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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1

연구 개요

가. 연구 범위
사업명 : 세계지질공원 자료 및 우수사례 수집·분석
기간 : 2021. 4. ~ 2021. 11.(7개월)
대상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지질공원 전체

나. 연구 배경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UGGp)의 지속적인 증가
2000년 유럽지질공원 네트워크(European Geoparks Network, EGN)와 2004년 세계지질
공원 네트워크(Global Geoparks Network, GGN) 결성으로 지질공원 프로그램이 세계적인
활동으로 확대되고 2021년 11월 현재 44개국 169개소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분포
자료 갱신의 필요성
국내 지질공원 업무에 활용하기에는 보유한 UGGp 자료의 양은 부족하고 기존에 보유한 자
료 또한 최신자료로 갱신 필요

다. 연구 목적
폭넓은 세계지질공원 자료 수집
수집된 자료의 항목별 우수사례 및 공원별 특징 도출
분석된 자료의 시사점 도출과 지질공원 업무 활용

라. 연구 방법
세계지질공원 자료 수집 및 목록 작성
(1) 가능한 모든 세계지질공원을 자료 수집 대상으로 선정하고 수집 가능한 자료 선별 및 항
목을 구분
(2) 자료 수집을 위해 다양한 방법(해당 지질공원의 누리집 및 국내 지질공원 보유자료 참조, 다양
한 기관과의 교신 등)을 활용하며 관련한 방법, 접촉 인물과 인적사항 등 절차를 기록

우수사례 분석 및 종합 기술
취득한 자료 중 항목별로 우수사례를 분석하여 그 내용을 기술(예: 교육, 연구, 홍보, 트레일,
관광 등)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제안 검토

2

세계지질공원 자료 수집
세계지질공원 자료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우수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항목을 결정

3

우수사례 항목과 분석

가. 우수사례 도출 결과
분석 항목 및 소주제 도출
147개 세계지질공원 홈페이지 자료를 통해 교육, 연구, 관광, 트레일, 홍보, 기타 항목에 대
한 우수사례를 수집하고 6개 항목, 28개 소주제를 도출해 상세 내용 기술

항목

교육
(Ed)

연구
(Re)

관광
(To)

트레일
(Tr)

홍보
(Pr)

소주제
a
인증 가이드 제도
b

수준별-분야별 상세 교육자료

c
d
e
f
a
b
c
a
b
c
d
e
a

캠프형 교육
학점 및 직업훈련 인증제도
참여형
외국인을 위한 교육
연구 협력
연구비용 지원사업
인턴십 제도
체험형
디지털 활용
인프라 활용
계절별 프로그램
지질테마형
난이도별 세분화

b

주제별 구성

c

배리어프리

d

오디오

a

참여유도형

b

유투브

c

캐릭터 및 로고

d

아카이브

대표 지질공원
Toya-Usu, Oki Islands
Beigua, Açores, Lesvos Island, North-West Highlands,
Tumbler Ridge
Beigua, Papuk, Bakony-Balaton
Burren & Cliffs of Moher, Haţeg
Villuercas Ibores Jara, Idrija
Oki Islands, Itoigawa, Granada
Basque Coast, Monts d’Ardèche, Vestjylland
Itoigawa, GeoMôn
Swabian Alb, De Hondsrug
Rokua, Bergstraße-Odenwald
Magma, Arouca, Satun, Las Loras, Granada
Psiloritis, Lauhanvuori-Häemeenkangas
Lauhanvuori-Häemeenkangas, Origens
Rokua, North-West Highlands
Muroto, Reykjanes, Tumbler Ridge, Basque Coast
Villuercas Ibores Jara, San’in Kaigan, Shetland,
Vikos-Aoos, Psiloritis, Las Loras
Vulkaneifel, Bergstraße-Odenwald
Fforest Fawr, Vulkaneifel, Bergstraße-Odenwald,
TEERA, Thuringia
Langkawi, Magma, Yangan-Tau, Tuscan, Las Loras,
Origens, Bakony-Balaton, Muskauer Faltenbogen-Łuk
Mużakowa
Majella, San’in Kaigan, Bergstraße-Odenwald, Gea
Norvegica
Villuercas Ibores Jara, Itoigawa, Bohemian Paradise,
Ciletuh – Palabuhanratu, Gea Norvegica
Basque coast, Langkawi, Muskauer Faltenbogen-Łuk
Mużakowa

항목

기타
(Ot)

소주제
a
자체 인증 제도
b
문화/환경보전
c

지오푸드/프로덕트

d

편의성

e

3D 비대면 관광

f

친환경 정책

대표 지질공원
Idrija, Sesia Val Grande
Adamello-Brenta, Percé, Chelmos Vouraikos, Origens
Belitong, Magma, Discovery, Lesvos Island,
North-West Highlands
Beigua, Basque Coast, Açores, Non nuoc Cao Bang,
Central Catalonia, Belitong
Granada, Kula Volcanic, Famenne-Ardenne, Idrija, Las
Loras
North-West Highlands, Tuscan Mining Park,
Vulkaneifel, Saimaa, Psiloritis, Bakony-Balaton,
Sobrarbe-Pirineos

나. 우수사례 분석
우수사례 분포 현황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러시아, 베트남, 터키, 인도네시아,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네덜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프랑스, 벨기에, 독일, 폴란드, 크로아티아, 헝가리,
루마니아, 체코,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스페인, 슬로베니아 등 29개국에 지질공원 우수
사례 분포
우수 지질공원
소주제 4항목을 만족하여 가장 많은 우수사례를 보여준 영국의 North-West Highlands,
독일의 Bergstraße-Odenwald, 스페인의 Basque Coast와 Las Loras Geopark
지질공원 활용 우수 지역
우수사례 지질공원을 5곳 이상 보유한 스페인, 일본, 그리스, 이탈리아, 독일

4

제언 및 성과활용

가. 전략적 자료 수집을 위한 수집 대상 항목, 자료 유형, 활용 주체의 구체화
수집 대상 자료를 구체화, 자료를 활용하는 주체(예: 지질공원사무국, 지질공원 담당자, 지질

공원 관련 연구자 등), 활용 목적 또는 자료 가공 방식 등을 고려해 적절한 수집 자료 유형
(예: 학술논문, 신청서, 담당자 인터뷰, 보고서, 홈페이지를 비롯한 온라인 자료 등) 선택

나. 장기적·지속적 자료 갱신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지질공원의 빠른 증가, 지질공원 제도의 성숙, 지질공원
네트워크 강화, 사례연구 증가, 국제정세 변화 등에 따라 지질공원 운영지침과 프로그램의
변화 주기가 단축되고 있으므로 세계지질공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지속적인 갱신
필요

다. 수집된 자료의 적용을 위한 후속 연구 추진
개별 지질공원의 자료에 관한 적절한 분석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지질공원 간 비교연구 필요

라. 중장기 발전전략의 선행 모델 제공
국가지질공원 사무국에서 2021년 수행한 ‘지질공원 중장기 발전전략 2022-2031’의 세부
계획의 예시 자료로 활용

Ⅰ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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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 개요
1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UGGp)의 지속적인 증가
(1) 1972년 세계유산(World Heritage)을 다루는 과정에서 시작된 지질유산이 지질공원의 개념
으로 발전함
(2) 1989년 국제지질연맹(International Union of Geological Sciences, IUGS)에 의해 지질
명소의 개념이 도입되고 1999년 유네스코에서는 지질공원 프로그램의 제도공식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됨
(3) 2000년 유럽지질공원 네트워크(European Geoparks Network, EGN)와 2004년 세계지질
공원 네트워크(Global Geoparks Network, GGN)의 결성을 거쳐 지질공원 프로그램이
세계적인 활동으로 확대되면서 지질공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함
(4) 2021년 11월 현재 44개국 169개소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인증1)되어 있으며(`04년
GGN 출범 이후 매년 약 10개소씩 증가), 우리나라에는 제주도, 청송, 무등산권, 한탄강
지질공원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음 (그림 1)

자료 갱신의 필요성
(1) 국내 지질공원 업무에 활용하기에는 보유한 UGGp 자료의 양이 부족함
(2) 기존에 보유한 자료 또한 최신자료로 갱신 필요

1) UNESCO 홈페이지 (https://en.unesco.org/global-geoparks/list)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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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목적
폭넓은 세계지질공원 자료 수집
수집된 자료의 항목별 우수사례 및 분석 결과를 통한 시사점 도출
국내 지질공원 업무 활용

[그림 1] 2021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현황 (UNESCO, 2021; 국가지질공원, 2021 참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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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 개요
2. 범위 및 방법

범위 및 방법

2

가. 연구 범위
기간 : 2021. 4. ~ 2021. 11. (7개월)
대상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지질공원 전체

나. 연구 방법
세계지질공원 목록화


유네스코 공식 홈페이지(https://en.unesco.org/global-geoparks/list)에서 제공되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현황을 바탕으로 연구 대상 목록 작성 (그림 1)

자료 수집 및 분석


세계지질공원 인증일, 면적, 위치, 공식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접속 링크, 담당자 연락처 등 타 자료 수집에 활용될 수 있는 지질공
원에 관한 기본 정보 우선 수집



세계지질공원 자료의 유형과 수집 가능 여부, 자료 및 우수사례 수집·분석 등의 소요시간,
지질공원 관계자 의견 수렴 결과를 고려하여 수집 자료 선정 (표 1 참고)



자료 유형에 따라 적절한 수집·분석 항목 설정 (표 2 참고)



자료 수집 방법과 과정, 접촉 인물과 인적사항 등 절차를 상세히 기록

│세계지질공원 자료 및 우수사례 수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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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세계지질공원 자료의 유형별 예시
1차 자료

지질공원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 설문 또는 인터뷰, 지질공원 직접 관찰 등
국내 세계지질공원 관련 과제 보고서, 논문, 정부 기관 정기간행물 및 유네스코 공식

2차 자료

홈페이지, 세계지질공원 인증 신청서류 일체, 경과보고서, 지질공원 개별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표 2] 연구 계획 단계에서 설정된 자료의 수집·분석 항목별 상세내용
항목
일반 정보
제도

상세내용
· 명칭, 위치, 인증·재인증일, 연락처 등 공원 기본 정보
· 국가법령 체계 및 관련 지침 등
· 국가 및 개별 지질공원의 조직 구성

조직

· 국가별 지질공원 네트워크 조직 및 운영
· 국가·지자체 등의 지원 여부 및 예산 현황 등

시설 현황

· 지질공원 센터, 안내소, 박물관, 트레일 등

프로그램

· 교육, 관광, 체험 프로그램 종류 및 운영 현황 등

지질명소

· 일반 지질·지형 및 대표 지질명소 현황

비지질명소
지역협력
국제협력
홍보자료/출판물
해설사
기타

· 대표적인 역사·문화·생태 명소 현황 및 지질과의 연계성 등
· 지역 주민 참여 방법 등
· 협력 업체, 기관, 마을, 조합과의 협력 내용 등
· 타 국가 지질공원과의 MOU 등 협력 관계 현황 등
· 관광책자, 리플릿, 지도, 연구자료 등 홍보, 출판물, 사진 등
· 해설사 양성, 운용, 처우, 복제 등
· 기타 수집 필요 항목

우수사례 분석 및 종합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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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자료 중 분석항목별로 우수사례 선정 및 관련 내용 기술



우수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제안 검토



수집된 자료, 분석 결과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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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계지질공원 자료 수집 및 분석
1. 세계지질공원 목록화

Ⅱ. 세계지질공원 자료 수집 및 분석
세계지질공원 목록화

1

가. 방법


유네스코 공식 홈페이지(https://en.unesco.org/global-geoparks/list)에서 제공되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현황 파악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169개소의 대륙별, 국가별 지질공원 분류



유네스코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각 세계지질공원의 인증일, 면적, 위치, 공식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접속 링크, 담당자 연락처 등을
게시하고 있으므로 목록 작성 시 해당 정보를 추가로 수집해 세계지질공원에 관한 기
본 정보를 종합하고 목록으로 작성



해당 목록은 향후 세계지질공원 관련 자료 갱신에 따라 수정·보완하기 위해 워크시트로
제작

나. 세계지질공원 목록 작성


수집된 169개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유럽, 아시아, 남미, 북미, 아프리카 등 5개
대륙 44개국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 중 초국경 지질공원 4개소는 모두 유럽에 분포



44개국 중 중국에 가장 많은 41개소 세계지질공원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어서 스페인
15개소, 이탈리아 11개소, 일본 9개소, 영국 8개소, 독일과 프랑스 각각 7개소, 그리
스와 인도네시아에 각각 6개소 등 세계지질공원은 유럽과 아시아 일부 국가에 집중되어
있음

│세계지질공원 자료 및 우수사례 수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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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공원 전문가 의견 수렴

2

가. 배경 및 기대효과
배경


기존에 전체 세계지질공원을 대상으로 지질공원 구성과 관련된 전 항목에 대해 수집 및
분석한 국내 연구사례가 없음



효율적으로 다양한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수집 대상 자료와 분석 항목 기준 수립이 필요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자료 수집의 방향과 항목을 결정하는데 참고하기 위함

기대효과


세계지질공원의 자료 및 우수사례의 수집·분석 결과는 궁극적으로 국내 지질공원 업무에
활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따라서 연구 수행 과정에서 업무 당사자인 지질공원 담당자, 국가지질공원 전문위원단,
지질공원 관련 과제와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와 이유, 지질공원
운영과 관련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연구의 질을 높일 수 있음

나. 설문조사
특징

10



집단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시간과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자료 획득 가능



넓은 범위의 문제에 대해 조사 대상 그룹의 경향을 보여줌



조사 대상자의 경험·능력·주관 및 언어·표현 등에 따라 설문의 결과가 유동적임



질문 범위 내의 것만 알 수 있어 부분적 자료로만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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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료 수집 방법 및 결과
설문 대상 선정


국내 지질공원 업무에 참여 중인 지질공원 전문가를 지질공원 담당자, 국가지질공원 전문
위원단, 지질공원 연구자 등 3개의 그룹으로 분류 (그림 2)



국가지질공원사무국의 협조와 국내에서 수행된 지질공원 관련 참고문헌을 통해 각 그룹의
설문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메일 주소를 목록화

설문 문항 작성


참여 연구진 회의 등 내부 검토를 거쳐 개인정보 및 세계지질공원 자료의 수집·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의견 수렴 문항을 작성 (그림 3)



세계지질공원 자료 필요 항목, 자료가 필요했던 이유, 지질공원 운영에서 우선 고려되는
항목, 모범 사례를 제공하는 지질공원, 자유 의견 등을 수집

설문지 배포


기 확보된 설문 대상자 이메일을 통해 최종 작성된 온라인 설문지 URL을 발송하였으며
공공기관 또는 지자체 근무자의 경우 클라우드 접속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응답용 문서
파일을 별도 첨부



1차 설문지 배포 후 10일간 응답 기간 경과된 이후에 응답률이 저조하여 다시 2차 설문
배포 기간을 가짐

설문 결과


설문 조사 대상자 57명 가운데 응답자는 28명(약 49%)이며 이 중 지질공원 담당자는
19명 중 13명(약 68%)이 응답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국가지질공원 전문위
원단은 25명 중 10명, 지질공원 연구자는 13명 중 5명이 응답함 (그림 3)

│세계지질공원 자료 및 우수사례 수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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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세계지질공원 자료 수집에 관한 지질공원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작성된 설문지(계속)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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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지질공원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 조사 절차 흐름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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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과 분석
문항 4-1 응답 결과


타 지질공원의 자료가 필요했던 항목을 묻는 문항 4-1에 대한 답변으로 지질공원담당자
그룹에서는 지질교육, 해설사가 전체 응답의 약 77%(13명 중 10명)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위원단 그룹에서는 학술연구와 지질명소가 전체 응답의 약 70%
(10명 중 7명), 지질공원전문가(연구자) 그룹에서는 지질명소가 전체 응답의 약 80%(5명
중 4명)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4)

[그림 4] 문항 4-1의 응답 결과

문항 4-2 응답 결과


4-1에서 답변한 타 지질공원의 자료가 필요했던 이유를 묻는 문항 4-2에 대한 답변
으로 지질공원담당자 그룹에서는 ‘타 지질공원의 운영 방식을 참고해 소속 지질공원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가 전체 응답의 약 92%로 가장 높았으며, 전문위원단 그룹에
서는 ‘타 지질공원의 운영 방식을 참고해 소속 지질공원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와

│세계지질공원 자료 및 우수사례 수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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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및 재인증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가 전체 응답의 60%로 동일하게 나타났고, 지질
공원전문가 그룹에서도 전문위원단 그룹과 같은 응답이 약 60%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5)

[그림 5] 문항 4-2의 응답 결과

문항 4-3 응답 결과


4-1과 4-2에서 답변한 항목의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제공되길 희망하는 자료를 묻는
문항 4-3에 대한 답변으로 지질공원담당자 그룹에서는 ‘신청서’, ‘자체평가표’, ‘지질공원
홍보자료’가 동일하게 전체 응답의 약 77%를 보였으며, 전문위원단 그룹에서는 ‘지질
공원 홍보자료’가 전체 응답의 6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질공원전문가 그룹에서는
‘자체평가표’가 1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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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문항 4-3의 응답 결과

문항 5 응답 결과


지질공원 운영에 참여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항목이 무엇인지 묻는 문항 5에
대한 답변으로 지질공원담당자 그룹에서는 ‘지질교육’이 전체 응답의 1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위원단 그룹에서는 ‘학술연구’, ‘지질교육’, ‘지질관광’이 60%의 동일한
응답률을 보였으며, 지질공원전문가 그룹에서는 ‘지질명소’가 1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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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문항 5의 응답 결과

결과 분석


조사 대상자 그룹별 응답률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고 문항별 응답 결과를 종합
하면, 조사 대상자들은 타 지질공원의 운영방식을 참고해 소속된 지질공원의 운영을 개선
하고 인증 및 재인증 추진, 제반시설 구축 등을 위해 지질교육, 지질명소, 학술연구,
지질관광 항목에 관한 세계지질공원 신청서, 자체평가표, 지질공원 홍보자료 등 자료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평가됨 (그림 8)



필요한 자료의 항목을 묻는 문항 4-1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항목은 ‘지질교육’,
‘지질명소’, ‘학술연구’ 순이었으며, 지질공원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을 묻는 문항
5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항목은 ‘지질교육’, ‘지질관광’, ‘지역경제발전’ 순이었음



조사 대상 그룹에 따라 응답률의 차이는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지질교육 및 지질관광
등 지질공원 조성 이후 활용에 대한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었으며, 특히 학술적 근거가
필요한 지질교육-지질명소-학술연구에 대한 자료의 필요성이 크게 나타남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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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질공원 전문가 의견 수렴

[그림 8] 지질공원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 조사 대표 항목 결과 요약

마.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


설문 조사 대상자 가운데 지질공원 담당자 그룹의 비중이 약 70%로 우세하여 조사
대상자의 그룹을 분리하지 않고 문항의 답변의 평가할 경우 지질공원 담당자 그룹의
답변이 전체를 대변하게 됨



지질공원 국내 전문가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질문지법을 적용하였지만, 조사 대상 그룹별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지질공원 전문가 집단의 대표성을 보여주기 어려움



전체 문항에서 답변의 중복선택이 가능하여 각 문항 답변에서 중요도가 뚜렷하게 드러
나지 않고 1차 자료를 이용한 통계 처리 및 2차 자료 생산이 어려움

│세계지질공원 자료 및 우수사례 수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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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해당 설문 조사는 다양한 그룹의 지질공원 관계자가 응답하였고 유사 집단에 대한 다른
설문과 비교했을 때 응답률도 높아 유의미한 자료 수집 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한 2차 자료 생산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수행되었으므로
설문 조사 및 평가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체계적인 설문 구성과 통계 처리 전략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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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질공원 신청서 수집·분석

3

가. 세계지질공원 신청서
특징


일반 정보, 지질학적 특성, 지질공원 운영 방식 등 여러 범주의 지질공원 자료 수집 가능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해 작성된 신청서이므로 지질공원을 구성하는 필수요소에 대한
장점이 잘 기술되어 우수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기에 적절함



현재 신청서 자료는 인증 주체인 유네스코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청서 입수를 위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함



신청서 양식에 요구하는 항목을 정해진 분량 안에 기술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예시는
주로 자체평가표 증빙자료에서 별도 제시하여 해당 내용이 신청서상에서 누락될 경우
하향 평가 점수를 보여줄 수 있음



신청서는 영문으로 작성된 약 50페이지 분량의 문서로 구성 항목이 집약적



유럽지질공원 네트워크,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 가입 또는
인증받은 지질공원 네트워크에 따라 양식이 다르고, 신청서 작성 시기가 2000년대 초반
부터 현재까지 다양하여 신청서가 작성된 시기와 현재의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등 여러
분야에 차이 존재할 수 있음

구성


현재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신청서 작성 시에 UNESCO 「Application dossier for
UNESCO Global Geopark」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며 해당 내용은 유네스코 공식 홈페
이지에서 제공됨



필수 제출 서류는 신청서(부록 제외 최대 50쪽)와 부록 6종으로 구성
부록 1: 자체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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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본 신청서 섹션 E 1.1복사본
부록 3: 기초·광역 지자체 승인서 및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지지서한
부록 4: 신청 후보지 대축척 지도
부록 5: 1페이지 지질·지리 요약
부록 6: 지구과학 분야의 모든 참고문헌(국제 출판물은 강조할 것)


신청서는 양식에 따라 A-F까지 6개의 대단원과 E 단원 하위의 8개의 소단원으로 구성
A- GENERAL INFORMATION
B- DOCUMENTS CHECKLIST
C- LOCATION OF THE AREA
D- MAIN GEOLOGICAL HIGHLIGHT AND OTHER ELEMENTS
E- VERIFICATION OF UNESCO GLOBAL GEOPARK CRITERIA 1-TERRITORY,
2-OTHER HERITAGE, 3-MANAGEMENT, 4-OVERLAPPING, 5-EDUCATION
ACTIVITIES 6-GEOTOURISM, 7-SUSTAINABLE DEVELOPMENT AND PARTNERSHIPS,
8-NETWORKING, 9-SELLING OF GEOLOGICAL MATERIAL
F- INTEREST AND ARGUMENTS FOR BECOMING A UNESCO GLOBAL
GEOPARK

나. 자료 수집 방법 및 결과
수집 방법
(1) 지질공원 담당자에게 직접 요청


유네스코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각 지질공원 기본 정보를 통해 전체 지질공원 담당자
이메일 수집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60개 지질공원 이메일 목록 작성



연구진 자체 검토를 통해 지질공원 담당자에게 발송할 공식 서한 작성 (그림 9)



160개 지질공원 담당자에게 메일을 발송한 결과 136개 메일이 정상 발송되었으며,
24개 메일은 전송 오류 발생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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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발송 이후, 10여 곳의 지질공원에서 신청서 또는 기타 참고 자료를 회신 (표 3)

(2) 포털사이트 검색


직접 요청에서 미확보된 신청서를 보완하기 위해 포털사이트(Google) 검색



포털사이트 검색 시 지질공원명의 영문 및 자국어 표기 모두를 키워드로 활용함



일반적으로 세계지질공원 신청서는 자체평가표, 지질유산보고서 등 인증 서류들이 세트를
이루어 게시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함

[그림 9] 세계지질공원 신청서 및 관련 자료 요청을 위해 작성된 공식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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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세계지질공원 담당자 직접 요청 이후 참고 자료 회신 결과
국가

지질공원

참고 자료
신청서

자체평가표

경과보고서

기타
Dritfing Apart

영국

North West
Highlands

X

O

O

project sustainable
management
models document

스페인

Las Loras

O

X

X

X

헝가리-슬로바키아

Novohrad-Nograd

O

O

X

X

포르투갈

Azores (Açores)

O

O

X

X

인도네시아

Rinjani-Lombok

O

X

X

그리스

Grevena-Kozani

O

X

X

포르투갈

Estrela

O

X

X

일본

Muroto

X

X

X

Summary

아이슬란드

Katla

X

X

X

Geological report

[그림 10] 세계지질공원 신청서 수집 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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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결과


지질공원 담당자 직접 요청,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활용해 최종적으로 유럽지질공원 네
트워크(European Geoparks Network, EGN),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Global Geoparks
Network, GGN),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UNESCO Global Geopark, UGGp) 가입
및 인증을 위해 작성된 신청서 41개(한국 4개소 포함), 후보지 신청서 2개, 최종 미인증
지질공원 신청서 7개를 입수 (표 4)



