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가지 친환경 약속 

1. 대중교통 또는 총회 전용셔틀버스를 이용합니다. 

2. 에너지 효율제품을 사용합니다. 

3. 웹 사이트/모바일 APP 또는 QR코드를 이용해 정보를 활용합니다. 

4. 가능한 한 재생지를 사용합니다. 

5. 참가기간 동안 개인 컵을 사용합니다. 

6. 침대 시트는 2번 이상 사용합니다. 

7. 지역 내 생산된 유기농 음식을 구매합니다. 

8. 일회용품 사용을 줄입니다. 

9.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재활용합니다. 

10. 탄소상쇄 모금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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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생물다양성 세계지방정부 정상회의

Biodiversity Summit for Cities & Subnational Government 2014  

  올해 개최되는 생물다양성협약 제 12차 당사국총회(CBD COP 12)의 주제는 “지속가

능발전을 위한 생물다양성(Biodiversity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이다. 이에 따라 

제12차 당사국총회와 함께 열리는 최대 행사인 “생물다양성 세계지방정부 정상회의”도 

이 주제를 역시 다룬다.

 

  이번 정상회의는 그 동안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이뤄낸 획기적인 성과들을 

활용하여 정부 각 층 간 협력과 조정에 중점을 둔다. 정부 각 층의 발표자들이 국제기

구 대표, 지방 및 국가 정부 대표들로 구성된 패널들과 상호 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마련된다.

 

  이번 생물다양성 정상회의의 주요 결과물인 ‘강원/평창선언문(Gangwon/Pyeongchang 

Resolution)’ 초안은 전 세계 여러 지방정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되며, 정상회의 

기간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당사국총회 각료급회의에 전달된다.

 

  무엇보다도 이번 정상회의는 2012년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열린 제 11차 생물다양

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 11) ‘시티포라이프 정상회의(Cities for Life Summit)’ 이후 

이루어진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도시 내 자연회복의 가치를 역설하며, 생물다양성 관

리를 위한 최신 수단과 계획 및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더불어 ‘생물

다양성을 위한 광역정부, 도시 및 기타 지방당국의 이행계획”(Plan of Action on Subnational 

Governments, Cities and Other Local Authorities for Biodiversity) 이행을 위해 국가, 광역 

및 지방정부, 국제개발기구, 학계의 구체적인 행동방침을 제시할 것이다.

 

 

 

 



 2014 생물다양성 세계지방정부 정상회의

6

생물다양성 세계지방정부 정상회의의 역사
 

 「생물다양성 세계지방정부 정상회의」는 2년마다 개최되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의 주요행사로, 제9차 당사국총회(2008, 독일 본)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후 제10차 당

사국총회(일본 나고야, 2010)에서 첫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클레이(ICLEI)와 유엔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SCBD), 당사국총회 개최도시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세계 지방정부 정상들과 생물다양성 정책 선도도시들, 전문가, 시민사회그룹들

이 참여한다. 

  지방정부 정상회의는 회의결과를 토대로 생물다양성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담은 ‘선언

문’(개최도시명에서 따옴)을 채택하고, 당사국총회 각료급회의에 전달한다.

연도 생물다양성 세계지방정부 정상회의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결의문

2007년 

도시생물다양성회의 
(2007, 브라질, 쿠리치바)
 • 도시와 생물다양성에 관한 쿠리치바 선언문 채택
 • 도시와 생물다양성 글로벌 파트너십 구성
   (이후 생물다양성을 위한 지방행동 글로벌 파트너십

으로 개명)

2008년 

세계시장회의
(2008, 독일, 본) 
 • 당사국총회 기간 중에 개최, 세계시장이 참여하여 생

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상호협력 네트워크 조직 합의

결의문 IX/28
(제9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2008, 독일, 본)
 • 국가 생물다양성전략 이행에 도시와 지방정부의 중요성 

부각하며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공식표명

2010년 

도시생물다양성 정상회의
(제10차 당사국총회와 병행 개최)
 • ‘2011-2020 생물다양성을 위한 광역정부, 도시 및 기타 

지방정부의 이행계획’ 승인
 • 지방정부들,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지지 및 지역생물다

양성전략 개발 및 이행 촉구 

결의문 X/22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2010, 일본, 나고야)
 • ‘생물다양성을 위한 도시 및 지방정부 행동계획’ 채택

2012년 

시티포라이프 정상회의
(제11차 당사국총회와 병행 개최)
 • 생물다양성을 위한 도시 및 지방정부 행동계획 실행 

점검 및 평가
 • 지방정부대표들이 ‘아이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공약으로 약속하는 ‘하이데라바드선언’ 도출

결의문 Ⅺ/8
(제11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2012, 인도, 하이데
라바드)
 • 생물다양성 주요 당사자에 ‘지방정부’ 삽입하고, 지방

정부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 포함
 • 제10차 총회의 ‘아이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하는 등 지방정부 역할 더욱 부각 

2014년 

생물다양성 세계지방정부 정상회의
(제12차 당사국총회와 병행개최)
 •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생물다양성 의제
 • 지역 생물다양성전략 이행을 위한 지방정부와 국가 간의 

협력방안 논의 및 ‘강원/평창선언’ 채택

* 제3차 생물다양성협약 지방정부 자문위원회 개최
 - 일시 : 2014. 7.2~4
 - 장소 : 강원발전연구원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2014, 한국, 강원도 평창
 • ‘생물다양성전략 계획 및 목표(2011-2020)’ 점검 
 • 나고야의정서 이행체계 구축
 • 협약이행 증진을 위한 이행수단 강화



02

프로그램 



 2014 생물다양성 세계지방정부 정상회의

8

프로그램
 

 ∙ 10월 12일(일)

  생태문화탐방 *해외 참가자 대상

 ∙ 10월 13일(월)

 09:00~10:30 

세션1. 개회식 및 개회세션
사회 : Ms. Monika Zimmermann, 이클레이 사무부총장,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
 

v 개회 및 환영 인사
 • Dr. Braulio Ferreira de Souza Dias, 생물다양성협약사무국(SCBD) 사무총장 
 • 최문순, 대한민국 강원도 도지사
 • 정연만, 대한민국 환경부 차관
 • 김시성, 대한민국 강원도의회 의장
 • Mr. David Cadman, 이클레이 회장
v 깃발 전달
 • Mr. Bojjala Gopalal Krishna Reddy 인도 안드라 프라데쉬 산림부 장관
 • Mr. Sri Jogu Ramanna, 인도 텔랑가나 산림&환경부 장관
 • Mr. Mohammad Majid Hussain, 인도 하이데라바드시 시장
 • 최문순, 대한민국 강원도 도지사
 • 심재국, 대한민국 평창군 군수
v 정상회의의 안내: 회의 목적 및 개요, 장관급회의와의 연계
 • Ms. Shela Patrickson, 이클레이 도시생물다양성센터 전문위원
v CBD COP 12의 맥락에서의 지방정부 이행의 중요성
 • Mr. Andre Mader, 생물다양성협약사무국(SCBD) 지방정부 프로그램 담당관

10:30~11:00 휴 식

11:00~12:30 

세션2. 지속가능발전과 지방정부
좌장 : Mr. Andre Mader, 생물다양성협약사무국(SCBD) 지방정부 프로그램 담당관

v [주제발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그리고 생물다양성과 지방정부
 • Mr. Andrew Rudd, 유엔 해비타트(UN-Habitat) 도시계획 및 디자인 분과도시환경담당관
 • Prof. Thomas Elmqvist, 스톡홀름 대학 스톡홀름 회복력센터 교수
 • Dr. Cyriaque Sendashonga, 세계자연보전연맹 프로그램 및 정책 그룹국제 감독관
v [패널토론]글로벌 파트너십의 도시 및 지방정부 자문위원 토론
 • Mr. Mohammad Majid Hussain, 인도 하이데라바드시 시장
 • Mr. Reinhard Limbach, 독일 본 부시장
 • Ms. Marta Subirà i Roca, 스페인 카탈로니아 정부 환경정책국장
 • Ms. Claude Audet-Robitaille 캐나다 퀘벡 국제기구 및 글로벌 이슈 자문관
 • Mr. Paul Dale, 브라질 상파울루 주 환경사무국 기술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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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13:30 중 식

13:30~15:00 

세션3. 과학과 정책의 연계
좌장 : Mr. Russell Galt, 남아프리카 국립생물다양성연구소 생물다양성 정보관리국 프로젝트 담당관

v [회의결과보고] URBIO 회의의 전문가회의 결과 보고 
 • 김남춘 교수,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회장; 2014 URBIO 국제학술회의 조직위원장

 • Prof. Norbert Muller, 에르푸르트 응용과학대학 조경관리&복원생태학과 교수; URBIO 회장 

v [패널토론] 도시생물다양성 연구의 중요성과 과제

 • 제종길, 대한민국 안산시 시장

 • Prof. Thomas Elmqvist, 스톡홀름 회복력 센터(Stockholm Resilience Centre) 교수

 • Dr. Jose Puppim de Oliviera, 유엔대학고등학술연구소 (UNU-IAS) 교수

 • Dr. David Maddox, The Nature of Cities Forum 창립자; Urban Oikos 창립자

 • Mr. Donald Hobern,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 사무국장

15:00~15:30 휴 식

15:30~17:15 

v [발표] UN생물다양성 협약 청소년 총회 결과
 • 김이현, 이서연

세션4. 생물다양성 계획
좌장: Ms. Shela Patrickson, 이클레이 도시생물다양성센터 전문위원

v [패널토론] 생물다양성협약 실현을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전략과계획: NBSAP과 LBSAP
 • 조충훈, 대한민국 순천시 시장

 • Ms. Kadri Tillemann, 자연자본의 다층적 거버넌스에 관한 유럽연합 지역위원회 조사

위원; 에스토니아 케일라 시 의회 의장

 • Ms. Kelly Torck, 캐나다 환경부, 환경 캐나다, 국립생물다양성 정책 관리자

 • Ms. Jacqueline Kozak-Thiel, 미국 하와이 주 지속가능성 코디네이터

 • Mr. Steve Hounsell, 캐나다 온타리오 주 온타리오 생물다양성 의회 의장

 • Ms. Natasha Govender, 아프리카 환경계획 및 기후보호부 이텍퀴니 전문 생태학자 

 • Dr. Roberto Brandão Cavalcanti, 브라질 환경부 생물다양성&삼림과 책임자

v [발표] 강원도 생물다양성 전략과 이행계획 
 • 김덕래, 강원도 CBD COP12 지원단장

17:15~18:00

세션 5. 강원/평창선언
좌장: Ms. Monika Zimmermann, 이클레이 사무부총장

v 강원/평창선언문 초안 발표와 토론
 • Mr. Andre Mader, 생물다양성협약사무국 지방정부 프로그램 담당관

 • Ms. Shela Patrickson, 이클레이 도시생물다양성센터 전문위원

 • Ms. Chantal Van Ham, 세계자연보전연맹 지방당국 주력팀(focal point) 프로그램 담당관

 • Mr. Andrew Rudd, 유엔 해비타트 도시계획 및 디자인 분과, 도시환경 담당관 

 • 지방의제21

19:00~22:00 만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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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4일(화)

09:00~10:15 

세션 6. 생물다양성 이행 - 인간과 보전
좌장: Mr. Sunandan Tiwari, 이클레이 남아시아사무국 부국장

v [패널토론] 공공적·정치적 지원 확보방안: 인식증진, 생태관광 등 생물다양성 보전의 공동편익
 • 남광희, 대한민국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 이순선, 대한민국 인제군 군수
 • Mr. Masaru Horikami, 일본 환경부 생물다양성 주류화 사무국 국장
 • Ms. Nopasika Malta Qwathekana, 남아프리카 환경부 산하 세계 생물다양성 및 유산 

