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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국제적으로 중요한 물새와 서식지인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은 지난 100여
년간 국제사회 환경보전의 주요한 이슈입니다. 이러한 습지보전 활동의 과정은
1971년‘람사르협약’체결 이후 더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물새와 서
식지를 보전하기 위해 발효된‘람사르협약’은 습지의 현명한 이용 및 보전을 목표
로 하고 있습니다. 람사르협약은 습지의 생물다양성과 문화, 지속가능한 이용 등으
로 확대되어 우리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도 18개의 람사르사이
트를 지정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습지보전은 습지의 다양한 가치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지역사회와 시민참여를
통한 활동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보전 활동은 습지센터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양적으로 급속히 늘어난 습지센터의 건립은‘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의 중심 역할’
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여 거대한 규모와 첨단기술을 내세운 또 다른 개발
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습지센터 계획 및 관리운영에 관한 서산국제워크숍’(International Workshop on Best Practices for
the Design and Operation of Wetland Education Centres)을 개최하여 바람직한 습지센터의 발전방향을 모색
하고자 합니다.
이번 워크숍은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칠레, 중국, 일본, 싱가폴, 아랍에미레이트연합 등 많은 국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습지센터의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본 워크숍은 5일간 습지센터
관련 7개의 주제와 서산시 천수만 환경생태계획, 그리고 2일간의 한국 습지 현장방문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워크숍이 개최되는 서산시 천수만은 과거 갯벌이었으며 1990년대 논으로 간척하여 생태계가 변화된 곳입
니다. 그러나 최근 가창오리, 기러기류, 흑두루미 등 다양한 겨울철새가 도래하여 국제적 철새이동경로의 중
요한 습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서산시와 지역 환경운동연합 등 민관이 협력하여 겨울철새 모니터링과
철새기행 등 다양한 보전활동을 실천하여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워크숍을 함께 준비하고 참여해 주신 람사르협약 사무국 루 영 박사님, (재)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고재
윤 대표님을 비롯한 각국의 참가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국제워크숍을 실질적으로 주최하고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이완섭 서산시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워크숍이 습지센터를 비롯한 습지보전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되고 서산천수만 보전과 발전에 중요한 기
회가 될 것을 희망합니다. 워크숍을 준비하신 서산시 관계자, (재)환경생태연구재단 연구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참석자 모든 분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2013. 11. 4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생태연구실 교수

한봉호

Open Remarks

Activities to protect internationally-renowned migratory waterbirds and wetlands as their habitat have
emerged as critical issue of international efforts to conserve environment for the last 100 years. Such activities to
conserve wetlands have been bearing practical fruits since 1971 when‘the Ramsar Convention’was signed.
The Ramsar Convention was designed to conserve migratory waterbirds and their habitats with a view to wise
use and conservation of wetlands. The convention has expanded its boundary from wetlands to biodiversity of
wetlands, wetland-related culture, and sustainable use, which influence our societies as a whole. In Korea, 18
wetlands are designated as the Ramsar sites, and we make continuous efforts to expand them.
Wetlands have been conserved through the engagement of citizens and local communities who put focus on
education and studies on the various values of wetlands. Such conservation activities are actively made, based
on the wetland centers. However, recently wetland centers have increased, rather undermining their roles as
the center for‘conservation and wise use of wetlands’. Huge budgets are allocated to build mega centers with
cutting-edge technologies, which rather entails concerns on‘another type of development’.
In this context,‘the International Workshop on Best Practices for the Design and Operation of Wetland
Education Centers’is held to share the ideas on the desirable development direction of wetland centers. By
inviting prominent experts from U.K., Australia, New Zealand, Canada, Chile, China, Japan, Singapore, and
Arab Emirates, the workshop serves as the venue of experts at home and abroad to share various experience of
wetland education centers. This workshop is planned to last for 5 days to share ideas on 7 issues related to the
centers, and discuss the environmental & ecological plans for Cheonsu-bay of Seosan city, and for 2 days to pay
visit to Korean wetlands.
The Cheonsu-bay, the venue of workshop was a tidal-flat in the past, but it was reclaimed to paddy fields in
1990s, forcing its ecosystem changed. However, recently a variety of migratory waterbirds such as Baikal teals,
Bean Goose and White-fronted Goose, and Hooded Cranes stop over in this area, so now it attracts
international attention as a important wetland of migratory bird flyways. In addition, the city government
cooperate with local organizations of environmental movement (i) to monitor migratory waterbirds, (ii) to
perform‘Migratory waterbirds based Ecotour’with various experiential programs, and (iii) to make other
conservation activities, resulting in best practices.
I’m really grateful to Lew Young of Ramsar Secretariat, Jae-yoon, Ko of Gyeongsang Ramsar Environmental
Foundation, and other participants from home and abroad. Particularly, my sincere gratitude goes to Wan-seop,
Lee, the mayor of Seosan city, who supports to host this international workshop and extends warm-hearted
welcome to us.
I hope this workshop will work as an opportunity to conserve wetlands including wetland education centers
and to protect and develop Seosan Cheonsu bay. My thanks also go to Seosan city officials and staffs of
Environmental Ecosystem Research Foundation(ERF) for their strenuous efforts to prepare for this workshop.
I hope all participants will have rewarding results and enjoy a happy life.

Nov 4, 2013
Institute of Environment & Ecology, University of Seoul

HAN Bong-Ho

환 영 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철새의 낙원인 서산 천수만에서‘2013 습지센터계획 및 관리운영에 관한 서산국
제워크숍’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해 뜨는 서산’을 방문해주
신 국내외 습지센터 관계자 여러분과 생태·환경 전문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
합니다.
이번 워크숍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으신 람사르협약 사무국, 환경부, (재)환경생태연
구재단, 동아시아람사르센터 등을 비롯해 소중한 마음과 뜻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서산 천수만은 넓은 호수와 풍부한 먹잇감이 형성되어 있어 철새들에게는
천국과도 같은 곳입니다. 황새와 노랑부리저어새, 흑두루미 등 천연기념물 37종과 멸종위기조류 49종 등 모두
327종의 서식이 확인되어‘살아있는 야생 조류박물관’이라고 불리기까지 합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을 비롯해 친환경 서식지 조성사업, 조류 모니터링사업 등의 적
극 추진과 국제워크숍의 정기 개최를 통해 철새보호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고, 이런 노력에 힘
입어 천수만이 한국형 생태관광 10대 모델에도 선정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11월 1일 공식 개관한 천수만의 습지센터‘서산버드랜드’는 철새서식지의 보호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심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국제워크숍을 통해서 국내외 습지센터의 다양한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습지센터 설립 및 효율적인 운
영에 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소통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산에 계시는 동안 편안하고 뜻 깊은 시간이 되시기 바라며,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의 가정에 건
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 11. 4

서산시장

Welcome Address

Ladies and gentlemen, it’s a pleasure to be here with you. I am Wan Seob Lee, the Mayor of Seosan City.
It is a delight to hold Workshop on Best Practices for the Design and Operation of Wetland Education
Centres in Cheonsu Bay, Seosan, home of tens of thousands of migratory birds. I welcome all the
participants from home and abroad. It is an honor to have such distinguished guests in the area of wetlands,
ecosystem and environment with us today.
I would like to extent my gratitude to the Ramsar Convention Secretariat, Ministry of Environment Korea,
Environmental Ecosystem Research Foundation, and East Asia Ramsar Regional Center for their full-fledged
support and endeavors in making this event possible. I would like to thank everyone who has contributed
in making this workshop a reality.
With abundant feed and a marvelous lake, Seosan’s Cheonsu Bay is known as a haven for migratory
birds. A total of 327 species, 37 natural monuments, 49 endangered species, and birds such as Oriental
White-Storks, Spoonbills, and Hooded Cranes, inhabit this ecosystem. Hence, the nickname“the living wild
birds museum.”
We, at Seosan City, have actively pursued biodiversity management, eco-friendly habitat creation, and
implemented bird monitoring systems. We have also held annual international workshops to enhanc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migratory bird conservation.
In this vein, Seosan Bird Land, which opened Novemeber 1, 2013, will play a leading role in protecting
the habitat of migratory birds and vitalizing eco-tourism.
I hope that we will learn from each other’s best practices throughout the workshop. Further more, I also
look forward to your invaluable input regard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wet lands center in
Seosan.
I wish you a fruitful meeting as well as a pleasant stay. May there be health and happiness for you and
your family. Thank you.

Nov 4, 2013

Seosan City Major

LEE Wan-Seob

축 사

습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서산국제워크숍에 함께
하시기 위하여 먼 길을 와주신 참석자 및 내외 귀빈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람사르환경재단을 대표하여 이번 워크숍을 성공적
으로 준비하신 여러분께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여러분 모
두를 환영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습지는 다양한 생명체에 서식지를 제공하며 오염을 정화하고 기후
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가장 소중한 자연 자산 중 하나입니다. 인류의 생
존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습지를 보존하고 주의 깊게 관리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
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습지의 중요성을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습지 보전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람사르협약에서 항상 강조하는
대중인식증진 활동 (CEPA)입니다. 습지센터는 우리의 의무를 수행하고 람사르협약
을 강화하는데 있어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습지센터가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는 잘 갖추어진 교육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올바르게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워크숍은 방문자 센터의 설계와 운영의 올바른 방향을 논의하
고 습지센터 설립 계획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함께 해주신 여러분을 마음 깊이 환영하며 이번 워크숍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주최측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 11. 4

경남람사르환경재단 대표

고재윤

Congratulatory Remarks

Good Morning!!
Distinguished guests, and the participants who traveled long way to participate in the‘Workshop on
Best Practices for the Design and Operation of Wetland Education Centers.’
On behalf of the Gyeongnam Ramsar Environmental Foundation, I would like to extend my sincere
congratulations to you on the successful launch of this workshop and warm welcome to you all.
As we are well aware, wetlands are one of the most precious natural assets that provide habitats to
various lives, purify pollutants, and mitigate the negative impact of climate change. It is our obligation to
prevent damages of and carefully manage wetlands that are indispensable for the survival and
development of mankind.
To fulfill our obligation, we have to make more and more people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wetlands and participate in wetland conservation. It is CEPA that the Ramsar Convention always
emphasizes. Wetland Education Centers are useful tool to make our mission possible and shore up the
Ramsar Convention. However, we should remember that they can only sustain their role, when they are
properly designed and operated with fine education programs.
In this regard, this workshop will be a great opportunity to discuss the right direction for the visitor
centers’design and operation and also to provide guidelines for people planning to create new wetland
education centers.
Before closing, I would like to express heartfelt welcome to you all again and extend sincere thanks to
the organizers for their unsparing efforts to prepare for this workshop.
Thank you very much

Nov 4, 2013

President, Gyeongnam Ramsar Environmental Foundation

Dr. Ko Jae Yun

축 사

람사르협약 사무국을 대표하여 습지센터 관리 및 운
영에 관한 서산국제워크숍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을 환
영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람사르협약은 습지 및 습지 관련 커뮤니케이션, 교
육, 대중 인식 증진 활동 (CEPA)에 관한 학습과 교육뿐
만 아니라 습지 보존과 현명한 이용에 대한 협약의 목
적을 증진하는데 있어 습지센터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몇 십 년간 특히 아시아를 중심으로 습지센터 개발이 빠르게 성장하였으
며 습지센터의 설계 및 관리에 있어 최상의 사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었
습니다. 향후 센터 관련자들을 돕기 위하여 이번 워크숍은 자리를 함께 하신 건
축가, 설계자, 교육자, 생태학자 등으로부터 최상의 사례들을 모아 기록하여 모든
이들이 직접 다운로드하여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핸드북을 제작하는데 그 목적
이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을 개최해주신 서산시에 감사드리며 경상남도 람사르 환경재단
(GREF) 및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 센터 (RRC-EA), 바이오스피어 커넥션
(Biosphere Connection)의 지원에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이번 워크숍을
조직하느라 애써주신 (재)환경생태연구재단의 모든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워크
숍의 결과물로서 습지센터에 관한 핸드북 제작을 지원해주실 한국 환경부에도 감
사의 인사를 전하는 바입니다.

2013. 11. 4

람사르협약사무국 동아시아-대양주 담당관

루영

Congratulatory Remarks

On behalf of the Secretariat of the Ramsar Convention on Wetlands, I would like to
welcome and to thank all of you for participating at this‘Workshop on Best Practices for
the Design and Operation of Wetland Education Centres.’
The Ramsar Convention consider wetland education centres as key places of learning
and training about wetlands and wetland-related Communication, Education, Participation
and Awareness (CEPA) activities, and for promoting the objectives of the Convention on
wetland conservation and wise use.
In recent decades, there has been a rapid growth in the development of wetland
education centres, especially in Asia and much knowledge and experience have been
gained on best practices for their design and management. To help those who will be
involved in the development of future centres, this workshop aims to document these best
practices, from you who are architects, designers, educationalists, ecologists etc, in order
to produce an online handbook that can be downloaded and shared by all. I hope this
handbook can be a living document that can continue to be revised and improved by
adding case studies from a wider range of centres from around the world.
I would like to thank Seosan City for generously hosting this workshop, and to
recognize the support from the Gyeongsangnamdo Ramsar Environmental Foundation
(GREF), the Ramsar Regional Centre-East Asia (RRC-EA) and Biosphere Connection. I
would also like to thank ERF for their hard work in organizing this workshop, and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R.O. Korea) for providing funds to produce the handbook on
best practices that will result from this workshop.

Nov 4, 2013
Senior Advisor for Asia-Oceania, Ramsar Convention Secretariat

Lew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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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숍 전체일정 |
11월 3일 (일)

2013 서산버드랜드 철새기행 참가
서산시장 주최 환영만찬 (해외참가자)

국제워크숍 1일차
11월 4일 (월)

●
●
●

11월 5일 (화)

국제워크숍 2일차
●
●

11월 6일 (수)

주제 3: 습지센터 입지 및 주변 서식지 디자인
주제 4: 지속가능한 습지센터 건축 디자인

국제워크숍 3일차
●
●

11월 7일(목)
(오전)

개회식
주제1: 습지센터의 시작
주제2: 지속가능한 습지센터 재정 운용

주제 5: 습지센터 내부 교육전시 사례연구
주제 6: 습지센터 교육 및 현장 프로그램 사례연구

국제워크숍 4일차
●
●

주제 7: 습지센터 프로그램 평가 및 역량강화
주제별 정리 및 폐막식

11월 7일(목)
(오후)

국내워크숍‘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및 센터의 계획과 관리’

11월 8일 (금)

국내습지 현장방문 ① - 천수만, 태안해안국립공원, 부석사 등

11월 9일 (토)
- 10일 (일)

국내습지 현장방문 ② - 우포늪 람사르습지

| 해외 참가기관 |
일본 홋카이도 미야지마누마 물새습지센터 (Miyajimanuma Waterfowl & Wetlands Center)
일본야조회 (Wild Birds Society of Japan: WBSJ)
홍콩습지공원 (Hong Kong Wetland Park)
홍콩마이포습지보전구역 (Mai Po Nature Reserve -WWF Hong Kong)
중국 씨씨국가습지공원 (Xixi National Wetland Park)
관두자연공원 (Guandu Nature Park, 대만)
싱가폴 슝가이불오우 습지국립공원 (Sungei Buloh Wetland Reserve)
말레이시아 사바습지보전협회 (Sabah Wetlands Conservation Society, Malaysia)
호주 헌터습지센터 (Hunter Wetlands Centre)
뉴질랜드 미란다도요새센터 (Miranda Shorebird Center)
아랍에미레이트연합 두바이시 (Dubai Municipality, UAE)
오만 환경기후부 (Ministry of Environment and Climate Affairs, Oman)
요르단 아즈라크 오아시스 람사르습지보전구역 (Azraq Oasis Wetland Reserve)
캐나다 오크햄먹 습지센터 (Oak Hammock Marsh Interpretive Centre)
칠레습지연구센터 (CEH - Wetlands Studies Center; Centro de Estudios de Humedales)
영국 브룩홀즈 자연보전구역 (Brockholes Reserve-The Lancashire Wildlife Trust)
습지와 야생동물 트러스트 (Wetlands & Waterfowl Trust: WWT, 영국)
WWT 컨설팅 (WWT Consulting, 영국)

2013 습지센터 계획 및 관리운영에 관한 서산국제워크숍

1일차 : 2013년 11월 4일(월)

08:30 - 09:00

참가자 등록

개회식
09:00 - 09:30

개회사: 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환영사: 이완섭 (서산시장)
축 사: 고재윤 (경남람사르환경재단 대표)
축 사: 환경부
축 사: 스파이크 밀링턴 (EAAFP 사무국장)

기조강연 루 영 박사 (람사르협약 사무국 동아시아-대양주지역 담당관)
09:30 - 09:45

기념촬영

09:45 - 10:00

휴식
제 1주제: 습지센터의 시작 ①

10:00 - 11:50

10:00 - 11:20 발표 (각 20분)
▶ Mohammed Abdul Rahman Hassen Abdulla & Kevin P. C. Hyland
(아랍에미레이트연합 두바이시 환경국 )
▶ Ken Conway (호주헌터습지센터)
▶ Marie Banks (영국 WWT Consulting)
▶ Sharon Chan (싱가폴 슝가이불오우 습지국립공원)
11:20 - 11:50 질의 응답(30분)

11:50 - 13:00

점심식사

13:00 - 13:30

서산시장 간담회 : 국제적으로 중요한 천수만 습지보전을 위한 전략 논의
제 1주제: 습지센터의 시작 ②

13:30 - 15:20

15:20 - 15:40

13:30 - 14:00 발표 (각 10분)
▶ 김경원 (환경생태연구재단)
▶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사례 (이기정)
▶ 서승오 (동아시아람사르센터)
14:00 - 15:00 소그룹 토론 (1시간)
15:00 - 15:20 소그룹 토론결과 및 세션 요약 (20분)
휴식
제 2주제: 지속가능한 습지센터 재정 운용 ①

15:40 - 17:30

17:30 - 18:30

15:40 - 17:00 발표 (각 20분)
▶ Josephin Cheung (홍콩습지공원)
▶ Ken Conway (호주헌터습지센터)
▶ Marie Banks (영국 WWT Consulting)
▶ Keith Woodley (뉴질랜드 미란다도요새센터)
17:00 - 17:30 질의 응답(30분)
저녁식사
제 2주제: 지속가능한 습지센터 재정 운용 ②

18:30 - 20:20
18:30 - 18:50 발표 (각 10분)

Workshop on Best practices for the Design and Operation of Wetland Education Centres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사례 (이기정)
유영업 (신안군갯벌센터)
18:50 - 19:50 소그룹 토론(1시간)
19:50 - 20:20 소그룹 토론결과 및 세션 요약 (30분)
▶

18:30 - 20:20

20:20

▶

1일차 워크숍 종료

2일차 : 2013년 11월 5일(화)

제 3주제: 습지센터 입지 및 주변서식지 디자인 ①

08:30 - 10:20

10:20 - 10:40

08:30 - 09:50 발표 (각 20분)
▶ Marie Banks (영국 WWT Consulting)
▶ Kath Knight(영국 브록홀즈 습지센터)
▶ Song Miaofang Echo (중국 씨씨국가습지공원)
09:50 - 10:20 질의 응답 (30분)
휴식

제 3주제: 습지센터 입지 및 주변서식지 디자인 ②

10:40 - 12:30

12:30 - 13:30

1040-1100 발표 (각 10분)
▶ 곽정인 (환경생태연구재단)·장종수 (L.E.T)
▶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사례 (박희순)
11:00 - 12:00 소그룹 토론 (1시간)
12:00 - 12:30 소그룹 토론결과 및 세션 요약 (30분)
점심식사

제 4주제: 지속가능한 습지센터 건축 디자인 ①

13:30 - 15:20

15:20 - 15:40

13:30 - 14:50 발표 (각 20분)
▶ Sharon Chan (싱가폴 슝가이불오우 습지국립공원)
▶ Kath Knight (영국 브록홀즈 습지센터)
▶ Lew Young (람사르협약 사무국)
▶ Kanai Yutaka (일본야조회)
14:50 - 15:20 질의 응답 (30분)
휴식

제 4주제: 지속가능한 습지센터 건축 디자인 ②

15:40 - 17:30

17:30

15:40 - 16:00 발표 (각 10분)
▶ 신근창 교수 (서경대 도시공학과)
▶ 서산버드랜드 사례 (박민철)
16:00 - 17:00 소그룹 토론(1시간)
17:00 - 17:30 소그룹 토론결과 및 세션 요약 (30분)
2일차 워크숍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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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 2013년 11월 6일(수)

제 5주제: 습지센터 내부 교육전시 사례연구 ①

08:30 - 10:20

10:20 - 10:40

08:30 - 09:50 발표 (각 20분)
▶ Josephin Cheung (홍콩습지공원)
▶ Marie Banks (영국 WWT Consulting)
▶ Kath Knight (영국 브록홀즈습지센터)
▶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사례 (시공테크 최광식팀장)
09:50 - 10:20 질의 응답 (30분)
휴식
제 5주제: 습지센터 내부 교육전시 사례연구 ②

10:40 - 12:30

12:30 - 13:30

10:40 - 11:00 발표 (각 10분)
▶ 우포늪생태관 사례 (장지덕·이찬우)
▶ 강화갯벌센터 사례 (김순래)
11:00 - 12:00 소그룹 토론(1시간)
12:00 - 12:30 소그룹 토론결과 및 세션 요약 (30분)
점심식사
제 6주제: 습지센터 교육 및 현장프로그램 사례연구 ①

13:30 - 15:20

15:20 - 15:40

13:30 - 14:50 발표 (각 20분)
▶ Josephin Cheung (홍콩습지공원)
▶ Ken Conway (호주헌터습지센터)
▶ Katsumi Ushiyama (일본 미야지마누마 물새·습지센터)
▶ Nathalie Bays (캐나다 오크햄먹 습지센터)
14:50 - 15:20 질의 응답 (30분)
휴식
제 6주제: 습지센터 교육 및 현장프로그램 사례연구 ②

