNECO, private environmental and ecosystem research
company, since January, 2013, and is serving as the director of Environmental Ecosystem Research
Foundation Research Center since May, 2013. Major experience includes: an adjunct professor at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University of Seoul since 2012; board member of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 and Ecology; and Committee member for Green Branding of Jungrang River.
Kwak also participated in many major researches as a senior researcher. Projects include: 'Platform
establishment for optimized design of eco-friendly landscape components' as a part of the partnership
R&D project with Samsung C&C; 'Model development for formation and management of street trees by
street and environmental types' commissioned by Korea Forest Service; and 'Mid and long-term plan
to devise ecological status map of Incheon.'

소병천

●

아주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뉴욕주변호사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American대학 로스쿨과 Tulane대학 로스쿨에서 국제환경법석사와 환경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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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2003년 미국 뉴욕주 페이스대학 로스쿨에서 환경법으로 법학박사(S.J.D) 학위
를 취득했다. 2004년 이후 아주대학교 교수로 국제환경법 및 환경법을 강의하고 있다. 한국환경법학회 총무이사, 대
한국제법학회 총무이사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환경부 규제개혁위원회 법률전문위원을 수행하고 있다.

SO Byungchun
●

Professor, School of Law, Ajou Univeristy, R. O. Korea

He graduated the Hankk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 Korea and went to the United States. He
earned the LL.M degrees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t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and Energy & Environmental Law at Tulane University School of Law. He get the S.J.D. degree at
pace University School of Law in New York where he is a member of bar association in 2003. Since
2004, he has taught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domestic environmental law at Ajou
University, School of Law. As academic association works, he served the general director of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and Korean Environmental Law Association. And he works as a legal
adviser of Ministry of Environment.

김경원

●

(재)환경생태연구재단 동북아생태네트워크센터장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에서‘세계자연유산 지정을 위한 순천만 연안의 관리방안 연구’
(2011)를 주제로 석
사학위를 받았으며‘동북아 멸종위기조류 두루미 월동지 관리방안 연구’
를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중이다.
1996년 순천만보전활동을 시작으로 한국의 습지 및 멸종위기조류 보전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전국습지보전연대회의
사무국장(2008-2004), 한·일공동갯벌조사단 코디네이터 및 한국 대표(2000-2005),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20032007) 등을 맡아 활동하였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환경운동연합 습지해양팀 국장으로 장항갯벌매립반대활동,
한강하구보전활동, 동아시아 멸종위기조류보전캠페인 등을 주도하였다. 현재 환경생태연구재단의 동북아생태네트워
크 센터장으로서 저어새, 따오기, 두루미 등 멸종위기조류 서식지 보전 및 복원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생태네트워크
구축을 꿈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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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Kyungwon

KIM Kyunwon received a master’
s degree from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University of
Seoul with a thesis titled,‘Management measures for the selection of Suncheon Bay as The World
Natural Heritage’
, and is in progress of Ph. D. with the topic of ‘Research on wintering habitat
management for red-crowned crane, an endangered species in Northeast Asia.’With the conservation
movement for Suncheon Bay in 1996 as the start, Kim continuously focuses on conserving wetlands and
endangered birds. Kim served as a secretary general of Korean Wetlands Alliance (2008-2004),
coordinator and Korean representative for Korea-Japan Joint Investigation Team for Tidal-Flat (20002005), and Saemangeum Civil Research Group (2003-2007). While serving as the director of Wetlands
and the Marine Team of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netal Movement (KFEM) from 2005 to 2007, Kim
led efforts such as movement against the land reclamation of Janghang tidal-flat, conservation of Han
River estuary, and campaign to protect endangered birds in East Asia. As the current director of
Northeast Ecological Network Center of ERF, Kim hopes to establish Northeast Ecological Network based
on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habitats for endangered bird species, such as a Black-faced
Spoonbills, Crested Ibis, and Creanes.

황명규

●

국립공원관리공단 상생협력실장

●

국립경상대학교 농공학과 졸업

●

국립공원관리공단 경영기획부장, 재정운용팀장; 월악산국립공원, 북한산국립공원(도봉), 월출산국립공원소장

HWANG Myung-kyu
●

Director of Partnership Department, Korea National Park Service (KNPS)

●

Bachelor’
s degree in Agricultural Engineeri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General Manager of Planning & Coordination Team, Financial Management Team, KNPS

●

Superintendent of Woraksan National Park, Bukhansan National Park (Dobong), Wolchulsan National Park, KN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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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석

●

생년월일 : 1977년 9월 6일

●

학력 :

2005. 2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2009. 2 : 성균과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수료
●

경력 :

2010. 1 - 2012. 12 : 환경정의 토지정의센터/대안사회국/정책기획실
2013. 2 - 현재 :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자연생태국장

JEONG Kyu-Seok

Jeong Kyu-Seok is a director of the Ecosystem Conservation, Green Korea United. And he is director of
the KCN CBD 12 (Korea civil network for CBD COP12). Green Korea United (GKU) actively involves the
conservation of the ecological habitat and wildlife based on fieldworks by tackling destructive
developments including roads, electronic power lines and nuclear powers, dams, mines through human
interventions to protect Baekdudaegan Mountain Range, Saemangum Tidal Flat, Wetlands and Seas,
endangered Wildlife Animals and Plants, and making alternatives with people. In terms of wildlife animal
conservation activities, GKU has engaged in saving Bears, Gorals, Spotted Seals, Otters, Clawed
Salamanders, Frogs, Whales and beyond.

박그림

●

설악녹색연합 대표. 산양전문가위원회 위원장.

1992년부터 설악산국립공원의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한 일에 매달리고 있으며 천연기념물 제217호, 멸종위기종 1급
인 산양의 보존에 힘쓰고 있다. 자연이 아름다울 때 우리들의 삶도 아름다울 수 있다고 여기며 산다.

37

International Workshop on Biodiveristy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with emphasis on the Role of Gangwon Province

PARK Grimm

●

Representative of Green Korea - Seolak Mt.

Chairman of National Amur Goral Experts Commission
He has worked to preserve the nature of Seolak Mountain National Park since 1992, especially for
endangered Amur Goral (Naemorhedus caudatus, Nature monument No. 217) conservation. He believes
only when nature is beautiful our life is beautiful.

한순금

●

생년월일 : 1970년 4월 7일

●

학력 :

1996. 2. 22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 (공학석사)
2005. 2. 22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환경공학과 박사 (공학박사)
●

경력 :

1999. 10. 7 - 2003. 12. 31 국토연구원 (연구원)
2004. 1. 1 - 2007. 2. 27 서울시립대부설 도시과학연구원 (수석연구원)
2007. 5. 7 - 2013. 3. 31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연구실장)
2013. 6. 1 - 현재 이클레이한국사무소 (전문위원)

Soon-Keum Han

Soon-Keum Han is a professional officer of the ICLEI Korea Office in Suwon-si, Korea. She holds a PhD in
Environmental Engineering from University of Seoul in Korea. Dr. Han is a member of several Local Agenda
21 and has worked on local sustainability. Dr. Han has a particular interest in Ecological Capacity issues,
and her research also covers the field of Ecological Footprint which is a sustainability management tool
based on the Earth's capacity to support the baseline of sustainability in the context of Ecological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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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협약의 대중화

노리타카 이치다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 자문위원)

보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협약 중 하나인, 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생물다양성 협약)는
1992년 발효되었으니 벌써 22년이나 지났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직 CBD를 잘 모르며 자연의 다양성은 날마
다 사라지고 있다.
CBD와 비교해보면 물새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인 람사르 협약(Ramsar Convention)은 잘
알려져 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보전 프로그램들이 추진되어왔다. 2014년 5월 현재, 168개국이 람사르 협
약에 가입했고 2,182개의 습지가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었다. 물론 람사르협약이 CBD보다 20년 이나 먼저 탄
생하긴 했지만 왜 람사르 협약에 비교하여 CBD에 대한 인식은 저조한가?
첫째,“습지(Wetland)”
라는 단어는 사람들에게 친숙하지만“생물다양성(Biodiversity)”이라는 말은 좀 어렵
게 들린다.
둘째,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정의는 단순하지만 생물다양성에 관한 정의는 너무나 복잡하다. 과학자들이
생물다양성을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없지만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는 어렵다. 협약이란 과학자들간의 토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부터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도구이다. 영국의 저명한 한 자연보전 학회는 보전 캠페
인을 전개할 때“생물다양성”
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며 대신에“아름다운 자연을 즐기자”또는“봄이 왔음
을 알아보자”
라는 문구를 사용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4년 일본 오키나와 오오기미마을(Oogimi Village, Okinawa, Japan )은 생물다양성의 공식행동계획을
개발하고 일반적인 생물다양성보전프로그램에서 나비 보전만으로 전략을 바꾸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나비는 사람들과 가깝고, 쉽게 관찰 할 수 있다. 2) 나비보호를 위해선 서식지 보호가 필요했으며, 이러한 서
식지 보호는 생물다양성 보전으로 이어진다. 3). 마을 사람들이 나비 보전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생물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것이다. 마을관리사무소(Village office)와 협의를 통해, 지역 NPO인 얌
바루사(Yambarusha)는 한 초등학교를 초청하여 본 나비보호 캠페인에 참여케 했다. 학생들은 열정적으로 나
비를 공부하고 2013년에 오오기미 마을에서 31종의 나비종을 발견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학교는 내년에 나비
개체수를 늘리기 위하여 나비보전프로그램을 시작하고 먹이 공급계획을 마련하였다. 마을관리사무소 또는 지
역 공동체는 미래 세대를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이라는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훌륭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40

2014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준비를 위한 국제워크숍 동북아시아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발전 - 강원도의 역할을 중심으로

Making the CBD popular among People

Noritaka Ichida
(Senior Advisor, BirdLife International Asia Division)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ventions for
conservation, went into force in 1992 and 22 years have already passed since then. But the convention
is not yetwell known among people and we have beenlosing the diversity of nature day by day.
Compared with the CBD, the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 (Ramsar Convention) is well known and many conservation programs have been
promoted. As for May 2014, 168 nations joined the Ramsar and 2,182 wetlands have been
designated as the Ramsar sites.Of course, the Ramsaris twenty years earlier than the CBD, but why
the CBD isn’
t so popular compared with theRamsar?
First, the word“Wetland
“is familiar but“ Biodiversity”sounds pretty difficult for the public.
Second, the definition of wetland of international importance is simple but the definition of
biodiversity is complicated too much. It would not be a problem for scientists to understand
biodiversity but a problem for public. A convention is a tool for promoting actions on ground, not
for discussions among scientists.A well-known nature conservation society of UK does not use the
word
“ Biodiversity
“ and says“ Let’
s enjoy beautiful nature“or“ Let’
s find the arrival of spring”
when it makes a conservation campaign.This would be the answer for us.
In 2014, Oogimi Village, Okinawa, Japan, has developed its official action plan of biodiversity and
changed its strategy from general conservation program of biodiversity to conservation of butterfly
only. The reasons are: 1) Butterflies are close to people and easy to observe. 2) It is necessaryto
protect thehabitats for the protection of butterflies and to protect the habitats results in
biodiversity conservation.3) People of the village can join conservation activities of butterflies and it
will promote their understanding of the biodiversity. Through the consultation with the village
office, a local NPO, Yambarusha, invited an elementary school to join the campaign. School kids
were very keen to study butterflies and found 31 species in the village in 2013. The school started
conservation program of butterflies and raising food plans to increase butterflypopulation next
year.Village offices or local communities are on a good position to challengethe idea ofbiodiversity
conservation for our nextgenerations.

41

International Workshop on Biodiveristy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with emphasis on the Role of Gangwon Province

생물다양성, 보전, 문화: 브라질과 미국의 비교

데이비드 N. 카수토
(뉴욕 Pace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생물다양성 보전의 경우, 브라질과 미국은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을 취한다. 그 결과, 브라질과 미국의 법적
과제 또한 꽤 차이가 있다. 본 발표는 브라질과 미국의 방법론을 비교하며, 양국의 성공 및 실패에 대한 원인들
(문화적·법적)을 다루고자 한다.
브라질헌법(1988년제정)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정부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모든 필요한 조
치를 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을 바탕으로, 브라질의 환경유산 보전을 목표로 몇몇 훌륭한 법
과 규정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은 지속적인 과제임이 입증되었다. 법을
집행할 자원 및 의지가 모두 부족한 입법 차원뿐만아니라 환경법이 여전히 뒷전인 사법 차원에서, 브라질의 생
물다양성 보전은 상당한 장벽에 직면해 있다. 브라질이 전세계 생물학적 다양성의 15~20% 차지하며, 전세계
에서 가장 많은 고유종(endemic species)을 보유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장애 요인은 특히 더 중요하
게 여겨진다.
이와는 반대로, 브라질보다 환경법제의 역사가 길어서 그 결과 더욱 선진적이며 통합적인 법 체계를 자랑하는
미국의 경우, 헌법에 환경적 의무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실제 미국 연방법에서 환경적 권한을 부여하는
대부분의 근거는 통상조항(Commerce Clause)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통상조항 덕분에, 연방 정부는 각 주
(state)간의 통상을 규제할 힘을 갖는다. 통상조항 자체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법적 권한의 바람직한 원천
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수 많은 (이미 그 유용성이 입증된) 법을 제정하였다. 그 예로, 멸종위기
종보호법(Endangered Species Act),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국가산림관리
법(National Forest Management Act)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국내적 행동 및 국제적 협력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 보다 강화되어온 최근 수십 년간, 문화적/정치적 이유로 생물 다양성 및 환경보호에 대한 미국의
헌신은 약화되었다.
전세계가 인류세(Anthropocene Era)의 영향력에 적응하면서 이를 완화할 시도를 하는 가운데,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경을 넘어선노력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브라질과 미국 양국의 국내 및 접경지역 보전 노
력은 동일한 전세계적 과제 속에서 유사한 접경보호 문제에 직면해 있는 동아시아와도 관련된 시사하는 바가
있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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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diversity, Conservation & Culture:
A Comparative Analysis of Brazil & the United States

David N. Cassuto
(Professor of Pace Law School)

Brazil & the United States take fundamentally different approaches to the preservation of biodiversity.
As a result, their legal challenges are also quite different. This paper compares the two countries’
methodologies and discusses some of the reasons - both cultural and legal - for their successes and
failures.
Brazil’
s Constitution (dating from 1988)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biodiversity and directs the
government to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preserve it. This has led to some admirable statutes and
rhetoric aimed at preserving the nation’
s environmental patrimony. However, implementing that
mandate has proven to be an ongoing challenge. Both at the regulatory level - where both the
resources and the will to enforce the laws are lacking - and at the judicial level, where environmental
law remains a low priority, biodiversity conservation in Brazil faces significant obstacles. When one
considers that Brazil hosts between 15-20% of all the world’
s biological diversity, and the greatest
number of endemic species on a global scale, those obstacles take on particular importance.
By contrast, the United States - whose environmental law regime is older than Brazil’
s and
consequently more developed and integrated into the legal system - does not have any environmental
mandate in its constitution. Indeed, the source of most of the environmental authority in U.S. federal
law is the Commerce Clause, which gives the federal government the power to regulate interstate
commerce. This is not a promising source of legal power for biodiversity conservation. Nevertheless,
the U.S. has enacted a number of laws that have proven useful, including the Endangered Species Act,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 the National Forest Management Act, and others.
However, for both cultural and political reasons, the U.S. commitment to biodiversit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has waned in recent decades, even as the need for domestic ac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has grown ever more pressing.
As the world adjusts to and attempts to mitigate the impacts of the Anthropocene Era, the impacts of
transboundary efforts to conserve biodiversity are becoming ever more important. The efforts of these
two countries towards internal and transboundary conservation are relevant and instructive for the
North-East Asia region, which faces similar transboundary issues amidst the same global challenge.
year.Village offices or local communities are on a good position to challengethe idea ofbiodiversity
conservation for our nextgen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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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자연생태계 특성과
한국의 생물다양성 관리 역할과 과제