공동관리 CBD 기술 주력팀 수석정책 고문
 • Mr. Masao Hayakawa, 일본 나고야 환경국 환경계획부 생물다양성증진팀 공동팀장
 • Mr. Yoshikazu Naito, 일본 도쿄 자연환경과 녹색정책육성팀 팀장
 • Mr. Paul Baskcomb, 캐나다 온타리오 주 그레이터 서드베리시 개발부 부장 대리 

10:15~10:30 휴 식

10:30~12:00 

세션7. 녹색 창조 경제 - 경제와 보전
좌장: Ms. Chantal van Ham, 국제자연보호연합(IUCN) EU 프로그램 담당관

v [패널토론]
 a) 경제와 보전의 통합: 갈등 예방을 위한 방안
 b) 생물다양성 편익을 위한 재정 메커니즘: 녹색구매, 생태계서비스 비용 등
 • Mr. Han Qunli, 유네스코(UNESCO) 세계 생물권 보호구 생태자연과학 국장
 • Dr. Tanya Arbrahamse, 남아프리카 국립 생물다양성 연구소 소장
 • Dr. Katia Karousakis, OECD 환경국 기후 생물다양성 및 수자원과 생물다양성팀 팀장
 • Cllr Johannes van der Merwe,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에너지, 환경 및 공간계획 
   시장위원회 의원
 • Ms. Elsie Lefebvre, 캐나다 몬트리올 시 물, 환경, 지속가능발전 및 호수 위원회 의장 
 • Ms. Wan Ping, 중국 쓰촨성 자연환경보호국 국장
 • Dr. Pavan Sukhdev, UNEP 녹색경제 이니셔티브 특별고문

12:00~13:00 중 식 | 공식오찬: 대한민국 지방정부 정상 오찬간담회 |

13:00~14:15 

세션 8. Urban Nexus - 생물다양성 통합하기
좌장: Mr. David Cadman, 이클레이 회장

v [지방정부 정상 라운드테이블]
 - 지방정부 정상들이 말하는 생물다양성 주류화 방안 
 : 생물다양성과 거버넌스, 기후변화, 식량, 물, 도시계획 등 
 • 염태영, 대한민국 수원시 시장
 • Mr. Hideaki Omura, 일본 아이치 현 지사
 • Mr. Troy Pickard, 호주 준달럽시 시장
 • Mr. Mubarak Sserunga Munyagwa, 우간다 캄팔라 관할 카웸페시 시장
 • Mr. Alain Chabrolle, 프랑스 론-알프스 지방 정부 의회 부의장 
 • Mr. Makhaya Merriman Twabu, 남아프리카 음비자나 시장

14:15~14:45 

세션 9. 폐회식
사회: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

v 폐회식 및 강원/평창선언문 채택
 • 최문순, 대한민국 강원도 도지사
 • Ms. Amy Fraenkel, 생물다양성협약사무국(SCBD) 주류화, 파트너십, 파견교육팀 수석사무관
 • Mr. David Cadman, 이클레이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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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울리오 페레이라 데 소우자 디아즈 

생물다양성협약 사무총장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결의된 여러 의무와 목표를 이행할 책임은 당사국 뿐 

아니라 각 당사국의 도시를 포함한 지방정부에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도시 및 지방정부

는 생물다양성협약의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및 아이치 목표의 성공적 이행을 

지원해 줄 주요 조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14 생물다양성 세계지방정부 정상회의는 생물다양성에 관한 정책 결정에서 도

시 및 지방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할 것입니다. 더불어 

도시 및 지방정부가 지금까지 행한 주요 노력과 성과를 보여줄 기회도 제공할 것입니다.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과 이클레이(ICLEI)가 공동으로 조직하여 제9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2008년, 본)에서 처음 열린 이후로, 지금까지 당사국총회 기간에 맞춰 병행 

개최되고 있는 지방정부 정상회의는 올해로 제 4회를 맞이합니다. 이번 정상회의가 이

전의 회의들과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면, 다양한 세션에서 펼쳐질 토론에 모든 단위의 

정부 고위급 대표들이 참여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주제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생물다

양성이라는 이번 당사국 총회의 중차대한 주제와 궤를 같이 한다는 점입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지노 반 베긴 이클레이 사무총장과 함께, 평창에서 열리는 2014 

생물다양성 세계지방정부 정상회의에서 여러분을 맞이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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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강원도지사

강원도는 대한민국의 17개 광역시도의 하나로서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

다. 또한, 한반도 중앙부의 동측인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과 연

접해 있습니다. 또한, 총 면적은 16,873㎢로서 북쪽은 145km의 DMZ과 동쪽에는 

243km의 해안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곳곳에는 높은 산, 호수, 동해안 석호가 무수히 산재해 생태경관습지보호지

역(4개소) 국·도·군립공원(9개소) 등이 지정되어 생물다양성의 보고입니다. 강원도는 18

개 시군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환경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감축, 상수도 보급률 확대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

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에서 환경 분야 최대 규모의 정부 간 국제회의인 제12차 생

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리게 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총회는 193개 회원국, 국제기구, 글로벌 기업 등에서 약 2만 여명이 참가할 것으

로 예상되어, 강원의 생태환경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은 물론 강원도민의 역량을 보여

줄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기간 중에 개최되는 생물다양성 세계지방정부 정

상회의는 강원도가 주도하여 세계 지방정부 정상들이 모여 생물다양성에 대한 지방정

부의 역할을 논의하고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매우 뜻 깊은 회의가 될 것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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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만

환경부차관

하늘이 높고 만물이 풍성한 이 가을 아름다운 강원도 평창에서 “제3차 생물다양성 세

계지방정부 정상회의”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010년, 세계는 일본 나고야에서 생물다양성 이용에 따른 이익의 공유를 위하여 나고

야의정서를 채택하고, 2020년까지 달성해야할 10개년 목표로서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2011-2020(아이치 목표)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는 10월 12일 어제, 나고야의정서의 발효와 함

께 아이치 목표 이행을 중간 점검하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지난 10월 6일, CBD COP12 개막식 날에는 전 세계의 아이치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제4차 지구 생물다양성 전망 보고서(GBO-4)’가 발간되었습니다.

GBO-4 보고서에 따르면 20개 아이치 목표 달성에 상당한 진척이 있으나, ‘20년까지 서

식지 파괴 등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세계 각국들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망은 그다지 밝지 못한 실정인 것 입니다.

이 회의는 지구적 생물다양성 증진이라는 아이치 목표달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실천과 

협력을 강화하고, 각국 지방정부의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생물이 살아 숨 쉬는 지속가능한 도시”라는 슬로건으로, “강원/평창선언문”이 논의되고 

지방정부의 생물다양성 추진 의지를 당사국 총회의 고위급회의(HLS)에 전달하는 중요한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세계지방정부 정상회의에서 생물다양성협약 이행과 실천을 위한 전 세계 지방정

부의 생각과 의지의 결정체인 “강원/평창선언문”이 채택되기를 기대합니다.



03. 인사말

15

국제사회가 국제협약을 채택하고, 중앙정부가 국가전략을 수립한다 할지라도, 지방정부

들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 달성은 

요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국제사회,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하나의 톱니바퀴가 되어 힘을 모아 함께 실

천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중앙과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생물다양성관리

계약*,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등 생물다양성 보전활동을 하고 있으며, 

  * 겨울 철새보호 목적, `02～, 현재 24개 지자체 참여

  **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목적, `06～, 강원도 등 11개소

토착 생태계를 위협하는 뉴트리아, 배스 등 외래생물 관리․조절사업도 공동으로 수행하

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생물다양성 보전 우수 실천사례를 소개하면 먼저, 남부지방

에 위치한 순천시입니다.

순천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연안습지인 순천만 갈대습지에 대한 개발압력이 컸지만, 

이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잘 가꾸고 활용하여 연간 200만 명 이상이 찾는 

생태관광 명소를 만들었습니다.

  * 순천만: 습지보호구역(`03), 람사르습지(`06), 국가명승지(`08) 등록

이로 인해 순천시는 1조원 이상의 지역경제 유발효과, 1만 3천명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의 이미지도 크게 개선하는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회의장과 인접한 강릉시의 사례입니다. 강릉시는 쌀 생산을 위해 논으

로 변해버린 경포호 주변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경포 가시연 습지’ 수생태계를 성공적

으로 복원하였습니다.

반세기동안 구전으로만 전해오던 멸종위기종 Ⅱ급인 가시연꽃을 다시 꽃피울 수 있었

던 것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전문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와 지속적인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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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수립한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첫 번째 목표로 “생물

다양성의 주류화”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와 지방계획에도 생물다양

성 전략을 반영하고, 지방정부와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정부도 강원도 등 지방정부와 손잡고 이번 세계지방정부 정상회

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전 지구적 차원의 아이치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

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회의를 준비하신 행사 관계자분들과 특히 멀리 해외에서 오신 외빈과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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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 반 베긴

이클레이 사무총장

“생물다양성, 그것은 10억년 진화해 온 생명의 조합이다. 그것은 악천후를 견뎌오며 이겨내는 

힘을 유전자 속에 통합시켰으며 인류를 탄생시킨 세상을 창조했다. 그것은 세상을 지속시키는 

힘이다.” E. O. 윌슨의 말입니다.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생활, 경제, 문화적 정체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실제로 생물다

양성 보전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기존세대의 성공과 복지를 미래세대까지 ‘유지’해 줄 

기본토대 중 하나입니다.

이클레이(ICLEI) -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는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SCBD)과 주최 

측인 대한민국 강원도와 더불어,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지지를 위해 생물다양성 

세계지방정부 정상회의(10월 12일-14일)를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자긍심을 느낍

니다.

 

지난 수십 년 간 도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기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은 점차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도시 거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

해 생물다양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고양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도시 및 지방정부의 

현명하고 전략적인 생물다양성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 관리

에 대한 사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이 연구들은 극심한 기상사태에 대응하는 회복력 증강에

서부터 천연자원, 신선한 공기, 깨끗한 물 제공 등 일상의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가 지방정부에 제공하는 혜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열리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2)의 주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물다양성”입니다. 따라서 당사국총회와 병행 개최되는 이번 생물다양성 세계지방정부 

정상회의는 녹색경제와 생물다양성협약의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및 아이치 목표 

이행에 있어서의 지방정부의 귀중한 성과와 기여를 집중 조명할 것입니다.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 대표, 그리고 그들의 파트너 등 수백 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생물

다양성 세계지방정부 정상회의는 또한 이전에 열렸던 정상회의와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들(CBD COPs)의 획기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 관리 강화를 위해 

참여자 간 다층적 협력을 증진시킬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강원도에서 개최되는 생물다양성 세계지방정부 정상회의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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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1 : 개회식 및 개회세션

2014년 10월 13일 (월) 09:00∼10:30

| 목적
정상회의의 목적 및 개요, 진행일정에 대해 소개하며,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와 
연계되는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 세계 주요 참석인사들의 환영사와 전차대회 주
최국으로부터의 깃발 전달식도 진행된다. 또한 정상회의 폐회식에서 채택될 강원/평창 선언
문의 개요를 발표하고, 회의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대해 안내한다.
 

| 기대성과
참석자들은 정상회의 목적, 목표, 세션 주제 등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정상회의 
기간 동안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고, 성과를 제시할 것이다.
 

| 논의내용
생물다양성 정상회의의 목표와 목적은 무엇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강원/평창선언문은 어떻게 작성되는가? 
 

| 진행
• 사회 : Ms. Monika Zimmermann, 이클레이 사무부총장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
개회및환영인사
• Dr. Braulio Ferreira de Souza Dias, 생물다양성협약사무국 사무총장(SCBD) 
• 최문순, 대한민국 강원도 도지사
• 정연만, 대한민국 환경부 차관
• 김시성, 대한민국 강원도의회 의장
• Mr. David Cadman, 이클레이 회장
깃발전달
• Mr. Bojjala Gopalal Krishna Reddy 인도 안드라 프라데쉬 산림부 장관
• Mr. Sri Jogu Ramanna, 인도 텔랑가나 산림&환경부 장관
• Mr. Mohammad Majid Hussain, 인도 하이데라바드시 시장
• 최문순, 대한민국 강원도 도지사
• 심재국, 대한민국 평창군 군수
정상회의의안내 : 회의목적, 회의소개, 장관급회의와의 연계
• Ms. Shela Patrickson, 이클레이 도시생물다양성센터 전문위원
CBD COP 12의 맥락에서의 지방정부 이행의 중요성
• Mr. Andre Mader, 생물다양성협약사무국(SCBD) 지방정부 프로그램 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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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소개

Ms. Monika Zimmermann
이클레이 사무부총장
 
모니카 짐머만은 2013년 1월 이클레이 사무부총장직을 맡게 되었고, 현재 
독일 본에 있는 이클레이 세계 본부에서 활동한다.
 