15:40 - 17:30

17:30

15:40 - 16:10 발표 (각 10분)
▶ 신안군갯벌센터 사례 (유영업·함영진·조현욱)
▶ 마산만 봉암갯벌 사례 (전홍표)
▶ 화포천습지생태공원 사례 (곽승국)
16:10 - 17:10 소그룹토론 (1시간)
17:10 - 17:30 소그룹 토론결과 및 세션 요약 (20분)
3일차 워크숍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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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차 : 2013년 11월 7일(목)

제 7주제: 습지센터 프로그램 평가 및 역량 강화

08:30 - 09:55 발표 (각 15-20분)
▶ Nicole Wong & Lindia Pang (WWF Hong Kong)
▶ Nelson Chen (대만 관두자연공원)
▶ Carolina Vera (칠레습지연구센터)
▶ Kath Knight (영국 브록홀즈 습지센터)
▶ 최진우 (환경생태연구재단)
09:55 - 10:20 질의 응답 (25분)

08:30 - 10:20

10:20 - 10:40

휴식
제 8주제: 주제별 정리 및 폐막식

10:40 - 12:30

10:40 - 11:50 각 세션별(1-7) 좌장 보고 (각 10분)
11:50 - 12:15 요약 및 향후 계획
12:15 - 12:30 폐회식

12:30 - 14:00

점심 및 휴식

13:30 - 14:00

국내워크숍 등록
국내워크숍: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및 센터의 계획과 관리

■

연구 및 사례발표 1 (14:00-14:50)
발표1. 천수만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환경생태계획(25분)
- 최진우 박사 (환경생태연구재단)
발표2. 중국 동남해안 습지의 보전 및 관리(25분)
- Nicole Wong & Xienji Wen (WWF 홍콩)

■

휴식 (14:50-15:00)

■

연구 및 사례발표 2 (15:00-16:20)
발표3. 한국의 보호지역 현황 및 관리방안(20분)
- 김보현 과장 (국립공원관리공단)
발표4. 한국의 습지 보전 현황 및 관리정책(20분)
- 환경부 자연정책과
발표5. 천수만 보전 및 관리방향(20분)
- 서산시 환경생태과
발표6. 천수만 보전활동과 미래(20분)
- 이평주 국장(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

휴식 (16:20-16:40)

■

종합토론 (16:40-17:30)
습지 및 센터의 계획과 관리를 위한 환경생태계획
- 국내 및 국제전문가, 정부기관, NGO, 지역주민 등

14:00 - 17:30

18:00 - 20:00

환송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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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shop Outline |
Day 0

Sunday 3 November

Pre-Birding Tour to Cheonsu-bay
Welcome Dinner (Hosted by Mayor of Seosan City)

Opening Ceremony
Day 1

Monday 4 November

Day 2

Tuesday 5 November

Day 3

Wednesday 6
November

Day 4 Thursday 7 November
Day 5

Friday 8 November

Day
6-7

9 - 10 November

Session 1: Where to Start?
Session 2: Financial sustainability of the centre’
s operations
Session 3: Centre location in relation to the site
Session 4: Sustainable building design
Session 5: Case studies and best practices for educational
content of the centre
Session 6: Case studies and best practices for programs
at wetland education centres
Session 7: Outreach, Quality Assurance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at Wetland Center
Field Visit to Cheonsu-bay, Taean Haean National Park, Buseok
Temple etc.
Field Visit to Important Wetlands in Korea - Upo Marsh

| Overseas Participants |
Azraq Oasis Wetland Reserve, Jordon
Brockholes Reserve-The Lancashire Wildlife Trust (UK)
CEH - Wetlands Studies Center; Centro de Estudios de Humedales (Chile)
Dubai Municipality, UAE
Guandu Nature Park (Taipei, Taiwan)
Hong Kong Wetland Park (P.R.China)
Hunter Wetlands Centre (Australia)
Mai Po Nature Reserve -WWF Hong Kong (P.R.China)
Ministry of Environment and Climate Affairs, Oman
Miranda Shorebird Center (New Zealand)
Miyajimanuma Waterfowl & Wetlands Center (Japan)
Oak Hammock Marsh Interpretive Centre (Canada)
Sungei Buloh Wetland Reserve (Singapore)
Sabah Wetlands Conservation Society (Malaysia)
Wetlands & Waterfowl Trust: WWT (UK)
Wild Bird Society of Japan: WBSJ
WWT Consulting (UK)
Xixi National Wetland Park (P.R.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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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 : Monday 4 November

08h30 - 09h00

Registration of Participants

Opening Ceremony: Welcome Remarks
Professor HAN Bong-ho (University of Seoul)
Mr. LEE Wan-Seob (Mayor of Seosan City)
▶ Mr. Ko Jae Yun (President of Gyeongnam Ramsar Environmental Foundation)
▶ MOE Korea
▶ Mr. Spike Millington (EAAFP)
▶
▶

09h00 - 09h30

Opening speech
▶

Dr. Lew Young (Ramsar Secretariat)

09h30 - 09h45

Group Picture

09h45 - 10h00

Break
Session 1a: Where to start?
Chair: Lew Young(Ramsar Secretariat); Rapporteur: Chris Rostron(WWT/WLI)
Objectives, motivator, funder, audience, big or small centre? Selection of site and project
team and planning

10h00 - 11h50

10:00 - 11:20 20 minute presentations
▶ Ras Al Khor (Dubai Municipality, UAE)
▶ Hunter Wetlands Centre, AU (Ken Conway)
▶ WWT Consulting (Marie Banks)
▶ Master-planning and concept design for the SBWR (Sharon Chan)
11:20 - 11:50 30 minutes questions and comments

11h50 - 13h00

Lunch

13h00 - 13h30

Special Talk with Mayor of Seosan City: Conservation of Internationally Important Cheonsu bay

13h30 - 15h20

Session 1b: Where to start?
Chair: Lew Young(Ramsar Secretariat); Rapporteur: Chris Rostron(WWT/WLI)
13:30 - 14:00 10 minute presentations
▶ KIM Kyungwon (ERF, ROKorea)
▶ Suncheon Bay International Wetland Centre (Lee, Ki-Jeong)
▶ SUH Seungoh (RRC-EA)
14:00 - 15:00 Group Discussion
15:00 - 15:20 Back in plenary for report back and summing up

15h20 - 15h40

Break
Session 2a: Financial sustainability of the centre’s operations
Chair: Kath Knight(Brockholes Reserve); Rapporteur: Keith Woodley(Miranda Shorebird Center)
Presentations on budgeting of the cost of construction and long-term operation of the
centre; business models; Identifying and securing resources for the long-term operation of
the centre as well as for the programs and the construction of new facilities

15h40 - 17h30

15:40 - 17:00 20 minute presentations
▶ Hong Kong Wetland Park (Josephine Cheng)
▶ Hunter Wetlands Centre, AU (Ken Conway)
▶ WWT Consulting (Marie Banks)
▶ Miranda Shorebird Center, NZ (Keith Woodley)
17:00 - 17:30 30 minutes questions and comments

17h30 - 18h30

Dinner

18h30 - 20h20

Session 2b: Financial sustainability of the centre’s operations
Chair: Kath Knight(Brockholes Reserve); Rapporteur: Keith Woodley(Miranda Shorebird Center)
18:30 - 18:50 10 minute presen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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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ungdo Tidal Flat Ramsar Site Centre, ROKorea (Yoo Youngup)
Suncheon Bay International Wetland Centre, ROKorea (Lee, Ki-Jeong)
18:50 - 19:50 Group Discussion
19:50 - 20:20 Back in plenary for report back and summing up

▶

18h30 - 20h20

20h20

▶

End of the day’
s session

Day 2 : Tuesday 5 November

Session 3a: Centre location in relation to the site
Chair: HAN Bong-ho(University of Seoul); Rapporteur: Lew Young (Ramsar Secretariat)
Case studies on the broad scale design of wetland centres, e.g. how visitors will access your
centre, how to zone the centre to provide areas for visitors and for wildlife etc.

08h30 - 10h20

08:30 - 09:50 20 minute presentations
▶ WWT Consulting (Marie Banks)
▶ Brockholes reserve, UK (Kath Knight)
▶ Xixi National Wetland Park, PRChina (Song Miaofang)
09:50 - 10:20 30 minutes questions and comments

10h20 - 10h40

Break

10h40 - 12h30

Session 3b: Centre location in relation to the site
Chair: HAN Bong-ho(University of Seoul); Rapporteur: Lew Young (Ramsar Secretariat)
10:40 - 11:00 10 minute presentations
▶ Kwak Jeong-In (ERF, ROKorea) & Jang Jongsoo (L.E.T. Co.Ltd)
▶ Nakdong Estuary Eco-centre, ROKorea (Park Hee-Sun)
11:00 - 12:00 Discussion
12:00 - 12:30 Back in plenary for report back and summing up

12h30 - 13h30

Lunch
Session 4a: Sustainable building design
Chair: Marie Banks(WWT Consulting); Rapporteur: Chris Rostron(WWT/WLI)
Case studies on environmental and social considerations when constructing a wetland centre
building (e.g. energy saving, water saving, etc) and the other facilities, such as hides,
boardwalk and footpaths, including consideration of universal access

13h30 - 15h20

13:30 - 14:50 20 minute presentations
▶ Green Mark Scheme, Singapore (Sharon Chan)
▶ Brockholes reserve, UK (Kath Knight)
▶ Universal access (Lew Young)
▶ Tokyo Port Wild Bird Park, Japan (Kanai Yutaka)
14:50 - 15:20 30 minutes questions and comments

15h20 - 15h40

Break

15h40 - 17h30

Session 4b: Sustainable building design
Chair: Marie Banks(WWT Consulting); Rapporteur: Chris Rostron(WWT/WLI)
15:40 - 16:00 10 minute presentations
▶ Prof. Shin Gunchang (Seokyung University, ROKorea)
▶ Seosan BirdLand Wetland Center, ROKorea (PARK Min-Cheol)
16:00 - 17:00 Discussion
17:00 - 17:30 Back in plenary for report back and summing up

17h30

End of the day’
s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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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3: Wednesday 6 November

Session 5a: Case studies and best practices for educational content of the
centre building
Chair: Steve KIM (Vice president of Singong Tech); Rapporteur: Nicole Wong(WWF HK)
Case studies on the interpretation inside a wetland centre to encourage learning about the
importance of wetlands amongst all age, social and ability groups

08h30 - 10h20

08:30 - 09:50 20 minute presentations
▶ Hong Kong Wetland Park (Josephine Cheng, AFCD)
▶ WWT Consulting (Marie Banks)
▶ Brockholes reserve, UK (Kath Knight)
▶ Suncheon International Wetland Centre (Choi Kwang-sik, Sigong Tech)
09:50 - 10:20 30 minutes questions and comments

10h20 - 10h40

Break

10h40 - 12h30

Session 5b: Case studies and best practices for educational content of the
centre building
Chair: Steve KIM (Vice president of Singong Tech); Rapporteur: Nicole Wong(WWF HK)
10:40 - 11:00 10 minute presentations
▶ Upo Marsh Ecological Center (Jang Ji-Deok & Lee Chan-Woo)
▶ Ganghwa Tidal-flat Center (KIM Soon Rae)
11:00 - 12:00 Group Discussion
12:00 - 12:30 Back in plenary for report back and summing up

12h30 - 13h30

Lunch
Session 6a: Case studies and best practices for programs at wetland
education centres
Chair: Sharon Chan(Sungei Buloh Wetland Reserve); Rapporteur: Kevin Hyland(Dubai Municipality, UAE)

13h30 - 15h20

Case studies of programs to cater for a wide range of visitors, e.g. public, decision makers,
school students, those with disabilities etc. How to develop a volunteer program to help
with the work of the centre.

15h20 - 15h40

Break

15h40 - 17h30

Session 6b: Case studies and best practices for programs at wetland
education centres
Chair: Sharon Chan(Sungei Buloh Wetland Reserve); Rapporteur: Kevin Hyland(Dubai Municipality, UAE)
15:40 - 16:10 10 minute presentations
▶ Jeongdo Tidal-flat Ramsar Site Centre (Yoo Young-up, Ham Young-jin, and Jo Hyun-Wook)
▶ Bongam Tidal-flat centre (JEON Hongpyo)
▶ Hwapocheon Wetland Eco-Park (Kwak Seung Kook)
16:10 - 17:10 Group Discussion
17:10 - 17:30 Back in plenary for report back and summing up

17h30

13:30 - 14:50 20 minute presentations
▶ Hong Kong Wetland Park (Josephine Cheng, AFCD)
▶ Hunter Wetlands Centre, AU (Ken Conway)
▶ Miyajimanuma Waterbird & Wetland Center, Japan (Katsumi Ushiyama)
▶ Oak Hammock Marsh Interpretive Center, Canada (Nathalie Bays)
14:50 - 15:20 30 minutes questions and comments

End of the day ’s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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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4: Thursday 7 November

Session 7: Outreach, Quality Assurance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at Wetland Center
Chair: Chris Rostron(WWT/WLI); Rapporteur: Ken Conway(Hunter Wetlands Centre)
Case studies on the various tools for capacity building of wetland centers; program
evaluation, partnership with multi-stakeholders, volunteers programme, and marketing and
promotion etc.

08h30 - 10h20

08:30 - 09:55 15-20 minute presentations
▶ WWF Hong Kong (Nicole Wong & Lydia Pang)
▶ Guandu Nature Park (Nelson Chen)
▶ Public & Private Partnership for Capacity Building of Wetland Center
(Carolina Vera, Chile)
▶ Marketing and Promotion of Wetland Centres (Kath Knight)
▶ Empowerment Strategy of Nature Center for Local Co-Prosperity (Choi Jinwoo, ERF)
09:55 - 10:20 25 minutes questions and comments

10h20 - 10h40

Break

10h40 - 12h30

Session 8: Report back from each of the session
Chair: Lew Young(Ramsar Secretariat); Rob McInnes(RM Wetlands & Environment Ltd)
10:40 - 11:50 Report back from each of the Session Chairs (10 minutes each)
11:50 - 12:15 Summing up and next steps
12:15 - 12:30 Closing remarks

12h30 - 13h30

Lunch and end of the International workshop

13h30 - 14h00

Registration of participants for the national workshop
National Workshop on Planing and Management of Internationally Important
Wetlands and its Center
Chair: Prof. Han Bong-ho (University of Seoul)
14:00-14:50 25 minutes presentations
▶ Environmental Planning fo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Cheonsu-bay
Choi Jinwoo (ERF, Korea)
▶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Wetlands in Southern China
Nicole Wong & Xianji Wen (WWF Hong Kong)

14:50-15:00 Break
14h00 - 17h30

15:00-16:20 20 minutes presetnations
▶ Current Status and Management Policy of Protected Areas in Korea
Kim, Bo-hyun (Korea National Park Service)
▶

Current Status and Management Policy on Wetlands in Korea
(Ministry of Environment, Korea)

▶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Cheonsu-bay; View from Local Authority
(Seosan City)

16:20-16:40 Break
16:40-17:30 Panel Discussion
17h30
18h00 - 20h00

End of the workshop
Farewell Dinner

Workshop Contact
Sunyoung Bak (Ms.)
International Cooperation Officer, NEA ECO-Network Center Environmental Ecosystem Research Foundation (ERF)
Tel) +82 (0)2 412 1242 Fax) +82 (0)2 412 5329 E-mail) sunyoungbak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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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 알 코어(Ras Al Khor)
야생동물보호구역 방문자센터

●

발표자 : 모함메드 압둘라만 하산 압둘라

●

소속 : 두바이시 환경국

●

직책 : 해양환경 및 야생동물과 과장

●

국가 :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

(Mohammed AbdulRahman Hassan Abdulla)

1985년 만들어졌으며 1998년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라스 알 코어 야생동물보호구역(RAKWS)은 (두바이시
의) 몇 안 되는 도심형 보호지역 중 하나이다. 라스 알 코어는 두바이 크릭(Dubai creek)으로 알려진 14km에
이르는 긴 물줄기의 머리 부분에 위치해있으며 아라비아만과 알 아위르 사막(Al Awir desert)이 만나는 지점
이다. 면적은 6.2km2(620ha)이며 약 270종의 동물 및 47종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현재 라스 알 코어에는“방문자 센터”
는 없지만 2005년에 세워진 전망대들을 통해 대중인식증진 프로그램
(CEPA Programme)이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전망대들에서 촬영, 탐조, 투어 및 관리위원회 회의까
지 대부분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두바이시정부는 현재 라스 알 코어에 방문자 센터를 건설하고자 계획 단계에 있다. 이를 위해 람사르협약
사무국과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EIA)가 진행중이다. 그리고 방문자센터의 디
자인, 입지선정 및 활동을 계획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관련 지방정부, 전문가, 외부 교육기관 및 NGO로 구성
된 위원회가 활동중이다.
향후 건설될 방문자센터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습지의 생태적, 문화적, 자연적, 경제적 중요성 및 가치를 보여주는 곳
■ 환경 보전을 위해 관련 모든 부문들 간의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곳
■ 종 및 서식지 보전을 위한 기술 및 혁신의 역할을 보여주는 곳
■ 지구적 차원에서 라스 알 코어 야생동물보호구역의 중요성과 연계성을 보여주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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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s Al Khor Wildlife Sanctuary Visitor Center

●

Name : Mr. Mohammed AbdulRahman Hassan Abdulla

●

Organization : Dubai Municipality - Environment Department

●

Position : Head of Section, Marine Environment and Wildlife

●

Country : United Arab Emirates

Established in 1985 and declared as a protected area in 1998, the Ras Al Khor Wildlife Sanctuary
(RAKWS) is one of the few urban protected areas. Located at the end of the 14 km long Dubai creek
and lying at the interface between the Arabian Gulf and Al Awir Desert, it covers a 6.2 km2area
and holds approximately 270 species of fauna and 47 species of flora.
Even without an established“Visitor Center”a formal CEPA program is implemented through
the existing watch towers built in 2005. In these towers most of activities are being conducted,
from filming, bird watching, excursions and management committee meetings.
Currently, the Dubai Municipality is in the planning phase of constructing a Visitor Center.
Communication with Ramsar secretariat has been established, EIA report is in progress, and
committee representing relevant local authorities, experts and external educational organizations
and NGOs to help provide input on the design, location and activities being planned has been
formed.
The objectives of the center are to:
■ showcase wetland’
s ecological, cultural, natural and economic importance and values.
■ Demonstrate the importance of collaboration in environmental conservation among all
sectors.
■ Demonstrate the role of technology and innovation for the purpose of species and habitat
conservation.
■ Demonstrate the connectivity of RAKWS and its significance on the global perspective.
■ Use as a training center on the local, and regional scale.
The center will be funded, and managed by Dubai Municip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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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센터의 비전 제시

●

발표자 : 켄 콘웨이(Ken Conway)

●

소속 : 호주헌터습지센터

●

직책 : CEO

●

국가 : 호주

헌터습지센터는 두 개의 주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최초의 헌터습지센터 건물은 원래 축구경기클럽으로 사
용되었던 건물을 리모델링한 것이다. 헌터습지센터는 1984년 재정운영에 실패한 소유주에게 주정부가 1985
년 70만 호주달러를 지불하고 구입하였다. 꼭대기층은 방문자센터로 사용하였으며 지상층은 습지환경교육센
터(Wetland Environmental Education Centre)로 전환되었다. 방문자센터는 1985년에 개관하였으며 습지
환경교육센터(WEEC)는 1986년 개관하였다.
습지환경교육센터는 2010년 12월 교육시설을 갖춘 건물이 건축될 때까지 지상층을 사용하였으며 2011년 2
월에 최초의 학생교육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이번 발표에서 발표자는 쇼트랜드(Shortland Wetlands)의 방문자 센터가 센터지역을 인수하고 원래 건물
을 전환하고 또 (새로) 건축하면서 최초의 비전을 성취하는 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발표자는 센터지역에 교육센터를 짓기 위한 두 번째 비전을 어떻게 성취했는지, 시간 및 재정 계획에
부합하는 건물을 디자인하고 건축한 개요 및 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는 디자인 및 건축과정을 수행했던 다
양한 팀들을 선택하는 과정도 포함된다. 여기서 소개하는 시간 및 재정 계획에 맞춘 센터 건축과정은 발표자가
이제까지 관여한 수 개의 프로젝트들, 조금씩 다르지만 특정 사업 및 재정조달기관에 적합한 사업들과 관련되
어 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들이 포함된다:
■ 뉴캐슬노동자클럽의 지진후 재건축 사업(2002년 개관) - 3천 5백만 달러(AUD) 프로젝트(보험료 지불
을 통해 재정 달성)
■ 헌터스포츠구장 동부 그랜드스탠드 건축사업(2005) - 3천 2백만 달러(AUD) 프로젝트(뉴사우스웨일즈
(NSW) 주정부 지원)
■ 헌터습지센터 습지환경교육센터(WEEC) 건축(2011) -‘지역학교와 함께 일하기’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호주정부에서 2백 5십만 달러(AUD)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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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vering Wetland Centre Visions

●

Name : Ken Conway

●

Organisation : Hunter Wetland Centre Australia

●

Position : CEO

●

Country : Australia

Hunter Wetland Centre consists of two main buildings. The Original Wetland Centre building was
recycled from its previous use as a football based gambling club. In 1985 the site was purchased
from a receiver when it failed financially in 1984. It was purchased with a State government grant
of $700,000 Aud. The top floor was used as the Visitor Centre and the ground floor was converted
for use as the original Wetland Environmental Education Centre (WEEC). The Visitor Centre opened
in 1985 and WEEC opened in 1986.
WEEC remained downstairs until a purpose built facility was completed in December 2010. It
welcomed its first students in February 2011.
In this presentation I outline the process of achieving the original vision of having a Visitor
Centre at the Shortland Wetlands to actually taking over the site and building and converting it
from it’
s original use.
I will also outline the method of achieving the secondary vision of building a purpose built education
centre on site and the process that was applied to design and complete that building on time and
budget. This includes selection various teams to undertake the design and construction phase.
The Process I will outline has been to produce on time and on budget building projects that I have
been involved in on a number of occasions with slight variations to suit particular projects and
funding bodies including:
■ The post Earthquake reconstruction of Newcastle Workers Club opened in 2002. A $35m
project - Funded by an insurance payout.
■ The construction of the Eastern Grandstand at Hunter Sports Stadium in 2005. A $32m
project funded by the NSW State Government
■ The Wetland Environmental Education Centre at Hunter Wetland Centre in 2011 - a $2.5m
project funded by the Australian Government under a grant scheme called Local Schools
Working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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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센터 기본계획 과정

