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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이에이에이에프피 

2020 민간단체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사업개요〉 

 

  

◼ 단체명: 생태교육센터 이랑 

◼ 사업명 : 두루미, 인천에 날다 

◼ 사업기간 : 2020년 10월 5일~2021년 3월 31일 

◼ 사업비 : 5,000,000원 

 

2021. 4. . 

대표단체명(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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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사업명 두루미, 인천에 날다 
공모 분야 일반공모 

주제별 구분 인천광역시 사업 

사업기간 2020 년 10 월 05 일 ~ 2021 년 03 월 31 일 (6 개월) 

사업목적 

- 두루미가 나타나는 장소 및 개체수, 강화도 남단 갯벌의 두루미 

서식환경 모니터링 

- 두루미와 갯벌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들이 두루미와 갯벌 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내용 요약  

- 사업장소 : 강화 동검도 일대 갯벌 

- 참가대상 : 생태환경교육을 희망하는 성인(인천시민 중심) 

- 주요 내용: 모니터링, 실내교육 및 현장탐조교육 

- 수혜대상: 총 340 명- 모니터링 30 명(7 회),실내교육참가 

270 명(45 명*2 회*3 강), 현장탐조 39 명(3 명*13 회) 

총 사업비 

(단위:원) 

계 지원금 기타 

5,000,000원 5,000,000원 - 

제출일자 2021. 4.  

II. 사업운영결과  

1. 일정별추진실적 

 

시기 사업계획 세부추진결과 (실적) 달성율 

2020년11월

~2021년 3월 

 

모니터링 

6차시 총48명 계획(8명*6

회) 

 

모니터링 7차시 총30명 참석 

외 개인모니터링 다수 

-코로나19로 인원을 줄이고 

모니터링 횟수를 늘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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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021년 1월 

실내교육  

2회 총180명 계획(30명*2

회*3강) 

실내교육 2회 총270명 참석 

(45명*2회*3강) 

100% 

2020년 12월

~2021년 2월 

현장탐조교육 

9회 총44명 계획(3명*8회, 

20명*1회) 

현장탐조교육 13회 총39명 

참석 

(3명*13회) 

-코로나19로 인해 5인이상 

집합금지가 연장돼서 모든 

탐조를 소규모로 진행함. 

100% 

 

2. 사업성과분석 

1) 참가대상 모집 : 갯벌과 두루미 생태에 관심 있는 성인 

 

 

1차 모집(성인 32명 모집) 

: 1차 실내교육(12.21~12.22) 및 전체  

탐조 참여 

2차 모집(성인 23명 모집) 

 : 2차 실내교육(1.26~1.27) 및 일부 탐조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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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내교육  

- 대상 : 1, 2차 모집 참가자, 모니터링 강사 등 두루미 생태에 관심있는 성인  

- 참가인원 : 270명 (45명*2회*3강). 줌을 활용한 온라인교육. 참석 최대 인원 45

명 

  

 

3) 현장탐조교육 : 총 39명 참석 (3명*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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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가자 만족도 조사 및 소감 (구글 설문지 이용) 

- 두루미 탐조행사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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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미 강의와 탐조에서 인상 깊었던 점 

 

 

- 참가 후 인식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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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 후 느낀 점이나 바라는 점 

 

 

3. 모니터링 기초자료 첨부 (모니터링 사업만 해당)  

<먹이주기 관련> 

- 두루미 먹이주기는 한파가 오기 전에 하는 것이 효과적임. 갯벌 표면이 어는 

한파가 오면 갯벌에서 먹이를 잡기가 어려워져서 인지 둑방에 준 옥수수가 금방 

없어짐. 4 차 모니터링(1.10)때 먹이를 준 후 두루미가 바로 먹이를 먹으러 옴. 

(당시 영하 5 도. 1 월 초반 영하 10 도 내외의 강추위가 지속됐었음) 

- 영하의 강추위가 아니면 옥수수 먹이를 먹지 않음. 2 월 중순 이후 타 단체에서 

준 옥수수 먹이가 둑방에 계속 남아있었음. 

- 다음에 먹이주기를 할 때는 한파예보 시 그 전에 가서 미리 주는 걸로 계획함. 

 

<유조 관련> 

- 유조 총 6~7 마리 봄. 그 중 유조 2 마리가 있는 가족은 2 쌍으로 초반에는 

동검도와 선두리어판장 사이에서 주로 보이다가 나중에는 좀 더 넓은 갯벌에서 

보임.  

- 유조가 1 마리씩 있는 가족이 2~3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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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 관련> 

- 유빙이 녹은 물을 먹는 모습 관찰. 식수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인삼밭에서 동감도쪽으로 소량의 물이 흐르고는 있는데 캠핑, 산책 등 

방해요소가 많아서 두루미가 안전하게 접근하기가 어려워보임 

<인천 두루미 모니터링> 

- 갯벌키퍼스앱에 모니터링 자료 올림 

 

 

-두루미들이 주로 강화도 남단갯

벌에서 보이나 영종도 갯벌에서도 

활동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인원을 

나눠서 강화도와 영종도 동시 모

니터링이 필요함 

 

 

 

- 유조 2 마리 가족이 주로 관찰된 장소. 

