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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AFP사무국, 한국남동발전㈜영흥발전본부, 인천광역시

q 참여단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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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목적
l 인류와 생물다양성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내의 이동성 

물새와 그 서식지가 잘 알려지고 보전되도록 노력
- 대한민국 이동성 물새의 보전을 위해 주요 국내 서식지 네트워크 발전
- 이동성 물새와 그 서식지의 가치에 대한 소통, 교육 및 대중 인식 강화
- 철새이동경로 연구와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물새 및 서식지에 대한 지식 구축 및 

정보 교환 촉진
- 자원 관리자, 정책 결정자, 지역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서식지와 물새류 관리 역량 배양
- (재) EAAFP 설립 취지에 맞는 기획사업 추진을 통한 EAAFP 와 민간단체의 연대 

강화와 사업 효율 극대화 

q 기간

2020년 10월 ~ 2021년 5월 31일 (약 8개월 간)

q 주최/주관

재단법인 EAAFP

q 후원

EAAFP 사무국, 한국남동발전 ㈜ 영흥발전본부, 인천광역시

q 참여단체(기관)

강화도시민연대, 갯벌생태교육허브 물새알, (사)생태교육센터 이랑, 시흥갯골사회적협동조합, 인
천녹색연합, 인천야생조류연구회, 인천환경운동연합, DMZ 생태연구소

재단법인 EAAFP 2020 민간단체 지원사업 최종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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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더그 왓킨스 재단법인 EAAFP 이사장

안녕하세요, 저는 EAAFP 사무국 대표이자 재단법인 EAAFP의 재단 이사장을 맡고있는 더그 왓킨
스입니다. 오늘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와 인천광역시, 그리고 2020년 민간단체 지원사업 참여 
기관에서 오신 귀빈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우선 이번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신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에게 감사의 말
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동성 물새와 그들의 서식지를 보전하는 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8개의 시민단체가 현장에서 특별한 보존 활동을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EAAFP 
사무국 유치도시로서 EAAFP 사무국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신 인천광역시에게도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어 2020년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성공적으로 함께한 8개의 참여단체에 감사와 축하의 말을 전하
고 싶습니다: 생태교육센터 이랑, 갯벌생태교육허브 물새알, 강화도시민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야
생조류연구회, DMZ 생태연구소, 인천환경운동연합, 그리고 시흥갯골사회적협동조합 여러분 축하드
립니다. 한국의 여러 지역에서 이동성 물새와 그들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
에 감사드리며, 각 기관이 집행하신 사업들이 지역 사회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철새와 서식지 보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2020년은 우리 모두에게 쉽지 않은 해였지만,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믿는, 또한 우리를 필요로 하
는 일에 각자 맡은 역할을 해냈습니다. 코로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 재단법인 EAAFP는 
이동성 물새와 그들의 서식지 보존에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며, 올해와 
내년에도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사업의 경험 바탕으로 올해 지
원사업에는 여름 철새도 포함시키기 위해 프로그램을 조정해 사업 범위를 넓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생활방식은 바뀌었지만, 우리의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재단법인 
EAAFP는 파트너들과 함께 다양한 보존 활동을 기획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동성 물새와 한국의 서식지를 보존하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과 공헌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 5월 27일

재단법인 EAAFP 이사장

더그 왓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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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ing Remarks

Doug Watkins, Chairperson of EAAFP Foundation

Good evening everyone, my name is Doug Watkins, the Chief Executive of the EAAFP 
Secretariat and the Chairperson of EAAFP Foundation. It is my great honor to be here today 
with the representatives from KOEN Yeongheung Power Division, Incheon Metropolitan City 
and the 8 recipients of Small Grant Fund 2020.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thank KOEN and Incheon City for all the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they have provided for Small Grant Fund and the workshop. They 
have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migratory bird and habitat conservation and willingly 
contributed to funding eight different organizations for at-site conservation actions. 

I would also like to thank and congratulate the eight participants: Incheon Birding 
Association, KFEM Incheon, Eco Edu Irang, Ganghwa Citizen Network, Green Union Incheon, 
DMZ Ecology Research Institute, Siheung Getgol Social Cooperation, and Tidal flat Ecological 
Education Hub Moolseal. Thank you for all the hard work you have poured in to protect 
migratory waterbirds and their habitat in different parts of Korea. We acknowledge your 
dedication, and we believe all your projects would have made a positive change in the 
environment and migratory bird conservation.

2020 was a tough year but we managed to take our part in doing what we believe is right 
and necessary. COVID-19 is still present, but EAAFP Foundation will continue making our 
way in migratory bird and habitat conservation, and we look forward to the Small Grant 
Fund 2021. Learning from experience, we have adjusted our program to include projects for 
summer migratory waterbirds this time. Total of 8 organizations will be selected as 
recipients for the Small Grant Fund 2021, with 4 focusing on winter and the other 4 
focusing on summer migratory waterbirds. Each organization will be receiving up to KRW 
30,000,000 to implement their projects and field works.  

COVID-19 may modify our lifestyle, but it cannot stop us. EAAFP Foundation will continue 
making our way to promote and support various conservation activities along with our 
partners. Once again, thank you for your effort and contribution in conservation of migratory 
waterbirds and their habitat. 

2021. 5. 27.

EAAFP Foundation Chairperson

Doug Watk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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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과 보고 단체 (보고 순서)

1) (사)생태교육센터 이랑

2) 갯벌생태교육허브 물새알

3) 강화도시민연대

4) 인천녹색연합

5) 인천야생조류연구회

6) DMZ 생태연구소

7) 인천환경운동연합

8) 시흥갯골사회적협동조합





재단법인 이에이에이에프피

2020 민간단체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사업개요〉

n 단 체 명 : 생태교육센터 이랑

n 사 업 명 : 두루미, 인천에 날다

n 사업기간 : 2020년 10월 5일~2021년 3월 31일

n 사 업 비 : 5,000,000원

2021. 4.   .

생태교육 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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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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별 추진실적

시기 사업계획 세부추진결과 (실적) 달성율

2020년11월 

~2021년 3월

모니터링

6차시 총48명 계획(8명*6회)

모니터링 7차시 총30명 참석 외 

개인모니터링 다수

-코로나19로 인원을 줄이고 모니

터링 횟수를 늘임

100%

2020년 12월 

~2021년 1월

실내교육 

2회 총180명 계획(30명*2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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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

금지가 연장돼서 모든 탐조를 소

규모로 진행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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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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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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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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탐조교육 : 총 39명 참석 (3명*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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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가자 만족도 조사 및 소감 (구글 설문지 이용)

- 두루미 탐조행사 관련 질문

- 두루미 강의와 탐조에서 인상 깊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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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 후 인식 변화

- 참가 후 느낀 점이나 바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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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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 있었음.

- 다음에 먹이주기를 할 때는 한파예보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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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두
리어판장 사이에서 주로 보이다가 나중에는 좀 더 넓은 갯벌에서 보임. 

- 유조가 1 마리씩 있는 가족이 2~3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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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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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미들이 주로 강화도 남단갯벌에서 보
이나 영종도 갯벌에서도 활동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인원을 나눠서 강화도와 영종도 
동시 모니터링이 필요함

- 유조 2 마리 가족이 주로 관찰된 장소. 초반에는 동
검도 주변에서 관찰되다가 이후 넓은 갯벌(초지갯벌)
에서 관찰됨

1차(11.23) 두루미 16마리
- 동주농장에서 6마리 관찰(유조2마리 포함). 이후  

동주농장에서 관찰 안 됨

2차(12.11) 두루미 29마리(유조1)
- 두루미가 먹는 먹이생물을 관찰하려고 했으나 

멀어서 구별하기 힘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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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12.23) 두루미 28마리(유조4마리)
- 동검도 둑방 입구에서 캠핑팀 발견. 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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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기가 힘든지 뿌려주고 
나서 2시간 후 먹으러 오는 모습 관찰함.

- 둑방에 두루미 발자국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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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

에 두루미와 기러기 발자국과 똥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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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자체평가

1.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코로나19로 인한 5인 이상 집합금지 상황에서도 두루미 탐조행사를 소규모로 꾸준히 진행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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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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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때를 맞춰서 활동하다 보니 타 단체와 행사가 겹치는 경우가 있었다. 단체별로 일정을 공
유해서 되도록 행사가 겹치지 않도록 해야 탐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짐. 

- 소규모 탐조로 탐조행사가 늘어나면서 날씨 문제, 탐조행사 답사 코스를 살펴보느라 모니터
링에 집중하지 못함

7차(2.24) 두루미 41마리(유조3)
- 물때가 낮아서 유조 확인 못 함. 멀리 세어도, 영종도 

쪽에서도 보임– 둑방에 다른 단체에서 준 옥수수가 계
속 남아 있음 

그 외 모니터링
- 1.24두루미들이 모여서 유빙이 녹은 물을 먹고 있었음
- 3.8일 오전 두루미 17마리 관찰->오후 4마리만 보임. 
- 3.10일 오후 두루미 2마리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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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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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 이에이에이에프피

2020 민간단체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사업개요〉

n 단 체 명 : 생태교육허브물새알 협동조합

n 사 업 명 : ‘With Crane’ 두루미 환영행사 및 시민모니터링

n 사업기간 : 2020년 12월 12일 ~ 2021년 3월 3일

n 사 업 비 : 5,000,000원

2021. 3.   .

생태교육허브물새알 협동조합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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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사업명
‘With crane’ 두루미 환영 

행사 및 시민모니터링

공모 분야 일반공모

주제별 구분 인천광역시 사업

사업기간 2020 년 12 월 12 일 ~ 2021 년 3 월 3 일 (3 개월)

사업목적
 ○ 생물다양성이 대단히 높고 보존가치가 높은 강화갯벌

 ○ 인천시조이자 세계적 멸종위기종인 두루미를 지키고 보전하기 위한 시민운동 필요

사업내용 요약 

1. 인천시조 두루미 환영식

  - 두루미 월동 시기에 맞춰 강화도를 찾는 두루미 환영식 형식의 대중 행사를 

통해 두루미에 대해 알리고 보존 필요성에 공감하는 계기를 만든다.

