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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Gotjawal Global Symposium Program

Classification Time
(Duration) Invitee Main Content Other 

Reference

Opening 14:00~14:15
(15‘)

Koh, Gi Won
Kim, Kook-Joo 
Moon, Daerim

Opening remarks,
Welcome remarks, 
Congratulatory remarks
․Introduction of key
figures, 

Keynote 
speech

14:15~14:35
(20‘)

Kim, Beomhoon Ph.D.
Executive Director
The Gotjawal Trust of Jeju

Keynote Speech

Presentation

14:35~14:55
(20‘)

Adam Borrello 
Executive Director
North Shore Community Land Trust

ONLINE Presentation
(filmed resentation)

14:50-15:15
(20‘)

Donald M. Thomas Ph.D.
Director University of Hawaii Hilo

ONLINE Presentation
(filmed presentation)

Coffee Break(10‘)
15:10~15:20 

Presentation

15:25~15:45
(20‘)

Elena Mateo
Manager Lanzarote and Chinijo 
Islands UNESCO Global Geopark

ONLINE Presentation
(filmed presentation)

15:45~16:05
(20‘)

Suzuki Yusuke  Ph.D,
Professor
Shizuoka University

ONLINE Presentation
(filmed presentation)

16:05~16:25
(20‘)

Song Gwanpil  Ph.D,
CEO
Jeju Biological Resource Co.,Ltd

ONLINE Presentation

Coffee Break(10‘)
16:20~16:30

Comprehe
nsive

Discussion 
16:35~17:20

(45‘)

Moderator : Koh, Gi Won
Discussant : Ryu, Choon Kil
             Jeong, Kwang Joong 
             Kim, Chan Soo
             Jeon, Yongmun

․Comprehensive
Discussion(Real-time 
video conference)

Closing 17:20~17:30
(10‘) Koh, Gi Won

Closing Remarks
Commemorative 
group photo session

Transfer 17:30~18:20
(50‘) Transfer by bus 

Banquet 18:20~19:50
(90‘) Banquet



- 4 -

2020 곶자왈 국제심포지엄 행사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주요 내용 기     타

개회 14:00~14:15(15‘)
․주요 인사 소개
․개회
․환영사
․축사

사회자 : 고기원
환영사 : 김국주
축사   : 문대림

기조 강연 14:15~14:35(20‘) ․기조 강연 곶자왈공유화재단
김범훈 상임이사

제 1세션
14:35~14:55(20‘) ․ONLINE 발표 아담 볼렐로 전무이사

노스 쇼어 공동체 토지신탁

14:50-15:15(20‘) ․ONLINE 발표
도날드 토마스 센터장
하와이 지구물리⦁행성학연구소
활화산 연구센터

휴 식(10‘)
15:10~15:25

제 2세션

15:25~15:45(20‘) ․ONLINE 발표
엘레나 마테오 지질학자
란사로테⦁치니조 군도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15:45~16:05(20‘) ․ONLINE 발표 스즈키 유스케 교수
시즈오카 대학교

16:05~16:25(20‘) ․ONLINE 발표 송관필 대표
제주생물자원(주)

휴 식(10‘)
16:25~16:35

종합토론 16:35~17:20(45‘) ․종합토론

사회자 : 고기원
토론자 : 황세호

정광중
김찬수
전용문

폐회 17:20~17:30(10‘)
․폐회
․기념촬영

사회자 : 고기원

이동 17:30~18:20(50‘) ․버스 이동

만찬 18:20~19:50(90‘) ․만찬

  



   김국주 ( Kim Kook J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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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Welcoming Sp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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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공유화재단
김 국 주 이사장

< 학력 및 경력 >

1964          경기고등학교 졸업
1968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 졸업
1972 ~ 1975  New Yor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conomics에서 수업

1968 ~ 1993  한국외환은행 지점장으로 근무 / 근무지 : 뉴욕, 런던, 시애틀 및 서울
1993 ~ 1998  삼양종합금융(주)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근무
2003 ~ 2006  제주은행장
2008 ~ 2018  석간 내일신문 글로벌 경제 칼럼리스트
2014 ~ 현재  (재)아름다운가게 이사
2015 ~ 현재  곶자왈공유화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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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tjawal Trust of Jeju
Kim Kook Joo

