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FFICIAL PROGRAM 

생물다양성의 30 년: 리우의 유산에서 미래세대로 
30 Years of Biodiversity: a Legacy from Rio to Future Generations 

 

6 월 15 일 
 

17:00 미래세대 그룹 

신진 학자 및 학생들의 사전 모임 
 

18:00 환영 리셉션 

김상도 주몬트리올대한민국총영사  

Nadine Girault 퀘벡주 대외관계부장관 – 비디오 연설; 

Steven Guilbeault 캐나다 연방 환경기후변화부장관; 

Ms. Line Beauchamp 전 퀘벡주 부총리 겸 지속가능개발환경공원부장관이 소개. 

Ms. Valérie Plante 몬트리올시장; 

Ms. Julie Jodoin 생태박물관(Espace pour la vie) 관장 직무대행이 소개.  

6 월 16 일  
Maison du développement durable 

 

09:00 환영세션 
 
김상도 주몬트리올대한민국총영사 - 환영사;  

Ms. Corinne Gendron, Ph.D., 퀘벡대학교 몬트리올캠퍼스(UQAM) 경영대학교 

전략사회환경책임학부 교수가 소개  

Elizabeth Maruma-Mrema 생물다양성협약사무총장(유엔사무총장보) – 축사; 

김재우 주몬트리올 한국 영사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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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생물다양성협약의 역사와 성과 
 

진행 : Ms. Janice L. Bailey, Ph.D., 퀘벡자연기술연구재단 과학부장 

 

- Mr. David Ainsworth UNEP/CBD 사무국 홍보담당관  

- Ms. Sabaa Khan 데이빗스즈키재단 퀘벡대서양지방 총국장 

- Ms. Lucie Robidoux 환경협력위원회 생태계팀장   

- Mr. Jean Lemire 퀘벡주정부 기후변화북부지방극지현안특사  

- Ms. Danika Littlechild 칼튼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12:00 점심 - Benoit Charrette 장관 연설 

전시회 – 포스터 세션  
 

Benoit Charette 퀘벡주 환경기후변화대응장관; 
 

Mr. Komlan Sedzro UQAM 경영대학장이 소개. 

14:00 생물다양성협약의 미래, 2050 년의 목표는?  
 

진행 : Mr. Jérôme Dupras, Ph.D., 퀘벡대학교 우타우웨 캠퍼스(UQO) 

자연과학부 교수   
 

- Ms. Jihyun Lee, Ph.D. UNEP/CBD 사무국 과학사회지속가능미래국장  

- Ms. Francine Pauvif, MA, 캐나다 생물다양성청년네트워크 창립자   

- Mr. Maxim Larrivée, Ph.D, 생태박물관 산하 곤충박물관장 

- Ms. Dalal Hanna 칼튼대학교 생물학부 박사후 과정 연구원 

- Mr. Florian Roulle 몬트리올금융공사 전략파트너쉽 선임부장 겸 

지속가능금융팀장  
 

16:00 폐막 리셉션 
 
Ms. Marie-Christine Bellemare 퀘벡 생물학자연합 회장;  

Mr. Philippe Bourke 퀘벡주 환경공공청문국 의장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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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Corinne Gendron, Ph. D., UQAM 경영대학교 전략사회환경책임학부 교수 – 

컨퍼런스 정리 및 종료 
 
 
 

컨퍼런스 공동주최자: 

주몬트리올대한민국총영사관 

생물다양성협약사무국 
 

주요 협력기관: 

생태박물관(space pour la vie)  

퀘벡연구재단  
Ernst & Young 

데이빗스즈키재단 
UQAM 

퀘벡데자르뎅신용조합(Caisses Desjardins) 연맹 
 

협력기관: 

몬트리올국제관계이사회  

캐나다 땅의 날(Jour de la Terre Canada) 

퀘벡생물다양성과학센터  

지구연구 및 생물다양성연구 네트워크그룹(Group on Earth Observations, 
Biodiversity Observation Ne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