후보지 신청서와 미인증 지질공원 신청서 9개를 제외한 41개 신청서 중 유럽의 지질
공원이 27개, 아시아의 지질공원이 12개, 남미와 북미의 지질공원이 각각 1개로 확인
됨(그림 11)



아시아의 지질공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은 41개의 유네스코 세계지질
공원이 분포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신청서는 미확보됨

[그림 11] 수집된 신청서의 대륙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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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세계지질공원 신청서 수집 현황
연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국

가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슬로베니아
캐나다
키프러스
에콰도르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헝가리-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포르투갈

한국
러시아
스페인
터키

지질공원

작성년도*

Ore of the Alps
Karawanken
Discovery
Troodos
Imbabura
Beaujolais
Causses du Quercy
Massif des Bauges
Greven-Kozani
Lesvos Island
Sitia
Vikos
Bakony-Balaton
Novohrad-Nógrád
Katla
Ciletuh - Palabuhanratu
Rinjani-Lombok
Adamello-Brenta
Alpi Apuane
Pollino
Rocca di Cerere
Sesia Val
Aso
Izu Peninsula
Mt. Apoi
Muroto
Oki Islands
Toya-Usu
Açores
Estrela
Terras de Cavaleiros
Cheongsong
Hantangang River
Jeju Island
Mudeungsan
Yangan-Tau
Basque Coast
Granada
Las Loras
Molina & Alto Tajo
Kula-Salihli

(2014 이전)
(2013 이전)
November 2018
January 2015
(2019 이전)
November 2016
November 2015
November 2010
November 2017
2001
November 2014
November 2009
December 2011
January 2009
January 2010
November 2015
January 2016
2006
November 2010
January 2015
2001
November 2012
November 2013
(2018 이전)
November 2014
(2011 이전)
(2013 이전)
(2009 이전)
November 2011
November 2017
November 2013
November 2015
November 2018
November 2009
November 2016
November 2017
November 2009
December 2018
November 2015
October 2012
November 2012

비

고**

EGN/GGN
EGN/GGN
UGGp
EGN/GGN
GGN
UGGp
EGN
EGN
UGGp
EGN
EGN/GGN
EGN/GGN
EGN/GGN
EGN
EGN
UGGp
UGGp
EGN
EGN
EGN/GGN
EGN
EGN/GGN
GGN
UGGp
GGN
GGN
GGN
GGN
EGN/GGN
UGGp
EGN/GGN
UGGp
UGGp
GGN
UGGp
UGGp
EGN
온라인 링크
UGGp
EGN/GGN
EGN/GGN

* 신청서 작성년도가 불확실한 경우 (인증년도 이전) 으로 표기
** EGN, 유럽지질공원 네트워크 (European Geoparks Network); GGN,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Global
Geoparks Network); UGGp,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UNESCO Global Ge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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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료 분석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신청서 항목에 따른 정보 내용


수집된 세계지질공원 신청서 분석에 앞서 연구 계획단계에서 설정된 수집 대상 항목
및 세부 사항에 관한 정보와 관계된 신청서 목차를 분류하고 최종적으로 정보의 도출
가능성을 평가함



정보 획득 가능성 평가를 위해 1) 신청서 작성 이후 거의 변동이 없는 구체적인 자료
수집 가능(◎), 2) 운영 여건에 따라 약간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대략적인 자료수집
가능(○), 3) 운영 여건에 따라 지속적인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간략한 자료 수집 가능
(△), 4) 자료수집 어려움 등 총 4단계로 설정함 (표 5)



세계지질공원의 일반정보, 조직, 지질명소에 관해서는 비교적 구체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제도, 시설현황, 교육-관광 프로그램, 비지질명소, 지역-국제협력,
홍보자료, 해설사에 관해서는 간략한 자료 수집이 가능하며 운영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클 것으로 평가됨

[표 5] 세계지질공원 신청서를 통한 세부 사항에 관한 정보 내용 평가
항 목
일반 정보

세부 사항
· 명칭, 위치, 인증·재인증일, 연락처 등 공원
기본 정보

가능성
◎

신청서 필수목차
· A. 일반 정보
· C. 지역의 위치

지질공원의 일반 정보인 명칭, 위치, 인증 및 재인증일, 지질공원 담당자 연락처 등은 신청서 항목 중
A. 일반 정보 및 C. 지역의 위치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므로 자료 획득 가능성이 큼. 또한, 이
항목은 신청서 외에 유네스코 공식 웹사이트에서도 제공.
제도

· 국가법령 체계 및 관련 지침 등

△

· E.3 관리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국내법이 명시한 법적 실체를 가진 기구(조직)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므로 이에
관한 내용은 신청서 항목 E.3 관리에서 기술되어야 함. 그러나 신청 후보지의 법적인 형식을 확인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지질공원 운영에 관계된 구체적인 체계와 지침 사항을 수집하기 어려움.
· 국가 및 개별 지질공원의 조직 구성
조직

· 국가별 지질공원 네트워크 조직 및 운영
· 국가·지자체 등의 지원 여부 및 예산 현황 등

○

· A. 일반 정보- 관리조직의 구성

×

· Dossier 내 일치하는 항목 없음

△

· E.3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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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세부 사항

가능성

신청서 필수목차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국내법이 명시한 법적 실체를 가진 기구(조직)에 의해 관리되어야 함. 이 관리
조직은 재정과 인력 등이 적절히 배정되어 있어야 하며 지역의 모든 관련 단체(주민, 지자체 등)를 포함
해야 함. 따라서 신청 후보지는 신청서 항목 A. 일반 정보와 E.3 관리 항목에 관리 조직의 구성을 설명
해야 하므로 조직 구성에 관한 대략적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음. 그러나 국가별 지질공원 네트워크 조직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은 신청서 내에 일치하는 항목이 없으므로 수집할 수 없고, 지질공원 운영에 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여부와 예산 현황은 신청서 E. 3 관리 항목에서 신청 후보지의 예산과 재무상태
를 간략히 제시하고 있으므로 예산 범위에 대한 일부 정보를 구할 수 있음.
시설 현황 · 지질공원 센터, 안내소, 박물관, 트레일 등

△

· E.1.3 가시성
· E.1.4 시설 및 인프라

신청서의 E.1 영역 항목에서는 후보지의 가시성을 보여주기 위해 지질공원 내에 설치된 박물관, 센터
입구 등의 간판, 안내판, 이정표 등을 설명해야 하며 후보지의 일반적인 인프라 수준과 대중이 이용 가
능한 시설 등을 기술해야 함. 다만, 이 항목에서 제시되는 정보는 여러 시설에 대한 간략한 정보임.

프로그램

· 교육, 관광, 체험프로그램 종류 및 운영
현황 등

· E.1.5 정보, 교육, 연구
△

· E.5 교육활동
· E.6 지질관광

신청서 E.1.5 정보, 교육, 연구, E.5 교육활동 및 E.6 지질관광 항목에서는 신청 후보지의 지질공원 및
모든 프로젝트와 관련된 교육 활동 및 지속가능한 관광 제공과 관련된 활동의 종류, 진행 상황, 성과 등
을 제시해야 함. 따라서 신청 후보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 관광, 체험프로그램의 현황과 기대효과에
대략적인 파악이 가능하지만,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인력, 예산, 기타 참고사항 등 구체적인 자료
획득은 어려움.
지질명소

· 일반 지질·지형 및 대표 지질명소 현황

○

· D. 주요 지질 및 기타 요소
· E.1.1 지질유산 및 보존

신청서에서 지질명소에 대한 설명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로 신청 후보지의 일
반 지질과 함께 각 지질명소에 대한 정보를 비교적 풍부하게 획득할 수 있음.
비지질명소

· 대표적인 역사·문화·생태 명소 현황 및
지질과의 연계성 등

△

· D. 주요 지질 및 기타 요소
· E.2 기타 유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지질유산과 그 지역의 자연, 문화 및 무형 유산의 모든
측면을 탐구하고 개발하고 즐기는 것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그 지역의 문화 및 지역 특성과 함
께 지질유산을 함께 제공해야 함. 따라서 비지질명소에 대한 설명은 지질명소와 함께 신청서에서 비교적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임. 신청서의 D. 주요 지질 및 기타 요소, E.2 기타 유산 항목
에서는 신청 후보지의 대표적인 자연 및 문화 유산 등의 가치가 설명되어야 하며 이 유산과 지질학적
유산의 연계를 통합적으로 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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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지역협력

세부 사항

가능성

신청서 필수목차
· E.7.2 협력(파트너쉽)

· 지역 주민 참여 방법 등

△

· 협력 업체, 기관, 마을, 조합과의 협력 내용 등

· E.7.3 지역사회와 원주민의
온전하고 효과적인 참여

신청서의 E.7.2 협력(파트너쉽) 및 E.7.3 지역사회와 원주민의 온전하고 효과적인 참여 항목은 신청 후
보지가 맺은 협력의 유무를 제시하고 이를 활용하고 홍보하는 지 설명해야 하며 협력의 정량적 가치와
지역 사회의 효과적인 참여 방식을 기술해야 함. 그러나 지역 주민이 지질공원과 협력을 통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구체적인 지역 주민 참여 방법에 관한 자료를 습득하기 어려움.
국제협력

· 타 국가 지질공원과의 MOU 등 협력 관계

△

현황 등

· E. 8 네트워킹

신청서의 E. 8 네트워킹 항목에서는 후보지의 국제협력, GGN,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혹은 기타 권역
및 지역의 파트너와의 협력활동 내용과 국가, 권역, 지역 차원의 학교, 대학, 기업, 서비스 제공자 등과
신청 지질공원 간에 맺은 네트워크를 요약해서 기술하여야 함. 따라서 신청 후보지의 협력 관계 현황의
간략한 자료를 수집 가능.
홍보자료
/출판물

· 관광책자, 리플릿, 지도, 연구자료 등 홍보,

△

출판물, 사진 등

· E.1.3 가시성
· E.1.5 정보, 교육, 연구

신청서의 E.1.3 가시성, E.1.5 정보, 교육, 연구 항목에서는 후보지의 가시성을 보여주기 위해 지질공원
내에 개발된 리플릿, 출판물, 해당 자료들의 작성 언어 등을 설명해야 하며 안내판, 브로셔, 리플릿 등
에 있는 정보가 비전문가들도 이해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을 증명해야 함. 다만, 이 항목에서 제시되
는 정보는 여러 시설에 대한 간략한 정보임.
해설사

· 해설사 양성, 운용, 처우, 복지 등

×

· E.7.2 협력(파트너쉽)

신청서의 E.7.2 협력(파트너쉽) 항목은 신청 후보지가 체결한 여러 협력을 제시하여야 함. 지질공원 해
설사의 운영을 위한 공식적인 협력 여부를 기술. 그러나 해설사 존재 여부 외에 양성, 운용, 처우, 복지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는 어려움.
기타

· 기타 수집 필요 항목

논의 필요

◎ : 구체적인 자료수집 가능 / 거의 변동 없음
○ : 대략적인 자료수집 가능 / 운영 여건에 따라 약간 변동 있음
△ : 간략한 자료수집 가능 / 운영 여건에 따라 지속적인 변동 있음
× : 자료수집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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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신청서 예비 평가
(1) 방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신청서 항목에 따른 정보 획득 내용 평가 결과 (표 5), 지질공원
전문가 설문 등을 반영해 실제 신청서 분석을 위한 항목을 재조정함



각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 내용에는 유네스코에서 제공하는 「Self-Evaluation Checklist
for aspiring UNESCO Global Geoparks (aUGGp)」의 질의를 반영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하위 평가항목을 재배치함



세부 내용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정량적으로 제시하여 객관적이며 지질공원별 비교가
가능한 평가 결과를 도출



평가표 적용 전 보완점을 찾기 위해 일본의 Mt. Apoi Geopark을 대상으로 사전
평가를 수행함

(2) 결과


신청서 작성 시 페이지 제한이 있어 구체적인 예시(교육자료, 모니터링 결과 등)는 주로
자체평가표 증빙자료로 제시하므로 작성 내용에서 누락될 경우 평가 점수에 영향(하향)



신청서 작성 시기와 신청서 평가 시기 차이로 인해 홈페이지, SNS 등 온라인상의 추가
자료를 확인하면 홍보자료, 가이드북, 운영 프로그램 등에서 차이를 보임

A. 지질공원 일반 정보

30

지질공원 명칭

Mt. Apoi UNESCO Global Geopark

지역

아시아-태평양

국가

일본

신청서 작성년도

2014

UGGp(GGN) 인증년도

2015

담당자 연락처

apoi.geopark(at)festa.ocn.ne.jp

웹사이트

https://www.apoi-geopark.jp/english/

면적(km2)

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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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지질공원 평가표
평가 항목
합계

평가점수
1 2 3 4 5
80/100

○ • Hidaka Mt., Horoman Peridotite Complex에 관한 연구가

국제적 가치
지질명소
(14/15)

국제학술지에 게재(별도 검토)
• 지질공원의 지질도, 지질명소, 비지질명소 등 데이터베이스
○
구축
• 감람암 채석장은 최소 면적 광산 허가, 아포이산 및 주변
지역의 규제, 공공과 민간의 순찰대가 정기적으로 지역을
○
점검하고 유지. 지질공원 전체에 적용되는 규정 불확실

데이터베이스
보존 (iC,
ViiA)

교육활동
지질교육(iD) 교육프로그램
(9/15)
교육자료
○
학술연구(iE)
(8/10)

○ • 지질공원 및 자연유산(자생식물 및 고산식물), 지역산업, 마을
역사, 재난대응 교육활동 수행
•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 신청서 내 확인 불가

○

○ • GeoLAB Mt. Apoi, Mt. Apoi Research Support Center

연구지원
다양성

○

가시성

○

인프라(iF) 시설 및 인프라
(10/15)
출판물

운영. 지질공원 연구자 및 견학자에게 저렴한 숙소 제공,
다양한 회의 지원, 지질공원 정보 지원
• 지질학, 생태학 관련 연구

○
○

조직 (iii)
(9/10)

지역주민
참여(v)
(9/10)

네트워킹(vi)
(8/10)

개선 홍보, 지질공원 로고와 마스코트를 이용한 상품 개발
•
Apoi
Sanso Hotel, Samani Tourist Information Center,
○
Tojuin Temple, Mt. Apoi Geopark Visitor Center,
Oyako-iwa Fureai Beach, Campsites 등과 파트너쉽 체결
• 지질관광 SWOT 분석 제시, 정기적 모니터링 안내 부재

파트너쉽
모니터링

• 패널 설치, 지질공원 지도 app, 웹사이트 운영
• Mt. Apoi Geopark Visitor Center, Mt. Apoi Peridotite
Plaza, GeoLAB Mt. Apoi 등 방문자 안내, 연구지원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
• 가이드북, 핸드북, 팜플렛(영, 중), 리플릿(영) 등 제공

○ • SNS(페이스북, 블로그), 웹사이트, 언론 매체를 통한 인식

홍보자료
지질관광(iF)
(13/15)

점수 부여 근거

○

○ • Samani 시장, 지역 주민 참여, 정규직 지구과학자 채용,

조직구성
자립도

○

파트너쉽

○

참여도
방문 및
파트너쉽

○

참여

○

관광, 산업, 교육, 홍보 등 협의체 구성
• Smani Town Goverment 보조금, 관광 수입, 상품 판매
수입으로 운영자금 조달, 향후 관리계획 부재

• 지질교육 및 지질관광 증진을 위한 파트너쉽을 체결하고 관련
활동, 상품 등을 개발
• 지질공원 위원회에서는 지역주민과 소통을 위한 워크샵,
발표회, 지오사이트 안내, 홍보캠페인 등 지역모임 운영하고
○
지역주민이 지질공원 관리, 가이드(특히 영어 가이드) 등 역할
수행
• 일본 내 세계지질공원 및 국가지질공원 상호 교류, 감람암
특성을 기반으로 다른 지질공원(Italy’s Sesia-Val Grande
Geopark)과 교류 추구
• 국제회의 참석 및 발표, 교육 이수 없음

│세계지질공원 자료 및 우수사례 수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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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지질공원 평가항목 세부내용 및 점수부여 근거
평가 항목

지질명소

학술연구

• 국제 및 국가 출판물과 지구과학에서의 연구 결과물에 대한
완전하고 포괄적인(complete and comprehensive) 참고문헌을
평가

• 5점: 5편 이상 • 4점: 4편
• 3점: 3편
• 2점: 2편
• 1점: 1편

데이터베이스

• 지질명소의 목록, 지도, 지질도, 영역, 비지질명소 등
데이터베이스 보유 현황을 평가

• 5점: 5개 이상 • 4점: 4개
• 3점: 3개
• 2점: 2개
• 1점: 1개

• 5점: 5개 이상 • 4점: 4개
• 3점: 3개
• 2점: 2개
• 1점: 1개

• 특정 대상 또는 그룹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평가 (예:
초등, 중고등 및 대학생 등)

• 5점: 5개 이상 • 4점: 4개
• 3점: 3개
• 2점: 2개
• 1점: 1개

교육자료
(iD)

• 다양하고 특정한 교육 자료의 개발을 평가 (예: 출판물, 동영상,
슬라이드쇼, 쌍방형 요소, 특별전시, 퍼즐 등)

• 5점: 5개 이상 • 4점: 4개
• 3점: 3개
• 2점: 2개
• 1점: 1개

연구지원

• 해당 지역내의 과학적 연구(예: 석사학위, PhD, Postdocs,
연구프로젝트 등)의 향상 및 지원 내역을 평가

• 평가항목의 세부내용 이행 여부를
평가해 점수 부여(1-5점)

다양성

• 지역의 지질 외에도 지질유산을 자연 및 문화자원과 연계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다양한 연구 수행을 평가 (예: 지구프로세스,
지질재해, 기후변화,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생명의 진화 등)

• 5점: 5개 이상 • 4점: 4개
• 3점: 3개
• 2점: 2개
• 1점: 1개

가시성

• 지질공원 인지 및 지질명소 정보를 제공하는 패널 또는 기타
시스템(예: 키오스크, 스크린 등), 표지판 설치 등을 평가

• 5점: 5개 이상 • 4점: 4개
• 3점: 3개
• 2점: 2개
• 1점: 1개

• 지질공원의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박물관(또는
전시실)과 방문객과 일반 대중에서 정보를 제공하며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안내센터

• 5점: 5개 이상 • 4점: 4개
• 3점: 3개
• 2점: 2개
• 1점: 1개

• 지질공원을 소개하는 전단지 및 출판물, 온라인 자료의 개발과
영문 출판물 개발을 평가

• 5점: 5개 이상 • 4점: 4개
• 3점: 3개
• 2점: 2개
• 1점: 1개

홍보자료

• 지질공원 방문 장려를 위해 개발된 홍보자료를 평가

• 5점: 5개 이상 • 4점: 4개
• 3점: 3개
• 2점: 2개
• 1점: 1개

파트너쉽

• 지질관광 증진을 위한 지역 내 사업체와 파트너쉽 현황 (예:
여행사, 레스토랑, 호텔 등)을 평가

• 5점: 5개 이상 • 4점: 4개
• 3점: 3개
• 2점: 2개
• 1점: 1개

모니터링

• 방문객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및 최소 향후 4년간에 대한
전반적인 지질관광 사업 계획을 평가

• 평가항목의 세부내용 이행 여부를
평가해 점수 부여(1-5점)

• 법적으로 인정되는 관리기관하에 지역의 의사 결정자, 지역 주민
참여 여부와 정규직 지구과학자 채용, 전문적인 작업팀 및
다학제팀(예: 교육, 문화, 건축, 인류학, 마케팅, 관광 등) 구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항목의 세부내용 이행 여부를
평가해 점수 부여(1-5점)

• 향후 4년의 회계연도에 대한 독립적인 예산 확보와 관리계획에
수립을 평가

• 평가항목의 세부내용 이행 여부를
평가해 점수 부여(1-5점)

• 현재 지역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쉽 체결, 브랜드 정책 및
파트너십 홍보 자료 개발을 평가

• 평가항목의 세부내용 이행 여부를
평가해 점수 부여(1-5점)

• 지역사회, 지역지도자의 지질공원 활동, 프로젝트 구성 및 이행
정도를 평가

• 평가항목의 세부내용 이행 여부를
평가해 점수 부여(1-5점)

• 타 UGGp 방문과 국가적 또는 국제적 수준의 파트너십 체결
발전을 평가

• 평가항목의 세부내용 이행 여부를
평가해 점수 부여(1-5점)

• 지질공원팀의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GGN 회의 참여 및
유네스코와 GGN에서 지원하는 교육 이수 등을 평가

• 평가항목의 세부내용 이행 여부를
평가해 점수 부여(1-5점)

교육프로그램
(iD)

출판물

조직(iii)

구성
자립도

지역주민
참여(v)
네트워킹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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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질명소의 법적 보호 현황, 오용 및 훼손 방지 규정, 정기적 유지 • 평가항목의 세부내용 이행 여부를
보수 및 청소, 침식에 대한 보호책 등 종합적인 보존 전략을 평가
평가해 점수 부여(1-5점)
• 지질유산(비생물), 자연유산(생물), 문화 및 무형유산,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와 관련된 교육활동의 개발을 평가

지역경제
시설 및 인프라
발전(iF)

지질관광
(iF)

점수부여 근거

국제적 가치

보존
(iC, ViiA)
교육활동
(iD)
지질교육
(iD)

평가항목의 세부내용

파트너쉽
참여도
방문 및
파트너쉽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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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계지질공원 자료 수집 및 분석
3. 세계지질공원 신청서 수집·분석

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


지질공원 담당자 직접 요청, 포털사이트 검색, 국내 지질공원 전문가 네트워크 등을 활
용해 수집된 신청서는 전체 지질공원의 약 26%로 저조하고 유럽의 아시아 일부 국가에
편향됨



신청서가 수집된 지질공원의 대륙, 국가, 인증 시기 등의 차이가 크고 수집된 자료에
규칙성이 없으므로 분석 자료로 대표성과 객관성을 지니지 못함



세계지질공원 신청서의 경우 일반정보, 조직, 지질명소에 관해서는 비교적 구체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제도, 시설현황, 교육-관광 프로그램, 비지질명소, 지역국제협력, 홍보자료, 해설사 등 전문가 의견 수렴에서 높은 수요를 보인 항목 정보는
다소 취약함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신청서는 서면심사, 현장심사, 그리고 인증 여부에 대한 심의에
사용되므로 유네스코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빠짐없이 정확히 수록되는 것이 필요하며 지질
공원의 내용이 집약적이고 다양해 기술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 충분한 연구
기간과 인력 확보가 필요

개선 방안


실제 확보된 신청서의 상당수가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획득 가능하였으며 신청서
외에도 인증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공개하는 지질공원들이 일부 확인되었음. 실제 신청서
양식을 통해 구성 항목을 평가하였을 경우 세계지질공원 인증 서류가 민감한 사안을
담고 있지 않음을 시사함



신청서 및 관련 자료 요청 서한에 응답을 준 타 지질공원 담당자 가운데도 유네스코에
공식적으로 인증 서류 요청을 통해 자료 수집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사례가 있으므로, 다음 세계지질공원 자료 갱신 시기에는 연구수행기관 및 국가
지질공원사무국, 대한지질학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공식적인
절차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세계지질공원 자료 및 우수사례 수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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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질공원 신청서를 비롯한 인증 서류는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지질공원의 전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양질의 자료 가운데 하나이며, 지질교육-지질관광-지역경제발
전-네트워크 등 국내외 정세에 따라 비교적 빠르게 반응하는 항목보다 해당 지질공원의
조직, 관리 및 지질학적 특성 항목을 이해하는데 더 유용하므로 목적에 맞게 자료가
활용되어야 함



신청서 다음으로 지질공원 홈페이지를 수집대상 경로로 선정해 홍보자료를 비롯한 평가
대상 항목에 대한 정보 수집이 요구됨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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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계지질공원 자료 수집 및 분석
4. 홈페이지 자료 수집·분석