●

발표자 : 마리 뱅스(Marie Banks)

●

소속 : WWT 컨설팅

●

직책 : 수석컨설턴트

●

국가 : 영국

야생동물 및 습지 트러스트(Wildfowl & Wetlands Trust, 이하 WWT)는 영국 내에 9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WWT Consulting은 전 세계 많은 센터들이 기본계획을 발전시키는 것을 돕고 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WWT Consulting의 기본계획과정을 소개하고 몇몇 핵심 교훈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종종 습지센터의
시작은 건축가와 건축 디자인이 관여하는 단계로 인식된다. 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우리는 건축 디자인
을 시작하기에 앞서 고려해야할 매우 세심한 계획 단계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센터가 들어서야만 하는 곳은 어
디인가 또는 센터 건물이 이곳에 적절한가는 센터가 입지하는 자연의 민감성에 좌우되는 중요한 질문이다. 방
문자 및 (센터) 접근 계획은 주요 방문자는 누가 될 것인가(지역주민, 관광객, 가족, 학생 등), 예상 방문자 수
및 방문자들이 어떻게 센터에 접근하고 센터 및 서식지 내에서 움직일 것인지, 센터 방문시 예상 가능한 제약
조건 - 예를 들어 대중교통시설 부재, 장애인 방문 여부, 입장료, 센터에 방문하고자 하는 문화적 의지, 센터
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수준 정도 - 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의해 결정된다.
전시 및 교육 계획과 서식지 계획은 사람과 자연을 통합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하며 이는 어떤 이야기를 어
디서 어떻게(전시 또는 프로그램, 활동, 몰입경험 등) 말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사업 및 관리 계획은 운영 및 유
지 비용에 대한 지표 및 센터의 지속가능한 재정 모델을 확립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계획
은 센터의 동기 및 목적에 따라 다양해질 수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센터인지, 다른 기관의 재정지원인지, 또는
재정적으로 자립해야 하는 신규 센터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습지센터는 유일무이한 교육전과정 및 방문자 경
험을 제공한다. 성공적인 (센터) 기본계획의 핵심은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계획 초기 단계에서 운영
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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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sterplanning Process

●

Name : Marie Banks

●

Organisation : Wildfowl & Wetlands Trust (Consulting)

●

Position : Principal Consultant

●

Country : UK

WWT runs nine centres around the UK and WWT Consulting has helped develop masterplans for
many other centres around the world. This experience will be used to showcase our masterplanning
process and highlight some of the key lessons learned. Often the starting point is to engage an
architect and design a building; although an important element, we believe there is a lot of detailed
planning to be considered before launching into building design. An important question is where on
the site the building should be located, or if a building at the site is appropriate, depending on the
sensitivity of its wildlife. The audience and access plans determine who is likely to visit (locals,
tourists, families, education groups) and in what sort of numbers, along with how they will access
and move around the site and how to overcome any barriers to visitation, such as lack of public
transport links, disabled access, entry cost, cultural will to visit, suitable intellectual level of the
offer.
The interpretation plan and habitat plan work together to integrate people and wildlife and
define what stories to tell and how and where to tell them, through exhibits, programs or activities
and immersive experiences. The business and management plan provides an indication of the
operational and maintenance costs and ideas to ensure a sustainable financial model for the centre.
This will vary depending on the motivation and objectives of the centre and whether there is
government support, or other funding, or whether the new centre needs to be financially selfsupporting. A wetland visitor centre provides a unique set of facilities and visitor experiences and
the key to successful masterplanning is having the ability to project forward and consider all the
operational needs early in the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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슝가이불오우습지보전구역의 기본계획과 디자인컨셉

●

발표자 : 샤론 첸(Sharon Chan)

●

소속 : 슝가이불오우습지보전구역, 국립공원

●

직책 : 부국장

●

국가 : 싱가폴

슝가이불오우국립공원은 1993년 개관한 이래 기나긴 길을 지나왔다. 이는 슝가이불오우 자연보전구역이 이
동철새의 주요 기착지이자 맹그로브의 주요 서식지라는 점에 대한 대중인식증진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사람들
이 접근하기 어려운 싱가폴의 구석에 있는 공원으로부터 2003년 잘 알려진 자연보전구역으로 그리고 아세안
유산공원(ASEAN Heritage Park)으로 지정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슝가이불오우 자연보전구역
의 파트너들, 자원봉사자들, 및 정부와 관리자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이기도 하다. 연간 약 8만명
의 방문객이 2009년 13만 6천명으로 늘면서 이와 같은 요소가 슝가이불오우 자연보전구역의 지속성
(sustainability)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고 이것이 슝가이불오우 기본계획(Sungei Buloh
Masterplan)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국립공원측은 이 기본계획을 지역공동체에 대한 슝가이불오우 자연보전구역의 가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잡
았다. 기본계획은‘지속성’
을 위해 계획되었다: 자연보전구역의 핵심지역은 생물다양성 가치를 위해 관리되고
주변지역은 여가적 이용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된다. 핵심 추진력은 다음과 같다: 자연보전구역 주변의 남아있
는 자연지역을 연결함으로써 생물다양성 이동통로(biodiversity corridor)를 형성한다; 주의 깊은 구획 획정
(sensitive zoning)을 통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영향에 균형을 이룬다; 높은 수준의 해설프로그램을 유지하고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지속성을 달성한다.
앞으로의 기회와 도전에 대해 기본계획의 세 가지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습지에서의 삶 보장
2) 생물다양성 학습(bio-learning) 고취
3) 차별적인 목적지로서 자연보전구역 강화
슝가이불오우 자연보전구역은 앞으로 추억을 공유하며 지역주민들 및 에코투어 여행자들의 개인적 성장을
돕고 근대화된 싱가폴의 한가운데서 기쁘고 놀라운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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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planning and concept design for the SBWR

●

Name : Sharon Chan

●

Organisation : Sungei Buloh Wetland Reserve, National Parks Board

●

Position : Deputy Director

●

Country : Singapore

Since the opening of Sungei Buloh Nature Pork in 1993, it has gone a long way. From a park at a
corner of Singapore that has limited access to a gazetted nature reserve in 2003 and ASEAN
Heritage Park, this is not possible if not for the programmes that were conducted to promote
awareness of our importance as a stopover site for migratory birds and mangroves. This is also
made possible with the help of our partners, volunteers and support from our management and
government. From an annual visitorship of 80,000 to 136,000 in 2009, there was concern on the
impact on the sustainability of Sungei Buloh Wetland Reserve and this give rise to the Sungei Buloh
Masterplan.
NParks has conceptualized the Master Plan to enhance the value of SBWR to the community. The
Master Plan is designed for sustainability - the core of the nature reserve will be managed for its
biodiversity values, while the fringes of the reserve will be managed for enhanced recreational use.
Its key thrusts are: to link up the pockets of nature around SBWR to form a biodiversity corridor, to
better balance human impact on nature through sensitive zoning, to have a high quality
interpretation programme and to reach for sustainability on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fronts.
The 3 strategies of the Master Plan to address th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ahead are:
1) To ensure a living wetland
2) To encourage bio-learning
3) To enhance SBWR as a destination with a difference
It will be a place of shared memories and personal growth for locals, and for eco-tourists, a
delightful and surprising nature retreat in the midst of modern 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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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습지보전 활동과 습지센터의 역할

●

발표자 : 김경원

●

소속 : 환경생태연구재단

●

직책 : 동북아생태네트워크센터 센터장

●

국가 : 한국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상 늪(Marsh), 하천(River), 논(Rice paddies), 강하구(Estuary), 갯벌(Tidal flat) 등
다양한 형태의 습지가 존재한다. 한국의 습지는 습지보전법에 의해 내륙습지(Inland Wetland)와 연안습지
(Coastal Wetland)로 구분되어있다.
한국의 습지보전활동은 지난 20여 년간 매우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비교적 훌륭한 성과를 이루었다. 시민들
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활동이 1980년대 후반부터 생태계보전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대중적인 확대로 이어
졌다. 이러한 활동은 다양한 분야의 환경이슈를 다루게 되었으며 습지보전활동은 중요한 흐름을 형성하게 되
었다.
습지보전활동은 습지와 주변의 토지이용과 개발에서 기인한 갈등해결을 위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에서 시작
되었다. 이후 습지생태계 및 주변 생태계 보전과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서 다양한 습지센터 건립이 제안되었으며 막대한 비용이 드는 습지센터 조성은 한국의 습지보전활동의 새로
운 전환점이었다.
그러나 각 습지의 특성에 맞는 습지센터의 적절한 기능과 역할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보전과 현명한
이용이라는 습지보전활동의 목적이 습지센터의 건립에서는 적극적으로 적용되지 못하였다. 불행하게도 습지
센터의 규모와 예산은 습지보전활동의 목적과 성과에 비해 오히려 개발과 이용이라는 측면을 강조하였다.
한국의 습지보전 활동은 야생과 보호지역이라는 공간에서 인간과 야생동식물이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
는지 잘 보여준다. 한국의 환경보전 활동이 야생동식물과 생물다양성으로 확대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습지보
전활동은 그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국의 습지센터는 보전활동의 과정이자 결과물이다. 습지센터의 미래는 야생보호활동과 보호지역의 정체
성을 찾아가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공간이자 많은 사람들이
습지라는 자연을 만나는 공간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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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 to Conserve Korean Wetlands &
Roles of Wetland Centers

●

Name : Kim Kyungwon

●

Organisation : Environmental Ecosystem Research Foundation(ERF)

●

Position : Chief Director of North-East Asia Eco-Network Center

●

Country : R.O.Korea

There exist various types of wetlands such as marshes, rivers, rice paddies, estuaries, tidal flats in accordance
with geographical features of Korean peninsula. According to the Wetland Conservation Act, Korean wetlands are
categorized into Inland wetlands and Coastal wetlands.
The activities to conserve wetlands in Korea have been growing rapidly for the last two decades, and
accomplished relatively fruitful results. After the late 1980s, citizens’engagement in social issues evolved to public
activities to conserve ecosystem and to resolve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ctivities started to address
environmental issues in various fields and the wetland-conserving activities became a mainstream among them.
The activities to conserve wetlands were derived from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to resolve conflicts created
by land use and development of wetland and its neighboring areas. Since then, they were developed to ignite
specific activities to conserve and manage the wetland ecosystem and its neighboring ecosystem. During such a
process, proposals were made to build a variety of wetland centers, which worked as a new turning point of
wetland-conserving activities in Korea, even though required cost is so high.
However, it seemed that proper functions and roles of wetland centers were not decided in line with the features
of each wetland. The concept of‘conservation and wise use’
, the goal of wetland-conserving activities, was not
actively applied to the construction of wetland centers. Unfortunately, the size and budget of wetland centers
emphasized the development and use of wetlands rather than the goal and success of activities to conserve them.
The Korean activities to conserve wetlands manifest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wild life in a
boundary of wildness and protected areas. The activities are significantly meaningful in the progress that the
activities to protect environment are expanding to bio-diversity and the conservation of wild life
The wetland centers of Korea are the process and result of conservation activities. For bright future of wetland
centers, it’
s necessary to figure out the identity of wild life protection and protected areas. The centers must play
as a sustainable space for local residents and the bridge connecting people and nature including wet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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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보전과 순천만국제습지센터

●

발표자: 이기정

●

소속: 전라남도 순천시

●

직책: 정원박람회 사후활용T/F팀장

●

국가: 한국

전남 순천시는 대한민국 한반도 끝자락 중앙에 위치하는 중소도시다. 이곳에는 대한민국 서남해안 갯벌중
가장 잘 보존된 순천만 습지가 있다. 순천만은 2003년 습지보호구역 지정, 2006년 국내 연안습지 최초 람사
르습지로 지정된 곳으로 천연기념물 228호 흑두루미를 비롯한 235종의 철새가 연간 12만 마리가 관찰되는
생명의 땅이다.
순천시는 순천만의 항구적인 보존을 위해 습지를 도심으로 확장하고, 식당 등 환경저해시설을 도심으로 이
동시키기도 하였다. 특히, 2013년 1월에 순천만에서 도심쪽으로 6km 이동하여 국제습지센터를 개관하였다.
순천만국제습지센터는 순천만의 역사 뿐만 아니라 세계의 갯벌정보 등 다양한 교육 컨텐츠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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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rvation of Suncheon Bay and
Sunchoen International Wetland Center

●

Name : Ki-jeong, Lee

●

Organisation : Suncheon-city, Jeollanam-do Province

●

Position : T/F team chief on Post-management of Sucheon Garden Expo

●

Country : Republic of Korea

Sucheon city (a small city) is located at the tip of Korean peninsular, which boasts the most wellconserved Sunchoen Bay in the tidal-flats of southwest coast of Korea. The bay was designated as
the Wetland Protected Area in 2003, and as the Ramsar Site in 2006 (which was the first Korean
coastal wetland registered at the Ramsar), serving as the habitat for 235 species of migratory birds
including Hooded Cranes designated as No. 228 Natural Monument. Every year 120.000 birds visit
the bay.
The city government expanded the wetland to the part of urban area to conserve the Suncheon
Bay permanently, and helped some facilities (which can create environmental degradation like
restaurants) move to the urban area. Particularly, in January 2013, the International Wetland
Center was launched with 6km away from the bay. The center is equipped with various educational
contents such as the history of Suncheon Bay and the tidal-flat-related information of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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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객 센터 네트워크 및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 센터

●

발표자 : 서승오

●

소속 : 동아시아 람사르센터

●

직책 : 국제커뮤니케이션담당

●

국가 : 한국

동아시아 람사르센터 (The Ramsar Regional Center - East Asia (RRC-EA))는 람사르 협약에 따라 지
정된 4대 지역 센터 중 하나로,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17개국을 대상으로 활동한다. 2009년 발족한 이래, 동
아시아 람사르센터는 역내 람사르 협약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본 지역 센터의 주요
활동으로 CEPA (Communication, Education, Participation and Awareness - 대중인식증진 활동), 네트
워크 구축 및 재정 지원 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다. 역내 습지 관리 당국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본 센터는‘습
지 관리자를 위한 정보 공유 및 역랑 구축 워크샵 (Information Sharing and Capacity Building Workshop
for Wetland Managers)을 2009년부터 매해 개최하고 있으며, 본 워크샵의 참여자는 약 160명에 당한다. 참
여자의 절반 이상이 습지센터 및 방문자센터에서 활동하는 습지 관리자들이며, 습지 방문자센터를 운영하면
서 부딪치는 공통의 문제를 논의하였다. 동아시아 람사르센터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 중 하나는 언어 장벽
과 정보 부족 때문에 국제적 수준의 네트워크 활동 기회가 부족하다는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미 국제습지센터 네트워크인‘Wetland Link International’
(WLI)을 구축하여 활동하고 있기는 하
지만, 여전히 방문자센터의 다수 관리자들은 위에서 언급한 언어와 정보 부족 때문에 네트워크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아시아 람사르센터는 금번 워크샵 참석자들과 이러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자하며, 참
여자들의 의견 및 여러 제안을 반영한 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WLI 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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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tor Center Network and
The Ramsar Regional Center - East Asia

●

Name : Suh, Seung Oh

●

Organisation : Ramsar Regional Center - East Asia (RRC-EA)

●

Position : International Communication Officer

●

Country : R.O.Korea

The Ramsar Regional Center - East Asia (RRC-EA) is one of the 4 Ramsar Regional Centers
under the Ramsar Convention and works with 17 countries in East and Southeast Asia. Since its
inauguration in 2009, the RRC-EA has conducted various activities for further implementation of
the Ramsar Convention in the region. Its main areas of activities are CEPA, Network and Grant
Programme. For the capacity building of wetland managers in the region, the center has organized
the‘Information Sharing and Capacity Building workshop for wetland managers’every year since
2009 and the number of participants reaches about 160. More than half of the participants were the
wetland managers working in the Wetland Education Center or Visitor Centers and they were
facing several common challenges in operating wetland visitor centers. One of the challenges that
the RRC-EA wants to contribute to improve is lack of opportunities for international level
networking activities because of language barrier and lack of information. We already have a great
network among visitor centers, which is the‘Wetlands Link International’
. However many wetland
managers in visitor centers feel difficulties in joining the network with the reasons above
mentioned. The RRC-EA wants to discuss this issue with participants here and would like to
develop programmes for improvement based on the participants’opinions and suggestions and also
wants to make contribution to the WLI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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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습지공원 운영을 위한 정부의 습지보전 노력

●

발표자 : 청 츄이 유 조세핀 (Cheng Chui Yu, Josephine)

●

소속 : 홍콩습지공원

●

직책 : 습지공원 매니저(교육 및 지역서비스)

●

국가 : 중국 홍콩

습지센터를 개발하는 데 있어 건축 비용 및 장기운영비용에 대한 고려는 똑같이 중요하다. 향후 운영 비용
을 예측하기 위해 습지센터 관리에 드는 비용과 수입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홍콩습지공원은 개관 이후 지난 7년 동안 4백 1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했다. 홍콩습지공원의 인공습
지 및 방문자센터 건축에 든 총비용은 5억 2천만 홍콩달러(HKD)였다. 그 동안 홍콩습지공원은 전시시설 유
지, 교육 프로그램, 서식지 관리, 마케팅, 행정, 치안·청소·입장권 판매 및 방문자 서비스를 위한 고용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비용을 다양화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정부지원금 이외에 습지공원 수입의 주요 원천은 입장료, 차용권, 시설 임대 등이다. 홍콩습지공원은 습지
보전 및 보전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장기관리측면에서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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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Sustainability of
The Centre’
s Operation

●

Name : Cheng Chui Yu, Josephine

●

Organisation : Hong Kong Wetland Park, Hong Kong SAR Government

●

Position : Wetland Park Manager (Education and Commuity Services)

●

Country : Hong Kong, China

In developing a wetland centre, considerations about the capital cost for construction and the
long-term running cost are equally important.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the possible
expenditures and incomes in managing the wetland centre, so as to anticipate the budgeting for
future operation.
Operated for 7 years, the Hong Kong Wetland Park has attracted over 4.1 million visitors since its
opening. The capital cost for constructing the man-made habitats and visitor facilities of the Park
was about HK $ 520 million. Meanwhile, the park requires diverse recurrent costs for provision of
various services, including exhibit maintenance, education programmes, habitat management,
marketing and administration, and hiring of services for security, cleansing, ticket selling, and
customer service.
Besides the subsidizations from the government, the major sources of incomes include admission
fees, tenancies, and rental of facilities. With the government’
s commitment to wetland
conservation and conservation education, the Hong Kong Wetland Park is financially capable in its
long-term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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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적 접근을 통한 센터 재정 지속성 극대화

●

발표자 : 켄 콘웨이(Ken Conway)

●

소속 : 호주헌터습지센터

●

직책 : CEO

●

국가 : 호주

대부분의 습지방문자센터의 역할은 습지환경을 향상하는 것이지만 이와 같은 목적만으로는 재정 지속성을
달성할 수 없다.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센터가 되기 위한 기회를 극대화하는 것은 종종 센터 방문객 연령층을 확대하기 위
해 활동을 다양화하고, 핵심적인 환경요소의 통합성을 유지하면서 기업가처럼 자유롭게 센터를 관리하는 것
이 가능한 강력한 거버넌스 틀을 요구한다.
재정목표와 환경목표사이에서 갈등이 야기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틀이 필요하다.
발표자는 헌터습지센터에서 다양한 시장의 필요를 조정하기 위한 이와 같은 틀과 갈등 해결 방법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서식지 구획화(zoning) 및 일정관리와 연계된 탄력있는 건축 및 주변 공간(open space) 디자인이
어떻게 수입 극대화에 기여했는지에 대해 토론하고자 한다.
또한 발표자는 글로벌금융위기(GFC) 이후 높은 환율(AUD)로 인해 국내 및 해외 관광이 침체되었던 상황에
서 헌터습지센터가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센터가 되기 위한 시도로서 활동했던 일련의 시장 요인들에 대해
서도 토론할 것이다.
여기에는 핵심적인 환경교육시장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환경요소 및 주요 재정마련 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파트너쉽, 기업 시장 유인, 예술 및 문화시장의 사용도 포함된다.
또한 광범위한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을 만들고 유지하여 비용을 절감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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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ise Financial Sustainability
Through an Entrepreneurial Approach

●

Name : Ken Conway

●

Organisation : Hunter Wetland Centre Australia

●

Position : CEO

●

Country : Australia

The role of most wetland visitor centres is to promote the wetland environment but restricting
yourself to that aim alone may not achieve financial sustainability.
Maximising the chance of becoming financially sustainable often requires diversifying activity to
extend your demographic and it requires a strong governance framework to allow management the
freedom to be entrepreneurial while maintaining the integrity of the core environmental product.
Conflicts can arise between financial and environmental objectives and a framework needs to
exist to resolve these.
I will discuss how that framework and conflict resolution works at Hunter Wetland Centre to
facilitate the needs of various markets and how flexible building and open space design coupled
with site zoning and scheduling can assist in maximising revenue.
I will also discuss the range of market segments that we are active in an attempt to be financially
sustainable in a post GFC environment where we have experienced a major shrinkage in domestic
and overseas tourism as a result of the high AUD.
Areas discussed will include the use of the broader environment and partnerships to facilitate
major fundraising activity, attracting the corporate market, adrenalin junkies, the art and cultural
market as well as the core environmental education market.
Importantly I will also talk on reducing costs by creating and sustaining a large volunteer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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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접근과 소득 창출

●

발표자 : 마리 뱅스 (Marie Banks)

