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3rd meeting of the Advisory Committee of Subnational Governments
: Global Partnership on Local and Subnational Action for Biodiversity

일시 2014. 7.2(수) ~4(금)
장소 KT&G 상상마당 춘천  스테이
주최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SCBD)
주관 강원도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ICLEI)

생물다양성협약 
제3차 세계지방정부 자문위원회의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은 2010년 생물다양성협약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 강화하기 위하여 
‘생물다양성 글로벌 파트너십을 위한 지방정부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및 2014 생물다양성 세계지방정부 
정상회의를 앞두고, 제3차 지방정부 자문위원회를 7월2일부터 4일까지 강원도 춘천에서 개최합니다.

제3차 지방정부 자문위원회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주요 이슈 준비동향과 협약의 효율적 실행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생물다양성 지방정부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또한, 세계의 생물다양성 정책 선도도시 사례와 지방정부가 생물다양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국내•외 정보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생물다양성 정책 추진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이번 자문위원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강원도

생물다양성협약(CBD)사무국



참가등록신청 : 참가등록 양식을 다운로드한 뒤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다운로드 : 2014 생물다양성 세계지방정부 정상회의 홈페이지 http://www.biodivercity-summit.org

보낼 곳 : 2014citysummit@iclei.org    등록기간 : 2014. 6. 25(수)까지    문의 : 031-255-3257 이클레이한국사무소

프로그램
구분 7월 2일(수) 7월 3일(목) 7월 4일(금)

09:00~10:30

개회식

• 환영사 

• 회의 개요와 목적 소개

• 발표1 : CBD COP12에 대한 기대화 지방정부의 참여방안 (SCBD)

• 발표2 : 생물다양성 세계지방정부정상포럼 선언문 성안 방안 (ICLEI)

세션4. 한국 지방정부의 생물다양성 정책기반 강화

• 인사말씀 • 한국세션 소개 

• 발표 1 : 지방정부 생물다양성 보전과 관리를 위한 국제적 매카니즘과 정책도구 (SCBD; ICLEI)

• 발표 2 : 환경부 지방정부 생물다양성 정책 지원 현황과 전망 (환경부)

• 발표 3 : 생물다양성 지역실천을 위한 한국 중앙-지방 정부 간 파트너십(LAB-
Korea) 제안 (ICLEI)

생태
문화
투어
(외국
참가자
대상)

10:30~11:00 휴식

11:00~12:30

세션1. 생물다양성 현황 분석과 계획 수립 : 개념과 사례

• 발표 1 : 글로벌 상황과 지방정부의 역할 (SCBD)

• 발표 2 : 지방정부 생물다양성 계획수립 방안 (ICLEI)

• 발표 3 : CBD 글로벌파트너십 지방정부 생물다양성 현황분석사례

• 발표 4 : CBD 글로벌파트너십 지방정부 생물다양성 계획수립사례

세션5. 한국 지방정부의 생물다양성 실천사업

• 국내 지방정부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 사례 발표(7개 지방정부)

12:30~14:00 중식

14:00~15:30

세션2. 생물다양성 현황분석과 계획수립 : 패널토론

• 대한민국 강원도 • 브라질 쿠리티바와 상파울로

• 중국 • 인도 안드라프라데시 • 일본 아이치 현 등

세션6. 그룹별 토의 세션7. CBD 지방정부 자문위원회의 및 
       도시 자문위원회
       (글로벌 자문위원 대상)

15:30~16:00 휴식

16:00~17:30

세션3. 생물다양성 현황분석과 계획수립 : 그룹토의와 종합

• 그룹토론 및 결과보고

특별세션. 지방생물다양성전략 
라운드테이블

• 지방생물다양성전략 수립 관련 현황 소개 

• 토론

• 논의결과 요약 

18:00~18:30
환영만찬

폐회식  결과 공유 및 마무리

18:30~20:30 석식

※ 해외 참가 예정 : 브라질 꾸리치바, 상파울루, 인도 하이데라바드, 일본 아이치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및 생물다양성협약사무국(SCBD), ICLEI CBC(이클레이 생물다양성센터)

KT&G 상상마당 춘천 스테이

강원도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399번길 22 (구. 강원체육회관)  전화 :  033-818-4200  http://chuncheon.sangsangmadang.com

>> 오시는 길

자가용, 중앙고속도로 이용시

 춘천 IC > 춘천역 방향으로 직진 > 공지사거리 좌회전 > 삼천사거리 우회전 

> KT&G 상상마당 춘천 스테이

자가용, 경춘고속도로 이용시

강촌 IC > 강촌삼거리 춘천방향 우회전 > 팔미교차로 춘천방향 좌회전 > 터미널사거

리 좌회전 > 삼천사거리 직진 > KT&G 상상마당 춘천 스테이

ITX 청춘열차 이용시 

서울 용산역 또는 청량리역 승차 > 남춘천역 또는 춘천역 하차 〉 택시 (5분 소요)

주차안내

KT&G 상상마당 춘천은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세계 1,000여개 지방정부
네트워크로, 국내에는 46개의 회원 지방정부가 함께     
활동합니다.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
1992년 체결된 생물다양성협약 실현을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유전자원 이익의 공
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수려한 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우리나라의    
생태계 보고로,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생물다양성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905번길 16(장안동)  
전화 031-255-3257 팩스 031-256-3257 www.iclei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