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첨 1] 최종 사업 계획서  

2021-2022 (재) EAAFP 민간단체 지원사업 세부사업계획서 및 예산계획 포함. 

2021-2022 (재)EAAFP 민간단체 지원사업 세부사업계획서 

1. 사업명 : 천연기념물 두루미 월동지 탐조  

2.1) 시즌별구분: ■ 겨울사업 (2021.10-2022.03) □ 여름사업 (2022.03-11) 

2.2) 공모분야 : □ 기획공모 ■ 일반공모 □ 특별공모 (한스자이델재단 후원) 

2.3) 주제별구분: 모니터링 사업 

3. 사업목적 

○ 인천시민들과 함께 인천시의 시조인 두루미를 탐조하며 겨울철새인 두루미의 생태와 

아름다움에 대해 알아 볼 수 있다.  

○ 두루미의 대표적 도래지인 철원군 일대와 강화군 일대를 전문가와 함께 방문하여 생

태모니터링과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서식지 보전에 대한 인식을 증진 시킨다  

3. 사업추진 기간 : 2021년 10월 ~ 2022년 3월  

4.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전문가 2명 섭외(10월). 전문가와 상의 후 홍보를 통해 일반 시민 모집(11월).  

○ 일반 시민 20명 이내 모집 후 철원과 강화도로 두루미 탐조.  

○ 철원은 12월 중. 강화도는 1월과 2월에 두 번 실행 계획.  

 

5. 본 사업은 다음 ‘EAAFP 2019-2028년 전략계획’상 어느 목표 달성에 기여합니까? 

[다운로드] 

https://www.eaaflyway.net/wp-content/uploads/2020/04/%EB%B2%88%EC%97%AD-%ED%95%9C%EA%B5%AD%EC%96%B4-MOP10_D01_Strategic-Plan-2019-2028_FINAL-1.pdf


 해당되는 목적에 체크해주십시오. (중복체크 가능) 

구분  

■    ■목적 1 - 이동성 물새류 보전을 위해 세계적으로 중요한 서식지 

네트워크 수립 

■    ■목적 2 – 이동성 물새와 그 서식지의 가치에 대한 의사소통, 교육, 

참여 및 대중인식(CEPA) 강화 

■    ■목적 3 – 철새이동경로의 연구 및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이동성 물새와 서식지에 대한 지식구축과 정보 교환 촉진 

■    ■목적 4 – 천연 자원 관리자, 정책결정자 및 지역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서식지 및 물새류 관리 역량 배양 

□목적 5 - 이동성 물새류, 특히 우선종과 서식지의 보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철새이동경로 차원의 접근 방법 모색 및 발전 

 

6. 일정별 세부 추진계획 

추진시기 주 요 내 용 세 부 추 진 내 용 기타 

21년 12월  철원군 탐조 

홍보 → 인원 모집 → 탐조 

기행 

대형버스대절 

(20명이내) 

22년 1월  

강화군 일대 

(동검도~교동도) 탐조 

홍보 → 인원 모집 → 탐조 

기행 

대형버스 대절 

(20명이내) 

22년 2월  

강화군 일대 

(동검도~교동도) 탐조 

홍보 → 인원 모집 → 탐조 

기행 

대형버스대절 

(20명이내) 



※ 사업내용은 현장 사정 및 코로나19 상황에 변경 진행 할 수 있습니다 

7. 기대효과  

○ 천연기념물인 두루미 탐조를 통해 매립 위기에 놓인 강화 갯벌 보전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 겨울철새인 두루미를 통한 월동지와 서식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로 인한 보호 정책

을 이끌어내는 여론을 형성 한다.  

 

8. 소요예산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총 사 업 비 

산 출 기 초 

계 지원금 자부담  

 총계 3백만원 3백만원    

     탐조 

소계     

    교통비 180만원 180만원  버스 회당 60만원 X 3회 

     강사비 90만원 90만원  강사 2명 30만원 X 3회  

홍보비 10만원  10만원   

웹자보 제작, SNS 

홍보,플랜카드 

자료제작비 20만원 20만원  자료 제작비 

       합계   300만원 3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