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1992년 브라질 리우환경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지구생태계를 위하여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사막화방
지협약의 3대 협약이 채택되었다. 이후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위하여 국제적인 노력이 지속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탄소배출과 각국의 경제발전이 연계되면서 국가 간 이해관계에 인하여 협약이행이 중단되는 한계에 이
르고 있다.
3대 협약 중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의는 매 2년마다 개최되어 2014년 한국 평창에서 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생물다양성회의에서 다양한 이니셔티브와 프로그램이 이루어졌다. 최근 당
사국총회의 논의 내용은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10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일본 자연의 특성을 반영한
사토야마 이니셔티브, 2012년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개최된 11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인도 등 개발도상국과
빈국의 상황이 반영된 주어진 조건에 맞는 생물다양성 활동 개선(극빈국과 도서국가, 자국 내 자원동원 강조),
지방정부 생물다양성 전략 필요성 등이 논의되었다. 생물다양성관리에 있어 국제적으로 공통된 내용이 논의
된 이후 각 국가의 자연생태계 특성을 활용한 이니셔티브 개발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생물다양성 전략 필요성
으로 변화되고 있다. 2014년 평창 회의에서도 그 내용이 구체화 될 것이며, 한반도 생태계의 특성이 반영된 논
의가 필요할 것이다.
한반도의 위치는 유라시아 대륙의 끝에 위치한 반도로 대륙과 해양이 연결되는 지역으로 남북길이 약 1,000
㎞, 동서길이 약 300㎞, 반도와 3,200여 개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형학적 특성으로 역사적으로 갈등과 분
쟁의 대상이다. 정치적 갈등이 있고, 서양문화와 동양문화의 충돌지이다. 생태학적으로는 대륙의 생물과 해양
생물이 만나는 생태적 추이대로서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이다. 동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대륙의 겨울철새 이
동 경로 상에 위치하여 이동성 조류(두루미류, 저어새류, 오리기러기류, 도요 물떼새류 증)의 주요서식지이고,
여름철새의 번식지, 겨울철새의 월동지이며 일부 철새의 중간기착지이다.
기후적으로는 북반구 중위도 온대성 기후대로 4계절이 뚜렷한 것이 특성이며, 연 강수량은 1,300mm이다. 이
러한 요인으로 난대, 온대 남부, 온대 중부, 온대 북부, 아한대의 다양한 기후대가 있어 수평적 생물다양성이
높은 곳이다. 지형적 특성으로는 백두대간(산맥)을 기점으로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지형으로 해발 1,500m
의 산림으로부터 갯벌 등 연안까지 하천으로 연결되어 수직적 생물다양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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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환경특성으로 한반도의 생태계 구성은 산림생태계, 하천생태계, 육상 습지생태계, 논 등 경작지 생태
계, 갯벌, 석호 등 연안 습지생태계로 구성되어있다. 대륙과 해양의 생태적 추이대이고, 다양한 기후대에 의한
수평적 생물다양성이 높으며, 다양한 지형에 의한 수직적 생물다양성도 높다. 결론적으로 한반도는 생태계 다
양성과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이며, 이동성 생물의 중요한 경로로 생태적 연결상 중요한 지역이다.
한국을 포함한 한반도의 생태계는 1900년대 이전은 자연숭배사상에 의한 자연과 조화, 1900~1950년 일제 자
원수탈과 한국전쟁으로 인한 생태계 황폐, 1960~1980년대 초반 고속도로 및 공업단지 개발, 다목적 댐 조성,
치산녹화사업, 새마을운동으로 훼손 및 변화,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 리조트개발, 아파트단지 개발,
해안매립으로 개발, 1990년대 후반~현대 고속도로 확장, 도시개발 지속, NGO의 문제 제기로 인한 개발과 자
연보존의 갈등으로 변화되었다.
한국의 토지이용현황은 산림 61.1%, 경작지 24.8%(논 13.7%), 시가화 지역 6.2%, 수역 2.8%, 초지 2.3%, 나
지 1.6%, (내륙) 습지 1.0%로 구성되어 한국의 중요한 생물서식지는 산림과 논경작지이고, 산림은 육상생물의
75%가 서식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생물다양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한반도 서남해안 갯벌은 한국 국토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1987년 3,203.5㎢, 2003년 2,550.2㎢로 653.3㎢ 감소되었고, 2008년 2,489.4㎢
로 60.8㎢ 감소되어, 전체 22%가 감소하였다.
전체 보호지역은 18개 유형, 1,401개소, 19,533.2㎢가 지정되었으며, 국내의 10개 법률로 지정된 보호지역은
15개 유형, 1,379개소 17,124.3㎢이며, 람사르 협약 등 국제협약으로 지정된 보호지역은 3개 유형, 22개소,
2,408.9㎢이다. 이는 한국 육상면적의 13.6%, 해양의 6.8%, 중복지역 제외 시 육상 10.1%, 해양 6.2%가 보존
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한국에서 조사된 생물종은 총 41,483종으로 척추동물 1,899종, 무척추동물 22,612
종, 식물 10,187종, 균류 및 지의류 4,153종, 미생물 2,632종이 서식하고 있다. 이 중 보호종으로 관리 되고 있
는 종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246종, 보호대상 해양생물 52종, 희귀식물 571종, 특산식물 360종 등 이다.
한반도의 자연생태계 특성과 한국 생물다양성 관리를 종합하면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지역으로 동아시
아 생물다양성의 네트워크 중심지이다. 태평양 연안 산림생태계로부터 대륙으로 연결되는 산림생태계 연결지
이고, 세계 5개 갯벌을 보유한 연안생태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대양주 주요 물새 이동경로 상의 중요 기착지
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한반도는 지구의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연결하는 중요한 지역이므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제적 기능
이 필요하다. 학술적, 제도적으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47

International Workshop on Biodiveristy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with emphasis on the Role of Gangwon Province

Characteristics of Natural Ecosystem of the
Korean Peninsula & Roles and Challenges of
Biodiversity Management of Korea

HAN Bong-ho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University of Seoul)

In 1992, the Rio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held in Brazil adopted environmental
conventions for sustainable ecosystem: UNFCCC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CBD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nd UNCCD (the United Nation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However, coupled with the increase of carbon emission and economic development,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countries get severe, creating dire situation that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s is
suspended.
Among three conventions, CBD COP is held every other year, and this year the CBD COP 12 is scheduled to
be held in Pyeongchang, Korea. Various initiatives and programs have been decided and implemented
through CBD meetings. Recently, the CBD COP 10 (2010) held in Nagoya Japan discussed Satoyama Initiative
which reflected the natural characteristics of Japan, while the COP 11 (2012) held in Hyderabad, India
addressed how to enhance activities to conserve biodiversity in accordance with the given conditions by
reflecting the status of developing and less-developed countries (which emphasized least-developed
countries, island states, and the use of domestic resources) and if local governments needed to develop
biodiversity-related strategies. After the globally-common issues were discussed in terms of biodiversity
management, a changing trend can be seen: It's necessary to develop initiatives by depending on the
attributes of natural ecosystem of each country and to devise biodiversity strategies by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At COP 12 (2014) in Pyeongchang, such discussions will be made, so it's need to elaborate the
discussion by taking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ecosystem into consideration.
Settled at the tip of Eurasia continent, Korean peninsula, connecting the Asian continent and the pacific
ocean, consists of a peninsula with 1,000㎞ (north-south) and 300㎞ (east-west), and 3,200 islands. The
history witnesses that Korea has suffered from conflicts and complications because of geographic importance.
In short, Korea is the place plagued with political conflicts where western cultures collided with eastern
cultures. From ecological perspectives, Korea is an ecotone with high biodiversity where terrestrial flora and
fauna meet with marine flora and fauna. It also located in EAAF (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serving
as major habitats of migratory birds (Cranes, Black-Faced Spoonbills, Geese and Ducks, Shorebirds, etc.), the
breeding sites of migratory birds arriving in Korea in Summer, the wintering sites of birds visiting Korea in
Winter, and the stop-over places of some birds.
From the perspective of climate, Korea shows off 4 distinct seasons with temperate climate located at 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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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itude of north hemisphere, and has 1,300mm-annual precipitation. For these reasons, Korea shows
attributes of various temperature zones such as warm temperature zone, south temperate zone, central
temperature zone, north temperate zone, and sub-polar zone, creating high biodiversity horizontally. Korean
peninsula has unique topographic characteristics-high east and low west based on the Baekdudaegan
(mountain range), and streams and rivers are flowing from mountain areas (1,500m sea level) to tidal flat and
coastal areas, boasting high biodiversity vertically.
Because of such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Korean ecosystem is categorized into the forestry
ecosystem, river ecosystem, inland wetland ecosystem, agricultural ecosystem (such as a rice paddy), and
coastal wetland ecosystem (including tidal flats, lagoons, and others). Nestled in the ecotone between the
continent and the ocean, Korea shows high biodiversity horizontally thanks to various temperature zones,
and vertically because of various topographic features. In a nutshell, as the place with high ecological and
biological diversity, Korean peninsula is really critical in terms of ecological connection, as an important
pathway of migratory wildlife.
The ecosystem of Korean peninsula is classified by the period of its history: 1) Before 1900, it was
harmonized with nature, driven by the philosophy to respect nature. 2) From 1900 to 1950, the ecosystem was
destroyed by resource exploitation and the Korean war. 3) From 1960 to early 1980s, the ecosystem was
degraded and changed by the development of highways and industrial complexes, the construction of multipurposed dams, the mountain greening project, and the Saemaeul (new community) movement. 4) From late
1980s to early 1990s, it was damaged by the projects to build resorts and apartments and the reclamation of
coastal areas. 5) From late 1990s to the Present, conflicts have been brewed surrounding the development and
natural conservation while the highways are expanded, urban development continues, and NGOs raise issues.
When it comes to the status of land use in Korea, forests account for 61.1%, followed by farming lands
(24.8% (rice paddy- 13.7%)), city areas (6.2%), waters (2.8%), grass lands (2.3%), vacant lands (1.6%), and
(inland) wetlands (1.0%). Key habitats of Korea are forests and rice-farming lands, and forests are habitats
for 75% of terrestrial creatures. The tidal flats on the southwestern coast (which is internationally-recognized
area with high biodiversity) account for 2.5% of total lands. However, they have decreased by 653.3㎢ from
3,203.5㎢ (1987) to 2,550.2㎢ (2003) and even reduced by 60.8㎢ to 2,489.4㎢ (2008), proving 22% of total loss.
There are 1,401 Protected Areas (19,533.2㎢) of 18 types in total. Among them, 1,379 PAs (17,124.3㎢) of 15
types are designated by Korean 10 laws, and 22 PAs (2,408.9㎢) of three types designated by international
convention such as Ramsar Convention. Protected areas take 13.6% of terrestrial areas and 6.8% of marine
areas. However, if overlapped areas are excluded, 10.1% of terrestrial areas and 6.2% of marine areas are
managed as protected areas. Research results indicate total 41,483 species inhabit on the Korean peninsula:
vertebrates (1,899 species), non-vertebrates (22,612 species), plants (10,187 species), fungi and lichen (4,153
species), and microbes (2,632 species). Among them, some are protected: endangered wildlife (246 species),
marine organisms requiring protection (52 species), rare plants (571 species), and endemic plants (360 species).
In conclusion, it's safe to say that Korean peninsula is the center of network of East Asian biodiversity by
connecting the Asian continent and the Pacific ocean, when we comprehensively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natural ecosystem and biodiversity management of Korea. It connects the forestry ecosystem from the coastal
forestry ecosystem of the pacific ocean to the continent, and has the globally-renowned 5 tidal flats. Thanks
to such coast ecosystem, Korea serves as the stop-over place for migratory birds along EAAF.
Korea is a very important area conserving biodiversity and connecting ecosystems, so international
functions befitting to such roles are required. It's necessary to develop measures to allow Korea to undertake
her academic and institutional roles and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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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국립공원 중심의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제안

1)

신용석
(국립공원연구원장)

전 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법정 보호지역을 최대한
확보하고 기존의 파편화된 생태계를 네트워크화 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필수적이다. 생태네트워
크는 개별 서식처나 생물종을 보전하는 부분적 방법에는 한계가 있어 생태계 및 경관적 수준에서 생물다양성
을 보전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생태네트워크는 핵심지역(Core Area) 및 거점지역, 완충지역(Buffer
Zone), 연결통로(Corridor), 자연창출지역(nature development area)을 구성요소로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큰 보호지역 면적과 생물다양성을 보유하고 있는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광역생태권을 설정하고, 이를 국
토생태네트워크로 통합하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21개 국립공원 중 19개 국립공원이 백두대간,
백두대간 정맥, 서남해안 등 한반도의 주요 생태축에 위치해 있다.
우리나라는‘한반도 생태축 구축방안(2010)’
에서 3대 핵심생태축과 5대 광역생태권을 구축하여 전국을 생
태네트워크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이 방안에서 3대 핵심생태축은 동서(DMZ)·남북(백두대간) 및
외곽축(도서·연안)을 연결한다는 도식적 측면이 강하다. 이에 대하여 백두대간 수준의‘등줄기 산맥’
으로서
영남권 지형을 동고서저(東高西低)로 크게 분할하고 있는 낙동정맥을 하나의 핵심생태축으로 추가하고, 기존
의 도서·연안 생태축을 갯벌과 모래해안 중심의‘서해안 생태축’
, 아열대성 기후대 및 상록활엽수림대를 중
심으로 한‘남해연안·도서 생태축’
으로 구분하여 5대 핵심생태축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현재의 5대 광역생태권(한강·수도권, 태백·강원권, 낙동강·영남권, 영산강·호남권, 금강·충청
권)은 행정·생활권을 중심으로 구분되어 생태적 논리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대하
여 연속된 고지대 지형이 다른 저지대 지역과 차별성이 큰 백두대간 생태권, 백두대간 생태권을 중심으로 남동
쪽의‘영남·동해안 생태권’
, 남서쪽의‘호남·충청 생태권’
, 호남·충청생태권의 북쪽 경계에서 DMZ까지
(경기, 충북, 강원 영서) 북서온대지역 특성을 가진‘중부생태권’
, 아열대성 기후 및 남방계 상록활엽수림의 특
성을 갖고 있는‘남해연안·도서 생태권’
, 백령도지역에서 영산강 입구까지의‘서해안 생태권’등 6대 광역생
태권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각 생태권의 경계는 5대 핵심생태축 및 백두대간 정맥을 기준
으로 설정한다.
생태네트워크의 핵심지역 및 거점지역 선정기준에 대하여 핵심지역은 50㎢ 이상, 거점지역은 10㎢ 이상의
면적기준을, 습지의 경우에는 내륙습지는 1㎢ 이상, 연안습지는 10㎢ 이상으로 선정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보

1) 국립공원연구지(Vol.4, No.2,3, pp. 61-70, 2013년)에 게재한 글의 요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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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5대 핵심생태축, 6대 광역생태권 구상안
핵심 생태축

광역 생태권

기존

제안

기존

제안

백두대간

백두대간

태백·강원권

백두대간권

DMZ

DMZ

한강·수도권

중부권

금강·충청권
영산강·호남권
낙동정맥
도서연안

낙동강·영남권

호남·충청권
영남·동해안권

서해안

서해안권

남해연안·도서

남해연안·도서권

았다.2) 핵심(거점)지역 간 거리는, 백두대간 내에서 인접한 국립공원의 거리별 생태적 유사성을 고려할 때, 백
두대간과 같이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에서는 50km를 기준으로 40-60km로, 한북정맥의 수도권과 같이 생
태적 연결성을 많이 상실한 지역에서는 20-30km로 탄력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이상의 기준을 토대로, 6대 광역생태권에서 총 38개의 핵심지역과 60개의 거점지역을 선정하였다. 호남·
충청 생태권과 남해연안·도서 생태권에 거점지역을 상대적으로 많이 선정한 것은 각 생태축(백두대간 정맥)
의 연결성이 그만큼 취약하기 때문이다. 핵심지역 중 20개소는 기존 국립공원이고, 나머지 18개소 중 16개소
는 국립공원 또는 다른 법정보호지역 지정이 필요한 곳이다. 국립공원 신규지정 대상지 중 DMZ 지역의 동부
지역은 백두대간의 향로봉 지역과 묶어서, 중부지역은 한북정맥의 대성산과 묶어서, 서부지역은 파주지역과
한강하구습지를 묶어서 3개 국립공원 지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내륙의 하천습지로 동강 유역과 왕
피천 유역을, 연안습지로 낙동강 하구와 순천만 일원을 국립공원화 하고, 강화군 볼음도·서도·주문도 일원
을 국내 최초의 갯벌 국립공원으로 지정한다면 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그림. 5대 생태축, 6대 광역생태권 및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상안

2) 일반적으로, 핵심지역은 대형포유류 서식처로서 최소 100㎢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집약적 토지이용을 하는 우리나라 국토환경에서는 기존 국립공
원의 최소면적을 기준으로 핵심지역과 거점지역을 구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광역생태네트워크 스케일에서 환경부에서 정한 핵심녹지 5㎢, 거점녹지
1㎢의 면적기준을 국토생태네트워크 스케일에서는 핵심지역 50㎢, 거점지역10㎢로 정하고자 하였다. 단, 습지보호지역은 내륙습지의 경우 습지경계를 포함한 면적 1㎢
이상을, 연안습지의 경우 10㎢ 이상을 핵심 또는 거점지역으로 선정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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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핵심지역-거점지역 선정 구상안
구분

핵심지역

거점지역

소계

기존 국립공원

신규지정 대상

계(98개소)

38

20

18

60

백두대간
생계권

핵심 11
거점 6

설악산, 오대산,
소백산, 월악산,
속리산, 덕유산,
지리산, (가야산)