2. 두루미 먹이주기 행사

  - 폭설이 내리거나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날에는 갯벌 표면이 얼거나 눈이 두껍

게 덮일 경우 두루미들의 먹이활동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먹이 공급이 절실한 

상황임. 힘겨운 겨울나기를 하고 있는 두루미들에게 최소한의 영양분을 보충

해 주는 선에서 제한된 의미의 먹이주기 활동을 벌인다.

3. 잠자리 모니터링

  - 두루미의 중요한 월동 조건 중 하나가 안정적인 잠자리인데, 예전 잠자리였던 

세어도 저수지 제방 붕괴 이후 정확한 잠자리 조사가 필요한 상황임.

  - 잠자리 조사결과를 토대로 잠자리로 이용하는 공간에 대한 보호 대책 수립.

4. 두루미 모니터링 학교

  - 지속적이고 정확한 모니터링을 위해 숙련된 모니터링 활동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음. 향후 모니터링 지역을 확대하고 이들 모니터링 활동가들이 정기적이고 

정확한 모니터링 사업에 참여할 방안을 마련.

총 사업비 (단위:원)

계 지원금 기타

5,000,000 5,000,000

제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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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업운영결과

1. 일정별 추진실적

시기 사업계획 세부추진결과 (실적) 달성율

2020년 12월

12일

1) 인천시조 두루미 환영식

2) 장소: 강화군 동검도 일원인원: 인천시민, 

관계자 등 20여명

3) 일시: 2020년 12월 1일 ~ 31일 중 1박 

2일

4) 주요 내용

- 인사말

- 종이공작(두루미 만들기)

- 강의: 강화도 두루미의 특징과 생태

- 식사

- 두루미 모니터링: 3~4개의 팀으로 나눠, 

동검도 주변 두루미 탐조장소에서 두루

미 동시 모니터링을 진행.

- 집담회: 두루미 보호를 위한 시민들의 

실천과 행정당국에 건의 사항

- 식사

- 강의: 두루미 모니터링 방법론

1) 장소: DRFA, 동검도 일원

2) 인원: 인천시, EAAFP, 강화도시

민연대,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동검어촌계장 등 25명 참석

3) 일시: 2020년 12월12일 

4) 주요 내용

 - 인사말

 - 종이공작: 두루미 만들기

 - 강의: 바다에서 천년학을 꿈꾸다

(이종렬 다큐멘터리 작가)

 - 식사

 - 두루미 모니터링: 37개체(유조 최

소 6개체)

2021년 1월 

~ 3월

1) 두루미 먹이주기

2) 장소 : 인천시 강화군 동검도 석축/ 동주

농장 내(동주농장 법인에 타진)

3) 인원 : 인천시민, 학생 + 동검도 주민 등 

30여명

4) 일시: 2021년 1월 ~ 3월 중 ,3회 진행.

5) 주요 내용

- 인사말

- 두루미 먹이주기 활동

- 식사

- 두루미 모니터링

1) 두루미 먹이주기

2) 장소: 동검도 석축

3) 일시 및 인원: 

- 1월16일(9명, 600kg)

- 2월6일(30명, 1,200kg)

- 3월6일(캠핑 등 먹이터에 대한 

간섭 증가로 인해 먹이 소비가 

급감. 취소)

2021년 1월 

~ 3월

1) 잠자리 모니터링

2) 장소: 세어도, 대항산도, 소항산도 등 잠

자리 추정 지역

3) 인원: 5명 이내

4) 일시: 2021년 1월 ~ 3월 중 물때와 날

씨를 고려하여 최적의 일시를 선정, 2회 

진행.

1) 장소: 세어도, 대항산도, 소항산도 

등 잠자리 추정 지역

2) 인원: 인천시, 강화탐조클럽등 7명

3) 일시: 2021년 2월 26일

- 접경지역인 관계로 일출 전 출항

이 불가하여 오후 물때에 맞춰 1

회 조사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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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성과 분석 

<수혜대상>

1) 두루미 환영식
- 성인23명(남12명, 여11명)/ 어린이2명(여 2명)
- 동검도 영화카페 DRFA, 동검도 일원

2) 두루미 먹이주기
- 1차: 성인 9명(남4명, 여5명)/ 동검도 석축
- 2차: 성인 21명(남 11명, 여10명), 청소년 및 어린이 9명(남 6명, 여3명)/ 동검도 석축

3) 두루미 잠자리 조사
- 성인7명(남7명)
- 소항산도, 대항산도, 세어도 등

시기 사업계획 세부추진결과 (실적) 달성율

- 1회차> 일출 전 선박을 이용, 해당 지역

(세어도, 소항산도 등)으로 미리 이동하

여 원거리에서 필드스코프 등을 이용하

여 잠자리 여부와 개체수 확인.

- 2회차> 일몰 즈음 두루미가 잠자리로 이

동하는 시점에 맞춰 선박을 이용하여 추

적 조사.

- 인천지속협과 역할 분담하여 소

항산도, 대항산도는 본 조사팀이 

진행하고 인천지속협 팀은 세어

도 인근을 모니터링함.

2021년 2월 

~ 3월

1) 두루미모니터링 학교

2) 장소: 저어새생태마을 커뮤니티센터(분오포구)

3) 인원: 15~20명

4) 일시: 2021년 1월 중순 이후 주1회, 총3회

5) 내용

- 1회: 모니터링 일반론, 생물모니터링이란?

- 2회: 두루미의 생태와 모니터링 방법론

- 3회: 두루미 모니터링 기법

1) 장소: 저어새생태마을 커뮤니티센

터(분오포구)

2) 인원: 23명

3) 일시: 2021년 2월5일, 2월25일, 

3월3일

4) 내용

- 1회: 모니터링 일반론, 생물모니

터링이란?(권인기 국립종복원센터 

선임연구원)

- 2회: 두루미의 생태와 모니터링 

방법론(정용훈 정용훈박제표본연

구소 대표)

- 3회: 두루미 모니터링 기법(서정

화 하남고니학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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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두루미모니터링학교
- 성인23명(남1명, 여22명) 신청. 연인원 58명 참석.
- 분오저어새생태마을 커뮤니티센터

<사업목표 달성도>

1) 두루미 환영식
- 애초 계획했던 인원만큼 참여하여 진행함.

2) 두루미 먹이주기
- 1차: 성인 9명(남4명, 여5명)/ 동검도 석축
- 2차: 성인 21명(남 11명, 여10명), 청소년 및 어린이 9명(남 6명, 여3명)/ 동검도 석축

3) 두루미 잠자리 조사
- 성인7명(남7명)
- 소항산도, 대항산도, 세어도 등

4) 두루미모니터링학교
- 성인23명(남1명, 여22명)
- 분오저어새생태마을 커뮤니티센터

<사업목표를 미달성 이유>

- 애초 100명 이상의 인천시민과 동검도 주민들을 초청하여 축제 형태의 두루미환영식을 기획
하였으나 코로나 여파로 대폭 축소하여 진행하게 되었음.

- 대신 두루미 먹이주기 행사, 두루미 잠자리조사, 두루미(조류) 모니터링 활동가 교육 등을 추
가 배치하여 진행하였음.

- 추가 행사의 경우에도 두루미 먹이주기 행사를 3회 기획하였으나, 먹이를 뿌려주는 장소에 대
한 간섭(캠핑, 산책 등)으로 두루미들의 접근이 어려워지면서 먹이 소비가 급감하여 세번째 행
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기대효과 달성도>

- 두루미 환영식을 통해 강화도의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인천시조인 두루미의 생태를 이해하고 보존 필요성에 공감하는 
기회가 되었다.

- 두루미 먹이주기 행사는 시민들이 두루미 보호활동에 직접 나서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
해 자연을 지키고 보호하는 활동의 의미를 깨닫고 자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 두루미 잠자리 조사활동을 통해 그간 추정만 해왔던 강화도 두루미들의 잠자리를 정확하게 조
사하고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강화도 두루미의 월동조건 중 하나인 안정적인 잠자리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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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고 보존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과정이 되었다. 
- 두루미 모니터링학교는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모니터링 활동가를 양성할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참가자들이 두루미 모니터링의 필요성과 목적, 의의를 인식하고 공감하
는 계기가 되었다. 

3. 모니터링 기초자료 첨부 (모니터링 사업만 해당) 

(1) 2020년 12월 12일, 두루미환영식 모니터링

- 두루미 환영식 참가자(23명)를 3개의 팀으로 나누어 선두리 방면, 동검도 주변, 황산도 방면
을 동시 모니터링.