홈페이지 자료 수집·분석

4

가. 홈페이지
특징


자료 접근이 용이함



현시점에서 운영 중인 지질공원 제도 및 프로그램의 실제적 자료



수집 가능한 자료의 범위가 제한적



지질공원별 자국어가 매우 다양하여 자료 번역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



자국어 및 영어 자료 사이에 차이가 존재함



지질공원별 홈페이지 접근성, 게시물 작성 언어(예를 들어 지질공원 지역의 자국어와 영어로
작성된 내용이 달라 언어에 따라 자료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에 따라 자료 범위가 상이

하여 여러 변수 발생 가능

나. 자료 수집 방법 및 결과
수집 방법
(1) 홈페이지 목록화


유네스코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각 지질공원 기본 정보를 통해 전체 지질공원 홈페
이지 주소를 확인하고 169개 목록 작성



수집된 홈페이지 주소의 유효성 및 접속 가능 여부 확인

(2) 자료 수집 대상 홈페이지 최종 구성


공식 홈페이지 정보와 불일치해 미확보된 지질공원 홈페이지의 주소는 지질공원명을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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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자국어 키워드로 번역해 포털사이트에 검색해 보완
수집 결과


국내 인터넷망을 통해 접속 가능한 147개의 홈페이지 목록을 최종 구성 (부록 참조)

[그림 12] 세계지질공원 홈페이지 자료 수집 절차 흐름도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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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홈페이지 자료를 통해 도출 가능한 항목
홈페이지 구성 항목


홈페이지 구성의 일반적인 항목은 아래와 같음 (표 6)



홈페이지 운영 주체에 따라 구성 항목 중 제외되거나 추가되는 요소가 있을 수 있음



홈페이지 자료를 통해 유네스코 홈페이지 게시 내용으로 작성한 세계지질공원별 기본
정보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음

[표 6] 홈페이지 구성 항목 및 세부 내용
항목

세부 내용
개념

일반

관리구조
연혁
위치 및 경계
지질명소
비지질명소(역사-문화-생태)
트레일

정보

교육프로그램
관광프로그램
해설(예: 해설장소, 일시, 해설사 등)
협력업체(예: 식당, 상점, 숙박, 액티비티 등)
지도
리플릿

편의

교통편
예약(예: 프로그램, 해설, 협력업체 등)
언어별 홈페이지 구성
외부 플랫폼 연동
공지사항

소통

Q&A
담당자 연락처

│세계지질공원 자료 및 우수사례 수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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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


세계지질공원 홈페이지는 신청서와 달리 유네스코 규정이 아닌 지질공원 관리기관에 의해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다양한 언어로 자료가 제공되고 있으며 자국어 게시물과 영문
게시물에 차이가 있는 등 일관되게 구성되어 있지 않아 내용 검토에 어려움이 있음



실제로 탐방객에게 제공되는 상당수의 자료가 지질공원 지역의 자국어로 작성되어 있어
지질공원에서 운영 중인 교육-관광-트레일-협력업체에 대한 세부자료를 번역하고 검토
하기 어려움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홈페이지 접속 여부에 변동이 생기거나 게시물이 갱신되는
등 변동이 커 홈페이지 검토 시점에 따라 자료 수집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각 지질공원에 따라 홈페이지 구성 내용에 차이가 있어 일관된 기준과 항목의 자료를
수집하는데 제약이 따름

개선 방안


지질공원에 따라 홈페이지 운영 방식이 같지 않지만 동일한 국가의 지질공원 홈페이지의
경우 유사한 항목과 내용 구성을 보여주므로 국가별 홈페이지 구성 방식을 이해해 적절한
자료 수집 기준을 수립해야 함



지질공원 홈페이지는 주로 탐방객의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지질공원 및 지질명소에 대한
소개와 교육-관광 등 세부 프로그램 정보 등 비교적 이해가 쉬한 내용으로 구성되지만,
자료 프로그램 운영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새로운 자료 게시가 필요할 경우 불규칙적
갱신이 이루어지므로 다른 자료에 비해 갱신 주기를 짧게 설정해 작은 양의 자료라도
꾸준히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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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우수사례 항목 및 분석
우수사례 분석 항목 도출

1

가. 분석 항목 설정
기존 분석 항목


연구 계획 단계에서 설정된 수집·분석 항목의 상세내용과 신청서 및 홈페이지 자료 검
토를 통해 도출 가능 여부를 평가함 (표 7)

[표 7] 자료의 수집·분석 항목별 상세내용과 자료 유형별 획득 여부 평가
항목
일반 정보

상세내용

신청서

홈페이지

· 명칭, 위치, 인증·재인증일, 연락처 등 공원 기본 정보

◎

· 국가법령 체계 및 관련 지침 등

△

· 국가 및 개별 지질공원의 조직 구성

○

· 국가별 지질공원 네트워크 조직 및 운영

×

· 국가·지자체 등의 지원 여부 및 예산 현황 등

△

구성 항목 중

시설 현황

· 지질공원 센터, 안내소, 박물관, 트레일 등

△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

· 교육, 관광, 체험 프로그램 종류 및 운영 현황 등

△

제외되거나

지질명소

· 일반 지질·지형 및 대표 지질명소 현황

○

추가되는

· 대표적인 역사·문화·생태 명소 현황 및 지질과의 연계성 등

△

요소가 있어

제도
조직

비지질명소
지역협력

정량적

· 지역 주민 참여 방법 등

△

· 협력 업체, 기관, 마을, 조합과의 협력 내용 등

국제협력

· 타 국가 지질공원과의 MOU 등 협력 관계 현황 등

△

홍보자료/
출판물

· 관광책자, 리플릿, 지도, 연구자료 등 홍보, 출판물, 사진 등

△

· 해설사 양성, 운용, 처우, 복제 등

×

해설사
기타

· 기타 수집 필요 항목

평가의
어려움

논의 필요

◎: 구체적인 자료수집 가능 / 거의 변동 없음; ○: 대략적인 자료수집 가능 / 운영 여건에 따라 약간 변동 있음;
△: 간략한 자료수집 가능 / 운영 여건에 따라 지속적인 변동 있음; × : 자료수집 어려움

│세계지질공원 자료 및 우수사례 수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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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자료 유형을 고려한 분석 항목 수정


지질공원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운영 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가 우선 필요
하며 신청서, 자체평가표, 홍보자료 등에 대한 수요가 크게 평가됨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세계지질공원 인증 시 작성된 신청서를 수집하였으나 신청서 작성
목적에 따라 EGN, GGN, UGGp 인증을 위한 신청서로 상이하고, 수집량 저조 및 편향
으로 수집된 신청서의 대표성과 객관성 부재



운영 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가 우선 필요하다는 설문 결과와 신청서 및
홈페이지 자료 수집·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최종 분석 항목 선정

최종 분석 항목


교육, 연구, 관광, 트레일, 홍보, 기타 등 6개 항목으로 구성

나. 방법
항목별 소주제 선정 및 우수사례 제시


수집된 홈페이지 목록을 통해 개별 지질공원 구성 항목을 검토



개별 지질공원 특징을 도출 후 해당 나라별 지질공원 간 비교를 통해 대표 지질공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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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별 대표 지질공원 특징을 그룹화해 소주제 선정



항목별 소주제에 따른 지질공원별 우수사례 기술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를 바탕으로 우수사례의 간략한 설명 기술



관련 이미지는 홈페이지에서 캡처해 삽입하였으며 홈페이지 주소를 별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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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우수사례

2

가. 교육
특징


이 연구에서 교육 항목의 우수사례를 보여주는 지질공원은 교육 자료, 교육 프로그램,
액티비티 등 교육 관련 행사에 많은 열의를 가진 곳으로 정의할 수 있음



세계지질공원 홈페이지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해 별도의 인증 가이드 제도를 운영하는
지질공원, 수준별·분야별 상세 교육자료를 제작 및 배포하는 지질공원, 캠프형 교육 프
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질공원, 학점 및 직업훈련 인증 제도참여형 교육, 외국인을 위한
가이드 교육 및 교육자료 배포하는 지질공원 등을 교육 항목의 소주제로 설정함



각 소주제의 우수사례를 보여주는 지질공원, 관련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사진 등을
홈페이지에서 발췌해 구체적으로 제시함

인증 가이드 제도
(1) 화산 마이스터 시스템
일본 Toya-Usu UGGp https://www.toya-usu-geopark.org/


지혜와 경험, 소통을 통해 발전시키며, 미래 세대들의 재난 피해를 완화시키기 위한 지속
가능한 교육 시스템 체계 (그림 13)



자연재해 위험감소 교육



재난에 대비한 활발한 교육이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짐

(2) 공인 인증 가이드 시스템
일본 Oki Islands UGGp http://www.oki-geopark.jp/en/


지질공원과 관련하여 가이드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2015년 도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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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고급, 마스터 수준의 훈련 과정이 이루어지며, 단계별 시험을 통과 시 오키섬 유네
스코 지질공원 공인 인증 가이드로 신청 및 등록 가능 (그림 14)

[그림 13] 일본 Toya-Usu UGGp에서 2018년

[그림 14] 일본 Oki Islands UGGp의

발행된 화산 마이스터 브로셔(PDF 제공)

가이드 교육 현장

수준별·분야별 상세 교육자료
(1) 다양한 수준별(어린이, 청소년, 성인) 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
이탈리아 Beigua UGGp http://www.parcobeigua.it/index.php


어린이, 청소년 대상 학년별 교육 및 프로그램 PDF 제공 (그림 15)



교육에 따라 일정 요금 지불 필요

그리스 Lesvos Island UGGp http://www.petrifiedforest.gr/?lang=en


특히 아이들을 위한 교육 활동이 잘 갖추어짐



여러 활동시트를 제공하며, 다운로드하여 체험해 볼 수 있게 함 (그림 16)

캐나다 Tumbler Ridge UGGp https://www.tumblerridgegeopark.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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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별 교육자료 제공 및 다운 가능 시스템이 상세하게 제공



지형학, 지질학, 고생물학, 원주민역사 등 분야별로도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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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자용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제공
포르투갈 Açores UGGp http://www.azoresgeopark.com/?lang=EN


학년 및 대상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마련



선생님들을 위한 가이드 및 교육자료 제공(PDF 및 PPT 다운로드 가능) (그림 17)

영국 North-West Highlands UGGp https://www.nwhgeopark.com


현장학습이 가능한 장소별 선생님, 학생별 학습 시트 제공



장소별로 제공된 정보, 학생용, 교육자용 자료를 내려받아 현장교육자료로 사용 가능

[그림 15] 이탈리아 Beigua

[그림 16] 그리스 Lesvos Island

[그림 17] 포르투갈 Açores

UGGp의 학년별 프로그램

UGGp의 아이들을 위한 활동 시트

UGGp의 교육자용 교육자료

내용(일부)

및 교육자료

제공(일부)

캠프형 교육(자연학교, 1박 2일 등)
(1) School tourism in the Park
이탈리아 Beigua UGGp http://www.parcobeigua.it/index.php


테마별, 기간별 교육 구성



1일; 테마에 따른 (예: 바다, 숲 등) 반나절/전일 선택(그룹당 100/185 유로), 1박 2일;
인당 78유로, 2박 3일; 인당 143유로

(2) Geo camps in several locations
헝가리 Bakony-Balaton UGGp http://www.geopark.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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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간의 지오-캠핑 제공 (그림 18)



풍부한 경험을 지닌 지형학-생태학 분야 선생님의 가이드



지질문화 매니저의 캠프 참여

(3) Nature School Program
크로아티아 Papuk UGGp https://www.pp-papuk.hr/?lang=en


1박 2일 / 2박 3일 활동 시트 및 프로그램 일정 상세 설명 (그림 19)



침낭과 텐트, 식사 제공(35명 제한, 2명의 선생님)

[그림 18] 헝가리 Bakony-Balaton UGGp의 지오캠핑 활동 모습

[그림 19] 크로아티아 Papuk UGGp에서 제공하는 상세 프로그램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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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및 직업훈련 인증 제도
(1) 학점 부여(ECTS 기반)
아일랜드 Burren & Cliffs of Moher UGGp https://www.burrengeopark.ie


Caherconnell Fort 센터와 골웨이 국립대학교의 지구해양과학부의 협력으로, ECTS를
기준으로한 6학점을 제공



10일간의 필드 기반 강좌로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함



ECTS (European Credit Transfer and Accumulation System, 유럽학점이수시스
템) : 유럽 연합 국가의 고등교육 학습 결과 및 학습량을 비교하는 기준

(2) 교육 및 훈련 인정(ECVET 기반)
루마니아 Haţeg UGGp https://www.hateggeoparc.ro/new/index.php/en/home


GEOTUR: 지오관광 가이드 양성을 위한 국제 훈련 프로젝트 시행



지오관광과 동굴탐험 가이드를 위한 전문적인 훈련 패키지에 관한 향상을 목표(그림
20)



유럽 자격 및 직업 강령의 기준(criteria of the European Code of Qualifications
and Occupations)을 기반으로 향상된 기술들이 인정됨



*ECVET (European Credit System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유럽
직업교육훈련 학점인정 시스템) : 여러 유럽 연합의 실무 그룹을 설립(Erasmus+)하여
개발한 직업 교육 및 교육을 위한 유럽 인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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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그림 20] 루마니아 Haţeg UGGp의 지오관광 가이드 교육 장면

참여형 교육
(1) GEOPARKER, 국제청소년클럽(글로벌 교육 프로젝트)
스페인 Villuercas Ibores Jara UGGp https://www.geoparquevilluercas.es/en/?lang=en


지오파카가 되기 위한 교육을 제공 (그림 21)



스토리 및 경험을 다양한 방법으로 축적하여 상호 공유

(2) Teach OUT 앱(자연과학 교육 앱)
슬로베니아 Idrija UGGp https://www.geopark-idrija.si/en/home/


GPS를 기반으로 선생님이 원하는 학습 스타일에 따라 내용을 추가하고 게임 및 사진을
만들어 출시(튜토리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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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그 앱의 게임을 이용 및 학습 (그림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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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스페인 Villuercas Ibores Jara

[그림 22] 슬로베니아 Idrija UGGp의 Teach

UGGp의 지오파카가 되기 위한 활동 모습(일부)

Out 앱을 이용한 교육 자료 구성

외국인을 위한 교육(언어 통역 및 해설)
(1) 외국어 가이드 훈련 강좌 계획
일본 Oki Islands UGGp http://www.oki-geopark.jp/en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외국어 가이드 훈련 강좌를 별도 진행 (그림 23)



공식 인증 제도 운영



관광업과 같은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오키섬에 거주하는 일본인과 일본인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기타 등이 포함됨

(2) 지질공원 가이드 브로셔_스페인어, 영어, 프랑스어 제공
스페인 Granada UGGp https://www.geoparquedegranada.com


지질공원의 전반적인 내용과 숙박, 교통, 식당, 여행사 등 유용한 정보를 여러 언어로
제공



지질명소뿐 아니라 관광명소 및 볼거리에 대한 설명도 충분하며, 다방면의 사진이 잘
제공



파일로 다운로드해 이용 가능

(3) Point-and-Say Conversation Card
일본 Itoigawa UGGp http://geo-itoigawa.com/eng


일본어를 할 줄 모르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언어 카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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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식당, 교통편 등 8가지 종류의 카드를 제공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으로 소통이 가능하게 함 (그림 24)

[그림 23] 일본 Oki Islands UGGp의 ‘외국인을

[그림 24] 일본 Itoigawa UGGp에서 제공하는

위한 가이드 훈련’ 강좌 진행 모습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언어 카드(일부)

나. 연구
특징


연구 항목의 우수사례를 보여주는 지질공원은 지질, 지형, 지역협력, 교육 등 지질공원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어 있는 곳으로 정의할 수 있음



세계지질공원 홈페이지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연구 협력, 연구비용 지원사업, 인턴십
제도를 운영하는 지질공원 등을 연구 항목의 소주제로 설정함

연구 협력
(1) 연구 및 샘플링 허가 양식 제공 및 연구 협력 프로젝트 운영
스페인 Basque Coast UGGp https://geoparkea.eu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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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시료 채취 시 허가 양식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



여러 기관과 연구 협력 활발하게 진행(보고서 다운로드 가능) (그림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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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전문가 및 대학 과학자들로 구성된 과학위원회 조성
프랑스 Monts d'Aredèche UGGp http://www.geopark-monts-ardeche.fr/accueil-geopark.html


지질학, 화산학, 지진학, 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



지질공원의 발전을 위해 주기적으로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발전을 도모

(3) 지질공원 내 변화 관찰(대학연구소 협력)
덴마크 Vestjylland UGGp https://www.geoparkvestjylland.com


림피오르드(Limfjord)의 항구지역 변화 및 수질 관찰과 정기적인 비버 개체 수 모니터링
(그림 26)



지질공원을 새로운 과 아이디어를 통해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함

[그림 25] 스페인 Basque Coast UGGp의

[그림 26] 덴마크 Vestjylland UGGp와

연구협력을 통해 발간된 보고서(일부)

대학교 연구소와의 협업을 통한 지질공원 내
항구지역 변화 및 수질 관찰

연구비용 지원사업
(1) 학술연구 제안 및 연구 목적 방문시 연구비 및 숙박비 보조금 지원 제도 운영
일본 Itoigawa UGGp http://geo-itoigawa.com/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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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연구실의 실험기기 사용 지원(사전 연락 필요) (그림 27)



연구기간 동안 숙박시설을 저렴하게 제공

(2) 연구비용 지원
영국 GeoMôn UGGp https://www.geomon.co.uk


Brian Windley 교수와 일본의 지구과학자팀을 지원 중



일본과 관련된 판구조론적 환경과 진화를 연구하며, 국제적인 회의 및 워크숍을 개최



연구협력을 통해 여러 논문을 게재하고 있음 (그림 28)

[그림 27] 일본 Itoigawa UGGp에서 박물관

[그림 28] 영국 GeoMôn UGGp의 연구 협력을

연구실의 실험기기를 지원받아 이용하는 모습

통해 게재된 논문 초록(홈페이지에 게시)

인턴십 제도
(1) 지질공원 사무국 운영 및 프로젝트 관리 인턴 모집
독일 Swabian Alb UGGp https://www.geopark-alb.d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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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지질공원 관련 석박사 학위에 도움



필수 인턴쉽(3개월) 또는 자발 인턴쉽(최소 6주) (보수: 300유로/월) (그림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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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턴십 및 졸업기회 제공
네덜란드 De Hondsrug UGGp https://www.dehondsrug.nl


MBO, HBO, WO 단계에 따라 학생에게 인턴십 및 졸업기회 제공



이메일 또는 연락처로 연락 필요



*네덜란드 교육제도
- MBO (middle-level applied education): 2년제 초급대학과 동일, 직업교육 지향
- HBO (higher professional education): 4-6년제 대학교육과 동일, 높은 수준의
배움과 전문 훈련 지향, 직업대학에서 양성
- WO (scientific education): 예술/과학 분야 높은 수준의 배움 지향, 학술(연구)
위주 대학교에서만 양성, 졸업 후 박사학위 등록 가능

[그림 29] 독일 Swabian Alb UGGp의 인턴십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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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광
특징


관광 항목의 우수사례를 보여주는 지질공원은 지질공원 내 지질 및 비지질명소를 연계한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과 이를 통한 실질적인 관광 붐이 조성되거나 활성화된 곳, 혹은
이를 위한 전략이 잘 만들어진 곳 등으로 정의할 수 있음



세계지질공원 홈페이지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체험형, 디지털 활용, 인프라 활용,
계절별 프로그램, 지질테마형 지질공원 등을 관광 항목의 소주제로 설정함

체험형 관광
(1) 지질공원 지역 내 지형-생태를 활용한 식물채집 활동 운영
핀란드 Rokua UGGp https://www.rokuageopark.fi/en/experience


지형, 지역적인 특색을 살려 베리(berry), 버섯 채집 활동 외 스키나 캠핑 등의 활동도
운영 (그림 30)



엄격한 사냥 금지 규율 있음(사전 연락 필요)

(2) 레인저(ranger) 예약(각 환경분야 전문가 구성 가이드)
독일 Bergstraße-Odenwald UGGp https://geo-naturpar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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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대상 역사, 지질, 지형, 물, 숲, 자연, 농업 분야별 예약 가능 (그림 31)



성인 대상 지역제품과 연계 또는 경치 및 지질경관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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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핀란드 Rokua UGGp에서 운영

[그림 31] 독일 Bergstraße-Odenwald UGGp의

중인 베리 및 버섯 채집 프로그램 소개 이미지

분야별 Ranger 프로그램 내용

디지털 활용
(1) GeoVR 가상체험관을 통해 지오사이트 체험
노르웨이 Magma UGGp https://magmageopark.no/en


가상체험을 통해 지구의 역사를 다차원의 이미지로 탐험하고 여러 시대를 경험해볼 수
있음 (그림 32)



국내(노르웨이)에서 14개 지질공원 및 파트너들과 협업하여 운영 중

(2) 투어용 앱(App) 활용
포르투갈 Arouca UGGp http://www.aroucageopark.pt/en


주기적으로 열리는 축제에 관한 정보를 사이트와 앱으로도 연동하여 정보를 제공 (그림 33)



각 명소 관련 지도나 위치를 찾아볼 수 있고, 관련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관광에 도움을
줌



축제나 행사 일정과 관련해서는 사이트를 별도 링크를 통해 제공(앱과 연동)

(3) QR 코드 활용 및 제공
태국 Satun UGGp http://www.satun-geopark.c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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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맵에 QR 코드 제공 (그림 34)



디지털 여행 가이드 사이트를 운영하여, 여행 별 정보 및 프로그램 확인이 가능

스페인 Las Loras UGGp www.geoparquelasloras.es


QR 코드를 활용한 지도 제공

스페인 Granada UGGp https://www.geoparquedegranada.com/en


QR 코드를 활용한 지도 제공

[그림 32] 노르웨이 Magma

[그림 33] 포르투갈 Arouca UGGp의

[그림 34] 태국 Satun

UGGp의 GeoVR 사이트 배너

앱 다운로드 홍보 이미지

UGGp의 가이드맵과 QR코드

인프라활용
(1) 여행사 패키지
그리스 Psiloritis UGGp https://www.psiloritisgeopark.gr


여행사와 연계하여 다양한 종류의 관광을 함께 제공 (그림 35)



목적에 맞는 관광을 선택하여 지질공원 둘러보기 가능

(2) Car tourism 제공
핀란드 Lauhanvuori-Häemeenkangas UGGp https://lhgeopark.fi/en/mire-is-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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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이용하여 문화 및 자연 명소들을 종합적으로 관광



지질공원을 전반적으로 둘러볼 수 있도록 여행일정 계획 및 안내(PDF 파일 제공) (그림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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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그리스 Psiloritis UGGp와

[그림 36] 핀란드 Lauhanvuori-Häemeenkangas

연계한 여행사 링크 및 연락처

UGGp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한 관광명소 루트

계절별 프로그램/컨셉
(1) 사계절에 따른 볼거리 및 활동
핀란드 Lauhanvuori-Häemeenkangas UGGp https://lhgeopark.fi/en/mire-is-life


계절별 지질공원 내 이미지 및 활동 내용 첨부 (그림 37)



각 활동별 상세설명은 추가 링크로 연결하여 제공

(2) 계절별 프로그램 및 일정 제공
스페인 Origens UGGp https://www.geoparcorigens.cat/en


계절별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출판물 제공(PDF) (그림 38)



월별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활동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음(스페인어)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비용, 거리, 담당자의 연락처 등이 잘 기재되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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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핀란드 Lauhanvuori-Häemeenkangas

[그림 38] 스페인 Origens UGGp의 월별

UGGp의 사계절 지질공원의 이미지 제공(일부)

프로그램 활동 내용(PDF, 일부)

지질테마형 관광
(1) 빙하기(Ice Age) 테마
핀란드 Rokua UGGp https://www.rokuageopark.fi/en/experience


빙하기라는 테마를 주제로 홈페이지 운영 (그림 39)



빙하기에 형성된 자연 명소들이 많고, 빙하기를 주제로 한 전시관을 운영



홈페이지 배너나 설명에 빙하기의 언급이 잦음

(2) 암석(rock)을 위주로 한 스토리텔링
영국 North-West Highlands UGGp https://www.nwhgeopark.com


지질학의 여러 분야 가운데 지질공원의 구성 암석을 테마로 한 내용이 풍부하게 다루
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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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석의 구성과 형성과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그림 40)



암석과 관련된 지질명소의 위치와 이미지, 그리고 상세지형 정보를 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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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핀란드 Rokua UGGp의

