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회 지속가능발전 제주 컨퍼런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경제, 사회, 환경의 조화로운 균형발전으로 현
세대와 미래세대가 행복한 사회 조성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하여‘제1회 
지속가능발전 제주 컨퍼런스’를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UN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천 중요성에 대해 
지역에서 앞장서서 국내·외 전문가들을 모시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함에 따라 그 의미가 큽니다.

‘건강한 지구! 지역에서부터(Healthy Planet! From The Local)’라는 주제로 
진행될 본 컨퍼런스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글로벌 차원의 네
트워크 구축 활성화 방안과 실천사례 등에 대한 공유의 시간을 갖을 예정입니다.

  ❍ 공식명칭 : 제1회 지속가능발전 제주 컨퍼런스
            (The First Sustainable Jeju Conference)

  ❍ 기간 및 장소
    - 2019년 6월 18일∼6월 19일(2일간) / 메종글래드제주호텔
  ❍ 참가자 규모: 국내·외 전문가 등 2백여명
    - 주요인사: UN 고위관계자, 유럽 및 아시아 등 지방의회(바로셀로나, 

베네치아, 하이난, 자카르타, 가나가와현 등), 국회 
SDGs 연구회원, 전국시도의회 의장

  ❍ 구성 및 내용
  ❍ 주  제: 건강한 지구! 지역에서부터(Healthy Earth! From The Region)

  ❍ 리더스 라운드 테이블 회의(Leaders Round Table Meeting)

    - SDGs 실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방안
  ❍ 국제 세션(International Session)

    - 지속가능발전목표 실천을 위한 해외사례 공유
  ❍ 국내 세션(Domestic Session)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주의 선도적인 역할 방안



【제1회 지속가능발전 제주 컨퍼런스 세부일정(안)】

일  정 구 분 내용(프로그램) 비   고

6.17.

(월)

18:00~
20:00

초청자 
사전미팅

· 국내외 초청자 사전미팅(만찬)

 - 메뉴 : 한식

6.18.

(화)

9:30~
10:00

등록 · 참석자 등록 및 준비

10:00~
11:00

개회식

· 개회사(의장), 환영사(도지사) 

· 축사(UN, 국회, 의장협의회)

· UN고위관계자 기조연설(30‘)

11:00~
13:00

리더스 
라운드 

테이블회의

(주제) SDGs 실천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방안

(참여) 국내외 초청된 리더 15명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

13:00~
15:00

오찬 및 휴식

15:00~
16:00

국제세션
(주제) SDGs 실천을 위한 해외사례 공유

(참여) 국외 초청자 4명(주제 발표)

16:00~
17:30

국내세션

(주제) 지속가능발전을 제주의 선도적인 

역할 방안

(참여) 국내 전문가 7명

15:00~
18:00

전국광역의회 
의장단 세션

· 전국시도의회 의장 17명 참여

· 지속가능발전 공동선언문 발표

11:00∼
18:00

지방정부 
국제교류

세션

(주제) SDGs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참여) 자매·우호교류도시 국제관계관 등  

20명

18:00~
19:30

폐회식
· 기념공연 및 만찬

* 지속가능발전 이행 공동선언문 발표

6.19.

(수)

10:00∼
15:00

부대행사 생태관광체험

※ 참가자(발표자, 토론자) 비용 지원 : 항공료, 숙박비, 일비 등 체제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