- 모니터링 결과: 선두5리포구 인근(5개체), 동검도 택이포구 앞(4개체), 동그랑섬 앞 2개체, 동
검포구 앞 4개체, 초지갯벌 27개체 등 모두 37개체가 관찰되었다. 이중 유조는 최소 6개체 
이상인 것으로 관찰되어 유조비율이 예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2) 2021년 2월 26일, 두루미잠자리 모니터링

- 만조: 16:44(866) 인천 기준
- 조사시간: 16:3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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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사진 / 비디오 / 기타 첨부 자료

두루미환영식(인사 나누기) 두루미환영식(강의)

두루미 환영식(기념촬영) 두루미 환영식(모니터링)

두루미 환영식(모니터링) 두루미 환영식(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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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미 먹이주기(1월16일) 두루미 먹이주기(1월16일)

두루미 먹이주기(1월16일) 두루미 먹이주기(1월16일)

두루미 먹이주기(1월16일) 두루미 먹이주기(1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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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미 발자국 두루미 먹이주기(2월6일)

두루미 먹이주기(2월6일) 두루미 먹이주기(2월6일)

두루미 먹이주기(2월6일) 두루미 먹이주기(2월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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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미 먹이주기(2월6일) 두루미 먹이주기(2월6일)

두루미 잠자리 조사(왼쪽:소항산도/오른쪽:대항산도) 두루미 잠자리 조사(주변에서 서식하는 검은머리물떼새)

두루미 잠자리 조사(만조 전 소항산도에서 휴식하는 
두루미 가족)

두루미 잠자리 조사(만조 시간이 되면서 대항산도, 
소항산도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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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미 잠자리 조사(만조 시간이 되면서 대항산도, 
소항산도로 이동)

두루미 잠자리 조사(소항산도에서 관찰된 19개체)

두루미 잠자리 조사(소항산도에서 관찰된 19개체) 두루미 잠자리 조사(대항산도에서 관찰된 26개체)

두루미 잠자리 조사(대항산도에서 관찰된 26개체) 두루미 잠자리 조사(대항산도에서 관찰된 26개체)

두루미 잠자리 조사(대항산도에서 잠시 머물던 개체들이 소항산도로 합류. 소항산도가 잠자리이고, 
대항산도는 잠자리로 합류하기 전에 잠시 머무는 곳으로 추정됨. 장기 조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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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두루미) 모니터링 활동가 교육(1강)

조류(두루미) 모니터링 활동가 교육(2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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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두루미) 모니터링 활동가 교육(3강)

III. 자체평가

1. 사업 추진 결과 잘된 점 

-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진행된 두루미 환영행사는 두루미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모으고, 보호의
식을 고양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 심한 한파로 갯벌이 얼거나 폭설로 눈이 덮일 경우 (제한적으로 진행되는) 두루미에 대한 먹이
공급은 의미 있는 보호활동의 하나이다. 특히 두루미 먹이주기 행사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두루미 보호활동의 하나로 두루미에 대한 홍보와 보존의식을 높여주는데 커다란 효과가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두루미 잠자리 조사를 통해 그간 추정만 해오던 강화도 월동 두루미들의 잠자리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었다. 또한 잠자리로 활용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 등 추가 조치를 공
론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조류(두루미) 모니터링 활동가 교육은 강화도 뿐만 아니라, 인천, 김포, 의왕시 등 수도권 인근
의 여러 지역에서 참여하였다. 참가자 대부분이 정기적인 탐조활동을 하거나 모니터링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모니터링의 전문성을 위한 전문적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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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론 예상 가능했지만, 무엇보다 코로나 상황이 가장 큰 변수였음. 방역상황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100명이 참여하는 행사로 기획했으나, 결국 대폭 축소하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었다.

- 두루미 먹이주기 행사의 경우에는 동검도 석축 주변 환경의 악화(차박, 캠핑, 산책의 증가, 드론 
촬영 등)로 두루미들의 먹이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횟수를 줄여서 진행했음. 내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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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람의 간섭이 없는 두루미 잠자리 주변에 제한적으로 먹이를 공급하는 방안,

2) 동주농장 등 조금 더 안정적인 공간을 확보하여 먹이를 공급하는 방안,

3) 먹이소비량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한 먹이량의 제한

4) 동검도 석축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 등의 방법을 놓고 다방면으로 검토한 후 진행할 필요가 있
고, 보다 안전하고 과학적인 먹이주기 매뉴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두루미 잠자리조사는 저녁 만조 시 잠자리로 돌아가는 두루미를 추적, 조사하는 것과 함께 새벽 
만조 후 잠자리에서 먹이터로 이동하는 두루미를 추적 조사하는 계획을 세웠으나, 접경 지대의 
특수성 때문에 일출 전 출항이 불가하여 결국 새벽 조사는 실행하지 못함. 향후 국방부, 해병대 
등의 협조를 확보하여 저녁조사와 새벽조사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새벽조사는 잠자리의 분포와 위협 요인 등을 살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기에 차질이 없도
록 면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3.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및 건의사항 

- 코로나 상황이 완화된다면 두루미 환영행사를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다양한 행사와 결합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철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져 있는 강화 집단의 특
징과 의미를 부각시키고, 갯벌 서식 두루미의 보존을 위한 긴요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알려내
야 한다. 더불어 중국, 러시아 등 두루미 번식지 국가들과 국제심포지엄을 비롯해 다양한 교류
협력사업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 두루미 월동구역 보호를 위한 대중적 홍보활동, 보호표지판 및 출입제한, 드론 금지구역 지정 
등의 조치가 필요함. 이를 위해 인천시는 물론 강화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야 함.

- 보다 적극적인 잠자리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대항산도에 고양이가 서식하고 있는 것
이 확인된 조건에서 두루미 월동 직전에 입도조사를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고양이 포획 
등 위협 요소를 제거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더불어 김포시, 문화재청, 환경부, 해수부 등과 협의
를 통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 모니터링 활동가 양성 강좌는 보다 세분화, 전문화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현장실습이 병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두루미 도래 전 미리 시행하여 수료자들이 두루미 모니터링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의 모니터링 구역을 영종도, 김포로 확대하여 세분화하고, 모
니터링 항목 역시 세분화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재단법인 이에이에이에프피

2020 민간단체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사업개요〉

n 단 체 명 : 강화도시민연대

n 사 업 명 : 2020 두루미학교(갯벌과 함께하는 사계절 물새들) 

n 사업기간 : 2020년 10월~2021년 5월

n 사 업 비 : 5,000,000원

2021. 5. 31.

 강화도시민연대 대표 오교창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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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사업명 2020 두루미 학교
공모 분야 일반공모

주제별 구분
지역청소년 역량강화
모니터링

사업기간 2020 년 10 월 10 일 ~ 2021 년 5 월 31 일 (7 개월)

사업목적

시베리아 초지, 임진강. 한탄강 등 하천, 갯벌, 논 등은 두루미 생존에 매우 중요한 
하나의 통합된 생태계임을 알 수 있다. 
겨울 두루미, 여름 저어새 봄.가을 도요물떼새 등 강화 갯벌은 이동성 물새 서식지로
서 중요함을 알고 갯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이동성 물새 서식지로서 가치에 대해 알 
수 있다. 
두루미 등 이동성물새는 우리 지역의 발전, 인류의 미래를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다. 
미래세대를 위한 동아시아 공동의 두루미를 비롯한 이동성물새 CEPA(교육·대중인식
증진 활동)을 강화한다.
물새 서식지로서 강화갯벌에 기능과 가치를 인식하고 보호구역 지정에 노력한다.

사업내용 요약 

○ 수혜대상: 강화지역 초등학생(고학년)과 학부모, 일반시민

○ 사업지역: 강화도 

○ 사업 추진 방법 

1) 20-21 두루미 모니터링
￭ 조사지역: 동검도 일대, 동주농장과 분오리 일대, 초지리-대명리 일대(그림 참고)
￭ 방법: 3개 지역 구분 동시 조사(2명 1조)
￭ 조사 기간: ~2021년 3월까지
￭ 기타: 조사자 교육, 특별조사(잠자리로 추측되는 섬 조사)

2) 두루미 인식증진 꾸러미 만들기
￭ 대상: 초등학생 이하
￭ 방법: 두루미 놀이 및 학습 활동지 꾸러미 제작 및 배포
￭ 꾸러미 내용물 : 두루미 일생 만들기 등 외
￭ 배포방법: 홍보를 통한 꾸러미 신청자 모집. 심사 후 배포
￭ 활동방법: zoom 등 영상을 이용한 같이 활동하기
￭ 사후관리: 꾸러미 활용 과정 사진촬영 등 간략한 보고서 제출

3) 미꾸라지 방사식
￭ 대상: 두루미 꾸러미 참가 학생 및 가족
￭ 방법: 매화마름 논 미꾸라지 방사행사
￭ 장소: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매화마름 논
￭ 활동방법: 기념식 및 미꾸라지 방사, 매화마름 친환경 논과 여름철새 관계 교육
￭ 사후관리: 지속적인 모니터링

○ 기대효과

￭ 지역 어린이와 학부모의 인식증진을 통해 보호지역 지정 등 이동성 물새 서식지 보
존에 대한 실천의지를 심어 줄 수 있다.

￭ 두루미 등 이동성 물새는 우리 지역의 발전, 인류의 미래를 연계하여 이해함으로써 
생태관광, 생태계 서비스의 이해 등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총 사업비 

(단위:원)

계 지원금 기타

5,000,000 5,000,000

제출일자 202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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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업운영결과 

1. 일정별 추진실적

시기 사업계획 세부추진결과 (실적) 달성율

2020년 12월 

12일

20-21

두루미 모니터링

유조 3포함 28개체

7가족군, 기타 가족군 구분 어려움

2020년 12월 

16일

유조 3포함 30개체

해질무렵 유조포함 1가족군 대소염도로 이동

2021년 1월  

4일

유조 4포함 23개체

7가족군으로 구성. 기타 가족군 구분 어려움 

2021년 1월  

8일

유조 3포함 7개체군. 2가족군으로 추측. 대소염도와 소소염

도에 각각 1가족군 휴식

혹한으로 남단 갯벌 모두 얼음으로 덮힘

두루미 먹이활동 불가는 상태

2021년 1월 

27일

39+1개체 출현

1쌍 5가족. 유조1 포함 4가족. 유조2 포함 2가족

가족 미확인 개체 18

2021년 2월 

10일

31개체 9가족

1쌍 4가족, 유조1 포함 2가족, 유조2 포함 3가족

가족 미확인 개체 5

2021년 2월 

11일

유조 5포함 39개체

1쌍 6가족, 유조 1포함 2가족, 유조2 포함 2가족

가족 미확인 개체 14

유조1 포함 1가족은 대소염도에서 휴식 중

2021년 2월 

16일

유조 6포함 34개체

1쌍 3가족, 유조 1포함 2가족, 유조2 포함 2가족

가족 미확인 개체 14

2021년 2월 

24일

유조3 포함 33개체

1쌍 5가족, 유조1 포함 1가족, 유조2 포함 1가족

가족 미확인 개체 16

가족 미확인개체 중 8개체 대소염도 휴식중

2021년 2월 

20일

두루미 잠자리 

조사

장소: 대소염도

목적: 두루미 잠자리 조사

결과: 두루미 잠자리 흔적 발견

특이사항: 고양이 발자국과 두루미 공격 흔적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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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성과 분석