[그림 40] 영국 North-West Highlands

홈페이지 시작화면

UGGp의 암석의 종류 및 관련된 내용

라. 트레일
특징


트레일 항목의 우수사례를 보여주는 지질공원은 관광 항목과 유사하게 지질공원 내 지질
및 비지질명소를 연계한 다양한 관광 트레일과 이를 통한 실질적인 관광 붐이 조성되
거나 활성화된 곳. 혹은 이를 위한 전략을 반영한 트레일이 잘 만들어진 곳으로 정의
할 수 있음



세계지질공원 홈페이지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해 별도의 인증 가이드 제도를 운영하는
지질공원, 수준별·분야별 상세 교육자료를 제작 및 배포하는 지질공원, 캠프형 교육 프로
그램을 운영하는 지질공원, 학점 및 직업훈련 인증 제도참여형 교육, 외국인을 위한
가이드 교육 및 교육자료 배포하는 지질공원 등을 교육 항목의 소주제로 설정함

난이도별 세분화
(1) 소요시간, 이동수단(보도, 자전거, 차량)에 따른 트레일 운영
일본 Muroto UGGp https://www.muroto-geo.jp/en


예상 도보, 승차시간과 예상 코스 시간(식사 등 포함)을 기재 (그림 41)



도보 코스에는 버스정류장 정보도 함께 포함하여 제공

│세계지질공원 자료 및 우수사례 수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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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난이도에 따른 트레일 운영
아이슬란드 Reykjanes UGGp https://reykjanesgeopark.is


코스에 따라 길이와 난이도를 제시 (그림 42)



난이도는 총 4단계로 구분해 제공됨

[그림 41] 일본 Muroto UGGp에서 제공되는

[그림 42] 아이슬란드 Reykjanes

이동수단별 트레일 코스와 정보

UGGp의 난이도별 트레일 코스 제시

주제별 구성
(1) 슬로우 투어리즘
스페인 Villuercas Ibores Jara UGGp https://www.geoparquevilluercas.es


자연, 풍경을 즐기고 지역주민들과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편안한 여행방법 제시 (그림 43)



Geofood 프로젝트와도 연계

(2) 온천 등 다양한 주제의 코스 제공
일본 San’in Kaigan UGGp http://geopark.sakura.ne.jp/en


암반, 해변, 하이킹, 온천, 폭포 등 다양한 주제별 코스를 제시(일본이라는 나라의 특성
상 온천 코스가 있는 것이 특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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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별 주제와 코스 길이, 명소, 특징들을 일본어, 영어, 한국어 팜플렛 제공 (그림 44)

[그림 43] 스페인 Villuercas Ibores Jara UGGp의

[그림 44] 일본 San’in Kaigan UGGp에서

슬로우 투어리즘 테마

제공하는 다양한 주제의 트레일 코스와 팜플렛

배리어프리
(1) 모두를 위한 투어리즘 프로젝트
독일 Vulkaneifel UGGp https://www.geopark-vulkaneifel.de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며 접근성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



“모두를 위한 관광” 프로젝트 (그림 45)



수화 가이드 투어, 휠체어 이용 가능한 루트, 장애인 편의 시설(숙소) 등을 제공

(2) 장애인 및 몸이 불편하거나 거동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여행안내서
독일 Bergstraße-Odenwald UGGp https://www.geo-naturpark.net/deutsch


신체 혹은 인지장애가 있는 사람, 노인 및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장벽 없는 투어
제공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투어를 만들려는 노력



응급처치실, 장애인 주차공간, 장애인 화장실에 대한 정보(위치, 거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연락처 등) 제공 (그림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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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독일 Vulkaneifel UGGp 홈페이지에서

[그림 46] 독일 Bergstraße-Odenwald

제공하는 배리어프리 투어 정보

UGGp의 응급처치실 등 정보 제공

오디오
(1) 오디오 트레일
영국 Fforest Fawr UGGp https://www.fforestfawrgeopark.org.uk


MP3, iPod, 휴대폰 등에 다운로드 가능(가정에서 컴퓨터를 통해 청취 가능) (그림 47)



전문가, 직원, 지질학자들의 인터뷰 수록

(2) 오디어 투어
독일 Vulkaneifel UGGp https://www.geopark-vulkaneife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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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 파일을 제공하며, 재생속도를 제어할 수 있음



어린이를 위한 오디오가 별도로 제공됨 (그림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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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영국 Fforest Fawr UGGp에

[그림 48] 독일 Vulkaneifel UGGp에서 어린이를

제공하는 트레일별 오디오 자료

위해 별도 제공하는 오디오 자료(회색 표시)

마. 홍보
특징


홍보 항목의 우수사례를 보여주는 지질공원은 지질공원 홍보를 위한 특별한 이벤트, 프로
그램, 전략 등이 잘 되어 있는 곳으로 정의할 수 있음



세계지질공원 홈페이지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참여유도형, 유튜브, 캐릭터 및 로고,
아카이브를 배포하는 지질공원 등을 홍보 항목의 소주제로 설정함

참여 유도형
(1) 퀴즈, 단편 비디오 컨테스트, 사진 컨테스트 개최(+SNS 팔로우 유도, 지역 관련 상품 제공)
말레이시아 Langkawi UGGp https://langkawigeopark.com


여러 분야의 컨테스트를 개최 (그림 49)



컨테스트 참여로 SNS 팔로우를 유도하고, 지역과 관련한 상품을 제공

│세계지질공원 자료 및 우수사례 수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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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트레저헌트 게임 앱
노르웨이 Magma UGGp https://magmageopark.no/en


GPS와 지도를 사용하여 지질공원에서 보물찾기 게임을 할 수 있음



솔로 플레이, 멀티 플레이 가능



교육용 앱인 TeachOut 활용 (그림 50)

[그림 49] 말레이시아 Langkawi UGGp에서

[그림 50] 노르웨이 Magma UGGp

2021년도 개최한 사진 컨테스트

트레져헌트게임 앱과 TeachOut 교육용 앱 활용

유튜브
(1) MajaTv, 공식 유튜브 채널
이탈리아 Majella UGGp https://www.parcomajella.it


MajaTv2)와 공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 (그림 51)



지질공원의 경관, 생태계 연구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 제공

(2) 소개 동영상(introduction movie) 제공
일본 San’in Kaigan UGGp http://geopark.sakura.ne.jp/en


4개 주제의 홍보 동영상(PR movie) (그림 52)



유튜브 영상을 홈페이지 내에서 팝업으로 바로 감상할 수 있음

2) https://www.parcomajella.it/majatv-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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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이탈리아 Majella UGGp에서

[그림 52] 일본 San’in Kaigan UGGp의

운영 중인 MajaTv

홍보 동영상

캐릭터 및 로고
(1) ”Geopaka” 캐릭터 활용
스페인 Villuercas Ibores Jara UGGp https://www.geoparquevilluercas.es


지오파카와 함께 플레이하면서 배우는 맞춤형 교육. 웹사이트상에 여러 개의 카드가 배열
되어 있고 앞면에는 지오파카 캐릭터가 질문을 던지는 그림, 커서를 카드 위에 올리면
뒤집히면서 답변이 나오는 형식 (그림 53)



지질공원에 자신만의 주제로 파일을 만들어 제출하면 지오파카에게 알려 웹사이트에 게시
해주어 참여도 또한 높일 수 있음

(2) “Geomaru”, “Nuna” 캐릭터 활용
일본 Itoigawa UGGp http://www.geo-itoigawa.com/eng


종이공예 키트를 다운로드 받아 인쇄한 후 만들어볼 수 있음 (그림 54)



피규어를 구매해 색칠하여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 수 있음

│세계지질공원 자료 및 우수사례 수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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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스페인 Villuercas Ibores Jara

[그림 54] 일본 Itoigawa UGGp의 캐릭터

UGGp의 지오파카 캐릭터를 활용한 교육자료

Geomaru와 Nuna를 활용한 종이공예 키트와 피규어

(3) 지질공원 로고 활용
체코 Bohemian Paradise UGGp http://www.geoparkceskyraj.cz


지질공원의 로고를 활용해서 사진 프레임, 지도, 메뉴 이미지 등에서의 핀 모습을 로고로
표시하여 특색있고 개성적인 모습을 보임



홈페이지의 글자를 로고 색깔과 동일하게 사용하는 등 시각적인 효과를 강화 (그림
55)

[그림 55] 체코 Bohemian Paradise UGGp의 로고를 활용한 아이콘과 사진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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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브
(1) 지오파키아
스페인 Basque coast UGGp https://geoparkea.eus/en


6개월 주기로 간행물 발간 (그림 56)



가장 중요한 소식과 활동들을 일반 대중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목적

(2) 잡지발간
말레이시아 Langkawi UGGp https://langkawigeopark.com


지질공원에 관한 잡지를 발행 (그림 57)



지질공원 소개, 파트너쉽, 스페셜 이벤트, 새로운 뉴스 등의 내용 수록

[그림 56] 스페인 Basque coast UGGp에서

[그림 57] 말레이시아 Langkawi UGGp에서

발간하는 지오파키아

발행하는 잡지 ‘GE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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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타
특징


기타 항목의 우수사례를 보여주는 지질공원은 교육, 연구, 관광, 트레일, 홍보 항목 외에
지질공원센터, 안내소, 각종 박물관, 전시관 등 우수한 시설을 보유한 곳, 지역 주민과의
다양한 협력, 사업, 이벤트 등을 통한 참여 제고, 지역 주민 혜택을 위한 전략, 지질공
원을 통한 지역 주민의 경제 발전 활성화된 곳, 개별 공원, 혹은 국가, 권역 간 네트워
킹이 활발한 곳, 우수한 지질·지형유산의 보존을 꾀하는 곳. 지질·지형을 테마로 다양한
교육, 관광 등에 활발히 활용하는 곳으로 정의할 수 있음



세계지질공원 홈페이지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자체 인증 제도, 문화/환경보전, 지오
푸드/프로덕트, 편의성, 3D 비대면 관광, 친환경 정책 등을 운영하는 지질공원을 기타
항목의 소주제로 설정함

자체 인증 제도
(1) Idrija selected
슬로베니아 Idrija UGGp https://www.geopark-idrija.si/en/home


인증서로 품질 보장 (그림 58)



현재 120개 이상의 인증제품과 41개 인증 제조업체가 있음



방문자를 지역주민 및 다양한 유산과 밀접하게 연계

(2) Orange Flags recognition
이탈리아 Sesia Val Grande UGGp http://www.sesiavalgrandegeopar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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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 숙박시설, 케이터링, 제품의 품질 등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 (그림 59)



3년마다 검증이 이루어짐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사회 및 경제성장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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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슬로베니아 Idrija UGGp의 인증제도

[그림 59] 이탈리아 Sesia Val Grande UGGp의

‘Idrija selected’

인증제도 ‘Orange Flags recognition’

문화/환경보전
(1) CETS Quality Mark 프로그램
이탈리아 Adamello-Brenta UGGp https://www.pnab.it


환경지속가능성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은 26개의 숙박시설 수여 (그림 60)



분리수거, 천연 세제 사용, 재생 에너지로 전환, 빗물을 회수하기 위한 물탱크 사용,
전기자동차 충전 설치 등을 수행



인증된 숙박 시설은 Park의 모든 활동 및 이동 서비스에 무료로 액세스할 수 있는 전자
카드(Parco Key)를 투숙객에게 제공할 수 있음

(2) M’Mak 원주민 문화 보존
캐나다 Percé UGGp https://fundygeopark.ca


유네스코가 기념하는 ‘세계 토착 언어의 해’의 일환으로 Mi’gmaq언어(전통언어)로 번역
(트레일, 지오사이트 등) (그림 61)



언어의 보존, 보호 및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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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0] 이탈리아 Adamello-Brenta

[그림 61] 캐나다 Percé UGGp의 프랑스어를

UGGp에서 운영 중인 CETS Quality Mark

전통언어로 번역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숙박업체에 관한 소개 기사

읽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

지오푸드/프로덕트
(1) 지역 음식, 먹는 방식 소개
인도네시아 Belitong UGGp https://belitonggeopark.net


지역 음식의 사진과 음식에 사용되는 재료, 맛, 특별한 점 등을 상세하게 안내 (그림
62)



이러한 지역 음식들을 먹을 때의 전통적인 방식과 그에 담긴 철학 등을 함께 안내

(2) 지오푸드 공식라벨 언급
노르웨이 Magma UGGp https://magmageopark.no/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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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농민(Local farmer)과 유네스코 지질공원 내 식품기업 간의 협력을 강화



지속가능한 농업과 지역사회를 지원



‘지오푸드’ 관련 콘텐츠를 직접적으로 언급 (그림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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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인도네시아 Belitong UGGp의

[그림 63] 노르웨이 Magma UGGp의

지역음식과 전통적인 방식 소개

지오푸드 공식라벨 사용

편의성
(1) 안내센터 활성화 표시
이탈리아 Beigua UGGp http://www.parcobeigua.it


열려있는 안내센터와 그렇지 않은 곳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함 (그림 64)



각 센터에 대한 운영 스케줄과 연락처도 함께 제공

(2) 예약시스템
스페인 Basque Coast UGGp https://geoparkea.eus/en


일정에 따른 투어 프로그램을 제시 (그림 65)



프로그램 일정과 소요시간, 오디오가이드 유무, 가격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바로 예약
할 수 있도록 함

(3) 디지털 브로셔
포르투갈 Açores UGGp http://www.azoresgeopark.com


단순한 PDF 형식이 아닌 디지털형식의 브로셔를 제공



클릭해서 접근할 수 있는 형식(원하는 정보를 빨리 찾을 수 있음)

(4) 방문통계표시, 피드백란
베트남 Non nuoc Cao Bang UGGp http://caobangge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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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을 위한 제안’ 등의 카테고리가 있음



방문자 수를 표시하고 있음

[그림 64] 이탈리아 Beigua UGGp 홈페이지 내

[그림 65] 스페인 Basque Coast UGGp

안내센터 활성화 표시

방문 일정 입력 시 투어 프로그램 제공

3D 비대면 관광 관련
(1) 가상투어
스페인 Granada UGGp https://geoparquelanzarote.org/en


클릭을 통해 지질공원 내 지형 및 경관 관람 가능 (그림 66)



각 장소의 특징적인 구조에 대한 형성과정 등의 설명을 제공

(2) 가상갤러리
터키 Kula Volcanic UGGp https://kulasalihligeopark.c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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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형식으로 지질명소의 사진을 갤러리 형식으로 관람 가능



몇몇 사진들에는 관련된 설명을 함께 제공 (그림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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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스페인 Granada UGGp의

[그림 67] 터키 Kula Volcanic UGGp의

가상투어를 통한 지질공원의 지형 관찰

가상투어를 통한 갤러리 감상

친환경정책
(1) 토양비옥도 연구
영국 North-West Highlands UGGp https://www.nwhgeopark.com


대학교와 후원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희귀한 자원인 해당 지역의 토양을 연구 및 관리



연구, 활동 연혁과 2022년에 새롭게 수행될 비디오 제작, 전시회 등의 활동에 대한 정
보 게시 (그림 68)

(2) 탄소발자국 계산
이탈리아 Tuscan Mining Park UGGp https://parcocollinemetallifere.it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생태발자국 계산



책임감 있고 지속 가능하며 친환경적인 여행을 선택하는데 도움



탄소발자국 계산기를 홈페이지에서 제공 (그림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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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영국 North-West Highlands

[그림 69] 이탈리아 Tuscan Mining Park UGGp

UGGp의 토양비옥도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탄소발자국 계산기

발간된 브로셔(무료 다운로드 가능) 및 협업
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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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례 분석

3

가. 항목별 소주제 도출 결과


세계지질공원 147개 홈페이지 자료를 통해 교육, 연구, 관광, 트레일, 홍보, 기타 항목에
대한 우수사례를 수집하였으며 최종적으로 6개 항목, 28개 소주제를 도출해 상세 내용을
기술함 (표 8)



교육 항목에서는 인증 가이드 제도, 수준별-분야별 상세 교육자료, 캠프형 교육, 학점 및
직업훈련 인증제도, 참여형, 외국인을 위한 교육 등 6개 소주제를 도출하였으며 ToyaUsu, Beigua, Burren & Cliffs of Moher, Villuercas Ibores Jara 지질공원이 대표
적임



연구 항목에서는 연구 협력, 연구비용 지원사업, 인턴십 제도 등 3개 소주제를 도출하
였으며 Basque Coast, Itoigawa, Swabian Alb 지질공원이 대표적임



관광 항목에서는 체험형, 디지털 활용, 인프라 활용, 계절별 프로그램, 지질테마형 등
5개 소주제를 도출하였으며 Rokua, Magma, Psiloritis, Lauhanvuori-Häemeenkangas
지질공원이 대표적임



트레일 항목에서는 난이도별 세분화, 주제별 구성, 배리어프리, 오디오 등 4개 소주제
소주제를 도출하였으며 Muroto, Villuercas Ibores Jara, Vulkaneifel, Fforest Fawr
지질공원이 대표적임



홍보 항목에서는 참여유도형, 유투브, 캐릭터 및 로고, 아카이브 등 4개 소주제를 도출
하였으며 Langkawi, Majella, Villuercas Ibores Jara 지질공원이 대표적임



기타 항목에서는 자체 인증 제도, 문화/환경보전, 지오푸드/프로덕트, 편의성, 3D 비대면
관강, 친환경 정책 등 6개 소주제를 도출하였으며 Idrija, Adamello-Brenta, Belitong,
Beigua, Granada, North-West High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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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항목별 소주제와 대표 지질공원 목록
항목

교육
(Ed)

연구
(Re)

관광
(To)

트레일
(Tr)

소주제

대표 지질공원

a

인증 가이드 제도

Toya-Usu, Oki Islands

b

수준별-분야별 상세 교육자료

c

캠프형 교육

Beigua, Papuk, Bakony-Balaton

d

학점 및 직업훈련 인증제도

Burren & Cliffs of Moher, Haţeg

e

참여형

Villuercas Ibores Jara, Idrija

f

외국인을 위한 교육

Oki Islands, Itoigawa, Granada

a

연구 협력

Basque Coast, Monts d’Ardèche, Vestjylland

b

연구비용 지원사업

Itoigawa, GeoMôn

c

인턴십 제도

Swabian Alb, De Hondsrug

a

체험형

Rokua, Bergstraße-Odenwald

b

디지털 활용

Magma, Arouca, Satun, Las Loras, Granada

c

인프라 활용

Psiloritis, Lauhanvuori-Häemeenkangas

d

계절별 프로그램

Lauhanvuori-Häemeenkangas, Origens

e

지질테마형

Rokua, North-West Highlands

a

난이도별 세분화

b

주제별 구성

c

배리어프리

d

오디오

Beigua, Açores, Lesvos Island, North-West
Highlands, Tumbler Ridge

Muroto, Reykjanes, Tumbler Ridge, Basque
Coast
Villuercas Ibores Jara, San’in Kaigan, Shetland,
Vikos-Aoos, Psiloritis, Las Loras
Vulkaneifel, Bergstraße-Odenwald
Fforest Fawr, Vulkaneifel,
Bergstraße-Odenwald, TEERA, Thuringia
Langkawi, Magma, Yangan-Tau, Tuscan, Las

a

참여유도형

Loras, Origens, Bakony-Balaton, Muskauer
Faltenbogen-Łuk Mużakowa

홍보

b

유투브

(Pr)

Majella, San’in Kaigan, Bergstraße-Odenwald,
Gea Norvegica
Villuercas Ibores Jara, Itoigawa, Bohemian

c

캐릭터 및 로고

Paradise, Ciletuh – Palabuhanratu, Gea
Norvegica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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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기타
(Ot)

소주제
a

자체 인증 제도

b

문화/환경보전

c

지오푸드/프로덕트

d

편의성

e

3D 비대면 관광

대표 지질공원
Idrija, Sesia Val Grande
Adamello-Brenta, Percé, Chelmos Vouraikos,
Origens
Belitong, Magma, Discovery, Lesvos Island,
North-West Highlands
Beigua, Basque Coast, Açores, Non nuoc Cao
Bang, Central Catalonia, Belitong
Granada, Kula Volcanic, Famenne-Ardenne,
Idrija, Las Loras
North-West Highlands, Tuscan Mining Park,

f

친환경 정책

Vulkaneifel, Saimaa, Psiloritis, Bakony-Balaton,
Sobrarbe-Pirineos

나. 지질공원별 우수사례 분포


28개 소주제를 통해 분류된 지질공원별 우수사례는 아시아, 북미, 유럽에 분포하고 있음



국가별로는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러시아, 베트남, 터키, 인도네시아,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네덜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프랑스, 벨기에, 독일,
폴란드, 크로아티아, 헝가리, 루마니아, 체코,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스페인, 슬로
베니아 등 29개국에 분포함 (표 9)



특히 지질공원 제도가 처음 도입된 유럽은 가장 많은 지질공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있고
교육, 관광, 트레일, 홍보 분야에 걸쳐 다양한 우수사례를 보여줌



영국의 North-West Highlands, 독일의 Bergstraße-Odenwald, 스페인의 Basque
Coast와 Las Loras Geopark는 소주제 4항목을 만족하여 가장 많은 우수사례를
보여줌



또한, 우수사례를 보여주는 지질공원이 스페인에 7개소, 일본·그리스·이탈리아·독일에
각 5개소의 지질공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국가를 지질공원 활용이 활발한 지역
으로 추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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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각 세계지질공원의 항목별 우수사례 현황과 대륙 및 국가별 분포 (항목별 소주제 코드는 표 9 인용)
대륙

국가

일본

아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러시아
베트남
터키
인도네시아

지질공원
Toya-Usu
Oki Islands
Itoigawa
Muroto
San’in Kaigan
Satun
Langkawi
Yangan-Tau
Non nuoc Cao Bang
Kula Volcanic
Ciletuh –

캐나다

Tumbler Ridge
Percé
Discovery

Re

b

Tr

a
b

Pr

1

1

b

c
b
a, d
a

2

6

a

0

b

0

1

0

e

1
2
3
1
2
1
2
1
1
1
1

c, d

2

4

18

b
c

2
1
1

2

4

c, f

4
1

b

1

Fforest Fawr

d

1

Burren & Cliffs of
Moher

d

1

Vestjylland

a

네덜란드

De Hondsrug

c

Lauhanvuori
-Häemeenkangas

1
1
a, e

2

c, d

2

Saimaa
b

Magma

a

북유럽 소계

f

1

c

3

b, c

Gea Norvegica

아이슬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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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Shetland

Rok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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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

b

덴마크

노르웨이

Ot

c

GeoMôn

영국

핀란드

To

b

1

North-West Highlands

북유럽

a
a, f
f

4

북아메리카 소계

아일랜드

Ed

Palabuhanratu
Belitong

아시아 소계

북미

항목별 소주제

2

a

Reykjanes
2

3

6

3

1
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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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

국가

지질공원

프랑스
벨기에

Monts d’Ardèche
Famenne-Ardenne
Muskauer

독일-폴란

동유럽

Ed

Re

Łuk Mużakowa
Swabian Alb
Bergstraße-Odenwald
독일
Vulkaneifel
TEERA
Thuringia
서유럽 소계
크로아티아
Papuk
헝가리
Bakony-Balaton
루마니아
Haţeg
체코
Bohemian Paradise
동유럽 소계
Beigua

a

Ot
e

a, d
c

0
c
c
d

2

3
b, c

0

a

1

0

c, d
c, d
d
d
6

0

b

f

2

a

f

c
2
a

계
1
1
2

3

b

1
d
f

1
4
3
1
1
14
1
3
1
1
6
3
2
1

Sesia Val Grande

a

1

Adamello-Brenta

b

1

d

2

Açores

b
b

Arouca
Lesvos Island

그리스

1

b

c
c

Psiloritis

슬로베니아

Pr

Majella

포르투갈

스페인

Tr

Tuscan Mining Park
이탈리아

남유럽

To

Faltenbogen /

드

서유럽

항목별 소주제

1

Vikos-Aoos

b

Psiloritis

b

Chelmos Vouraikos
Villuercas Ibores Jara
Granada
Basque Coast
Las Loras
Origens
Central Catalonia
Sobrarbe-Pirineos
Idrija

e
f

a

b
b
d

2
1

b

c

a
b

d
a
a

e

f

2

b
e
d
e
b
d
f
a, e

1
3
3
4
4
3
1
1
3

남유럽 소계

7

1

5

5

6

16

40

유럽 소계

12

6

12

14

1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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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언 및 성과활용