●

소속 : WWT 컨설팅

●

직책 : 수석 컨설턴트

●

국가 : 영국

WWT (물새와 습지신탁: Wildfowl & Wetlands Trust)가 운영하는 영국 내 9개 습지센터는 조직구조상 교
육 자선단체 (educational charity)로 등록되어 있어,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재정 조달
을 위한 다양한 수익 창출활동을 진행한다. 예를 들어, 입장료, 부대시설 (카페/레스토랑, 가게, 새모이 판매, 카
누 임대), 회비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도를 통한 지원, 특별 행사 (계절별 박람회, 사파리 투어, 극장 공연),
시설 임대 (컨퍼런스, 결혼식), WWT의 지명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 컨설턴트 활동, 자선 활동을 통한 적극적인
소득 창출, 연구 지원금 확보를 위한 기금 마련 행사, 개발 프로젝트에 자본 투자, 유증 등의 방법이 동원된다.
런던 습지센터 (London Wetland Centre, 9개 센터 중 가장 최근인 2000년에 개관)의 자본투자와 개발을
위하여, WWT는 주택 개발업체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협력관계 덕분에, 도심에서 42ha에 달하는
습지센터 개발 기금을 확보할 수 있었고, 현재 런던습지센터는 야생동물의 안식처이며, 야생동물을 위한 중요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주택개발단지 또한 습지와 인접한 덕분에 오히려 지가가 상승하였다. WWT 컨설팅은
다양한 사업 계획에 대한 지원 및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서로 다른 규모의 습지센터에 대한 컨설팅 활동의 대
표 사례로서, 다음의 3가지를 들 수 있다.
1. 2006년 개관한 홍콩습지공원 (Hong Kong Wetland Park)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공원이기 때문에,
수익창출이 주요 운영목적이 아니며, 따라서 입장료도 저렴하다. 수익 창출이 주요 고려사항은 아니지만,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습지 센터의 성공은 더 많은 수익 창출로 이어졌고, 덕분에 향후 운영 지원 및
개발이 가능해졌다.
2. 2007년 - 2008년 기본계획에 따라 설립된, 아일랜드 로저스타운강 하구 방문자 센터 (Rogerstown
Estuary Visitor Centre)의 경우, 5년 동안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개발하기 위한 모델이 필요하였다. 더
넓은 토지를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건설의 각 초기 단계에서 수익을 창출하였고, 이렇게 확보된 자원
으로 개발을 진행했다.
3. 2008년 기본계획이 마련된 UAE 라스알코 습지 보호구역 (Ras Al Khor Wetland Sanctuary)에는 광
범위한 수익창출관련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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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d Approaches and Income Generation
●

Name : Marie Banks

●

Organisation : Wildfowl & Wetlands Trust (Consulting)

●

Position : Principal Consultant

●

Country : UK

WWT’
s nine visitor centres around the UK are operated under an organisational structure
registered as an educational charity, receiving no government support. Income generation to
maintain a sustainable financial position takes many forms, including: entrance fee; secondary spend
(cafe/restaurant, shop, sale of bird food, canoe hire); membership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chemes; additional special events (seasonal fairs, landrover safaris, theatre performances);
corporate hire facilities (conferences, weddings); operation of a professional consultancy to raise the
profile of WWT and actively generate an income for the charity; fundraising for research grants and
capital investment in development projects; and receipt of legacies.
For capital investment and development of the London wetland Centre (the newest of all nine,
which opened in 2000), WWT partnered with a housing developer. The relationship resulted in
funding provision for development of our 42ha wetland centre in an urban environment which
subsequently became a wildlife haven and was designated as an important site for wildlife. The
housing development also commanded higher prices due to its proximity to an attractive wetland.
WWT Consulting has advised on many business plans and the key elements from three examples of
different sizes will be briefly discussed.
1. Hong Kong Wetland Park, opened in 2006, is government-operated as a not for profit venture with a
small entrance fee. Income generation was not originally considered but the centre’
s success, far
outweighing expectation, could be channelled into greater income generation for future support and
development.

2. Rogerstown Estuary Visitor Centre, Ireland, masterplanned in 2007-8, required a model to
develop sustainably over five years, as more land became available and the income generated
from each earlier stage could be fed into the development.
3. Ras Al Khor Wetland Sanctuary, UAE, masterplanned in 2008, required a sustainable business
plan with a range of income generation id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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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 센터의 연간 운영 유지
: 미란다 도요새센터의 23년

●

발표자 : 키이스 우들리(Keith Woodley)

●

소속 : 미란다 내추럴리스트 트러스트

●

직책 : 센터 매니저

●

국가 : 뉴질랜드

퍼스 오브 세임스(the Firth of Thames) 람사르 사이트 끝에 자리 잡고 있는 미란다 도요새센터는 미란다
자연주의자 신탁(Miranda Naturalists’Trust: MNT)이 소유 및 운영하고 있다. 1989년에 시작되어 3단계로
진행된 센터 건축은 건축 재정이 마련되면서 완료되었다: 1단계는 1990년, 2단계는 1991년, 그리고 3단계는
1993년에 완료되었다. 본 발표에서는 센터건축을 위한 초기 재원 확보 과정에서 나온 도전들을 소개할 예정이
다. 미란다 도요새센터는 1주일 내내 개관하고 있으며 한 명의 상주 매니저 및 한 명의 파트타임 부매니저를
고용하고 있다. 그러나 센터의 운영 및 유지관리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다. 연간 운영 비용은 일반
적으로 숙박수입, 기념품 판매, 투어 및 강연, 학교 방문 프로그램, 회비 및 기부금에서 나오는 일반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전시 패널과 같은 대부분의 교육 및 해설 자료는 출판 및 인쇄 비용을 위한 자금을 찾아보기 전
에 가능한 한‘내부 인력’
을 통해 개발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본 비용 및 다른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기 위한 재
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도요새 및 도요새 서식지 보전활동은 센터의 핵심 목적 중 하나이다. 센터의 가장 성
공적인 이니셔티브는 매일 만조시 센터 탐조대에 상주 가이드를 갖게 된 것이다. 지난 4년 동안 미란다 도요새
센터는 매 시즌의 정점인 6개월 동안 이와 같은 상주 가이드에 대한 지원 비용을 후원받았다. 이를 통해 센터
는 기부가 증가하는 등 매우 중요한 결과물을 갖게 되었다. 중국 압록강 습지보전구역(Yalujiang Wetland
Reserve, China)과의 파트너쉽은 동아시아-대양주 물새이동경로에 대한 센터의 참여를 뒷받침한다. 또한 센
터는 2006-2008년 새만금도요새모니터링을 지원하였다. 이와 같은 프로젝트들의 수행에 필요한 여행경비의
대부분은 관심 있는 개인들이 직접 마련하였다. 미란다 도요새센터의 성공에 기여한 요소들로는 주요 인구 밀
집지역과 인접한 센터 입지, 매우 유능하고 열정적인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도요새의 이동이라는 자연의 대서
사시에 대해 시민들이 느끼는 매력을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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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ing the Annual Operations of a Wetland Centre
: Miranda Shorebird Centre 23 years on

●

Name : KEITH WOODLEY

●

Organisation : MIRANDA NATURALISTS’TRUST

●

Position : CENTRE MANAGER

●

Country : NEW ZEALAND

The Miranda Shorebird Centre, located on the edge of the Firth of Thames Ramsar Site is owned
and operated by the Miranda Naturalists’Trust (MNT). Building commenced in 1989 with three
stages completed as funds became available: Stage I opened in 1990, Stage II in 1991 and Stage III in
1993. The challenges involved in raising initial funding for the building are discussed. Open seven
days a week, the centre employs a full time resident manager and one part-time assistance
manager, but otherwise relies on volunteers for certain operations and maintenance. Annual
operating expenses are normally covered from general income which includes accommodation
revenue, retail sales, tours and talks, school visits, membership subscriptions and donations. Most
education and interpretation material such as display panels are designed and developed‘in house’
as much as possible, before seeking funding for production/printing costs. For capital expenses and
other projects we also need to seek funding elsewhere. Advocacy for shorebirds and their habitats is
one of our core objectives. One highly successful initiative is to have a guide stationed at our bird
hides during the high tide period each day. Over the last four years we have received funding to
support such a person for six months during the peak of the season, resulting in significant
outcomes for us including increased donations. Our partnership with Yalu Jiang National Wetlands
Reserve, China underlines our involvement with the Flyway. We also assisted with the
Saemangeum Shorebird Monitoring Project in 2006-2008. Much of the travel involved in these
projects was funded by the individuals concerned. Factors contributing to the success of Miranda
Shorebird centre include its location close to major concentrations of human population, a pool of
highly competent and passionate volunteers, and public fascination with the epic migrations of
shorebi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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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국제습지센터의 재정운용 및 관리계획

●

발표자 : 이기정

●

소속 : 전라남도 순천시

●

직책 : 정원박람회 사후활용T/F팀장

●

국가 : 한국

순천만국제습지센터는 순천시에서 기획하였으며 디자인 및 건축재원은 국비 50%, 시비 50%로 마련하였
다. 센터의 기본 및 실시설계, 건축, 그리고 내부 및 외부 디자인 포함, 센터 건축에 소요된 총 경비는 443억이
다. 이 중 건축 경비에 279억, 전시연출 105억, 외부 습지 조성에 50억이 소요되었다. 향후 국제습지센터의 연
간운영경비는 약 7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순천만국제습지센터가 자리 잡고 있는 순천만정원박람회장의 연
간 운영경비는 4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순천만국제습지센터의 일상적 운영경비는 순천만과
의 통합운영을 통한 입장료 징수를 통해 마련하고자 한다. 향후 운영재원은 입장료 및 각종 수익사업(체험, 임
대, 사용료 등)을 통해 충당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순천만 뿐만 아니라 국제습지센터 주변에 조성된 다
양한 정원 및 내륙습지 등이 보다 다양한 배경의 관광객을 유인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예상한다.
향후 국제습지센터에는 전문가 5명 포함 약 20명의 직원이 배치될 예정이며 약 200명의 자원봉사자 인력을
모집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50

2013 습지센터 계획 및 관리운영에 관한 서산국제워크숍

Financing & Management Plan of
Suncheon International Wetland Center

●

Name : Ki-jeong, Lee

●

Organisation : Suncheon-city, Jeollanam-do Province

●

Position : T/F team chief on Post-management of Sucheon Garden Expo

●

Country : Republic of Korea

The Suncheon International Wetland Center was planned by the Suncheon city government, and
the cost required for design and construction was covered jointly by the central government (50%)
and the city government (50%). 44.3 billion won(KRW) in total was appropriated for design
development, detail design, construction, and interior & outside designs. In particular, 27.9 billion
won was used for construction, 10.5 billion won for performance & exhibition, and 5 billion won for
fostering outside wetland. About 700 million won is expected to be required to manage and operate
the center annually (490 million won is expected for operating the site of Suncheon Garden Expo in
which the center is located). The operation of the center is planned to be incorporated to the
operation of Suncheon bay. The admission fee of Suncheon bay will be applied to the operation of
center. In the future, beside admission fee, there will be various profit-making businesses to fund
the operation (including experiential programs, rental fees, an so on). Especially, not only Suncheon
bay but also various gardens and inland wetland fostered surrounding the international wetland
center are expected to attract visitors.
In the future, about 20 staffs (including 5 experts) will be deployed at the international wetland
center, and over 200 volunteers will be recruited to support its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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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연안습지(갯벌)센터의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

●

발표자 : 유영업

●

소속 : 신안다도해섬갯벌연구소(증도갯벌생태전시관)

●

직책 : 관장

●

국가 : 한국

한국은 습지보전법(1999. 2.) 제정과 함께 무안갯벌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2001. 12)하고 강화갯벌센터
(2005. 6. 8)가 설립되었다.
그 이후 증도갯벌전시관(2006. 7. 27), 낙동강하구에코센터(2007. 6. 12), 서천조류생태전시관(2009. 12.
11), 무안생태갯벌센터(2011. 5. 17) 등이 설립되어 상호 협력하고 있다. 또한 소래습지생태공원전시관, 보령머
드체험관(2013. 5. 1) 등이 있고 현재 전남 고창지역에 갯벌센터가 설립되고 있다.
한국의 연안습지센터는 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설립되고 있으며, 설립 이후 센터의 운영
(인적·물적 재원 마련)은 사실상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다.
센터의 운영형태는 주로 행정기관에서 직영하거나, 위탁기관(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을 선정하여 진행된다.
행정기관 직영의 경우 인사이동 등으로 체계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위탁의 경우 보통 3년 또는 6년 단
위의 한시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 운영이 쉽지 않다. 따라서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
템 마련(전문코디네이터 등 협력시스템)과 재원 마련 및 지원이 절실하다 하겠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한국의
연안습지센터는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 전시·관람·체험 프로그램 등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연안습지센터는 최근 갯벌해양보호구역 확대(2013년 현재 12개 지역)에 부응하여 갯벌시민모니터링, 주민
인식 증진, 주민소득향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갈수록 그 역할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습지보전법 제정
이후 약 14년, 한국갯벌에서 연안습지센터의 역할과 위상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연안습지센터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행정적 지원과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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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le Finance of
Korean Coastal Wetland (Mudflat) Center

●

Name : Young-up, Yoo

●

Organisation : Institute of Tidal Isalnds
(Jeungdo Tidal-flat Ecological Exhibition Center)

●

Position : President

●

Country : R.O.Korea

By enacting the Wetland Conservation Act (February, 1999), the government designated‘Muan Tidal-flat’
as a Marine Protected Area (December 2001), and then built the Gangwha Tidal-flat Center (June 8th, 2005).
Since then, the Jeungdo Tidal-flat Ecological Exhibition Center was established in July 27th, 2009,
followed by the Nakdong Estuary Eco Center (June 12th, 2007), Seocheon Birdhouse (December 11th, 2009),
Muan Tidal-flat Eco Center (May 17th, 2011), and now they make close cooperation. Additionally, there are
the Sorae Wetland Ecological Park and the Boryeong Mud Skincare Center (launched in May 1st, 2013), and a
tidal-flat center is under construction in Gochang, Jeollanam-do province.
The coastal wetland centers are built with the budget allocated jointly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relevant local government. After the construction, its operation cost (budget for human & physical resources)
is actually covered by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There are mainly two types of operation: i) direct
operation by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or ii) entrusted operation (through professional organizations).
In case of former type, frequent transfer of personnels undermines the systematic operation, while in the
latter type, consistent and stable operation is not easy because the consignment contract is usually based on
3-year or 6-year term. For stable operation, a cooperative system (through a professional coordinator),
fund-raising, and government support are urgently required. Despite such difficulties, the coastal wetland
centers of Korea develop and conduct various and active programs encompassing exhibition and experience.
To meet the needs of the expansion of Tidal-flat & Marine Protected Areas (12 ares in Korea as of 2013),
the centers promote many programs for monitor, improvement of local residents’awareness, and income
increase of residents. In short, their roles get more and more important.
14 years have passed since the Wetland Conservation Act was enacted. Now is the time to make more
efforts to provide legal/institutional/administrative supports to enhance the coastal wetland centers, by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centers’role and responsibility continue to be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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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야생동물의 통합

●

발표자 : 마리 뱅스 (Marie Banks)

●

소속 : WWT 컨설팅

●

직책 : 수석 컨설턴트

●

국가 : 영국

어떠한 시설이 필요한지 또한 시설들이 방문객의 요구를 적절하게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을 결정할
때, 방문객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계획해야 한다. WWT는 폭넓은 방문객 대상 연구를 통해, 새로운 개발이 필
요한지 결정한다. 방문객에 대한 조사만큼이나 야생동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인간
과 야생동물의 적절한 통합적 사고가 필요하다. 즉, 습지 내에 센터를 건설할 경우, 적절한 입지를 선택하려면,
방문객의 요구와 동물에 대한 방해를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 방문객의 접근을 제한하고, 습지에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해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도 있다. WWT 지역의 경우, 습지
센터 주변에서 방문자 활동을 주로 진행함으로써, 야생동물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
습지 쪽으로는 아예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 (습지에서는 야생 동물만). 이번 워크샵에서 습지 및 주변 시설 (센
터, 탐조대, 놀이터, 활동지역, 조용한 탐방로, 야생동물 보호지역) 입지 선정과 이러한 시설들이 서로 인접하
도록 어떻게 설계했는가에 대한 사례를 발표할 것이다.
WWT 컨설팅 프로젝트의 사례를 통해, 습지센터 기획단계에서 이러한 요소를 고려해야 함을 강조할 것이
다. 대규모의 도심형 습지센터는 자연에 관심이 많은 방문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야생 동
물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하면서,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날씨 및 방문객
의 기대 등을 고려하여, 외부 동선 및 대피소 등을 디자인한다. 수로 또는 도로 같은 기존의 자연적 (또는 인공
적) 장벽을 이용하여, 습지의 구역을 효율적으로 획정할 수 있다. 이때, 주차공간과 방문객이 어떻게 습지에 접
근하고 그 안에서 이동할 수 있을 것인가를 주의 깊게 고려해야한다. 습지센터와 주변 서식지는 도시화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자연적 서식지와 집중적 개발지역간의 완충지대로 작용할 수 있다. 가끔씩, 방문객 수 또는 방
문 패턴에 대한 사전 예측이 빗나갈 경우가 있으며, 이때 시설의 업그레이드, 추가 시설 확충, 주변의 민감한
소식지에 대한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안 입지에 완전히 새로운 센터의 개발 등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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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ing People and Wildlife

●

Name : Marie Banks

●

Organisation : Wildfowl & Wetlands Trust Consulting

●

Position : Principal Consultant

●

Country : UK

Audience and access planning informs what facilities are required and how to ensure they
appropriately meet the audience’
s needs. WWT’
s extensive visitor research determines the need for
new developments. It is equally important to consider the needs of wildlife and ensure a sensitive
integration of people, managing levels of disturbance across the site, if indeed it is appropriate to
have a centre on the site; it may be more appropriate to restrict access and interpret the wetland
remotely. WWT sites are carefully zoned from levels of high visitor activity around the visitor
centre to low disturbance or no access (wildlife only) further away. Examples of some of our sites
and the location of facilities (centres, hides, play areas, activity zones, quiet walks, wildlife
reserves) and proximity to each other will be showcased.
WWT Consulting projects will also be used to highlight the consideration of these elements in the
planning process. A large urban wetland centre that wished to draw visitors not necessarily
interested in nature required other experiences to attract them without impacting on the wildlife.
Consideration of the climate and visitor expectations may determine the design of external
walkways and sheltered facilities. Use of existing natural (or man-made) barriers, such as
waterways or roads, can be used to help zone the site by carefully considering where to site
carparks and how visitors will access and move around the site. The centre itself and surrounding
habitats can create a buffer zone between other, more intensive, development and natural habitats
that require protection from urbanisation. Sometimes, initial predictions of visitor numbers or
visitation patterns do not match the reality and retrospective developments are required, such as
upgrades to facilities, additional facilities, or even development of a completely new centre at an
alternative location to minimise the impact on surrounding sensitive habit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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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룩홀즈
: 공공의 접근성과 야생자연 보호를 위한 자연보호구역 기획

●

발표자 : 캐스 나이트 (Kath Knight)

●

소속 : 랭커셔 야생동물 신탁 - 브룩홀즈 자연보호구역

●

직책 : General Manager

●

국가 : 영국

브룩홀즈 습지센터는 영국 북서부의 107ha에 달하는 습지 및 삼림 자연보호구역에 위치해 있다. 본 센터는
영국에서는 유일하게 물위에 지어진 수상 방문객 센터로서, 전시 센터, 레스토랑, 가게, 교육장, 컨퍼런스 센
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1년 개관하였다. 본 센터를 소유 운영하는 기관은 랭커셔 야생동물 신탁
(Lanchashire Wildlife Trust)으로서, 영국의 야생동물 신탁 운동의 일환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자선단체
이다.
랭커셔 야생동물 신탁에서는 2007년 모래와 자갈 선착장뿐이었던 본 부지를 구매하였다. 지역개발기구
(Regional Development Agency)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 랭커셔 야생동물 신탁은 토지를 정비하여, 개
방수역 (open water), 습지, 초지 및 삼림을 포함해 다양한 서식지를 구축하였다. 자연보호지역과 습지센터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소득을 창출하면서, 자연 보전을 위한 복원 노력을 한눈에 보여줄 상징적
인 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이러한 정부 재정 지원의 조건이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습지센터 건립 프로젝트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센터 내에 어떠한 시설들이 있는지,
그리고 센터와 자연보호구역의 구획 설정을 어떻게 했는지 등에 관해 발표할 것이다. 또한 센터 건립 관련하
여, 어떠한 절차로 결정을 내렸는지, 방문객의 접근성을 보장하면서도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구역
을 설정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다룰 것이다. 또한 센터의 수익적 측면과 야생동물 관리 간에 균형을 이루기 위
한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볼 것이다.

