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2013� 순천국제정원박람회 기념

순천국제습지보전회의

참가안내

2013.� 03.

지속가능한 습지의 이용과 복원

Sustainable� Use� of� Wetlands� and� Restoration

-� 일시:� 2013년 4월 19일(금)� ~� 23일(화)

-� 장소:� 순천시문화건강센터 다목적홀(심포지엄),� 에코그라드호텔(환영만찬),�

국제습지센터&순천국제정원박람회개장식(순천국제습지센터)

-� 주최:� 순천국제정원박람회추진위원회,�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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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순천만은 한국의 대표적인 람사르습지로서 습지생태계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의 사례로 손

꼽히고 있다. 2013년 순천습지보전국제회의는 순천국제정원박람회와 국제습지센터의 개장을 기념

하여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국제습지회의와 워크숍, 간담회, 전시회, 생태․문화기행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습지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생생한 경험과 노력을 

나누는 자리로 준비하고 있다.

2013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람사르습지로 보호받고 있는 습지의 면적은 2억 헥타르가 넘어섰

고,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가치와 혜택에 대해 전문가, NGO,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

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람사르협약 사무국도 보호구역의 실효성과 효율적인 보전을 위해 인

식증진(CEPA)프로그램을 장려하고 있다.

이번 습지보전회의는 습지센터를 중심으로 습지의 가치와 보전전략의 실효성을 높이는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며, 인식증진프로그램, 철새보호, 습지센터 간 교류와 협력사업 등 서로 떨어

진 습지를 연결시키는 보전프로그램의 경험을 나누는 기회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습지의 생물다양성과 가치평가”, “습지의 지속가능한 이

용을 위한 인식증진사업(CEPA)의 성공사례소개와 평가”, “시민과학과 습지보전전략”, “습지센터

를 통한 보호구역사업과 보전전략” 등의 주제를 전체회의, 그룹워크숍, 전시회와 사진전, 토론을 

통해 나눌 계획이다.

아울러 습지보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여러 단체와 기관, 정부부처, 전문가,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리며, 국제습지회의의 성과로 향후 국내외의 습지보전사업과 보전전략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과 정부의 습지보전전략이 구체화될 것을 기대한다.

2. 목적

- 습지의 보전가치와 습지생태계에 대한 평가의 중요성 부각

- 습지보전과 현명한 이용, 복원에 관한 사례 소개

- 습지에 관한 인식증진(CEPA)프로그램의 사례와 실효성 평가

- 습지센터를 중심으로 한 습지운동과 국제협력의 필요성 부각

- 아시아 지역의 습지보전을 위한 중점 활동계획 작성

3. 행사개요

- 행사명: 2013 순천국제습지보전회의 “지속가능한 습지의 이용과 복원”

- 일시: 2013년 4월 19일(금) ~ 23일(화)

- 장소: 순천시문화건강센터(국제습지회의, 전시회), 순천국제습지센터(개장식, 전시회), 에코

그라드호텔(환영만찬), 생태․문화관광(순천만, 정원박람회장, 야생차박물관)

- 주최 및 주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추진위원회, 환경운동연합

- 후원: 순천시, 국제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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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그램
일자 시간 일정 및 프로그램

4월19일

(금)

 참가자 순천시 도착

2:00pm-
6:00pm

순천만 람사르습지 탐방, 순천국제정원박람회장 탐방
(※사전등록 시 희망자 대상)

7:00pm-
8:00pm 저녁식사

4월20일

(토)

10:00am-
11:30am

순천국제정원박람회 및 국제습지센터 개장식 참석
(※2013순천국제습지보전회의 참가자 전원)

11:30am-
12:00am 이동

12:00am-
1:00pm 점심식사 

2013 순천국제습지보전회의 지속가능한 습지의 보전과 이용 
1부 : 생물다양성, 습지의 가치평가와 보전전략

1:20pm-
1:40pm

인사말 및 개회사
- 순천시국제정원박람위원회 추진위원장
-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국제습지연대(Chris Rostron) or 람사르사무국(Lew Young)