DMZ·향로봉,
청옥산·두타산,
태백산

백화산, 황악산, 민주지산,
장안산, 백운산, 수도산

중부
생태권

핵심 5
거점 7

치악산, 북한산

DMZ·대성산,
가리왕산·증왕산
·청옥산,
동강 유역

백덕산, 광덕산, 운악산,
죽엽산, 불곡산, 고봉산,
장명산·곡릉천

영남·동해안
생태권

핵심 6
거점 9

주왕산, 경주

왕피천유역,
백암산,
가지산(영남알프스),
낙동강 하구

매봉산, 면산, 동고산,
명동산, 침곡산, 운주산,
어림산, 정족산, 금정산

-

대둔산, 운장산, 마이산,
팔공산, 주화산, 오봉산·옥정호,
추월산, 강천산, 서암산, 만덕산,
천운산, 봉화산1, 가지산,
두승산, 방장산

호남·충남
생태권

핵심 4
거점 15

계룡산, 내장산,
변산반도, 무등산

백운산, 조계산,
두륜산·달마산,
순천만,
남해연안
·도서
생태권

핵심 9
거점 18

월출산, 다도해,
한려해상

진양호(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
신어산·동신어산
(생태경관보전지역)

서해안
생태권

핵심 4
거점 5

태안해안(확대),
변산반도(확대)

DMZ·한강하구,
볼음도·서도갯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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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암산, 봉화산2, 존제산,
바랑산, 무선산, 무량산,
여항산, 무학산, 대암산,
서기산, 주작산, 수인산,
괴바위산, 천관산,
증도갯벌, 진도갯벌, 보성·벌교갯벌,
영암호·압해도 철새도래지

백령도·대청도 연안,
옹진갯벌, 송도갯벌,
서천갯벌, 무안갯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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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als for National Park-centric National
Ecological Network for the Enhancement of
Biodiversity
1)

SHIN Yong-Seok
(Director, National Park Institute)

At the globe, the priority of government policies is put on the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Securing
statutory PAs as man as possible and integrating management systems to connect the existing
fragmented ecosystem are pre-requisite to biodiversity conservation. Ecological networks are the
concept to conserve biodiversity at the level of ecosystem and landscape because the activities to
conserve individual habitats or species ultimately fall into some limitation. Generally speaking,
ecological networks consist of 'Core Area', 'Focal Area', 'Buffer Zone', 'Corridor', and 'Nature
Development Area'. In korea, policies are required to set 'regional ecospheres' based on national
parks showing off the largest protected areas and biodiversity and to incorporate the ecospheres
into the National Ecological Network. Currently, 19 national parks among 21 designated parks are
located along the major ecological axes such as 'Baekdudaegan', 'Baekdudaegan vein', and 'southeast
coastal line'.
Korea announced 'the Measures to Build Ecological Axes on the Korean Peninsula (2010)' and set up
the plans of national ecological network by establishing 3 core ecological axes and 5 eco-regions.
However, the 3 core axes set forth by the measures put emphasis on schematic characteristics by
connecting the east-west axis (DMZ), north-south axis (Baekdudaegan), and outer axis (islands·
coastal areas). Instead of three, it's desirable to set five core ecological axes by adding one axis, the
Nakdong Vein (which splits the Yeongnam region in accordance to the topographic characteristics,
'high east and low west'), and by dividing the existing islands/coastal ecological axis into two: one is
'the Western Coast Ecological Axis' boasting tidal flats and sandy beaches, and the other is 'the
Southern Coast/Islands Ecological Axis' showing sub-tropical climate and deciduous broad-leaved
forests.

1) It's the summary of articles written in the Journal of National Park Research Institute (Vol.4, No.2,3, pp. 61-70, 2013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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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ally, the current five eco-regions (the Han river·metropolitan eco-region, Taebaek·
Gangwon eco-region, the Nakdong river·Yeongnam eco-region, the Yeongsan river·Honam ecoregion, and the Geumgang river·Chungcheong eco-region) have some problems in that they are
categorized based on the boundary of administration·living space, triggering the issue that they
are not divided based on ecological logics. Therefore, it's preferable to divide Korean territory into 6
regional ecospheres: 1) 'the Baekdudaegan Ecosphere' with widely-differentiated topographies
between a series of high lands and low lands, 2) 'the Yeongnam·Eastern Coast Ecosphere' covering
the southeastern areas of the Baekdudaegan ecological axis, 3) 'Honam·Chungcheong Ecosphere'
settled in the southwestern areas of the Baekdudaegan ecological axis, 4) 'Central Areas Ecosphere'
covering the areas from northern boundary of 'the Honam·Chungcheong Ecosphere' to DMZ areas
(Gyeonggi, Chungbuk, Gangwon, and Yeongseo area), 5) 'the Southern Coast/Islands Ecopsher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sub-tropical climate and deciduous broad-leaved forests, and 6) 'the
Western Coast Ecosphere' covering the areas from the Baekryeongdo island to the mouth of
Yeongsan river. The boundary of each ecosphere is made in line with the five core ecological axes
and the Baekdudaegan vein.

Table. 5 Core Ecological Axes & 6 Regional Ecospheres
Core Ecological Axis

Regional Ecosphere

Current

Proposal for future

Current

Proposal for future

Baekdugaegan

Baekdudaegan

Taekbaek·Gangwon
Eco-region

Baekdudaegan
Ecosphere

DMZ

DMZ

Han River·Metropolitan
Eco-region

Central Area
Ecosphere

Geumgang river·
Chungcheong Eco-region
Yeongsan river·Honam
Eco-region
Nakdong river·Yeongnam
Eco-region

Nakdong vein

Islands & Coastal
areas

Honam·Chungcheong
Ecosphere
Yeongnam·Eastern
Coast Ecosphere

Western coast

Western Coast
Ecosphere

Southern
coast/islands

Southern Coast·
Islands Ec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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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a view to setting the distance between core (focal) areas, ecological similarities according to
distance of nearby national parks within the Baekdudaegan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40-60km
(on the basis of 50km) is desirable criteria (if the areas show good natural environment such as the
Baekdudaegan), while 20-30km is (if the areas have fragmented ecosystem like the metropolitan
areas of Hanbuk vein). In short, flexible criteria is recommended.
Based on the above-mentioned criteria, 38 core areas and 60 focal areas were decided in 6 regional
ecospheres. The reason why relatively more focal areas are selected in the Honam·Chungcheong
Ecosphere and the Southern Coast·Islands Ecosphere is that the ecospheres are far vulnerabl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nection of each ecological axis (the Baekdudaegan vein). Among core
areas, 20 places are designated as the existing national parks, while 16 places among the remaining
18 places are required to be designated as a national park or a statutory protected area. Among new
candidates for national parks, it's necessary to review the designation of three national parks: One
is the area by combining the eastern area of DMZ with the Hangrobong Peak area of
Baekdudaegan, the second is the area by connecting the central area of DMZ with Mt. Deasungsan
of Hanbuk vein, and the third is the area by binding the western area of DAM with Paju and
wetlands of Han river estuary.
Additionally, the Dong-gang river basin and Wangpea-chun stream (as an inland wetland) need to
be designated as national parks. In addition, the estuary of Nakdong river and Suncheon bay (as
coastal wetlands) want to designating as national parks. Futhermore, it's significantly meaningful if
we designate the first mud-flat national park in Korea by encompassing the areas of Boleumdo·
Seo-do·Junmundo of Gangwha-gun.

Figure. 5 Ecological Axes, 6 Regional Ecospheres, and National Ecologic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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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Selection of Core Areas-Focal Areas
Core Area
Division
Total (98)

Baekdudae
gan
Ecosphere

Central
Area
Ecosphere

Yeongnam
·Eastern
Coast
Ecosphere

Honam·
Chungcheo
ng
Ecosphere

Sub-total

Existing
National Park

Newly-designated
Park

Focal Area

38

20

18

60

Core 11
Focal 6

Mt. Seorak,
Mt.Ohdae,
Mt.Sobaek,
Mt.Wolrak,
Mt.Sokri, Mt.
Deokyu, Mt.Jiri,
(Mt.Gaya)

DMZ·Hangrobong
Peak,
Mt.Cheongok·
Mt.Duta,
Mt.Taekbeak

Mt.Baekwha, Mt.Whangak,
Mt.Minjuji, Mt.Jangan,
Mt.Baekwoon, Mt.Sudo

Mt.Chiak,
Mt.Bukhan

DMZ·Mt.Daesung,
Mt.Gariwang·
Mt.Jeongwang·
Mt.Cheongok
the Dong river
basin

Mt.Beakduk, Mt.Gangduk,
Mt.Woonak, Mt.Jukyeop,
Mt.Bulgok, Mt.Gobong,
Mt.Jangmyeong·Gokryeongchun Stream

Core 6
Focal 9

Mt.Juwang,
Gyeongju

Wangpeachun
basin, Mt.Baekam,
Mt.Gaji (Yeongnam
Alps), The
Nakdong river
estuary

Mt.Maebong, Mt.Myeon,
Mt.Dongko, Mt.Myeongdong,
Mt.Chimgok, Mt.Woonju,
Mt.Ohrim, Mt.Jeongjok,
Mt.Geumjeong

Core 4
Focal 15

Mt.Gyerong,
Mt.Naejang,
Byeonsan
Penninsula,
Mt.Mudeung

-

Mt.Daedun, Mt.Woonjang, Mt.Mai,
Mt.Palgong, Mt.Juwha,
Mt.Ohbong·Okjeong Lake, Mt.Chuwol,
Mt.Gangcheon, Mt.Seoam, Mt.Mandeuk,
Mt.Cheonwoon, Mt.Bongwha1, Mt.Gaji,
Mt.Duseung, Mt.Bangjang

Core 5
Focal 7

Mt.Baekwoon,
Mt.Jokye,
Mt.Duryeun·
Mt.Dalma,
Suncheon Bay
Southern
Coast·
Islands
Ecosphere

Western
Coast
Ecosphere

Core 9
Focal 18

Core 4
Focal 5

Mt.Wolchul,
Dadohea
(archipelago)

Taean Coast
(expanded),
Byeonsan
Penninsula
(expanded)

Jinyangho Lake
(Wildlife Special
Protected Area,

Mt.Jeam, Mt.Bongwha2,
Mt.Jonjae, Mt.Barang,
Mt.Museun, Mt.Muryang,
Mt.Yeohang, Mt.Muhak,
Mt.Daeam, Mt.Seoki, Mt.Jujak,
Mt.Suin, Mt.Geobawi, Chunkwansa
Temple

Mt.Sinoh·
Mt.Dongsinoh
(Ecological
Landscape
Conservation Area)

Jeungdo tidal flat, Jindo tidal flat,
Boseong·Beolgyo tidal flat,
Yeongamho lake·Aphaedo migratory
birds wintering site

DMZ·Han River
estuary, Tidal flats
of Buleumdo·
Seodo

Coast of Baekryeongdo island·
Daechungdo island, Ongjin tidal flat,
Songdo tidal flat, Seochun tidal flat,
Muan tidal fl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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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해양보호구역 지정관리 현황

황인서
(해양환경관리공단 환경협력팀 차장)

한국의 연안 및 해양에는 3개 부처의 9개 법령에 의해 565개소의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이 중「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과「습지보전법」
에 근거하여 해양생태계보호구역 9개소와 연안습지보호지역 12개소가
지정되었으며 해양수산부의 해양보호구역의 제도 안에서 실효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21개소의 해양보호구역(해양
생태계보호구역과 연안습지보호지역을 통합하여 지칭) 중 7개소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람사
르협약의 습지로 등록되어 있다. 해양보호구역 관리의 정책 우선순위는 각 지역의 자연·사회 환경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결정된다. 우수한 해양생태계의 유지, 주인의식에 기반한 지역자율관리 유도 등 해양보호구역 정책의 우선
순위는 지역 이해당사자의 합의를 거쳐 해양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에 반영된다.
해양보호구역은 전국 갯벌 및 연안해역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해양생태계기본조사, 연안습지기초조사를 통해 획득
한 과학적 조사결과를 근거로 지정된다. 2013년까지의 조사결과 동해를 제외한 국내 연안해역과 갯벌에는 각각
4,874종과 1,141종의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국내 연안해역과 갯벌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우수한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양보호구역제도를 통한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재 확인시켜 주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2010년부터 해양환경관리공단에 해양보호구역센터(MPA 센
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해양보호구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을 제정하는 등 관련 법제도
의 실효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MPA센터는 해양보호구역 국가자문위원회의 운영, 지방해양항만청의 시
민모니터링, 지방자치단체의 갯벌방문자센터간 네트워크 운영, 연안습지보호지역의 람사르습지 등록, 해양보호구역
관련 DB의 수집, 해양보호구역 선진국과의 협력사업을 포함한 인식증진사업 등 정부의 정책과 지역의 현안이 유기
적으로 통합되어 해양생태계 서비스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중요한 업무를 수행 있다.
여러 법률에 근거한 연안 및 해양에 지정된 500여개소의 보호구역의 관리 현황이 앞서 기술한 해양보호구역 21개
소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지는 않다. 해양수산부, 환경부,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정부부처와 전
문가, 지역활동가,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 전반이 참여하는 해양보호구역 통합관리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는 생태학적 연속성과 함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기법, 지역 거버넌스에 기반
한 의사결정체계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별 보호구역의 지정목적과 이용행위의 유형과 강도를 고려한
용도구획제도 도입을 통해 지속가능한 보호구역 관리의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어촌마을 또는 해양보호구역 인
근 지역 주민의 고령화에 대한 고민과 실질적인 사회?문화?생태적 가치증진을 위한 지역 특화 지원 정책의 개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57

International Workshop on Biodiveristy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with emphasis on the Role of Gangwon Province

Current Status on Designation &
Management of MPAs

HWANG Inseo
(Deputy general manager, Korea Marin Environment Management Cooperation)

In the coastal/marine areas of Korea, 565 protected areas are designated by 9 laws managed by
three government ministries. Among them, 9 Marine Ecosystem Protected Areas and 12 (coastal)
Wetland Protected Areas (total 21 Marine Protected Areas) based on「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Ecosystems Act」
and「Wetland Conservation Act」
which are effectively
managed within the MPA system by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mong 21 MPAs
(including the marine ecosystem protected areas and 12 wetland protected areas), 7 areas are listed
as Ramsar site aimed to conserve internally-important wetlands. The priority about MPA
management policies is decided based on the analysis about nature, society, and environment of
each area. The prioritized MPA policies (such as the maintenance of marine ecosystem,
encouragement of local community to arm with ownership to involve in the MPA management) are
reflected to the Basic Plan for MPA Management.
Results of scientific researches (like the National Investigation of Marine Ecosystem, and the Basic
Survey of Coastal Wetland Ecosystem) on the all tidal flats and coastal areas are utilized to
designate a MPA. As of 2013, the researches concluded that marine organisms live in the coastal
areas (4,874 species) and tidal flats (1,141 species). Such results proved that the coastal areas and
tidal flats of Korea boasted very excellent marine biodiversity, and they re-confirmed that the
sustainable conservation of marine ecosystem is very critical.
For systematic management of MPAs,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set up the MPA Center
under the authority of KOEM in 2010, and enacted「the Guideline for MPA Management &
Operation」
in 2012 to promote the effectiveness of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Thanks to such
efforts, the MPA Center is dealing with important tasks required for sustainable future of maine
ecosystem service by integrating the government policies and the demands of local communities: the
operation of the National Advisory Council on MPA, citizen monitoring of the Regional Marine
Affairs Port Office, the operation between tidal flat visitor centers of local governments, the
designation of coastal wetland protected areas as the Ramsar site, the collection of MPA-related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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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projects to improve people's awareness including the cooperation with advanced countries of
MPA.
Over 500 protected areas (designated on the coastal/marine areas by various laws) are not managed
as well as the above-mentioned 21 MPAs. It's urgently needed to set up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to conserve MPAs by inviting various stakeholders such as relevant government bod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Ocean and Fisherie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Cultrual Heritage
Administration, and local governments), experts, local activities, and local residents. On the way to
build th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we have to consider ecological network, scientific and
resonable management techniques, and decision-making process based on local governance. In
addition, the designation goals of individual MPA and types and intensity of using the MPA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o establish a zoning system, through which we shall lay the sustainable
management framework of MPAs. Furthermore, discussions are required to address the aging
people residing in fishing communities and in areas adjacent to MPAs and to develop policies to
support specific communities with a view to improving social, cultural, and ecological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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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12차 CBD 당사국총회 기획단)