58

2013 습지센터 계획 및 관리운영에 관한 서산국제워크숍

Brockholes
: Planning a Nature Reserve for Public Access and Wildlife

●

Name : Kath Knight

●

Organisation : Lancashire Wildlife Trust - Brockholes Nature Reserve

●

Position : General Manager

●

Country : UK

Brockholes wetland centre is located on a 107 hectare wetland and woodland nature reserve in
the Northwest of England. The floating visitor centre is the only one of its kind in the UK,
accommodating an exhibition centre, restaurant, shops, classroom and conference centre, and
opened in 2011. The site is owned and managed by The Lancashire Wildlife Trust, a regional
charity that is part of the UKs Wildlife Trusts movement.
The Trust purchased the site, a former sand and gravel quarry, in 2007. With funding from the
Regional Development Agency, the Trust began restoration of the land, creating a range of habitats
including areas of open water, wetland, grassland and woodlands. A condition of the funding was
the development of an iconic wetland centre that would generate income to ensure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of the site as well as showcase the restoration of derelict sites for nature
conservation.
The brief for the project described the facilities that should be included in the centre and how the
centre and reserve should be zoned. The presentation will look at how decisions were made and
how the site was zoned for public access and wildlife. It will also give an overview of how the
balance between the commercial aspects of the centre and management for wildlife was achi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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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국가습지공원의 대중인식증진프로그램(CEPA)

●

발표자 : 송미아오팡 (Song Miaofang)

●

소속 : 항조우 중국씨씨국가습지공원

●

국가 : 중국

2005년 5월에 개장한 씨씨국가습지공원은 면적이 11.5 km2에 이르는 교육, 습지보전 및 에코투어에 관련
된 모든 시설을 제공하는 곳이다. 씨씨습지는 160ha에 이르는‘생물다양성보전구역’(Biodiversity
Conservation Areas) 및 습지내에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400여개의 연못이 있다. 전체적으로 공원
은 습지교육 및 연구를 증진하기 위한 습지교육센터의 외부공간이다.
습지교육센터의 주요 공간으로서 중국습지박물관은 습지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 시민 및 교육자들의 습지보전에 대한 인식 증진을 도움으로써 이들은 습지를 보
호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 씨씨습지공원의 습지교육센터는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습지교육센터가 되었다. 이
는 홍보, 출판, 교육 및 대중인식에 관한 우리의 활동으로 인해 가능하였다.
본 발표는 씨씨습지공원의 교육센터(중국습지박물관이 주가 됨)의 세부사항과 교육센터와 전체 습지공원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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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xi National Wetland Park CEPA Programme

●

Name : Song Miaofang

●

Organisation : Hangzhou Xixi National Wetland Park

●

Country : P. R. China

Xixi National Wetland Park opened on May, 2005. The park, covers an area of 11.5sq km,
provides all-rounded facilities on education, wetland conservation and eco-tourism. Xixi wetland
has a wetl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Areas which cover about 160 ha, and there are about 400
ponds with different features within the wetlands. The whole park is an external space for wetland
education centre on promoting wetland education and wetland resaerch.
As the main part of wetland education centre, China wetland museum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promoting conservation and wise use of wetlands. It helps to increase public awareness
among the general public and the education sector, and in turn they take actions to protect
wetlands. It becomes the most important wetland education centre in China. This is achieved by our
work on publicity, publication, education and public awareness.
This article describes detail things about our wetland education centre(mainly about China
Wetland Museum), and its relation to the whole wetland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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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센터 기능강화를 위한 입지선정 및
외부공간 디자인 방향

●

발표자 및 소속 : 곽정인(환경생태연구재단 환경센터연구센터장)

●

국가 : 한국

장종수(L.E.T. 소장)

습지센터가 갖는 기본적인 기능은 연구, 교육, 전시, 보호지역(습지) 관리, 보호지역으로 인한 물질적 피해
보상이 필요한 지역주민과의 상생 등이라 할 수 있다. 습지센터의 입지 선정과 외부공간의 기능적 디자인은 이
러한 습지센터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습지센터의 입지는 대상이 되는 습지(또는 보호지역)와의 연계성에 기초할 필요가 있으며‘생태계 영향 최
소화’
라는 기본 명제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적 논리는 위의 사항이 충족된 상태에서의 선택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센터의 입지선정에서는 습지 주변의 생태적, 이용적, 보전적 연결성을 정밀하게 검토할 필
요가 있다.
한국의 습지센터의 경우 외부공간이 단순한 건축물에 부속된 녹지로서 방문객의 휴양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센터의 입지와 기능에 따라 센터의 대상이 되는 습지의 주요 생태계의 재현, 교육의 연계성
측면에서의 조성이 고민되어야 한다. 또한 이용적 연계성 측면에서 대상과의 거리가 있다면 입지 특성에 따라
실현할 수 있는 생태적 공간 조성이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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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on of the Location Selection
and Outdoor Space Design for
Function Reinforcement of Wetland Center

●

Name & Position(Organisation) :
Jeong-in Kwak (Chief Director, ERF) & Jong-su Jang (President, L.E.T.)

●

Country: R.O.Korea

A wetland center exercise basic functions including research, education, exhibition, protected
area (wetland) management, and coexistence with local residents who require some compensation
for their economic loss created by the designation of protected area. The location selection and
functional design of outdoor space may be much conducive to strengthening the role of wetland
center itself.
The location of wetland center must be based on the connectivity with the wetland (or a protected
area) and satisfy the prerequisite what is called‘minimum effect on ecosystem’
. The economic
principles can be optional only after the above-mentioned requirements are met. Therefore,
connectivity based on ecosystem, purpose, and conservation of wetland areas needs to be throughly
considered to select its location.
In case of Korean wetland centers, outdoor space is fostered to provide pleasant rest to visitors as
just a green area attached to the main building. However, ecosystem and education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location and functions of center. Additionally, the plan for
ecological space is required to realize the locational characteristics and connectivity between the
center and its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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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하구 소개 및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

발표자 : 박희순

●

소속 :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 낙동강하구에코센터

●

직책 : 주무관

●

국가 : 한국

낙동강하구는 하구갯벌, 하중도, 모래사주 등 다양한 서식환경이 형성되어있어 이를 터전으로 많은 생물들
이 살고 있으며, 특히 겨울철새의 월동지 및 이동하는 새들의 중간 기착지로 이용되고 있다. 낙동강하구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동양 최대의 철새도래지로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던 하구습지였으나, 80~90년대의
산업화·도시화과정을 거치면서 매립, 도로, 항만, 공단건설 등 개발에 밀려 하구생태계의 건강성이 크게 훼
손되었다. 부산시에서는 2000년을 기점으로 낙동강하구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경작지, 쓰레기매립장, 준
설토적치장으로 이용되던 을숙도 하단부를 습지로 복원(2000~2005)하고 체계적인 습지 관리와 생태계 모니
터링 등을 통해 낙동강하구지역의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보전·관리와 더불어 교육의 중요성을 인
식하고 낙동강하구에코센터를 건립(2005~2007)하여 전시·교육·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하여 낙동강 하구습지에 대한 인식증진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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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of Nakdong Estuary and
Operation of Nakdong Estuary Eco Center

●

Name : Pakr Hee-sun

●

Organisation : Nakdon Estuary Eco Center of Busan Metropolitan City

●

Postition : Officer

●

Country : R.O.Korea

The Nakdong estuary shows off various habitat environment such as estuary tidal-flat, alluvial
islands, and sand bars, serving as the stopover site of wintering migratory birds. In 1970s, Nakdong
estuary was internationally renowned for the largest sanctuary of migratory birds in Asia, but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aggravated the healthy ecosystem of estuary because the
environment protection was on the back burner by the construction projects of land reclamation,
roads, ports, and industrial complex in 1980s~1990s. In 2000, the Busan metropolitan city
government set up the Nakdong Estuary Management Plan, and restored some part of Eulsukdo
island from 2000 to 2005 which had been previously used as the farming land, waste landfill, and
the area to store dredged earth and sand. Through systematic management and ecosystem
monitoring, the city government tries to conserve the area of Nakdong estuary. In addition,
realizing the importance of education along with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the city
government built the Nakdong Estuary Eco Center (2005~2007) to provide exhibition, education,
and experiential programs to citizens. Now, the center is reborn as the venue to increase of public
awareness on Nakdong est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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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공원을 위한 녹색인증(GreenMark)

●

발표자 : 샤론 첸(Sharon Chan)

●

소속 : 슝가이불오우습지보전구역, 국립공원

●

직책 : 부국장

●

국가 : 싱가폴

어디에나 나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도심 경관이 지속가능한 것은 아니다! 좋지 못한 경관디자인,
건축, 관리 및 유지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지 못한 행태를 낳을 수 있다.
싱가폴의‘새로운 공원을 위한 녹색인증’
(Green Mark for New Parks)은 공원의 기능적 목적(유형, 질 및
이용정도), 관리효율성(유지 및 이용에 관련된 자본, 투자회수 포함) 및 환경 발자국(environmental
footprint)과 관련된 도심경관의 지속가능성을 벤치마킹할 필요에서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여
싱가폴국립공원 이사회(Singapore National Parks Board)는 국제적인 도심 경관 벤치마킹 제도를 평가하여
세계에서 최초로 목적 중심으로 측정된, 기존의 우수 관행과 구별되는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접근하는 삼중프레임워크(triple bottom line framework)를 도입하였다.
평가방법의 목적은 녹색건축운동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평가시스템으로서 싱가폴건물건축국(Singapore
Building Construction Authority's: BCA)의 건물에 대한 녹색 인증에 기반하고 있다. 이 프레임워크의 도
심 경관은 BCA와의 협력으로 싱가폴 국립공원 이사회(NParks)의 도심 녹지와 생태를 위한 센터(Centre for
Uran Greenry and Ecology: CUGE)에 의해 만들어졌다. 프레임워크는 높은 보전 가치를 지닌 자연보전구
역으로부터 이용도가 밀집되는 중심상업구역의 공원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의 도심 경관에 적용가능하다.
새로운 공원을 위한 녹색 인증의 평가 기준은 넓게 자원 자급자족(Resoruce self-sufficiency) 및 공원 품
질의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자원 자급자족 범주는 유사한 도심 경관의 우수 사례와 구별되는 도심 경관 자원
발자국(Urban landscape's resoruce footprint)을 벤치마킹했다. 이는 물질자원 이용 및 재활용, 수자원 효
율성 및 에너지 효율성에 관한 것이다.
공원 품질 범주는 목적적으로 녹지 및 도심 생태(Greenry & Urban Ecology), 편리한 유지 및 접근성을 위
한 디자인(Design for Ease of Maintenance and Accessibility), 공원 개발 및 건축 관리(Park
Development & Construction Management) 및 다른 혁신적인“녹색”이니셔티브가 속한다.
공원을 위한 녹색 인증은 인증(Certified), 황금(Gold), 황금플러스(Gold Plus), 및 플래티늄(Platinum)이
라는 4등급의 인증을 제공한다. 인증급의 도심 경관은 비슷한“최고로 적합한”
(best fit) 경관들 중에서 최소한
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달성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녹색 인증‘플래티늄’
경관은 세계 최고의 지속가능성 경관을 가졌다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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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mark for New Parks

●

Name : Sharon Chan

●

Organisation : Sungei Buloh Wetland Reserve, National Parks Board

●

Position : Deputy Director

●

Country : Singapore

Despite the ubiquitous presence of trees, not all urban landscapes are sustainable! Poor landscape design,
construction, management and maintenance can all lead to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ly
unsustainable practices.
Singapore’
s Green Mark for New Parks was developed out of a need to benchmark the sustainability of
urban landscapes in relation to its functional purpose (type, quality and intensity of use), management
efficiency (including return on investment - acapital and upkeep, relative to use) and its environmental
footprint. In response to this need, the Singapore National Parks Board reviewed international urban
landscape benchmarking schemes to develop the world’
s first, objectively measured, triple bottom line
framework that assesses the social, environmental and economic sustainability against current best practices.
The objective assessment is based on the green building movement’
s internationally accepted assessment
system adopted in Singapore Building Construction Authority’
s (BCA) Green Mark for buildings. The
framework was customised for urban landscapes by Singapore’
s National Parks Board’
s(NParks) Centre for
Urban Greenery and Ecology(CUGE) in collaboration with BCA. The framework has the flexibility to be
applied to a great range of urban landscape settings from Nature reserves with high conservation values to
intensively used central business district parks.
The assessment criteria for Green Mark for New Parks are broadly divided into two categories of Resource
Self-Sufficiency and Park Quality. The Resource Self-sufficiency category benchmarks the urban landscape’
s
resource footprint against best practices in similar urban landscapes. It assesses Material Resource use and
recycling, Water Efficiency and Energy Efficiency.
The Park Quality category objectively assesses: - Greenery & Urban Ecology, Design for Ease of Maintenance and
Accessibility; Park Development and & Construction Management; and deployment of other innovative“Green”initiatives.
The Green Mark for Parks provides for 4 levels of certification, Certified, Gold, Gold Plus and Platinum. Certified
urban landscapes are recognised for demonstrating that they have exceeded the minimum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sustainability standards across similar“best fit”landscapes. At the other end of the scale, Green
Mark Platinum landscapes are recognised as having developed world’
s best sustainability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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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우수성과 뛰어난 환경성과

●

발표자 : 캐스 나이트 (Kath Knight)

●

소속 : 랭커셔 야생동물 신탁 - 브룩홀즈 자연보호구역

●

직책 : General Manager

●

국가 : 영국

브룩홀즈 습지센터는 영국 북서부의 습지 및 삼림지대 (107ha)에 위치해 있다. 영국내 유일한 수상 (水上)식
방문객 센터로서, 전시 공간, 레스토랑, 가게, 교육장, 컨퍼런스 센터 등이 있으며, 2011년 개관하였다. 습지와
삼림지대의 구체적 자연 조건에 적절히 대응할 목적으로 습지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야생동물 신탁은 인간이
좀 더 자연을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비전을 달성할 수 있었다. 본 습지센터는 영국에서 야생동물 신탁 운
동을 전개하는 여러 단체 중, 랭커셔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 자선단체인 랭커셔 야생동물 신탁에서 소유, 운
영하고 있다.
공사 시작부터 완공까지 전 과정 뿐만 아니라 이후 운영 단계에서도 최대의 환경성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취
지하에, 본 습지센터를 건립하였다. 본 습지센터의 경우, 영국에서는 처음으로 디자인 및 건축단계에 있어, 친
환경 건물을 인증하는 브리암 (BREEAM) 아웃스탠딩 (Outsanding. 뛰어남) 등급을 획득했다. 브리암
(BREEAM: 건물연구환경영향평가법)은 지속가능한 건물 디자인, 건축, 운영에 있어 모범사례를 위한 세계적
인 표준을 정하고, 건물의 환경성과를 측정하는데 있어 가장 널리 사용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방법 중 하나
이다. 2011년 개관이래, 본 습지센터는 영국의 지속가능한 건물에 주는 상을 여러 차례 수상하였고, 2012년에
는 CIWEM (Chartered Institution of Water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물환경관리 특허기관)
이 주관하는 살아있는 습지 상 (Living Wetland Award)도 수상하였다.
이번 발표에서는, 환경성과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특히 건물 디자인 원칙, 에너지 효
율, 수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 관리 같은 지속가능한 특징 등에 대해 다룰 것이다. 또한, 센터와 습지 보호구역
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센터 주변 외부 공간 디자인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탐조대, 벤치 등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 산책로 같은 시설들의 기능 통합에 관해서도 접근성 측면에서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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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Excellence and Achieving
High Environmental Performance

●

Name : Kath Knight

●

Organisation : The Lancashire Wildlife Trust - Brockholes Nature Reserve

●

Position : General Manager

●

Country : UK

Brockholes wetland centre is located on a 107 hectare wetland and woodland nature reserve in
the Northwest of England. The floating visitor centre is the only one of its kind in the UK,
accommodating an exhibition centre, restaurant, shops, classroom and conference centre, and
opened in 2011. It was designed in response to site specific conditions and to enable the Wildlife
Trust to achieve its vision of bringing nature closer to people. The site is owned and managed by
The Lancashire Wildlife Trust, a regional charity that is part of the UK’
s Wildlife Trusts movement.
The project aimed for the highest environmental performance from the outset and maintained
that aim throughout construction to completion and into operation. Brockholes was the first
building in the UK to achieve BREEAM Outstanding at the design and construction stage. The
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 Environmental Assessment Method (BREEAM) sets the standard
worldwide for best practice in sustainable building design, construction and operation and has
become one of the most comprehensive and widely recognised measures of a buildings
environmental performance. Since opening in 2011 the centre has won a number of UK awards for
sustainable building design as well as the CIWEM Living Wetland Award in 2012.
The presentation will look at how the highest environmental performance was achieved including
design principles and key sustainable features such as energy efficiency, water recycling and waste
management. It will also look at the importance of including the landscape surrounding the centre
in the design and incorporating features such as hides, seating and footpaths so that both the
centre and the wetland reserve are fully accessible.

71

Workshop on Best practices for the Design and Operation of Wetland Education Centres

습지센터의 보편적 접근성

●

발표자 : 루 영 (Lew Young)

●

소속 : 람사르 협약 사무국

●

직책 :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담당관

람사르 협약의 CEPA (커뮤니케이션, 교육, 참여 및 대중 인식증진활동) 프로그램은 협약 가입 당사국
(Contracting Parties)에게 습지센터를 건설하여, 방문객들이 습지 보전과 현명한 사용에 관한 대변인으로 활
동할 수 있도록, 습지에 대한 학습과 교육을 진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습지센터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접근성에 기반한 디자인 정책을 채택하여, 방문객들
이 연령, 능력,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센터의 시설과 외부 공간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거동
이 불편하거나, 시력 또는 청력 장애가 있는 사람 및 이해력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방문객도 습지와 자
연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 필요하다. 본 발표에서는 습지센터의 보편적 시설의 사례를 소개하고,
몇몇 센터에서 채택하고 있는 보편적 접근 정책을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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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Access at Wetland Education Centres

●

Name : Lew Young

●

Organisation : Secretariat of the Ramsar Convention on Wetlands

●

Position : Senior Regional Advisor for Asia-Oceania

Under the communication, education, participation and awareness (CEPA) programme of the
Ramsar Convention, Contracting Parties are encouraged to establish wetland education centres as
key places of learning and training about wetlands so that visitors become motivated to become
advocates for wetland conservation and wise use.
In order that wetland centres can fulfill this role, they need to adopt a universal access design
policy so that visitors can make best use the routes and facilities regardless of their age, ability, or
status in life. This would include facilities to assist those who different levels of ability in
movement, sight, hearing and understanding. This presentation will provide examples of such
facilities at wetland centres and the universal access policies that some centres have ado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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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항야조공원 자연센터의 역할과 기능

●

발표자 : 유타카 카나이 (Yutaka Kanai)

●

소속 : 일본야생조류협회

●

직책 : 컨설턴트

●

국가 : 일본

도쿄항야조공원은 도쿄만의 자연스러운 해양 생태계 모델로서 1989년 건립되었다. 본 야조공원은 도쿄만
내 도쿄시에 위치한 도쿄항 남쪽 지역, 오오이 (Oi)라 불리는 매립지에 조성되었다. 1950년대 까지는 넓은 갯
벌과 얕은 바다였지만, 1960년대 들어, 도쿄만의 거의 대부분을 간척하였다. 1970년대, 빗물에 의해 웅덩이가
형성되고, 여기에서 갈대가 생장하면서, 본 간척지에 갈대 군락을 형성하였다. 그러자 조류 및 기타 야생 동물
이 이곳 오오이 (Oi) 매립지를 다시 찾기 시작했다. 현재 이곳은 자연 관찰을 위한 유명한 명소가 되었다.
시민단체들은 간척지에서 자연적으로 복원된 습지 생태계를 보전할 것을 정부에게 요구하였다. 도쿄시 정
부는 도매시장에서 일정정도 떨어진 지역의 일부를 활용하여, 24.9ha 규모의 도쿄항야생조류공원을 건설하
기로 결정하였다. 서로 다른 형태의 서식지 - 갯벌, 기수 연못, 담수 연못, 진흙늪, 갈대 군락지, 초지, 논 같은
농촌지역의 서식지 - 들이 과거 그랬던 것처럼 도쿄만 해안가에 쭉 늘어서 있다.
자연과 교감하기 위하여, 연간 4만 명이 방문한다. 자연센터 (Nature Center)는 자연을 해설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시설이다. 4층 건물인 자연센터 중 2,3,4 층은 조류 관찰에 활용되고, 1층에서는 직접 갯벌로 나
갈 수 있다. 방문객들은 조류뿐만 아니라 게, 어류 및 습지에 서식하는 기타 생물 등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공
원 관리인 및 자원봉사자들이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다. 센터 내 강의실에서는 지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
행하고 있다.
도쿄항야생조류공원은 야생 동물입장에서는 소규모 서식지이지만,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 특히 어린아이
들이 도쿄 해안가에서 실제 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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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 and Function of Nature Centre of
Tokyo Port Wild Bird Park

●

Name : Yutaka Kanai (Mr.)