<수혜대상>

사업명 수혜인원

수혜대상

청소년 성인

남 여 남 여

두루미 모니터링 56 8 7 13 28

두루미 잠자리 조사 5 0 0 1 4

두루미 꾸러미 77 21 16 20 20

미꾸라지 방사식 48 16 11 10 11

계 186 45 34 44 63

시기 사업계획 세부추진결과 (실적) 달성율

2021년 1월 

26일

~

2021년 2월 

28일

두루미 인식증진 

꾸러미 만들기

배경: 코로나 19로 인한 대규모 탐조 활동 불가능

방법: 두루미 일생 등 교육 가능한 만들기 체험 꾸러미 제작

꾸러미 내용: 그림자 놀이, 두루미 일생 등 만들기, 두루미 

윷놀이, 두루미 주사위 놀이, 두루미 에코백

참가 가족수:

효과: 놀이를 통해 가족과 함께 두루미에 대한 관심 유도 

2021년

5월 8일

미꾸라지

방사식

장소: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매화마름군락지 

목적

- 친환경 논의 생태계서비스 가치 증진

- 저어새 등 여름철새 생물다양성 보존 

주관: 강화도시민연대, EAAFP, 한국NT

참석기관: 농어촌공사(강화옹진지사), 인천시청, 강화군청, 지

역학생

행사내용

-기념식 및 농어촌공사 감사패 전달

-미꾸라지 방사식

-매화마름 등 논생물 다양성 교육

-화문석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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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표 달성>

- 최초 사업 내용 및 목표는 ‘2020 두루미 학교’ 운영하며, 두루미 학교는 실내외 활동을 통해 
두루미. 특히 강화를 찾는 두루미에 대한 이해 증진과 보전 인식 증진,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함
으로써 가족 단위 인식증진이 목표였음

- 그러나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한 참여 신청자들의 신청 철회를 비롯한 신청자 급감으로 ‘두루
미 인식증진을 위한 꾸러미 만들기(키트 개발 및 보급)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게 되었음

- 이로 인한 현장 교육, 대면 교육 등의 부재로 교육 내용 전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음. 다만 
비대면 영상 교육과 꾸러미 만들기 활동이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과 가족 단위 인식 증진에
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자체 평가함. 

사업명
사업목표 달성정도

정성목표 정량목표 정성목표 정량목표

두루미 
모니터링

￭두루미 개체수 변화
와 잠자리 확인

￭총 8회 조사

￭개체수 및 가족군 
확인

￭모니터링 결과 소
염도 휴식개체 확
인 

￭총 9회 조사로 목
표 달성

두루미 
잠자리 조사

￭잠자리 추정 무인도 
입도

￭총 1회 입도
￭잠자리 추정 무인
도 방문으로 잠자
리 확인

￭총 1회 입도로 목
표 달성

두루미 

꾸러미

￭두루미 꾸러미 활동
을 통한 생태적 특징 
이해

￭가족과 함께하는 활
동으로 가족 중심 인
식증진 기대

￭4종의 체험 키트 
개발 및 보급

￭30가족 꾸러미 
참여

￭밴드 이용동영상 
수업과 꾸러미 수
업을 진행하였으나 
대면 교육 대비 효
과 검증 어려움이 
있음

￭밴드에 올린 참가
자들의 가족 단위 
활동은 가종 중심 
인식 증진에 의미
가 있었음

￭4종의 키트개발과 
보급으로 목표 달
성

￭21가족 참여로 30
가족 꾸러미 참여 
목표 미달성

미꾸라지 

방사식

￭여름철새 저어새 보
존 인식 증진

￭친환경 논습지 생물
다양성 이해

￭꾸러미 10가족 
참여

￭야외 체험 행사로 
정성적 목표 달성
으로 평가함

￭꾸러미 10가족과 
유관단체 참여로 
목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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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루미 모니터링 기초자료 첨부 (모니터링 사업만 해당) 

3-1. 두루미 모니터링

일자 총 개체수 유조 성조 가족군수 기타

20-12-12 28 3 25 7

20-12-16 30 3 27 해질 무렵 1가족 대소염도로 이동

21-01-04 23 4 19 7

21-01-08 3 4 2
대소염도와 소소염도에 각각 1가족군 휴식
혹한으로 남단 갯벌 모두 얼음으로 덮힘
두루미 먹이활동 불가능 상태

21-01-27 39 8 31 7

21-02-10 31 7 24 9

21-02-11 39 6 33 10 1가족은 대소염도에서 휴식 중

21-02-16 34 6 28 7

21-02-24 33 3 30 7 가족 미확인 8개체 대소염도 휴식중

3-2. 두루미 모니터링 지도

Fig 1. 20-12-12 Fig 2. 20-12-16

Fig 3. 21-01-04 Fig 4.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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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21-01-27 Fig 6. 21-02-10

Fig 7. 21-02-11 Fig 8. 21-02-16

Fig 9.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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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사진 / 비디오 / 기타 첨부 자료

4-1. 두루미 모니터링

 

Fig 10. 20-12-12 동검도 두루미 모니터링(김순래) Fig 11. 20-12-16 탐조(김순래)

4-2. 두루미 잠자리 조사

Fig 12. 21-02-20. 잠자리조사(김순래) Figure 13. 21-02-20 잠자리 조사(김순래)

Fig 14. 21-02-20 잠자리 조사. 두루미 
배설물(김순래)

Fig 15. 21-02-20 잠자리 조사. 두루미 
발자국(김순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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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두루미 꾸러미

   Fig 16. 두루미학교 초대장(김순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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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두루미 일생 등만들기(송연우)

Fig 18. 두루미 윷놀이(조혜림)

Fig 19. 두루미 주사위-빙고 놀이(정기원)

Fig 20. 두루미 그림자 연극놀이(조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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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미꾸라지 방사식

Fig 20. 참가자 사전 모습

Fig 21. 마꾸라지 방사식 EAAFP 사무국장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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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자체평가

1. 사업 추진 결과 잘된 점 

1) 두루미 모니터링: 

- 1990년대 말부터 시작한 강화도시민연대 두루미 모니터링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된 점

- 재정지원에 의한 두루미모니터링 사업이 안정적 진행

- 강화갯벌에 서식하는 두루미 잠자리 확인(서염도로 추측. 이후 별도의 조사는 필요함)

2) 두루미 학교

- 두루미 생태적 특징과 인식 증진이 가능한 키트 개발

- 비대면 교육이 가능한 두루미 학교 영상 제작 활용

- 비대면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함께함으로써 가족 단위 인식증진 가능성 확인

3) 미꾸라지 방사식
- 현장 체험 활동을 통한 생물다양성 인식 증진

- 가족 단위 참여로 인한 참여 및 이해증진 확산

- 논 생물다양성이 이동성 물새에 미치는 영향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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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두루미 학교

- 처음 계획과 달리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한 계획 변경에 따른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어려웠음

- 두루미를 직접 보지 못하고 영상 또는 꾸러미를 보고 두루미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3.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및 건의사항 

1) 두루미 모니터링

- 두루미 잠자리확인을 위한 별도 계획 수립과 실행(두루미 잠자리로 추정되는 소염도 1박 탐조 등)

- 두루미 보호를 위한 동검도 주민 대상 교육, 두루미를 테마로 하는 관광상품 개발 및 실행

2) 두루미 학교

- 코로나 19 등 팬데믹 상황에 맞는 현장 체험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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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

- 비대면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마련(현재 밴드를 이용한 일방적 소통을 쌍방향, 실시간 소통 방식

의 프로그램 개발 필요)

3) 미꾸라지 방사식

- 논습지 생물다양성과 물새 서식지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농민간담회 등 농민과의 협력체계 구축

- 지속적인 논습지 물새 탐조 프로그램 진행 필요



재단법인 이에이에이에프피

2020 민간단체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사업개요〉

n 단 체 명 : 인천녹색연합

n 사 업 명 : 백령도 지역 이동 물새류에 대한 대중 인식증진 활동

n 사업기간 : 2020년 9월 ~ 2021년 6월

n 사 업 비 : 7,800,000원 (지원금 5,000,000원+자부담 2,800,000원)

2021. 6. 28.

