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새와함께하는기업챔피언프로그램

Saunders’s Gull 검은머리갈매기

재단법인 이에이에이에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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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

기존사회공헌프로그램 지속가능한사회공헌

• 일회성, 이벤트성

• 특정 그룹의 사람들만 타겟팅

• 환경관련 사회공헌 아이디어의 부족

• 지역사회와 상생할수 있는 사회공헌은 없을까? 

•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에 실질적으로기여하는 사회공헌은

없을까?  

• 기업의 사업장과가까운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은 없을까?

•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사회의환경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까? 

• 특정계층이 아닌 지역사회의남녀노소가 모두 혜택받는

사업이면 좋지않을까? 

• 다른 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글로벌사회공헌 모델이 있을까? 



I. EAAFP 재단 소개



설립목적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를 오가는 이동성물새와그들의서식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2009년에 설립된 국제기구 EAAFP 의국내재단 으로서 정부, 
기업, 시민사회와 함께 멸종위기에 처한 이동성물새와 서식지의 보전사업, 

시민단체 지원사업, 생물다양성 교육 등의 사업을 진행

주요사업 내용

❑ 보전사업
❑ 지원사업
❑ 기금모금
❑ 기타사업



EAAF 파트너십 - 39개파트너

정부간국제기구 (6) 

국제비정부기구 (13)

국제기구 (1)기업부문 (1)

정부파트너(18)



II. 사업추진배경



동아시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네트워크사이트
(Flyway Network Site, FNS)

147개소 , 19개국가

• 러시아 (10)
• 미국 (2)
• 몽골(11)
• 중국 (19)
• 대한민국 (16)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
• 일본 (33)
• 방글라데시 (6)
• 미얀마 (6)
• 필리핀 (4)
• 태국 (3)
• 베트남 (1)
• 말레이시아 (1)
• 싱가포르 (1)
• 인도네시아 (2)
• 파푸아뉴기니 (1)
• 호주 (24)
• 뉴질랜드 (4)
• 캄보디아 (1) 

총 19개국가 대한민국 : 16 개소



A 자동차회사 공장 B 석유회사의 공장 C 물류회사 글로벌 네트워크

철새이동경로에가까이위치한기업들



III. 사업 제안 내용



철새보전 기업챔피언 프로그램

개요: 기업과 기업의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상생을 위한
환경분야 사회공헌 프로그램

대상: 146개 EAAFP 철새이동경로 사이트 (국내 16개 )중 한 곳이상의
행정구역에 주요 사업시설을 두고 있는 기업

목적: 철새서식지 보전을 통한 지역사회 (사람, 경제, 문화)의 발전



1. 보전

지역내생물다양성보전

•시민들이주도하는철새모니터링

•철새서식지환경정화봉사활동

•철새서식지네트워크표지판제작

•내지역의 주요멸종위기철새알리기캠페인



2. 교육

지역사회의환경리더양성

•청소년대상 생물다양성보전 교육
•세계철새의 날 (5월, 10월) 기념, 지역 특화 행사
•일반인 대상 환경인식증진 행사
•철새, 서식지 보전 및 생물다양성에 대한 교육자료 제작
•지역 내 철새도래지 ‘생태투어’



3. 과학연구

•지역사회와함께하는생물다양성영향관리

•사업장 인근 멸종위기 조류 번식지 전문가 모니터링

•물새 개체 수 보전 현황 검토

•지역내 환경 시민단체 지원사업

Photo: Little Curlew LS with satellite transmitter shortly before release (by Olivia Gourley)



4. 역량강화 & 파트너십

지역내이해관계자들과의소통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자료와 트레이닝 지원

•시민 대상 탐조가이드 양성 교육

•갯벌보전 국제 워크숍

•철새서식지 관리자 및 환경관련 선생님들 대상 교육

ADD A FOOTER15



16ADD A FOOTER

빈곤퇴치
- 연안어업및담수어업보전

일자리와경제성장
- 생태관광확대

양질의교육
- 습지교육센터를통한환경교육

기후변화대응
- 이탄지 , 맹그로브 (탄소저장소)
- 재난위험감소

해양생태계 & 육상생태계
- 생물다양성을넓힘

건강과웰빙 & 지속가능한도시와공동체
- 도심습지는인간삶의질과, 정신적,    
육체적건강을향상

기아증식 & 물과위생
- 농업용관개기반시설의역할

철새서식지보전을통한지속가능발전목표달성



지역주민과기업이
더불어살아갈수
있는자연환경

Photo: Eugene Cheah 



재단법인 이에이에이에프피

(032) 458 6502

foundation@eaaflyway.net

https://foundation.eaaflyway.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