본에서 CBD COP 9와 병행 개최된 시장정상회의(Mayors Summit)를 조직
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후 CBD COP의 부대행사인 지방정부 정상회의 준비
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이클레이 프로그램 포트폴리오에 생물다
양성을 위한 지역실천 사업(LAB)프로그램을 통합시키는데 기여했다.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
 
박연희 소장은 필리핀 국립 대학교에서 지역사회 개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녀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소장이자 CBD COP 12 강원도 지원단 자문위
원이다. 수원 생태교통 국제 페스티벌(유엔 해비타트, 이클레이, 수원시 공
동 주관) 사무국장, 한국 지속가능발전센터 센터장,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기획국장을 역임했다.
 
지방정부와의 협력사업, 시민사회의 국제적 협력, 도시 및 지방정부의 지속
가능 발전 운동의 사회적 확산 등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Dr. Braulio Ferreira de Souza Dias
생물다양성협약사무국(SCBD) 사무총장
 
브라울리오 페레이라 드 소우자 디아즈 사무총장은 유엔 생물다양성 십년 
선포의 해이자 생물다양성 2011-2020 전략계획 이행 첫 해에 생물다양성 
협약 사무국에 합류했다. 
그는 브라질리아 대학에서 생물과학 전공 학사학위를 받았고, 이후 1981년 
에딘버러 대학교에서 동물학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가적 차원에서뿐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 30여 년간 생물다양성에 관한 
학술 연구 및 정책 이행에 기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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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대한민국 강원도 도지사 
 
서울대학교에서 영어영문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011년부터 강원도정을 이끌고 있으며, MBC대표이사, 한국방송협회 회장, 
제18대 국회의원, 민주당 2018 평창 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위 위원 등을 역
임하였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등을 통한 
강원도의 브랜드가치 상승 및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연만
대한민국 환경부 차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위스콘신매디슨대
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등을 거쳐 동아대 환경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통일부를 거쳐 1988년부터 환경부에서 일을 시작했다. 1996년 환경부 대기
관리과장을 거쳐 자연보전국장, 수질관리국장 등을 지냈고, 2007년에는 금
강유역환경청 청장을, 2008년 환경부 자연보전국장과 2011년 기획조정실장
을 역임하였다. 

김시성
대한민국 강원도의회 의장
 
관동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였다.
 
2006년부터 강원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제9대 전반기 강
원도의회 의장직을 맡고 있다. 국회 정책 보좌관, 제8대 전반기 의회운영위
원회 위원장, 제8대 후반기 강원도의회 부의장 등을 역임하였다.
 
도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생활정치를 실천하고, 도정이 바르게 집행
되도록 강력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며, 현실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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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David Cadman
이클레이 회장
 
데이비드 캐드먼은 이클레이 회장이자 기후변화 세계 시장의회 의원이다.
 
그는 미국 테네시 사우스 대학교를 졸업했고, 제네바에서 학제 간 국제개발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클레이 회장인 캐드먼은 유엔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그리고 유엔 기후협
약과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세계 지방정부를 대표해 왔다.

Mr. Bojjala Gopala Krishna Reddy
인도 안드라 프라데쉬 산림부 장관
 
보잘라 장관은 원래 농업에 종사하며, 안드라 프라데쉬의 치토르 지역의 원
로 정치인이다. 

정보기술 장관 등 다양한 직책을 역임하였다.

Mr. Sri Jogu Ramanna
인도 텔랑가나 산림&환경부 장관
 
조구 라마나 장관은 아딜라바드 구역과 텔랑가나 주 전 지역의 산림 및 환
경 부문을 개발하고 강화하는 사업을 담당한다. 
 
그는 2009년 입법의회 의원(MLA)으로 선출되어 해당 지역의 종합개발, 부
서별 자금 승인, 관개사업 시행 등 다양한 문제에 관여했다. 
 
2014년 그는 재선의원으로 당선되었고, 산림&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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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Mohammad Majid Hussain
인도 하이데라바드시 시장

모하메드 마지드 후사인 시장은 하이데라바드 오스마니아 대학교 안와르 
울 울름 단과대(Anwar-Ul-Uloom College, Osmania University)에서 컴퓨터 
응용학을 전공했다.

2012년 하이데라바드 시장으로 임명된 그는 인도 역사상 최연소 시장이다.  
MIM(마즈리스에 이테합둘 무슬리민) 당 의원인 그는 2009년 아메드 나가
르(Ahmed Nagar division) 시 자치 운영위원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심재국
대한민국 평창군 군수
 
강릉관동대학교 국제통상학과를 졸업하였으며 동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
위를 받았다.
 
현재 민선6기 평창군수이며, 제4대 평창군의회 부의장, 제5대 평창군의회 
의장, 강원도 시·군의장단협의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도시의 군수로서 “도약하는 평창 함께 웃는 군
민”이라는 슬로건 아래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와 군의 균형개발을 통한 지
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Ms. Shela Patrickson
이클레이 도시생물다양성센터 전문위원 
 
쉴라 패트릭슨은 이클레이 세계 도시 생물 다양성 센터에서 여러 관련 프
로그램 및 프로젝트와 생물다양성을 위한 이클레이 지원활동 등을 관리한
다. 그녀는 2008년부터 이클레이 기술팀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대학에서 식물학/환경과학을 전공했
고 이후 미국 유타 주립대학에서 환경과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04. 세션 1 : 개회식 및 개회세션

25

Mr. Andre Mader
생물다양성협약사무국(SCBD) 지방정부 프로그램 담당관 

안드레 마데는 2006년부터 이클레이 도시 생물다양성 센터에서 근무했다. 
2011년 그는 CBD사무국으로 파견되어 현재 4년 간 지방정부와 생물다양성
을 위한 사무국 프로그램 행정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케이프 타운 대학에서 보전생물학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자연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는, 현재 지방정부 차
원의 CBD 이행과 생물다양성 학술-정책 간 연계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
로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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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2 : 지속가능발전과 지방정부

2014년 10월 13일 (월) 11:00∼12:30

| 목적
생물다양성협약과 ‘포스트 2015 발전 의제(Post-2015 Development Agenda)’ 이행을 위해 

지방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사례들을 제시한다.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 수립을 위한 진행

상황- 특히 도시의 SDG를 중심으로-을 알아본다. 생물다양성을 위한 지방행동 글로벌 파트

너십(Global Partnership on Local and Sub-national Action for Biodiversity) 부속 도시자문

위원회와 지방정부 자문위원회 대표들은 중앙정부의 지원과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이행을 

위한 실천행동 사례들을 소개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한다.

  

| 기대성과
참가자들은 생물다양성협약과 ‘포스트 2015 발전 의제’를 위해 지방정부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것이다. 참가자들은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에 대한 정보를 얻고, 

국제적 차원에서의 지방정부 역할에 대한 이해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 논의내용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란 무엇인가? 도시 생물다양성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지방정부가 포스트 2015 개발의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생물다양성을 위한 지방행동 글로벌 파트너십이란 무엇인가? 

당사국의 CBD 전략계획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 진행
• 좌장 : Mr. Andre Mader, 생물다양성협약사무국(SCBD) 지방정부 프로그램 담당관

[주제 발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그리고 생물다양성과 지방정부 

• Mr. Andrew Rudd, 유엔 해비타트(UN-Habitat) 도시계획 및 디자인 분과, 도시환경 담당관

• Prof. Thomas Elmqvist, 스톡홀름대학 스톡홀름회복력센터 교수

• Dr. Cyriaque Sendashonga, 세계자연보전연맹 프로그램 및 정책 그룹, 국제 감독관

[패널토론] 글로벌 파트너십의 도시 및 지방정부 자문위원 토론

• Mr. Mohammad Majid Hussain, 인도 하이데라바드시 시장

• Mr. Reinhard Limbach, 독일 본 부시장

• Ms. Marta Subirà i Roca, 스페인 카탈로니아 정부 환경정책국장

• Ms. Claude Audet-Robitaille 캐나다 퀘벡 국제기구 및 글로벌 이슈 자문관

• Mr. Paul Dale, 브라질 상파울루 주 환경사무국 기술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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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소개

Mr. Andre Mader
생물다양성협약사무국(SCBD) 지방정부 프로그램 담당관 

안드레 마데는 2006년부터 이클레이 도시 생물다양성 센터에서 근무했다. 
2011년 그는 CBD사무국으로 파견되어 현재 4년 간 지방정부와 생물다양성
을 위한 사무국 프로그램 행정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케이프 타운 대학에서 보전생물학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자연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는, 현재 지방정부 차
원의 CBD 이행과 생물다양성 학술-정책 간 연계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
로 담당하고 있다.  

Mr. Andrew Rudd
유엔 해비타트(UN-Habitat) 도시계획 및 디자인 분과, 도시환경담당관

앤드류 러드는 유엔 해비타트 도시 환경담당관이다. 그는 5년간 몸담았던 
나이로비에 있는 도시 계획 및 디자인 분과(Urban Planning & Design 
Branch)에서 뉴욕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포스트 2015 개발의제(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 포함)를 위한 실
질적 지원을 주도하며, 도시 난개발, 경관연계 및 도시 습지 등과 관련된 
규범적인 시범 사업을 관리한다. 
앤드류 환경담당관은 또한 도시생물다양성 전망보고서 주요 필진이었고, 컬
럼비아 건축 대학원의 객원 비평가이자 뉴욕대학의 Schack 연구소 객원초
청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Prof. Thomas Elmqvist
스톡홀름 대학 스톡홀름 회복력센터 교수

토마스 엘름퀴비스트는 스톡홀름 대학교 자연자원경영학과 교수이다. 그는 
생태계 서비스, 토지이용변화, 자연적 교란(natural disturbances), 그리고 사
회제도를 포함한 회복력 요소를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그는 스톡홀름 회복력 센터에서 주요 학제 간 연구방식으로 세계 12개 도
시가 참여하는 가운데 도시경관에 있어서의 생태계 서비스 거버넌스 및 관
리를 집중 비교연구하고 있다.
그는 천년 생태계 평가(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보고서 작업에
도 참여했으며, 아프리카 몇몇 다학제(multidisciplinary) 프로젝트의 연구책
임자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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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Cyriaque Sendashonga
세계자연보전연맹 프로그램 및 정책 그룹, 자문관

시리아퀴 니쿠제 센다숑아는 세계자연보전연맹 정책&프로그램 그룹 국제 감
독관이다.
 
