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즉시 보도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NPAFC), 국제협력 및 연어보존 25주년을 기념하다 

 

빅토리아 B.C., 캐나다(2017년 5월 19일) -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제 25 차 연례회의가 5.15-

19일간 캐나다 빅토리아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연례회의는 1993년 동 기구 설립 이후 25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5월 15일 빅토리아 컨퍼런스 센터에서 5월 15일 오후에 5개 회원국의 

정책입안자, 과학자 그리고 순찰활동에 관련된 인사들, 그리고 과학과 단속 분야 및 동 기구의 

협약수역내에서 연어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기여해 온 초청연사들을 포함하여 약 

120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동 축하 행사에서는 원주민에 의한 환영사와 Le-la-la 춤공연과 Judith Guichon B.C. 주 주지사 및 

캐나다 해양수산부 실장인 Sylvie Lapointe의 환영사에 이어 NPAFC 회장인 Carmel Lowe 박사와 

회원국 대표들 그리고 NPAFC 사무국장인 Radchenko 박사의 환영사가 있었다. 

특별 연사로서는 1993-1995년 초대 회장을 지냈던 Vyacheslav Zilanov 박사를 포함하여 지난 

NPAFC  회장직을 맡았고 현재는 미국 북극 연구위원회 의장직을 맡고 있는 Fran Ulmer씨,  

저명한 수산과학자인자 지난 NPAFC 과학패널의 좌장을 역임한 Richard Beamish 박사, 미국 

해안경비대에서 퇴직하신 NPAFC 감시위원회 의장직을 역임한 Vincent O’Shea 선장의 특별 

발표도 있었다. 

위원회에서는 금년도에 Loh-Lee Low 박사에게 그간의 NPAFC에 상당히 기여한 한 공로에 대해서 

NPAFC 기여상을 수여하였다.  Low 박사는 최근 미국 NOAA 알라스카 수산과학센터에서 장기간 

근무 후 퇴직하였고 북태평양의 소하성 연어 및 송어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위원회의 임무에 

과학적으로 크게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이 상을 수여하게 되었다. 

위원회의 감시회의에서는 다자간의 협력적 불법어업 순찰활동과 NPAFC 회원국간의 정기적인 

정보 교류 등을 검토하였다.  일본 현지에서 공항을 제공함으로서 캐나다 및 미국 어업 순찰항공기 

활동이 운용상의 효율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양자간 약정을 통해 미국 해안경비대는 순찰선에 

중국 해안경비대 법 집행관을 승선시켜 어선에 대한 순찰활동의 효과성을 한층 증대하였다. 



위원회의 과학회의와 관련해서는 회원국들의 주요 연어 연구자들이 상업적 어획통계자료와 

NPAFC 2016-2020 과학연구를 위한 연구진행 사항들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국제연어의 

해(IYS)의 도모와 이행을 위한 그들의 노력들을 지속하였다.  동 IYS는 NPAFC 회원국들과 

북대서양연어보존기구(NASCO), 그리고 연어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호와 관련된 개별국가, 

개인 및 비정부기구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7년의 연구, 교육 및 대외 홍보 등 중요한 것이다. 

2018년 러시아 하바로브스크에서 차기 연례회의 개최지로 선정되면서 금번 5일간의 연례회의가 

종료되었다. 

-END- 

 

Contact: Vladimir Radchenko  

NPAFC Executive Director (사무국장) 

Phone: +1-604-775-5550  

Email: secretariat@npafc.org  

Website www.npafc.org  

북태평양 소하성 어류 위원회에 관하여 

북태평양 소하성 어류 위원회는 북태평양 및 인접 수역에 서식하고 있는 연어 (연어, 은연어, 

곱사연어, 홍연어, 왕연어, 및 시마연어)와 무지개 송어의 보존을 증진시키는 국제기구이며, 

그리고 과학적 조사와 집행 활동의 협력 및 조율을 위한 장소를 제공한다. 북태평양 소하성 어류 

위원회의 협약 수역은 33° 이북의 북태평양, 베링해, 및 오호츠크 해에 위치한다. 회윈국으로는 

캐나다,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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