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2022년 보호지역 아카데미 모집 안내
1. 개 요
항 목

내 용

주제

자연환경 보호지역 관리 예비 전문가 양성

대상

환경, 생물 관련 학부생, 대학원생 등 (30여명 모집)

일시

2022. 8. 2.(화) ~ 8. 4.(목) (2박 3일)
계룡산국립공원 일대

장소

* 숙소: 국립 대전숲체원(대전 유성구 숲체원로 124)
※ 이동차량 제공: 차량 출발지, 집합 시간, 버스터미널 픽업 시간 등은 추후 공지

참가비

30,000원 (숙식제공)

주최

한국보호지역포럼, 국립공원공단

주관

(사)한국환경생태학회
∎ 공고 기간: 2022. 6. 9.(목) ~ 7. 1.(금)
∎ 접수 기간: 2022. 6. 16.(목) ~ 7. 1.(금) / 선착순 접수
※ 6. 16.(목)부터 접수, 신청서 제출과 참가비 입금 모두를 완료한 순서대로 마감
∎ 신청방법: 학회 이메일(coreaeco@gmail.com)로 신청서 제출, 참가비 입금
- 신청서 양식: [붙임2] 또는 학회 홈페이지(www.enveco.org)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 제출 시, 메일 제목은 “2022 보호지역 아카데미 신청(신청자명)” 기재
- 참가비: 3만원

참가신청

※ 계좌번호: 우체국 703025-01-001502 (예금주:한국환경생태학회)
※ 입금시 반드시 개인별 입금, 입금자명은 “보호지역_참가자명” 기재
※ 주의사항: 참가비 환불이 불가합니다.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사)한국환경생태학회(coreaeco@gmail.com)
※ 접수가 완료되면, 2~3일 내에 접수확인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학회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하며, 프로그램 내용
및 일정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보호지역 아카데미 세부프로그램
총괄진행: 황인천 교육이사

일

시
∼11:00

일

▪ 점심식사

12:30∼12:50

▪ 입 소 식
- 개회 및 환영인사(한국환경생태학회장,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장)
▪ 팀별 아카데미 프로젝트
- 아카데미 소개 (김영선, 교육부회장)

13:40∼14:10

▪ 보호지역 현황 및 관리방안
(조 우, 상지대학교 교수)

15:10~15:50

▪ 계룡산의 지형・지질자원과 생물서식처로서 가치
(오정식, 동국대학교 교수)

▪ 저녁식사(식당)

18:30∼19:10

▪ 생물다양성과 국립공원-계룡산의 식물
(황인천, (사)한국환경생태학회 교육이사)

진행-서새별
계장
(10분 휴식시간
활용 가능)

진행-황인천
이사
강의 후
10분간 휴식

07:30∼08:10

▪ 팀별 아카데미 프로젝트
- 팀 구성, 조장 선출
- 발표주제 선정 등
▪ 아침식사(개인 정비 포함)

08:10∼09:00

▪ 이동

09:00∼17:00

▪ 계룡산국립공원 현장 답사: 자연해설사 안내
1팀: 보호지역과 아름다운 숲(동학사~남매탑)
2팀: 생물다양성과 자연해설(동학사~관음봉)
3팀: 탐방로 관리(저지대 탐방, 사회공헌형 탐방로, 훼손관리 등)

17:00∼17:40

▪ 저녁식사

식당

17:40∼18:30

▪ 대전숲체원으로 이동

버스

18:30∼21:00

▪ 팀별 토의 및 발표자료 작성

07:30∼09:00

▪ 아침식사

09:00∼11:00

▪ 프로젝트 팀별 결과 발표 및 토의

강의실

11:00∼12:00

▪ 심사위원 심사, 학생: 명상과 소도구 운동 중 선택

강의실

12:00∼12:30

▪ 점심식사

12:30∼13:00

▪ 시상식 및 수료식

13:00∼14:00

▪ 이동 및 해산(대전역 동광장 하차)

일

차

▪ 계룡산의 역사와 문화
(안여종, 대전문화유산 대표이사)
▪ 탐방로로 알아보는 국립공원 이야기
(최윤호, 백두대간숲연구소 연구소장)

17:30∼18:30

19:20∼21:00

일

식당

▪ 보호지역의 정책동향과 과제
(김보현, 국립공원공단 부장)
▪ 계룡산국립공원 소개 및 관리현황
(양현아,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계장)

14:20∼15:00

16:50∼17:30

3

숲체원까지 1시간

11:30∼12:30

16:00∼16:40

차

▪ 집결(대전역 동광장; 호국철도광장에서 10시 차량 탑승)
▪ 방 배정 및 짐 정리

차

2

장 소

11:00∼11:30

13:00∼13:30
1

프로그램 내용

강당

버스 등
팀별 이동
1팀:김영선 부회장
2팀:황인천 교육이사
3팀:최윤호 박사

강의실
식당

식당
강의실
버스

※ 모든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하며, 상기 일정은 기상 상황과 현장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