KOREA NATIONAL PARK RESEARCH INSTITUTE

Ⅳ. 제언 및 성과활용
1. 제언

Ⅳ. 제언 및 성과활용
제언

1

가. 전략적 자료 수집을 위한 수집 대상 항목, 자료 유형, 활용 주체의 구체화
(1) 이번 연구의 주 자료 수집 대상인 홈페이지는 탐방객을 위한 정보 제공을 우선하므로 수집
대상 항목 가운데 지질공원 및 해당 국가의 제도-조직에 관한 자료 수집 및 우수사례 도출은
제한적이었지만, 일부 수집된 신청서를 검토했을 때 지질공원 제도-조직 등 운영과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음
(2) 연구에 활용된 자료의 유형에 따라 획득 가능한 정보가 구분되는 것은 세계지질공원 자료
수집에 앞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를 세분화하고 각 자료가 가진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
되어야 함
(3) 향후 유사한 연구 수행 시에는 수집 대상 자료를 구체화하고 자료를 활용하는 주체(예: 지질
공원사무국, 지질공원 담당자, 지질공원 관련 연구자 등)와 활용 목적 또는 자료 가공 방식
등을 고려해 적절한 수집 자료 유형(예: 학술논문, 신청서, 담당자 인터뷰, 보고서, 홈페이
지를 비롯한 온라인 자료 등)을 선택하고 양질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

나. 장기적·지속적 자료 갱신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1)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지질공원이 빠르게 증가하고 지질공원 제도의 성숙, 지질
공원 네트워크 강화, 사례연구 증가, 국제정세 변화 등에 따라 지질공원 운영지침과 프로
그램의 변화 주기가 짧아지고 있으므로 세계지질공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지속적인
갱신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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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수집 대상 항목에 따라 세부사항의 수정 및 개선 또는 갱신주기가 다르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다. 수집된 자료의 적용을 위한 후속 연구 추진
(1) 대륙, 국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세계지질공원의 제도와 조직은 해당 국가의 지질공원
조직의 운영 지침과 함께 각 지질공원의 관리 및 운영 방향성을 반영함
(2) 개별 지질공원의 제도와 조직 자료에 관한 적절한 분석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지질공원 운영 방식(또는 지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동일한
지침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일 국가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간의 비교(Canesin
et al. 2020) 및 다른 지침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다른 국가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간의 비교연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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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언 및 성과활용
2. 성과활용

2

성과활용

중장기 발전전략의 선행 모델 제공
(1) 이번 연구를 통해 147개 지질공원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교육, 연구, 관광, 홍보, 트레일
및 기타 항데 대한 우수사례와 대표 지질공원을 제시하였음
(2) 해당 내용은 국가지질공원 사무국에서 2021년 수행한 ‘지질공원 중장기 발전전략 20222031’의 세부계획의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그림 70, 표 10)

[그림 70] 지질공원 제2차 중장기 발전전략 체계 (국가지질공원사무국,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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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지질공원 제2차 중장기 발전전략 운영계획과 세부추진과제(국가지질공원, 2021)
추진전략
Ⅰ.
지질공원
진흥을
위한
제도기반
확대

중점추진과제
1. 지질공원 제도의
법적기반 구축
2. 지질공원 운영제도
고도화
3. 사무국 기능 및
정보공유 강화
4. 지질공원 프로그램
개발 확대

Ⅱ.
지질관광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

5. 지질공원해설사
역량 강화
6. 지질공원의 전략적
홍보 실현
7. 미래 대비 성장
인프라 구축

Ⅲ.
국내외
지질공원
협력체계
고도화

8. 국내 지질공원
네트워크 활성화
9. 지역중심
국내관광산업
파트너십 강화
10. 글로벌 지질공원
네트워크 강화
11. 지질유산의 발굴
및 가치증진 지속

Ⅳ.
지질유산
의
가치증진
연구
강화

12. 지질유산
관리체계 구축
13. 지질유산 보호 및
이용을 위한 시설
선진화
14.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한
연구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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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추진과제

비

고

법령체계 분석 및 개선
지질공원 인증체계 개선
지역지질공원제도 도입
중장기 발전계획 환류
사무국 구성 및 기능 확대
연차보고서 발간‧공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활용
지질공원별 대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질공원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지질공원 연합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질공원해설사 교육체계 개선
지질공원해설사 운영체계 개선
지질공원해설사 근무여건 개선
국민체감형 홍보 프로그램·콘텐츠 기획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육성
지질공원 통합브랜드 인지도 제고
전문기관과 연계한 관리역량 향상
교육·협력센터 설립
지질공원 관련 국제기구 유치
지역사회 중심의 참여형 네트워크 운영
유관학회와 공동 협력사업 추진
기관·단체와 공동 협력사업 추진
지역 특화 지질관광기업 육성 지원
지질공원 지역협력업체 지원
협력업체간 파트너십 확대 및 강화
세계지질공원 교류 확대
개도국 지질공원 제도 도입 지원
지질공원 전문가 글로벌 역량 강화
지질유산 조사·발굴 확대
지질공원 인증 확대 및 지원체계 마련
지질유산 가치평가 고도화
지질유산 관리체계 마련
지질유산 활용 강화
우수 지질유산의 학술적 검증
국가 지질탐방로 조성·확대
무장애 관광인프라 확대
지질공원 시설 설치 기준 마련
지질공원 탐방객 이용행태 조사
지질관광으로 유발된 경제성 평가 확대
지역별 지질공원 연구 활성화

홍보-아카이브
관광-계절별 프로그램
기타-자체인증제도
교육-인증가이드 제도
교육-인증가이드 제도
홍보-참여유도형, 캐릭터
기타-3D 비대면 관광
홍보-캐릭터 및 로고
연구-연구협력

교육-학점인증제도
기타-자체인증제도
관광-인프라활용
기타-지오푸드
교육-교육 및 훈련 인증
연구-연구비용 지원사업

트레일-주제별 구성
연구-연구협력
트레일-배리어프리

연구-연구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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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목록 및 기본 정보 (인증일, 좌표, 면적, 주소, 홈페이지, SNS)
(표 1, 2)

2.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전화번호) (표 3)

3. 타 세계지질공원 신청서 (EGN, GGN, UGGp 신청서 41개: 별도 제출)

4.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한 파일 목록
각 지질공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파일은 지질공원명 폴더의 하위 폴더 (Map-Trail, Geosite
information, Education, Publication, Research, Others)로 분류 및 저장하여 별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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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nhuang

Fangshan

15 China

16 China

Tumbler Ridge

Danxiashan

Canada

9

Stonehammer

14 China

Canada

8

Percé

Dali-Cangshan

Canada

7

Discovery

13 China

Canada

6

Cliffs of Fundy

Arxan

Canada

5

Araripe

12 China

Brazil

4

Alxa Desert

Belgium

3

Styrian
Eisenwurzen
Famenne-Ardenn
e

11 China

Austria

2

Ore of the Alps

Kütralkura

Austria

1

Global Geopark

10 Chile

Country

No

2006

2015

2004

2014

2017

2009

2019

2014

2010

2018

2020

2020

2015

2015

2015

2015

2017

2015

2019

2015

2015

2018

2020

2020

2015

2018

2018
2006

2015

2015

UGGp
Designated
Year

2004

2014

GGN
Designated
Year

7,822

N54°59'24",
W121°22'48"

630.37
3,653.21
933
292
2,067
954

N38°51'25",
E105°43'47"
N47°10'27",
E119°56'20"
N25°46'48",
E100°42'00"
N25°02'25",
E113°44'16"
N40°13'59",
E092°52'60"
N39°43'59",
E115°55'02"

8,053

2,500

N45°34'46",
W065°32'40"

3,441

S07°13'46",
W039°24'32"

555

915

N50°09'35",
E005°13'20"

N48°31'18",
W064°13'01"

586

211

N47°22'12",
E013°11'60"
N47°04'12",
E015°29'27"

Area
(km2)

Localisation

[표 1]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목록 및 기본 정보 (인증일, 좌표, 면적,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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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8.Yuehua Street, Fangshan, Beijing, 102488, China

295 North Road, Shazhou Town, Dunhuang City

Guangdong Province, Shaoguan City, Danxiashan National Park, China

Administration for Arxan National Geopark, Wenquan Road, Arxan,
Xing'an League, Inner Mongolia Autonomous Region, China

Alxa League, Inner Mongolia Autonomous Region

Ignacio Carrera Pinto 559, Lonquimay, 4690229 Chile

PO Box 1600, 265 Southgate Street, Tumbler Ridge, BC, V0C 2W0

1 Market Square, Saint John, E2L 4Z6, Canada

180, route 132 ouest, Percé, Canada

P.O. Box 280, BonavistaNLA0C 1B0, Canada

P.O. Box 868, Parrsboro, Nova Scotia. B0M 1S0

Carolino Sucupira, s/n - Pimenta, Crato, Ceará, 63105-000, Brazil

Place Théo Lannoy, 2 - 5580 Han-sur-Lesse, Belgium

Markt 35, 8933 St Gallen, Austria

Verein Erz der Alpen, Salzburger Strasse 1, 5500 Bischofshofen,
Austria

Address

부록

89

90

2018

Hong Kong

Huanggang
Dabieshan

Huangshan

Jingpohu

Jiuhuashan

Keketuohai

Leiqiong

Leye Fengshan

Longhushan

Lushan

Mount Kunlun

Ningde

20 China

21 China

22 China

23 China

24 China

25 China

26 China

27 China

28 China

29 China

30 China

31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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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Hexigten

19 China

2010

2014

2004

2008

2010

2006

2017

2019

2006

2004

2005

2018

Guangwushan-Nu
oshuihe

18 China

GGN
Designated
Year
2006

Global Geopark

Funiushan

Country

17 China

No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7

2019

2015

2015

2018

2015

2015

2018

2015

UGGp
Designated
Year

160.6
1,400
139.7
2,337.90
3,050

930

996.63
500
7,033
2,660.34

N29°41'26",
E118°19'34"
N43°58'23",
E129°02'04"
N30°28'20.91",
E117°48'3.84"
N47°19'05",
E090°01'35"
N19°56'37",
E110°12'39"
N24°34'11",
E106°44'26"
N28°06'04",
E116°57'57"
N29°33'30",
E115°59'09"
N35°49'12",
E94°52'48"
N26°39'41",
E119°31'35"

150

N22°21'50",
E114°22'30"
2,625.54

1,750

N43°14'49",
E117°30'12"

N30°43'46",
E115°03'13"

1,818

1,522

N33°26'06",
E112°10'53"
N32°18'42";
E106°38'11"

Area
(km2)

Localisation

Qaidam Road East No.55, Golmud City, Haixi Prefecture, Qinghai
Province, China

Room 1607 Lushan New City, Jiujiang, Jiangxi, China

Compound of the Land & Resources Bureau of Leye County beside
Chengbei Gas Station, Leye County, Baise City, Guangxi,
China/Compound of Tourism Bureau of Fengshan County at the end
of Balie Jingjia Bridge, Fengshan County, Hechi City, Guangxi, China
(2) Fengshan Administration: Compound of Tourism Bureau of
Fengshan County at the end of Balie Jingjia Bridge, Fengshan County,
Hechi City, Guangxi, China.

Huguangyan Scenic Area of Zhanjiang,Guangdong Province

Jiuhua new district, Jiuhuashan Chizhou City, Anhui Province 242809
(P.R. China)
No.8 Northern Tuanjie Road, Ku Ertix Town, Fuyun County, Altai
Prefecture, Xinjiang, 836100, China

No. 70 JingFu Street Mudanjiang

Agriculture, Fisheries and Conservation Department (Geopark Division),
6/F, Cheung Sha Wan Government Offices, 303 Cheung Sha Wan
Road, Kowloon, Hong Kong, China
No.27 Huangzhou Road, Huangzhou District, Huanggang city, Hubei
Province, 438000, People’s Republic of China
Huangshan Global Geopark Committee, Tangkou, Huangshan, Anhui,
China

No. 16, Jiangbei Road Middle, Bazhong City, Sichuan Province,
636600 China

Address

2011
2006

Shennongjia

Shilin

Songshan

Taining

Taishan

Tianzhushan

Wangwushan-Dai
meishan

Wudalianchi

Xiangxi

Xingwen

Yandangshan

Yanqing

Yimengshan

Yuntaishan

34 China

35 China

36 China

37 China

38 China

39 China

40 China

41 China

42 China

43 China

44 China

45 China

46 China

47 China

2004

2019

2013

2005

2005

2020

2004

2006

2005

2004

2004

2013

2012

Sanqingshan

2009

GGN
Designated
Year

33 China

Global Geopark

Qinling
Zhongnanshan

Country

32 China

No

2015

2019

2015

2015

2015

2020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UGGp
Designated
Year

620.38

N40°42'53",
E116°24'00"

N35°17'41",
E113°14'58"

298.8

N28°21'07",
E121°05'40"

556

1,804.76

156

413.14

N30°31'28",
E117°03'31"

N28°18'35",
E105°03'19"

158.63

N36°16'01",
E117°04'16"

2,710

492.5

N26°53'55",
E117°10'36"

N28°06'49",
E109°20'13"

464

N34°29'22",
E112°55'15"

720

350

N24°45'20",
E103°16'47"

N48°28'55",
E126°12'10"

1,022.72

N31°44'43",
E110°40'52"

986

229.5

N28°48'22",
E117°58'20"

N35°15'57",
E112°34'17"

1,074.85

Area
(km2)

N33°51'05",
E108°47'01"

Localisation

│세계지질공원 자료 및 우수사례 수집·분석

No.3188, Jiaodongnan, Jiaozuo Henan 454000, China

88 Yan Shan Lu, Yueqing Shi, Wenzhou Shi, Zhejiang Sheng, China
325613
Administration for Yanqing Global Geopark, No72, Guishui North
Street, Yanqing County, Beijing, China, 102100
Bolin Town, Mengshan Tourist District, Linyi City, Shandong Province
273304 (P.R. China)

Xian Fu Jie Gu song Xingwen County town of 44, China

Jishou, Xiangxi Tujia and miao, Hunan, China 416000

Shilong N Rd, Wudalianchi, Heihe, Heilongjiang, China

No.006, Qinyuan, Jiyuan Henan, 454650, China

Fujian province Taining County Chancery Lane No. 1 post encoding:
354400, China
Taishan Digital Centre, Western Dongyue Street, Taian，Shandong,
China
No.112 Tianzhushan Road, Qianshan County, Anhui Province, 246300,
China

Songyang road in Dengfeng city of Henan Province, No. 25, China

Shilin Town, Shilin County 650000, China

Yushan County, 334799, China

178 Lao Dong Nan Lu, Bian Jia Cun Shang Ye Jie Qu, Lianhu Qu,
Xian Shi, Shaanxi Sheng, China 710072

Address

부록

91

92

2005

2019
2020

2018
2017

Zigong

Papuk

Vis Archipelago

Troodos

Bohemian
Paradise

Odsherred

Vestjylland

Imbabura

Lauhanvuori-Häe
meenkangas

Rokua

Saimaa

Beaujolais

Causses du
Quercy

51 China

52 Croatia

53 Croatia

54 Cyprus

55 Czechia

56 Denmark

57 Denmark

58 Ecuador

59 Finland

60 Finland

61 Finland

62 France

63 France

국립공원공단│국립공원연구원│

2015

Zhijindong Cave

50 China

2021

2010

2021

2014

2019

2007

2008

2015

2020

Zhangye

2004

GGN
Designated
Year

49 China

Global Geopark

Zhangjiajie

Country

48 China

No

2017

2018

2021

2015

2020

2019

2021

2015

2015

2015

2019

2015

2015

2015

2020

2015

UGGp
Designated
Year

1,147

N34°58'49",
E032°50'46"

N44°34'19",
E001°41'11"

1,855

11 rue Traversière - B.P. 10, 46240 Labastide-Murat, France

172 Boulevard Victor Vermorel, 69400 Villefranche-sur-Saône, France

1,550

N45°58'59'',
E004°43'00''

Information center Suppa, Jaakonjärventie 2, 91670 Rokua, Finland

Lauhanvuori–Hämeenkangas Geopark ry, Kaironiementie 15, FI-39700
PARKANO

Sucre and García Moreno, esq

Isværket Havnen 66 DK7620 Lemvig Denmark

Virastokatu 1, 55120 Imatra

1,326

4,794.34

4,759

Holtets Plads 1, 4500 Nykøbing Sj., Denmark

Antonína Dvořáka 335, 511 01 Turnov, Czechia

62 Archbishop Makarios III, 2728 Galata, Cyprus

Hrvatskih mučenika 17, 21485 Komiža

Stjepana Radića 46, 34330 Velika, Croatia

63 Anquanxiang Ziliujing District Zigong City, Sichuan, China

Administrative Office of Zhangjiajie UNESCO Global Geopark, 188
Wuling Road, Wulingyuan District, Zhangjiajie, Hunan Province,
427000, China

Address

N61°11'35",
E028°46'41"

N64°34'43",
E026°30'06"

N56°33'00",
E008°18'10''
N00º07'-N00º5
2',
W77º48'-W79º
12'
N62°00'38",
E023°01'23"

355

6,661

N43°02'44",
E016°05'31"

N55°49'48",
E011°34'48"

524

N45°31'11'',
E017°46'04"

742

1,630.46

N29°19'29",
E104°45'56"

N50°35'50",
E015°07'02"

170

398

N29°18'50",
E110°26'24"

N26°45'00",
E105°55'59"

Area
(km2)

Localisation

Monts d'Ardèche

68 France

2021
2004
2009

Thuringia
Inselsberg -Drei
Gleichen

Vulkaneifel

Chelmos
Vouraikos

Grevena Kozani

Lesvos Island

Psiloritis

Sitia

73 Germany

74 Germany

75 Greece

76 Greece

77 Greece

78 Greece

79 Greece

2015

2004

2004

2021

2004

TEERA. vita

72 Germany

2004

Swabian Alb

2004

2004

2014

71 Germany

70 Germany

Bergstraße-Oden
wald
Harz,
Braunschweiger
Land

2011

Massif des
Bauges

67 France

69 Germany

2004

Luberon

66 France

2004

Haute-Provence

2012

GGN
Designated
Year

65 France

Global Geopark

Chablais

Country

64 France

No

2015

2015

2015

2021

2015

2015

2021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UGGp
Designated
Year

6,688

N48°30'60",
E009°24'15"

647
2,486
1,636
1,159
517

N38°08'47",
E022°10'18"
N40°05'18",
E021°26'34"
N39°12'42",
E025°51'18"
N35°17'32",
E024°52'53"
N35°10'01",
E026°07'00"

1,220

7,251

1,560

11,500

N52°16'05",
E010°49'57"

N52°15'60",
E008°03'00"
N50°51'26.373
6",
E010°33'46.19
16"
N50°12'24",
E006°50'10"

3,500

N49°32'11",
E008°34'07"

2,280

1,953

N43°52'31",
E005°26'08"

N44°38'06",
E004°15'34"

2,300

N44°06'31",
E006°17'13"

856

872

N46°22'25'',
E006°28'39''

N45°41'15",
E006°06'21"

Area
(km2)

Localisation

│세계지질공원 자료 및 우수사례 수집·분석

Psiloritis Natural Park Anogeia Rethymnon 74051 Crete

8th November 17, Mitilini, PC GR 81100, Greece

1-3 Fon Karagianni str., Kozani, 50131 Greece

35 Ag. Alexios str, GR 25001 Kalavryta, Greece

Mainzer Str. 25, 54550 Daun, Germany

Stadt Friedrichroda, Gartenstr. 9, 99894 Friedrichroda, Germany

Am Schölerberg 1, D-49082 Osnabrück, Germany

Von der Osten Str. 4,6, 72525 Münsingen, Germany

Niedernhof 6, D-38154 Königslutter, Germany

Nibelungenstraße 41, 64653 Lorsch, Germany

Maison du Parc, Domaine de Rochemure - 07380 Jaujac, France

Maison du Parc, Avenue Denis Therme, 73630 Le Châtelard, France

60, place Jean-Jaurès, BP 122, 84404 APT Cedex, France

Montée Bernard Dellacasagrande, 04000 Digne les Bains, France

SIAC, 2 Avenue des Allobroges, Square Voltaire - BP33, 4201
Thonon-les-Bains Cedex, France

Address

부록

93

94

2018

2017

2011

Reykjanes

Batur

Belitong

Ciletuh Palabuhanratu

Gunung Sewu

Rinjani-Lombok

Toba Caldera

Qeshm Island

Burren & Cliffs
of Moher

Copper Coast

Adamello-Brenta

83 Iceland

84 Indonesia

85 Indonesia

86 Indonesia

87 Indonesia

88 Indonesia

89 Indonesia

Iran
(Islamic
Republic
of)

91 Ireland

92 Ireland

93 Italy

국립공원공단│국립공원연구원│

90

2021

Katla

82 Iceland

2008

2004

2020

2018

2015

2012

2015

2011

2012

Bakony-Balaton

2010

GGN
Designated
Year

81 Hungary

Global Geopark

Vikos - Aoos

Country

80 Greece

No

2015

2015

2015

2017

2020

2018

2015

2018

2021

2015

2015

2015

2015

2015

UGGp
Designated
Year

4,800 of
land and
22,886
of sea
area

2312472,
106964830

530
50
1,188

N52°08'19",
W007°20'32"
N46°07'09",
E010°45'08"

2,063

N52°59'47",
W009°23'21"

N26°49'01",
E055°54'38"

2800

370.5

S08°24'34",
E115°22'30"

S08°12'10",
E116°45'58"

825

N63°58'23",
W022°31'00"

1,802

9,542

N63°37'50",
W019°37'16"

S08°02'38",
E110°46'34"

3,244

N46°58'35",
E017°55'43"

1260

1,200

N40°01'02",
E020°42'43"

S06°46'07",
E106°31'34"

Area
(km2)

Localisation

X42 T923, Ireland
Via Nazionale 24, 38080 Strembo (TN), Italy

Knockmahon, Bunmahon, Co. Waterford

Qeshm Island Global Geopark Building, Imam Qolikhan Blvd., Nakhle
Zarrin Street, Qeshm Free Zone, Hormozgan State, Iran

Jalan Flamboyan No.2, Mataram 83126, Lombok, Indonesia

Ciletuh-Palabuhanratu UNESCO Global Geopark Information Centre,
Jalan Raya Citepus Km. 3 No. 32 Desa Citepus Kec. Palabuhanratu
Kabupaten Sukabumi-Jawa Barat, 43364
Jl. KH. Agus Salim 126, Ledoksari, Kepek Wonosari, Gunungkidul,
Indonesia

Belitong Geopark Information Center, Jalan Seroja No. 484
Tanjungpandan 33411 Belitung- INDONESIA

Kintamani, Bangli – Bali, Indonesia

Duusgata 2-8, 230 Reykjanesbær, Iceland

Austurvegur 4, 860 Hvolsvöllur, Iceland

Csopak, Kossuth u. 16, 8200, Hungary

Papigko 440 04, Greece

Address

2005
2010

2013
2010

Beigua

Cilento, Vallo di
Diano e Alburni

Madonie

Majella

Pollino

Rocca di Cerere

Sesia Val Grande

Tuscan Mining
Park

Aso

Itoigawa

Izu Peninsula

Mt. Apoi

Muroto

Oki Islands

96 Italy

97 Italy

98 Italy

99 Italy

100 Italy

101 Italy

102 Italy

103 Italy

104 Japan

105 Japan

106 Japan

107 Japan

108 Japan

109 Japan

2013

2011

2015

2009

2014

2008

2015

2021

2004

2021

Aspromonte

2011

GGN
Designated
Year

95 Italy

Global Geopark

Alpi Apuane

Country

94 Italy

No

2015

2015

2015

2018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21

2015

2015

2015

2021

2015

UGGp
Designated
Year

650
392

N38°9'54.18",
E15°50'28.38"
N44°25'40.78",
E08°35'12.83"

1,087
1,198
750
2027
364.3
248.2
673.5

N32°00'00",
E131°00'00"
N37°49'55",
E139°14'02"
N34°32'42";
E138°42'18"
N42°06'28",
E143°01'31"
N33°14'46",
E134°10'38"
N36°08'45",
E133°10'19"

