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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워크숍

동북아시아 이동철새 핵심서식지 보전과 재생

2015 한국 DMZ 일원 국제공동조사

생태평화의 상징 두루미와 DMZ
- 접경지역 이동철새 핵심서식지 보전방안
철원문화원

| 일시 | 2015년 1월 31일(토) - 2월 4일(수)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4리 649
전화. 033-452-6235

| 장소 | 강원도 철원, 경기도 연천, 파주, 한강하구 일대, 인천 강화도

홈페이지.
http://cheorwon.kccf.or.kr/

| 전체일정 |

Cranes and Korean DMZ, Symbol of Eco-peace:
Nature Conservation of Key Habitats for Migratory Birds in
Transboundary Areas

승용차 이용시

1일차

2015년 1월 31일(토)

철원

2일차

2015년 2월 1일(일)

철원, 연천

3일차

2015년 2월 2일(월)

국제워크숍 (철원문화원)

A코스(43번국도) : 의정부, 포천방향
동부간선도로나 43번국도를 이용 → 의정부, 포천방면 → 운천 → 검문소 → 신철원
B코스(43번국도)
올림픽대로 이용 → 구리톨게이트 → 퇴계원, 일동방면(47번국도) → 포천, 운천방면(43번국도) → 검문소→ 신철원

4일차

2015년 2월 3일(화)

파주, 한강하구

시외버스 이용시

5일차

2015년 2월 4일(수)

강화도

2015·2·2

|월| 09:00-17:30

철원문화원 2층 회의실

※ 서울에서 출발할 경우
▶ 동서울 시외버스 터미널 (소요시간 : 2시간 30분) 문의처 : 02)446-8000
▶ 수유리 시외버스 터미널 (소요시간 : 1시간 30분) 문의처 : 02)994-0634
※ 도착지
▶ 신철원터미널 (033)452-2551 / 동송터미널 (033)455-2339 / 와수터미널 (033)458-3555
기차 이용시

| NEASPEC 자연보전프로그램 |

NEASPEC (North-East Asian Subregional Programme for Environmental

동두천역 ↔ 신탄리(소요시간 : 1시간 13분)
동두천역 → 연천 → 전곡 → 신탄리(신탄리역에서 신철원, 이평리행 버스이용)

워크숍 문의

Cooperation, 동북아환경협력프로그램) 은 동북아시아의 깃대종 멸종위기조류인

박선영 (재)환경생태연구재단 국제협력국장

재두루미, 흑두루미, 저어새 보전을 위해 2013년 제18차 고위관료급회의에서‘동

02-412-1242, sunyoungbak99@gmail.com

북아시아 이동철새 핵심서식지 보전과 재생’
(Conservation and Rehabilitation

송수진 (재)환경생태연구재단 행정지원팀장
ⓒ 진익태

02-412-1242, destiny35@naver.com

of Habitats for Key Migratory Birds) 사업의 실행을 결의하고 위 3종의 깃대종
을 보전하기 위해 각국 핵심서식지 조사, 접경지역 국제공동조사, 훈련 및 인식증
진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www.neaspec.org 참조.

138-052 서울시 송파구 가락로 239 풍원빌딩 2층 (방이동)
T.

02-412-1242

F.

02-412-5329

주관 및 주최

www.erf.or.kr
초대장은 친환경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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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P r o g r a m m e

워크숍 프로그램

모시는 글

시간
08:30-09:00

09:30-11:50
(140분)

1부: 접경지역 이동철새 핵심서식지 보전과 관리 현황
Conservation of Key Habitats for Mirgratory Birds
in Transboundary Areas

13:50-14:10

발표 2. 한국 DMZ와 민통선 내 두루미류 월동 현황
Wintering Status of Cranes in Korean DMZ and CCZ
김진한 (KIM Jinhan, 국립생물자원관 동물자원과장)

14:10-14:30

09:30-09:50

발표 1. 동북아 접경지역 보전과 NEASPEC
Nature Conservation of North-East Asian Transboundary Areas and
NEASPEC
남상민 (NAM Sangmin, UNESCAP 동북아사무소 부대표)

발표 3. 북한 안변 두루미서식지복원사업과 남북환경협력
Habitat Restoration on Anbyon, DPRK
베른하르드 젤리거 (Bernhard J. SELIGER,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14:30-14:50