르완다 계 캐나다인인 시리는 생물학자로 브뤼셀 프리 대학교(Free University 
of Brussels)에서 동물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녀는 세계 산림연구센터(CIFOR) 중앙 아프리카 지역사무소 지역 코디네
이터, 생물다양성 협약(CBD) 사무국 바이오 안전 프로그램 총책임자, 유엔 
환경프로그램(UNEP) 생물다양성 주력팀 수석프로그램담당관, 나이로비 국
제축산연구소(ILRI) 선임연구원 등을 역임했다. 

Mr. Mohammad Majid Hussain
인도 하이데라바드시 시장

모하메드 마지드 후사인 시장은 하이데라바드 오스마니아 대학교 안와르 
울 울름 단과대(Anwar-Ul-Uloom College, Osmania University)에서 컴퓨터 
응용학을 전공했다.

2012년 하이데라바드 시장으로 임명된 그는 인도 역사상 최연소 시장이다.  
MIM(마즈리스 에 이테합둘 무슬리민) 당 의원인 그는 2009년 아메드 나가
르(Ahmed Nagar division) 시 자치 운영위원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Mr. Reinhard Limbach
독일 본 부시장

라인하르트 림바크는 기독교민주동맹당(Christian Democratic Union) 의원
(1984년~)이자 본 시의회 의원(2005년~)이다. 그는 2014년 7월 본 부시장에 
당선되었다.
라인하르트는 본 출신으로 1983년부터 부동산 부문에서 경력을 쌓았고 
1994년 부동산 회사를 직접 설립했다. 
그는 도시 계획, 경제, 재정, 시설관리 영역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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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Marta Subirà i Roca
스페인 카탈로니아 정부 환경정책국장

마리타 수비라 이 로카는 카탈로니아 정부 환경정책 총 감독관으로, 폼페이 
파브라 대학교(Pompeu Fabra University)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그녀는 도시공간의 혼잡에 일대혁신을 주도한 도시로 유명한 
산쿠가트델바예스(Sant Cugat del Vallès) 부시장으로, 12년 간 환경, 교통, 
소통 및 시민의식을 위해 힘썼다. 그녀는 또한 2003-2007년 산쿠가트 전략 
관리, 경제개발 및 정보사회 연구소(Institute of Strategic Management, 
Economic Development and Information Society of Sant Cugat)에서 
부소장을 역임했다. 

Ms. Claude Audet-Robitaille 
캐나다 퀘벡 국제기구 및 글로벌 이슈 자문관

클로드 오딧-로비테일은 2008년부터 퀘벡 국제관계부(Quebec's minist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Francophonie)에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발
전에 관해 자문을 맡고 있다.
그녀는 석사과정에서 중앙아메리카의 생물다양성 협약 이행에 관해 집중 

연구했다. 

Mr. Paul Dale
브라질 상파울루 주 환경사무국 기술 고문

폴 데일은 1993년부터 상파울루 주 환경사무국에서 재직하고 있다.
 
그는 비코사 연방 대학교(Viçosa Federal University)에서 농업경제학을 전공
했다. COI-UNESCO와 상파울루 대학교의 해안 및 해양 지역 통합관리에 관
한 공동연구에 참여했으며, 동 대학교에서 환경과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IUCN 보호지역 위원회(IUCN´s Commission on Protected Areas) 전임 
회장이었으며, 현재 의원으로 여전히 활동하며 대서양 연안숲 생물권 보호
지역 협의회(National Council of the Mata Atlantica Biosphere Reserve) 
회장에게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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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3 : 과학과 정책의 연계

2014년 10월 13일 (월) 13:30~15:00

| 목적
효율적인 도시 생물다양성 관리와 CBD 이행을 위한 연구의 중요성을 집중 조명한다. 또한 

권위 있는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연구의제와 정책과의 연계 사례를 제시하고, 나아가 지

방정부와 연구자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모색한다.

 

| 기대성과
연구자와 지방정부 간 대화의 장이 확대된다. 참가자들, 특히 지방정부 대표들은 도시 생물

다양성 관리에 있어 학술 연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적합한 학술연구를 정책에 활용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연구자들은 도시 및 지방정부가 어떤 문제에 대해 학술적 정보를 필

요로 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 논의내용
학술연구와 정책간 격차, 그리고 연구자 및 정책결정자간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지방정부가 생물다양성 정책과 연계된 학술연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역으로, 

학술연구가 지방정부의 정책수립에 적합하고 적용 가능한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가?

세계 도시 생물다양성 연구의제는 무엇이며, 2014 도시 생물다양성 디자인(URBIO) 국제 학

술회의의 성과는 무엇이었는가?

 

| 진행
• 좌장 : Mr. Russell Galt. 남아프리카 국립생물다양성연구소 생물다양성 정보관리국 프로젝트 담당관

[회의 결과보고] URBIO 회의의 전문가회의 결과 보고 
• 김남춘 교수,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회장; 2014 URBIO 국제학술회의 조직위원장

• Prof. Norbert Muller, 에르푸르트 응용과학대학 조경관리&복원생태학과 교수; URBIO 회장 

[패널토론] 도시생물다양성 연구의 중요성과 과제

• 제종길, 대한민국 안산시 시장

• Prof. Thomas Elmqvist, 스톡홀름 회복력 센터(Stockholm Resilience Centre) 교수

• Dr. Jose Puppim de Oliviera, 유엔대학고등학술연구소 (UNU-IAS) 교수

• Dr. David Maddox, The Nature of Cities Forum 창립자; Urban Oikos 창립자

• Mr. Donald Hobern,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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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소개

Mr. Russell Galt
남아프리카 국립생물다양성연구소 생물다양성 정보관리국 프로젝트 담당관
 
러셀 갈트는 SANBI 프로젝트 코디네이터이다. 
그는 정책에 적합한 생물다양성 데이터 수집을 위해 아프리카 정부와 학술
연구소 협력 네트워크를 조직한다. 그는 학부에서 생태과학을 전공(BSC)했
고 자연자원법 전공 법학사(LLM) 학위 소지자이다. 
러셀은 엑시옴 벤처 캐피탈(Axiom Venture Capital), 이클레이, 세계자연보
전연맹(IUCN)에서 활동했다. 그는 현재 도시 보호수(heritage tree)에 관한 
저서를 집필하고 있다.

김남춘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회장; 2014 URBIO 국제학술회의 조직위원장 
 
서울대학교에서 조경학을 전공하고, 조경학석사와 농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단국대학교 녹지조경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도시생물다양성 포럼의 위원장과 2014도시생물다양성
과 디자인(URBIO)한국총회의 준비위원장을 맞고 있다. 
10/9~11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도시와 물 : 보전, 복원, 생물다양성”
을 주제로 하는 제4차 URBIO 총회에서는 도시생물다양성관련 연구 및 정
책, 기술에 대한 300편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고, 도출된 결과는 ICLEI를 
통해 “Biodiversity Summit”에 제시될 예정이다. 

Prof. Norber Muller
에르푸르트 응용과학대학 조경관리&복원생태학과 교수; URBIO 회장
 
노베르트 뮐러는 식물 생태학자(vegetation ecologist)이자 독일 에르푸르트 
응용과학대학교 조경관리·복원생태학과 교수이다. 그의 주요 연구 분야는 
도시와 하천지역의 조경에 특히 중점을 둔 생물다양성과 보전생물학이다.
독일뿐 아니라 일본의 대학에서도 활동한 뮐러 교수는 대학 강단에 서기 
전 독일의 한 지방소도시 정부에서 15년 간 생물다양성 연구와 자연보전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2008년 그는 도시 생물다양성 & 디자인 국제학술네트워크(URBIO)를 창립
했다. 이 네트워크는 CBD 시장그룹(Mayor Group)인 “지방당국(Local Authorities)”
의 학술 협력 기관이며 현재 60여 개국의 연구자와 실무자 1000여명이 참여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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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종길 
대한민국 안산시 시장
 
서울대학교에서 이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기도 안산시장이며, 2014 제 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강원
도자문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도시와 자연  연구소 소장, 한국생태관광협
회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제17대 국회의원, 한양대 겸임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안산시를 사람이 최우선인 안전한 생명도시, 시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공
정한 도시, 세계적인 환경ㆍ문화 생태도시, 시민이 살기 좋은 일자리ㆍ복지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Prof. Thomas Elmqvist
스톡홀름 대학 스톡홀름 회복력센터 교수

토마스 엘름퀴비스트는 스톡홀름 대학교 자연자원경영학과 교수이다. 그는 
생태계 서비스, 토지이용변화, 자연적 교란(natural disturbances), 그리고 사
회제도를 포함한 회복력 요소를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그는 스톡홀름 회복력 센터에서 주요 학제 간 연구방식으로 세계 12개 도
시가 참여하는 가운데 도시경관에 있어서의 생태계 서비스 거버넌스 및 관
리를 집중 비교연구하고 있다.
그는 천년 생태계 평가(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보고서 작업에
도 참여했으며, 아프리카 몇몇 다학제(multidisciplinary) 프로젝트의 연구책
임자이기도 했다.

Dr. Jose Puppim de Oliviera
유엔대학고등학술연구소 (UNU-IAS) 교수
 
호세 A. 퍼핌 드 올리베이라는 일본에 있는 UNU-IAS 수석연구원이다.
 
호세 연구원은 브라질 항공기술대학(Aeronautics Technological Institute)에
서 공학을 전공했고, 일본 홋카이도 대학교에서 지역계획(Regional Planning) 
연구로 석사과정을 마쳤으며,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에서 박사학위
를 받았다.  
 
그는 수준별 거버넌스, 제도 구축, 정책이행 등의 유형을 연구하고 국제정
책이 어떻게 지역정책 이행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보는데 관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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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David Maddox
The Nature of Cities Forum 창립자; Urban Oikos 창립자
 
데이비드 매독스는  네이처 오브 시티(Nature of Cities) 창립자이자 편집인
이며, 어번 오이코스 파트너즈 회장이다. 도시경관에 적합한 사회생태 시스
템의 설계·관리에 유용한 지식을 발전시키고 전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는 코넬 대학교에서 생태학과 진화생물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부전공으로 
통계학을 공부했다. 현재 뉴욕에 거주한다.   
 
데이비드 회장은 도시 회복력을 강화하고, 생태계 서비스를 인류복지와 생
계활동에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면서 도시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

Mr. Donald Hobern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 사무국장
 
도널드 호번은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 사무국장으로, 세계 57개국과 
여러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는 세계 생물다양성 데이터 공유 네트워크의 
활동을 조정하는 일을 맡고 있다. 
 
그는 25년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과 생물다양성 정보과학 분야에 몸담았다.  
 
자연사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 그는 조류조사연구에 참여할 뿐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호주 나방을 포함하여 여러 곤충을 사진에 담는 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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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4 : 생물다양성 계획

2014년 10월 13일 (월) 15:30∼17:15

| 목적
생물다양성협약 전략계획(Strategic Plan of the CBD)을 이행하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의 공동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수립 시 정부간 

연계 및 협의를 모색하기 위해 최근 시행된 연구가 사례연구로 참조된다. CBD COP12 주최 

측인 강원도의 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LBSAP)도 집중 조명된다.