초반에는 동검도 주변에서 관찰되다가 

이후 넓은 갯벌(초지갯벌)에서 관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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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11.23) 두루미 16마리 

동주농장에서 6마리 관찰(유조2마리 포

함). 이후 동주농장에서 관찰 안 됨 

2차(12.11) 두루미 29마리(유조1) 

두루미가 먹는 먹이생물을 관찰하려고 했으

나 멀어서 구별하기 힘듦. 

 
 

3차(12.23) 두루미 28마리(유조4마리) 

-동검도 둑방 입구에서 캠핑팀 발견. 둑

방 입구에 두루미 보호표지판 필요.  

-동검도 습지에서 소량씩 물이 흐르고 

있음 

4차(1.10) 두루미 34마리(유조5) 

-유조 2마리인 가족 2쌍 동검도 주변에서 

관찰. –둑방에 옥수수 먹이주기 시작(40kg). 

지속된 한파로 추위에 갯벌에서 먹이를 구

하기가 힘든지 뿌려주고 나서 2시간 후 먹

으러 오는 모습 관찰함. 

-둑방에 두루미 발자국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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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1.22) 두루미 31마리(유조5) 

-동검도 근처에서 유조2마리 가족 2쌍  

-타 단체가 준 먹이가 많아서 먹이주기 

중단. -둑방에 기러기똥과 발자국 많음.  

6차(2.5) 5명 참석. 두루미 39마리(유조4) 

-둑방에 먹이 없음. (중간에 한파가 있었음.)–

둑방 주변에 두루미와 기러기 발자국과 똥 

많음. 

  

7차(2.24) 두루미 41마리(유조3) 

-물때가 낮아서 유조 확인 못 함. 멀리 

세어도, 영종도 쪽에서도 보임– 둑방에 

다른 단체에서 준 옥수수가 계속  남아 

있음  

그 외 모니터링 

-1.24두루미들이 모여서 유빙이 녹은 물을 

먹고 있었음 

-3.8일 오전 두루미 17마리 관찰->오후 4마

리만 보임.  

-3.10일 오후 두루미 2마리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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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자체평가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코로나19로 인한 5인 이상 집합금지 상황에서도 두루미 탐조행사를 소규모로 

꾸준히 진행한 점.  

- 소규모 탐조가 자세히 관찰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참가자와 강사 

모두에게 탐조의 만족도가 높았음 

- 소규모라 여유가 있고 차분한 탐조가 가능했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두루미와 

마주할 수 있어서 좋았고 모니터링의 역할도 하였음 

- 작년보다 모니터링을 심도 있게 하고(특히 유조를 중심으로), 갯벌키퍼스 앱에 

기록으로 남긴 점 

 

예상 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 물때를 맞춰서 활동하다 보니 타 단체와 행사가 겹치는 경우가 있었다. 단체별로 

일정을 공유해서 되도록 행사가 겹치지 않도록 해야 탐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짐.  

- 소규모 탐조로 탐조행사가 늘어나면서 날씨 문제, 탐조행사 답사 코스를 

살펴보느라 모니터링에 집중하지 못함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발전 방안 및 건의사항 

- 타 단체와 모니터링 공유 및 광역모니터링 동시 실시(영종도 포함) 

- 강화도와 영종도 갯벌에 찾아오는 새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갯벌의 

생물다양성 자료 모으기 

- 계속 갯벌키퍼스에 모니터링 자료를 모아서 의미 있는 자료로 만듦 

- 좋은 장비의 필요성 : 두루미 먹이생물을 관찰하려 했으나 거리가 멀어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포기함. 고가의 필드스코프가 있으면 좀 더 나을 거 

같고 참여자들에게 나눠줄 쌍안경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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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tee 1.  
 
Organization Name: Eco Edu Irang 
Project Title: Crane, Fly to Incheon 
 

 
1. Background 

− For continuous crane conservation, it is necessary to inform citizens of the existence of 
cranes and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the environment of Incheon wetland, the habitat 
of cranes. 

− Develop ecological sensitivity and feel the value of migratory bird protection by directly 
observing cranes 

 
2. Implementation 

Around Ganghwa Dong-gum Island mudflat, the project was targeted to adults who prefer 
environmental education, mainly focusing on citizens of Incheon. The project is consisted of 
monitoring, indoor education, and birdwatching education activities. 
 

3. Results 

− Beneficiaries : Total 340 people 

− 270 people participated in Indoor education (45 people*3 lectures*2 times) 

− 31 people participated in the monitoring (7 times, feeding before the cold weather, 
recorded the result of monitoring on Getbol Keepers Application) 

− 39 people participated in the minimalized birdwatching (3 people*13 tim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