한반도 생물다양성은 급격히 이루어진 근대화와 산업화에 의해 크게 감소해왔다. 높은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
의 경우, 과거에 비해 서식지의 파괴가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주요 서식지가 개발압력의 위험에 처해 있
으며 단편화되고 있다.
동아시아 생태계 네트워크 중심으로서 한반도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이를 위한 한국의 국내·국제적 노력은 보다 강화되어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올해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유치를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관련 정책과 제도를 점검해보고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올해 우리나라는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계획을 새롭게 만들었으며, 제5차 국가보고서를 완성하였다. 또
한 강원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들이 지방생물다양성전략계획을 만들고 있다.
새롭게 만든 생물다양성전략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이외에 지방정부, 시민단체, 기
업,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학계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을 위한 과학적 기술적 역량 강화와 대중 인식증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동안 학계는 생
물다양성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학문적 토대를 제공해 왔으나 여전히 해결해야할 많은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이중에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적절한 생물다양성지표의 개발과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제도의 정비이다. 생
물다양성협약에서는 아이치타깃 별로 지구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지표를 개발·소개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역
수준에서의 지표 개발과 이 지표를 이용한 생물다양성 평가와 모니터링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여전히 한반도의 생물다양성과 관련 사회경제적 요소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도구와 제
도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다. 또한 한반도 주변 지역과 국가들과 공유할 수 있는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도
구와 정보공유체계 또한 부족하다.
사회 공동의 문제해결은 항상 현황을 진단하고, 문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며,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협력도 이러한 기본적인 단계에서 출발해야 하며,
한국의 학계가 이러한 점에 보다 주목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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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for Discussion

LEE Jae-ho
(Korean Secretariat of the UN Biodiversity Conference 2014/CBD COP12)

Biodiversity on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dramatically reduced with rapid moder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As for Korea that has accomplished a considerable economic growth, degradation
of habitat has slowed down compared to the past, but still many important habitat face development
pressure and have got fragmented.
I agree with the idea that it is important to conserve and sustainably use biodivers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e center of East Asia Ecological Network and I believe that domestic and international
efforts should be stepped up to this end. In this sense, CBD COP12 that will be taking place in
Pyeongchang, Gangwon province this year should be the platform to review and improve Korea’
s
policies and systems on biodiversity.
This year, Korea newly developed the 3rd National 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and completed
the 5th National Report. Many local governments including Gangwon province are developing Local
Biodiversity Strategic Action Plans.
To successfully implement newly developed Strategic Plans for Biodiversity, participation and efforts
from many stakeholders like local governments, civic groups, companies and academic circles as well
as the central government are required. In particular, the academia takes a very crucial role to
strengthening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apability and to enhancing awareness of the general
public for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diversity. So far, the academia has provided the
theoretical foundation to reorganize biodiversity-related systems but still has a lot to do down the
road. Among many tasks, development of appropriate biodiversity index and revision of biodiversity
monitering system are the most urgent. CBD has developed and introduced various indicators per
Aichi Target on the international level and strongly recommended to develop and use these indicators
on the regional and national level to evaluate and monitor biodiversity on the Korean Peninsula.
Korea, however, does not have adequate tools and systems to evaluate and monitor biodiversityrelated social and economic factors in an objective manner. In addition, biodiversity monitoring tools
and information sharing systems to share with neighboring countries are still lacking.
First step to solve common social issues always starts from diagnosing the current situation,
analyzing the cause of the problems and sharing related data. Cooperation to conserve biodivers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surrounding areas should start from this basic steps and I hope
that the Korean academia pays due attention o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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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환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오랫동안 우리나라 국립공원 관리를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신 결과가 본 발제에 현실감 넘치게 담겨있으며 우리나라
자연환경을 모두 아우르는, 각 권역의 현재 생태적 특성을 파악하여 제시한 실질적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의 실질적인 생물종다양성 증진을 위한 계획이 하루빨리 실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나라 육상보호지역은 현
재 약 10%이며 이는 전세계 보호지역 약 13%에도 미치지 못하며 2020년까지 보호지역을 17%까지 늘리자고 결의한
2010년 생물다양성협약 지구생물다양성목표에 심각하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협소한 보호지역은 고스란히 연
결성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생물다양성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동북아시
아의 끝에 남북으로 길게 형성된 반도국가로 다양한 생태적 환경이 교차하는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리적 특성을 보
인다. 그러나 높은 인구밀도와 과도한 개발로 인해 직접적 가치가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보호 측면에서 그동안 상대
적으로 관심이 덜 했던 것이 사실이다. 좁은 보호지역 면적을 가지고 높은 생태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동질 생태
권역의 연결성이 중요하다는 데 모두 공통된 인식을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핵심 생태축으로 보호지역이
연결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은 그 폭이 협소함에도 매우 훌륭한 작업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져
보면 백두대간은 과거 인문학적 산줄기 개념에서 접근한 면이 없지 않다. 실질적으로 강원도지역의 백두대간과 생
태적 특성을 살펴봤을 때 낙동정맥으로 연결되는 남북축이 보다 동질적인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러한 측면에서 발제자께서 제시한 영남·동해안생태권의 연결에 매우 공감하며, 아울러 다른 정맥과 해안지역을 중
심으로 한 서식처의 연결이 시급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한다.
현재 우리나라 보호지역의 추가지정 및 확대에 관한 로드맵은 없는 실정이며 실제로 보호지역 확대는 매우 더디다.
이에 제시한 보호지역 네트워크 계획은 국가적으로 중·장기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보호지역 확대가 목표
치에 이를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적극적인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추가적으로 보호지역의 지정에서 그치지 않고 이
에 걸맞는 수준의 보호관리가 반드시 따라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나라 보호지역의 핵심인 환경부 자연공원
이 지속적인 개발압력과 정부의 규제철폐정책 등으로 인해 본연의 목적인 자연환경 보호에 소홀해지는 시점으로 보
인다. 예를 들면 개정예정인 자연공원법은 공원관리 역사에서 실패한 사례인 집단시설지구 개념을 다시 핵심 생태
권인 서·남해안 생태권에 가능하게 하는 환경보호에 역행하는 관리안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다. 산재한
보호지역 관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호지역 관리의 국가적 체계가 일원화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생태계 보호를 위한 보호지역 지정은 환경부, 국토해양부, 문화재청, 산림청 등의 기관이 각각
지정·관리하고 있다. 자연환경은 정부부처나 행정적 경계에 따르지 않음을 명시해야 하며 제시한 다양한 생태축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 보호지역 관리체계의 일원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보호지역의 목적을 각 공간에
맞게 적용하는 기본 원칙이 국가적으로 확고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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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for Discussion

HONG Seok-hwa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long-term strenuous efforts to manage Korean national parks can be vividly described in this

presentation which encompasses the natural environment of Korea in a comprehensive way and
shows the ecological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I hope that the practical plans for the
enhancement of biodiversity will be implemented as soon as possible. In Korea, terrestrial protected
areas account for about 10% of total lands, which lags behind the average of the protected areas
(about 13%) across the world, and can't satisfy the Biodiversity Target of CBD proclaimed in 2010 to
expand the protected areas to 17% by 2020. Limited protected areas trigger the fragmentation of
ecosystem, which threatens, in turn, biodiversity directly. Currently, Korea presents the geographic
characteristics with high biodiversity because various ecological environments are crossing on the
Korean peninsula lying from south to north at the tip of east Asia. However, it's true that
environment protection with invisible values is on the back burner because of high population
density and excessive development. Consensus is built about that connectivity of homeogenous
ecosphere is required to achieve high ecological effectiveness from the small sizes of protected
areas. On this context, the designation of Baekdudaegan protected area (as a core ecological axis) is
significantly meaningful to improve the network of protected areas in spite of its narrow size.
However, strictly speaking, the Baekdudagan protected area was designated in line with the past
anthropologic perception of mountain range. If taking a close look at the ecological attributes of
Baekdudaegan area in Gangwon province, we can figure out that its north-south axis connected by
the Nakdong vein create more homeogenous ecosystem. Against this backdrop, I totally agree to the
ideas of speaker to propose the Yeongnam·East Coast Ecosphere, and also to his arguments that
habitats need to be connected based on the other veins and coastal areas.
Recently, a roadmap is not devised to add and expand PAs, and they are expanded, in reality, at a
very slow pace. Accordingly, the plan on the network of protected areas proposed by the speaker
must be actively promoted step by step by coming up with a mid·long-term road map for the
purpose of satisfying the targets of PA expansion. Going beyond just designating a PA additionally,
we must protect and manage PAs in a well-balanced way. In case of natural parks (having served as
the core of Korea PAs) manag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ir original goals to protect
nature seem to be ignored by the continuous pressure for development and government's policie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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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egulation. For instance, the Natural Parks Act slated to be revised presents management
measures against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concept of Collective Facilities Area (which is
already proven as a failed case) is applied to the Western & Southern Coast Ecosphere (a core
ecosphere).
To root out scattered problems related to PA management, the country-wide unified system is prerequisite to managing PAs. Currently, PAs are separately designated and managed for ecological
protection in Korea by MOE (the Ministry of Environment), MLTA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nd the National Forestry Service. To
resolve this problems, the following efforts are required: Regulations need to state clearly that
natural environment transcend the boundary of government agency's role and responsibility or
administrative authority. A unified system to manage PAs is pre-requisite to enable various
ecological axes to fulfill their functions. Basic principles must be strongly established to translate
the goals of protected areas into the reality of each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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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한국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의 한계와 방향

곽정인
((재)환경생태연구재단 환경생태연구센터장)

보호지역의 지정과 관리는 국토의 무분별한 이용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우리나라 보호지역의 지정과
관리는 환경부, 산림청,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등 다양한 부서에서 책임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내륙 산
간부터 해양까지 폭넓은 생태적 스펙트럼을 갖고 있어 다양한 접근을 통한 보호지역의 지정과 관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일 지역을 대상으로 여러 기관이 보호지역을 중첩 적용하여 관리하는 부분이나 5년마다 관례처
럼 시행되는 중앙부처의 구조 변경은 지속가능한 보호지역 관리의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우리나라 육
상 보호지역의 25.7%는 중복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보호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보호지역을 전
담하여 관리하는 중앙부처의 신설 또는 각 부처간의 협력차원에서 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토 골격과 남북한의 분단으로 만들어진 국토생태축은 크게 서남해안축, 백두대간축, DMZ축으로 논의
되고 있다. 아직까지 이들 보호지역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과 네트워크 전략이 수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국내 법·제도적 틀 속에서 백두대간보호지역, 해양보호구역 등의 지정을 통해 보전하기 위한 기반은 마련된 상태
이며 최근 DMZ에 대한 다양한 연구접근의 시도와 평화생태공원 조성 등의 계획은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임을 고려할 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들 생태축에서 동해안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경시되고 있다. 물론 백두대간이 국토의 동측에 위치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내륙에 속한 생
태축이라는 한계가 있다. 또한 동해안은 서해안과는 완전히 다른 생태적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동해안을 대상으
로 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 생태축이 단순히 남한 또는 한반도 내에서 그 의미를 찾는 것
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황해권으로 그 영역을 크게 넓히고 체계적인 생태적 연결고리에서의 의미를
찾고 네트워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국제화에 발맞춰 람사르 사이트, 생물권보전지역, 국립공원에 대한 IUCN CategoryⅡ 지정 등이 국내 생태적 중
요지역에 대해 지정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관리가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지정목적에 맞게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되고
있는가는 의문이다. 보호지역은 생태적으로 중요한 일정 권역에 대해 지정하는 제도이므로 이러한 지정과 관리는 단순
히 그 곳에 살아가는 생물에 대한 생물학적 접근보다는 생태계에 대한 공간적 접근이 함께 고려되어야 보다 효율적이
고 체계적인 관리를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의 보호지역에 대한 연구나 관리접근은 생물학적 접근의 한
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해당지역에 대한 철저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한 mapping, 이를 근거로 한 적절한
공간의 분할과 관리방법이 체계적으로 정립되고 각 보호지역의 관리 시스템의 기반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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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for Discussion: Limitation & Future Direction of PAs Designation
and Management for Korean Biodiversity Conservation

KWAK, Jeong-in
(Chief Director of Environmental Ecology Research Centre, ERF)

The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protected areas (PAs) is a very critical tool to respond to
reckless use of lands. In Korea, PAs are designated and managed by various relevant government
bodie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Korea Forest Service,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Korea
shows off a wide range of ecological spectrum covering inland mountains to the ocean, so it's true
that PAs need designating and managing through a variety of approaches. However, a sweeping
cabinet reshuffle (which has been made as a routine every five years after the inauguration of
new president) or the fact that the same areas are overlapped by various organizations is working
as a constraint factor to managing PAs in a sustainable way. Indeed, 25.7% of Korea terrestrial
PAs are overlapped. Therefore, it's safe to say that there are two urgent tasks for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Korean PAs: one is the establishment of a government agency dedicated to PAs
and the other is the unified management based on the ministerial-level cooperation.
The ecological axes of Korea are largely divided into the Southwestern Coastal Axis, the
Baekdudagan Axis, and the DMZ Axis under the consideration of terrestrial property and the
Korean division. Detailed and systematic strategies for conservation and network have yet to be
developed to manage PAs well, but the Baekdudaegan PA, and marine protected areas (MPAs)
were designated in line with the existing legal/institutional frameworks, laying the foundations
for conservation. Recently various research approaches to DMZ and the plan to foster 'a DMZ
Peace Eco-Park' are creating new issues. However, given that fact that Korea is surrounded by
the sea on three sides, the importance of the East Sea is relatively put on the back burner. Of
course the Baekdudaegan is located on the east side of Korea, but it's terrestrial axis which is
reckoned as a limiting factor. In addition, the East sea has totally-different ecological structures
from the West sea. Therefore, it's time to begin the new discussions on the East sea. Furthermore,
strategies are absolutely required to improve ecological connections, to set up ecological networks,
and to expand such ecological axes, going beyond the Korean peninsular toward the Northeast
Asia and the West sea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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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keep up with international trends, some ecologically-important areas in Korea are designated
as the Ramsar site, and the Biosphere Reserve, and national parks are listed on the IUCN
Category II. However, we can't help casting doubts if the actual management is done
systematically and meticulously to satisfy the requirement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regime of protected areas is designed to protect an area with ecological importance. Therefore, not
only biological approaches to flora and fauna but also spatial approaches to ecosystem should be
considered to designate a PA for the purpose of more effective and systematic management.
However, the Korean PA-related researches and managerial approaches can't overcome the
limitation of biological approach. In a nutshell, mapping based on thorough investigation about
the area, and accordingly spatial division and management methods should be established
systematically, which must serve as the basis of management system of each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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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환경협력프로그램(NEASPEC)을 통한
동북아지역 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한 역내협력

남상민
(UNESCAP 동북아사무소 부대표)

동북아는 심각한 멸종위기종(critically endangered species-위기등급)에게 다양하고 광범위한 서식지를 제
공한다. 멸종위기종을 보전하고 이들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북아국가는 이미 자국내 많은 보호지역
을 지정하였다. 그러나 동물과 생태계가 국경을 초월하는 문제임에도 여전히 생물다양성 관리는 정치적 노선
에 좌우된다. 동북아 국가중에 국경을 따라 존재하는 보호지역은 100여개이며, 약 24개의 보호지역은 인접 국
가간의 국경을 직접 맞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목표를 달성하려면 접경지역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 왜냐하면 한 국가의 자체적 노력이 성과를 거두려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 보호지역의 지원이 필
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10년 동안, 국경을 넘어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의 네트워크가 강화되어 왔다. 그러나 모
든 이해당사자를 한데 모아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의 행동을 이행할 수 있는 파트너십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존
의 협력을 추가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이를 통해 접경국간의 더욱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NEASPEC은 자연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활동해오고 있다. 특히 접경지역 서식지
(transboundary habitats) 및 회원국들이 합의한 6대 깃대종(flagship species)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간 협
력 프레임워크인 NEASPEC은 정부 및 관련 이해당사자들을 하나로 모아 접경지역의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의 행동을 전개하도록 독특한 다자간 플랫폼을 제공한다.
생물다양성을 위한 소지역(sub-regional)내 협력을 증진하는데 있어 NEASPEC의 실제적 역할을 최근의 두
가지 프로젝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 아무르 호랑이 및 표범의 국경을 초월한 이동에 대하여 DNA 분석을
이용한 연구 프로젝트, 2) 선별된 철새 서식지중 공동조사 및 연구 진행이다. 실제 프로젝트 활동에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두 가지 프로젝트 모두 과학지식의 증진, 정보공유, 참여국간의 역량구축을 목표로 진행중이
다. 과학, 지식, 다른 국가의 보전 관행에 대한 이해증진을 통해 서식지 및 종보전의 더욱 효과적 관리를 위한
다자간협력을 확대·심화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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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regional Cooperation for Biodiversity
Conservation in North-East Asia through NEASPEC

NAM Sangmin
(Deputy Director, UNESCAP SRO-ENEA)