 

| 기대성과
참가자들은 생물다양성협약 이행 계획 수립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공동 협력하는지 이해하고,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는다.

 

| 논의내용
중앙/지방정부가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을 위해 다층적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

엇인가? 이와 관련한 기존의 혁신적 사례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강원도 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LBSAP)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강원도는 생물

다양성협약 이행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 진행
• 좌장 : Ms. Shela Patrickson, 이클레이 도시생물다양성센터 전문위원

[패널토론] 생물다양성협약 실현을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 전략과 계획 (NBSAP과 LBSAP)

• 조충훈, 대한민국 순천시 시장

• Ms. Kadri Tillemann, 자연자본의 다층적 거버넌스에 관한 유럽연합 지역위원회 조사위원; 

에스토니아 케일라 시 의회 의장 

• Ms. Kelly Torck, 캐나다 환경부, 환경 캐나다, 국립생물다양성 정책 관리자

• Ms. Jacqueline Kozak-Thiel, 미국 하와이 주 지속가능성 코디네이터

• Mr. Steve Hounsell, 캐나다 온타리오 주 온타리오 생물다양성 의회 의장

• Ms. Natasha Govender, 아프리카 환경계획 및 기후보호부 이텍퀴니 전문 생태학자 

• Dr. Roberto Brandão Cavalcanti, 브라질 환경부 생물다양성 & 삼림과 책임자

[발표] 강원도 생물다양성전략과 이행계획 
• 김덕래, 강원도 CBD COP 12 지원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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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소개

Ms. Shela Patrickson
이클레이 도시생물다양성센터 전문위원 
 
쉴라 패트릭슨은 이클레이 세계 도시 생물 다양성 센터에서 여러 관련 프
로그램 및 프로젝트와 생물다양성을 위한 이클레이 지원활동 등을 관리한
다. 그녀는 2008년부터 이클레이 기술팀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대학에서 식물학/환경과학을 전공했
고 이후 미국 유타 주립대학에서 환경과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조충훈
대한민국 순천시 시장 
 
중앙대학교에서 행정대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민선6기 제8대 순천시장이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다. 한국청년회의소 40대 중앙회장, 
새시대 새정치 연합청년회 중앙부회장, 새천년민주당 총재특보, 
민선 4대ㆍ7대 순천시장을 역임하였다 
 
대한민국 생태수도라는 비전을 가지고 문화와 생태를 바탕으로 시민의 삶
의 질이 보장된 살기 좋은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Ms. Kadri Tillemann
자연자본의 다층적 거버넌스에 관한 유럽연합 지역위원회 조사위원; 에스토니아 
케일라 시 의회 의장 
 
카드리 틸레만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유럽연합(EU) 지역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EU 생물다양성 전략 2020 홍보와 세계 아
이치 목표 이행을 위한 다층적 거버넌스 전망에 관한 지역 위원회의 의견
을 조사하는 조사위원을 역임했다.
그녀는 환경과학 석사 학위자이고 박사과정 중에 있다. 그녀는 생물다양성
과 녹색 기반시설 문제를 집중 연구하고 있다.
그녀는 2001년부터 에스토니아의 지방도시 케일라(Keila Rural Municipality)
에서 토지이용 고문에서 시장까지 다양한 직위를 거치면서 지속 가능한 지
역발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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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Kelly Torck
캐나다 환경부, 환경 캐나다, 국립생물다양성 정책 관리자
 
켈리 톨크는 현재 캐나다 환경부 산하 캐나다 야생생물 서비스(Canadian 
Wildlife Service)의 국가 생물다양성 정책 관리자이다. 환경부에서 일한 지 
거의 25년 되었다. 
2007년부터 그녀는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관련 프로그램 및 전략에 집중하
면서, 캐나다 내 생물다양성 협약 이행을 지원하고 있다. 
켈리는 또한 연방-주-지역 생물다양성 실무그룹(federal-provincial-territorial 
Biodiversity Working Group)의 공동의장이다.

Ms. Jacqueline Kozak-Thiel
미국 하와이 주 지속가능성 코디네이터 

재클린 코작-씨엘은 하와이 주 최초 지속가능성 코디네이터이다.
 
코작-씨엘은 하와이 대학 이스트웨스트 센터 선임연구원으로 지속가능성 
계획 이행에 초점을 맞춘 도시 및 지역 계획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지속가능성 코디네이터이자 하와이 녹색 성장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member of Hawaii Green Growth) 의원인 코작-씨엘은 9월 작은 섬 개발도
상국에 관한 유엔 회의(UN Conference on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에서 발표, 채택된 알로하 계획(Aloha+Challenge)의 출범에 일조했다. 

Mr. Steve Hounsell
캐나다 온타리오 주 온타리오 생물다양성 의회 의장 

스티브 하운셀은 온타리오 생물다양성 의회 의장이자, 온타리오 산림청장
(President and Chair of Forests Ontario)이며, 캐나다 기업&생물다양성 협
의회(Canadian Business and Biodiversity Council)와 알곤킨 족과 애디론댁 
족 협력기구(Algonquin to Adirondacks Collaborative) 책임자이다.
그는 전직 생물학자로 온타리오 발전소와 온타리오 수력발전소에서 생물다
양성 프로그램을 관리했다.
 
스티브 의장은 비영리단체인 온타리오 네이처(Ontario Nature)와 내추럴 스
텝 캐나다(Natural Step Canada)에서 각각 회장(president)과 이사(director)

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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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Natasha Govender
아프리카 환경계획 및 기후보호부 이텍퀴니 전문 생태학자
 
나타샤는 약 6년간 지방정부에서 환경전문가로 활동하며 생물다양성 계획 
및 현장 보전 이행과 관련하여 경력을 쌓았다. 
 
그녀는 광역자치정부인 이텍퀴니에서 인턴으로 실습하는 동안 크와줄루 나
탈 대학교 (University of KwaZulu Natal)에서 해양생태학 전공으로 석사학
위를 받았다. 
 
나타샤 더반 기후변화전략 생물다양성 전문가는 어떻게 더반 같은 도시들
이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앞장설 수 있는지 입증하는데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다. 

Dr. Roberto Cavalcanti
브라질 환경부 생물다양성&삼림과 책임자
 
로베르토 카발칸티는 브라질 환경부 산하 생물다양성&삼림과 책임자이다. 
몬트리올 맥길 대학교에서 생물학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현재 브라질리아 
대학교 동물학과 교수이기도 하다. 
 
그는 생태학, 보전, 생물다양성, 조류학, 브라질 생태계, 지속가능성 등 다양
한 주제로 다수의 학술논문을 발표하고, 저서를 집필하고, 대중적인 기사도 
쓰면서 국내외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김덕래
강원도 CBD COP 12 지원단장
 
강원대학교에서 행정대학 석사를 받았다.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강원도지원단장이며 녹색자원국장을 맡
고 있다. 강원도국제스포츠위원회 홍보부장, 강릉시 부시장,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등을 역임하였다.
 
강원도의 환경, 산림, 에너지 분야 최고 책임자이며, 강원도민들의 삶의 질
을 높이는데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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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5 : 강원/평창선언

2014년 10월 13일 (월) 17:15∼18:00

| 목적
강원/평창선언문 내용을 공유하고, 상호의견을 교환한다. 이번 강원/평창선언문 초안은 정상

회의에 앞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효과적인 CBD 이행 촉진에 관해 세계 지방정부들의 의

견을 수렴하여 작성되었다. 이번 선언문 초안에는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 정부 간 상호지

원과 공동협력이 필요한 영역, ‘생물다양성을 위한 광역정부, 도시 및 지방정부의 이행계획’ 

및 관련 결의문에 기반을 둔 기타 제안 등이 담겨 있다. 강원도지사는 강원/평창 선언문 최

종안을 당사국총회에 전달한다.

 

| 기대성과
참가자들은 강원/평창 선언문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고 선언문 내용을 이해하기에 충분한 

기회를 갖게 된다.

 

| 논의내용
CBD 이행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지방정부가 CBD 목표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어떤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인가?

 

| 진행
• 좌장 : Ms. Monika Zimmermann, 이클레이 사무부총장

강원/평창선언문 초안 발표와 토론

• Mr. Andre Mader, 생물다양성협약사무국 지방정부 프로그램 담당관

• Ms. Shela Patrickson, 이클레이 도시생물다양성센터 전문위원

• Ms. Chantal Van Ham, 세계자연보전연맹 지방당국 주력팀(focal point) 프로그램 담당관

• Mr. Andrew Rudd, 유엔 해비타트 도시계획 및 디자인 분과, 도시환경 담당관 

• 지방의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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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소개

Ms. Monika Zimmermann
이클레이 사무부총장
 
모니카 짐머만은 2013년 1월 이클레이 사무부총장직을 맡게 되었고, 현재 
독일 본에 있는 이클레이 세계 본부에서 활동한다.
 
본에서 CBD COP 9와 병행 개최된 시장정상회의(Mayors Summit)를 조직
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후 CBD COP의 부대행사인 지방정부 정상회의 준비
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이클레이 프로그램 포트폴리오에 생물다
양성을 위한 지역실천 사업(LAB)프로그램을 통합시키는데 기여했다.

Mr. Andre Mader
생물다양성협약사무국(SCBD) 지방정부 프로그램 담당관 

안드레 마데는 2006년부터 이클레이 도시 생물다양성 센터에서 근무했다. 
2011년 그는 CBD사무국으로 파견되어 현재 4년 간 지방정부와 생물다양성
을 위한 사무국 프로그램 행정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케이프 타운 대학에서 보전생물학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자연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는, 현재 지방정부 차
원의 CBD 이행과 생물다양성 학술-정책 간 연계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
로 담당하고 있다.

Ms. Shela Patrickson
이클레이 도시생물다양성센터 전문위원 
 
쉴라 패트릭슨은 이클레이 세계 도시 생물 다양성 센터에서 여러 관련 프
로그램 및 프로젝트와 생물다양성을 위한 이클레이 지원활동 등을 관리한
다. 그녀는 2008년부터 이클레이 기술팀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대학에서 식물학/환경과학을 전공했
고 이후 미국 유타 주립대학에서 환경과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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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Chantal Van Ham
세계자연보전연맹 지방당국 주력팀(focal point) 프로그램 담당관
 
찬탈 반 함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유럽연합사무소 EU프로그램 담당관
으로, 유럽의 생물다양성 활동을 맡고 있다.   
 
IUCN에 합류하기 전, 그녀는 네덜란드에 있는 세계적인 회계법인 프라이스
워터하우스쿠퍼스(PricewaterhouseCoopers)의 재정전문가로 활동했다. 그녀
는 대학에서 국제경영을 전공했고, 산림 및 자연보전정책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찬탈은 자연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며,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의 교류
가 지속 가능한 변화를 위해 풍부하고 고무적인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
각한다. 

Mr. Andrew Rudd
유엔 해비타트 도시계획 및 디자인 분과, 도시환경 담당관 
 
앤드류 러드는 유엔 해비타트 도시 환경담당관이다. 그는 5년간 몸담았던 
나이로비에 있는 도시 계획 및 디자인 분과(Urban Planning & Design 
Branch)에서 뉴욕으로 자리를 옮겼다. 

뉴욕에서 그는 포스트 2015 개발의제(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 포함)
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주도하며, 도시 난개발, 경관연계 및 도시 습지 등
과 관련된 규범적인 시범 사업을 관리한다. 

