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물다양성을 위한 지역실천 
세계 지방정부,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 합니다.

2014 생물다양성 세계지방정부 정상회의
Biodiversity Summit for Cities & Subnational Governments 2014

일   시 2014. 10. 12~14

장   소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2층  컨벤션센터 



남 경 필 경기도지사님

생물다양성협약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를 논의하는‘2014 생물다양성 세계지방정부 정상회의’에 
초대합니다.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와 함께 개최되는 이번 지방정부 정상회의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특히 생물다양성 
전략계획(2011-2020) 이행과‘아이치 목표’실현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와 중앙 및 지방 
정부가 함께 의견을 모을 것입니다.

지역의 실천이 지구를 바꿉니다. 
모든 지방정부가 생물다양성 정책의 리더십을 갖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14. 8. 13

강 원 도 이 클 레 이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



Program

09:00~10:30

10.13(월) 10.14(화)

10:30~11:00 휴식

15:00~15:30 휴식

19:00~21:00 만찬

12:30~13:30 중식

11:00~12:30

지속가능발전과 지방정부
[주제발표] SDGs와 생물다양성
·SDGs 속의 생물다양성과 도시, 정책의 유기적 연계 방안과 

이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사례 : 국가와 지방정부 연계 협력 경험

13:30~15:00

과학-정책 연계를 위하여

[회의결과보고] URBIO 전문가회의 결과 보고
·국가-지방정부 협력강화를 위한 글로벌 도시생물다양성 

연구과제 제안
[패널토론] 도시생물다양성 연구의 중요성과 과제

15:30~17:15

17:15~18:00

생물다양성 계획

강원/평창선언

[패널토론] 생물다양성협약 실현을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 전략과 계획
·NBSAP과 LBSAP
·발표 : 강원도 생물다양성 전략과 이행계획

[발표 1] 강원/평창선언  초안 발표와 토론

개회세션
·개회사, 환영사, 축사
·성화전달 : 하이데라바드와 강원도(평창)의 대표
·정상회의 안내 : 회의목적, 회의소개, 장관급회의와의 연계
·기조강연 : COP 12 및 지방정부

09:00~10:15

10:15~10:45 휴식

12:00~13:00 중식

10:45~12:00

녹색 창조 경제 : 경제와 보전
a) 경제와 보전의 통합 : 갈등 예방을 위한 방안
b) 생물다양성 편익을 위한 재정 메커니즘; 녹색구매,  

생태계서비스 비용 등

[패널토론] 공공적, 정치적 지원을 확보하는 방안은?
·인식증진, 생태관광 등 생물다양성 보전의 공동편익에 
   대한 토론

13:00~13:30
특별세션

한국 지방정부 생물다양성 정책강화 시범사업 출범

13:30~14:30

14:30~15:00

Urban Nexus  생물다양성 통합하기

폐회식

[지방정부 정상 라운드테이블]
·생물다양성과 거버넌스, 칸막이 행정 극복방안 등 지방정부 

정상들이 말하는 생물다양성 주류화 방안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 식량, 물, 도시계획 등

·강원/평창선언 채택과 후속 과제
·정상회의 돌아보기
·폐회선언

생물다양성 이행 : 인간과 보전

● 연계행사 ‖ CBD COP12 부대행사 안내
    지방생물다양성전략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세계 지방정부 워크숍
   ·일시 : 10월14일 (18:15~19:45)    ·장소 : COP12총회장 
   ·주관 :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 세부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10월12일(일) 생태문화투어(*해외참가자 대상)



·등록기간 2014. 8. 11(월) ~ 9. 10(수)

·등록방법 홈페이지 참가등록 http://www.biodivercity-summit.org

·문     의 천예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031-255-3257, 2014citysummit@iclei.org

참가등록 안내

·참가등록비는 무료입니다.  단,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야만 행사참석이 가능합니다.

·'2014 생물다양성 세계지방정부 정상회의' 참가등록시, COP12에도 자동 등록됩니다. 

·회의장 입장시 Priority Pass(등록확인서) 및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① 홈페이지 우측
    참가등록을 클릭 하세요

② 단체참가일 경우 자료실
    에서 별도의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 제출해 주세요

http://biodivercity-summit.org/archive/view/no/23

2014 생물다양성 세계지방정부 정상회의
Biodiversity Summit for Cities & Subnational Government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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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클레이-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전 세계 84개국 1,000여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지방정부 네트워크로 세계 지속가능 
발전 분야에서 지방정부를 대변하며, 국제사회와 
지역 연계에 기초한 지역 지속가능발전 정책 
확산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47개 회원 
지방정부가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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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인쇄물은 환경을 생각하여 재생가능한 종이, 친환경인쇄방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