North-East Asia provides a complex mosaic of habitats for many critically endangered species.
North-East Asian countries established many domestic protected areas to conserve endangered
species and to protect their habitats. However, animals and ecosystems are distributed regardless of
national borders while the biodiversity management is based on the political delineation. There are
over one hundred protected areas along international borders among North-East Asian countries
and about two dozens of protected areas adjoin its neighboring protected areas across country
borders. This situation requires transboundary cooperation to achieve goals as domestic efforts
require support from neighboring protected areas across the borders. During the last decade, there
has been growing webs of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across the borders, but the existing
cooperation needs to be further strengthened by having a partnership platform that brings all
stakeholders together to share information and undertake joint action, thereby making
transboundary cooperation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In this connection, NEASPEC has been working on nature conservation and biodiversity, with
specific focus on transboundary habitats and the six flagship species identified by member
countries. NEASPEC, being an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framework, offers a unique
multilateral platform that brings together governments along with other stakeholders, to discuss
and jointly act to improve biodiversity in transboundary areas.
NEASPEC’
s practical role in promoting subregional cooperation for biodiversity can be illustrated
through its two most recent projects: one project studies transborder movement of Amur Tigers and
Leopards using DNA analysis, and the other carries out joint surveys and studies of selected habitat
for migratory birds. Despite differences in actual project activities, both projects aim to improve
scientific knowledge, information sharing and build capacity among participating countries.
Through enhanced understanding of science, knowledge and practices of other countries, the goal is
that multilateral cooperation can be expanded and deepened for more effective management of
habitats and species con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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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협력을 통한 람사르 협약 실행 강화

산드라 헤일즈
(람사르협약 CEPA 프로그램 담당관)

현재, 람사르내에 다양한 포커스 에리어(focus areas: 집중해야 하는 분야)가 있으며, 바로 여기에 소지역
(sub-region)의 습지 보전에 있어 협업, 네트워크구축, 경험 공유의 기회가 존재한다.
람사르 협약의 지역 이니셔티브(Ramsar’
s Regional Initiatives)-네트워크와 센터-는 아시아 지역의 협업
활동을 위한 커다란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 및 역량 구축은 람사르협약 이행에 있어 여전히 도전과제로 남아있
다.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Ramsar Regional Centre-East Asia)를 통해, 국가별 거점(national focal
point)에서부터 현장 관리자 수준까지 람사르 이행기관(Ramsar implementers)을 지원하기 위한 소지역별/
국가별 역량개발 프로그램의 기회가 존재한다. 현재 사무국은 이러한 센터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교육자료를 개발 중이다. 동아시아 지역 또한,교육자료 개발이라는 중요한 활동 분야에 있어
협업 및 네트워크 구축의 기회가 존재한다. 또한, 람사르 지역 이니셔티브 네트워크 중의 하나인, EAAFP(동
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Partnership)을 통해, 이 동아
시아 지역(소지역)에서 더욱 많은 것을 달성할 수 있다.
람사르 협약의 대중인식증진 활동(CEPA Programme: communication, education, participation
andawareness)은 습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이들이 습지의 편익을 위해 행동
에 나서도록 하는 데 습지센터의 역할을 분명히 강조한다. 몇몇 국가들은 습지센터 개발 및 관리 경험을 축적
하고, 람사르 협약이 이미 승인한 습지센터의 전세계적 네트워크(WLI)가 존재하며, 람사르 협약과 (재)환경연
구재단(ERF: Ecosystem Research Foundation)이 공동으로 습지센터 개발과 운영에 관한 핸드북을 발간하
였다. 동아시아 6개국간에 습지센터에 대한 네트워크, 협업 및 협력의 상당한 기회가 존재한다.
람사르 협약의 경우, 새롭게 부각되는 분야는 도시습지(urban wetlands)이다. 2030년경이면, 전세계인구의
80%가 도시(towns and cities)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람사르는 최근 도시 및 도시 주변 습지의 기획 및 관
리에 관한 원칙(Principles for the planning and management of urban and peri-urban wetlands) (결의
안 11)을 채택하였다. 한 회원국이 현재 관련 결의안 초안을 준비중이며, 본 초안은 제 12차 당사국총회(COP 12)
에서 논의되어, 도시인정시스템(city accreditation system)에 대한 합의가 도출될 것이다. 도시습지는 동아시
아지역에게 현재 역내 경험을 활용하는 그룹으로서 이를 진일보시킬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람사르 협약은 접경습지(transboundary wetland site) 지정 및 하천유역관리에 있어 협력을 오
랫동안 권장해왔다. 동아시아지역의경우,이러한 활동분야에서도 많은 협력기회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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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ancing Ramsar implementation through
Regional cooperation

Sandra Hails
(CEPA Programme Officer, Ramsar Convention Secretariat)

There are various focus areas within Ramsar at present where there are opportunities for
collaboration, networking and sharing of experiences in wetland conservation in this sub-region.
Ramsar’
s Regional Initiatives - networks and centres - present great opportunities for collaborative
work in this region. Training and capacity building remains a challenging area in Ramsar
implementation. Through the Ramsar Regional Centre - East Asia an opportunity exists forsubregional and national capacity development programmes to assist Ramsar implementers from
national focal point to site manager level. The Secretariat is currently developing training materials
for use in such centresto support their work. Collaboration and networking opportunities in this
important area of work exist in this sub-region.Much more can be achieved also in this sub-region
through one of Ramsar’
sRegional Initiative networks, the 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Partnership.
Ramsar’
s CEPA Programme (communication, education, participation and awareness) places a
strong focus on the role of wetland centres in raising wetland awareness and empowering people to
act for the benefit of wetlands. There is experience within some countries in developing and
managing centres, a global network of centres endorsed by Ramsar already exists (WLI), and a
handbook on centre development and operation has been published jointly by Ramsar and the
Environmental Ecosystem Research Foundation (ERF). Significant opportunities exist for
networking, collaboration and cooperation on wetland centres among the six countries.
An evolving area for Ramsar is our work on urban wetlands. By 2030 it is estimated that 80% or the
world’
s people will be living in towns and cities. Ramsar has recently adoptedPrinciples for the
planning and management of urban and peri-urban wetlands(Resolution XI.11). It is likely that a
city accreditation system will be agreed at COP12 through a draft Resolution being prepared by a
member country. This will present an opportunity for the sub-region to take this forward as a
group using the current experiences in the region.
Finally Ramsar has long been encouraging transboundary wetland site designation and cooperation
in river basin management. This sub-region offers many opportunities for cooperation in this area
of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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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허강하구의 삼각주 복원
- 지역행동부터 국가전략까지

레이광춘
(베이징임업대학교 자연보전대학 학장)

가장 최근에 발표된 (중국) 국가 습지 인벤토리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3백만 헥타의 자연 습지 순 소실이 있
었으며 연안 습지 개간이 이러한 습지 손실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연안습지 손실은 생태계 건강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대양주철새 이동경로(EAAF: East Asia-Australasia Flyway)를 따라 움직이는 철새
에게도 심각한 부정적 영향력을 끼친다.
랴오허강 삼각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연안 갈대 습지(coastal reed wetland)로서 2004년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로 등재되었다. 갈대 습지는 두루미(Red-crowned Cranes), 검은머리갈매기(Larus saundersi) 및 기타
200여종의 희귀조류를 포함한 국가의 주요 보호조류의 서식지이며,두루미 번식의 최남단 경계이다.또한 세계
최대 검은머리갈매기 개체군의 최북단 번식지이자 서식지이기도 하다.이 지역은 또한 중요 에너지 (석유 및 가
스)의 주요 개발 기지로서, 석유, 가스, 약용 소금 자원이 풍부하다. 랴오허 강 삼각주는 중국에서 세 번째로 큰
유전인랴오허 유전 (Liaohe oilfied)의 주요 유전분포 지역이다. 슈앙타이즈 강 (Shuangtaizi River)의 양면
‘붉은 해변 (Red
에 자리한 해변은 좁은해홍나물 (Suaedaheteropetera Kitagawa) 군락에 인접하여 위치한
Beach)’
경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습지는 지난 50년 동안 부적절한 수질관리, 무차별한 농업 및 산업개발, 석유 채굴로 인하여
심각하게 훼손되어 왔다. 습지에서의 갈대 및 어류 채집, 관광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5만 명 이상의 지
역 주민에게 있어 본 습지는 이들의 주요 소득원이다. 습지의 훼손과 더불어, 갈대 및 어류 채집도 상당히 위축
되어, 지역 공동체는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습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1987년 랴오허강삼각주 자연 보
호지역(Liaohe River Delta nature reserve)을 지정하였으며 판진(Panjin) 지역 전체 습지의 거의 80%인
128,000ha의 면적이 본 습지자연보호지역에 포함된다. 자연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역 공동체를 위한
주요 인프라 개발이 불가능해졌다.따라서, 지역주민은 생태계 훼손과 토지 개발 금지라는 두 가지 문제에 봉
착해 있다.수년 동안 보전과 지역개발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
여, 판진 정부(Panjin government)는 해당 지역을 특별생태경제개발지구(special ecological economic
development zone)로 선포하고, 판진 생태습지의 복원 및 보호, 생물 다양성 보호, 생태관광을 개발, 습지 커
뮤니케이션, 교육 및 보호를 위한 역량 개발을 통해 습지보전과 경제개발의 연계를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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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진의 특별생태경제 개발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하여, 프랑스 개발기구(French Development
Agency)는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 목표 달성을 위해 3천5백만 유로를 장기저리대출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1.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습지관리위원회(wetland management committee) 설립
2. 습지의 생태적 특성, 특히 습지 생태계 서비스 복원 및 개선. 이를 위한 주요 활동으로는 수자원 관
리 및 인프라 개발, 토지이용 기획, 버려진 유전의 복원 및 철새를 위해 훼손된 습지 및 갯벌의 복원
등을 들 수 있다.
3. 습지보전 및 지역 공동체 경제의 조화. 습지생태계 보전 및 복원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위해 갈대 및
어류의 채집을 증진하는 등의 습지의 1차 생산성(primary productivities)를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
라 더 많은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여 생태관광 개발을 위한 근본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훌륭한 경관을 확보한다.
4. 커뮤니케이션 및 대중인식 증진 시설을 개발하고, 일반 대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습
지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증진하여, 일반 대중 및 지역 공동체로부터 지원을 획득.
5. 습지 생태계 관리에 있어 제도적 역량을 강화.
제12차 국가 5개년 계획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한 국가 행동계획, 국가 습지 보전 프로그램에서 채
택한 주요 국가습지 보전을 위한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본 프로젝트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
(EAAF) 네트워크 가입 지역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 및 지역 협력에 적극 참여하도록 행동을 촉구했다.
연안습지 보전 및 복원 노력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하여, 중국 국가습지 보전 및 관리센터(China National
Wetland Conservation and Management Center)는 중국과학원(Chinese Academy of Sciences), 파울슨
연구소(Paulson Institute)와 협력하여, 보전전략의 청사진을 마련해왔다.
생물다양성 보전전략은 국가발전전략으로 충분히 발전되어 왔다. 특히 국가생태문명화전략(National
ecological civilization strategies)으로 추진해왔다. 이러한 전략은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의 법칙을 준수하
며, 자연 생태계 보전 및 복원을 통해 중국의 모든 개발 사업이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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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tland Restoration at Liaohe River Delta
- From Local Action to National Strategies

Lei Guangchun
(Dean, Beijing Forest University)

The most recent national wetland inventory revealed a net loss of 3 million ha of natural wetlands
over the past 10 years, of which, reclamation of coastal wetlands is one of the major causes of
wetland loss. Loss of coastal wetlands has not only harmed the ecosystem health, but also has great
negative impact on the migratory waterbirds along the East Asia-Australasia Flyway (EAAF).
Liaohe River delta is the world’
s largest coastal reed wetland which is included in the List of
International Important Wetland in 2004. The reed wetland is the habitat of national key protected
birds, including Red-crowned Cranes and Larus saundersi and other 200 kinds of rare birds, and is
the southern-most boundary of red-crowned crane breeding. It is also the northern-most boundary
of the breeding place and habitat of the world’
s largest populations ofLarussaundersi. This area is
also the development base of important energy (oil and gas), and is rich in oil, gas and well salt
resources. It is the major oil field distribution area of China’
s third largest oil field-Liaohe oilfield.
The beaches on both sides of ShuangtaiziRiver is composed the landscape of“Red Beach”by the
Suaeda (Suaedaheteroptera Kitagawa) community.
However, the wetlands have been gone a severe degradation over the past 50 years, due to improper
water management, unregulated rapid industrial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oil exploration. Over
50,000 local inhabitants depend on the wetlands as their major sources of income, including harvest
reeds, fishes and tourism. With the degradation of the wetlands, both reeds and fish harvest
decreased significantly, and local communities are suffering from poverty. In order to protect the
wetlands, Liaohe River Delta nature reserve was established in 1987, which covers 128,000 ha,
almost 80% of the whole wetlands in Panjing are included in the wetland nature reserve. The nature
reserve status blocks any major infrastructure development for local communities. Therefore, local
communities are facing both ecosystem degradation, and their land is blocked for the development.
Serious conflicts have been existed for years between conservation and local development. To
address the issues, Panjing government declared the area as the special ecological economic
development zone, which tries to combine wetland conserv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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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oring and protecting Panjin ecological wetland, protect biologic diversity, develop ecological
tourism, and develop capacity for wetland communication, education, and protection.
To support the initiative of the special ecological economic development in the
region, French Development Agency decided to provide a soft loan of 35 million
Euros to implement following project objectives:
1. Establish a Multi-stakeholders wetland management committee.
2. Restore and improve wetland ecological characters and in particular, wetland ecosystem
services. Major activities include water management and its infrastructure development,
land use planning, restore abandoned oil field and degraded marshes and tidal flats for
migratory water birds.
3. Harmonize wetland conservation and community economy.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wetland ecosystems will not only improve the primary productivities of the wetlands,
which improve the harvest of reeds and fishes for local communities, but also bring the
opportunities to attract more birds, and nice landscape that lay fundamental basis for
eco-tourism development.
4. Develop communication and public awareness facilities, and education programs for
general public, to enhance the public awareness of wetl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so
as to gain support both from general public and local communities.
5. Strengthen institutional capability in managing wetland ecosystems.
This project is one of the key national wetland conservation programs that were adopted by the
national 12th Five Year Plan, as well as the national biodiversity conservation action plan, national
wetland conservation programs, which called on action to conserve and sustainable use of the East
Asia Australasia Flyway network site, and actively participate in the regional cooperation.
In order to prioritize coastal wetland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effort, China National Wetland
Conservation and managementCenter has been teamed up with Chinese Academy of Sciences, and
Paulson Institute, to develop a blueprint conservation strategies.
Biodiversity conservation has been fully promoted to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in particular,
the national ecological civilization strategies, which will guide all Chinese development to be
harmonized with nature, by respecting nature, following nature’
s rules,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nature ecosystems.