앤드류 환경담당관은 또한 도시생물다양성 전망보고서 주요 필진이었고, 컬
럼비아 건축 대학원의 객원 비평가이자 뉴욕대학의 Schack 연구소 객원초
청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09
세션 6

생물다양성 이행 - 인간과 보전



 2014 생물다양성 세계지방정부 정상회의

50

세션 6 : 생물다양성 이행 - 인간과 보전

2014년 10월 14일 (화) 09:00∼10:15

| 목적
지방정부의 CBD 이행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생물다양성 목표를 좀 더 효과적으로 이행

하기 위해 중앙/지방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상호협력하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들이 

소개된다. 정치 지도자뿐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 시민사회 등 지역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냄으로써 효과적인 이행 촉진과 인식 증진을 도모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특

히 생태계 복원과 생태관광에 관한 교육 및 대중 인식증진(CEPA)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

된다.

 

| 기대성과
참가자들은 세계 생물다양성 정책 선도 도시들의 우수 사례와 중앙/지방정부 간 공동협력

을 통한 지원방안을 공유한다. 참가자들은 또한 논의된 여러 아이디어 및 사례로부터 영감

을 얻을 수 있다.

 

| 논의내용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인식 증진이 어떻게 지방정부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가? 

지방정부가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혁신적 교육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 진행
• 좌장 : Mr. Sunandan Tiwari, 이클레이 남아시아사무국 부국장

[패널토론] 공공적‧정치적 지원을 확보하는 방안 : 인식증진, 생태관광 등 생물다양성 보전의 

공동 편익

• 남광희, 대한민국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 이순선, 대한민국 인제군 군수

• Mr. Masaru Horikami, 일본 환경부 생물다양성 주류화 사무국 국장

• Ms. Nopasika Malta Qwathekana, 남아프리카 환경부 산하 세계 생물다양성 및 유산 공동

관리 CBD 기술 주력팀 수석정책 고문

• Mr. Masao Hayakawa, 일본 나고야 환경국 환경계획부 생물다양성증진팀 공동팀장

• Mr. Yoshikazu Naito. 일본 도쿄 자연환경과 녹색정책육성팀 팀장

• Mr. Paul Baskcomb, 캐나다 온타리오 주 그레이터 서드베리시 개발부 부장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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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소개

Mr. Sunandan Tiwari
이클레이 남아시아사무국 부국장 
 
수난단(Sunandan)은 폰디체리 대학교(Pondicherry University) 살림 알리 생
태학과(Salim Ali School of Ecology)에서 생태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개발
부문에서 17여 년간 프로젝트 관리 및 이행 업무를 담당했다.
 
수난단은 기후변화대응, 도시 및 지방의 수자원, 위생, 산림, 재생에너지, 환
경서비스 등 다양한 부문에서 실무경험이 풍부하다. 특히 그는 효과적인 정
책지원을 통해 혁신적 사고와 실천사례를 활용하기 위해 지방정부와의 협
력 사업에 주력했다. 현재 이클레이 남아시아 본부에서 도시 기후 회복력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으며 동시에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남광희
대한민국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수료, 미 위스콘신 대학
원을 졸업하였다.
 
현재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으로, 1991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환경부 자
연생태과장, 대기관리과장, 기획재정담당관 등을 거쳤으며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대응국장과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을 역임하였다.

이순선
대한민국 인제군 군수
 
민선 5기에 이어 6기 인제군수로 재임중이다.
1976년 인제군 공무원으로 임용돼 지방부이사관으로 명예퇴직했고, 현재 
인제군문화재단 이사장,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직을 맡고 있다.
(사)사슴생태복원운동본부 총무이사를 역임, 이를 바탕으로 대륙사슴복원사
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인제군을 환경,생태,산림에 관광을 융합한 생명특별
군으로 육성하기 위해 신개념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12.12월 UN대학으로부터 RCE(Regional center of Expertise o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지정을 받아 2013년 4월 이를 선포함으로써 
인제생명사회 구현을 목표로 활발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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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Masaru Horikami
일본 환경부 생물다양성 주류화 사무국 국장 

마사라 호리카미는 생물다양성 주류화 연구소 소장이다.(2013년 6월~ )
 
그는 1989년부터 일본 환경성에서 근무하며, 주로 자연보호 문제를 담당했다.

Ms. Nopasika Malta Qwathekana
남아프리카 환경부 산하 세계 생물다양성 및 유산 공동관리 CBD 기술 주
력팀 수석정책 고문 
 
말타 콴테카나는 남아프리카 환경부 산하 세계 생물다양성 및 유산 협력부
서(International Biodiversity and Heritage Cooperation Department) 수석
정책자문관이다. 
 
콴테카나 자문관은 국제분류학사업(Global Taxonomy Initiative); 과학기술자
문보조기구(Subsidiary Body on Scientific, Technical and Technological 
Advice); 세계 식물보전 전략(Global Strategy for Plant Conservation); 정보 
처리 및 공유 메커니즘Clearing House Mechanism) 등  생물다양성협약을 
위한 남아프리카 기술전문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Mr. Masao Hayakawa
일본 나고야 환경국 환경계획부 생물다양성 증진팀 공동팀장 
 
마사오 하야카와는 2013년 4월부터 나고야 시 환경국 환경계획과 생물다
양성 증진팀 팀장을 맡고 있다. 
 
그는 1987년 3월 나고야시립대학에서 경제학 학사학위를 취득했다.
 
시공무원인 하야카와는 시청에서 근무하면서, 자연관찰모임을 열어 지역민
들과 지역희귀종을 조사하는 등 환경 관련 일에 참여하며 기존 지역문화와 
생물다양성에 대한 지역민의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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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Yoshikazu Naito
일본 도쿄 자연환경과 녹색정책 육성팀 팀장 
 
요시카주 나이토는 1998년부터 도쿄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지바 대학교(Chiba University)에서 원예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도쿄도청(Headquarters of the Governor of Tokyo)의 “도쿄 10년 계
획 이행프로그램(Implementation Program for the 10-Year Tokyo Plan)”에 
참여하였고, 시민문화국(Bureau of Citizens and Cultural Affairs)에서 도쿄
문화를 전파하는 업무를 맡기도 했다. 현재 그는 도쿄의 도시녹화와 생물다
양성 홍보를 담당하고 있다.

Mr. Paul Baskcomb
캐나다 온타리오 주 그레이터 서드베리시 개발부 부장 대리  

폴 배스콤은 2013년 8월부터 그레이터 서드베리 시 개발부 부장대리로 재
직하고 있다. 그는 또한 도시계획자로 2009년부터 시 기획부(Planning 
Services) 책임자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로렌시안 대학교(Laurentian University)에서 지리학을 전공했고, 토론
토 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했으며, 요크 대학교(York University)에서 환
경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환경관련 이니셔티브가 기획부와 개발부 사업과 모두 관련되어 있기 때문
에 폴 배스콤 부장대리는 도시 생물다양성 이니셔티브에 정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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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7 : 녹색 창조 경제 - 경제와 보전

2014년 10월 14일 (화) 10:30∼12:00

| 목적
경제와 생물다양성의 상호의존관계를 집중 조명한다. 생물다양성 가치의 탐색이 어떻게 생

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한다. 경제학자와 

생물다양성 실무자 간 주제 토론(objective discussion)을 통해, 경제와 생태계를 상호의존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개발 우선순위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된다. 또한 녹색구

매, 생태 기반시설, 생태계 서비스 투자 및 보상 등 생물다양성을 위한 재정 메커니즘도 제

시된다.

 

| 기대성과
참가자들은 자연의 가치뿐 아니라 CBD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 그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새롭게 이해할 기회를 갖게 된다.

 

| 논의내용
생물다양성은 어떻게 생산적인 녹색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가?

생물다양성 실무자와 경제학자가 좀 더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진행
• 좌장 : Ms. Chantal van Ham,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EU 프로그램 담당관

[패널토론]

 a) 경제와 보전의 통합: 갈등 예방을 위한 방안

 b) 생물다양성 편익을 위한 재정 메커니즘; 녹색구매, 생태계서비스 비용 등

• Mr. Han Qunli, 유네스코(UNESCO) 세계 생물권 보호구 생태자연과학 국장

• Dr. Tanya Arbrahamse, 남아프리카 국립 생물다양성 연구소 소장

• Dr. Katia Karousakis, OECD 환경국 기후 생물다양성 및 수자원과 생물다양성팀장

• Cllr Johannes van der Merwe,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에너지, 환경 및 공간계획 시장위

원회 의원

• Ms. Elsie Lefebvre, 캐나다 몬트리올 시 물, 환경, 지속가능발전 및 호수 위원회 의장 

• Ms. Wan Ping, 중국 쓰촨성 자연환경보호국 국장

• Dr. Pavan Sukhdev, UNEP 녹색경제 이니셔티브 특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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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소개

Ms. Chantal Van Ham
세계자연보전연맹 지방당국 주력팀(focal point) 프로그램 담당관
 
찬탈 반 함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유럽연합사무소 EU프로그램 담당관
으로, 유럽의 생물다양성 활동을 맡고 있다.   
IUCN에 합류하기 전, 그녀는 네덜란드에 있는 세계적인 회계법인 프라이스
워터하우스쿠퍼스(PricewaterhouseCoopers)의 재정전문가로 활동했다. 그녀는 대
학에서 국제경영을 전공했고, 산림 및 자연보전정책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찬탈은 자연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며,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
의 교류가 지속 가능한 변화를 위해 풍부하고 고무적인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Mr. Han Qunli
유네스코(UNESCO) 세계 생물권 보호구 생태자연과학 국장 
 
한춘리는 유네스코 자연과학국장이자 인간과 생물권(MAB) 프로그램 총책
임자이다. 그는 1990년부터 유네스코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는 1980년 중국 과학기술대학교(USTC)에서 컴퓨터과학을 전공했고 1985-1986
년 이태리에서 환경정보시스템 펠로우쉽 과정을 밟았다.   
한 국장은 생태계 관리 및 연구에 대한 MAB 지역의제 수립과 이행에 기여
해왔다. 그는 2011년 7월부터 과학집행사무소 소장(the Director of Science 
Executive Office)직을 역임했고,  2013년 7월에 현직인 자연과학국장에 위
촉되었다.

Dr. Tanya Arbrahamse
남아프리카 국립 생물다양성 연구소 소장
 
2007년 타냐 아브라함스 박사는 남아프리카 국립 생물다양성 연구소
(SANBI) 초대 소장으로 임명되었다. SANBI는 생물다양성 연구, 정책 지원, 
지식 및 정보 구축, 인력자원 개발, 국립 식물정원 네트워크 업무를 담당하
는 공공기구이다.  
타냐 아브라함스 소장은 잠비아와 영국에서 수학한 자연과학자로, 환경 및 
개발 정책에 있어 관리와 리더십 경험이 풍부하다. 
그녀는 최근 26명으로 구성된 유엔 사무총장 학술자문위원회 초대의원(UN Secretary 
General’s inaugural 26 person Scientific Advisory Board)으로 위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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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Katia Karousakis
OECD 환경국 기후 생물다양성 및 수자원과 생물다양성팀장 
 
카티아 카로사키스는 환경 경제학자로 2006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녀는 미국 듀크 대학에서 석사학위,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niversity 
College London)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카티아는 생물다양성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생물다양성 재정, REDD, 생물다
양성과 개발, 기후변화 등과 관련된 경제적 유인제도(economic instruments)
를 연구해왔다. 이전에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 기후변화 관련 일을 했
다.

Cllr Johannes van der Merwe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에너지, 환경 및 공간계획 시장위원회 의원
 
요하네스 반 더 머비는 케이프타운 시의 에너지, 환경 및 공간계획 위원회 
의원(the City of Cape Town’s Mayoral Committee Member for Energy, 
Environment and Spatial Planning)이다.
 