2,023

N45°59'28",
E008°20'36"
N42°57'17",
E010°50'32"

1,298

1,925

740,095

400

N37°30'53",
E014°22'41"

N37°52'00",
E014°04'44"
N42°05'11.8",
E014°05'09.2"
(Mt.Amaro)
N39°55'52",
E016°07'34"

1,841

494

N44°02'28",
E010°22'03"

N40°16'50",
E015°22'21"

Area
(km2)

Localisation

│세계지질공원 자료 및 우수사례 수집·분석

Muroto Global Geopark Center, 1810-2 Murotomisaki-cho, Muroto,
Kochi, Japan
24 Shioguchi, Okinoshima-cho, Oki-gun, Shimane-ken 685-8601,
Japan

Commerce, Industry and Tourism Department, Samani Town, Japan

838-1 Shuzenji, Izu-shi, Shizuoka-ken, 410-2416, Japan

Itoigawa tourist association Information centre, 1-7-11
Omachi,Itoigawa-shi, Niigata, 941-0061, Japan

805 Yakuinbaru, Aso, Kumamoto, 869-2221, Japan

Piazzale Livello +240 - Pozzo Impero, Gavorrano, Italy

Villa Biraghi - Piazza Pretorio 6, 28805 Vogogna VB, Italy

Via Vulturo 34, 94100 Enna, Italy

Complesso monumentale Santa Maria della Consolazione 85048 Rotonda (PZ), Italy

Ente Parco Nazionale della Maiella, Via Badia n. 28, 67039 Sulmona
(AQ), Italy

Corso Paolo Agliata, 16, Petralia Sottana (PA), 90027, Italy

Via F. Palumbo 8, 84052 Vallo della Lucania (SA), Italy

Via G. Marconi, 165 - 16011 Arenzano (GE), Italy

Fortezza di Mont'Alfonso, Casa del Capitano, 55032 Castelnuovo di
Garfagnana, Italy
Via Aurora 1 - Gambarie di S. Stefano in Aspromonte - 89057 (RC)
- Italia

Address

부록

95

96

Açores

124 Portugal

국립공원공단│국립공원연구원│

Holy Cross
Moutains

123 Poland

122 Peru

Trollfjell (new
2019)
Colca y Volcanes
de Andagua (new
2019)

Magma

120 Norway

121 Norway

Gea Norvegica

119 Norway

De Hondsrug

Rio Coco

Netherla
nds

M'Goun

118 Nicaragua

117

116 Morocco

115 Mexico

Comarca Minera,
Hidalgo
Mixteca Alta,
Oaxaca

Langkawi

113 Malaysia

114 Mexico

2009

Unzen Volcanic
Area

112 Japan

2013

2021

2019

2019

2006

2006

2020

2013

2015

2021

2019

2019

2015

2015

2020

2015

2015

2017

2017
2014

2017

2015

2015

2015

2015

UGGp
Designated
Year

2017

2007

2009

Toya - Usu

2010

GGN
Designated
Year

111 Japan

Global Geopark

San'in Kaigan

Country

110 Japan

No

N50°40'4.56"N50°55'10.45",
E20°17'48.76"E20°43'15.71"
N37°44'28",
W025°40'32"

S15°56',
W72°17'

N58°26'50",
E006°03'08"

12,884

526

6010.91

10,082

3,000

3,000

Associação Geoparque Açores, Centro de Empresas da Horta, Rua do
Pasteleiro s/n – Angústias, 9900-069 Horta, Azores - Portugal

Ul. Daleszycka 21, 25-202 Kielce,
Świętokrzyskie,Poland

Calle Bolivar 206, Peru

Storgata 51-53, 8900 Brønnøysund (Norway)

Magma Geopark, Elvegaten 23, 4370 Egersund, Norway

Porselensveien 6A, 3920 Porsgrunn, Norway

Somoto

967.55

M'Goun Geopark Museum, Avenu Hassan II, AZILAL
Geopark de Hondsrug, Hunebedstraat 4a, 9531 JV Borger, The
Netherlands

5730

N31°30'00",
W006°27'00"

Yanhuitlan, Oaxaca, Mexico

San'in Kaigan Geopark Promotion Council, 376-14 Nakakage, Toyooka
City, Hyogo Prefecture, Japan
c/o Toyako-cho Town Office, 58 Sakaemachi, Toyako-cho, Abuta-gun,
Hokkaido 049-5692, Japan
Mt. Unzen Disaster Memorial Hall, 1-1 Heiseimachi, Shimabara City,
Nagasaki 855-0879, Japan
Bahagian Geopark Dan Konservasi, Aras 7, Kompleks LADA, Jalan
Persiaran Putra, 07000 Kuah Langkawi, Kedah Darul Aman, Malaysia
Belisario Domínguez 202; Centro; Pachuca, Hidalgo, México; C.P.
42000

Address

1,000

415.4

N17°31'05",
W097°20'32"

N52°55'50",
E006°49'31"
13.4916057898
2746,
86.5771724576
7037
N59°08'12",
E009°59'51"

1,848

N20°08'37",
W098°40'26"

478

N06°19'47",
E099°48'56"

1,181

N42°35'29",
E140°50'14"
459.52

2,458

N35°38'33",
E134°40'50"

N32°46'06",
E130°20'41"

Area
(km2)

Localisation

2010
2006

Djerdap

Idrija

Basque Coast

Cabo de
Gata-Níjar

Central Catalonia

135 Serbia

136 Slovenia

137 Spain

138 Spain

139 Spain

2012

2013

2020

2020

Yangan-Tau

Russian
134 Federati
on

2018

Mudeungsan
2005

2010

Jeju Island

Haţeg

2020

Hantangang River

2015

2015

2015

2015

2020

2020

2015

2018

2015

2020

2017

2015

2014
2017

2015

2020

2015

UGGp
Designated
Year

2006

Cheongsong

Naturtejo da
Meseta
Meridional
Terras de
Cavaleiros

2020

2009

GGN
Designated
Year

133 Romania

129

Republic
of Korea
Republic
130
of Korea
Republic
131
of Korea
Republic
132
of Korea

128 Portugal

127 Portugal

Estrela

126 Portugal

Global Geopark

Arouca

Country

125 Portugal

No
327

N40°55'56",
W008°14'42"

1,024

N45°36'27",
E023°22'44"

500
1300

N42°28'00",
E001°49'18"

89

294

1330

N36°47'22",
W002°14'14"

N43°17'45",
W002°21'16"

N44°50', E22°

1774

1051

N35°08'03",
E126°57'20"

N54°56'-55°31'
,
E57°28'-58°38'

1,847

N33°29'59",
E126°34'05"

1,164.74

845.71

700

N41°32'24",
W006°58'12"
N36°26'10",
E129°03'25"

4624.4

N39°48'16",
W007°29'34"

2216

Area
(km2)

Localisation

│세계지질공원 자료 및 우수사례 수집·분석

Mutriku Tourist Office: Txurruka plaza, 20830 Mutriku, Spain
DebaTouristOffice,Ifarkalea4,20820Deba,Spain
ZumaiaTouristOffice:Kantauriplaza,13,20700Zumaia,Spain
Oficina del Parque Natural de Cabo de Gata- Níjar, C/ Fundición s/n,
C.P: 04071, Rodalquilar, Níjar, Almería, Spain
Geoparc de la Catalunya Central, Muralla Sant Doménec, 24, 08241
Manresa, Spain

Ulica IX. korpusa 17, 5280 Idrija, Slovenia

st. Kralja Petra I No. 14a
19220DonjiMilanovac,Serbia

Republic of Bashkortostan, Salavatsky District, Komsomol Village, ul.
Kurgazakskaya, 9G.

Naturtejo Geopark, UNESCO European and Global Geopark, Bureau of
Geology and Paleontology of the Cultural Center Raiano, Avenida
Joaquim Morão, 6060-101 Idanha-a-Nova, Portugal
Associação Geoparque Terras de Cavaleiros, Rua Eng. Moura Pegado;
R/C Centro Cultural, 340-302 Macedo de Cavaleiros, Portugal
51 Guncheong-ro, Cheongsong-eup, Cheongsong-gun,
Gyeongsangbuk-do, 37427, Republic of Korea
410-2, Daehoesan-ri, Yeongbuk-myeon, Pocheo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695-967) 478 Seonheul-ri, Jocheon-eup, Jeju-si, Jeju-do, Republic
of Korea
Gwangju City Hall, 111, Naebang-ro, Seo-gu, Gwangju-si, Republic of
Korea
Geopark Administration, 9A Libertății street, Hațeg, Hunedoara County,
cod 335500, Romania

Av. Dr. Francisco Sa Cmrneiro, 50 6300-559 Guarda

AGA - Associação Geoparque Arouca, Rua Alfredo Vaz Pinto 4540-118 Arouca, Portugal

Address

부록

97

98

2020
2014

Las Loras

Maestrazgo

Molina & Alto
Tajo

Origens

144 Spain

145 Spain

146 Spain

147 Spain

2018

Ngorongoro
Lengai

Satun

Kula Volcanic

152 Tanzania

153 Thailand

154 Turkey

국립공원공단│국립공원연구원│

2011

Villuercas Ibores
Jara

151 Spain

2013

2018

2006

2015

2018

2018

2015

2015

2015

2006

Sobrarbe-Pirineos

2015

2018

2015

2020

2017

2015

2020

2015

2019

UGGp
Designated
Year

2011

2017

150 Spain

149 Spain

148 Spain

2015

Lanzarote and
Chinijo Islands

143 Spain

Sierra Norte de
Sevilla
Sierras
Subbéticas

2020

Granada

142 Spain

2014

El Hierro

2019

GGN
Designated
Year

141 Spain

Global Geopark

Courel Mountains

Country

140 Spain

No

950.76

N42°47'21",
W004°15'44"

2,202

N42°22'07",
E000°10'13"

11.886
2597
2,320

S01°40'43",
E036°36'34"
N07°05'55",
E099°49'33"
N38°36'34",
E028°28'31"

2544.4

320

N37°14'52",
W004°18'24"

N39°27'07",
W005°19'39"

1774.84

2050

N41°10'01",
W000°53'42"
N37°42'44",
W005°38'04"

4,520

N39°16'46",
W003°05' 52"

2700

2,500

4,722

595

577,85

Area
(km2)

N29°03'00",
W013°35'60"

N42.715°-42.3
2°,
W7.023°-7.42°
N27°43'32",
W018°01'27"

Localisation

4 Eylül Mahallesi Yunus Emre Caddesi No: 96 Kula, Manisa, Turkey

206 Moo 8 416, Tambon Thung Wa, Thung Wa District, Satun
Province 91120, Thailand

Ngorongoro conservation area authority, P.O. Box 1, Ngorongoro
Crater, Arusha, Tanzania

Geoparque Villuercas Ibores Jara, C/ Zorrilla, 1, 10136 Cañamero
(Cáceres), Spain

Comarca de Sobrarbe, Av. Ordesa, 79, 22340 Boltaña, Spain

Centro Visitantes Santa Rita 14810 Spain Cabra

Ctra.Constantina-El Pedroso Km 1, Constantina.

Regional Museum of Molina of Aragon, Plaza de San Francisco S / N
Regional Museum of Molina, 19300 Molina de Aragon, Spain
Orígens UNESCO Global Geopark
PlaçadelaCreu,1–25620Tremp(Lleida)

Asociación Argeol, 34839 San Martín de Perapertú, Spain

House of Volcanoes, Cabildo of Lanzarote, Fred Olsen Avenue, 35500
Arrecife. Lanzarote, Las Palmas, Canary Islands, Spain

C/. Trinista, 1 - CP 38900, Valverde, El Hierro island. Canary Islands,
Spain

Museo Xeoloxico de Quiroga-Rua de Caurel s/n-27230 Quiroga
(Lugo), Spain

Address

English Riviera

Fforest Fawr

GeoMôn

United
Kingdom
of Great
156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United
Kingdom
of Great
157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United
Kingdom
of Great
158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Global Geopark

Black Country

Country

United
Kingdom
of Great
155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No

2009

2005

2007

2020

GGN
Designated
Year

2015

2015

2015

2020

UGGp
Designated
Year

N53°16'08",
W004°20'03"

N51°55'51",
W003°24'21"

N50°27'22",
W003°33'15"

N52°
31'34.32",
W002°5'45.96"

Localisation

1,800

763

104

Area
(k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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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ld Watch House, Porth Amlwch, Amlwch, Anglesey, LL68 9DB,
UK

Brecon Beacons National Park Authority, Plas y Ffynnon, Cambrian
Way, Brecon, Powys, LD3 7HP, UK

English Riviera Global Geopark, Resident and Visitor Services, Lower
Ground Floor, Town Hall, Torquay,Devon, TQ1 3DR, UK

Address

부록

99

Country

2013

Grutas del
Palacio

Dak Nong

Dong Van Karst
Plateau

Non nuoc Cao
Bang

162 Uruguay

Viet
Nam

Viet
Nam

Viet
Nam

163

164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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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Shetland

2018

2010

2020

2004

North-West
Highlands

GGN
Designated
Year

2004

Global Geopark

North Pennines
AONB

United
Kingdom
of Great
159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United
Kingdom
of Great
160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United
Kingdom
of Great
161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No

2018

2015

2020

2015

2015

2015

2015

UGGp
Designated
Year

N22°42'31",
E106°19'55"

N23°11'32",
E105°11'49"

3000

2,356

4,760

3611

1,468

N60°33'36",
W001°05'55"

S33°16'44",
W057°08'44"
12.0024788799
21654,
107.692820031
08731
(Information
centre)

2,100

1,938

Area
(km2)

N58°08'09",
W005°15'05"

N54°47'17",
W002°25'01"

Localisation

Management Board of Dong Van Karst Plateau UNESCO Global
Geopark, 198 - Tran Phu street, Ha Giang city, Ha Giang province,
Viet Nam
Website:http://dongvangeopark.com/?lang=en
No.005, Nguyen Du Street, Hop Giang Ward, Cao Bang City, Cao
Bang Province, Viet Nam

Đường 23/3, Phường Nghĩa Trung, Gia Nghĩa, Đăk Nông 640000

Intendencia Departamental de Flores. Santísima Trinidad street, Flores,
Uruguay

Shetland Amenity Trust, Garthspool, Lerwick, Shetland, ZE1 0NY, UK

North West Highlands Geopark Limited, The Rock Stop, Unapool,
Kylesku, Lairg IV27 4HW, UK

North Pennines AONB Partnership, Weardale Business Centre, The
Old Co-op Building, 1 Martin Street, Stanhope, Bishop Auckland,
County Durham, DL13 2UY, UK

Address

Country

Germany
& oland

Hungary
168 &
Slovakia
Ireland
&
United
Kingdom
169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167

Austria
166 &
Slovenia

No

2010

2004

Marble Arch
Caves

2011

Muskauer
Faltenbogen /
Łuk Mużakowa

Novohrad-Nógrád

2013

GGN
Designated
Year

Karawanken /
Karavanke

Global Geopark

2015

2015

2015

2015

UGGp
Designated
Year

N54°15'31",
W007°30'53"

N48°09'58",
E019°48'55"

N51°34'13",
E014°43'35"

N46°30'15",
E014°46'21"

Localisation

180

1,587

578.8

1,067

Area
(k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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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Marlbank Rd, Legnabrocky, Florencecourt, County Femanagh, BT92
1EW, Northern Ireland

Novohrad-Nógrád Geopark Nonprofit Kft., H-3100 Salgótarján,
Eresztvényi út 6., Hungary

Muskauer Straße 14, 03159 Döbern, Germany

Hauptplatz 7, A-9135 Bad Eisenkappel, Austria

Address

부록

Austria

Austria

Belgium

Brazil

Canada

Canada

Canada

Canada

Canada

Chile

China

1

2

3

4

5

6

7

8

9

10

11

Alxa Desert

Kütralkura

Tumbler Ridge

Stonehammer

Percé

Discovery

Cliffs of Fundy

Araripe

http://www.alxapark.com/en

*http://geachile.sernageomin.cl/

http://www.tumblerridgegeopark.ca/

http://www.stonehammergeopark.com/

http://www.geoparcdeperce.com/

http://discoverygeopark.com/

https://fundygeopark.ca/

http://geoparkararipe.urca.br/

http://www.geoparkfamenneardenne.
be/

http://www.eisenwurzen.com/

Styrian
Eisenwurzen

Famenne-Ardenne

http://en.geopark-erzderalpen.at/

*Website

Ore of the Alps

Global Ge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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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No

https://twitter.com/
GeoparcDePerce
https://twitter.com/
StonehammerGeo
https://twitter.com/
tumblerridgegeo

https://www.facebook
.com/StonehammerGe
opark
https://www.facebook.
com/TumblerRidgeGeo/

https://twitter.com/
discoverygeonl

Twitter

https://www.facebook.
com/GeoparcdePerce/

https://www.facebook
.com/geoparkpongau/
https://www.facebook
.com/naturparksteirisc
he.eisenwurzen/
https://www.facebook
.com/GeoparkFamenn
eArdenne
https://www.facebook
.com/Geopark-Araripe
-401341403357076/
https://www.facebook
.com/1173476212685
700/posts/429635351
7064605/?form=MY01
SV&OCID=MY01SV
https://www.facebook
.com/discoveryglobalg
eopark/

Facebook

Information

[표 2]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목록 및 기본 정보 (홈페이지, SNS) (*접속 불가 홈페이지는 ‘*’ 표시)

https://www.instagr
am.com/discoveryg
eonl/
https://www.instagr
am.com/geoparcdep
erce/ (no page !!)
https://www.instagr
am.com/stoneham
mergeo/
https://www.instagr
am.com/tumblerridg
egeo/

https://www.instagr
am.com/geoparkfa
menneardenne/
https://www.instagr
am.com/geoparkarar
ipe/

Instagram

https://www.pintere
st.co.kr/stonehamm
ergeo/

https://www.instagr
am.com/fundygeopa
rk/

Others

Country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No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Leiqiong

Keketuohai

Jiuhuashan

Jingpohu

http://www.geopark-leiqiong.com/cn/

http://www.keketuohaigeopark.com/
en/

http://www.jhsgeopark.com/

http://jphpark.com/

http://hsgwh.huangshan.gov.cn/ztzl/
HuangshanUNESCOGlobalGeopark/in
dex.html

http://en.dbsdzgy.com/

Huanggang
Dabieshan

Huangshan

http://www.geopark.gov.hk/en_index
.htm

Hong Kong

*http://www.hexigtenglobalgeopark.com

*http://www.gws-nsh.gov.cn

GuangwushanNuoshuihe

Hexigten

http://www.nyfuniushan.com/

*http://dzhgy.bjfsh.gov.cn

*http://www.dhdzgy.com/index.html

http://dxs.sg.gov.cn/

*http://www.dlcsdzgy.gov.cn

http://www.aesly.com/en/

*Website

Funiushan

Fangshan

Dunhuang

Danxiashan

Dali-Cangshan

Arxan

Global Geopark

https://www.facebook
.com/geoparkschools

Facebook

Twitter

https://twitter.com/
hkgeopark

Information

https://t.qq.com/da
nxiachina (502 bad
gateway)

https://m.weibo.cn/
p/10050556068330
08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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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stagr
am.com/hongkongg
eopark/

WeChat:
ArxanGeopark

Instagram

부록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Xingwen

Xiangxi
*http://www.xwgeopark.com/

http://www.xiangxigeopark.com/en/

http://www.wdlcggp.org.cn/

http://www.geopark-wdgy.com/

Wudalianchi

http://english.tzsgy.com/

Wangwushan-D
aimeishan

*http://www.taishangeopark.com/

http://www.taininggeopark.com/

*http://songshangeopark.com/

http://www.shilingeopark.com/

*http://www.snjdzgy.com/eindex.asp

Tianzhushan

Taishan

Taining

Songshan

Shilin

Shennongjia

http://www.sqsdzgy.com/

http://qlzns.cn/yindex.html

Qinling
Zhongnanshan

Sanqingshan

*http://geoparken.ndwww.cn/

*http://en.mountkunlungeopark.com/

http://www.lushangeopark.com/

http://www.longhushan.com.cn/

http://www.lfgeopark.com/

*Website

Ningde

Mount Kunlun

Lushan

Longhushan

Leye Fengshan

Global Ge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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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No

https://www.facebook
.com/geopark.snj

Facebook

Information
Twitter

Instagram

Others

Country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roatia

Croatia

Cyprus

Czechia

No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http://www.troodos-geo.org/

http://www.geoparkceskyraj.cz/

Bohemian
Paradise

https://geopark-vis.com/

http://www.papukgeopark.com/

*https://www.ziggeopark.com/

*http://www.gzzjd.com/en/

*https://www.zhangyegeopark.com/i
ndex_en.html

*http://www.zhangjiajieglobalgeopark.
cn/

http://www.yuntaishan.net/

*http://www.ymsdzgy.com/

http://www.yqdzgy.cn/

*http://geopark.wzyds.com/

*Website

Troodos

Vis Archipelago

Papuk

Zigong

Zhijindong Cave

Zhangye

Zhangjiajie

Yuntaishan

Yimengshan

Yanqing

Yandangshan

Global Geopark

https://www.facebook
.com/bohemianparadis
egeopark

https://www.facebook
.com/troodosgeo/

https://www.facebook.
com/GeoparkVisArchip
elago/

https://www.facebook
.com/PapukNaturePark
/

(english)
http://en.wzyds.com/

Facebook

Twitter

https://twitter.com/
troodos_geopark

https://twitter.com/
Papuk_Geopark

Information

weibo:
https://weibo.com/
ZIGGEOPARK?is_all
=1
https://www.youtub
e.com/channel/UC5
W5iVA9gECIBtJABR
25Nsg
https://www.youtub
e.com/channel/UCx
MbKJrw528ErcBsMP
J2_pQ/featured

weibo:
https://weibo.com/
yts300?is_all=1

weibo:
https://weibo.com/z
jyds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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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stagr
am.com/geoparktro
odos/

https://www.instagr
am.com/papukgeop
ark/

Instagram

부록

Denmark

Denmark

Ecuador

Finland

Finland

Finland

France

France

France

56

57

58

59

60

61

62

63

64

http://www.geopark-chablais.com/

http://uk.parc-causses-du-quercy.fr/

Causses du
Quercy

Chablais

http://www.geopark-beaujolais.com/

https://www.saimaageopark.fi/

Beaujolais

Saimaa

http://www.rokuageopark.fi/en

https://lhgeopark.fi/en/mire-is-life/

Lauhanvuori-Hä
emeenkangas

Rokua

http://geoparque.imbabura.gob.ec

http://www.geoparkvestjylland.com/

http://www.geoparkodsherred.dk/

*Website

Imbabura

Vestjylland

Odsherred

Global Ge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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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No

https://www.facebook
.com/GeoparcChablais

https://www.facebook
.com/GeoparkBeaujola
is/
https://www.facebook
.com/CaussesDuQuer
cy/

https://www.facebook
.com/SaimaaGeopark/

https://twitter.com/
CaussesDuQuercy

https://twitter.com/
SaimaaGeopark

https://twitter.com/
suogeopark

https://www.facebook.
com/lauhanvuoriregion
https://www.facebook
.com/rokuageopark/

https://twitter.com/
geoparqueIMBec

Twitter

https://www.facebook
.com/GeoparqueImbab
ura/

https://www.facebook
.com/geoparkvestjylla
nd

https://www.facebook.
com/geoparkodsherred

Facebook

Information

https://www.instagr
am.com/geoparkcha
blais/

https://www.instagr
am.com/saimaageo
park/
https://www.instagr
am.com/geoparkbea
ujolais/
https://www.instagr
am.com/caussesdu
quercy/

https://www.instagr
am.com/lauhanvuori
region/

https://www.instagr
am.com/geoparkods
herred/

Instagram

youtube:
https://www.youtub
e.com/user/PNRCQ
youtuble:
https://www.youtub
e.com/channel/UCC
xldo2uC3ckI4zsiy6z
H4A

https://www.youtub
e.com/channel/UCk
K7Z4CYRv-YHEREX
L3OYKQ
youtube:
https://www.youtub
e.com/channel/UCc
q0cIyx_YALiSWEX6j
NHrQ
youtube:
https://www.youtub
e.com/channel/UCui
hxHxuojZmsSUD6X
AJ37g