77

International Workshop on Biodiveristy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with emphasis on the Role of Gangwon Province

보호지역의 알파인네트워크 (ALPARC)

미카엘 포겔
(독일 베르히테스가든 국립공원 소장, 알파인보호지역네트워크 회장)

보호지역의 알파인 네트워크(ALPARC: Alpine Network of Protected Areas and Alpine Convention)는
알파인 협약(Alpine Convention)이 포괄하는 지역 내 모든 범주의 보호지역을 총망라하는 대규모 보호지역
의 연합체이다. 1995년 이래, ALPARC는 알프스 공원, 자연보호구역, 생물권 보전지역 ,야생동물이 방해받지
않고 서식할 수 있는 공간(tranquillity zones) 및 기타 여러 종류의 보호지역간의 광범위한 교류를 촉진한다.
또한 자연보호단체 및 개인, 지역활동 주체, 대중 및 과학자단체 및 연구소간의 교류를 담당한다.
ALPARC의 주요 목표는 알파인 협약 <<자연보전과경관관리>> 프로토콜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본
국제적인 협약에 서명한 국가로는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슬로베니아,
스위스가 있다. 알파인 보호지역 네트워크의 목표는 알프스 보호지역 관리 주체들 간에 다양한 전문지식, 기
술 및 여러 방법론에 대한 교류를 증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류 활동으로는 주로 다음과 같은 3가지를 들 수 있다:
주제별 네트워크(Thematic network)
ALPARC네트워크의 주요 목표는 알프스 보호지역 관리자들간의 경험과 전문지식도구를 촉진 및 지원하고,
보호지역에 관한 교류를 강화하는 것이다.
(공간) 생태네트워크(Ecological Network (spatial))
ALPARC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Communication network)
또한 ALPARC는 알프스내 자연적 /문화적 유산의 중요성 및 이러한 유산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
해 일반 대중 및 지역주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이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ALPARC 회원은 일정 정도 자신들의 요구와 관심 분야에 따라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현재 거의 1000개의 보
호지역 (알프스 산맥의 약 1/4 포괄) 과 자체적인 관리 구조를 확보한 100여 곳이 본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다.
약 40여 개 단체가 이미 ALPARC 연합(ALPARC Association)에 참여하였다. 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프로
젝트를 수행하고 기술문제를 논의하며 관리 방법의 효과성을 개선하며 전문가들의 만남을 조직하고 야생동물관
리부터 기후변화이슈까지 다양한 주제에 관한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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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ARC 위원회가 정의한 ALPARC 목표(ALPARC's aims are defined by the ALPARC Council)
협력 증진을 위한 모든 주요 결정과 선택안을 ALPARC 총회(General Assembly)에 제출한다. 일년에 한 번
개최되는 총회에는 알프스의 모든 보호지역 대표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ALPARC 이행프로그램 (ALPARC
work programme)에 관한 정보를 알파인협약 영구위원회(Permanent Committee of the Alpine
Convention)에 제공한다. 각국별 모니터링단체는 이러한 TF(task force) 팀의 활동을 지원하며, 관련 국가들
과 지역간의 합의/계약을 통해 공동의 프로젝트 이행을 도모한다. 가능한한 ALPARC는 알프스국가 4개국의
언어를 공식어로 채택하여 모두가 자신들의 모국어로 의견을 피력하고 문서를 출간하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가끔씩 영어를 혼성 국제어(lingua franca)로 활용하여, 의사 소통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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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ARC

Michael Vogel
(Director, Berchtesgaden National Park Germany)

The Alpine Network of Protected Areas gathers all categories of protected areas of large size
within the Alpine Convention area. Since 1995, it permits an intensive exchange between the
alpine parks, nature reserves, biosphere reserves, tranquillity zones and many other kinds of
protection, and also with organisms and institutions of nature protection, local actors, populations
and scientists. The main goal is the concrete application of the protocol of the Alpine Convention
‘Nature conservation and landscape management.’The signatory countries of this international
treaty are Germany, Austria, France, Italy, the Principality of Liechtenstein, the Principality of
Monaco, Slovenia and Switzerland. The aim of the Network of Alpine Protected Areas is to
facilitate exchanges of expertise, techniques and methods among the managers of Alpine
protected areas.
The work falls under the following three main headings:
Thematic network
The primary objective of the ALPARC network is to promote and support the pooling of experience
and expertise among managers of Alpine protected areas on all common issues.
Ecological Network (spatial)
One of the main aims of the Alpine Network of Protected Areas and the Alpine Convention is the
creation of an ecological network.
Communication network
ALPARC also works to raise awareness among and provide information to the general public and
local residents about the importance of the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in the Alps and the need
to preserve that heritage.
Its members participate in activities, and to what extent, depending on their own needs and fields
of interest. The network currently comprises nearly 1,000 protected areas (covering around one
quarter of the Alps) and about 100 with an own management structure. About 40 if t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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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smes is already member of the ALPARC Association.
The network was created so as to be able to carry out joint projects, discuss technical issues,
assess the effectiveness of management methods and organise professional meetings and events
on a range of subjects, from wildlife management to climate change issues.
ALPARC's aims are defined by the ALPARC Council.
All key decisions and the choice of subjects for cooperation are submitted to the General Assembly
which is held once every year and brings together representatives from all the Alpine protected
areas. The Permanent Committee of the Alpine Convention is informed about the ALPARC work
programme. National monitoring groups support the work of the Task Force and help to
implement joint projects through their contacts in the relevant Alpine countries and regions. As
far as possible, ALPARC works in the four Alpine languages, so that everyone is able to express
themselves, publish documents and take part in projects in their mother tongue. However,
English is sometimes used as a lingua franca to facilitate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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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협약, 일본시민사회의 참여 및 활동

마키코 이마이
(유엔생물다양성10년 일본시민네트워크 이사)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CBD-COP10)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시민사회의 참여 및 역할을 증
진할 목적으로, 일본 환경 NGO들은 JCN-CBD (Japan Civil Network for the Convention of
Biodiversity- 생물다양성협약을 위한 일본시민네트워크)라는 전국단위 네트워크를 조직하였다. 113개 단체
와 93명의 개인이 JCN-CBD에 참여하였고, 16개 실무그룹 [예, ABS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종자, 해
양 및 연안 지역, 습지, TEEB(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경제학), 양성평등 및 소수자, CEPA(대중인식증진활
동) 등]을 조직할 뿐만 아니라 3개의 지역 단체 [칸사이(Kansai), 오키나와(Okinawa), 생물지역(bioregion)]
및 3개의 테스크포스팀(사무국, 기금마련, PR)을 구성하였다.
주관 NGO로서, JCN-CBD는 SBSTTA(생물다양성협약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회의) 및 WGRI(이행점검 임시
작업반회의)같은 참여적 회의체와 함께함으로써, CBD연맹(CBD Alliance)같은 국제적 시민단체와 긴밀한 관
계를 구축하였다. NGO의 공동 성명서 및 기자회견을 조율하고, 일본 정부와의 협상과정을 마련하며, 국제 시
민사회의 목소리를 CBD 당사국들과 당사자총회 의장에게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CBD 사무국
과 회의를 마련하여, 사무국이 본 당사자총회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추동하였다. 제 10
차 당사자총회 동안, JCN-CBD는 CBD 연맹(CBD Alliance)이 검토한‘ECO: 시민사회 뉴스레터’
(ECO:
Civil Society’
s news letter) 발간을 지원하였다.
대중의 인식을 증진하고, 언론과의 긴밀한 관계를 위하여, JCN-CBD는 제 10차 당사국총회까지 카운트다운
100일(100-days-countdown to COP10) 같은 몇 가지 이벤트를 개최하고, 정기적 미디어 브리핑을 진행하
였다. 이러한 노력은 상당한 인정을 받았고, 훌륭한 언론 보도로 이어졌다. UNDB (United Nations Decade
on Biodiversity: 유엔 생물다양성 10년)의 채택은 JCN-CBD가 주창한 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한 성공적인
결과물이었다.
JCN-CBD는 예정대로 생물다양성협약 제 10차 당사국총회 종료 후 해체되었다. 그러나 후속조치로서 JCNUNBD를 결성하여 국내외적으로 CBD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아이치 생물다양성목표
(Aichi Target)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JCN-CBD의 주요 주체였던, IUCN 일본 위원회(Japan
Committee on IUCN)가 니주마루 프로젝트(Niju-maru 2020)를 시작하였다. 본 프로젝트는 단순히 시민사
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분야 및 지방정부까지 아우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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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 and Civil Society Participation and Action

Makiko Imai
(Board Member of Japan Civil Network for UNDB)

To encourage civil society’
s participation and involvement for the success of CBD-COP10,
Japanese environmental NGOs have organized a nation-wide network called Japan Civil Network
for the Convention of Biodiversity (JCN-CBD). 113 groups and 93 individuals had joined the
network and 16 working group (such as ABS, Seed, Marine & Coastal area, Wetland, TEEB,
Gender & Minority, CEPA, etc.) were formed and as well as 3 regional groups (Kansai, Okinawa,
Bioregion) and 3 task forks (secretariat, fund raising, PR).
As host NGO, JCN-CBD had build good relationship with international civil society, such as CBD
alliance, by participating in the preparatory meeting like SBSTTA and WGRI. NGO joint
statement and press conference were arranged, and negotiation meetings with Japanese
government were arranged so that International civil society’
s voice would be well recognized to
the President of COP and CBD Parties. Meeting with CBD Secretariat was also arranged so that
they will understand the civil society’
s needs for the COP. During the COP10, JCN-CBD had
supported the issue of ECO: Civil Society’
s news letter edited by CBD Alliance.
To raise public awareness and educate media, JCN-CBD had arranged several event such as 100days-countdown to COP10 and media brief. This effortwas well recognized and had good media
coverage.Adaptation of United Nations Decade on Biodiversity (UNDB) was a very successful
outcome from the initiative JCN-CBD had worked on.
As planned, JCN-CBD was disbanded after CBD-COP10. However, succeeding network, JCNUNDB, was formed and keep on actively working on CBD issues both internally and
internationally. For the successful achievement of Aichi Target, Japan Committee on IUCN, the
key player of JCN-CBD, had initiated Niju-maru (2020) Project which is not only limited to the
civil society but also engaging private sector and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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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소병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남박사님의 발제에 감사 드리며 다음의 몇 가지 코멘트와 질문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NEASPEC은 동북아의 여러 지역환경협력체 중 유일하게 북한이 가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경계를 맞대고 있
는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보전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NEASPEC 내에서 현재 진행 중인 생물다양성 보전 사업 외에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에 대한 지역적 차원의 논
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며, 없다면 협의체 회원국들이 생물유전자원 보유국과 이용국이 골고루 분
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나고야의정서 체제에 준하는 또는 발전된 이익공유모델 수립을 목표로 논의를 전
개하는 것에 대한 현실적 가능성은 어떠한지 질의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생명공학기술에 강점이 있고 북한의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생물유전자원이 풍부할 수 있으므
로 남북한간의 생물유전자원 관련 pilot 프로그램을 양자간 채널이 아닌 다자간 채널인 NEASPEC 내에서 추
진하는 것도 남북한간의 경색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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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for Discussion

SO Byungchun
(Graduate school of Law, Ajou University)

Thank you, Dr. Nam for your presentation and I’
d like to use this time to make and raise a few
comments and questions.
I believe, to the South that is sharing its national border with the North, NEASPEC has a special
meaning in terms of conserving biodiversity, since it is the only mechanism where North Korea
joins.
Besides biodiversity conservation projects which are undergoing currently within NEASPEC, are
there any regional-level discussions on the use of bio-genetic resources ? If not, given the fact
that there are even distribution among bio-genetic resource haves and users in its membership, is
it realistically possible to have a discussion to develop‘benefit sharing model’that can be
comparable to or even advanced than the Nagoya Protocol ?
South Korea has a strength in bio-engineering technology and on the other hand, North Korea
has relatively abundant bio-genetic resources. Therefore, to ease the strained South-North
relations, it will be meaningful to conduct pilot projects related to bio-genetic resources through
multilateral channels like NEASPEC, not bilateral chann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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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김경원
((재)환경생태연구재단 동북아생태네트워크센터장)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문제는 지구적 차원의 의제이며 우리 세대에서 꼭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자 책임이다.
그러나 서식지 파괴로 인해 급속도로 진행되는 생물종의 단순화와 멸종을 막아내는 일은 개발과 보전을 둘러
싼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으로 인해 더디기만 하다. 생태네트워크는 훼손되거나 단절된 자연생태계를 연결
시키는 방법으로 보호지역이나 특정 서식지를 관리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이미 유럽의 대표적 생태네트워
크 개념인‘Natura 2000’
을 포함한 많은 곳에서 생태네트워크를 실천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역사·
문화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견해가 달라 논의는 진행되고 있으나 실천적인
생태네트워크가 되지 못하였다. 이동성 물새와 물새의 서식지인 습지를 보전하기 위한 람사르협약의 활동 중
인식증진을 기반으로 한 보전활동은 동북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보전활동은 연구
를 기반으로 보전지역을 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전지역 지정 이후의 관리와 지역 또는 지구적 차원의 생태
계 연계라는 네트워크로 발전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이해관계자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이해 부족과 함께 생
태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설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연구하고 밝혀내는 일만큼 실
천을 위한 인식증진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동북아 6개국 러시아, 몽골, 중국, 남북한 및 일본은 각 나라별로 국제적인 보전지역을 지정하였으나 지정된
보호지역을 서로 연결하는 생태적 개념은 실천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동성 물새보전을 위한 국제
적인 협력을 지속해 왔으나 정작 접경 지역을 둘러싼 보호지역 관리와 연계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람사르협
약에서 실천하고 있는 인식증진을 기반으로 한 보호지역의 관리와 연계는 생태네트워크를 확산시키는 구체적
인 방법이 될 것이다. 동북아 생물다양성의 중요한 축은 내륙을 중심으로 하는 생태축과 해양을 중심으로 하는
생태축이다. 그 중 황해생태권은 동북아의 주요한 생태축 개념상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두루미, 저어새, 도요
물떼새 등 이동성 물새와 그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황해생태권에 대한 연구와 협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
이다. 중국의 강 하구와 해안에 접해 있는 다양한 형태의 서식지는 동북아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지
역이다. 또한 황해생태권은 러시아와 몽골에서 번식하는 이동성 물새가 중간기착하거나 월동하는 지역이다.
결국 황해생태권은 동북아 6개국의 중요한 서식지를 연결시키고 있으며 동아시아-대양주 물새이동경로를 유
지시키고 있다.
동북아 생물다양성 논의는 어느 한 지역에 한정될 수 없는 지구적 차원의 협력을 의미한다. 연구와 보전활동,
인식증진과 참여 모든 분야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달성할 수 있는 일이다. 동북아 생태네트워크 논의는 동북
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방법이자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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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for Discussion

KIM Kyungwon
(Chief Director, North-East Asia Ecological Network Centre of ERF)

Conserving biodiversity is the agenda that requires global efforts and the task and responsibility
of our generation. However, the work to stop reduction and extinction of species that are rapidly
taking place as a result of habitats degradation is slow due to conflicts of interests between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Ecological network is a way to connect segmented or damaged habitats and is a viable option to
conserve protected areas or specific habitats. Many including‘Nature 2000’
, representative
ecological network in Europe, have already practiced the concept of ecological network. Though
Northeast Asian countries share many historical and cultural commonalities, discussion among
them has not yet developed to create practical ecological network due to different political
perspectives.
To conserve migratory waterbirds and wetlands that serve as their habitats, Northeast Asian
countries need to actively implement CEPA(Communications, Education, Participation and
Awareness)-centered conservation programmes among many other activities of Ramsar
Convention. Traditional conservation activities are mainly about designating protected areas
based on study outcomes. Conservation after designation, however, has not been sufficiently done
and the efforts didn't go far enough to establish regional or global ecological networks. It is
because of lack of understanding on the value of biodiversity among stakeholders and failure to
persuade the necessity of ecological networks. After all, CEPA activities for actual practice are as
key as researching and finding the value of biodiversity.
Six countries in Northeast Asia like Russia, Mongolia, China, two Koreas and Japan have
designated international PAs but did not go far enough to practice the ecological concept of
connecting the PAs. Cooperation has been made globally, but efforts to conserve and connect PAs
in transboundary areas are still lacking. Conservation and Connection of PAs based on CEPA,
which is practiced through Ramsar Convention, will be a specific way to spread ecological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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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important axis of biodiversity in Northeast Asia are the terrestrial axis and the marine axis.
In particular, the West Sea Ecosphere has a special significance and research and collaboration on
the ecosphere should be prioritized to protect migratory waterbirds like Red-crowned Crane,
Black-faced Spoonbills and Shorebirds and their habitats. Various types of habitats scattered
across estuaries and seaside in China are important places to protect biodiversity in Northeast
Asia. Moreover, the Yellow Sea Ecosphere is the stopover and wintering place for migratory
waterbirds that breed in Russia and Mongolia. After all, the Yellow Sea Ecosphere connects major
habitats of six Northeast Asian countries and is an crucial part of EAAF (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Discussion on biodiversity in Northeast Asia cannot be limited in a single region and requires
global collaboration. Feasible outcomes can be achieved only when all parties jointly participate in
all the efforts like research and conservation activities and CEPA programmes. Discussion on
Northeast Asia Ecological Network can be the means and, at the same time, goal for the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in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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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동북아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지역협력

황명규
(국립공원관리공단 상생협력실장)

우리나라가 위치해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은 황해를 중심으로 한 해양생태계, 백두대간과 시호테알린산맥으
로 연결되는 육상생태계를 중심으로 수많은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제공해 왔음
백두대간~시호테알린산맥 일대는 동일 생태권역 및 식생권역으로, 과거 시베리아호랑이, 아무르표범 등 거
대 육상포유류의 통합된 서식지로서의 역할을 하였으나, 인위적 이용에 의한 단절(국경, 군사적 분쟁, 도시
화 등)로 인해 이러한 생태계가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
동북아지역의 광역적 생물다양성의 증진을 위해서는 관련국들의 국가별 보전노력과 더불어, 실질적인 범국
가 차원의 지역 협력을 통한 통합적 생태계 보전 노력이 필요
미카엘 보겔 회장님께서 발표해주신 알파인네트워크를 통한 알프스지역의 보호지역간 광범위한 교류협력 촉
진 노력은 동북아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먼저, 지속가능발전, 자연 및 경관보전, 관광, 산림/에너지/농업 관리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알파인
협약(Alpine Convention) 하에 지역내 보호지역을 총망라하는 보호지역의 연합체를 구성하였다는 점
- 네트워크를 통해 관련 경험과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NGO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젝트 수
행등
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지역적 협력체계의 구축은 동북아지역 광역 생태계의 효과적인 보전
과 더불어 동북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더불어 지역 평화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남·북한간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유네스코 MAB(인간과생물권)프로그램, 세
계자연보전연맹(IUCN) 보호지역프로그램 등 국제기구를 통한 지역협력 활동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 예를 들면,‘동아시아생물권보전지역네트워크’
(EABRN)를 통한 대북지원사업을 포함한 동아시아 생물
권보전지역 네크워크 협력사업 참여
-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아시아지역의 생물권보전지역(BR) 및 보호지역 관리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워크숍
(11월 말 또는 12월 초 예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를 계기로 동북아지역의 생물다양성 증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
모하기 위한 활발한 논의와 협력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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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for Discussion : Regional Cooperation for Biodiversity
Improvement of North-East Asia