프리 스테이트 대학교(University of Free State)에서 경제학과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반 더 머빈 의원은 2008년부터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이
전에는 재정 포트폴리오 위원회(Finance Portfolio Committee) 의장이자 남
아프리카 지방정부연합의 재정&행정 실무그룹(Finance and Administration 
Working Group) 의원을 역임했다. 
 
반 더 머빈 의원은 현재 도시 재생사업 프로그램 분과위원회(Mayoral Urban 
Regeneration Programme sub-committee) 의원으로 케이프타운 시의 여러 
개선 프로그램을 관장하고 있다.

Ms. Elsie Lefebvre
캐나다 몬트리올 시 물, 환경, 지속가능발전 및 호수 위원회 의장
 
엘시 레페브는 시의원(2009년~)이자 몬트리올 교통 집행위원회 준의원(associate 
councillor)이다.
 
그녀는 몬트리올 대학에서 국제학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엘시 레페브 의원은 물, 환경, 지속 가능한 발전, 대공원 협의회(Commission 
on water, the environment, sustainable development and large parks) 의
장이다. 그녀는 2010년-2013년 시 의회 최초 여성 부회장을 역임했다. 2004
년 –2007년에는 퀘벡 주 의회 의원으로 활동했다. 



10. 세션 7 : 녹색창조경제 - 경제와 보전

59

Ms. Wan Ping
중국 쓰촨성 자연환경보호국 국장
 
핑완은 2005년부터 쓰촨성 환경보호국 자연생태부 과장으로 근무했고, 
2013년 1월에 부장으로 승진했다. 
 
그녀는 쓰촨 노멀 대학교(Sichuan Normal University)에서 경제경영학을 전
공했다.
 
그녀는 쓰촨성 지역의 생태보호 및 관리를 담당하며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
한 계획을 준비하고 조직화한다. 

Mr. Pavan Sukhdev
UNEP 녹색경제 이니셔티브 특별고문

파반 숙데프는 정부와 기업이 직접 자연 및 인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여 츠정, 평가, 관리하도록 돕는 전문 컨설팅 회사, GIST 자문그룹을 창
립한 경영인이다. 그는 예일대학의 초빙연구원(Visiting Fellow)으로, 2011년 
동 대학으로부터 맥클러스키 장학금(McCluskey Fellowship)을 받았으며, “기
업2020(Corporation 2020)”을 저술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녹색경제이니셔티브의 전임 특별 고문이자 책임자였
으며, “녹색경제”보고서의 주필로 참여하기도 했다. 또한 G8+5이 주도한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경제학(The Economics of Ecosystems and Biodiversity 
Report)’ 프로젝트의 연구책임자로 활동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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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8 : Urban Nexus - 생물다양성 통합하기

2014년 10월 14일 (화) 13:00∼14:15

| 목적
생물다양성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온 지방정부의 효과적인 리더십 사례가 제공된다. 특

히 생물다양성을 주류화 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 조명한다. 또한 생물다양성 통합에 기반한 

거버넌스와 정책의 맥락에서 기후변화, 재해 위험 감소, 회복력, 물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타 관련 주제들도 논의된다.

 

| 기대성과
참가자들은 세계 선도적인 생물다양성 정책 지방정부의 사례를 통해 생물다양성 주류화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영감을 얻을 수 있다.

 

| 논의내용
지방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생물다양성을 주류화 하고 있는가?

지방정부가 생물다양성을 주류화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공통의 도전과제는 무엇인가?

 

| 진행
• 좌장 : Mr. David Cadman, 이클레이 회장

[지방정부 정상 라운드테이블]

- 지방정부 정상들이 말하는 생물다양성 주류화 방안 

: 생물다양성과 거버넌스, 기후변화, 식량, 물, 도시계획 등 

• 염태영, 대한민국 수원시 시장

• Mr. Hideaki Omura, 일본 아이치 현 지사

• Mr. Troy Pickard, 호주 준달럽시 시장

• Mr. Mubarak Sserunga Munyagwa, 우간다 캄팔라 관할 카웸페시 시장

• Mr. Alain Chabrolle, 프랑스 론-알프스 지방 정부 의회 부의장

• Mr. Makhaya Merriman Twabu, 남아프리카 음비자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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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소개

Mr. David Cadman
이클레이 회장
 
데이비드 캐드먼은 이클레이 회장이자 기후변화 세계 시장의회 의원이다.
 
그는 미국 테네시 사우스 대학교를 졸업했고, 제네바에서 학제 간 국제개발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클레이 회장인 캐드먼은 유엔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그리고 유엔 기후협
약과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세계 지방정부를 대표해 왔다.

염태영
대한민국 수원시 시장 
 
서울대학교 농화학과를 졸업하였다.
 
현재 경기도 수원시 시장이며, ICLEI 글로벌 집행위원, 지방분권개헌국민운
동 공동의장, 세계화장실협회(WTA) 회장 등을 맡고 있으며, 노무현정부 청
와대 국정과제비서관, 국립공원관리공단 상임감사,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초대 사무총장 겸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제5,6대 민선 수원시장에 당선되어 시민이 존중되고 경제적 활력이 넘치는 
수원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Mr. Hideaki Omura
일본 아이치 현 지사 
 
히데아키 오무라는 2011년부터 아이치 현 지사로 재직 중이다.
도쿄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히데아키 오무라는 1982년 일본 농림수산부에
서 공직생활을 시작했고 이후 여러 의회직과 내각직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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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Troy Pickard
호주 준달럽시 시장 

피카드 시장은 2006년 서부 호주의 준달럽 시장으로 선출된 후 2009년 재
당선되었으며, 가장 최근 2013년 10월 다시 한 번 시장에 취임했다. 2001
년부터 지방정부에 중요한 기여를 해온 피카드는 전 스털링 시의원이자 부
시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2012년 6월 피카드 시장은 이클레이(ICLEI) 세계 집행위원회(Global Executive 
Board) 위원이자 세계 도시생물다양성 자문위원회(International BiodiverCities 
Advisory Committee) 의장으로 임명되었다.

Mr. Mubarak Sserunga Munyagwa
우간다 캄팔라 관할 카웸페시 시장 
 
무바락 세룽가 문야과는 우간다 수도 캄팔라 관할 카웸페 시장이자 정치지
도자이다.
그는 마케레레 대학교(Makerere University)에서 과학, 물리학, 수학 전공 학
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중앙정부 직하위 정부, 수도 캄팔라를 구성하는 5개 지구 중 하나인 
카웸페의 시장으로 2012년 선출되었고 임기는 2016년까지이다.

Mr. Alain Chabrolle
프랑스 론-알프스 지방정부의회 부의장
 
알랭 샤브롤은 2014년 1월부터 론알프주 지역협의회 보건환경부문 총괄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동식물연구가이자 환경복원 전문 화학공학기술자이기도 한 알랭 샤브롤 부
회장은 25년여 동안 환경교육과 지속가능 발전 증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
고 있다.

Mr. Makhaya Merriman Twabu
남아프리카 음비자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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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9

폐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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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9 : 폐회식

2014년 10월 14일 (화) 14:15∼14:45

| 목적
회의 기간 중 참가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작성된 강원/평창 선언문을 공개하며, 고위

급회의에서 발표되기까지 후속단계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또한 3일 동안 개최된 정상회의를 

되돌아보며 성과에 대해 제시하고, 참가자 및 주관, 후원한 조직들에 대한 감사의 말로 정

상회의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된다.

 

| 기대성과
참가자들은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에서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생물다양성협약 

실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과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 새로운 영감을 갖는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국내 지방정부들에게는 생물다양성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국내외 정보 공유를 통

해 생물다양성 정책 추진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논의내용
강원/평창선언문 최종안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 

강원/평창선언문은 앞으로 어떤 단계를 거치며, 어떠한 효력을 갖게 되는가? 

「2014 생물다양성 세계지방정부 정상회의」의 결론 및 성과는 무엇인가?

 

| 진행
• 사회 :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

폐회식 및 강원/평창선언문 채택

• 최문순, 대한민국 강원도 도지사

• Mr. David Cadman, 이클레이 회장

• Ms. Amy Fraenkel, CBD 사무국 주류화, 파트너십, 파견교육팀 수석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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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소개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
 
박연희 소장은 필리핀 국립 대학교에서 지역사회 개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녀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소장이자 CBD COP 12 강원도 지원단 자문위
원이다. 수원 생태교통 국제 페스티벌(유엔 해비타트, 이클레이, 수원시 공
동 주관) 사무국장, 한국 지속가능발전센터 센터장,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기획국장을 역임했다.
지방정부와의 협력사업, 시민사회의 국제적 협력, 도시 및 지방정부의 지속
가능 발전 운동의 사회적 확산 등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최문순
대한민국 강원도 도지사 
 
서울대학교에서 영어영문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011년부터 강원도정을 이끌고 있으며, MBC대표이사, 한국방송협회 회장, 
제18대 국회의원, 민주당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위 위원 등을 역
임하였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등을 통한 
강원도의 브랜드가치 상승 및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Mr. David Cadman
이클레이 회장
 
데이비드 캐드먼은 이클레이 회장이자 기후변화 세계 시장의회 의원이다.
 
그는 미국 테네시 사우스 대학교를 졸업했고, 제네바에서 학제 간 국제개발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클레이 회장인 캐드먼은 유엔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그리고 유엔 기후협
약과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세계 지방정부를 대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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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Amy Fraenkel
생물다양성협약사무국(SCBD) 주류화, 파트너십, 파견교육팀 수석사무관
 
에이미 프랜켈은 2013년 10월 주류화, 파트너십, 파견교육 부서(Mainstreaming, 
Partnerships and Outreach) 부장으로 CBD 사무국에 합류했다.
 
그녀는 그리넬 대학(Gre nell College)에서 정치학을 전공하면서 동시에 환
경 분야 공부에도 집중했다. 그녀는 정치학 전공 학사학위를 받고 이후 하
버드 대학에서 법학 학위도 취득했다.   
 
에이미 프랜켈 부장은 25년 이상 국제환경법과 정책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
을 쌓았다. 그녀는 정부 간 조직, 미국 행정부 및 입법부, 민간부문 등에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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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정보 및 회의장 안내
 

| 회의장소

• 회의장소 :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2층) Lake Hall 및 Forest Hall 

• 주    소 : 평창군 대관령면 솔봉로 325

• 전화번호 : 033-339-0000

• 홈페이지 : http://www.cbdcop12.kr/kor/sub/info/venue01.php 

             http://www.alpensiaresort.co.kr/AlHousConventionGrand.gdc

 

| 등록 

2014 생물다양성 세계지방정부 정상회의에는 사전등록을 하신 분들만 입장하실 수 있습니

다. 사전 등록정보에 작성하신 이메일로 'Priority Pass'가 발급될 예정입니다. 알펜시아에 설

치된 등록센터에서 ‘Priority Pass' 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확인 후 출입

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출력된 'Priority Pass' 와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센터는 평일 08:00~18:00, 주말 10:00~18:00 운영합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회의장과 회의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항상 회의장 배지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분실시 바로 등록 카운터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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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1.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오시는 길

셔틀버스 승강장과 컨벤션센터 간 이동이 도보로만 가능하며, 오전 등록센터가 혼잡할 것으

로 예상됩니다. 사전에 등록센터를 방문하시어 등록증을 미리 발급 받으시거나, 회의 참석

당일 오전 일정을 앞당겨주시기 바랍니다. 