Others

Country

France

France

France

France

Germany

Germany

Germany

Germany

Germany

Germany

Greece

Greece

No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http://www.geopark-monts-ardeche.
fr/accueil-geopark.html
https://www.geo-naturpark.net/deut
sch/

Monts
d'Ardèche

Bergstraße-Ode
nwald
Harz,
Braunschweiger
Land

https://www.geoparkgrevenakozani.c
om/

ttps://www.fdchelmos.gr/en/

Chelmos
Vouraikos

Grevena Kozani

https://www.geopark-vulkaneifel.de/

https://www.geopark-thueringen.de/
en/

Thuringia
Inselsberg -Drei
Gleichen

Vulkaneifel

https://www.geopark-terravita.de/

https://www.geopark-alb.de/en/

TEERA. vita

Swabian Alb

http://www.parcdesbauges.com/

Massif des
Bauges

https://geopark-hblo.de/aktuelles/

http://www.parcduluberon.fr/

http://www.geoparchauteprovence.c
om/

*Website

Luberon

Haute-Provence

Global Geopark

https://www.facebook
.com/ManagementBod
yofChelmosVouraikos/
https://www.facebook
.com/Geowonders-ofGreece-17329250614
6645/

https://www.facebook
.com/GeoParkAlb
https://www.facebook
.com/terra.vita.os/

https://www.facebook
.com/GeoparkHBLO/

https://fr-fr.facebook.
com/Unesco-G%C3%
A9oparc-de-Haute-Pr
ovence-17774665358
10853/
https://fr-fr.facebook.
com/pnrluberon/
https://www.facebook
.com/parcdesbauges/
https://www.facebook.
com/parc.desmontsdar
deche
https://www.facebook
.com/geo.naturpark/

Facebook

Twitter

https://twitter.com/
PNR_MA

https://twitter.com/
PnrLuberon

Information

youtube:
https://www.youtub
e.com/channel/UC3
91P-dY71VXDz6JQ
21FfNg/videos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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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stagr
am.com/geoparcdeh
auteprovence/

Instagram

부록

Greece

Greece

Greece

Greece

Hungary

Iceland

Iceland

Indonesia

Indonesia

Indonesia

Indonesia

Indonesia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https://www.facebook
.com/PsiloritisGeopark

https://www.psiloritisgeopark.gr/en/f
ysiko-parko-psiloriti-pagkosmio-gew
parko-unesco/

Rinjani-Lombok

https://rinjanigeopark.com/

*http://gunungsewu.id/

https://ciletuhpalabuhanratuugg.id/ho
me/

Ciletuh Palabuhanratu

Gunung Sewu

https://belitonggeopark.net/

http://www.baturglobalgeopark.com/

https://reykjanesgeopark.is/

https://www.katlageopark.com/

http://www.geopark.hu/

https://vikosaoosgeopark.com/

https://www.instagra
m.com/bakony.balato
n.geopark/
https://twitter.com/
katlageopark
https://twitter.com/
visitreykjanes

https://hu-hu.faceboo
k.com/Bakony.Balaton
.Geopark
https://www.facebook
.com/katlageopark
https://www.facebook.
com/reykjanesgeopark/

https://twitter.com/
ciletuhgeopark

https://twitter.com/
InfoRinjani/

https://www.facebook
.com/ciletuhgeopark
https://www.facebook
.com/groups/3231676
67832259/
https://www.facebook
.com/geopark.rinjani.3

https://www.facebook
.com/baturgeopark

https://twitter.com/
GeoparkAoosViko

https://www.facebook.
com/vikosaoosgeopark/

https://www.facebook
.com/sitiageopark/

https://twitter.com/
lesvospetrified

https://www.facebook
.com/lesvospetrifiedgr

http://www.petrifiedforest.gr/

http://www.sitia-geopark.gr/

Twitter

Information
Facebook

*Website

Belitong

Batur

Reykjanes

Katla

Bakony-Balaton

Vikos - Aoos

Sitia

Psiloritis

Lesvos Island

Global Ge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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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No

https://www.instagr
am.com/InfoRinjani/

https://www.instagr
am.com/ciletuh/

https://www.instagr
am.com/visitreykjan
es/

https://www.instagr
am.com/vikosaoosu
nescogeopark/

Instagram

Pinterest:
https://www.pintere
st.co.kr/ciletuhpalab
uhanratu/

youtube:
https://www.youtub
e.com/channel/UC
M3tAUbvwP9FS-5P
6FaC0IA

website2:
https://www.lesvos
museum.gr/

Others

https://www.burrengeopark.ie/

Burren & Cliffs
of Moher

Ireland

Ireland

Italy

Italy

Italy

Italy

Italy

Italy

Italy

Italy

Italy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Rocca di Cerere

Pollino

Majella

http://www.roccadicereregeopark.it/

https://parcopollino.gov.it/it/

https://www.parcomajella.it/

https://www.parcodellemadonie.it/

http://www.cilentoediano.it/

Cilento, Vallo di
Diano e Alburni

Madonie

http://www.parcobeigua.it/

http://www.apuanegeopark.it/english
_version/apuanegeopark_geopark_ind
ex.html
http://www.parks.it/parco.nazionale.a
spromonte/

https://www.pnab.it/

http://www.coppercoastgeopark.com/

Beigua

Aspromonte

Alpi Apuane

Adamello-Brenta

Copper Coast

http://qeshmgeopark.ir/en

Qeshm Island

Iran
(Islamic
Republic
of)

https://tobacalderageopark.org/global
-geopark/

Toba Caldera

Indonesia

*Website

89

Global Geopark

Country

No

https://twitter.com/
parcomajella

https://www.facebook
.com/parcomaiella/
https://www.facebook
.com/pollinougg/
https://www.facebook
.com/galroccadicerere
geopark/

https://twitter.com/
ParcoBeigua
https://twitter.com/
Cilentoediano
https://twitter.com/
ParcoMadonie

https://www.facebook
.com/parcobeigua/
https://www.facebook
.com/CilentoeDiano/

https://twitter.com/
parcoalpiapuane

https://twitter.com/
pnab_

https://www.facebook
.com/pnabgeopark
https://www.facebook
.com/parcoalpiapuane/

https://twitter.com/
BurrenGeopark
https://twitter.com/
CoastCopper

Twitter

https://www.facebook
.com/BurrenGeopark
https://www.facebook
.com/CoastCopper/

Facebook

Information

https://www.youtub
e.com/channel/UCZm6elLqlajTuQsWO
70XCg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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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stagra
m.com/parcomajella/

https://www.instagra
m.com/parcobeigua/

Instagram:
https://www.instagr
am.com/parcoadam
ellobrenta/

https://www.instagr
am.com/qeshmgeo
park.ir/

Instagram

부록

Italy

Italy

Japan

Japan

Japan

Japan

Japan

Japan

Japan

Japan

Japan

Malaysia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https://langkawigeopark.com

http://www.unzen-geopark.jp/

Unzen Volcanic
Area

Langkawi

https://www.toya-usu-geopark.org/e
nglish/

http://geopark.sakura.ne.jp/en/

http://www.oki-geopark.jp/en/

https://www.muroto-geo.jp/en/

https://www.apoi-geopark.jp/english/

https://english.izugeopark.org/

http://www.geo-itoigawa.com/eng/

Toya - Usu

San'in Kaigan

Oki Islands

Muroto

Mt. Apoi

Izu Peninsula

Itoigawa

http://www.aso-geopark.jp/

https://parcocollinemetallifere.it/

Tuscan Mining
Park

Aso

http://www.sesiavalgrandegeopark.it/

*Website

Sesia Val
Grande

Global Ge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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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No

https://twitter.com/
ItoigawaGeopark

https://www.facebook.
com/ItoigawaGeopark/

https://twitter.com/
murotogeopark

https://twitter.com/
izugeo

https://twitter.com/
asogeopark

https://www.facebook
.com/PNVG.Wildernes
s/
https://www.facebook
.com/parcocm/
https://www.facebook
.com/AsoGeopark/

https://www.facebook
.com/izugeopark/
(English):
https://www.facebook
.com/mt.apoigeopark.
en/ , (Japanese):
https://www.facebook
.com/mt.apoigeopark/
https://www.facebook
.com/murotogeopark/
https://www.facebook
.com/OkiIslandsGlobal
Geopark/
https://www.facebook
.com/perorisanin/
https://www.facebook.
com/ToyaUsuGeopark/
https://www.facebook
.com/geoparks2012un
zen
https://www.facebook
.com/langkawiglobalge
opark/

Twitter

Facebook

Information

https://www.instagr
am.com/langkawiun
escoglobalgeopark/

https://www.instagr
am.com/izugeopark/

https://www.instagr
am.com/itoigawage
opark/

Instagram

Others

M'Goun

De Hondsrug

Morocco

Netherla
nds

Nicaragua

Norway

Norway

Norway

Peru

Poland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Trollfjell (new
2019)
Colca y
Volcanes de
Andagua (new
2019)
Holy Cross
Moutains

Magma

Gea Norvegica

Rio Coco

https://geopark.pl/en/home/

http://www.geoparquecolcayvolcanes
deandagua.com/

*http://www.trollfjellgeopark.no/

https://magmageopark.no/en/

https://www.geoparken.com/

https://www.geoparqueriococo.com/

https://www.dehondsrug.nl/

https://www.geoparc-mgoun.ma/

http://geoparquemixtecaalta.org/en/

Mixteca Alta,
Oaxaca

Mexico

115

https://geoparquecomarcaminera.mx/

*Website

Comarca
Minera, Hidalgo

Mexico

114

Global Geopark

Country

No

https://twitter.com/
geoparkriococo
https://twitter.com/
geoparken
https://twitter.com/
magmageopark

https://nb-no.faceboo
k.com/Geanor/
https://www.facebook
.com/magmageopark

https://twitter.com/
GeoparkHondsrug

https://twitter.com/
geoparque_cmhgo

https://www.facebook
.com/geoparquecomar
caminera/
https://www.facebook
.com/Mixteca-Alta-Un
esco-Global-Geopark420680744803779/
https://www.facebook
.com/Geoparc-Mondia
l-Unesco-Mgoun-317
888468997280/
https://www.facebook
.com/geopark.dehonds
rug/
https://www.facebook
.com/geoparkriococo/

Twitter

Facebook

Information

https://www.youtub
e.com/channel/UCZ
CpVm_RREctLWsDj
XHuMaw

iNaturalist:
https://www.inatura
list.org/projects/geo
parque-mundial-de
-la-unesco-comarc
a-minera-hidalgo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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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stagr
am.com/gea_norveg
ica/
https://www.instagr
am.com/magmageo
park/

https://www.instagr
am.com/geoparc_m
goun/

https://www.instagr
am.com/mixtecaalta
geopark/

Instagram

부록

Cheongsong

Hantangang
River

Jeju Island

Mudeungsan

Portugal

Portugal

Portugal

Portugal

Republic
of Korea

Republic
of Korea

Republic
of Korea

Republic
of Korea

Romania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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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ţeg

Naturtejo da
Meseta
Meridional
Terras de
Cavaleiros

Estrela

Arouca

Açores

Portugal

124

Global Geopark

Country

No

https://www.hateggeoparc.ro/new/in
dex.php/en/home/

https://geopark.gwangju.go.kr/

https://www.jeju.go.kr/geopark/

http://www.hantangeopark.kr/

https://csgeop.cs.go.kr/
https://www.instagr
am.com/hantangang
riverglobalgeopark/?
hl=ko

https://www.instagr
am.com/geopark_m
udeung_korea/

https://www.facebook
.com/jejugeopark
https://www.facebook
.com/Mudeungsan-Ar
ea-Geopark-_-%EB%
AC%B4%EB%93%B1
%EC%82%B0%EA%B
6%8C%EC%A7%80%E
C%A7%88%EA%B3%
B5%EC%9B%90-1927
67401300129/
https://www.facebook
.com/geodinohateg

https://www.instagr
am.com/azoresgeop
ark/
https://www.instagr
am.com/aroucageop
ark/
https://www.instagr
am.com/estrelageop
ark/

Instagram

https://www.facebook
.com/Hantangangriver
GeoparkCenter

https://twitter.com/
terracavaleiros

https://twitter.com/
estrelageopark/

https://www.facebook
.com/EstrelaGeopark/

https://www.facebook
.com/terras.cavaleiros

https://twitter.com/
geoparkarouca

https://www.facebook
.com/search/top/?q=a
rouca%20geopark

https://www.geoparkterrasdecavaleir
os.com/

https://twitter.com/
AzoresGeopark

https://www.facebook
.com/AzoresGeopark/

https://www.facebook
.com/naturtejogeopark

Twitter

Facebook

*http://www.naturtejo.com

https://geoparkestrela.pt/

http://www.aroucageopark.pt/en/

http://www.azoresgeopark.com/

*Website

Information

https://www.youtub
e.com/channel/UCp
1t_gWxumJxrN0V_g
JXlqg

https://www.youtube
.com/estrelageopark

Others

Yangan-Tau

Russian
Federati
on

Serbia

Slovenia

Spain

Spain

Spain

Spain

Spain

Spain

Spain

Spain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Las Loras

http://proyectogeoparquelasloras.es/

Lanzarote and
Chinijo Islands

https://twitter.com/
geoloras

https://twitter.com/
geoparklanzarot

https://geoparquelanzarote.org/en/

Granada

https://www.facebook
.com/GeoparqueLanza
rote/
https://www.facebook
.com/Geoparquelaslor
as/

https://twitter.com/
GranadaGeopark

El Hierro

https://www.facebook
.com/GeoparquedeGra
nada/

https://twitter.com/
Geoparc
https://twitter.com/
courelmountais?lang
=es

https://www.geoparquedegranada.co
m/en/

https://www.courelmountains.es/

Courel
Mountains

https://www.facebook
.com/geoparcunesco/

https://twitter.com/
geoparkelhierro

https://www.geoparc.cat/en/

Central
Catalonia

https://twitter.com/
geoparkea

https://www.facebook
.com/Geoparkea

https://www.facebook
.com/ElHierroGeoparq
ue/

https://www.juntadeandalucia.es/me
dioambiente/portal/landing-page/-/a
sset_publisher/4V1kD5gLiJkq/content
/geoparque-cabo-de-gata-n-c3-adja
r/20151?categoryVal=

Cabo de
Gata-Níjar

https://twitter.com/
GeoparkIdrija

Twitter

https://www.facebook
.com/geoparkidrija/

https://www.facebook
.com/groups/2106712
779572669/

Facebook

Information

http://www.elhierrogeoparque.es/

https://geoparkea.eus/en/

https://www.geopark-idrija.si/en/ho
me/

https://npdjerdap.rs/en/djerdap-geop
ark/

http://en.geopark-yangantau.ru/

*Website

Basque Coast

Idrija

Djerdap

Global Geopark

Country

No

https://www.youtub
e.com/channel/UC
mFduG445LT1QRA8-GbcWw

https://www.youtub
e.com/channel/UCZ
WCQ0rXPrxuIxwrZlb
-4sw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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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stagr
am.com/geoloras/

https://www.instagr
am.com/geoparque
degranada/

https://www.instagr
am.com/elhierrorby
gp/

https://www.instagr
am.com/geoparkidrij
a/

https://www.instagr
am.com/geopark_ya
ngantau/

Instagram

부록

Spain

Spain

Spain

Spain

Spain

Spain

Spain

Tanzania

Thailand

Turkey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https://www.ncaa.go.tz/

Ngorongoro
Lengai

Kula Volcanic

https://kulasalihligeopark.com/en/

http://www.satun-geopark.com/

https://www.geoparquevilluercas.es/

Villuercas Ibores
Jara

Satun

https://www.geoparquepirineos.com/

Sobrarbe-Pirineos

Sierras
Subbéticas

Sierra Norte de
Sevilla

*https://www.juntadeandalucia.es/m
edioambiente/portal/web/guest/landi
ng-page-%c3%adndice/-/asset_publi
sher/zX2ouZa4r1Rf/content/sierra-no
rte-de-sevilla-geopark/20151?catego
ryVal=
http://geoparques.eu/los-geoparques
/sierras-subbeticas/

https://www.geoparcorigens.cat/en/

Molina & Alto
Tajo

Origens

http://www.geoparquemolina.es/

Maestrazgo

*Website

http://www.maestrazgo.org/geopark.
htm

Global Ge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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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No

https://www.facebook.
com/kulasalihligeopark

https://twitter.com/
KulaSalihliGp

https://www.instagr
am.com/kulasalihliu
nescoggp/

https://www.instagr
am.com/ngorongoro
lengai_ge/

https://www.facebook
.com/ngorongoro.crate
r.serengeti/
https://www.facebook
.com/SatunUGG/

https://www.instagr
am.com/geoparques
obrarbepirineos/

https://www.instagr
am.com/geoparcorig
ens/

https://www.instagr
am.com/parque_cult
ural_maestrazgo/

Instagram

https://www.instagr
am.com/VilluercasG
Park/

https://twitter.com/
SobrarbeGeopark

https://twitter.com/
pcmaestrazgo

Twitter

https://www.facebook
.com/GeoparqueVilluer
cas

https://www.facebook
.com/pnsubbeticas/
https://www.facebook
.com/SobrarbePirineos
Geopark/

https://www.facebook
.com/PNSierraNorteSe
villa/

https://www.facebook
.com/GeoparcOrigens/

https://www.facebook.
com/Parque-Cultural-d
el-Maestrazgo-Geopar
que-Mundial-de-la-Un
esco-141937300832/
https://www.facebook
.com/geoparque.molin
aaltotajo/

Facebook

Information

Pinterest:
https://www.pintere
st.co.kr/villuercasGP
ark/

https://www.youtub
e.com/channel/UCi
BOstGih6x261BisnH
CRwQ

Others

159

158

157

156

155

No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Country

https://blackcountrygeopark.dudley.g
ov.uk/

http://www.englishrivierageopark.org.uk/

https://www.fforestfawrgeopark.org.uk/

https://www.geomon.co.uk/

http://www.northpennines.org.uk/

English Riviera

Fforest Fawr

GeoMôn

North Pennines
AONB

*Website

Black Country

Global Geopark

https://twitter.com/
GeoMonGeopark

https://twitter.com/
NorthPennAONB

https://www.facebook
.com/NorthPenninesA
ONB

https://twitter.com/
Bcgeopark

Twitter

https://www.facebook
.com/AngleseyGeopar
kGeoMon/

https://www.facebook
.com/pages/Fforest-F
awr-Geopark/1401922
26006614

https://www.facebook
.com/RivieraGeopark/

https://www.facebook.
com/Black-Country-U
nesco-Global-Geopark
-1690464331220473/

Facebook

Information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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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stagr
am.com/geoparcyff
orestfawr/

Instagram

부록

https://www.muskauer-faltenbogen.
de/

Non nuoc Cao
Bang

Karawanken /
Karavanke

Muskauer
Faltenbogen /
Łuk Mużakowa

Novohrad-Nógrád

Viet
Nam

Austria
&
Slovenia

Germany
& oland

Hungary
&
Slovakia

164

165

166

167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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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eopark-karawanken.at
/en/home.html

Dong Van Karst
Plateau

Viet
Nam

https://www.nogradgeopark.eu/

http://caobanggeopark.com/

http://dongvangeopark.com/

https://daknonggeopark.com/

Dak Nong

Viet
Nam

https://www.facebook
.com/BQLNonnuocCao
Bang/

https://www.facebook
.com/BQLCaonguyend
aDongvan

https://twitter.com/
GeoparqueGrutas

https://www.facebook
.com/GeoparqueGPuy/

http://www.geoparque.uy/

163

https://twitter.com/
geoparkshetland

https://www.facebook.
com/geoparkshetland/

https://www.shetlandamenity.org/ge
opark-shetland

Shetland

Grutas del
Palacio

https://twitter.com/
NWHGeopark

Twitter

https://www.facebook
.com/nwhgeopark

Facebook

https://www.nwhgeopark.com/

*Website

Information

North-West
Highlands

Global Geopark

Uruguay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Country

162

161

160

No
Instagram

https://www.youtub
e.com/channel/UCO
PMmabaxhO1YDvss
ToVMSQ

Others

Global Geopark

Marble Arch
Caves

Country

Ireland
&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No

169

https://www.marblearchcavesgeopar
k.com/

*Website

Facebook

Information
Twitter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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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gram

부록

Austria

Austria

Belgium

Brazil

Canada

Canada

Canada

Canada

Canada

Chile

China

China

China

China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Danxiashan

Dali-Cangshan

Arxan

Alxa Desert

Kütralkura

Tumbler Ridge

Stonehammer

Percé

Discovery

Cliffs of Fundy

Araripe

Chen Fang

Zhang Qing

Liu Zhi (Director)

Jie YANG

Sarah Waters,
Executive Director
Patricia Herrera
(Territorial
Coordinator)

Gail Bremner

Cathy Poirier,
Chairperson of the
Board of Directors

José Patrício
Pereira Melo
(General Manager)
Beth Peterkin,
Executive Director

Alain Petit

Andreas Danner

Styrian
Eisenwurzen

Famenne-Ardenne

Dr. Horst
Ibetsberger

Name

Ore of the Alps

Global Ge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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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No

+86 482 7128925
+86 15812209136
+86 751 6291683
or +86 135
00203268

yndlcsdzgy@163.co
m
Danxiashanaaaa@1
26.com

+86 483 8595191
or +86 483
8595192

+1-250 242 7733

+1 506 214 1317

+55 88 31021292

+43 3632 7714

+43 699 12476604

Tel

Yu Hongzhi
(Division Chief)

Isabelle
Cyr-Parent,
Coordinator and
Scientific Manager

Francisco Idalécio
de Freitas (General
Coordinator)
Caleb Grant,
Geoscientist

Dr. Heinz Kollmann

Name

Official representative

aeslz@163.com

smgy2005@163.co
m

phpintor@gmail.co
m

sarah.waters@tumb
lerridgegeopark.ca

gail@stonehammer
geopark.com

cathy.poirier@icloud
.com

beth.peterkin@fund
ygeopark.ca

patricio.melo@urca.b
r,

alain.petit@geopark
famenneardenne.be

andreas.danner@eis
enwurzen.com

hji@sbg.at

E-mail

[표 3]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전화번호)

aesdzgyglj@163.co
m

contact@geoparcde
perce.com

caleb.grant@fundyg
eopark.ca

idalecio@gmail.com

heinz.kollmann@nh
m-wien.ac.at

E-mail

+86 482 7128926

+55 88 31021237

+43 3632 7714

Tel

Country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No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Leiqiong

Keketuohai

Jiuhuashan

Jingpohu

Huangshan

Huanggang
Dabieshan

Hong Kong

+86 188 26677887

hgy2819197@163.co
m

David Chen

+86 906 8725022

xjfykkthgwh@sina.co
m

Zhang Shiping
(Managing
Director)
Zheng Jun
(Deputy Director)

+86 453 6996692
or +86 453
6270451

+86 138 55900312

jphzpg@163.com

chinahsgeopark@16
3.com

geopark@afcd.gov.
hk

+86 476 5235832

+86 377 63108390

hnfnsgyglj@163.co
m

hexigtengeopark@1
63.com

+86 10 69373565

+86 937 8853678

Tel

lywgyk@126.com

dhland@sohu.com

E-mail

Wu Weiping
(Geoscientist)

Gao
Zhifeng(Director of
Administration
Committee of
Hubei Huanggang
Dabieshan National
Geopark)

Name

Official representative

Fu Chonghua

Li, Wei

Ni
Qingliang(Director
of Geological
Environment
section of
Department of
land and
resources of
Hubei Province)

Aruhan

Xu Fei,
Administration
Bureau of
Guangwushan-Nu
oshuihe Geopark

Guangwushan-N
uoshuihe

Hexigten

Yazhe Wang

Mr. Jing Zhi Xing

Shihong Guo

Name

Funiushan

Fangshan

Dunhuang

Global Geopark
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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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부록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Yu Guosheng
Liu Xiaoling

Wangwushan-Da
imeishan

MR Rongneng Li,
MR Rong Lu
(Management Body
Director)

+86 0776 7923078
(Leye) or +86
0778 6825645
(Fengshan)

+ 86 391 6611080
or +86 139
38173998

+86 556 8937175

tzsgeopark@126.co
m
zpgzhb@163.com

+86 138 54881818

+86 598 7860766
or +86 598
7866620

+86 371 62875678

+86 136 0793
3505
+86 719 3452238
or +86
13477999007
+86 871 67711439
or +86 138
88184198