1:40pm-
2:20pm

기조발표
- 습지의 생물다양성과 가치: 루 영 박사(람사르사무국 동아시아담당관)
- 습지생태계의 가치평가와 복원을 위한 평가방법: 강대석 교수(부경대 생태공학과)

2:20pm-
3:50pm

주제발표 Ⅰ
습지의 가치평가
- 한국의 보호구역: 국립공원관리공단(한국)
- 연안습지보호지역의 모니터링: 고병설 박사, 해양환경관리공단(한국)
- 습지의 복원과 가치평가: Cui Lijuan 교수, 습지연구센터, SFA(중국)
- 황해조간대서식지의 보전: Judit Szabo, Science Officer(EAAFP)
- 해양보호구역의 평가: Angelita Meniado, 환경자연자원과(필리핀)
- 하천의 자연도 평가: 김정수 박사, 시민환경연구소(한국)

3:50pm-
4:00pm 휴식

4:00pm-
5:00pm

주제발표 Ⅱ
국제협력
- 동아시아대양주의 습지와 철새 이동로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Spike Millington(EAAFP)
- 습지센터 간 교류협력: Sharon Chan, 숭가이블로습지(싱가폴) 
- 국제수역의 해양보호구역 설정을 위한 NGO의 협력: 박숙현, 시민환경연구소(한국)

5:00pm-
7:00pm

주제발표 Ⅲ
지속가능한 습지의 관리
- 지속 가능한 서식지 관리: Chen Kelin, WI China(중국)
- 지속 가능한 서식지 관리를 위한 지역주민참여(남중국 사례): Fion Cheung, WWF HK(홍콩)
- 습지센터의 보전과 관리전략: Eric Wong, HKWP(홍콩)
- 대만의 습지복원: Nelson Chen, 관두자연공원(대만)
- 습지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유기농업: Li Bing(중국)
- 해양보호구역의 보전전략: 남정호 박사, KMI(한국)
- 습지훼손에 대한 사회정치적 해석: 정민걸 교수, 환경연합 습지DMZ위원장(한국)

7:00pm-
9:00pm 환영만찬 (※환경연합 공동의장 주관)

(뒷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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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시간 일정 및 프로그램

4월21일

(일)

2013 순천국제습지보전회의 지속가능한 습지의 보전과 이용
2부 : 인식증진활동과 습지센터의 기능

9:00am-
9:20am

기조발표
- 습지센터 네트워크와 철새이동로: Chris Rostron, WLI 

9:20am-
10:50am

주제발표 Ⅰ

인식증진활동과 평가  

- 국가CEPA행동계획과 람사르협약: 환경부 국가습지센터(한국)
- 해양보호구역 지정관리현황: 황인서, 해양환경관리공단(한국)
- 습지관리를 위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Zirong Li, 상하이총밍동자연보전지역(중국)
- 마이포습지보전지역 교육프로그램의 효과 평가: Nicole Wong, WWF HK(홍콩)
- 철새이동로 보전운동과 시민과학: Minoru Kashiwagi, 일본람사르네트워크(일본)
- EAAFP의 인식증진 프로그램: 최유나, Communication Officer(EAAFP)

10:50am-
11:00am 휴식

11:00am-
12:30pm

주제발표 Ⅱ.1
인식증진활동과 습지센터
- 습지보전과 관리를 위한 습지센터의 역할: 권오복, 순천시 순천만운영과(한국)
-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의 인식증진전략: 서승오 박사,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한국)
- 습지보전을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개발: 유영업 관장, 증도갯벌센터(한국)
- 도심 내 습지센터의 교육적 기능과 가치: 이보경 팀장, 봉암갯벌(한국)
- 새로운 습지센터의 개발에 관하여: Doug Watkins, WI

12:30pm-
1:30pm 점심식사

1:30pm-
3:00pm

주제발표 Ⅱ.2
인식증진활동과 습지센터의 역할  
- 러시아 아무르습지의 인식증진활동: Elena Smirenski, 무라비오카공원(러시아)
- 일본 야츠습지센터의 인식증진활동: Tatsuya Shibahara, 야츠 히가타 방문자센터(일본)
- 동아시아대양주 철새보호 캠페인: Wong Choony Hay, 말레이시아자연보전협회(말레이시아)
- 히말라야 습지보전과 인식증진활동: Najam Ul Huda Kahn, WWF Pakistan(파키스탄) 
- 복원사업을 위한 인신증진활동: 이태일, 에코피스아시아(한국)
- 지역습지조사와 인식증진활동: 이찬우 박사,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사업지원팀장(한국)