●

Organization : Wild Birds Society of Japan

●

Position : Consultant

●

Country : Japan

Tokyo Port Wild Bird Park is established in 1989 as a model of natural coast ecosystem of Tokyo
bay. This Park is located in the south of Tokyo Port which is Tokyo metropolitan area of Tokyo Bay.
Where are named Oi reclaimed land. There used to be wide tidal flat and shallow sea until the
1950s. In the 1960s almost of the Tokyo metropolitan bay coast was reclaimed. In the 1970s ponds
were formed by rain and reed grew up to reed bed in the reclaimed lands. Birds and other wildlife
came back and to Oi reclaimed land. The area became a famous site for nature observation.
Citizens’groups called on the government to conserve the wetland ecosystem which was restored
in reclaimed land.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decided to construct the Tokyo Port Wild Birds
Park on 24.9ha that had been part of a site set aside for a wholesale market. Different type of
habitat, tidal flat, blackish water pond, fresh water pond, muddy marsh, reed bed, grass land and
rural habitat with rice paddy, are set along to the succession of bay coast it used to be.
About forty thousand people commune with nature annually. Nature Center is the most
important facilities for interpreting of nature. The center has four floors, upper three floor for
observing birds, lowest floor for accessing tidal flat directly. The visitors can observe not only birds
but also crabs, fishes and other various forms of life in wetland, interpreted by ranger and
volunteer or themselves. Environmental education event is going on the lecture room in the center.
However, Tokyo Port Wild Bird Park is very small habitat for wild life, the only one site that the
people, especially children, live in of the city can watch real life of sea coast of Tok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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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특성과 차별화된 습지센터 디자인

●

발표자 : 신근창

●

소속 : 서경대학교 도시공학과

●

직책 : 교수

●

국가 : 한국

습지센터의 건축물로서의 디자인은 어떠해야 하는가? 세계적으로 많은 수의 습지센터가 건축되고 있고 앞
으로도 추가적 건설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습지센터의 건축 디자인과 건물로서의 기능성은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 인가?
현재로서는 일반화된 보편성으로서의 건물이 주로 건축되었고 몇몇 현상설계나 공모를 통한 특별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습지센터로서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어렵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별·지역별 특성과 차이
점, 생태적 환경을 고려한 토착적 건물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오랫동안 생활가운데 습지
를 접하고 습지와 인간의 관계를 음양의 원리에 의해 받아들여왔다. 논 가운데 원두막을 짓고 자연-습지와 일
체감을 가지고 소통하고 열린 공간으로서의 건물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다른 국가의 경우도 독특한 그 지역
의 특성을 담은 습지의 개념이 있고 거기에 맞는 건물 디자인이 필요하다.
땅과 인간, 습지와 인간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의 건물이 가져야 되는 중보자적 성격을 이해하고 본연의 개
념과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 디자인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센터의 프로그래머, 건축가, 운영자가 함께 공유하
는 기능과 프로그램에 의한 건축이 건물로서의 디자인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통합 디자인
이 지역의 토착성, 역사와 함께 할 때 지속가능한 디자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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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al Characteristics and Differentiated
Wetland Education Center Design

●

Name : Geun-chang, Shin

●

Organisation : Department of Urban engineering, Seokyeong University

●

Position : Professor

●

Country : R.O.Korea

What is the design of a wetland center as a building? At the globe, a plenty of wetland centers
are under construction, but it’
s true that more constructions are required. In this context, how do
we realize the architectural design and functionality of a wetland center as a building? Generalized
universality-based buildings are constructed, so it’
s hard to achieve differentiation as a wetland
center except some cases of architectural design competition,
What’
s important here is that the considerations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nation and region
and on ecological environment are necessary to design the center. Koreans have incorporated
wetlands into our lifestyle for a long time, and described the humans-wetland relations by using
‘the yin and yang principle’
. Koreans have built a small cabin in the center of rice-paddy, proving
that Koreans have accessed the concept of buildings as a open-space where we can have empathy
and communication with nature including wetlands.
Likewise, other countries may have evolved the concept of wetlands by reflecting their own
tradition and regional features, so building design is required to express the unique characteristics.
Buildings play as a bridge connecting‘lands with humans’and‘wetlands with humans’
,
Therefore, such characteristics of building as a mediator shall be understood for the design
realizing its own concept and locational characteristics.
Additionally, the priority must be put on the function of center which can be shared by a
programmer, an architect, and an operator, rather than design itself as a building. Such integrated
design must be harmonized with the indigenous characteristics and history of the region. If so,
sustainable design i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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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버드랜드 생태조성 디자인 사례

●

발표자 : 박민철

●

소속 : 충남 서산시 (서산버드랜드)

●

직책 : 주무관

●

국가 : 한국

서산버드랜드는 세계적 철새도래지인 서산천수만에 위치하고 있으며, 철새도래지의 체계적인 서식지관리
와 체험·교육 중심의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자 조성되었다. 드랜드의 주요시설은 철새박물관, 4D영상관, 둥
지전망대, 야생동물치료센터, 야외공연장, 산책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설공사가 2010년 하반기부터 본
격적으로 시작되어 2011년 11월 철새박물관과 4D영상관, 야외공연장 등의 시설들을 부분 개관하여 운영하였
고, 금년도 11월 1일 둥지전망대 준공에 맞추어 공식개관을 하였다. 이 가운데 둥지전망대는 명칭에서 느껴지
듯이 새의 둥지를 형상화 한 디자인으로 건축되었으며, 천수만 철새도래지와 해안갯벌, 인근관광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설이다. 또한 철새박물관의 외관은 숲과 새를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자연환경을 눈으로 느낄 수
있게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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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on Eco-Design of Seosan Birdland

●

Name : Min-cheul, Park

●

Organisation : Seosan City, Chunngchungnam-do Province
(Seosan Birdland)

●

Position : Officer

●

Country : R.O.Korea

Seosan Birdland is located in Seosan Cheonsu Bay, which is the internationally-recognized
habitat for migratory waterbirds. It was fostered to manage the habitat systematically and to
vitalize eco-tourism based on experience and education. The major facilities of Birdland are
‘Migratory Birds Museum’
,‘4D Theater’
,‘Doong-ji Observatory’
,‘Wild Animals Clinic Center’
,
‘Open Concert Hall’
, and esplanades. Ground-breaking was made in late 2010, and then the
migratory birds museum, the 4D theater, and the open concert hall were partially open in
November 2011, and this year, the Birdland was formally launched with the construction of Doongji observatory completed in November 1th.
Doong-ji means a nest in Korean. As shown by its name, the observatory looks like a nest of
birds where you can get a fine view of Cheonsu bay habitat of migratory birds, costal tidal-flat, and
tourist attractions at a glance. In addition, the design of museum is to realize a forest and a bird so
that visitors can feel natural environment through their e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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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 보전 그 이상
: 홍콩습지공원 방문자 교육 시설

●

발표자 : 첸 추이 유, 조세핀 (Cheng Chui Yu, Josephine)

●

소속 : 홍콩 SAR 정부 홍콩습지공원

●

직책 : 습지공원 관리자 (교육 및 공동체 서비스 담당)

●

국가 : 중국, 홍콩

센터의 초기 목표 설정 시 주요 방문객을 규명한 덕분에 센터 관련하여 훌륭한 기획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방문객 시설을 계획할 수 있었다. 방문자들은 연령, 교육 정도, 사회적 처지 등에 따라 다양한 교육 시설이 필
요하다. 지식공유 및 보전관련 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 목적을 쌍방향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설을 활
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래야만 서로 다른 단체 및 개인 방문객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
홍콩습지공원의“하드웨어 (hardware)”
적 시설 덕분에, 교육자들은 서로 다른 교육 목적에 따라 광범위한
프로그램 및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갤러리에서부터 실험실까지 다양한 시설은 방문객의 재미를 배가하면서
도, 생태계 및 운영적 측면을 고려하여 특별히 디자인하였다. 여러 시설 간에 문턱을 없앰으로써,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건물 및 방문객 시설을 자연친화적, 친환경적으로 디자인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증진하는
모범사례를 구축했다. 책임 있는 습지 탐방을 촉진하기 위하여, 안내판과 탐조대등을 교육적으로 구성하였다.
공원의 교육자들이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원의“하드웨어”
적 시설을 이용하면서도,
지난 몇 년 동안 변화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몇몇 시설들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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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Habitat Conservation
: Education Facilities for
Visitors at Hong Kong Wetland Park

●

Name : Cheng Chui Yu, Josephine

●

Organisation : Hong Kong Wetland Park, Hong Kong SAR Government

●

Position : Wetland Park Manager(Education and Community Services)

●

Country : Hong Kong, China

An early goal setting to define the target visitors of a wetland centre could contribute to a good
planning of the corresponding visitor facilities. Visitors of all ages, background, and education
levels require different education facilities. With diverse education objectives such as knowledge
sharing and conveying conservation messages in an interactive way, the availability of suitable
facilities is a key factor in meeting the needs of different groups and individuals.
The“hardware”facilities an Hong Kong Wetland Park enabled educators to conduct a wide range
of programmes and activities with different education purposes. These facilities, from galleries to
the laboratory, are specially designed taking the enjoyment of the visitors, ecological
considerations, and operational concerns into account. The barrier-free facilities encourage the
visits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natural and green design of buildings and visitor facilities are
good example in the promotion of sustainability; the subdued information boards and hides are
educational for the promotion of responsible wetland tourism.
While educators of the Park have been utilizing the“hardware”facilities of the Park for quality
education programmes, some facilities were enhanced or supplemented to fit for changing needs
over th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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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대상자의 요구 충족하기

●

발표자 : 마리 뱅스 (Marie Banks)

●

소속 : WWT 컨설팅

●

직책 : 수석 컨설턴트

●

국가 : 영국

우수한 해설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성공적이고 참여적인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본 발표에서는 WWT 센터,
WWT 컨설팅 프로젝트 및 전 세계 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확보한 다양한 해설 사례 및 그 내용과 과정에
관해 소개할 것이다. 해설 프로그램의 경우 먼저 4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무슨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는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설하는가? 방문객을 대상으로 어디에서 해설을 하는가? 어떠한 매체를 활용하는가 (방문
객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전달하는가)? 등의 4가지 질문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방문객을 위한 적절한 해설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들의 관심과 학습을 확대하기 위하여, 먼저 해설을 듣는 청중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
다. 방문자들의 인구구성, 연령대, 언어, 지적 수준, 방문 동기, 누구와 함께 방문했는지 등을 이해해야 한다.
대상에 맞는 해설 프로그램 개발 방법을 공유하기 위하여, WWT의 해설프로그램 이용자 분류와 그에 따른 연
구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방문자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해설 기법은 다양하다. 가능한 한 더 많은 방문자들에게 해설을 제공하고,
이들의 참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활용 가능한 매체 (그래픽, 실습물, 시청각자료, IT 활용기법, 발표자 주도의
공연 및 발표자 인도하의 활동, 라이브 전시물, 몰입경험)와 스타일 (과학 보고서, 신문 헤드라인 기사, 스토리
텔링, 조각, 시, 미술품)을 적절하게 혼합해서 사용하는 사례 등을 소개할 것이다. 서로 다른 청중들이 자신들
의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좀 더 폭넓은 체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웹기반 자원을 활용한 교
육)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컨텐츠를 이용하여, 해설 키트 (interpretation kit)를 구성한다면, 이는 실제 현
장에서 소중한 도구가 될 것이다.
환경과의 적절한 통합이 성공의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실제 디자인 사례를 소개하고, 센터의
입지 관련한 여러 이야기들을 신중히 고려하여, 센터의 실내 또는 실외 환경에 맞는 맞춤형 컨텐츠 개발에 대
해서 발표할 것이다. 방문객의 관심을 독려하기 위하여, 좀 더 다양한 방법을 찾아내고 방문객들이 자기 주도
적 탐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툴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방문객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
는 것이 센터 활동의 주요 목표임을 한 번 더 강조하고자 한다.

84

2013 습지센터 계획 및 관리운영에 관한 서산국제워크숍

Meeting Your Audience’
s Needs

●

Name : Marie Banks

●

Organisation : Wildfowl & Wetlands Trust (Consulting)

●

Position : Principal Consultant

●

Country : UK

Good interpretation planning allows for successful, engaging content. This presentation will focus
on our process with examples of interpretation from WWT centres, WWT Consulting projects and
from visiting other centres around the world. The four things to consider initially are: What stories
do you want to tell?; Who are you telling?; Where are you telling them?; What media are you using
(how are you telling them)? It is important to know your audience in order to develop interpretation
that is appropriate to them and stimulating enough to promote interest and learning. This would
include an understanding of visitor demographics; age; language; intellectual ability; motivation for
visiting; who they visit with. WWT’
s audience segmentation research will be discussed to showcase
how our interpretation is developed to meet the audience’
s needs.
Many interpretive techniques are available to visitor centres and we will demonstrate that a
balanced mixture of media (graphics, hands-on, audiovisual, IT interactive, presenter-led shows
and guided activities, live exhibits, immersive experiences) and styles (scientific reporting,
newspaper headline style, storytelling, sculpture, poetry and art) is the most appropriate
combination to engage with as wide an audience as possible. Layering of content to allow different
audiences to engage at the level appropriate to them and extended experiences (mobile applications
or web-based resources for education groups) can be valuable tools in the interpretation kit.
Examples will be given of some physical designs where the sensitive integration into the
environment has been key to its success and the location of stories across the site has been
carefully considered with content tailored to an outdoor or indoor environment accordingly.
Inspiring visitors to find out more and providing them with the tools to engage in self-led further
exploration should be the main objective for a centre that wishes to effect positive behavioural
change in its vis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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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룩홀즈의 경험
: 새로운 습지 센터를 위한 (자연) 해설 전략 도출

●

발표자 : 캐스 나이트 (Kath Knight)

●

소속 : 랭커셔 야생동물 신탁 - 브룩홀즈 자연보호구역

●

직책 : General Manager

●

국가 : 영국

브룩홀즈는 영국 북서부의 107ha에 달하는 습지 및 삼림 자연 보호지역에 위치해 있다. 2011년 개관한 영
국 유일의 수상 (水上) 방문객센터로서, 전시 센터, 레스토랑, 가게, 교육장, 컨퍼런스 센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영국 내 야생동물 신탁 운동을 전개하는 지역 자선단체인 랭커셔 야생동물 신탁이 본 습지센터를 소유
관리하고 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독특한 자연 보전 체험을 제공하고, 자연 보호에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
들을 더 많이 유치하는 것이 본 야생동물신탁의 비전이다.
브룩홀즈의 해설프로그램은 야생동물신탁 관계자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야생자연 보호에 대한 열정을 공
유하고, 방문객들이 자연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게끔 하는 열정과 관련된다. 해설 전략을 개발할 때, 먼저
해설의 대상과 목표를 정하고, 이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한다. 그 결과, 전시, 현장 표지와 안내
판, 해설판, 이벤트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해설 경험을 구축하였다.
해설 전략의 경우, 예산이 적고 활용할 수 있는 자원 또한 제한적이다. 따라서, 인적 측면이 아주 중요하다.
브룩홀즈의 경우, 해설 내용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형식을 찾아내고, 탐방로인지 탐조대인지 그 성격에 따
라, 습지센터 직원, 자원봉사자, 방문객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해설프로그램을 개발, 강화한다.
본 발표에서는 야생동물신탁이 해설 전략을 어떻게 개발하고, 적은 예산에도 어떻게 이를 이행하는지 살펴
볼 것이다. 또한, 개관이래 해설 프로그램을 어떻게 발전시켜 왔는지 다룰 것이며, 해설 전략이 야생동물신탁
이 앞서 언급한 비전을 달성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소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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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rockholes Experience
: Delivering an Interpretation Strategy for
a new Wetland Centre

●

Name : Kath Knight

●

Organisation : The Lancashire Wildlife Trust - Brockholes Nature Reserve

●

Position : General Manager

●

Country : UK

Brockholes is located at a 107 hectare wetland and woodland nature reserve in the Northwest of
England. The floating visitor centre is the only one of its kind in the UK, accommodating an exhibition
centre, restaurant, shops, classroom and conference centre, and opened in 2011. The site is owned and
managed by The Lancashire Wildlife Trust, a regional charity that is part of the UKs Wildlife Trusts
movement. The Trust’
s vision was to create a unique nature conservation experience that is accessible
to everyone and will attract audiences who are not typical nature reserve users.
The interpretative approach for Brockholes was that the interpretation should communicate the
passion for wildlife that Trust staff and volunteers all share and help visitors learn more about the
natural world. An interpretation strategy was developed that described interpretation objectives and
identified the ways in which they were going to be achieved. The result was a number of interpretive
experiences including an exhibition, site markers and interpretation panels, and an events programme.
The interpretation strategy had to be delivered with a small budget and limited resources therefore the
human factor became very important. Once of the strongest forms of delivering interpretative messages
that is employed at Brockholes is the engagement between staff and volunteers and visitors, whether it
is on a guided walk or in a bird hide.
The presentation will look at how the Trust developed its interpretation strategy, how it was
implemented on a small budget and how it has evolved since the centre opened. It will also consider
whether the interpretation strategy has helped the Trust to achieve its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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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 국제습지센터 전시연출사례

●

발표자 : 최광식

●

소속 : (주)시공테크

●

직책 : 수석디자이너

●

국가 : 한국

순천만 국제습지센터는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맞춰, 박람회 주제관으로서의 기능 및 순천만
생태교육을 위한 사전 학습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위한 전시관이다. 본사(시공테크)는 본 사업의 전시 연출 사
업자로 선정되어, 2010년부터 설계를 시작, 2013년 3월까지 제작설치를 완료했다.
본 프로젝트는 순천만이 가진 지역적 특수성과 박람회라는 특성상 일반 대중들의 취향에 부합할 수 있는 보
편적 흥미를 주는 방안, 두 가지 방향에서 출발했다. 이에, 전시관 안에 순천만이 가진 스토리텔링과 생태계의
보고 순천만에 대해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에서 설계를 시작했다. 순천만 생태를 실내에 재현함으로
써 관람객들에게 살아있는 동식물의 세계를 만나게 함과 아울러, 순천만 생태에 대한 사전학습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식물들이 살 수 있는 공조, 특수 조명 시스템과 어류, 조류, 저서 생물들이 살 수 있는 민물 수
조, 갯벌 수조 등 생육환경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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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ion Case of
Suncheon International Wetland Center

●

Name : Kwang-sik, Choi

●

Organisation : Sigong Tech Co.

●

Position : Chief Designer

●

Country : R.O.Korea

The Suncheon International Wetland Center was open for the 2013 Suncheon Garden Expo, and plays
the role as an educational center to provide ecological education on Suncheon bay and as the venue of
Garden Expo.
Si-gon Tech was selected to design the exhibition and performance of the International Wetland
Centre, so we started to design in 2010 and completed the construction of exhibition facilities in March
2013.
The exhibition project was designed in two ways: one is the way to realize the unique geological and
ecological features of Suncheon bay and the other is to trigger the universal interest of ordinary visitors.
Therefore, we pondered how to deliver the story-telling of Sunchoen bay and how to help people
understand the bay as the treasure of ecosystem when we embarked on design activities.
By reproducing the ecosystem of Suncheon bay inside of exhibition hall, we allowed people to
appreciate the world of living fauna and flora and to learn its ecosystem prior to the visit to the bay. To
this end, a lot of efforts were put on HVAC system to make plants live, special lighting systems, and the
systems to nurse and grow living creatures, such as the freshwater tanks for fish, birds, and benthos
and tidal-flat t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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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포늪생태관 사례로 본 효율적인 전시 방안

●

발표자 : 장지덕

●

소속 : 우포늪생태관

●

직책 : (전) 학예사

●

국가 : 한국

우리나라 내륙습지인 우포늪에 위치한‘우포늪생태관’
내부 전시의 특징은 1) 편리한 동선, 2) 박제를 배제
한 전시물, 3) 체험위주의 전시물, 및 4) 현장과 연계한 전시로 볼 수 있다.
1) 편리한 동선을 위해서 입장과 동시에 우포늪 현황을 볼 수 있는 전체 디오라마를 감상하고, 이후 우포늪
의 생태를 전반적으로 이해 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짧은 동선으로 전시하였다.
2)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서 박제는 사용하지 않았고, 대신 흙이나 인공소재를 사용하여 조류, 어류,
양서파충류 등을 제작하여 전시하였다.
3) 어린이나 청소년 관람객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흥미유발을 위해서 체험위주의 전시물로 전시하고 있다.
4) 우포늪 현장을 찾기 전에 전시 관람을 통해서 우포늪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과 연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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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 Exhibition
: Case of Upo Wetland Ecological Center

●

Name : Ji-Deok, Jang

●

Organisation : Upo Marsh Ecological Center

●

Position : former Curator

●

Country : R.O.Korea

Upo Marsh Ecological Center located around Upo Marsh (inland wetland) has some characteristics of
indoor exhibition: 1) visitors-friendly line of flow, 2) exhibits without stuffed specimen, 3) experienceoriented exhibition, and 4) educational exhibition linked to wetland.
1) A video is provided to visitors just after they enter the center so they can see Upo Marsh at a
glance. The line of flow is designed for them to complete their appreciation as early as possible and
to understand its ecosystem.
2) No stuffed specimen was used to increase the awareness of life. Instead, earth or artificial materials
were used to produce the models of birds, fish, amphibians, and reptiles.
3) To trigger the interest of children and youth, experience-oriented exhibition and programs are
provided to them.
4) Before visiting the wetland, visitors can improve their understanding on Upo Marsh through the
exhib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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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갯벌센터의 교육 공간 구성과 전시 사례

●

발표자 : 김순래

●

소속 : 강화도시민연대(강화갯벌센터)

●

직책 : 생태보전위원장(전 갯벌센터장)

●

국가 : 한국

강화갯벌센터는 공간규모가 작아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2008년 강화도시민연대가
위탁운영을 시작하면서 교육, 홍보, 조사 활동을 목적으로 공간을 재배치하였다. 방문객(개인, 가족, 단체)을
위한 교육공간을 확보하여 전시물을 배치하였고, 특히 유아를 위한 공간은 별도로 배치하여 운영하였다. 교육
용 전시물은 상시 전시물과 분기별 전시물로 구분하였으며, 상시 전시물은 갯벌 생물 모형, 저어새 모형, 갯벌
현장 모형, 간척의 역사, 홍보물 배너 등 고정된 형태로 전시하였고, 분기별 전시물은 교육 공간 내의 벽을 활
용하였다. 벽은 칠판, 유리, 보드 등을 배치하여 전시물을 손쉽게 거치할 수 있게 하였으며, 방문객이 그린 그
림과 체험 작품 등을 전시하였다. 분기별 전시물 내용은 계절에 따라 도요새, 저어새 등 이동성 철새와 어류 등
유영생물, 갯지렁이 등 대형저서생물의 생태적 특징을 중심으로 전시물을 만들었다. 전시물은 방문객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이용하였다.
전시물 디자인을 위해 디자이너를 별도로 채용하여 전시물의 질을 높이고, 연령대와 생태계 인식 수준을 고
려한 맞춤형 체험활동 자료 및 전시물을 제작하려고 노력하였다. 교육 전시의 문제점으로는 전시물 구상과 제
작이 가능한 전문가 부족, 다양한 계층의 방문객, 위탁운영으로 인한 자율성 제한, 제작에 필요한 예산문제 등
이 있다.
그 외 강화갯벌센터는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 실시, 저어새 보전을 위한 국제 심포지움 및 축제, 갯벌
의 현명한 이용을 위한 갯벌 심포지움 등을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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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of Education Space Design and
Exhibition of Ganghwa Tidal-flat Centre

●

Name : Soon-rae, Kim

●

Organisation : Gangwha Citizens’Alliance (Gangwha Tidal-flat Center)

●

Position : Chief of Ecosystem Conservation Committee
(Former president of Gangwha Tidal-flat center)

