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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이에이에이에프피 

2020 민간단체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 사업개요 〉 

 

  

◼ 단 체 명 : 인천환경운동연합 

◼ 사 업 명 : 시민들과 함께하는 인천 탐조 생태 기행 

◼ 사업기간 : 2020년 11월~2021년 4월 

◼ 사 업 비 :  5,000,000원 

 

2021. 4. 28.  

인천환경운동연합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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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사업명 

시민들과 함께하는  

인천형 탐조 생태 기행 

공모 분야 일반공모 

주제별 구분 인천광역시 사업 

사업기간 2020 년 11 월 01 일 ~ 2021 년 04 월 30 일 ( 6 개월) 

사업목적 

○인천시민들과 함께 인천의 아름다운 갯벌과 철새들의 생태적 특징 

 자연의 경이로움을 공유할 수 있다.  

○평소 접근하기 쉽지 않은 철새 이동경로인 월동지와 산란 서식지 

를 찾아 전문가와 함께 탐조 기행과 생태적 모니터링을 동시에 실시 

한다. 

사업내용 요약  

1. 사업추진 내용 및 추진방법 

○인천 탐조생태기행 코스  

1) 도심형 : 남동유수지 ~ 승기천 ~ 고잔 갯벌  

2) 천연기념물 갯벌형 : 황산도 ~ 동검도 ~ 선두리 

3) 남북평화기행형 : 교동도 고구저수지 ~ 남정저수지 ~ 철책 갯벌  

4) 도심근접 갯벌형 : 영종도 갯벌 철새 탐조  

5) 무인도 탐사형 : 동만도 ~ 서만도  

- 겨울 철새 중심의 탐조 기행으로 2020년 11월부터 이듬 해 3월까

지 인천을 찾는 철새 탐조. 

- 다양한 홍보 방식으로 전문가 2명의 안내를 받아 일반 시민 모집형

으로 진행됨. 

2. 기대효과 

- 인천 갯벌과 그 갯벌을 찾는 철새들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여, 갯벌 

보존 및 철새 보호 지킴이를 양성. 

- 이동 철새 월동지와 서식지에 대한 보호 정책을 이끌어 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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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론을 형성. 

- 인천광역시의 이동 철새 보호 정책과 예산 수립에 대한 여론을 형

성하여, 지속적인 대시민 홍보 및 교육사업 시행. 

총 사업비 

(단위:원) 

계 지원금 기타 

5,000,000 5,000,000  

제출일자 2020. 09. 11. 

 

II. 사업운영결과  

1. 일정별 추진실적 

시기 사업계획 세부추진결과 (실적) 달성율 

21.01.23. 

 

교동도저수지, 난정저수지, 철책 

갯벌 탐조 

19명 95% 

21.02.27. 황산도, 동검도, 선두리 16명 80% 

21.03.13. 영종도 갯벌 철새 탐조 18명 90% 

21.04.04. 남동유수지, 승기천, 고잔갯벌  10명 50% 

21.04.12 동만도, 서만도 저어새 철새 탐조  7명 100% 

 

2. 사업성과 분석  

o 생태탐조기행 1 차에서 5 차까지 진행한 결과 참여한 분들은 모두 인천 

분들이었고, 일반인 남자는 12 명, 일반인 여자는 46 명, 남자 초등학생은 7 명, 

여자 초등학생은 6 명 참여했다. 

o 1 차에서 4 차까지 총 80 명이 계획 인원인데, 63 명 참석으로 79% 달성했다.  

o 사업목표대로 목표량이 달성하지 못한 이유는 조류 탐사는 물떼를 맞춰서 탐사를 

해야 하고, 비가 오면 탐사가 불가능해 몇번의 변경을 거치는 과정에서 일정이 

맞지 않아 참석이 어려웠고, 코로나 19 로 집에서 열을 재고 나오라고 했는데, 

열이 좀 있으면 불참을 권유했다. 코로나 19 가 지역적으로 퍼지면서, 확진자와의 

접촉자도 있어 불참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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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대효과는 설문지 결과로 알 수 있듯이 참여한 모든 분들이 만족했고, 인천 