3:00pm-
3:15pm 휴식

3:15pm-
6:00pm

주제발표 Ⅲ
인식증진활동과 시민참여 
- 새만금시민생태모니터링: 오동필, 여길욱(한국) 
- 한국의 하천사업과 미래: 환경운동연합생명의강위원회(한국)
- 위기의 연안습지: 이영웅, 제주환경연합(한국)
- 멸종위기야생동물과 서식지훼손-두루미 사례: 이석우, 연천사랑실천연대(한국)
- 시화호보전을 위한 거버넌스: 이계숙, 해양환경교육센터(한국)
- 시민과학과 습지보전: 변영호, 환경과생명을지키는교사모임(한국)

6:00pm-
6:30pm 습지사진전 시상

6:30pm-
7:00pm 이동

7:00pm-
9:00pm 환영만찬 (※순천시장 주관)

(뒷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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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시간 일정 및 프로그램

4월22일

(월)

오전

2013 순천국제습지보전회의 지속가능한 습지의 보전과 이용
3부 : 습지보전워크숍

9:00am-
11:00am

301호 인식증진활동과 
습지센터의 역할

CEPA and Wetland Center

302호 시민과학과 시민참여
Volunteering and Citizen Science

303호 위기의 습지와 
우리의 미래

Wetlands of Crisis and its Future 

습지센터의 인식증진사업과 
습지보전전략 &

인식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성과 

 시민과학의 성과와 과제 & 

습지보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와 습지센터의 기능

위기의 습지와 복원을 
위한 습지보전사업

11:00am-
12:30pm 그룹별 토론내용 정리

12:30pm- 
1:30pm 점심식사

2013 순천국제습지보전회의 지속가능한 습지의 보전과 이용
4부 : 국제습지연대총회, 보호구역 간담회

1:30pm-
3:30pm

국제습지연대아시아회의 해양보호구역과 보전전략 간담회

- 회원 및 네트워크
- 웹과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인식증진
- 회원 센터 간 협력사업 기획
- 2개년 활동계획과 중점사업, 목표 설정

- 한국의 습지와 보호구역 현황
- 참가단체의 협력강화와 네트워크
- 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제안

토론내용 정리

2013 순천국제습지보전회의 지속가능한 습지의 보전과 이용
시상식, 선언문 채택, 폐회

3:30pm-
4:30pm

국제습지연대아시아 습지보전선언 & 한국습지보전 선언문 채택
- 지구의날 캠페인
- 국제습지연대아시아의 습지보전전략 선언문
- 한국의 습지보전전략 선언문

4:30pm-
7:00pm

순천문화탐방
(※사전등록 시 희망자 대상)

7:00pm-
8:00pm 환송의 자리 

4월23일

(화)
 개별 단체별 간담회 및 참가자 순천시 출발

※ 전시회일정

 
◎ 일시 : 4월 20일~22일

◎ 장소 : 순천시문화건강센터 1층 전시실

 

  1) 습지인식증진활동 포스터전

         습지센터와 인식증진활동Wetland Centers and CEPA Programs

습지보전을 위한 인식증진 프로그램과 보전활동을 소개하는 포스터 전시에 관심있는 습

지센터에서 참여예정:  국제습지연대아시아(WLI Asia)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

로 파트너십(EAAFP)의 협력단체와 조사사이트

 
         자원봉사와 시민과학 Volunteering and Citizen Science

생태보전을 위한 자원봉사와 시민과학에 관련된 현장 모니터링, 조사연구, 보고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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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NGO단체, 개인, 교육단체에서 참여예정 

 
  2) 습지 콘테스트 : 사진전

 
    보전과 보호사업이 필요한 습지 

우리 주변의 습지 중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습지로 제안하고 싶은 습지에 대한 사진