●

Country : R.O.Korea

Gangwha tidal-flat center has very narrow exhibition space because it’
s small. When the Gangwha
Citizens’
s Alliance was delegated to operate the center in 2008, we re-made the exhibit layout for
education, advertisement, and research. By securing educational space for visitors (individuals, family,
group), we arranged exhibits again, particularly prepared and managed a separate space for babies and
kids. Educational exhibition was divided into permanent exhibition and quarterly exhibition: permanent
exhibition showed models of tidal-flat creatures, Black-faced Spoonbills, and tidal-flat, and a history of
land reclamation, and advertisement banners. Quarterly exhibits were shown on the wall inside of
education space. A backboard, glass, and other boards were installed to mount exhibits easily, and
pictures and objects that visitors made through experiential programs were mainly displayed. The
contents of quarterly exhibition was determined every season. For example, depending on season,
exhibits were produced in line with the ecological features of migratory birds (e.g. Shorebirds and Blackfaced Spoonbills), nektons, and large benthos (including a lugworm). Those exhibits were utilized to
educate visitors and local residents.
A designer dedicated to exhibition was hired to enhance the quality of exhibits. By considering the
ages of visitors and the level of their awareness on ecosystem, we tried to produce exhibits and materials
for tailored-experiential programs. There are some difficulties to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al
exhibition: i) lack of experts who can make design concept and production, ii) wide range of ages and
social status of visitors, iii) restricted autonomy caused by entrusted operation, and iv) shortage of
budget.
Besides, the center i) conducted a out-reach programs to foster a better village with local residents, ii)
hosted Black-faced Spoonbill festival and an international symposium to protect Black-faced Spoonbills,
and iii) held a tidal-flat symposium for wise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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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 규명을 통한 교육활동 설계
: 홍콩습지공원의 사례

●

발표자 : 첸 추이 유, 조세핀 (Cheng Chui Yu, Josephine)

●

소속 : 홍콩 SAR 정부, 홍콩습지공원

●

직책 : 습지공원 관리자 (교육 및 공동체 서비스 담당)

●

국가 : 중국, 홍콩

홍콩습지공원 (HKWP: Hong Kong Wetland Park)은 보전, 교육, 관광을 통합적으로 담당하는 종합 공원
으로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다기능적 목표 아래, 습지공원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규명함으로써, 광범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교육 프로그램은, 안내자가 인도하는 학생투어에서부터 드라마 촬영지 관람, 가족단위 놀이까지 다양하다.
교육 대상자의 요구를 충족하려는 취지하에, 이와 같은 활동을 주의 깊게 설계한다.
이해당사자를 규명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 필수적 과정이다. 홍콩습지공원의
프로그램은 대중의 인식제고, 지식공유, 행동 변화 측면에서 서로 다른 학습 목표에 따라 개발하고 있다.
홍콩습지공원의 자원봉사자 제도는 공원 내 교육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왔다. 자원봉사팀을 관리하려
면, 추가 인력과 자원이 필요하지만, 교육자를 교육하고, 능력 있는 친선대사를 모집하고, 교육 서비스를 확대
하며, 공원의 평판을 증진하는데 있어 비용 효과적인 방식이다.
습지공원은 또한 사회단체, 기업, 대학과 협력하여 공원 외부에서 전문지식과 자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동
시에, 전 사회의 각계각층에게 보전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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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ing Education Activities by
Stakeholder Identification
: The Case of Hong Kong Wetland Park

●

Name : Cheng Chui Yu, Josephine

●

Organisation : Hong Kong Wetland Park, Hong Kong SAR Government

●

Position : Wetland Park Manager (Education and Community Services)

●

Country : Hong Kong, China

The Hong Kong Wetland Park (HKWP) is an all-in-one facility for conservation, education, and
tourism. Under these multi-functional objectives, the Park has designed a wide range of education
programmes by identifying its diverse stakeholders.
The array of programmes ranges from guided tours for students to dramas and playgroups for
families. All these activities are carefully designed with a view to cater the desires of the recipients.
Identifying the stakeholders is also an essential process to set the education objectives of the
programmes. The programmes of HKWP are designed with different learning purposes in terms of
awareness, knowledge and behavioral change.
The volunteer scheme of HKWP has effectively facilitated the education work of the Park. The
management of the volunteer team requires additional manpower and resources but it provides a costeffective way to train-the-trainers, recruit quality ambassadors, expand the education services and
build the Park’
s reputation.
The Park also developed collaborations with social groups, corporations and universities to draw
expertise and resources from outside the Park, and at the same time deliver conservation messages to
different levels across th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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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헌터습지센터(HWCA)의 교육 활동

●

발표자 : 켄 콘웨이 (Ken Conway)

●

소속 : 호주 헌터습지센터 (HWCA)

●

직책 : CEO

●

국가 : 호주

호주헌터습지센터 (HWCA)의 교육 활동은 다음의 4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커리큘럼 기반 활동 : 학교 및 고등교육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유치원에서 12학년 (5세에서 18세)까지 공식
교육을 목표로 하는 학교 교육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습지환경교육센터(WEEC)의 수업에 참여하고, 뉴사우
스웨일즈 (NSW) DEC (교육및 공동체부 - Department of Education and Communities)의 현장 교육의
일환으로 습지 센터를 활용한다.
대학생 및 기타 고등교육 학생들은 교과 수업을 이수하면서, 멸종위기종 복원 프로젝트 및 자원봉사자 프로
그램에 참여하는 등 현장에서 실습을 통해 교육받는다. 커리큘럼 기반활동의 경우, 교과 수업에 적합한 광범
위한 자연자원관리 (NRM: Natural Resources Management)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다.
생태관광 기반 교육 : 다양한 생태관광 및 공동체 참여 활동을 개발한다.
자원봉사제 및 공동체 참여 프로그램 : 자원봉사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자연자원관리
(NRM) 임무, 건물 및 관리 문제, 행정/관리 활동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습지의 중요성과 역할에 관한 면밀한
지식을 제공한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 - 교육 및 공연, 탐방활동을 전개하는 대표적 프로그램인 Wetland on
Wheels 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 축제 및 이벤트를 개최한다.
헌터습지센터 프로그램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발표하며, 또한 마케팅, 기금마련, 모니터링 방식 등을 소
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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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Activities in HWCA

●

Name : Ken Conway

●

Organisation : Hunter Wetland Centre Australia (HWCA)

●

Position : CEO

●

Country : Australia

HWCA divides its education activities into 4 main areas.
Curriculum based activities : Aimed at schools and the tertiary education sectors. School program
aimed at Kindergarten to 12 (5 to 18 year olds). Students participate in classes through use of the
Wetland Environmental Education Centre facilities and on site NSW Department of Education and
Communities (DEC) staff.
University Students and Other Tertiary Students undertake course work around the grounds including
participating in threatened species recovery projects and our volunteer program. This area covers a
range of NRM functions relevant to course work.
Ecotourism Based Education : built around various ecotourism and community involvement activities
Volunteering and Community Participation Program : based on educating and training volunteers to
participate in and manage various NRM tasks, building and maintenance issues and administrative
activities as well as providing a thorough knowledge of the importance and role of Wetlands.
Outreach Program - Wetland on Wheels and community festivals and events.
My presentation will discuss various aspects of our program including how it is marketed, funded and
monit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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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야지마누마 물새 및 습지 센터(MWWC)의 CEPA

●

발표자 : 카츠미 우시야마 (Katsumi USHIYAMA)

●

소속 : 미야지마누마 물새 및 습지센터 (MWWC)

●

직책 : 매니저

●

국가 : 일본

미야지마누마는 오리과 (Anatidae), 특히 쇠기러기 (greater white-fronted geese)의 중요 기착지로 인정
받아, 2002년 람사르 사이트로 지정되었다. 2007년 일본 환경성 (MOE)은 미야지마누마 물새 및 습지센터
(MWWC)를 건립하였지만 관리는 비바이 시 (Bibai city)가 맡고 있다. 미야지마누마 습지센터 (MWWC)는 학
생 및 방문객을 습지로 안내할 뿐만 아니라 습지의 현명한 사용과 보전을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와의 협업과
파트너십의 중요 거점의 역할을 담당한다.
지속 가능한 농업과 지역 공동체의 생활 수준 증진 및 미야지마누마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 지역공동체
가 구성한 운영위원회가 바로 미야지마누마 프로젝트 팀 (MPT: Miyajimanuma Project Team)이다. 수만
마리의 기러기가 논밭에서 먹이를 구하면서, 가끔씩 밀농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있어 기러기는 귀
찮은 존재로 여겨진다. 동시에, 지역 농업은 영양분, 퇴적물 하중, 배수 측면에서 미야지마누마에 심각한 피해
를 초래한다. 습지와 농업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미야지마누마 프로젝트 팀 (MPT)과 습지센터 (MWWC)는 습
지와 지역 공동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겨울에 논에 물을 대어, 수
질 및 적절한 수량을 관리한다. 또한 피복작물을 재배하여 먹이를 찾는 기러기를 유인함으로써, 논밭에 대한
피해를 완화하며, 영양분이 풍부한 배수 퇴적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농업용 토양으로 활용한다.
미야지마누마의 경우, 파트너들과 협업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러한 파트너들로는 미야지
마누마 노카이 (Miyajimanuma-no-kai, 미야지마누마 시민 보전협회), 시민단체, 메이지 레인저 (MageRanger), 아동 단체, 다양한 분야의 연구진, 노인과 여성을 포함한 공동체 주민을 들 수 있다. 미야지마누마
습지센터 (MWWC)에 직원은 두 명뿐이지만, 이러한 파트너들의 도움으로 미야지마누마의 현명한 사용과 보
전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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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PA activities in MWWC

●

Name : Katsumi USHIYAMA

●

Organisation : Miyajimanuma Waterbird & Wetland Center(MWWC)

●

Position : Wetland manager

●

Country : Japan

Miyajimanuma was designated as a Ramsar site in 2002 as an important stopover site of Anatidae,
especially the greater white-fronted geese. MWWC, established in 2007 by the MOE and managed by the
Bibai City, guides people and schools to the wetland but also functions as an important focal point of
collaboration and partnership of various stakeholder groups for the wise use and conservation of
wetlands.
The Miyajimanuma Project Team (MPT) is a steering committee by the local community for sustainable
management of Miyajimanuma, with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agriculture and a better livelihood for
the local community. Geese are considered nuisance to the local farmers since tens of thousands of geese
relying on agricultural fields for foraging occasionally cause serious damage to wheat. At the same time,
local agriculture is causing serious damage to Miyajimanuma in terms of nutrient and sediment loading
and draining. Considering such strong reciprocal links between wetland and agriculture, MPT and
MWWC take various measures in a framework that creates mutual benefits for both the wetland and the
local community. For example, winter flooded paddy is practiced for water quality and water level
management, cover crops are grown as alternative feeding area to alleviate wheat damage by geese, and
dredged sediments rich in nutrients are under investigation to be used as agricultural soil.
Various such projects are undertaken in Miyajimanuma in collaboration with our partners.
Miyajimanuma-no-kai, a citizen’
s group, Maga-Ranger, a children’
s group, researchers from diverse
fields and community members including elders and women are among them. Although MWWC has only
two staffs, we are able to promote wise use and conservation of Miyajimanuma with the help of our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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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습지의 연결

●

발표자 : 나탈리 베이즈(Nathalie Bays)

●

소속 : 오크햄먹 습지해설센터

●

직책 : 운영매니저

●

국가 : 캐나다

캐나다 마니토바에 있는 오크햄먹 습지해설센터는 수상경력이 있는 습지교육센터이다. 센터의 사명은“사
람과 습지의 연결”
이다. 캐나다 Ducks Unlimited 와 마니토바주와의 공동 파트너쉽 아래 연간 15만 명이 넘
는 방문객이 찾는 36km2의 야생관리구역을 가지고 있다. 오크햄먹 습지해설센터는 녹색 지붕을 포함한 몇 가
지 친환경적 건축 특징이 있다. 1993년 개관한 습지센터는 또한 습지보전단체인 캐나다 Ducks Unlimited의
본부가 소재한다.
겨울동안의 프로그램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교육자로 이루어진 팀이“습지에코밴”
(Wetland Ecovan)을 가
지고 3개 주를 여행하며 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연간 온라인 및 현장에서 5만 개 가까이의 학교 프로그램
을 진행하고 있다.
파트너쉽은 센터의 사명을 성취하는 데 뿐만 아니라 필요한 재정을 공급하는데 핵심적이었다. 다른 비영리
기관과 마찬가지로 재정을 마련하는 것은 지속적인 도전이다.
다른 센터들과 함께 습지센터에 대한 우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오크햄먹습지해설센터는 배우고 자라게 되
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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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ng People with Wetlands

●

Name : NathalieBays

●

Position : Manager of Operations

●

Organization : Oak Hammock Marsh Interpretive Centre

●

Country : Canada

The Oak Hammock Marsh Interpretive Centre is an award-winning wetland education centre located
in Manitoba, Canada. It's mission is to“Connect People with Wetlands”
. A joint partnership of Ducks
Unlimited Canada and the Province of Manitoba, it is located on a 36 square kilometre wildlife
management area which hosts over 150,000 visit ors per year. The Centre was built with several
environmentallyfriendly features that we re ahead of its time including a green roof.
The Centre, which opened in 1993, also houses the national headquarters for Ducks Unlimited Canada,
a wetland conservation organization.
The Interpretive Centre focuses on wetland education to both public and youth. Programs are
developed both to meet its mission and line up with school curricula.
To increase programming during the winter, a team of educators brings programming to schools
across 3 provinces with the“Wetland Ecovan”
. Close to 50,000 school programmes are delivered to
students both on and offsite on an annual basis.
Partnerships have been key to achieve its mission as well as to provide much needed financial support.
As with any not for profit Centre, raising funds are a continuous challenge.
By sharing best practices with others, the Centre hopes to continue to learn, grow and ada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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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도의 갯벌 교육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

발표자 : 유영업

●

소속 : 신안다도해섬갯벌연구소(증도갯벌생태전시관)

●

직책 : 관장

●

국가 : 한국

신안군 증도면은 증동리·대초리 일원이 갯벌도립공원(2008. 6. 5)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신안 다도해 유네
스코 생물권보전지역(2009. 5. 26), 국가습지보호지역(2011. 1. 29, 면적 31. 3㎢),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어 있
다. 또한 증도갯벌전시관은 해양보호구역대회 관리 대상(2011. 9. 1)·은상 수상(2013. 10. 11) 등 우리나라 대
표적인 갯벌습지보호지역 관리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증도갯벌생태전시관은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미국의 해양보호구역청(NOAA)과 와덴해 지역의 와덴
해학교(IWSS)와의 상호방문과 현장시연 등의 협력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되는 과정에 있다.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는 신안 섬갯벌(한국갯벌의 15%)의 지형·지질·경관적 특성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
며, 특히 증도갯벌의 유기적 특성파악에 기초하고 있다. 증도갯벌전시관은 증도갯벌의 특성파악을 위해 2009
년 약 6개월간의 생태환경조사와 주민생활조사를 시행하였다.
생태환경조사는 갯벌저서생물, 물새, 염생식물 등의 모니터링과 함께 모래갯벌 등 증도갯벌의 유기적 특성
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다. 주민생활조사는 섬이라는 독특한 단절 속에서 살아온 섬 주민의 갯살림문화와 현
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고자 했다. 뒤이어 찾아가는 주민간담회, 주민맞춤형 교육을 통해 갯벌
체험프로그램과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삶의 질 개선)과 연계 추진하였다. 갯벌교육프로그램은 실내와 실외로
구분되며 갯벌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체험을 위주로 진행된다.
갯벌생태관광은 증도만의 손님맞이 방식인 <느려서 더 행복한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여행
사 길벗을 설립하여 연계하여 운영하고 현재는 독립된 마을기업으로 육성되었다. 이후 별도의 치유(Healing)
형 4계절 갯벌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을 공감하여 <맨발생태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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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and Eco-tourism Programmes of
Jeungdo Island

●

Name : Young-up, Yoo

●

Organisation : Institute of Tidal Isalnds
(Jeungdo Tidal-flat Ecological Exhibition Center)

●

Position : President

●

Country : R.O.Korea

Nestled on 31.3 ㎢-area, the tidal flat of Jeungo-ri and Daecho-ri of Jeungdo-myon, Shinangun was designated as the Tidal-flat Provincial Park (June 5, 2008), as the Shinan Dadohae
UNESCO Biosphere Reserve (May 26, 2009), as the Wetland Protected Area (January 29th, 2011),
and as the Ramsar Site.
Additionally, the Jeungdo Island Tidal-flat Ecological Exhibition Center is recognized as the
organization showing off the best practice of management by winning the grand-prize (September
1st, 2011) and the silver prize (October 11th, 2013) of the Marine Protected Area Management
Contest. The center provides education programs to students and eco-tourism programs to
visitors. The student programs are implemented, coupled with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of USA) and IWSS (International
Wadden Sea School).
Program development is based on the understanding the features of Shinan Island tidal-flat
(accounting for 15% of Korean total tidal-flat) in terms of topography, geology, and landscape.
Especially, its basis is the grasp on the organic characteristics of Jeungdo tidal flat. To figure
them out, a 6-month research and survey were conducted to know the status of ecological
environment, and the living status of local residents respectively. The research on ecological
environment pursued to monitor tidal-flat benthos, water birds, and salty plants and to explore
the organic characteristics of Jeungdo tidal-flat like a sandy tidalflat. The survey on living status
of local residents was designed to understand the traditional culture and unique life style of local
residents who have lived on the island, isolated from land. By hosting public hearing to listen to
the voice of residents and providing education programs tailored to residents, the center made
efforts to promote the income growth of local residents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through
tidal-flat-experiential programs. The educational programs are divided into indoor programs and
outdoor programs which aim to allow participants to experience and understand the tidal-f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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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erms of eco-tourism, the program <Slow, and More Happy Trip> was devised to enable
travelers to experience the Jeungdo’
s unique way to welcome visitors. In addition, Gil-but
(meaning the friends of travelers) was established as a travel agency of local residents to connect
tourism programs with the local residents. Now it’
s evolved to become an independent company
collectively managed by residents.
Furthermore, people agreed that we needed to develop‘healing-type programs befitting to each
season’
, so now <Barefoot Eco-Tour> is operated to give the opportunity for visitors to walk
barefoot on the mudflat and feel hee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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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만의 희망 봉암갯벌 교육 현황 및 성과

●

발표자 : 전홍표

●

소속 :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

●

직책 : 사무국장

●

국가 : 한국

봉암갯벌은 무역항만 내에 위치한 국내유일의 갯벌로, 창원시의 창원천과 남천이 합류하는 지점부터 마산
만의 봉암교 일대까지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에 펼쳐져 있는 연안습지이다. 1970년 초부터 우리 지역
의 성장배경이 된 마산만은 산업화와 인구 증가에 따라 급격히 오염되었고, 1979년에 수산청에 의하여 어패류
채집금지가 발표되었다. 이와 함께 봉암갯벌은 생물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하였다. 그러나 1999년 한 사업가
가 봉암갯벌을 매립해 레미콘 공장을 짓겠다고 선언한 것을 계기로 지역사회의 민관산학이 함께하여 봉암갯
벌을 지키기 위하여 힘을 모았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과 환경단체에서는 매립이 아닌 봉암갯벌의 현명한 이
용과 보전을 위하여 생태학습장 조성을 제안하였다. 시민, 행정, 언론, 기업의 참여에 의해 생태학습관, 탐조
대, 인공섬, 목도 등을 갖춘 생태학습장이 조성되었다. 봉암갯벌을 중심으로 생태학습장관이 조성되었고, 연
안오염총량관리가 국내 최초로 실시되면서 지역민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마산만과 봉암갯벌의 자
연생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다. 현재 마산만 봉암갯벌은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시민들에게
는 귀중한 지역자산으로, 철새들에게는 중요한 서식처로서 그 역할을 돌려주었고 무엇보다 마산만 복원의 가
능성을 보여줬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식물, 물새, 대형저서생물, 수질 및 퇴적토, 곤충분야에서 봉암갯벌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시민의 눈,
시민의 과학”
이라는 모토로 2009년부터 지속적인“마산만의 희망, 봉암갯벌”
임을 증명하기 위해 전문가와 시
민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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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Status and Success of Education on
Bong-am Tidal-flat : the Hope of Masan Bay

●

Name : JEON Hongpyo

●

Organisation : Public-private partnership council for Masan Bay Special
Management Area

●

Position : Director

●

Country : R.O.Korea

In Korea, Bong-am tidalflat is the only tidal-flat located in a trade port, covering the area from confluence
where the Changwon-cheon stream (Changwon city) and Nam-cheon stream meet to the Bong-am bridge
located in Masan bay. It’
s a coastal wetland reaching the brackish water area where fresh and salty water join.
Mansan bay served the background of regional economic growth in 1970s, and was rapidly polluted, driven by
industrialization and population growth. In 1979, the regulation to ban the fishing of fish and seashells was
announced by the Fisheries Agency. Along with this, the tidalflat was converted to the land where creatures
couldn’
t live. In 1999, a business man planned to build a factory to produce remicon concrete by reclaiming the
tidal-flat. The plan worked as an opportunity for local people and organizations to full their wisdom and be
united to protect Bong-am tidal-flat.‘Masan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and environmental
organizations proposed to foster an eco-educational center for conservation and wise use of the tidal-flat,
instead of reclamation. An eco-educational center equipped with excellent facilities such as a hall for ecological
education, a bird-watching hide, an artificial island, and a wooden boardwalk was finally constructed by the
cooperation of citizens, administrative authorities, media, and companies. The eco-educational center was
built, centering on Bong-am tidal-flat, and TPLMS (Total Pollution Load Management System) was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in Korea, educating local residents about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 The system was
designed to protect and manage the natural ecosystem of Bong-am tidal-flat. Now, it’
s designated as a
wetland protected area, serving as a valuable asset of citizens, and as an important habitat of migratory birds.
Above all, it’
s so significant in that it shows the possibility of Masan bay restoration.
With a view to catching up with the ecological change of Bong-am tidal-falt (in terms of plant, migratory
waterbirds, zoobenthos, water quality, regosol, and insects), experts and citizens have cooperated to prove
“Bong-am tidal-flat, the hope of Masan bay”since 2009 under the motto of“citizens’eyes, citizens’sci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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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체험과 함께하는 화포천습지생태공원