< Welcoming Speach >
Good afternoon, my name is Kook Joo KIM. I am the chairman of the board 
and Chief Director of The Gotjawal Trust of Jeju. This Symposium is a 
culmination of our two year-long international research activities which 
included the expeditions of our research teams to such various locations as 
Spanish Canary Islands, Japanese Izu Peninsular, and the Hawaiian Volcanic 
Islands. I am so honored and happy to join you in this wonderful moment and 
to take the podium to say a few words.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welcome the speakers from abroad; Adam Borrello 
of North Shore Community Land Trust, Dr. Donald Thomas of University of 
Hawaii, Dr. Elena Mateo of Lanzarote Geopark, and Dr. Suzuki Yusuke of 
Shizuoka University. 
Actually, they are the same persons who guided our tours when we visited their 
countries last year. I would like to reiterate our gratitude for their time and 
hospitality. Today we are meeting up with one another, either on line or off line.
Yes, “Gotjawal” is the forest that grew on lava but we only name as Gotjawal 
those forests adjacent to the villages where people lived. The basal grounds of 
those forests were so rugged that they could not be harnessed with shovels 
and hoes, which explains how they remained until recently. These days, we 
regard them with so much love on the one hand and equally as much 
apprehension on the other hand, in the grim global backdrop where the vast 
forests of planet earth is fast disappearing.
Compared to the importance of such endangered asset our knowledge of it 
used to be scattered and piecemeal. Although acquisition of land is our 
foremost mission, equally important is our effort to understand this rare asset 
better and thereby educate our public likewise. 
In pursuit of such effort we had conceived this project, “International Assessment 
of the Lava Forest” in order to explore if similar lava forests exist elsewhere on 
earth and to find out how those forests are being preserved. Without the 
sponsorship of “JDC”, however, this could not have been possible. JDC or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Development Center is a unique entity established under a 
special national law and has been instrumental in having Jeju Province to develop 
into a truly international city. Most importantly, they share our philosophy that 
preserving Jeju’s beautiful nature should lie at the heart of these developments. 
Lastly, I thank all those who have overcome the turmoil of COVID-19 in 
preparing today’s event, including my own staff at The Gotjawal Trust. Thank 
you, Gracias, Mahalo, Arigat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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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공유화재단
김 국 주 이사장

< 환영사 >
안녕하십니까, 곶자왈공유화재단 이사장 김국주입니다. 오늘의 이 심포지엄은 
우리 연구진들의 지난 2 년간의 연구활동의 총결산입니다. 그동안 방문했던 
스페인 령 캐너리 군도, 일본 이즈반도 및 하와이 화산 섬 등의 현지 탐사의 
결과물들이 포함됩니다. 이 특별한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며 환영사를 하게 된 
것은 큰 영광입니다.  

우선, 외국에서 오신 발표자님들을 환영합니다. 하와이의 노스쇼어 커뮤니티 랜드 
트러스트의 아담 보렐로 님, 힐로 섬 하와이 대학의 도날드 토마스 박사, 스페인 
란사로테 치니오 지질공원의 엘레나 마테오 박사, 그리고 일본 시즈오카 대학의 
스즈키 유스케 박사입니다. 실제로 이분들은 작년에 우리 연구팀이 현지를 
방문했을 때 조사 현장으로 안내해 주셨던 분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분들께서 내어 주셨던 귀중한 시간과 따듯한 환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자리에 온 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곶자왈은 용암 위에 형성된 숲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높은 산속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마을에 인접한 숲 만을 곶자왈이라고 부릅니다. 땅바닥의 
돌과 바위들이 너무나 거칠어서 호미나 삽으로는 개간이 불가능하였기에 최근까지 
남아 있어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곶자왈을 애정과 근심이 가득 찬 
눈으로 바라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숲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위기에 처한 곶자왈이라는 자산의 중요성에 비해 우리의 지식은 분산되어 
있었고 산만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곶자왈을 매입하여 보전한다는 것이 우리 
재단의 일차적 목표이긴 하지만 곶자왈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또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는 “용암 숲의 국제적 재조명”, 즉 다른 나라에도 
이런 용암 숲이 존재하는지,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보전하고 있는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JDC 의 후원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JDC 는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약자로서 제주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어 
제주도가 선진 국제도시로 발전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제주도의 모든 개발의 근저에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JDC 와 우리가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에 불구하고 오늘의 심포지엄을 성사시켜준 관계자 여러분과 
곶자왈공유화재단의 스태프 일동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대림 ( Moon Dae l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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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Congratulatory 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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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문 대 림 이사장