과 보전가치를 소개하고 국제습지보전회의 참가자들이 심사하여 그 결과를 습지보전활동

으로 이어가는 습지사진전으로 단체, 개인 누구나 참여가능

※ 참가신청(주제발표, 습지사진전, 습지보전활동포스터전, 회의참가)시 유의사항

1) 주제발표는 20분 발표 및 질의응답 5분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발표문은 원고, 파워포인

트(PPT)로 제출해야 한다. 원고는 A4기준으로 2~5매로 한글 혹은 워드로 작성하면 되며 번역작

업을 위해 3월 31일(일)까지 행사 사무국(*아래 행사준비T/F 연락처 참고)으로 제출하면 되며, 

파워포인트 발표문은 4월 8일(월)까지 제출하면 된다. 주제발표에 제출한 원고와 파워포인트는 

행사 후 번역작업을 거쳐 자료집으로 제작하여 참가자 전원에게 발송할 계획이며, 수정사항이 있

을 경우 행사 후 2주일 이내에 사무국으로 연락하면 수정이 가능하다.

2) 습지사진전은 현재로선 습지보호지역으로 보호받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지정할만한 가

치가 있는 습지의 사진과 함께 보호구역지정의 타당성을 제시하면 되며, 본인이 원하는 디자인과 

구상을 사진과 함께 제출하면 제작 후 전시할 계획이다. 단, 참가자 본인이 원할 경우 직접 독창

적인 방식으로 제작하여 전시할 수 있다. 참고로 전시대의 크기는 가로70cm*세로90cm이며, 그 

이상의 크기를 원할 경우 사무국과 협의 후 제작하면 된다.

3) 습지보전활동 포스터전은 습지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한 교육, 시민참여, 인

식증진, 풀뿌리보전활동의 과정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되며, 제작에 필요한 자료와 

디자인안을 제출하면 제작 후 전시할 계획이다. 단, 참가자 본인이 원할 경우 직접 제작하여 전

시할 수 있다. 참고로 전시대의 크기는 가로70cm*세로90cm이며, 그 이상의 크기를 원할 경우 

사무국과 협의 후 제작하면 된다.

4) 보호구역간담회는 한국에서 습지보전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와 기관이면 누구나 참가가

능하다. 국제습지연대아시아회의는 국제습지연대에 운영위원단체, 웹회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단체와 습지센터의 관계자면 누구나 참가가능하다. 단, 국제습지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단체와 개

인 중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사무국에 참관신청을 하면 된다.

공동의장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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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순천국제습지보전회의 관련 자원봉사 모집

안녕하세요.

환경연합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간 내 열리는 순천국제습지보전회의와 관련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은 통번역지원과 행사 진행지원역할을 함께 

할 예정이며 국내외습지전문가들이 발제하는 회의 참여 기회와 숙식을 제공하여 드립니

다. 

개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첨부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모집인원 : 5~10명 

 ∙  모집분야 : 

통번역 및 회의속기 최소 2명 이상
일반 행사 진행 지원 최소 5명 이상

(행사안내, 진행보조 등)

 ∙  모집조건 :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말레이시아어, 인도어, 일본어 능숙자(중급 이상)

               일반 행사 진행 지원 부분은 어학능력과 무관함 

 ∙  봉사기간 : 기간 선택 가능

사전 준비팀 (사전준비기간만 봉사) 4/15~4/18 (4일)

행사 진행팀 (행사진행기간만 봉사) 4/19~4/22 (4일)

사전 준비+행사 진행 팀 (전체기간 봉사) 4/15~4/22 (8일)

 ∙  모집방법 : 1차> 이메일 원서접수 momo@kfem.or.kr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이메일, 소속을 기재하여 발송)

              2차> 면접 (일시 및 장소는 개별통보) 

              3차> 4/15(월) 오리엔테이션 참가 (순천환경운동연합)

 ∙  체류관련경비 : 숙식 전액 지원 

 ∙  전체진행기간 : 4.15~4.22

 ∙  문의 및 연락처 : 환경운동연합 국토생명팀 김현경 간사 010-9034-46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