갯벌과 철새들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접한 분들이 관심이 높아져서 갯벌과 

철새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다. 시민홍보는 목표에 달성했다고 본다. 이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을 넓혀내고, 인천광역시에 철새 보호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3. 모니터링 기초자료 첨부 (모니터링 사업만 해당)  

 

‘시민들과 함께하는 인천형 탐조기행’ 모니터링 일지 

날 짜 2021년 1월 23일(토) 조사자 강연희 

시 간 13:00~16:00 날 씨 맑음 

모니터링 장소 1차 : 남북평화기행형(교동도 고구저수지, 난정저수지, 철책 갯벌) 

모니터링 분야 ■ 조류 

모니터링 결과

요약 

○ 일정 

09:00 인천시교육청 앞 출발 

10:30 ~ 11:30 동검도 탐조 

13:00 ~ 16:00 교동평야, 철책 갯벌 탐조(저수지는 얼어서 새가 없음) 

17:30 인천시교육청 도착 

○ 동검도에서 두루미 18개체 발견 

○ 교동평야에서 쇠기러기 300마리 발견 

- 쇠기러기는 가슴에 가로 줄무늬, 부리 위쪽 얼굴에 흰색 무늬가 있

음.  

○ 철책갯벌에서 독수리 12마리 발견 

- 성체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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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과 함께하는 인천형 탐조기행’ 모니터링 일지 

날 짜 2021년 1월 23일(토) 조사자  

시 간 13:00~16:00 날 씨 맑음 

모니터링 

장소 
1차 : 천연기념물 갯벌형(동검도, 선두리, 분오리) 

모니터링 

분야 
■ 조류 

모니터링 

결과요약 

○ 일정 

11:30 인천시교육청 앞 출발 

17:30 인천시교육청 도착 

○ 관찰 조류  

두루미 27미리, 말똥가리 1마리, 까마귀 3마리, 흰뺨 검둥오리, 청둥오리, 

쇠기러기, 큰기러기, 황조롱이, 왜가리 25마리, 흑무리오리, 흰죽지오리 3마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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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과 함께하는 인천형 탐조기행’ 모니터링 일지 

날 짜 2021년 3월 13일(토) 조사자  

시 간 13:00~18:00 날 씨 맑음 

모니터링 

장소 
3차 : 도심형(남동유수지-승기천-고잔갯벌) 

모니터링 

분야 
■ 조류 

모니터링 

결과요약 

○ 일정 

13:00 인천시교육청 앞 출발 

18:00 인천시교육청 도착 

○ 관찰 조류  

<남동유수지> 

- 3월부터 8월까지 번식활동. 

검은머리 갈매기, 황오리, 큰기러기, 청둥오리 등이 먹은 단백질을 다리로 

보내,  

차가운 바람이 불면 따뜻한 남쪽나라로 이동한다. 

1998년 매립 때문에 검은머리갈매기가 찾아옴. 살아 있는 먹이만 먹는 특

성 때문에, 

멸종위기 새가 됨. 

- 황오리 10, 왜가리 3, 천둥오리 50, 흰뺨검둥오리 60 

<고잔갯벌> 

- 붉은어깨도요, 검은머리갈매기 300, 흰물때세, 개꿩 100, 민물도요 700 

알락꼬리마도요, 도요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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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과 함께하는 인천형 탐조기행’ 모니터링 일지 

날 짜 2021년 4월 12일(월) 조사자  

시 간 오전8시부터 오후4시 날 씨  

모니터링 

장소 
5차 : 서만도 

모니터링 

분야 
■ 조류 

모니터링 

결과요약 

○ 일정 

08:00 : 삼목선착장  

09:00 : 장봉도 도착 

10:00 : 어선으로 서만도로 이동 

10:30 : 서만도 

12:00 : 서만도 출발 

12:40 : 장봉도 

15:00 : 장봉도 출발 

16:00 : 삼목선착장 도착 

 

○ 관찰 조류  

- 가락지 3마리 : E47(2011년 서만도에서 출생), E27(2011년 영종에서 출

생) 

T67(대만, 다쳐서 가락지 낌) 

- 저어새 총 109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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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사진 / 비디오 / 기타 첨부 자료 

  

1차기행(21.1.23) 철책갯벌에서 1차기행(21.1.23) 교동도 저수지에서 

 
 

2차기행(21.2.27)선두리 2차기행(21.2.27)선두리 

 

 

3차기행(21.3.13)남동유수지 3차기행(21.3.13)고잔갯벌 

 

 

4차기행(21.4.4)홍대염전 4차기행(21.4.4)홍대염전 

  

5차기행(21.4.12)서만도 5차기행(21.4.12)서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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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자체평가 

사업 추진 결과 잘된 점  

- 각각의 탐조에서 만난 새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직접 보고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았다. 