발표 4. 보호지역과 접경지역보전
Protected Area and Conservation of Transboundary Area
허학영 (HEO Hakyoung, 국립공원관리공단 상생협력실 선임연구원)

14:50-15:10

발표 5. DMZ 두루미 서식지 보전과 동북아생태네트워크
Conservation of Cranes' Habitat in Korean DMZ Area and
North-East Asian Ecological Network
김경원 (KIM Kyungwon, 환경생태연구재단 동북아생태네트워크센터장)

15:10-15:50

질의응답 및 토론

15:50-16:00

휴식

상징이 어김없이 찾아드는 DMZ 생태계는 두루미의 존재로 인해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함께 공존하는 땅입니다. 동북아시아의 대표

요한 DMZ 생태계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지구적인 협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09:50-10:10

1993년 설립된 동북아환경협력프로그램(NEASPEC)‘이동철새 핵
심서식지 보전과 재생’사업은 멸종위기조류와 그 서식지 보전을

10:30-10:50

발표 4. 독일 그린벨트: 1989년부터 현재까지의 현황과 발전
The Green Belt in Germany: Overview and Development from 1989
토마스 핀다이스 (Thomas Findeis, 독일 작센주 플라우엔분소 환경국장)

계에 불과 수천마리 밖에 남아있지 않은 두루미류의 핵심서식지
인 DMZ 생태계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경험을 나누고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발표 2. 다우리아 국제보호지역(DIPA)의 보전과 관리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Dauria International Protected Area
니얌바야 바타야 (NYAMBAYAR Batbayar, 몽골 야생동물보전센터 국장),
스베트라나 발쯔메바 (Svetlana Balzhimaeva, 러시아 다우르스키 자연생물권
보전구역 연구원)
발표 3. 두만강하구의 보전과 관리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Tumen Estuary
류차이 (Lu Cai, 베이징임업대학 교수)

몽골, 일본 등 회원국가 조사대표단과 국내외 관계자가 함께 하는
‘DMZ 일원 국제공동조사’와‘국제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전 세

개회식
참석자 기념촬영

10:10-10:30

위한 동북아 6개국의 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
을 위해 2015년 1월 31일(토) 부터 2월 4일(수)까지 러시아, 중국,

등록

10:50-11:10

발표 5. 국제 두루미류 서식지현황과 동북아시아의 보전과제
Global Status of Cranes and Challenges for North-east Asia
제임스 해리스 (James Harris, 국제두루미재단 부회장)

참여 부탁드립니다.
11:10-11:50
2015. 2.

유엔아태경제사회이사회 동북아사무소

(재)환경생태연구재단

3부: 전체토론 Panel and Floor Discussion
사회: 남상민 (NAM Sangmin, UNESCAP 동북아사무소 부대표)
■ 토론패널 :
발표자 전원 (All speakers)
16:00-17:20
(80분)

질의응답 및 토론

11:50-13:30

점심식사

13:30-15:50
(140분)

2부: 한국 DMZ 일원 두루미류 서식지의 보전현황과 과제
Status and Challenge for Conservation of Cranes and
Korean DMZ

강상규 (KANG Sangkyoo,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과학팀장)
심숙경 (SHIM Suk-kyung, ICLEI 한국위원회 전문위원)
이기섭 (LEE Kisup, 한국물새네트워크 대표)
진익태 (JIN Ik-Tae, 철원농민/철원두루미학교장)
최진우 (CHOI Jinwoo, 환경생태연구재단 상임이사)

동북아환경협력프로그램
(사)한국환경생태학회

일정
발표 1. Great DMZ Eco-region: DMZ 생태계의 국제적 중요성
Great DMZ Eco-region: International Importance of Korean DMZ
심바 첸 (Simba Chan,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 선임보전담당관)

우리들의 상상을 넘어서는 유구한 세월과 공간을 넘나들며 매년

적 멸종위기조류인 재두루미, 흑두루미, 저어새의 서식지로서 중

시간

13:30-13:50
09:00-09:20

이 땅을 찾아오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두루미 그 생태와 평화의

일정

국립생태원 1인
17:30

워크숍 종료
본 워크숍은 영어로 진행되며 간단한 한국어통역을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