인천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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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사업명
백령도 지역 이동 물새류에 대한 

대중 인식 증진 활동

공모 분야 일반공모

주제별 구분 지역주민 대상 역량 강화 사업

사업기간 2020년 09월 ~ 2021년 06월 (9개월)

사업목적

백령도 지역사회 내 철새와 습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진 필요

n 이동성 물새를 비롯하여 다양한 철새들이 백령도를 찾아오고 있으나 지역사회 내에 조류 

및 서식지인 습지에 대한 관심이 적고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 지역사회 내에 조류에 

대한 관심과 습지의 가치에 대하여 생태교육 및 교육 홍보 영상 배포 등을 통해 관심과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이 필요

ü 지역/마을 내 관심을 갖는 주민 주체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 지역 내 청소년 철새탐구활

동 그룹을 형성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

사업내용 요약 

ü 수혜대상 : 백령도 거주하는 청소년(백령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학생들)들

과 일반 주민, 탐조인 등

ü 지역 : 백령도 

ü 사업추진방법 : 청소년 물새학교 진행, 백령도 습지와 새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ü 기대효과 

- 지역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철새탐조 및 탐구활동을 통해 지역 내 관심과 여론 형성. 청

소년 철새탐구모임(동아리) 결성 가능성 모색 

- 백령도를 찾아오는 이동물새 및 다양한 철새들 현황과 서식지로 이용하는 백령도의 습지들을 홍보 영

상으로 제작하여 백령도 지역 사회 및 일반인들에게 새들의 중간기착지로서 백령도의 중요성 홍보

총 사업비 

(단위:원)

계 지원금 기타

7,800,000 5,000,000 2,800,000

제출일자 2021. 6. 28

II. 사업운영결과 

1. 일정별 추진실적

시기 사업계획 세부추진결과 (실적) 달성율

2020년 

10월

기획 확정 및 지역사회 세부 협의 

ü 백령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 협의

기획 확정 및 지역사회 세부 협의 

ü 백령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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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사업계획 세부추진결과 (실적) 달성율

ü 화동마을 콩돌화동영농조합법인 

협의 

ü 청소년 철새학교 강사 섭외 

(이하 방과후아카데미) 협의 

ü 청소년 철새학교 강사 섭외 

2020년 

11월

청소년 철새학교 시작

ü 지역 내 홍보 

ü 철새학교 1회 

청소년 철새학교 시작

ü 지역 내 홍보 : 현수막 게시 

ü 철새학교 1회 진행

 - 1회: 11월 21일(토) pm 2:00~6:00

 - 장소: 방과후아카데미 강의실 및 

화동습지/백령담수호 일대 

 - 강사: 박진영 박사(국가철새연구센터)

 - 주제: 백령도를 찾아오는 겨울 철새들 

 - 진행: 실내 강의 및 현장 탐조 활동

100%

2020년 

12월~

2021년 

3월

청소년 철새학교 (계속)

ü 청소년 철새학교(2~3회)

화동마을 주민해설사 교육 진행

ü ‘화동습지’ 주민 해설사 교육

청소년 철새학교(2~3회)

ü 일정 연기: 폭설 및 겨울방학 등

화동마을 콩돌화동영농조합법인 협의

ü 일시: 12월 초 ~ 중순

ü 결과: 지역 내 백령공항 추진 여론 

등으로 화동마을 주민 교육 추진 

중단 결정. 사업 변경 추진

30%

2021년

4월

사업변경 사업변경 

ü 사업변경 및 관련 사업 진행

 - (전) 화동마을 주민교육 

 - (후) 백령도 습지와 새 홍보영상 제작

ü 청소년 물새학교 5월 일정 논의

 - 내용: 강사 일정 협의, 

방과후아카데미 협의 

70%

2021년

5월

청소년 철새학교 발표회 

- 지역 내 홍보

- 발표회 준비

청소년 물새학교 진행

- 청소년 물새학교

- 2회: 5월 14일

- 3회: 5월 15일

- 4회: 5월 28일

홍보영상 촬영(계속)

백령도 습지 및 물새 촬영 - 5월 (계속)

90%

2021년

6월

정리 및 마무리

결과보고서 제작

홍보영상 촬영 계속 및 편집

6월 초~중순

정리 및 마무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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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성과 분석 

1) 백령도 청소년 물새학교 운영 

Ÿ 목적 : 지역 내 철새보호 인식확산과 미래세대 양성, 백령도 청소년 철새탐구 모임(동아리) 결성 

Ÿ 기간 : 2020년 10월 ~ 2021년 5월 말

Ÿ 지역/장소 : 백령도 화동습지, 백령담수호, 진촌 솔개지구 농경지 등 

Ÿ 지역 내 협력 기관 : 백령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소청도 국가철새연구센터

Ÿ 홍보 : 현수막, 보도자료, sns(단체/개인 facebook) 등 

Ÿ 세부사업내용 

① 철새학교 1회 - 겨울철새 

 - 주제 : 백령도를 찾아오는 겨울 철새들(오리기러기류) & 현장 탐방

 - 강사 : 박진영 센터장(소청도 국가철새연구센터)

 - 일시 : 2020년 11월 21일(토) pm 2:00~6:00

 - 장소 : (실내)백령종합사회복지관 강의실, (실외)겨울철새 도래지역 현장탐사

 - 인원 : 총 15명 (초등 5-6학년 10명, 강사 및 진행 5명)

 - 세부 내용 : 백령도에 오는 겨울 철새 현황과 백령도 습지의 중요성, 새 탐조 방법 및 장비(쌍안

경, 망원경) 사용 방법 배우기, 현장 탐사(화동습지, 백령담수호, 진촌솔개지구 농경

지 주변 등)

② 물새학교 2회 

 - 주제 : 백령도에서 번식하는 물새들 알아보기_저어새 

 - 강사 : 박정운 단장(인천녹색연합)

 - 일시 : 2021년 5월 14일(금) pm 4:00~6:00

 - 장소 : (실내)백령종합사회복지관 강의실

 - 인원 : 총 30명 (초등 5-6학년 24명, 강사 및 진행 6명)

 - 세부 내용 : 백령도에 찾아오는 물새들과 습지, 저어새의 생태, 백령도 번식지와 대만 서식지를 

오가며 살아가는 저어새(E05)이야기, 저어새 그려보기, 저어새 보호를 위한 나의 

실천방안 등 

③ 물새학교 3회

 - 주제 : 백령도에서 번식하는 바다새들(괭이갈매기) & 현장 탐조

 - 강사 : 최유성 연구원(소청도 국가철새연구센터)

 - 일시 : 2021년 5월 15일(토) pm 2:00~6:00

 - 장소 : (실내)백령종합사회복지관 강의실, (실외) 괭이갈매기 번식지역 

 - 인원 : 총 30명 (초등 5-6학년 24명, 강사 및 진행 6명)

 - 세부 내용 : 백령도에서 번식하는 바다새들 현황, 괭이갈매기 생태(번식과 이동현황), 새를 연구/

조사하는 방법(가락지 부착 등), 현장 탐사(장촌, 관창동 괭이갈매기 번식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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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물새학교 4회 및 마무리 

 - 주제 : 집 주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새들 이야기 & 수료

 - 강사 : 박정운 단장(인천녹색연합)

 - 일시 : 2021년 5월 28일(금) pm 4:00~6:00

 - 인원 : 총 30명 (초등 5-6학년 24명, 강사 및 진행 6명)

 - 장소 : 백령종합사회복지관 강의실, 복지관 주변 정원 

 - 세부 내용 : 집 주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새들 알아보기, 새 소리 듣고 이름 알아맞히기, 루페를 

이용하여 관찰하고 그림그리기, 현장 탐사(복지관 주변에서 새들이 머무는 나무와 

풀숲 관찰), 영상 촬영 협조 등

2) 백령도 습지와 새 관련 홍보 영상

Ÿ 목적 : 백령도를 찾아오는 이동물새 및 다양한 철새들 현황과 서식지로 이용하는 백령도의 습지들을 영상

으로 제작하여 백령도 지역 사회 및 일반인들에게 배포. 새들의 중간기착지로서 백령도의 중요성 

홍보 

Ÿ 기간 : 2021년 5월 ~ 2021년 6월 말

Ÿ 지역 : 백령도 일원 

Ÿ 세부사업내용(홍보영상 내용구성)

① 고니(흰날개)의 섬, 철새들의 천국, 백령도 

 - 백령도 명칭 유래와 새 이야기

 - 철새들의 천국, 백령도 

② 백령도에서 관찰할 수 있는 새들은 

 - 백령도를 찾아오는 주요 철새들, 우점종, 멸종위기종 

 - 대표적인 새들 소개 : 저어새, 괭이갈매기, 황새, 큰기러기...그 외 

③ 새들에게 백령도가 중요한 이유 

 - 지리적 특징

 - 다양한 습지

④ 철새의 이동경로와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철새의 이동 경로

 - 철새의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

⑤ 새와 인간의 관계

3. 모니터링 기초자료 첨부 (모니터링 사업만 해당)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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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사진 / 비디오 / 기타 첨부 자료

1) 사업 사진 

① 철새학교_2020. 11. 21

② 물새학교_202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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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물새학교_2021.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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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물새학교_2021. 5. 28

2) 홍보 영상 : 별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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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론보도 

①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1122010004359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112201000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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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6796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6796


|  재단법인 EAAFP 2020 민간단체 지원사업 최종 결과 보고  |

▪  62  ▪

③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0174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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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자체평가

1. 사업 추진 결과 잘된 점 

1) 물새학교(변경 전, 철새학교)

- 지역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탐조 및 탐구활동을 통해 지역 내 관심을 형성함.

- 청소년 방과후 활동과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청소년 철새탐구 동아리를 추진할 것.

- <인천녹색연합-소청도 국가철새연구센터-백령종합사회복지관/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백령-대

청권 지역 내에 철새 등 생태교육 협력체계 구축(계기 마련)

2) 홍보영상 

- 백령도의 습지와 새를 주제로 한 홍보 영상물 제작은 처음으로, 백령도 청소년 및 지역 주민 교육

용으로 활용하며 백령도 탐조 여행자에게 정보 제공으로 활용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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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소년 물새학교(변경 전, 철새학교) 

- 코로나19 발생 및 확산, 지속에 따른 어려움 : 모임 인원수 및 공공기관 출입 규정 등으로 12월 

초 예정했던 2차 철새학교 일정을 여러 차례 변경.

- 섬 지역 특수성(날씨, 방학)으로 인한 어려움 : 백령도는 학교가 방학을 하면 학생들이 육지로 나

가있다가 개학시기에 맞춰 들어오는 현상이 있음. 또한 2021년 1~2월 사이(겨울방학 기간)에 백

령도 일대 많은 폭설 여파로 교육 프로그램 진행의 어려움 발생.

2) 홍보 영상 

- 해상의 날씨 영향으로 잦은 여객선 통제 등이 발생함에 따라 촬영팀의 입도 및 출도 일정 차질이 

빚어짐. 사업변경으로 짧은 기간에 완성해야 하다보니 촬영 일정 조정 어려움이 있었음. 촬영 기

간 연장 등으로 제작 일정 및 프로젝트 마감 일정에 영향을 받음.