HWANG Myung Gyu
(Director, Partnership Department of KNPS)

The Northeast Asia (NEA) region including Korea has served as habitats for a lot of wildlife
based on the marine ecosystem, centering on the West sea, and the terrestrial ecosystem,
stretched from the Baekdudagegan to Sikhote-Alin.
The area covering the Baekdudagegan to Sikhote-Alin is the homogeneous ecosphere and
vegetation-sphere, which serves as the integrated habitats for large land mammals
including Siberian tigers and Amur leopards in the past. However, they are now fragmented
for the purpose of people (a national boundary, military conflicts, urbanization, etc.) and not
managed in an integrated manner.
For the improvement of regional biodiversity in the Northeast Asia, not only national efforts
for conservation but also regional cooperation is required at cross-country level.
The presentation of president Michael Vogel about the Alpine Network to improve the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Alpine protected areas is very implicative to the NEA
countries in terms of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First, the Alpine network was established as the association to encompass the all protected
areas in the region under the Alpine Convention covering various concepts: sustainable
development, natural and landscape conservation, tourism, management of
forest/energy/agriculture, and so on.
- The members share their experiences and expertise through the network, and wage various
projects partaken by NGOs and research institutes.
The regional cooperative system shall be established to conserve ecosystem and enhance biodiversity,
which can also contribute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Northeast Asia and to the regional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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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onsidering the political conflicts between North-South Korea, the KNPS has cooperated
with UNESCO MAB (man & biosphere) program, and IUCN Global Program on Protected
Areas,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facilitate regional cooperation.
- For example, KNPS engages in the cooperative projects of BRN (Biosphere Reserve
Network) including the supports through for North Korea 'EABRN (East Asia Biosphere
Reserve Network).
- KNPS plans to host workshops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PA and BR(biosphere reserve)
managers in Asian region under the cooperation with UNESCO (late November or early
December).
I hope CBD COP12 will serve as the opportunity to promote discussions and cooperation for
biodiversity enhance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N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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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정규석
(한국 CBD 시민네트워크 사무국장)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의 일본 시민사회 활동은 12차 총회를 준비하는 한국 시민사회에 아주
좋은 본보기라 생각한다. 더욱이 일본에서 만들어진 JCN-CBD는 CBD한국시민네트워크가 주요하게 참고할
만한 선례라 할 수 있다. 현재 CBD한국시민네트워크는 3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참가 단체 중에는 네트워
크 형태로 참여한 단체들이 다수 있어 개별 참여 단체 수는 35개를 상회한다.
DMZ, 습지, 논습지, 농업(GMO), 해양, 보호구역, 시민참여와 인식증진, 에너지, 산림(사막화) 등 총 9개 분과
로 구성된 CBD한국시민네트워크는 지난 2014년 1월에 공식 발족했다. 현재까지 한국정부의 제3차국가생물
다양성 전략에 대해 아이치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들을 전개했고, 12차 당사국 총회가 한국의 생물다양성 증진
에 실효적인 계기가 되기 위한 기자회견, 의견전달 등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국내 사정은 일본상황과 비교해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다. 정부와 시민사회의 소통은 매끄럽
지 못하고, 세월호 참극과 같이 시민사회가 결속해 활동해야할 사안들이 산재해 있다. 더욱이 3일짜리 활강 경
기를 위해 500년 원시림을 파괴하려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생물다양성을 논하는 12차 당사국 총회의
평창 개최는 절망적인 아이러니다. 또 주관 NGO로써 SBSTTA, WGRI 등 주요 회의체에 정부지원 미비로 참
여할 수 없다는 현실은 부끄럽기까지 하다.
그렇다고 부정적 환경만을 탓할 수만은 없다. 3달 남은 생물다양성협약 제12차 당사국총회와 한반도의 생물다
양성 증진을 위해 CBD한국시민네트워크는 일본 시민사회의 소중한 경험을 거울삼아 활동해 나갈 것이다. 우
선 생물다양성 정부의제를 점검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100일전 행사로 정부에 제안하고 진행할 계획이다. 그
리고 CBD Alliance 등 국제 시민사회와 협력해 총회에서의 활동을 전개할 나갈 것이다. 한국시민사회 입장에
서 12차 당사국총회가 단순히 국제회의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를 포함한 지구 생물다양성 증진에 실효
적인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역할을 해 나가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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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for Discussion

JUNG Kyu-seok
(Director, Korea Civil Network for CBD COP12)

The activities of Japanese civil societies to prepare for the CBD COP 10 was, I think, very
implicative to Korea as an exemplary case. Furthermore, JCN-CBD built by Japanese citizens is
an important precedent that the Korean civil network needs to go by. Recently, KCN-CBD
(Korean Civil Network for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onsists of 35 organizations.
However, some organizations join the KCN-CBD in the forms of association or network, allowing
us to infer that individual participants hover 35 organizations.
KCN-CBD was officially established in January 2014 with the 9 working groups: 'DNZ', 'Wetlands',
'Rice paddy wetlands', 'Agriculture (GMO)', 'Marine', 'Protected area', 'Citizens' participation &
Awareness improvement', 'Energy', 'Forest (Decertification)'. Until now, KCN-CBD has waged
activities and campaigns to achieve the Aichi Target in accordance with the 3rd NBSAP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 Action Plan) of Korean government, and continued to have press
conferences and to declare its opinions to utilize the CBD COP12 as an effective opportunity for
biodiversity enhancement.
However, Korea's domestic situations are not promising, compared to those of Japan. For
instance, the governments can't make smooth communications with civil societies, and there are
plenty of urgent issues requiring the unified activities of civil societies (such as sinking of Sewolho ship, the tragic disaster). Moreover, it's frustratingly irony for Pyeongchang to host the CBD
COP12 to discuss biodiversity because a 500-year primeval forest is expected to destroy for just
3-day downhill skiing of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 Games. In addition, it's really
shameful for hosting NGOs not to participate in the major meetings of SBSTTA and WGRI because
of insufficient supports from governments.
Nevertheless, we can't lay the blame on the negative reality alone. For the CBD COP12 (which is
three months away) and the improvement of Korean biodiversity, KCN-CBD will cherish the
experiences of Japanese civil societies to exert more efforts for necessary activities. To begin with,
KCN-CBD plans to propose a '100 Countdown Event' to the government to discuss and review the
government agendas related to biodiversity. Additionally, KCN-CBD will cooperate with the
international civil societies including CBD Alliance to conduct activities at the COP12.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civil societies, we will do our utmost to enable the COP12 to serve as an
effective tool to improve biodiversity of the world including Korean peninsula, transcending a just
international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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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생물다양성을 위한 강원도의 역할

유기준
(상지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강원도는 한반도의 중앙부에 위치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산림환경 지역이다. 그러나 동해안을 따라 석호, 사구
등 해안생태계 또한 발달해있어 산림 및 해양생태적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부터
자원 이용을 인한 무분별한 산림훼손이 발생하였고, 한국 대표적 관광휴양지로서 각종 개발 압력에 노출되어
왔다. 또한 국토의 대표적인 수직 생태축인 백두대간을 넘어 동서를 잇는 고속도로의 개발, 신재생에너지 수
급이라는 명분아래 풍력단지 개발 등이 강원도의 청정자연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최근
에는 2018년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되는 동계올림픽 개최지로서, 2014년 9~10월에 예정된 제12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총회 장소로서 강원도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자연의 이용과 생물다양성 보전
이라는 상반된 목표의 두 행사를 유치하면서 강원도가 갖고 있는 우수한 자연생태계에 대한 이용과 보존의 갈
등에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원도는 산림지역이 전체면적의 81.7%를 차지할 정도로 산림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이며 우리나라 생태계의
등줄기인 백두대간을 따라 보호지역이 1,339.1㎢ 지정되어 있다. 또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도 162개소 지정되
어 있어 우리나라 산림생태계의 핵심지역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태백시의 검룡소와 천의봉, 너덜샘 등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로서 산림에서 갯벌로 이어지는 한반도 유역생태계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그 외에
도 국립공원 3개소를 포함한 자연공원 9개소,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대암산 용늪과 오대산 질뫼늪, 설악산 생
물권보전지역, 동해안의 사빈과 석호, 겨울철 두루미 및 재두루미의 주요 월동지인 철원 DMZ 일대 등 산림 생
물다양성의 중심지로서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논 생태계, 갯벌 생태계의 출발지로서, 그리고 자연과 지역의 삶
이 어우러지는 생태문화적 의미의 백두대간 중심지로서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강원도
는 또한 한반도를 넘어 중국과 러시아의 시호테할린 산맥과의 연결성, 동해안을 중심으로 러시아로 이어지는
환태평양 생태벨트 등 국제적인 생태적 네트워크의 시발점으로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결론적으로 강원도는 생물다양성 관점에서 국내적으로는 한반도 내에서의 산림생물다양성 보고로서 또한 통
합적 유역권 생태계의 시발점으로서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곳이다. 국제적 관점에서 백두대간과
동해안을 따라 대륙으로 이어지는 생태적 연결고리로서의 중요성과 동아시아 이동성 물새 네트워크의 주요
거점지역으로서의 중요성 또한 내포하고 있는, 동북아 생물다양성의 핵심지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무분별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개발행위에 대한 대응성이 취약하고 국제적 생태축의 시발점으로서
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로 인해 가리왕산의 중요한 생
물다양성 보고에 대한 이용과 보전의 갈등, DMZ와 백두대간이라는 한반도의 수평/수직의 생태축 연결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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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등 강원도 생물다양성의 근본에 대한 고민과 현명한 관리전략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마침 오는 9월부터 이곳 강원도 평창에서 생물다양성 분야의 최대 국제회의인 제12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
사국총회(CBD/COP12)가 개최된다. 이 회의는 강원도의 생물다양성 가치를 보전하고 국제적 차원에서 효과
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을 위한 고민과 논의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동북아 생태적 네트워크
구축을 동북아 생태통일(ecological union for East-North Asia)의 관점에서 선언하고 강원도에 자연과 지
역문화의 조화를 바탕으로 한 생물다양성 관리에 특성화된 생물다양성센터의 건립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마
침 논의되고 있는 DMZ 지역의 평화공원(peace park)을 강원도 지역에 조성하고 이 평화공원내 동북아 생물
다양성센터가 입지한다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오늘을 시발점으로 동북아시아지역 국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생물다양성 포럼이 구성되고 이 포럼이 CBD/COP12에서 동북아 생태통일과 동북아생물다양성센터 강원
도 설립의 심도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이 자리를 통해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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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s of Gangwon Province for
North-east Asian Biodiversity

YOO Kijoon
(Division of Tourism, Sangji University)

Gangwon Province is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Korean Peninsula and is the area with Korea’
s
representative forests. With well-developed marine ecosystem along the East sea coast such as
lagoons and sand-dunes, at the same time, the province also boasts rich marine biodiversity.
However, forests have bee destroyed by reckless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 and are
exposed to various development projects for resorts and tourist attractions. It is also undeniable
that other development projects are being undertaken in this clean province; East-West
expressways that cross-cut Baekdeudaegan, Korea’
s representative vertical ecological axis as well
as wind-farms developed under the cause of supply of new and renewable energy. Recently
international interests are paid to Gangwon province because Pyeongchang of Gangwon province
will be the venue of the 2018 Winter Olympic Games and CBD COP12 scheduled to be taking place
from September to October 2014. As the province hosts two international events with different
purports-one for the use of nature and the other for biodiversity conservation, a lot of interests
are shed on the conflicts between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of excellent natural ecosystem,
owned by Gangwon province.
Forests account for 81.7% of total lands of the province, which has rich forest ecosystem and
1,339.1㎢-area along the Baekdudaegan, the backbone of Korea ecosystem, is designated as a
protected area. In addition, the province has 162 forest genetic resources reserves, so it's not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province is the core of Korean forest ecosystem. Not only to this,
Gyeomryeoso, Cheoneuibong peak and Neudulsam spring of Taebaek city are the origin of the
Han river and Nakdong river indicating that the province serves as the birthplace of Korean
watershed ecosystem connected from the forests to tidal flats. Moreover, the province is crucially
important base of forest biodiversity with three national parks, 9 natural parks, Yeongneup
wetland of Mt. Daeam, Jilmoenup wetland of Mt. Ohdae (listed as the Ramsar sites), Mt. Seorak
biosphere reserve, sand beaches and a lagoon lying on the East sea coast, and the Choelwon DMZ
area (the key wintering site of Red-crowned Cranes and White-napped Cranes). Additionally, the
province serves as the starting place of agro-ecosystem and tidal-flat ecosystem. In short,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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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prehensive perspectives of biodiversity, Gangwon province is very important as the center
of Baekdudagan defined by the eco-cultural concept focusing the harmony between a nature and
human lives. From the angle of transboundary ecosystem, the province has the internationallyimportant ecosystem which goes beyond the Korean Peninsula toward the Sikhote-Alin of China
and Russia and which is core to building 'the Pacific Rim Ecological Belt' connecting the East sea
and Russia.
In conclusion, Gangwon province has great values from the biodiversity perspectives: Internally,
the province is important treasure of forest biodiversity of Korean peninsula and also starting
point of integrated watershed ecosystem. Internationally, it's the hub of biodiversity in northeast
Asia as eco-corridor connecting the Baekdudaegan to the Asian continent via the East sea coast
and the important stop-over site of EAAF.
However, the province is now vulnerable to various development projects and does not carry out
its due functions and roles as the starting point of international ecological axis. Particularly, it is
important to think about the measures to deal with conflict between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of treasure of biodiversity in Mt. Gariwang in the run up to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 Games and to secure connection of the Baekdudaegan and DMZ, the
vertical/horizontal ecological axis of the Korean Peninsula. It is the very time to pay due attention
for the fundamental of biodiversity of Gangwon province and come up with wise management
strategies.
In the upcoming September, CBD COP 12, the largest scale international conference in the field of
biodiversity, is scheduled to be taking place in Pyeongchang, Gangwon province. It will be a good
opportunity to discuss ways to conserve biodiversity in Gangwon province and to build effective
international cooperation ties.
It is necessary to declare‘Northeast Asia Ecological Network’from the perspective of‘Ecological
Union for East-North Asia’and suggest to establish 'Biodiversity Center' specialized in
management of biodiversity based on the harmony between nature and local cultures of Gangwon
province. It is even more desirable if DMZ Peace Park, currently under talks, is built in Gangwon
province and‘Northeast Asia Biodiversity Center’is located inside the park. I’
d like to suggest
that today’
s discussion will lay the foundation to build‘Biodiversity Forum’centering on
biodiversity experts of Northeast Asian countries and lead to active discussion at CBD COP 12 for
the establishment of‘Ecological Union for East-North Asia’and‘Northeast Asia Biodiversity
Center’in Gangwon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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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 및 람사르 협약 증진에 관한
일본 홋카이도 쿠시로 지방 사례 연구

고바야시 사토시
(일본 쿠시로공립대학교 환경지리학과 교수)

습지에 관한 람사르 협약은 생물다양성 관련 세계 최초 국제협약으로서 1971년 탄생하였다. 1970년대 까지만
해도 쿠시로지역 주민 대다수는 쿠시로습지(Kushiro Marsh)의 가치에 대해 알지 못했다. 그러나 일본이
1980년 람사르 협약을 비준하며 쿠시로 습지는 일본에서 최초의 람사르 사이트로 등재되었다. 쿠시로 습지의
경우 먼저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은 후 1987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즉 일본의 습지생태계로서
는 처음으로 국립공원이 되었다. 쿠시로 지역은 1993년 아시아 최초로 람사르 당사국총회(Ramsar COP)를
주최하였다. 쿠시로 회의(제5차 람사르 당사국총회(Ramsar COP5))를 전후로 쿠시로 지역 지방정부 및 홋카
이도 현정부(Hokkaido Prefectural government)는 일반적으로 생물다양성을, 특히 습지보전을 위한 다양
한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1. 중앙 및 지방정부간의 경험 교류
2. 지역의 보전 NGO와 협업 작업 착수
3. 습지프로그램 개발
4. 지역 습지센터와 습지 전문가간의 네트워크 구축
5. 생물다양성 보전 및 침입종에 대한 지방조례 제정
6. 습지 관련 연구를 유치하기 위한 습지기금 확보
7. 국제관광촉진
쿠시로시는 1995년 쿠시로 지역 내 습지센터의 네트워크로서 KIWC (Kushiro International Wetland
Center- 쿠시로 국제습지센터)를 설립하였다. KIWC는 쿠시로 시청 내에 위치하며 몇몇 헌신적인 담당자들
이 다양한 습지 관련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에는 람사르 쿠시로 총회 20주년을 맞이하여 여러 이벤트를
조직하였다. KIWC는 설립된 이후부터 생태관광 촉진을 위하여 습지보전 뿐만아니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일련의 국제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KIWC는 내년 초 EAAFP (East Asia - Australasian Flyway
Partnership: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회의를 개최 할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이러한 다양
한 보전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앞으로도 미래 세대를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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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study from the Kushiro region,
Hokkaido, Japan on wetland conservation and
the promotion of the Ramsar Convention

Kobayashi Satoshi
(Department of Environmental Geography, Kushiro Public University)

The Ramsar Convention on Wetlands was born in 1971, the first of all biodiversity-related global
conventions. The majority of local people in Kushiro did not understand the value of Kushiro
Marsh during 1970s. However, Japan ratified the Convention in 1980 and Kushiro Marsh became
the first Ramsar site in the country.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came first, and then Kushiro
Marsh was designated as a National Park in 1987. It was the first national park for a wetland
ecosystem in Japan. The Kushiro region hosted the first Ramsar COP in Asia in 1993. Before and
after the Kushiro Conference (Ramsar COP5), both the local municipality governments in the
Kushiro region and the Hokkaido Prefectural government have initiated various activities for
biodiversity conservation in general and wetland conservation in particular.