2. 컨벤션센터 내 회의장 오시는 길 (2층 그랜드볼룸 Lake Hall & Forest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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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의장-호텔 이동안내

회의 기간에는 알펜시아 내 일반참가자의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차량은 외부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으나 주차 공간이 협소하므로 아래의 시간표를 참고하시어 호텔에서 회의장 

이동시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셔틀버스

  ① 셔틀버스 승강장과 일반차량 주차장

   v 시간표

    - 참가자 전용주차장(출발) : 8:30~19:30 (매시간 30분, 50분, 10분)

    - 등록센터/메인승강장 : 8:32~19:32 (매시간 32분, 52분, 12분)

    - 참가자 전용주차장(도착) : 8:40~20:00 (매시간 40분, 0분,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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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알펜시아-용평리조트

   v 승강장

   v 시간표

    - 운행시간 : 07:15~23:30 (배차간격-15분)

    - 소요시간 : 15분(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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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알펜시아-휘닉스파크

   v 승강장

   v 시간표

    - 운행시간 : 06:40~23:30 (배차간격-25분)

    - 소요시간 : 50분(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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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알펜시아-횡계 시내

   v 승강장

   v 시간표

    - 운행시간 : 07:40~23:30 (배차간격-10분)

    - 소요시간 : 20분(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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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친환경 행사를 위한 실천

본 행사는 일회용품, 플라스틱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제품의 사용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개

인 머그컵, 텀블러 등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가자를 위한 서비스

다양한 서비스가 상업적 목적으로 회의장내에서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레스토랑, 카페테

리아, 우체국, ATM, 여행안내데스크, 호텔 예약 서비스, 여행안내 데스크, 전화, 선불 전화카

드 판매, 복사, 팩스, 스캔, 플러그 어댑터 및 사무용 집기 판매, 대표단 라운지를 포함합니다. 

무선 인터넷은 회의장에서 무료로 제공되며, 인터넷 카페 역시 모든 참가자가 사용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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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식음

 1) 푸드코트 

2014 생물다양성 세계지방정부 정상회의에 등록하신 참가자 분들께 알펜시아 푸드코트에서 

식사 하실 수 있는 쿠폰을 드립니다. 쿠폰은 회의 참석하시는 당일 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

볼룸 등록대에서 본인 확인 후 1인 1매 드립니다. 

 

 2) 기타 식음시설

아우네

황태해장국, 갈비탕, 한우버섯불고기, 전골
위치 : 콘도 101동
연락처 : 033-339-0611

기소야

돈까스, 우동 등
위치 : 콘도 101동
연락처 : 033-339-0612

아리랑

감자김치전, 해물파전, 감자황태국, 메밀전 등
위치: 콘도 101동
연락처 : 033-339-0632

평창송어촌

송어회, 훈제송어샐러드, 송어초밥 등
위치 : 콘도 101동
연락처 : 033-339-0648

대관령한우촌

모듬등심, 갈비살, 치마살, 불고기 등
위치 : 104동 1층
연락처 : 033-339-0683

자연이야

버섯불고기, 한우설렁탕, 불고기덮밥, 보쌈 등
위치 : 콘도 103동
연락처 : 033-339-0623

풍경마루

고기, 전골, 찌개 등
위치 : 콘도 202동
연락처 : 033-339-0630

나루일식

알탕, 대구탕, 냉모밀, 샤브샤브 등
위치 : 콘도 102동
연락처 : 033-339-0626

용우동

우동, 데리야끼치킨덮밥, 순두부찌개 등
위치 : 콘도 103동
연락처 : 033-33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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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ide-Event 소개

회의 기간 동안 진행될 세계 지방정부들의 Side Event들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www.cbdcop12.kr/kor/sub/program/program05_3.php)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날짜 시간/회의실 주관 제목 주제

1 10/14

18:15-19:45
C홀, 
회의실1
CEE  
회의장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지방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워크숍-부제: 
하천살리기를 넘어 
생물다양성이   
살아있는 도시 
만들기를 위한 
LBSAP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및 이행에 관심이 있는 
지방정부 담당자들이 모여 각 지역의 
생물다양성 관련 활동을 소개하고 지방 
생물다양성 정책기반 강화와 국가생물다양성 
전략과의 연계방안을 논의한다.

2 10/15
13:00-15:00
뮤직텐트

국립생물
자원관, 
서울시, 
한국환경
경제학, 
환경생태
연구재단

CEPA Fair

CEPA(Communication, Education, Public 
Awareness, 정보교류, 교육, 인식 증진)을 위한 
행사로 서울의 생물다양성 현황과 서울시민의   
인식조사, 관련 정책과 방향을 모색한다. 

3 10/15

13:15-14:45
F홀, 
회의실2
LMMC   
회의장

아이치현정부

2020년까지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정부의 기여

선도적인 광역정부의 경험사례를 소개하고, 여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유엔 기구에서 온 
저명인사와 함께 그들이 어떻게 생물다양성을 
위한 활동을 증강시킬 수 있었는지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4 10/15

13:15-14:45
B홀, 
회의실1
NGO   
회의장 

서산시정부
& 환경 
생태계 
연구재단
(ERF), 
한국정부 

서산에 있는 
국제 주요습지 
천수만의 
생물다양성을 
지역 문화 
활성화와 연결하기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로이자 흑두루미, 황새, 
가창오리 등 이주하는 물새의 겨울 서식지인 
천수만의 생물다양성 가치 평가 하고, 
지역문화와 연계하여 생태계를 위한 지속가능한 
보전 및 관리 방향 제시한다.   

5 10/15

18:15-19:45
B홀, 
회의실1
NGO   
회의장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네트워크
(NRG4SD)-
카탈로니아 
리더십 

대외적책임-세계 
생물다양성 
손실에 미치는 
영향 평가

정부 단위 별 사례연구를 소개하고 더불어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기 위한 지역 간 협력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상당한 
전문성을 갖춘 기술전문가들이 세계 다른 
지역에서 응용될 수 있는 사례연구를 발표한다. 

6 10/17

13:15-14:45
D홀, 
회의실1
아시아
/태평양  
회의장

인도,   
봄베이 
자연사 
협회와 
아와즈재단

모래채취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미국, 캄보디아, 인도 등에서의 모래채취가 
생물다양성-특히 주요 조류보호지역 중심으로-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문제를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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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백두대간, 비무장지대(DMZ), 동해 등 수려한 자연경관과 풍부한 생
물다양성이 있는 대한민국 생태계 보고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생물다양성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www.provin.gangwon.kr

이클레이-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 지방정부

전 세계 84개국 1,000여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지방정
부 네트워크로 세계 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 지방정부를 대변하며, 
국제사회와 지역 연계에 기초한 지역 지속가능발전 정책 확산을 위
해 활동하고 있다. 국내에는 50개 회원 지방정부가 함께 하고 있다.
 
총괄 기획‧운영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www.icleikorea.org)
조직 및 홍보
이클레이세계본부(해외) (www.iclei.org), 이클레이한국사무소(국내)
글로벌 정책 방향 조율, 정상회의 해외 발표자 초청, 강원/평창선언문 
초고 작성
이클레이 도시생물다양성 센터 (www.cbc.icle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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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SCBD)
1992년 체결된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으로, 세 가지 주요 목표를 갖
고 있다. 1) 생물다양성 보전; 2)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3) 유전자원의 활용으로 발생한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2020)은 국제연합(UN) 전 체계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포괄
적 기본틀을 제공하며, 전략계획의 이행 지침으로 20개 아이치목표
(Aich Targets)가 있다.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들은 이 국제적 프레
임워크를 국가계획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이
행계획(NBSAPs)을 수립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www.cbd.int

환경부 
모든 국민이 환경복지를 골고루 누리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
하는 환경보전 모범국가를 만들고, 지구환경보전에도 기여하여 하나
뿐인 지구를 보전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 제12차 생
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를 개최하면서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다
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www.me.go.kr

평창군

수려한 자연환경과 해발 700m의 지리적 이점을 살려, 건강, 휴양, 
레포츠의 최적지 / 자연, 건강, 장수의 최적지 / 인간 최적의 생활환
경 ‘HAPPY 700’ 평창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을 개최한다.
www.happy700.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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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협의체
로서, 시·도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함
으로써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http://www.gaok.or.kr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전국 
민선 226개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지방자
치를 실현하기 위해 불합리한 제도개선, 중앙정부에 정책 건의 등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
동을 펼치고 있다.
http://www.namk.or.kr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국의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네트워크로서,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UNCED)’에서 채택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과 행동계획 ‘의제21’의 실천을 목적
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 개최, 지속가능발전대상 
공모전 등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http://www.sdkorea.org/

한국관광공사

모두가 행복한 관광을 목표로 고품질의 관광상품 개발 및 창의적이
고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개발,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한국만의 독특한 
관광이미지를 창조하여, 관광 선진국으로 한발 더 다가서고 있다.
www.visit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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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자연보전연맹 (IUCN)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가장 오래된 최대 규모의 국제환경기구
로, 자연보전 활동, 자연 이용에서의 효과적이고 공평한 거버넌스 보
장, 기후, 식량 및 개발문제에서 자연을 기반으로 한 대응책을 효과
적으로 배치하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160개국의 
1,200여개 정부 조직 및 비정부기구, 11,000여 명의 자원 활동 전문
가가 참여하고 있다.
http://www.iucn.org

유엔인간정주계획 (UN-Habitat)

유엔 해비타트(유엔인간정주계획)는 사회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인
간의 정주를 위해 활동하는 유엔 기구로, 전 세계 70개국 이상에서 
활동하고 있다. ▲토지와 거버넌스에 관한 도시법 ▲도시계획과 디
자인 ▲도시 경제 ▲도시기반서비스 ▲빈민가와 주거 개선 ▲위험 감
축과 재건 ▲도시연구와 역량 개발 등 7가지 영역에 집중하고 있다.
http://unhabitat.org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광역지방정부네트워크 (nrg4SD)

광역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연합이 참여하는 국제네트워크로 30개국
의 50개 광역 지방정부와 7개 지방정부 연합으로 이루어졌고, 지속
가능발전 관련 지방정부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역할을 한다.
http://www.nrg4sd.org

스톡홀름회복력센터 (SRC)
스톡홀름회복력센터는 회복력에 특별히 무게를 실어 변화와 지속적
인 발전 역량을 위한 사회-생태 시스템의 거버넌스 연구를 촉진하고 
있다. 스톡홀름대학교과 스웨덴 왕립과학대학, 베이어 국제생태경제
학연구소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스웨덴 전략환경연구재단
(MISTRA)의 지원을 받는다.
www.stockholmresilience.org



 2014 생물다양성 세계지방정부 정상회의

86

도시생물다양성과설계네트워크 (URBIO)
도시 생물다양성과 설계(URBIO) 네트워크는 생물다양성 교육 및 도
시 생물다양성 연구와 관련된 전 세계적인 과학자, 전문가 네트워크
이다. 2007년 쿠리치바선언을 계기로 ‘URBIO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URBIO 2014’는 10월9-12일까지 인천광역시에서 ‘도시와 물’
을 주제로 열린다.
www.urbio2014.kr

도시생물권 (URBIS)

도시생물권 (URBIS)은 회복력 있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생물
권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 지구적 프로그램이다. 도시생물권
의 전제는, 전 지구적인 급격한 도시화의 물결 속에서도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계 서비스는 공정한 사회-경제적 발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도시생물권은 전 지구적 네트워크 망을 통한 대화와 
연구, 자원 개발, 그리고 시상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http://urbis.iclei.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