●

발표자 : 곽승국

●

소속 : 화포천습지생태공원

●

직책 : 관장

●

국가 : 한국

화포천 습지는, 대한민국 최대 하천 습지중 하나로서 경상님도 김해시에 위치해 있다. 약 300 헥타에 달하
는 화포천 습지는 김해시의 지원을 받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5년 동안 전체 화포천 습지 면적의 약
절반정도를 화포천습지생태공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약 7000개의 공장이 새로 김해시에 들어서면서 김해시는 빠르게 산업화되었다. 그러나 당시
시 정부는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고 환경 문제를 도외시하였다. 때문에 심각한 환경파괴가 유발
되고, 화포천 습지는 산업 및 가정용 폐기물로 인해 나날이 죽어가고 있었다.
2008년, 대한민국 창원에서 제 10차 람사르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었다. 람사르 총회는 습지에 대한 사람들
의 인식을 전환시키는데 이정표적인 역할을 하였고 이후 습지는 버려지고 쓸모없는 땅에서 소중하고 귀중한
우리의 환경자산으로 변모하고 있다. 람사르 당사국 총회이후, 김해시 정부는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자발적 참
여를 바탕으로 황폐화된 화포습지 복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퇴직 후 화포천 습지 지역에 거주하던 전임 시장도
함께 하였다. 화포천 습지를 새로 단장하여 2012년 9월 화포천습지생태공원을 개장하였다.
우선 김해시는 화포천습지생태공원을 참여적 습지공원으로 정의하고, 적극적 참여와 운영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다. 심사숙고 끝에 김해시 정부는 생태공원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환경 교육을
위탁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참여적 환경 교육에 전문성과 전문지식을 갖춘‘인간과 자연 (Human &
Nature)’
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인간과 자연’
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
이는 등 성공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김해시는 생태공원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습지보전 서포터즈 프
로그램, 아동을 위한 애니메이션 캐릭터 도입, 철새 먹이주기를 위한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 등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지난 1년 동안,‘인간과 자연’
은 방문객에게 의미 있고 소중한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
력을 전개하였으며, 사람들은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기꺼이 비용을 부담하기 시작했다. 약 16,000 명의 방문
객이 유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이중 50%는 공원을 재방문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통해, 사람들이 자연으로부터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게 되었다. 사람들은 위대한 자연
을 느끼고, 이해하며, 즐기길 원한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만약 작은
프로그램이지만 진심을 다해 준비한다면, 방문객에게 감동을 선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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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pocheon Wetland Eco-park with
Various Experiences

●

Name : Kwak, Seung Kook

●

Organisation : Hwapocheon Wetland Eco-park

●

Position : Director

●

Country : R.O.Korea

The Hwapocheon wetland is one of the largest riverine wetland in Korea and located in Gimhae city.
The Hwapocheon wetland is about 300ha. Over the past 5 years from 2009 to 2012, about half of
Hwapocheon wetland area became the Hwapocheon Wetland Eco-park with the support of Gimhae
city.
Since 2000, about 7,000 factories were built in the Gimhae city and the city has become rapidly
industrialized. However the city government did not realized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 during
the period and left the situation as it is. The negligence became an severe environmental destruction.
The Hwapocheon wetland was dying as well with the industrial and daily wastes.
In 2008, the Ramsar COP10 was held in Changwon, Korea. It became an important opportunity for
reversing people’
s awareness on wetlands from abandoned and useless area to precious and invaluable
asset. After the Ramsar COP10, the city government began to the restoration of destructed
Hwapocheon wetland with voluntary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students and even the former
president who settled down near Hwapocheon wetland after his presidential term. In September 2012,
the Hwapocheon Wetland Eco-Park was launched in revived Hwapocheon Wetland.
Gimhae city initially designed the Eco-Park as a participatory wetland park, and considered the
active operation as a top priority. It pondered and decided not to operate the park by itself, but to hire
a specialized agency for environmental education. Therefore the government contacted the‘Human &
Nature’which has specialty and expertise in participatory environment education and the‘Human &
Nature’successfully made people love to visit with various education programmes.
Gimhae city has done many things to support the park such as wetland conservation suppor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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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me with private companies, introduction of animation character for children, biodiversity
management contract for feeding migratory birds and so on.
Over the past one year, the‘Human & Nature’made every efforts to develop and provide valuable
and meaningful programmes to the visitors and people started to pay for the education programmes.
About 16,000 visitors participated in the charged programme and more than 50% of them revisited the
park.
We realized what people want from nature. They want to feel, understand and enjoy the great
nature. It is not very easy to make a variety of programmes. But if we prepare even a small scale
programme with all heartful efforts, it will be a touching programme for vis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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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포 CEPA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효율성 계량화의 의미

●

발표자 : 니콜 웡 & 리디야 팡 (Nicole Wong & Lydia Pang)

●

소속 : WWF (세계야생보호기금) 홍콩 지부

●

직책 : 국장 & 고위 교육 담당관

●

국가 : 중국, 홍콩

세계야생보호기금 (WWF) 홍콩 지부는 영유아 교육에서부터 고등교육까지, ESD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전
개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지속가능한 미래 달성을 앞당길 수 있다고 확신한다. 교육 프로그램
을 통해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이해당사자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각 개
인이 책임을 다하도록 독려하고자 한다. 1983년부터, 세계야생보호기금 (WWF) 홍콩지부는 마이포 자연보호
구역 (딥베이의 380ha에 달하는 습지)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연구, 시설,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해왔다. 환경 교육 프로그램에 광범위한 주제 학습을 도입 개발함으로써, 해당 사회의 서로 다른 구성원에게
더 풍부한 학습 경험을 제공해왔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일반 대중과 학생을 대상으로 홍콩 습지 보전의 중요성
에 관해 교육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마이포 자연보호구역의 모범사례는 효과적인
습지 관리 및 아시아 지역 ESD 프로그램에 관한 이상적인 사례연구로 활용된다.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습지 보전 메시지를 전파하며 참여자들이 행동에 나서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측면에서 ESD 프로그램을 제
대로 이행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질을 보증하는 틀을 개발해왔다. 여러 개선활동과 책임감을 통해 양질의
ESD 프로그램을 제공할 목적으로 품질보증을 진행한다. 품질보증 (quality assurance) 과정에는, 자기평가
및 외부 리뷰가 포함된다. 내적으로는 P.I.E (기획-이행-평가: Planning-Implement-Evaluation)을 수행
하여 주기적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토한다. 또한 교육자간에 일관성 있는 동료평가 (peer review)를 수
행하고, 참석자가 제공한 양적, 질적 데이터에 기반을 둔 피드백을 받아, 해당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
고 있다. 참여자의 반응을 분석함으로써, 프로그램 목표 대비 효과성을 상호 체크한다. 외부적으로는, 전문가
의 조언을 듣고, 교사단체가 제공한 학교분야의 여러 제안을 수렴하고, 교육당국과 기금 제공자의 연간 실사
를 통해 피드백을 얻는다. 품질 보증 프레임워크 하에서, 이러한 모든 대책은 마이포를 아시아 지역의 우수한
센터로 발전시키기 위한 목표 달성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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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 Po CEPA Programme and the Importance of
Valuing Programme Effectiveness for
Continuous Development

●

Name : Nicole Wong & Lydia Pang

●

Organisation : WWF Hong Kong

●

Position : Director & Senior Education Officer

●

Country : Hong Kong, P.R.China

WWF-Hong Kong believes that weaving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as a thread from
early learning stage to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will maximize its impact to achieve the sustainable
future. By offering various learning opportunities through our education programmes and building
partnerships with stakeholders, we seek to encourage stronger commitment from individual to take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environment. Since 1983, WWF Hong Kong has been actively managed the Mai
Po Nature Reserve (a 380 hectare wetland in Deep Bay) to continuously developing researches, facilities
and education programmes. Wide ranges of thematic learning IN the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mes have been developed to enrich learning experience for different audiences from the society.
Those programmes educate and raise awareness among the general public and students about the
importance of wetlands conservation in Hong Kong. The best practice at Mai Po nature reserve also serves
as an ideal case study of effective wetland management and ESD programme in the region. To strike for
excellence and ensure ESD programmes are implemented on the right track in delivering wetland
conservation message and motivating participants to take action, a quality assurance framework has been
developed which aims at providing quality ESD programme through improvement and accountability. The
quality assurance process includes self-evaluation and external review. Internally, we carry out PlanningImplement-Evaluation (P.I.E) cycle to review programme effectiveness periodically. We also continuously
improve our programme through arranging constant peer review among educators and gaining feedback,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data from participants. By analyzing participants’responses, we manage
to cross check programme effectiveness against the programme objectives. Externally, we seek advices
from expert, gaining school sectors’suggestion from teacher focus group and annual inspection by
Education Bureau and funders. All those measurements under quality assurance framework are crucial to
sheds light for achieving the goal of making Mai Po as centre of excellence in th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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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자사 역량구축 프로그램

●

발표자 : 넬슨 첸 (Nelson Chen)

●

소속 : 관두자연공원

●

직책 : CEO

●

국가 : 대만, 타이페이

관두자연공원은 NGO가 운영하는 습지센터로서, 자원봉사자들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관두자연공원에
는 4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한다.
관두자연공원 자원봉사자의 타이틀을 얻으려면, 매년 48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학생, 가정, 공무원, 민간 기
업 직원들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한다. 학생, 은퇴자, 샐러리맨에 상관없이 모든 자원봉사자는 관두자연공원 관
리자들을 도와 보전, 교육,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관두자연공원에서 5년 이상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사람은 전
체 봉사자 중 45%를 차지한다 (10년 이상인 자원봉사자는 23% 이상).
그러나, 관두자연공원의 공식 자원봉사자가 되는 것은 쉽지 않다. 공식 자원봉사자가 되려면 소정의 교육이
필요하다. 먼저, 4일 동안 28시간의 기초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 조직, 임무, 관두자연공원현장, 자원봉사자의
역할, 습지센터에 대한 역사를 배운다.
두 번째로, 자원봉사자들은 주간그룹, 주말그룹 등 서로 다른 그룹을 형성하여 활동한다. 또한 행정관리 지
원, 복원활동 지원, 교육 지원 등 자신들의 주요 임무를 선택할 수 있다. 이들 모두는 10일 동안 30시간의 교육
을 이수하여, 습지란 무엇인가? 관두자연공원의 생태계, 철새, 식물 등등에 대해 배운다. 이러한 교육 과정이
끝나고 나면, 행정지원 봉사자들은 자신들의 자원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로, 전문적 교육 커리큘럼을 이수한다. 습지복원 지원 및 교육 지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해설 교육, 교육
훈련, 현지 해석 등등에 관해 5일 동안 2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습지복원 지원 봉사자는 복원 담당관과 함께 5번의
인턴교육 (20시간)을 받아야 하며, 교육 지원 봉사자 또한 교육 담당관과 함께 5번의 인턴교육 (2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처음 1년의 봉사활동을 마치고 나면, 교육 및 보전에 관한 고급 과정의 훈련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2년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은‘개구리 조사 (Frog Survey)’
,‘곤충 조사 (Insect Survey)’
,‘조류 조
사 (Bird Survey)’
,‘장애인 교육 (Disabilities Education)’
,‘어린이 여름캠프 (Kids Summer Camp)’같은
자원봉사 클럽에 가입할 수 있다. 이러한 서로 다른 성격의 클럽 활동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은 생태계를 모니
터링하거나 교육 및 공공 프로그램 기획 등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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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nteers Capacity Building Program

●

Name : Nelson Chen

●

Organisation : Guandu Nature Park

●

Position : CEO

●

Country : Taipei, Taiwan

As a wetland centre which manage by a NGO, volunteers plays very important role to Guandu
Nature Park. There have more than 400 volunteers implement their jobs in Guandu Nature Park.
Every year, they need pay 48 hours for Guandu Nature Park to qualify the volunteer title. They
come from school, family, public servants or private enterprises. No matter, students, retirees,
salary man, and house host all come to help Guandu nature park’
s Staff for conservation,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hip. Besides 45% volunteers work for this site more than 5 years
(23% more than 10 years).
However it isn’
t easy to become an formal volunteer in Guandu Nature Park.
The first section, they need attack 28 hours c foundation curriculum in 4 days for our
organization, mission, site, our jobs, and history about this wetland centre.
The second section, they depart to different groups, the weekday group and weekend group.
They also can choice their main jobs like administrative supporters, restoration assistants, and
education assistants. All of them need to attack 30 hours Curriculum in 10 days for what is
wetland, Guandu Nature Park’
s ecosystem, migrant, plants, and so on. After this training section,
administrative supporters can begin their volunteer job.
The third section. Professional training curriculum, both restoration assistants and education
assistants need attack 20 hours in 5 days include interpretive training, educational training, and
site interpretation and so on. Restoration assistants need attack 5 times (20hour) internship with
our restoration staff. Education assistants need attack 5 times (20hour) internship with our
education staff.
After finish their first year’
s works, they can attack advance training such as educational and
conservation ones.
Besides, as a volunteer 2 years plus, they can join volunteers club such as Frog Survey, Insect
Survey, Bird Survey, Disabilities Education, and Kids Summer Camp. In different characteristic
clubs, volunteers join ecosystem monitor jobs or education and public program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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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센터 : 습지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한 지식과 정보

●

발표자 : 카롤리나 베라 버거스 (Carolina Vera Burgos)

●

소속 : CHE- 습지연구센터
(Centro de Estudios de Humedales (CEH))

●

직책 : 코디네이터

●

국가 : 칠레

습지에 관한 람사르 협약에 따르면, 다양한 인간 활동 때문에, 안데스지역 생태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
점 더 취약해지고 있다. 이러한 생태계 문제는, 기후변화, 이용가능한 수자원 부족 등으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
다. 인간의 행태변화와 생태계의 다양성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결정의 토대가 되는 활용 가능한 정보를 이용
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CEH는 칠레 건국 200주년을
기념하는 이니셔티브를 운영하고 있다.“Minera Doña Inés de Collahuasi”
라는 기업과 개발연구 센터
(CED)간의 협약 하에 운영하고 있다. CEH는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 수행한다. 예를 들어, 습지 보전을 위한
민간분야 이니셔티브아래에서 역량구축을 위하여, 연구, 프로젝트, 측정, 이론 설정, 인턴십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습지연구센터는 지역 공동체, 교육 기관, 원주민 단체, 정부 부처, 지방 정부, 연구소 및 민간 기업과 긴밀히
협력한다. CEH는 일반적인 습지 및 특히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보전 문제에 직면한 안데스 지역 습지의 보전
관련한 주체들과 지식, 정보를 공유 전파하고, 이들의 교육을 벤치마킹하여 CEH에 맞는 교육 내용을 개발 이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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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tland Studies Center : Knowledge and
Information for Sustainable Conservation of Wetlands

●

Name : Carolina Vera Burgos

●

Organisation : Centro de Estudios de Humedales (CEH)
- Wetlands Studies Center

●

Position : Coordinator

●

Country : Chile

According to the Ramsar Convention on wetlands vulnerability in the Andean comes from
different human pressures over time. This can be amplified by the action of climate change and
water availability. Human modifications and natural variability of ecosystems increases the
importance of improving the use of available information and the generation of new knowledge to
enable sustainable decisions. In this framework, CEH operates an initiative that came from the
Bicentenary celebration of the country, operates under an agreement between the Company
“Minera Doña Inés de Collahuasi”and the Development Studies Center CED. The CEH works in
six lines of development: Studies, projects, measurements, theses and internships that aimed the
capacity building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nitiatives to conserve wetlands.
The Wetland Studies Center works closely with the community, educational institutions,
indigenous organizations, government departments, municipalities, research centers and private
companies. CEH is a benchmark that works in the generation and dissemination of knowledge,
information and training of actors linked to wetlands in general and in particular Andean
wetlands, facing the sustainable conservation of the eco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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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습지 센터를 위한
마케팅 전략 개발과 이행

●

발표자 : 캐스 나이트 (Kath Knight)

●

소속 : 랭커셔 야생동물 신탁 - 브룩홀즈 자연보호구역

●

직책 : General Manager

●

국가 : 영국

브룩홀즈 습지센터는 영국 북서부의 습지 및 삼림자연보호지역 (107ha)에 위치해 있으며, 이전에는 모래와
자갈 선착장이었던 땅을 개간한 지역이다. 영국에서 유일하게 물에 떠있는 수상식 방문객 센터에는 전시 센
터, 레스토랑, 가게, 교육장, 컨퍼런스 센터 등이 들어서 있으며, 2011년 개관하였다. 본 센터는 영국 내 야생
동물 신탁 운동을 전개하는 지역 자선단체인 랭커셔 야생동물 신탁에서 소유, 운영하고 있다.
브룩홀즈는 이제 막 관광 명소로 부상하였지만, 우수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토대를
닦고 있다. 더 많은 볼거리를 개발하고 더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는데,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이 필수적이다. 브
룩홀즈 습지센터는 완전히 새로운 공간이기 때문에, 마케팅 측면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백지 같은 상태였다.
현재의 관광 트랜드를 활용하고, 지역적 방문객의 특성을 규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타겟 시장을 정하고 마
케팅 경로를 찾아내는 것이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는데 필수적이었다.
온라인, 오프라인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그 효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이와 같은 마케팅은 모든 분야의 비즈니스를 포괄한다: 방문객 대상 마케팅, 이벤트, 소매상 및
레스토랑, 컨퍼런스 및 보존 활동과 자연보호지역의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교육 활동 등을 총망라한다.
본 워크샵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야를 포함하여, 마케팅전략 개발에 대해 발표하고자 한다.
■ 마케팅 전략 개발의 토대가 되는 정보 획득을 위하여, 관광 트렌드 및 관련 조사활용의 중요성.
■ 타겟 시장의 규명
■ 브랜드 개발
■ 상품 개발
■ 효과적인 개관(시작) 캠페인 기획 및 이행
■ 브랜드 개발과, 이를 주요 관광자원으로 활용
■ 방문객의 수, 이들의 체류 시간 및 수익의 극대화를 위한 마케팅 상품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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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확보
■ 효과적인 온라인 마케팅
■ 방문객 연구 및 마케팅 캠페인 분석의 중요성
■ 교훈 및 시사점

121

Workshop on Best practices for the Design and Operation of Wetland Education Centres

Developing and Delivering a Marketing
Strategy for a New Wetland Centre

●

Name : Kath Knight

●

Organisation : The Lancashire Wildlife Trust - Brockholes Nature Reserve

●

Position : General Manager

●

Country : UK

Brockholes wetland centre is located on a 107 hectare wetland and woodland nature reserve in
the Northwest of England and was formerly a sand and gravel quarry. The floating visitor centre
is the only one of its kind in the UK, accommodating an exhibition centre, restaurant, shops,
classroom and conference centre, and opened in 2011. The site is owned and managed by The
Lancashire Wildlife Trust, a regional charity that is part of the UKs Wildlife Trusts movement.
Brockholes is a very young tourist attraction and whilst a strong launch programme helped lay
the foundations for business growth, marketing activities continue to be key in developing the
attraction and increasing visitor numbers. As the site was brand new, there was a blank canvas in
terms of all aspects of the marketing. Using current tourism trends, identifying regional visitor
profiles and using these to identify target markets and marketing channels were crucial to the
development of the marketing strategy.
Marketing activities spread across all channels, both online and offline and are constantly
monitored for effectiveness. The marketing covers all areas of the business; overall visitor
marketing, events, retail and restaurant, conference and education alongside promoting the
conservation work and wildlife on the reserve.
The presentation will look at the development of the marketing strategy, including the following
areas:
■ The importance of using tourism trends and research to inform strategy development
■ Identification of target markets
■ Bran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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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duct development
■ Planning and delivering an effective launch campaign
■ Developing the brand and positioning as a key tourist attraction
■ Marketing products and services to maximise visitor numbers, dwell time and income
■ Data capture
■ Effective Online marketing
■ The importance of visitor research and the analysis of marketing campaigns
■ Lessons lear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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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생형 자연센터의 역량강화 전략

●

발표자 : 최진우

●

소속 : (재)환경생태연구재단

●

직책 : 상임이사

●

국가 : 한국

본 발표의 목적은 보호지역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과 더불어 주변 지역사회의 상생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자연센터의 역할과 전략을 제안하는 것이다. 보호지역의 범위는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습지뿐만
아니라 도시습지, 생물권보전지역, 국립공원 까지 포함한다. 발표의 주요 초점은 생태계서비스 및 생물문화다
양성 개념에 기반한 보호지역과 지역사회의 상생적 관계를 자연센터의 역할, 조성 및 관리 프로세스에 접목하
여 적용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다. 보호지역과 지역사회의 상생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자연센터의 역할, 입
지선정, 건축물 및 외부 디자인, 전시연출 디자인, 체험학습 프로그램, 인식증진 프로그램, 마케팅 전략을 세
부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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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owerment Strategy of Nature Center for
Regional Coexistence

●

Name : Jin-woo Choi

●

Organisation : Environmental Ecosystem Research Foundation(ERF)

●

Position : Chief Director

●

Country : R.O.Korea

This presentation aims to propose i) the strategies of sustainable conservation and usage of
protected areas as well as ii) the necessary role and strategies of nature conservation centers
which can promote co-prosperity and development with neighboring local societies. The
categories of protected area include wetlands which have internationally-recognized value, urban
wetlands, biosphere reserves, and national parks. The presentation put the focus on the role of
nature conservation centers based on the concept of ecosystem service and biological and cultural
diversity to improve the co-prosperity between protected areas and local communities. To this
end, it’
s needed to devise the role of natural conservation centers, the process for fostering and
managing them, and the way to make application. In this context, this presentation proposed i)
the role of natural conservation centers to pursue the co-development and prosperity between
protected areas and neighboring communities, ii) criteria to determine the location, iii) building
and outside design, iv) exhibition design, v) experiential and educational programs, vi) programs
to improve public awareness, and vii) marketing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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