< 학력 및 경력 >

 1984. 02      대정고등학교
 1992. 02      제주대학교 법학
 1994. 08      제주대학교 법학 석사

 ’17.06 ~ ’18.02  대한민국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
 ’16.07 ~ ’17.06  (사)제주희망경제연구소 이사장
 ’10.07 ~ ’12.01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06.07 ~ ’10.06  제8대 제주특별차지도의회 의원(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00.05 ~ ’04.05  제16대 국회의원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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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 Free International City Development Center
Moon Daelim, Chairman

<Congratulatory Remarks>
Ladies and gentlemen, I am Moon Daelim, Chairman of JDC. 

I think it is very meaningful to host 2020 Gotjawal Global Symposium for the conservation and 

ecosystem restoration of Gotjawal and I'd like to extend my sincere gratitude to Kim Kook Joo, 

chairman of the board and Chief Director of The Gotjawal Trust of Jeju and all the concerned 

people who have made  this symposium possible to publicize the value of Jeju's clean nature. 

I hope to see this symposium serve as a venue to come up with an effective plan for 

safeguarding and using Gotjawal, the lung of Jeju in a sustainable way, making Jeju's air 

clean and healthy enough to breathe. 

First of all,  a network and a PR strategy for a whole society to share and discuss their 

idea, need to be systematically established in order to preserve Gotjawal. I believe that 

this symposium will serve as a platform to define its role, making major contributions to 

the establishment of identity of Gotjawal as years go by. 

Nature of Jeju has been damaged extensively due to indiscriminate development so far.  We all 

must strive to let people know the importance of sustainable conservation and the value of nature 

in the future. JDC will be together with you on this journey towards conservation of Jeju Nature. 

In this regard, I hope that this meaningful journey that we have embarked on today, will 

lead to taking a hopeful step toward jointly recognizing that "the greatest value of this era 

is the environment" and presenting a New Jeju Society where nature and man harmoniously 

coexist.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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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문 대 림 이사장

<축사>
안녕하십니까?
JDC 이사장 문대림입니다.

곶자왈의 보전과 생태계 복원을 위해 개최되는 2020 곶자왈 국제심포지엄의 개최를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며, 제주 청정자연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국주 곶자왈공유화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제주의 허파’ 인 곶자왈을 잘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
을 마련하여 제주도가 건강하게 숨 쉴 수 있길 바랍니다.

우선, 곶자왈을 보전하기 위해 사회 전반적으로 곶자왈에 대한 네트워크와 홍보가 체계
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심포지엄이 해를 거듭할수록 그 역할을 정립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곶자왈의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껏 무분별하게 개발되어온 제주의 자연은 앞으로는 지속 가능한 보전과 가치의 중
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동행에 JDC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의미 있는 동행이 “이 시대 최고의 가치는 환경” 임을 
공동 인식하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제주사회의 모습을 제시하는 희
망찬 발걸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범훈 ( Kim Beom Ho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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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note Speech
기조 강연

- 곶자왈 보전을 위한 해외 유사지역 비교 조사의 성과와 과제

Performance and task of comparative survey of similar overseas 

areas for conservation of Gotjaw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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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공유화재단

김 범 훈 상임이사

< 연혁 및 경력 >

교육학박사 (Geotourism 전공)

(사)Geo-Jeju 연구소 대표

제주도 유네스코 등록유산관리위원 (지질공원분과 위원장)

제주시 문화도시추진위원장

(전) 제주일보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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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담 볼렐로  (Adam Borr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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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
Presentation

주제 발표

하와이 오아후섬의 생태계 복원을 위한 공동체(NGO)의 역할

(Kahuku Point 사례를 중심으로)

Non-Governmetal Organizations(NGO) in restoring the ecosystem of 

Oahu, Hawaii, with a case discussion centered on Kahuku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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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Shore Community Land Trust
아담 볼렐로 전무이사 / Adam C. Borrello Executive Director

<연혁, 경력 및 수상>

President/Owner
No Ka Oi Enterprises, LLC / 2018 to Present
Director International Licensing/Marketing
T&C Surf Designs Hawaii - Aiea, HI / 2000 to Present
Legislative Staff (1999-2000)
Brian Schatz - Honolulu, HI
Senior Legislative Analyst (1996-1998)
Paul Oshiro - Vice Speaker of the House - Honolulu, HI
Campaign Manager/Legislative Aide (1992-1993)
Bobby Bunda – Wahiawa, HI