1. Exchanging experience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2. Initiating collaborative works with local conservation NGOs;
3. Twining wetland program;
4. Networking local wetland centers and wetland experts;
5. Introducing ordinances for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invasive species;
6. Establishing wetland funds to attract wetland-related researches; and
7. Promoting international tourism.
Kushiro City established KIWC (Kushiro International Wetland Center) in 1995 as a network of
local wetland centers in the Kushiro region. KIWC is located within the Kushiro City Hall and a
few dedicated officers work as facilitators for various wetland-related activities. They organized
the 20th anniversary events of the Ramsar Kushiro Conference last year. KIWC runs a series of
international training courses since its establishment not only for wetland conservation but also
for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for the promotion of ecotourism. KIWC will host the EAAFP
(East Asia - Australasian Flyway Partnership) meeting early next year. These efforts have been
carried out for twenty years and will continue for future gen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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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생물다양성, 그 이상:
지역생물다양성을보전하는데있어도시의역할

크리스토퍼 돌
(UN대학 지속가능성 고등학술연구소(UNU-IAS) 연구원)

본 세미나 발표를 통해 도시가 지방(local), 지역(regional), 세계적(global) 차원에서 생물다양성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도시가 상대적으로 협소한 토지를 차지하긴 하지만 도시는 생물다양성에 커
다란 영향을 미치며 도시와 생물다양성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따라서 도시는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데 주요
한 요소이며 전세계적으로 도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러한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
적, 지역적, 세계적 수준에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를 어떻게 조직·구성할 것
인가는 주요 문제이다. 본 발표에서 지방(local) 차원에서는 생물다양성 기획을 주류에 편입시키며 도시(city)
와 국가(nation) 차원에서는 이들을 지속적 프로세스로서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프레임워크를 다룰
것이다. 또한 광범위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지역적(regional) 차원에서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관리에 대한 혁
신적 접근법을 공유하고자 한다. 끝으로 도시-생물다양성 의제를 발전시키고 지방(local)의 생물다양성 기획
을 도시·국가·지역·세계적 수준과 통합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일련의 도전 과제를 제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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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es, biodiversity and beyond:
The role of cities in preserving regional biodiversity

Christopher Doll
(Research fellow, UNU-IAS)

This presentation discusses the role cities can play in affecting biodiversity across scales from the
local to the regional and global. Although cities take up a relatively small amount of land, they
have a disproportionately large effect on biodiversity. Therefore cities are a key actor in
protecting biodiversity and this role will only grow in an increasingly urban world. The key
question, therefore, is how cities can organize themselves in order to protect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across scale. The presentation will present a framework for mainstreaming
biodiversity planning at the local level and how this interacts with ongoing processes at the city
and the national level. A range of examples will then be provided to illustrate innovative
approaches to biodiversity and ecosystem management at the regional scale. The presentation
concludes with a series of challenges which need to be addressed in order to advance the citybiodiversity agenda and make local level biodiversity planning responsive across sc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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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박그림
(설악녹색연합 대표)

홋카이도 쿠시로 습지에 대한 기억은 쿠시로 시에서부터 이어진다. 시내 곳곳에서 볼 수 있었던 보도블록위에
박힌 연어와 물총새, 맨홀 뚜껑에 그려진 두루미, 자연으로 이어지는 조각상들이 홋카이도의 자연을 생각하고
설렘으로 다가서게 만들었다. 몇 해 전의 기억이어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2차선 도로가 고속도로라고 했
을 때의 놀람도 떠오른다. 쿠시로 습지에 가서 보았던 것들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늦가을이어서 자못 쓸쓸
해야할 습지가 설렘 가득한 곳으로 다가섰고 끝없이 펼쳐진 습지를 걸으며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졌을 지구의
자궁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시설물조차도 습지 풍경에 크게 끼어들지 않는 난간 없는 나무 데크와
작은 설명판이 그랬다. 기념품가게에서 생명이 주인공인 기념품을 보았을 때는 설악산을 떠올리기도 했었다. 쿠
시로 습지가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정부와 주민들과 NGO의 20년에 걸친 노력의 결과였다. 습지를 보존하
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끊임없이 애쓴 결과를 통해서 공짜는 없다는 진리를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아름다움을 잃지 않은 자연의 혜택은 모두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강원도의 재산은 자연이라고 이야기 한다. 정말 그럴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왜 화가 나는 것일까? 산줄기를
자르고 이어지는 고속화도로, 고속도로는 우리들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 걱정스럽고, 골프장 공사로 잘려지
는 나무들과 깎여나가는 산자락을 볼 때마다 눈물이 흐른다. 그곳에서 대를 이어오며 살았던 주민들의 삶을 뿌
리 채 뽑아버리고 18홀 골프장 하나를 만들기 위해 10만 그루 이상의 나무들이 쓰러진다. 그런 골프장을 막아
내기 위해 10년째 주민들의 싸움이 이어지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 지자체장은 어떤 인간들인가. 동계올림픽 활
강경기 3일 간을 위해 500년 된 숲의 나무 200,000그루를 베어낸다고 한다. 수많은 생명의 울부짖음 속에서
우리들이 얻는 것은 무엇이며 잃는 것은 무엇일까? 황폐화 되어가는 강원도의 자연을 볼 때마다 겁이 난다. 이
것은 절대 올바른 삶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땅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쓰고 버리는 일회
용도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들도 자연의 작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언제나 무시하는 삶은
모두를 죽음으로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는 바다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강원도 땅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배 속에 갇힌 사람
말고는 크게 관심조차 없다는 두려움이 온몸을 휩싼다. 설악산 케이블카설치 계획에서, 골프장 건설 현장에
서,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예정지에서,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의 짓거리를 어떻게 막을 것
인가? 분노하고 일어서야 하리라!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계획을 취소하고, 골프장 예정지에서 늘 불안한 마음
을 안고 살아가는 주민들이 살던 땅에서 그대로 살 수 있도록 하고, 동계올림픽을 반납하고, 느리지만 2차선
도로를 불편 없이 이용할 때 강원도의 자연은 아름다움을 잃지 않을 것이며 우리들도 아름다운 삶을 이어갈 것
이다. 자연은 우리들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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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for Discussion

PARK Grimm
(Representative of Green Korea - Seolak Mt.)

‘Kushiro wetland’makes me recall the memory of Kushiro city. Across the city, I enjoy the figures
of salmon and common kingfisher carved on the sidewalks, of cranes drawn on the lids of
manholes, and of statues leading to the its nature. It allows me to appreciate the nature of
Hokkaido which made my heart throb. This is the memory from years ago, so I'm not sure what it
is like today. However, I was quite surprised to hear that the 2-lane road was the expressway.
The visit to the Kushiro wetland did live up to my expectation. It was late fall, so I expected it
would be somewhat lonesome. However, it was exciting to walk along the wide wetland, which
made me feel that I came into the womb of earth formed for a long period of time. The facilities
were harmonized with the landscape of wetland. For example, wooden decks without handrail and
small information board didn't interrupt the scenary. When I saw souvenirs made under the theme
of life at the shop,‘Mt. Seorak’came to my mind first. The wetland could be conserved by efforts
of local residents and NGOs for the last two decades. It didn’
t take a long time for them to realize
‘there is no free lunch’in the world after making continuous efforts to figure out the various
methods to conserve the wetland. They could experience that the natural benefits with beauty
went back to all local residents.
Nature is said to be the asset of Gangwon province. Is it true ? Why am I angry whenever I hear
the phrase ? Expressways are constructed by cutting the mountain range. I’
m concerned to where
the expressways bring us, and I shed tears whenever I see trees and mountains cut down for the
development of golf courses. Such constructions root out the livelihood bases of local residents
who are displaced. More than 100,000 trees are forced to cut down to construct only one golf
course with 18 holes. To prevent such developments, local residents have struggled for the last 10
years, but still the local governments never listen to their voices- Who are they on earth ?
It’
s said that 200,000 trees living in the 500-year forest are expected to cut down for just threeday downhill skiing of the Winter Olympic Games. In the mist of cries of many flora and fauna,
what are we gaining and what are we losing ? Whenever I see the destroyed nature in Gangwon
province, I’
m so scared because it’
s not the right direction of our life. It’
s because this land is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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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us, and it’
s not disposable. If we ignore the fact that we are small beings in our nature (even
though we know it), such lives drive all of us to the death.
It’
s not true that the tragic incident like the sinking of Seowolho ship occurs only on the sea. A
tragic disaster occurs here and there in the land of Gangwon province, but only a few pay
attention to such disasters except people locked in the sinking ship-which makes me engulfed by
strong fear. How can we force greedy people to stop the plan for cable cars in Mt. Seorak,
construction of golf courses, the scheduled downhill skiing course in Mt. Gariwang, and
construction of expressway ? We have to stand up out of anger! We need to i) cancel the
installation of cable car over Mt. Seorak, ii) allow local residents to live on their land without
concerns over development of golf courses, iii) return the status of venue for the Winter Olympic
Games, and iv) use the two-line roads even though it’
s slow. If so, we can protect the beauty of
nature in Gangwon province, and maintain beautiful lives. It’
s because the nature determine our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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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한국 지방정부의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역할

한순금
(ICLEI 한국사무소 전문위원)

크리스토퍼 돌의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도시와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적극 동의한다. 생물다
양성협약에서 지방정부는 대단히 중요한 이슈이고 국가의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을 위한 지방정부의 참여는 필
수적이다.
이클레이는 중장기전략(2012 ~ 2018)을 통해 8대 의제 중의 하나로‘생물다양성이 살아있는 도시’
를 선정하
였고,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 있는 이클레이 도시생물다양성센터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생물다양성 정책
을 강화하고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정부의 생물다양성 정책 강화를 위한 이클레이 사업(CBC)과 국제협력활동(Global Advocacy)은 크
게 다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LAB (Local Action for Biodiversity) 프로그램 추진: 이클레이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협력하여 개
발/추진하는 지방정부 생물다양성 실천 사업으로서 로컬과 글로벌을 연계하는 지역생물다양성을 위한 파트
너십 프로그램
- LBSAP 지침서 개발과 보급: 일본 외무성 후원을 받아 이클레이, 유엔대학 지속가능성 고등학술연구소 및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이 협력하여 지역계획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지방생물다양성전략 및 이행계획
(LBSAP: Local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 지침서를 개발하였다. 국가가 생물다양성 협약
을 이행하는 도구로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이행계획(NBSAP)을 마련하고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처
럼, 지방정부는 LBSAP을 마련함으로써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를 위한 현실적인 거버넌스와 관리를
위한 최적의 도구를 활용하도록 권면하는것
- 지방정부 생물다양성 정책 10년 전략계획: 2010년 10월 일본나고야에서 개최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
사국총회(CBD COP10)에서 이 전략계획을 채택(Decision Ⅹ/22, Plan of Action on Subnational
Governments, Cities and Other Local Authorities for Biodiversity)
현재 국내 생물다양성 정책 동향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은 3차(2014, (CBD 가이드라인 적용)까지 나왔지만 지방생물다양성전략은 2013년 경상
남도가 처음으로 수립하였고 올해 강원도가 수립중이며 경기도는 추진 예정이며 전라북도는 적극적인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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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명하고 있다. 오는 10월 생물다양성 지방정부 정상회의 개최 시(CBD COP 12 기간 중, 평창) 한국 생물다양
성 시범사업(LAB-Korea 사업)을 출범할 예정이다.
강원도의 역할 관련: 정말로 모범적이고 실질성있는,시민참여적인 LBSAP를 수립하여 강원도의 정책 리더십
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여타 계획 중의 하나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LAB를 통해 글로벌-로컬을 연계하여 보다 영향력있는 생물다양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아시아의 선도/모범 도시, 지방정부의 성과는 가시화되고 있지 못하다. 강원
LBSAP을 통해 여러 부서로 분절되어 있는 생태 관련 정책, 보전정책, 친환경정책(기후변화 적응·대응, 도시
생태네트워크 구축, 중요 생태계 보전관리, 도시농업(텃밭), 생태하천복원(도랑살리기), 도시숲(녹지) 조성관
리, 시민참여/교육 등)은 물론 도시계획 등과도 연계하는 정책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정책역량을 강화한다면
국내는 물론 아시아의 정책 리더십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금년 10월 지방정부 정상회의에서 출범할 LAB-Korea 사업에 참여하여 강원도의 생물다양성 정책적 의지와
체계적인 전략을 국내외에 알리고 동 분야의 국내외 교류 및 협력의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당
사국총회를 계기로 환경부와 지방정부 연계 고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자임하고 수행하여야 할 것
이다. 이것이 큰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지방정부가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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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for Discussion :
Roles of Korean Local Governments in Improving Biodiversity

HAN Soon-Keum
(Research Fellow, ICLEI Korea Office)

I totally agreed to the arguments of Dr. Christopher Doll emphasizing the roles of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to improve biodiversity. Local governments are very critical issues in terms of CBD
and their participation is essential to implementing the CBD.
By devising the mid/long-term strategies (2012~2018), ICLEI decided‘Biodiverse City’as one of 8
agendas, has made strenuous efforts to enhance and expand the biodiversity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through the Cities Biodiversity Center based in Cape Town, South Africa.
ICLEI projects (CBC) to promote the biodiversity policies of local government and
Global Advocacy are categorized into three as follows;
- LAB (Local Action for Biodiversity): As the project (which is developed and promoted under the
cooperation with ICLEI and IUCN) to encourage local governments to enhance biodiversity, LAB
is a partnership program for local biodiversity by connecting local efforts to global
commitments.
-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LBSAP Guidance: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ICLEI, UNU-IAS, and CBD Secretariat cooperated to elaborate the guidance for
LBSAP (Local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 As a national government develops NBSAP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 and implements it consistently, a local
government is required to come up with LBSAP. It’
s the project to encourage local governments
to utilize the optimal tools for biodiversity, ecosystem service, practical government, and
management.
- 10-year strategic plan for the biodiversity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This strategic plan was
accepted at CBD COP 10 held in Nagoya, Japan, in 2010. (Decision Ⅹ/22, Plan of Action on
Subnational Governments, Cities and Other Local Authorities for Bio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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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s on Korean Biodiversity Policies
The central government developed the 3rd NBSAP (in 2014, CBD guideline was applied), but the
Gyeongsangnam provincial government is the first local government to set up its LBSAP in 2013.
This year, the Gwangwon provincial government is developing its LBSAP, the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is expected to promote its LBSAP, and the Jeollabuk provincial government shows its
strong interest. A LAB-Korea project (a pilot project about Korean biodiversity) is scheduled to
launch at the Cities Biodiversity Summit held in October 2014 (on the occasion of CBD COP 12,
Pyeongchang).
Roles of Gangwon province: Really exemplary, practical, and participatory LBSAP should be
established to serve as the opportunity to improve the policy leadership of Gangwon province. The
plan to set up Gangwon LBSAP must not be reckoned as just one of other plans.
Plenty of cities are making efforts, through LAB, to facilitate more influential biodiversity policies
through the global-local connection. However, the leading/exemplary Asian cities and the success
of local government are not visible. The Gangwon LBSAP shall work as the opportunity to
integrate the ecosystem-related policies (which are now separated by various government
agencies), conservation policies, environmentally-friendly policies [adaptation to and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establishment of city eco-network, conservation & management of key
ecosystems, urban agriculture (kitchen garden), restoration of ecological streams and rivers
(urban stream restoration), urban forest (green area), citizen’
s participation/education, etc.] and,
of course, urban planning. If so, Gangwon province will exert its policy leadership in Korean and
even in Asia.
The Gangwon provincial government is required to partake in LAB-Korea launched at the Cities
Biodiversity Summit held in October this year, declaring its policy, will, and systematic strategies
to improve biodiversity of Gangwon province, and taking advantage of the summit as the new
opportunity to increase exchanges and cooperation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In addition,
the Gangwon provincial government shall actively implement its roles in promo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local governments on the occasion of CBD
COP12. It’
s the effective measure for a local government hosting an international event to pass
down its legacy to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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