- 조류 서식지와 주변환경에 따른 변화와 인간이 새들과 살기 위해 조심해야 할 

것들을 배웠다. 

- 두루미가 나이에 따라 색이 다르고, 머리에 빨간 점이 위치하고, 멸종위기 

종이고, 가족끼리 무리생활을 한다는 등의 새로운 사실을 앎. 

- 갯벌을 보존의 필요성에 대해 알게 됐다. 

 

예상 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조류 관찰이라 물떼를 맞춰야 하고, 비가 오면 탐사가 어려워 일정 변경이 많아 

프로그램을 일정대로 소화하기 힘들었다. 

- 무인도에 들어갈 때 신청서 작성이 필요한데, 협조해야 하는 기관, 신청서 다운 

방법 등 처음 하는 부분이라 어려움이 있었다. 

- 차로 이동시간이 길어 차안에서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 탐조새에 대한 유인물 필요 

- 추위에 대한 사전 문자가 공지됐지만, 외부 활동이라 날씨에 제약을 많이 

받았다.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및 건의사항  

- 탐조 프로그램이 많아져서 좀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 인천환경운동연합 자체에서도 탐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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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tee 7.  

 

Organization Name: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Incheon 
Project Title: Incheon Birdwatching Ecological Tour with citizens 
 

1.  Background  

− To share the beautiful mudflats, ecological characteristics of migratory waterbirds in 
Incheon and the marvels of nature of Incheon City with the citizens 

− To visit the wintering site and breeding site with experts, that are usually difficult for 
individuals to enter, and conduct birdwatching and ecological monitoring at the same time 

 
Expected Outcomes 

− To train citizen guardians for the mudflat and migratory bird through raising awareness of 
mudflats in Incheon and the migratory birds visiting the mudflat  

− Formation of public opinions that can lead to developing policies for protecting the 
wintering site and habitats of migratory birds  

− To ensure the continuous promotion and implementation of education projects for 
citizens through formation of public opinions about the city policies and budget for the 
migratory birds in Incheon 

 
2. Implementation  

 
Incheon Birdwatching 5 Routes 
1) Urban area : Namdong Reservoir ~ Seung-gi Stream ~ Gojan Tidal flat 
2) National Monument Mudflat : Hwangsan Island ~ Dong-gum Island ~ Sun Doo-li 
3) Korea Peace Route : Gyodong Island Gogoo Reservoir ~ Namjung Reservoir ~ Cheol-chaek 

Tidal flat  
4) Nearby-city Mudflat : Migratory bird birdwatching at Yeong-jong Island mudflat 
5) Isolated Islands: Dongman Island ~ Seoman Island  

 
○ These are the birdwatching route mainly focusing on winter migratory birds. They have been  
conducted from November 2020 to March 2021 by observing the migratory birds visiting Incheon City.  
○ Two experts guided to recruit citizen participants through various promotion methods 
 

3. Results  
The result of the ecological birdwatching over five sessions show the following result:  
All of the participants were from Incheon, 12 men, 46 women, 7 elementary school boys, and 6 
elementary school girls participated. The initial plan was to engage 80 over four sessions, but the 
project recorded 79% achievement rate with 63 attendees participating. The low achievement was 
due to the fact that bird monitoring can be conducted only when the tide is appropriate. In addition, 
the fact that it is impossible to monitor under rain caused frequent re-scheduling which made it 
difficult for applicant recruitment. Due to COVID-19, applicants with symptoms were highly 
encouraged not to attend. As COVID-19 spread locally, there were also close contacts with confirmed 
cases, which led to absence. As the results of the survey show, everyone who participated were 
satisfied, and awareness towards Incheon mudflats and migratory birds increased. Promotion towards 
citizens was very effective and achieved its goal. Based on these results, education will be expanded, 
and the government will be urged to establish policies and budgets for migratory bird protection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