3.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및 건의사항 

1) 청소년 철새탐구 모임 운영 및 지원 : 이번 사업의 결과로 백령도 내에 청소년 철새탐구 모임을 

운영하기로 하였으므로 인천녹색연합-백령종합사회복지관/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소청도 국가철

새연구센터의 지속적인 지원 및 협력

2) 철새 아카데미 운영 : 백령도 내 일반 주민 및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021.5.27. 백령도가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 내에 생태경관에 

대한 관심 및 탐조인들의 백령도 방문 증가 예상. EAAFP 재단과 철새탐조 가이드 양성 및 철새

생태관광 프로그램 협력 





재단법인 이에이에이에프피

2020 민간단체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사업개요〉

n 단 체 명 : 인천야생조류연구회

n 사 업 명 : 인천 교동도의 새와 탐조관광

n 사업기간 : 2020년 10월 22일~2021년 6월 3일

n 사 업 비 : 5,000,000원

2021. 6. 6.

인천야생조류연구회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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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사업명
인천 교동도의 새와

탐조관광

공모 분야 일반공모

주제별 구분

모니터링 사업

지역주민 대상

역량강화 사업

사업기간 2020 년 10 월 1 일 ~ 2021 년 5 월 31 일( 8 개월)

사업목적

- 인천 관내에서 가장 논습지가 발달한 곳인 교동도를 대상으로 도래하는 조류를 

모니터링하여 주요 서식 장소를 파악한다. 또한 도래 조류의 특징을 파악한다.

- 주요 철새 도래 장소를 시기적으로 파악하여 시기별 탐조 관광코스를 개발한다.

사업내용 요약 

- 수혜대상 및 지역 :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일대

- 사업추진 방법 : 시기별 모니터링 및 자료 분석, 탐조 관광 코스 개발

- 기대효과 : 철새이동경로의 연구 및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이동성 물새와 

서식지에 대한 지식구축과 정보 교환 촉진

총 사업비 (단위:원)
계 지원금 기타

5,000,000원 5,000,000원 -

제출일자 2021 년 6 월 6 일

II. 사업운영결과 

1. 일정별 추진실적

시기 사업계획 세부추진결과 (실적) 달성율

2020년 10월 회의 2020/10/22(목) 일정 및 세부 추진 계획 수립 100%

2020년 11월 조류 모니터링 2020/11/08(일)

회의 2020/11/12(목)

조류 모니터링 2020/11/26(목)

모니터링 실시 및 관련 회의 100%

2020년 12월 조류 모니터링 2020/12/13(일) 모니터링 실시 100%

2021년

1월

조류 모니터링 2021/01/03(일)

조류 모니터링 2021/01/21(목)

회의 2021/01/25(월)

조류 모니터링 2021/01/31(일)

모니터링 실시 및 관련 회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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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성과 분석

l 수혜대상 :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일대 주민 및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 주민

l 사업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도

- 조사지역 분할(하천 및 도로를 기점으로)

그림 1. 인천광역시 교동도 조사지역 전체 지도 및 조사 지역 분할

시기 사업계획 세부추진결과 (실적) 달성율

2021년

2월

조류 모니터링 2021/02/07(일)

조류 모니터링 2021/02/18(목)

 회의 2021/02/18(목)

조류 모니터링 2021/02/28(일)

모니터링 실시 및 관련 회의 100%

2021년

3월

조류 모니터링 2021/03/14(일)

 회의 2021/03/14(일)

조류 모니터링 2021/03/25(목)

모니터링 실시 및 관련 회의 100%

2021년

4월

조류 모니터링 2021/04/04(일)

 회의 2021/04/07(토)

 회의 2021/04/09(금)

조류 모니터링 2021/04/11(일)

모니터링 실시 및 관련 회의 100%

2021년

5월

 회의 2021/05/03(월)

조류 모니터링 2021/05/09(일)

 회의 2021/05/09(일)

 회의 2021/05/17(월)

모니터링 실시 및 자료 정리, 

결과 보고서 관련 회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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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업목표
- 인천 관내에서 가장 논습지가 발달한 곳인 교동도를 대상으로 도래하는 조류를 모니터링하여 주

요 서식 장소를 파악한다. 또한 도래조류의 특징을 파악한다. 

→ 본 계획대로 14회의 조류 모니터링을 통해 총 종 수 114종, 총 개체수 109,386개체의 조류를 

조사하였고 각각의 조류가 교동도 어느 곳에 분포하는지 지도에 표시하여 도래하는 조류의 주요 

서식지를 파악하였다.

그림2. 모니터링 전체 결과표

그림3. 교동도 조류 도래지역(전체 조류)

주요 철새 도래 장소를 시기적으로 파악하여 시기별 탐조 관광 코스를 개발한다. → 조사 결과 가
장 우점하는 조류는 쇠기러기였다. 쇠기러기의 우점도는 73.87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며 이는 기
러기 탐조의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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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겨울철 우리나라에 도래하는 기러기류는 10월 초부터 찾아와서 3월 말이면 우리나라를 
떠나 북쪽으로 이동한다. 기러기류의 이동에 가장 큰 변수는 기온과 눈으로 논이 넓은 교동도에 찾
아온 기러기류는 교동도에서 논에 떨어진 낙곡을 먹고 살지만 날씨가 추워지거나 눈이 와서 낙곡을 
먹을 수 없을 때는 남쪽으로 다시 이동을 시작한다.

기러기류나 오리류를 따라 같이 내려온 맹금류들은 기러기 탐조와 더불어 탐조의 백미를 이루고 있
어 겨울철 교동도 탐조 여행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탐조지인 천수만과 견줄 만하다고 판단된다. 본 
모니터링에서 조사된 흰죽지수리, 큰말똥가리 흑색형, 독수리, 흰꼬리수리, 쇠황조롱이 등은 탐조인
들에게 호평을 받는 맹금류들이다. 특히 수도권과 멀리 떨어져 있는 천수만에 비해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교동도의 경우 탐조 관광의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교동도의 경우 우리나라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도래하는 기러기류의 이동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소라고 사료된다.

그림4. 쇠기러기 시기별 개체수 변화 

그림5. 기러기류 도래 지점과 탐조 관광 대상 지역

탐조 관광은 단순히 최대 도래 지역이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 조사 결과 교동도 전지역으로 기러기
류가 도래하고 있고 몇몇 지점의 경우 도래 비율 및 개체수가 월등히 높은 곳이 있기는 하지만 차
량이 다니는 도로나 민가 지역이어서 쉽게 교란되는 약점이 있다. 따라서 최적의 탐조 지역은 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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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류가 도래하고 있는 지점 중 사람의 출입이 덜하고 주변에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이 좋
다. 그렇게 선정된 곳이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세 지점이다.

ⓐ지점(37°48'26.9"N 126°13'57.2"E, 강화군 교동면 지석리 999-14)은 사람의 출입이 덜하고 교
란을 받았을 때 인근 농지나 갯벌이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는 지점으로 선정된 지점 중 가장 탐조 
관광의 효과가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남쪽과 동쪽의 도로에 탐조대를 설치하면 보다 효과적인 
탐조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지점에 지속적으로 기러기류의 먹이를 공급해 주면 효과가 극
대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점(37°47'59.2"N 126°17'13.3"E, 강화군 교동면 고구리 1670)은 고구저수지 북서쪽에 위치한 
지점으로 역시 사람의 왕래가 덜하여 교란을 적게 받을 수 있다. 교란을 받게되면 인근의 고구저수
지나 농경지로 이동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남쪽의 고구저수지 둑방이나 동, 서쪽의 도로에 탐조
대를 설치하면 보다 효과적인 탐조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지점에 지속적으로 기러기류의 
먹이를 공급해 주면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점(37°47'33.7"N 126°13'29.0"E, 강화군 교동면 무학리 788-8)은 난정저수지 북쪽에 위치한 
지점으로 역시 사람의 왕래가 덜하여 교란을 적게 받을 수 있다. 교란을 받게되면 인근의 난정저수
지나 농경지로 이동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서쪽과 남쪽의 도로에 탐조대를 설치하면 보다 효과적
인 탐조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지점에 지속적으로 기러기류의 먹이를 공급해주면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탐조대 설치에 대한 제안

탐조대는 새를 보기위해 만든 장소로 목적에 충실해야할 필요가 있지만 새를 잘 모르는 시민단체나 
행정가들에 의해 외곡되어 새를 볼 수 없는 탐조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보고서에
서는 탐조가 가능한 탐조대를 제안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탐조대는 남쪽에서 북쪽을 볼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이런 설치는 해를 등지고 설치가 
되는 것으로 이 방향이 아니면 새가 역광에 있게되어 모든 새가 검게 보인다. 또한 탐조대는 새를 볼 
수 있는 충분한 시야가 확보되어야 한다. 탐조대 앞에 나무나 다른 구조물이 있다면 잘못 설치된 탐조
대이다. 일본의 동경만 야조공원의 경우도 최적의 시야 확보를 위한 탐조대가 설치되어 있다.

그림6. 시야 확보를 위해 앞으로 돌출되어 있는 일본 동경만 야조공원의 탐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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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조대의 진입로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바닥에 야자수 매트가 깔려 있어야 하고 집입로의 주변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되어 있어야 한다. 새를 보러 탐조대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사람이 노출되면 새
는 당연히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다. 또한 탐조대 내부는 밖에 있는 새가 탐조대 안을 봤을 때 사람
이 보이지 않도록 빛을 차단하여 어둡게 만들어야 한다.