William Richardson School of Law – Manoa HI
Juris Doctorate - Environmental Certificate
Lewis & Clark College - Portland, OR
BA Political Science/International Affairs / Minor Education
Leilehua High School - Wahiawa, HI 
Pacific Business News - 40 Under 40 

Board Affiliations
Past President North Shore Community Land Trust
Past Member Wahiawa Community Business Association
Past Member Leilehua Educational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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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날드 토마스 (Donald Tho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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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
Presentation

주제 발표

화산 섬의 진화하는 지하수 모델

Evolving Groundwater Models For Volcanic Ocean Is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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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waii Institute of Geophysics and Planetology Center
Prof. Donald Thomas

< 연혁 및 경력 >

Brief Bio Don Thomas

Dr. Thomas is a member of the faculty of the Hawaii Institute of Geophysics 
and Planetology at the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and serves as Director 
of the Center for the Study of Active Volcanoes at the University of Hawaii at 
Hilo.  He completed his Doctoral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Hawaii in 1977 
with a focus on the hydrology and geochemistry of the volcanic and 
hydrothermal systems of Kilauea.  His early career was spent on investigations 
of chemical compositions of groundwater and geothermal fluids as a means of 
better understanding groundwater chemical reactions and flow in volcanic 
environments.  More recently his research focus has involved characterizing 
the geologic structures within Hawaii Island and how they affect groundwater 
chemistry and flow: he completed the Hawaii Scientific Drilling Project 
borehole to 11,540’ near the Hilo shoreline in 2008 and two deep core holes 
in the Humu’ula Saddle region of Hawaii Island in 2013 and 2017.  His current 
research focus is the interpretation of groundwater chemical and isotopic 
compositions as a means of defining groundwater storage and large-scale 
flow-paths within ocean islands and has applied this work to assessment of 
contamination risks associated with fuel releases in urban environments.

As Director of the Center for the Study of active Volcanoes since 1995, he 
has maintained an active public outreach program to encourage awareness 
and preparedness for volcanic and other natural hazards that threaten 
Hawaii’s islands and has collaborated with the USGS Volcano Hazards and 
Volcano Disaster Assistance Programs to offer annual training courses in 
volcano hazards assessment and monitoring for international volcano 
observatory professionals from the developing nations. More information on 
these programs can be found at:  https://hilo.hawaii.edu/cs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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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 엘레나 (Maria Elena Mateo Meder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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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2
Presentation

주제 발표

란사로테⦁치니조 군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현무암질 용암 지역의 보전관리 전략

Conservation Management Strategies Of The Basaltic Lava Area Of 

Lanzarote And Chinijo Islands UNESCO Global Ge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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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zarote and Chinijo Islands UNESCO Global Geopark
Geologist María Elena Mateo Mederos

< 연혁 및 경력 >

Lanzarote and Chinijo Islands UNESCO Global Geopark Geolog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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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즈키 유스케 (Suzuki Yusu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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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2
Presentation

주제 발표

 

일본 이즈 반도의 화산 지형의 특이점 및 용암숲 보호 관리

The Singularity of Volcanic Geography and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Lava Forests in Izu Peninsula,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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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zuoka University, Organization for Designing Future Society Associate
Suzuki Yusuke (鈴木　雄介) Professor

< 연혁 및 경력 >

His major is volcanology. 

After working as a construction consultant to create a volcanic hazard maps, 
I became a geological specialist at the Izu Peninsula Geopark Promotion 
Council. 

I have been working at Shizuoka University since July 2020, studying geology 
and geop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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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발표 : 송관필 (Song Gwanp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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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2
Presentaion
주제 발표

미국 하와이섬의 용암숲 발달과정 사례조사를 통한 제주 곶자왈지대의 재해석

Reinterpretation of the Gotjawal terrains in Jeju through a 

case study of lava forest development in Hawaii,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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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생물 자원(주)
송 관 필 대표

< 연혁 및 경력 >

1989 ~ 1996 제주대학교 생물학과 이학사
1997 ~ 2000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생물학과 이학석사
2002 ~ 2007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생물학과 이학박사

2006 ~ 2012 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의 식물자원조사 및 수집
2009 ~ 2011 곶자왈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 자생지조사 및 식물자원관리기술 개발과제 수행
2012 ~       제주생물자원(주)의 식물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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