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니셔티브로 지원하는 협력사업의 성과가 널리 인정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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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황폐화 방지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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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화와 가뭄 방지의 날 행사는 이러한 유엔 산하 국제기구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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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기반으로 한 대국민 캠페인으로서 사막화와 가뭄을 방지하기 위해

푸른 지구를 만들기 위해 “함께 이겨내는 가뭄”
- 6월17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사막화와 가뭄 방지의 날 행사 개최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월 17일 사막화와 가뭄 방지의 날을 맞이하여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사막화방지활동 시민단체 등과 함께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사막화와 가뭄 방지의 날은 1994. 6.17. 사막화방지협약 채택을 기념
하기 위해 국제연합(UN)이 지정한 날이다.
○ 금년도 사막화와 가뭄 방지의 날 주제는 “함께 이겨내는 가뭄”으로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사무국과 스페인이 주관하는 세계 행사와
한국 자체 행사가 진행된다.

*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과 더불어 유엔 3대
환경협약으로 1994년 협약 체결, 현재 197개 회원국
□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은 사막화방지를 위한 지역적·국제적 협력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1994년 출범했으며, 한국은 유엔사막화방지협약에 1999년
당사국으로 가입해 2011년도에는 제10차 당사국총회를 경남 창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 제10차 당사국총회 개최국 성과사업으로 2012년부터 지원하는 창원
이니셔티브는 사막화방지를 위해 필요한 지표 개발, 시범사업 개발 및
이행 등을 통해 세계 사막화방지와 토지황폐화 복원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지난 5월에 개최된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한국이

우리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추진된다.
□ 2022년 사막화와 가뭄 방지의 날 행사는 해외에서 사막화 방지 활동을
하고 있는 푸른아시아, 동북아산림포럼, 미래숲, 인천 희망의 숲이 참여하여
체험 공간(부스) 운영, 공연 등을 진행하며, 일반 국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홍보 및 안내 등을
협조할 예정이다.
○ 아울러,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사무국, 경상남도와 공동으로
주최한 비대면 합창대회 시상식과 우수작 공연도 진행할 예정이다.
상 장
UNCCD 사무총장상
산림청장상
경상남도지사상

단체명 (국적)
ASEZ (한국)
CLSU Maestro Singers (필리핀)
La Terre (한국)

□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국제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자연기반
해법으로 산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라며, “이번 행사는 유엔 기념일을
맞아 사막화와 가뭄에 대한 국민관심을 높이고 나무심기와 산림ㆍ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추진되었다”라고 밝히며, “앞으로 시민단체와의
민관협력(거버넌스)을 통해 산림분야 국제협력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붙임 : 행사 계획 1부
첨부 : 포스터 1매

2022년 사막화와 가뭄 방지의 날 기념행사 개최 계획
추진배경 및 목적
o 사막화방지협약 채택(’94.6.17, 파리)을 기념하기 위해 국제연합(UN)은
6월 17일을 세계 사막화와 가뭄 방지의 날(World day to combat
Desertification and Drought)로 지정
o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 계기, 토지황폐화 및 사막화방지에 대응하기
위해 나무심기와 산림·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국민 캠페인 개최

행사계획(안)
o 일시·장소 : 2022. 6. 17(금) 10:30∼15:00, 국립세종수목원
o 참석 : 산림청, 사막화방지 활동 NGO 및 일반국민 200여명

* (주요참석자) 산림청장,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 주한공관 대사(몽골, 타지키스탄),
푸른아시아 상임이사, 동북아산림포럼 이사장, 미래숲, 인천희망의 숲 등

o 주요내용 : 기념사·축사, 포상, 기념공연, 사진전시회 등
구분
식전

본
행사

식후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0:30~10:50

20

주요 참석자 환담

10:30~11:00

30

타악 퍼포먼스(예술마당살판)

축제마당

11:00~11:05

05

개회, 주요 내빈 소개

축제마당

11:05~11:10

05

기념사

11:10~11:25

15

11:25~11:35

10

11:35~11:45

10

11:45~12:00

15

합창 수상작 공연(ASEZ)

12:00~12:15
점심
13:00~13:30
13:30~14:00

15

몽골 전통공연

30
30

산림청장
주한 공관 대사
축사 및 기념말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푸른아시아 상임이사
UNCCD 사무총장상
합창대회 시상식(발표/시상)
산림청장상(별송)
- ASEZ, CLSU Maestro singers, La Terre
경남도지사상
사막화 및 가뭄 퍼포먼스
푸른아시아(학생)
- 실천 선언문 낭독

마술공연
백호놀음 및 기놀이(예술마당살판)

* 행사 홍보·체험부스 운영(10:30∼15:00)

축제마당
(공연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