+86(29)86786956

+86 593 2519172

+86 8421539

+86 792 8289012

Name

Tel

Official representative

tsdzgy@163.com

tnjhgwh@126.com/
fjcnz@163.com

Jiang Dongbin
(Director of
Supervisory
Committee)
Niu Jian

13603995797@163.
com.cn

1378355605@qq.co
m

Mr. Wang
Yongqiao
Chen Dongfeng

snjdzgy@163.com

sqsdzgy@163.com

qlznsdzgy@163.co
m

ndsjdz@126.com

klsdzgy@163.com

286105178@qq.co
m

jxytlhs@163.com

lefgeopark@163.co
m

E-mail

Chen Jinxin

Tianzhushan

Taishan

Taining

Songshan

Shilin

Shennongjia

Yangqing Chen

Mr. YANG
Jianping

Qinling
Zhongnanshan

Sanqingshan

Zhong Minglong

Zhaiju

Mr. Xu Xinxing

Tianming Tan

MR Hehuan
Huang, MR Hu
Lin

Name

Ningde

Mount Kunlun

Lushan

Longhushan

Leye Fengshan

Global Ge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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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No
E-mail

Tel

Country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hina

Croatia

Croatia

No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Vis Archipelago

Papuk

Zigong

Zhijindong Cave

Zhangye

Zhangjiajie

Yuntaishan

Yimengshan

Yanqing

Yandangshan

Xingwen

Xiangxi

Wudalianchi

Global Geopark

Goran Radonić

He Zhengfang
(Director Administration for
Zhijindong cave
National Geopark)

Mr. XIE Yi

Jin Xiaoting

You Baojun,
Director of
Administration for
Yanqing Global
Geopark
Zhou Dongkai
(managing
director)

Lu Qinfei

Chang Xiaolin

Guo Limei
(Officer)

Name

+385 98497561
+385 91 271 30
23(mobile)

geopark@geoparkvis.com

+86 0857 7812018

+86 744 5618250

+86 391 8786231

+86 10 8119 3303

+86 139 68791040

+86 456 7296004

Tel

kontakt@pp-papuk.
hr

gzzjd1980@163.co
m

dfg_007@126.com

ytssjdzgy@163.com

yanqingsjdzgy@163
.com

361059978@qq.co
m

xwgeopark@126.co
m

gtjfhb@163.com

E-mail

Brigita Fiamengo
(managing director)

Goran Pavić

Wang Zhaobo
(geoscientist)

Name

Official representative

Varja Bolanca
(regional specialist)

+385 98497562

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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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ksa Bozanic
(geoscientist)

goran_pavic@yahoo
.com

E-mail

부록

Ecuador

Finland

Finland

Finland

France

France

France

France

58

59

60

61

62

63

64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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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ute-Provence

Chablais

Causses du
Quercy

Beaujolais

Saimaa

Rokua

Lauhanvuori-Häe
meenkangas

Imbabura

Vestjylland

Denmar
k

57

+33 5 65 24 20
50
+33 4 50 04 65
34

tpelissie@parc-cau
sses-du-quercy.or
g
coordinationgeopark
@siac-chablais.fr
rghp.guymartini@ho
tmail.com

Sophie Justice
Guy Martini
(Director)

+33 679 87 36 22

+33 4 74 65 74
46

ccaze@pays-beaujo
lais.com

+358 50 550 8513

vesa.krokki@rokuag
eopark.fi
+358 40 572 0797

+358 40 675 7363

+45 4054 7198

+45 21 28 42 43

terttu.hermansson
@lhgeopark.fi

thomas.holst.christ
ensen@lemvig.dk

nina@geoparkodshe
rred.dk

+420 481 366 225

+357 22 409213

Tel

Agathe Kühnel
(Head of the
Environment –
Natural Heritage
department)

Kaisa-Maria
Remes, SGP
Geologist

Mr. Jari Nenonen

PASI TALVITIE,
Geologist

Elizabeth Vásquez

akuhnel@parc-caus
ses-du-quercy.org

kaisa-maria.remes
@imatra.fi

jari.nenonen@gtk.fi

pasi.talvitie@lhgeop
ark.fi

Martina.Paskova@m
zp.cz

etsiolakis@gsd.moa
.gov.cy

Dr Efthymios
Tsiolakis
(Geological Officer,
Geological Survey
Department)
Martina Pásková

E-mail

Name

Official representative

heli.rautanen@imatr
a.fi

Heli Rautanen,
SGP Executive
Director
Syndicat Mixte du
Beaujolais,
Clément Cazé,
Geopark manager
Thierry Pélissié
(Chairman of the
Park Scientific and
Planning Council /
Geologist)

Mr. Vesa Krökki

Nina Lemkow
(Geopark Manager)
Thomas Holst
Christensen Geopark Manager
Carlos Merizalde
Leiton
TERTTU
HERMANSSON,
Executive
Manager

Odsherred

Denmar
k

56

j.svobodova@mu.tu
rnov.cz

Jana Svobodová

Bohemian
Paradise

Czechia

55

Troodos

Cyprus

director@gsd.moa.go
v.cy

Dr Costas
Constantinou
(Acting Director,
Geological Survey
Department)

54

E-mail

Global Geopark
Name

Country

No

+33 5 65 24 20
50

+358 40 482 6123

+358 20550 3514

+358 44 764 0469

+420 267 122 150

+357 22 409233

Tel

Country

France

France

France

Germany

Germany

Germany

Germany

Germany

Germany

Greece

Greece

Greece

Greece

No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Dr. Henning
Zellmer

Bergstraße-Oden
wald

Harz,
Braunschweiger
Land

pptochoulis@anko.g
r

Panagiotis
Ptochoulis

Psiloritis

Lesvos Island
fassoulas@nhmc.uo
c.gr

lesvospf@otenet.gr

fdxb@otenet.gr

Eleni Koumoutsou

Chelmos
Vouraikos

Prof. Nickolas
Zouros
Dr Charalampos
(Babbis) Fassoulas
(Vice president Coordinator)

andreas.schueller@
vulkaneifel.de

Dr. Andreas
Schüller

Vulkaneifel

Grevena Kozani

info@eta-reyer.de

Sylvia
Reyer-Rohde

Thuringia
Inselsberg -Drei
Gleichen

escherh@LKOS.de

+30 2810 393277,
+30 6977881675

+30 26920 29140

+49 6592 933202

+49 541 501 4217

+49 (0)7381 501
583

roth@geopark-alb.d
e

Hartmut Escher

+49 (0) 5353
913235

+49 6251
7079916, +49
1522 2873253

+33 4 79 54 97
57

+33 4 90 04 41
91

Tel

Demetrios Patakos
(Director)

Dr. Dana Pietsch

Dr. Klaus George

Dr. Jutta Weber

Marc LUTZ
(Scientific referee
and Representative
at EGN/GGN)

Name

Official representative

h.zellmer@geoparkbraunschweiger-lan
d.de

TEERA. vita

Dr. Siegfried Roth

Christiane Stolz

Monts d'Ardèche

Swabian Alb

nklee@parc-monts
-ardeche.fr

Nicolas KLEE
(Geopark
Development
Coordination
Officer)
c.stolz@geo-naturp
ark.de

jl.desbois@parcdes
bauges.com

Jean-Luc Desbois

Massif des
Bauges

stephane.legal@par
cduluberon.fr

E-mail

Mr Stéphane
LEGAL

Name

Luberon

Global Geopark

+30 28340 31402

+49 (0)7381
9386495

+49 (0) 3946
96410

+49 6251
7079923, +49
1522 2873239

+33 (0) 601 19 9
261 (mobile), +33
475 363 860
(office)

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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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patakos@gmail.c
om

pietsch@geopark-al
b.de

george@harzregion.
de

j.weber@geo-natur
park.de

mlutz@parc-monts
-ardeche.fr

E-mail

부록

Toba Caldera

Qeshm Island

Greece

Hungary

Iceland

Iceland

Indonesia

Indonesia

Indonesia

Indonesia

Indonesia

Indonesia

Iran
(Islamic
Republic
of)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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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njani-Lombok

Gunung Sewu

Ciletuh Palabuhanratu

Belitong

Batur

Reykjanes

Katla

Bakony-Balaton

Vikos - Aoos

Sitia

Greece

79

Global Geopark

Country

No

eggert@heklan.is

Eggert Sólberg
Jónsson

Alireza
Amrikazemi,
director and
geoscientist

Chairul Mahsul,
General Manager

Mr. Dody A.
Somantry, S.H.,
M.Si GM
Budi Martono,
General Manager
of Gunung Sewu
Geopark

Ledy Fithriana

+62 822 2619
5382

budimartono999(at)
yahoo.co.id

aamrikazemi(at)gma
il.com

chairulm95(at)gmail
.com,
bappeda(at)ntbprov.
go.id

+62 813 9935
4383

+62 366 91537

+354 4203291 or
+354 8650023

timkeukeuhciletuh
@gmail.com

disbudpar(at)banglik
ab.co.id,
binaobyek(at)gmail.
com,
bidangpromosi(at)g
mail.com
belitonggeoparkoffi
cial@gmail.com

berglind@katlageop
ark.is

Berglind
Sigmundsdóttir

Ida Bagus Gede
Giri Putra and
Wayan Adnyana

+36 30 640 9053

korbely@geopark.h
u

Barnabás Korbély
+354 8624066

+30 268 236 1912

paschos@igme.gr

Panayotis Paschos
(Geologist)

+30 284 302 3775

Tel

depotas@otenet.gr

E-mail

Leonidas Terzis

Name

sajjadeshgarf(at)gm
ail.com

igurdur@hfsu.is

Sigurður
Sigursveinsson

Sajjad Eshgarf,
responsible for
local development

puskaszo@bfnp.hu

h.papaioannou@epir
ussa.gr

E-mail

Zoltán Puskás

Haritakis
Papaioannou
(Biologist)

Name

Official representative

+354 897 2814

+36 87 555 260

+30 265 103 6686

Tel

Country

Ireland

Ireland

Italy

Italy

Italy

Italy

Italy

Italy

Italy

Italy

Italy

Italy

Italy

No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39 3491554731

+39 566844247

presidente(at)sesiav
algrandegeopark.it
parcominerario(at)c
omune.gavorrano.gr
.it

Alessandra Casini

Tuscan Mining
Park

Rocca di Cerere

Sesia Val Grande

+39 0935504717
or +39
3280593094

+39 973669368,
+39 3477804027

+39 3407985141

+39 3386513678

Dr. Edoardo
Dellarole
(Chairman of the
Geopark executive
board)

antepa10(at)parcom
adonie.191.it
elena.liberatoscioli
@parcomajella.it –
info@parcomajella.it
luigibloise(at)libero.i
t,
luigi.bloise(at)parco
pollino.gov.it

a.aloia(at)cilentoedi
ano.it

+39 108590300

chiaramonte(at)rocc
adicerere.eu

Luigi Bloise

Mrs. Elena
Liberatoscioli

+39 46 580 6666

vajolet.mase(at)pnab
.it
+39 585799433

+353 51 292828

info(at)coppercoast
geopark.com

aamorfini(at)parcap
uane.it
aspromonte.geopar
k@parcoaspromont
e
direttore(at)parcobei
gua.it

+353 65 7071017

Tel

cgleeson(at)burren.i
e,

E-mail

Egidio Clabrese

Angelo Pizzuto

Tommaso
Pellegrino

Marco Firpo

Antonio Bartelletti

Name

Official representative

Francesco
Chiaramonte

Pollino

Majella

Pasquale Li Puma

Aniello Aloia

Cilento, Vallo di
Diano e Alburni

Madonie

Maurizio Burlando

Dott.Sabrina
Santagati

Alessia Amorfini

Vajolet Masè

Mike Sweeney

Carol Gleeson

Name

Beigua

Aspromonte

Alpi Apuane

Adamello-Brenta

Copper Coast

Burren & Cliffs
of Moher

Global Geopark

+39 973669352

+39 921 684 080

+39 103538272

+39 585799499

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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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idio.c(at)libero.it,
egidio.calabrese(at)
parcopollino.gov.it

angelopizzuto68(at)
gmail.com

direttore(at)cilentoe
diano.it

firpo(at)dipteris.unig
e.it

abartelletti(at)parca
puane.it

E-mail

부록

Japan

Japan

Japan

Japan

Japan

Japan

Japan

Japan

Japan

Malaysia

Mexico

Mexico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81 887 22 5161
+81 08512 3 1321

info(at)muroto-geo.
jp
info(at)oki-geopark.
jp

Miss Rasanubari
Asmah Rahmah
Dr. Carles Canet
Miquel (research)
Dr. José Luis
Palacio Prieto

Comarca Minera,
Hidalgo

Mixteca Alta,
Oaxaca

Masakazu
Furukawa
(Director)
Masato Takekawa
(Director)
Dr. Marekazu
OHNO (Vice
Director of Unzen
Volcanic Area
Geopark
Promotion Office)

Kazuhiro Nobe

Koji Wada

palacio(at)unam.mx

+52 55 56224357

+60 4 9600 600

rasary(at)gmail.com
,
rasanubari(at)lada.g
ov.my
ccanet(at)atmosfera
.unam.mx

+81 957 65 5540

staff3(at)unzen-geo
park.jp

+81 142 74 301

+81 146 36 2120

apoi.geopark(at)fest
a.ocn.ne.jp

Takumi Harada

info(at)toya-usu-ge
opark.org

+81-558-72-0520

info(at)izugeopark.o
rg

Shigeya
Kanezashi, Council
Director

+81 796 26 3783

+81 25 552 1511

hiroko.torigoe(at)cit
y.itoigawa.niigata.jp

Hiroko Torigoe

geopark(at)pref.hyo
go.lg.jp

+81 968 34 2089

info(at)aso-geopark
.jp

Akinobu Ishimatsu

Tel

Dr. Juan Carlos
Mora Chaparro
(education
outreach)

Noritaka Matsubara

Name

Official representative
E-mail

Name

Langkawi

Unzen Volcanic
Area

Toya - Usu

San'in Kaigan

Oki Islands

Muroto

Mt. Apoi

Izu Peninsula

Itoigawa

Aso

Global Ge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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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No

jcmora(at)geofisica.
unam.mx

matsubara-n(at)stor
k.u-hyogo.ac.jp

E-mail

+81 796 23 6546

Tel

De Hondsrug

Terras de
Cavaleiros

Cheongsong

Netherla
nds

Nicaragua

Norway

Norway

Norway

Peru

Poland

Portugal

Portugal

Portugal

Portugal

Portugal

Republic
of Korea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Naturtejo da
Meseta
Meridional

Estrela

Arouca

Açores

Trollfjell (new
2019)
Colca y Volcanes
de Andagua
(new 2019)
Holy Cross
Moutains

Magma

Gea Norvegica

Rio Coco

M'Goun

Morocco

116

Global Geopark

Country

No

Youngjin Kim
(Leader)

Sílvia Marcos

Fabio Loureiro
(지질유산)
Armindo Jacinto
(Chairman of the
Administration
Board)

António Duarte

Manuel Paulino
Costa (General
Coordinator)

James Posso
Sanchez

Magne Ekker

Pål Thjømøe

Kristin Rangnes

Salah Hamzaoui
(Président du
Conseil Régional
Tadla Azilal)
Catharien
Posthumus
(Manager)

Name

+82 54 870 6110

Sungok Ju
(Geologist)

Diamantino Pereira

gestao(at)geoparkte
rrasdecavaleiros.co
m
kyj7(at)korea.kr

Carlos Neto de
Carvalho (Scientific
Coordinator)

Artur Sá

João Carlos Nunes
(Scientific
Coordinator)

Mohammed
Boutakyout
(Director)

Name

presidente(at)cm-id
anhanova.pt
+351 912 956 197

+351 913880940

aduarte(at)geoparqu
earouca.com
fabioloureiro@geop
arkestrela.pt

+351 926383187

manuel.ps.costa(at)
azores.gov.pt

+ 47 91684465

+ 47 91782594

post(at)magmageop
ark.com
magne.ekker(at)troll
fjellfriluftsraad.no

+47 971 49 479

+31622551281

+212 5 23 48 45
17

Tel

kristin.rangnes(at)g
eanor.no

c.posthumus(at)geo
parkdehondsrug.nl

hamzaouisalah(at)m
enara.ma

E-mail

Official representative

+82 54 870 6111

+351 934258420

+351 916670662

+351 916467649

+212666862369

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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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616(at)korea.kr

insuad(at)dct.uminh
o.pt

carlos.praedichnia(a
t)gmail.com

asa(at)utad.pt

jcnunes(at)uac.pt

hmboutakiout@gma
il.com

E-mail

부록

Yangan-Tau

Russian
Federati
on

Serbia

Slovenia

Spain

Spain

Spain

Spain

Spain

Spain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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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ada

El Hierro

Courel
Mountains
César Espinosa

Ms. Cristina Rubio
Segura
Roberto Castro
Gonzalez
(President)

Gloria García del
Hoyo

Cabo de
Gata-Níjar

Central Catalonia

Leire Barriuso

Bojan Režun

Information,
Presentation,
Tourism and
Geopark dept.

Director of the
Geopark
IldarSadikov

Basque Coast

Idrija

Djerdap

Haţeg

Seok Woong Kim
(Co-leader)
Alexandru
Andrasanu
(General
Coordinator)

cespinosa(at)el-hier
ro.org

geogarapen(at)geog
arapen.com
gloria.garcia.hoyo.e
xt(at)juntadeandaluc
ia.es
cristina(at)geoparc.c
at

bojan.rezun(at)gmail
.com

+34 618878924

+34 943192829

+386 (0)31 356
622

+381 (0)30 215
0089

+7-34777- 28435

+40721270775

alexandru.andrasanu(
at)gg.unibuc.ro,
mesajalex(at)yahoo.co
m
e-mail:
yurtau@mail.ru

+82-62-613-4102

031-538-3030

Tel

Héctor Hernandez

hjhernandez(at)el-hi
erro.org

lucia.tejero(at)junta
deandalucia.es

Lucia Tejero
Trujeque (Director
/ Curator)

Martin Alemparte
Vidal (director)

flysch(at)gipuzkoa.e
us

mojca.gorjup-kavcic
(at)geopark-idrija.si
Asier Hilário

Mojca Gorjup
Kavčič

Visitor center –
Donji Milanovac

belan77767@mail.r
u

Scientific
consultant,
geologist
LarisaBelan

+386 (0)5 37 34
076

+381 (0)30 215
0088

+
7-347-228-39-10

+40744643189

dangrig(at)geo.edu.r
o,
danalgrigorescu(at)g
mail.com

Dan Grigorescu
(Scientific
Coordinator)

Tel

+82-62-530-0577

E-mail

minhuh(at)jnu.ac.kr

Min
Huh(Co-leader)

Name

Official representative

sw33kim@korea.kr

ymjeon74(at)korea.
kr

Dr. Jeon
Yongmun

Jeju Island

Mudeungsan

kyjkjj@korea.kr

E-mail

Hantangang River
Geopark Center

Name

Hantangang

Global Geopark

Romania

Republic
of Korea
Republic
of Korea
Republic
of Korea

Country

133

132

131

130

No

Country

Spain

Spain

Spain

Spain

Spain

Spain

Spain

Spain

Spain

Tanzania

No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Villuercas Ibores
Jara
Ngorongoro
Lengai

Sobrarbe-Pirineos

Sierras
Subbéticas

Sierra Norte de
Sevilla

Origens

Molina & Alto
Tajo

Maestrazgo

Las Loras

Lanzarote and
Chinijo Islands

Global Geopark

Anchel Belmonte
Rivas

Lourdes Guerra
González

pn.subbeticas.cmaot
(at)juntadeandalucia.
es,
lourdes.guerra(at)jun
tadeandalucia.es
ajbelmonte(at)educ
a.aragon.es

pedro.mendoza(at)j
untadeandalucia.es

monaste1(at)gmail.co
m
gpuras(at)projecteg
eoparctrempmonts
ec

+34 974518024

+34 600 168 192

+34 696 22 63 02

+34 659 046 747

karmah3(at)yahoo.e
s or
geoloras(at)gmail.co
m

Karmah Salman
Monte

Juan Manuel
Monasterio
Guillem Puras –
Castells, Geopark
coordinator
Mr. Pedro
Mendoza,
manager

+34 650479018

Tel

elenamateo67(at)g
mail.com

E-mail

Elena Mateo
Mederos

Name

Ana Ruiz Conde

Mr. Alberto Gil,
specialist in Earth
Sciences

+34 974518024

+34 629 050457

Tel

│세계지질공원 자료 및 우수사례 수집·분석 129

gerencia(at)sobrarb
e.com

agil3(at)reagsa.es

jafabian(at)yahoo.co
m or
geoloras(at)gmail.co
m

directoracontrolyau
ditoria(at)centrosturi
st

Maria
Idirectoracontrolyau
ditoria(at)centrosturi
stsabel Betancort
Delgado
José Ángel
Sánchez Fabián

E-mail

Name

Official representative

부록

Turkey

154

Melanie Border

Julian Atkins

Fforest Fawr

+44 1803 207358

+44 1874 620457

Julian.Atkins(at)bea
cons-npa.gov.uk

yigitkarakuzu(at)gm
ail.com

m.border(at)english
rivierageopark.org.u
k

+90 505 437 89
79

satungeopark(at)gm
ail.com

Mr. Narongrit
Thungprue, Satun
Geopark Director
and Thungwa
Chief Subdistrict
Administrative
Organization
(SAO), Satun
Province
Yiğit Karakuzu

+66-634654924

E-mail

Tel

Nick Powe

Name

Official representative
Name

English Riviera

Black Country

Kula Volcanic

Satun

Global Ge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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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156

155

Thailand

153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Country

No

Nick.Powe(at)kents
-cavern.co.uk

E-mail

+44 1803 215136

Tel

162

161

160

159

158

No

Uruguay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Country

Dr Margaret Wood

Chris
Woodley-Stewart

Councillor George
Farlow

Robina Barton

Diego Irazábal

North Pennines
AONB

North-West
Highlands

Shetland

Grutas del
Palacio

Name

GeoMôn

Global Geopark

+44 1595 694688

robina(at)shetlanda
menity.org

diegoirazabal(at)gm
ail.com

+44 1854 612 780

+44 (0)1388
528801

+44 1248 810287

Tel

George.Farlow.cllr(a
t)highland.gov.uk

chris(at)northpennin
esaonb.org.uk

college(at)btinternet.
com

E-mail

Name

Official representative
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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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부록

Dr Kirstin L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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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Manfred Kupetz

Marble Arch
Caves

Muskauer
Faltenbogen /
Łuk Mużakowa

Germany
& oland

167
Executive
Director: Peter
Olah dr

Karawanken /
Karavanke

Austria
&
Slovenia

166

Mr. Truong The
Vinh, Management
Board Director
Msc. Suzana
Fajmut Štrucl
(Coordinator) Slovenia

klem(at)bgs.ac.uk

info@nngeopark.eu

manfred.kupetz@tonline.de

suzana.fajmut@pod
zemljepece.com

hoangxuandon(at)g
mail.com

Mr. Le Ngoc
Quang – Director
of the Culture,
Sport and Tourism
Department

Mrs. Ton Thi
Ngoc Hanh –
Deputy
Chairwoman of
Dak Nong
Provincial People’s
Committee
Hoang Xuan Don

E-mail

Name

Novohrad-Nógrá
d

Non nuoc Cao
Bang

Viet
Nam

165

Hungary
&
Slovakia
Ireland
&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Dong Van Karst
Plateau

Viet
Nam

164

168

Dak Nong

Viet
Nam

163

Global Geopark

Country

No

+44 (0) 28 9052
097

+49 355 861317

+386 (0) 41 446
358

+84 948 011 022

Mrs. Le Thi Hong
An – Head of the
Culture
Management
Division, Culture,
Sport and Tourism
Department

Tel

Slovakian
coordinator: Ivona
Cimermanova

Jacek Koźma

Msc. Gerald
Hartmann
(Coordinator) Austria

Information
External
Relationship
Division

Name

Official representative

office@nngeopark.eu

jkozma@wp.pl

gerald.hartmann@g
eopark-karawanken
.at

phongttdnbql(at)gm
ail.com

E-mail

+421 948 212 208

+48 6979 713 19
(Poland)

+43 (0)664 1168
119

+84 2193 860 918

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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