그림7. 일본 동경만 야조공원에 설치된 탐조대

안타깝게도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진 탐조대가 우리나라에는 없다. 그래도 비교적 잘 만들어졌다고 
평가되는 대표적인 탐조대는 강릉 남대천에 있는 탐조대이다. 이 탐조대는 2층 구조로 되어 있어 1
층에서는 조류 촬영이 가능하고 2층에서는 필드스코프를 이용한 탐조가 가능하다. 또한 진입로 역
시 차단되어 새를 교란시키지 않고 탐조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다. 다만 아쉬운 점은 탐조
대 앞에 갈대를 구제하지 못하여 현재는 탐조대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탐조대는 지속적
인 관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사전에 구축되어야 한다.

그림8. 2층 구조로 되어 있는 강릉 남대천의 탐조대

교동도에 원칙이 잘 지켜진 탐조대가 만들어진다면 누구나 쉽게 새를 관찰할 수 있고 교동도의 새
로운 관광 명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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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먹이주기 결과 천수만에 찾아온 흑두루미

겨울철 조류 먹이주기에 대한 제안

탐조 관광을 위해 조류를 유인하는 방법 중 먹이는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 추운 겨울을 피해 우리
나라에 찾아온 새들에게 적당한 양의 먹이를 주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먹이를 주면 안 
된다는 근거 없는 주장 때문에 한동안 먹이주기 활동이 어려운 시절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조금씩 
먹이주기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새들에게 먹이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곳은 서산
의 천수만이다.
먹이주기 반대를 주장하는 부류들의 주장 중 조류 바이러스를 예로 드는 일도 있으나 이 역시 아무 
근거가 없는 주장이고 논리적으로도 모순이 된다. 조류 바이러스가 야생조류로부터 기인한다는 주장
에 대한 근거를 따지지 않더라도 정부의 주장처럼 조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새들
에게 먹이를 찾기 위해 모든 곳을 돌아다니게 하는 것이 조류 바이러스 방역에 도움이 되는지, 아
니면 먹이를 주어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조류를 한 곳에 모아두는 것이 방역에 도움이 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새들에게 먹이를 주었을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집단 감염에 의한 폐사가 대표적이다. 이는 먹이 
주는 장소를 여러 곳으로 분산시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체 검
사를 실시하여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류 먹이주기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새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양과 주기를 설정하여 실시한다면 
탐조 관광에 매우 효과적인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교동도의 경우 천수만에 비해 면적이 
적기 때문에 먹이주기에 필요한 먹이의 양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 판단된다.
쌀로 유명한 교동도에 기러기가 먹는 쌀이라는 홍보 문구는 교동쌀의 가치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
는 충분한 홍보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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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니터링 기초자료 첨부 (모니터링 사업만 해당)

(1) 1차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 및 분석표 특이 사항

1. 쇠기러기의 우점도가 압도
적으로 높고 이들을 사냥하
는 맹금류 역시 다양하게 도
래하고 있음.
2. 특히 말똥가리류 조류의 
개체수와 다양성이 높음. 이
는 농경지가 많은 교동도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2) 2차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 및 분석표 특이 사항

1. 전체적인 개체수는 줄어
들었지만 쇠기러기의 우점도
가 증가하고 종 풍부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쇠기
러기의 이동은 줄어들고 다
른 조류의 이동이 늘어난 것
으로 판단됨.
2. 맹금류의 개체수도 줄어들
고 있어 조류의 이동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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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차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 및 분석표 특이 사항

1. 2차에 비해 총 개체수는 
더 줄어들고 있다. 개체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기온이 낮
아지면서 이동하는 조류가 
많아지기 때문으로 파악된
다.
2. 여전히 우점종은 쇠기러
기이며 크기가 큰 맹금류의 
경우 이동하지 않고 머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4차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 및 분석표 특이 사항

1. 3차와 비슷한 결과가 
조사되었고 기온 변동이 
적어 조류의 이동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2. 독수리 등 대형 맹금류
의 개체수가 많아졌고 이
는 뒤늦게 도래하는 개체
의 증가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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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차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 및 분석표 특이 사항

쇠기러기가 우점종이긴 하지
만 4회 모니터링에 비해 
1/3 수준으로 개체수가 줄
어들었고 잘 보이지 않던 
큰기러기의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독수리의 개체
수도 반 이상 줄어들었다. 
기온이 낮아지면서 빈번한 
이동이 지속되는 것으로 파
악된다.

(6) 6차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 및 분석표 특이 사항

1. 기온의 변화로 개체수 
및 종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특히 낙곡을 주로 먹는 기
러기의 경우 눈이 오면 먹
이활동이 힘들어서 개체수 
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2. 산새들의 종류와 개체수
가 증가하는 것 역시 비슷
한 이유라고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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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차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 및 분석표 특이 사항

1. 겨울철 교동도에 도래하
는 조류의 종수는 30~40여
종 정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2. 또한 교동도에 도래하는 
맹금류 역시 4~6마리 정도
가 한계라고 파악된다. 다만 
평야가넓은 지리적인 특성상 
다른 지역에 비해 관찰이 
용이하다.

(8) 8차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 및 분석표 특이 사항

1. 서서히 개체수와 우점도
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다
시 번식지인 북쪽으로 올라
가는 조류의 이동이 시작되
었음을 의미한다.
2. 겨우내 들판의 낙곡이 
모두 소진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상하는 조류
의 이동속도는 매우 빠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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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차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 및 분석표 특이 사항

1. 조사 기간 중 가장 낮은 
개체수가 확인 되었다. 우점
종은 쇠기러기지만 우점도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2. 이는 조류 이동의 정점
을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되
며 쇠기러기 입장에서 가장 
힘든 시기라고 추정된다.

(10) 10차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 및 분석표 특이 사항

1. 북상하는 쇠기러기의 증
가로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
하고 있으며 우점도 역시 
가장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다.
2. 현장에서도 비무장지대 
해안을 건너 북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기러기 무리를 쉽
게 관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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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차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 및 분석표 특이 사항

1. 조사 과정에서 처음으로 
우점종이 바뀐 결과가 나타
났다. 쇠기러기는 대부분 북
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된
다.
2. 이제 우점도가 정상에 
가까운 흰뺨검둥오리가 우점
종으로 조사되었다.
3. 겨울철 탐조 관광은 3월 
말이면 종료됨을 보여준다.

(12) 12차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 및 분석표 특이 사항

1. 겨울철새의 이동이 끝나
고 잠시 조류 이동의 휴식
기에 접어든 모습이다.
2. 새들의 봄 이동은 개체
수의 증가 보다는 종수의 
증가를 뚜렷하게 보여주며 
특히, 도요, 물떼새의 도래 
상황에 따라 교동도의 특징
을 잘 보여줄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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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3차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 및 분석표 특이 사항

1. 개체수는 줄어들지만 종
수가 늘어나는 전형적인 봄
철 조류 이동이 진행되고 
있다.
2. 갯벌에 도래하는 도요물
떼새가 적게 관찰되고 있으
며 이 결과는 교동도의 특
성일 것으로 파악된다.
3. 민물에 들어오는 도요물
떼새와 여름 철새의 이동이 
가속되고 있다.

(14) 14차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 및 분석표 특이 사항

1. 도래하는 조류의 종류
가 겨울철과 완전히 달라
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모내기를 위한 논갈이
가 한창이었고 먹이를 찾
아 도래한 중대백로, 중백
로, 쇠백로, 황로 등 백로
류의 증가가 확연히 상승
하였고 저어새 역시 급속
도로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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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사진/비디오/기타 첨부 자료

- 항라머리검독수리(2020.11.08. 안형근) : 매우 드물게 우리나라에 도래하는 대형 맹금류로 어린

새가 주로 찾아온다. 관찰 개체도 어린새로 1차 모니터링 37°48'03.6"N 126°19'05.3"E 지점에

서 관찰되었다. 멸종위기 Ⅱ급, IUCN VU

- 캐나다기러기(2020.11.08. 안형근) : 매우 드물게 관찰되지만 교동도에서는 관찰 빈도가 비교적 

높은 미조다. 우리나라에 도래하는 아종 중 캐나다기러기 / Aleutian Cackling Goose (B. 

h.leucopareia)다. 1차 모니터링 37°46'57.5"N 126°14'10.2"E 지점에서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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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매(2021.01.21. 고정임) : 드문 겨울 철새로 멸종위기 Ⅱ급이며 천연기념물 323-1호다. 사진

의 개체는 어른새로 오리류를 사냥했다. 교동도에는 최소 3마리 정도의 참매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회 모니터링 37°48'06.9"N 126°14'52.6"E 지점에서 관찰되었다.

- 쇠기러기(2021.02.07. 김대환) : 교동도의 우점종인 쇠기러기다. 특이한 사실은 다른 지역의 경

우 쇠기러기와 큰기러기가 일정 비율을 이루어 도래하지만 교동도의 경우에는 큰기러기가 매우 

적고 기러기류의 대부분은 쇠기러기로 조사되었다. 사진의 개체는 7회 모니터링에서 관찰된 개체

로 37°46'09.4"N 126°15'44.2"E 지점에서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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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죽지수리(2021.03.14. 김대환) : 매우 드문 겨울철새로 멸종위기 Ⅱ급이며 IUCN VU에 해당

하는 대형 맹금류다. 겨우내내 월동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워낙 은밀한 조류로 실체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사진의 새는 어른새로 접어드는 덜 자란 새로 판단되며 10차 모니터링 

37°47'15.7"N 126°15'00.8"E 지점에서 관찰되었다.

- 쇠기러기 무리(2020.12.13. 조정애) : 교동도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적게는 수

십에서 많게는 수천 마리의 쇠기러기 무리를 관찰할 수 있다. 먹이 부족과 사람들의 교란으로 인

해 자주 무리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3차모니터링 37°47'38.7"N 126°13'28.7"E 지점에서 관

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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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사진 : 3개 조로 나뉘어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하였다.

- 운영진 회의 사진 : 총 10회에 걸쳐 운영진 회의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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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찰 조류 목록 (IOC Ver.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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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니터링 조사일 기상 관측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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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니터링 조사자 명단

성명 전화번호 지역 소속

1 김OO

2 안OO

3 박OO

4 이OO

5 정OO

6 고OO

7 이OO

8 신OO

9 조OO

10 김OO

11 정OO

12 안OO

13 오OO

14 이OO

15 김OO

16 조OO

17 황OO

18 김OO

III. 자체평가

1. 사업 추진 결과 잘된 점

- 코로나 상황에서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계획했던 모든 조사를 아무런 문제없이 완벽하게 진

행할 수 있었던 점은 운영진의 철저한 계획의 결과라고 자평할 수 있다. 또한 날씨 변화로 인해 

조사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조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 본 조사는 단순한 모니터링 차원을 넘어 조사된 조류를 GIS 기반의 네이처링이라는 어플에 표시

하여 도래지점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탐조 관광이 가능한 지점을 정확히 제시하였다. 탐조 관광에 

필요한 탐조대 및 먹이주기를 제시하여 보다 원활한 탐조 관광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2. 예상 외 변수 등으로 부진함 점, 사업 추진 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코로나가 창궐하는 상황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운영진 및 조사자들의 슬기로운 

대처로 무난히 조사를 마칠 수 있었다.

- 일정별 세부 추진계획 변경 및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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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및 건의사항

- 아직 코로나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계획이 가능할지 의문이며 기본적인 동정 능력 

숙달 및 모니터링 기법을 숙달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재단법인 이에이에이에프피

2020 민간단체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사업개요〉

n 단 체 명 : DMZ생태연구소

n 사 업 명 : 한강-임진강하구 이동성 물새류 모니터링

n 사업기간 : 2020년 9월 30일~2021년 5월 31일

n 사 업 비 : 5,000,000원

2021. 5. 27.

DMZ생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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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사업명
한강-임진강하구 이동성 물새

류 모니터링

공모 분야 일반공모

주제별 구분 모니터링 사업

사업기간 2020 년 09 월 30 일 ~ 2021 년 05 월 31 일(8 개월)

사업목적

○ 한강-임진강 하구의 이동성 물새류의 현황을 파악한다.

○ 민간인 활동이 제한되어 조류 다양성이 높은 서부 민통선과 임진강 권역을 조사하여 

물새류의 서식지 이용 현황을 기록한다.

○ 시민 참여형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생물상을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생물 다양성과 자연 보전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인다.

○ 많은 이동성 물새의 서식지인 DMZ 와 서부 민통선을 포함하는 파주-연천지역의 

논습지와 임진강의 생태적 중요성을 알린다.

사업내용 요약 

서부 민통선과 한강-임진강 하구를 포함하는 조사구역을 3 조 또는 4 조를 위한 동선으

로 나누어 동시에 조류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매 조사는 일정한 동선으로 이동하며 조

사구역은 3-4 시간 이내로 조사한다. 조류의 개체 수와 특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중

복 계수를 방지한다. 멸종 위기 종은 GPS 를 기록한다. 조사기간 동안 가을·겨울·봄철 

이동성 물새류를 관찰할 수 있다. 누적 시민 조사자 수는 88 명이다. 한강-임진강 일원

에서 발견된 종 수는 101 종, 누적 개체 수는 222,120 마리, 일 평균 31,731 마리가 

한강-임진강하구에 발견되었다. 멸종위기 1 급 조류는 7 종, 멸종위기 2 급 조류는 13 종

이 발견되었다. 

총 사업비 

(단위:원)

계 지원금 기타

￦5,000,000 ￦5,000,000

제출일자 2021 년 6 월 6 일

II. 사업운영결과 

1. 일정별 추진실적

시기 사업계획 세부추진결과 (실적) 달성율

20년 10월 n 모니터링 구역 설계
n 모니터링 사전 교육
n 사전 조사

n 모니터링 구역 설정 및 
모니터링 방법 공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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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성과 분석 

l 사업대상지는 파주 지역의 한강 및 임진강 하구 지역이고 인근 지역주민들을 비롯하여 시민 
조사자와 함께 모니터링을 수행함.

- 누적 88명이 참여
l 사업 목표를 100% 달성함. 

- 매월 1회 모니터링
l 이 지역에서 보기 드문 철새인 먹황새(멸종위기1급 조류)를 발견하였음.

3. 모니터링 기초자료 첨부

- 조류 조사 구역은 한강-임진강하구 지역(A)와 서부 민통선 및 임진강 지역(B)을 포함하였다(그림 1).

그림 1. 조사구역 구분

- 조사구역 전체에서 조류 101종을 발견하였으며, 누적 개체수는 222,120마리로 집계되었다(표 1). 

- 조사구역 전체에서 발견된 조류를 월별로 보자면, 10월은 43종, 72,000개체 11월은 52종 

시기 사업계획 세부추진결과 (실적) 달성율

20년 10월

~

21년 4월

n 이동성 물새류 모니터링 n 월 1회 모니터링 실시
n 모니터링 참여 시민 조사자 

누적 88명

100%

21년 5월 n 모니터링 데이터 정리 및 
보고서 작성

n 최종보고서 작성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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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41개체, 12월은 56종 34,742개체, 1월은 51종 26,705개체, 2월은 58종 26,024개체,  

3월은 56종 5,629개체, 4월은 3,379개체를 기록하였다(그림 2).

- 조사기간 내 발견된 멸종위기조류 1급은 7종으로 총 250마리가 집계되었고 멸종위기조류 2급은 

13종으로 총 64,999마리가 집계되었다(표 2).

<표 1> 모니터링 결과

위치 종명
2020년 2021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a 개리 　 2 7 　 194 17 22

a 까치 1 　 5 4 1 2 6

a 넓적부리 　 6 　 　 　 　 　

a 노랑부리저어새 　 　 17 　 4 　 　

a 노랑지빠귀 　 　 　 　 1 　 　

a 노랑턱멧새 　 　 　 　 5 　 　

a 독수리 　 　 12 　 1 　 　

a 되새 　 　 20 145 　 9 　

a 말똥가리 　 　 3 　 1 1 　

a 멧비둘기 　 1 8 19 　 3 　

a 물닭 　 　 　 1 3 　 　

a 민물가마우지 2 1 　 　 4 8 7

a 박새 　 　 　 　 　 4 　

a 방울새 　 　 　 　 3 　 　

a 붉은머리오목눈이 　 　 　 　 　 　 6

a 비오리 　 　 　 4 　 　 　

a 삑삑도요 　 　 　 　 　 　 2

a 쇠기러기 7925 4409 119 1589 338 287 12

a 쇠오리 6 8 30 　 51 11 49

a 스윈호오목눈이 　 　 　 　 2 　 　

a 쑥새 　 　 10 　 　 　 　

a 알락할미새 　 　 3 　 2 　 　

a 왜가리 1 3 5 　 　 1 　

a 재갈매기 8 1 　 1 55 3 17

a 저어새 10 7 　 　 　 　 　

a 중대백로 8 5 　 1 　 1 8

a 참매 　 　 　 1 　 　 　

a 참새 3 　 　 60 　 　 　

a 청둥오리 　 85 7 54 158 32 2

a 큰기러기 26960 1925 1115 151 56 1 17

a 큰부리까마귀 　 2 　 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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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종명
2020년 2021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a 황오리 　 　 　 　 2 　 　

a 황조롱이 　 　 　 　 　 1 　

a 흰꼬리수리 　 　 2 4 8 　 　

a 흰뺨검둥오리 167 28 135 59 52 19 113

a 흰죽지 　 　 　 　 40 　 　

b 개똥지빠귀 1 　 1 1 4 35 8

b 개리 　 12 　 　 　 　 　

b 검독수리 1 　 　 1 　 　 　

b 검은딱새 　 　 　 　 　 1 5

b 검은머리촉새 5 　 　 　 　 　 　

b 곤줄박이 　 　 1 　 1 1 1

b 까마귀 2 65 17 　 　 3 12

b 까치 174 354 210 242 155 195 91

b 꺅도요 　 　 　 　 　 4 1

b 꼬마물떼새 　 　 　 　 　 8 　

b 꿩 5 1 5 4 12 16 29

b 넓적부리 　 7 　 　 　 19 　

b 노랑눈썹솔새 3 　 　 　 　 　 　

b 노랑부리저어새 　 　 　 　 　 17 　

b 노랑지빠귀 　 1 3 11 3 16 8

b 노랑턱멧새 113 242 245 574 569 226 16

b 논병아리 　 　 6 1 　 2 　

b 독수리 　 13 42 77 205 50 　

b 동고비 　 　 　 1 1 　 1

b 되새 591 45 301 427 94 132 31

b 되지빠귀 　 　 　 　 　 　 1

b 두루미 　 9 82 38 28 　 　

b 딱새 57 20 32 156 3 13 14

b 때까치 13 8 8 6 1 1 1

b 떼까마귀 　 　 　 　 350 103 　

b 말똥가리 12 11 29 12 7 11 2

b 매 　 　 　 1 　 　 1

b 먹황새 　 2 　 　 　 　 　

b 멧비둘기 65 206 634 897 129 405 77

b 멧새 　 　 　 　 　 102 1

b 물까치 29 1 2 32 28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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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종명
2020년 2021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b 물닭 　 　 2 　 　 　 　

b 물총새 　 　 　 　 　 　 1

b 민물가마우지 19 13 　 1 102 136 32

b 밀화부리 　 　 　 19 　 7 1

b 박새 51 159 92 107 78 145 159

b 방울새 11 　 58 89 5 55 9

b 밭종다리 　 　 3 　 　 　 　

b 붉은머리오목눈이 291 381 74 90 230 606 272

b 비오리 　 11 42 145 18 　 　

b 삑삑도요 　 　 　 1 　 　 　

b 산솔새 　 　 　 　 　 　 1

b 새매 1 2 1 　 　 　 　

b 쇠기러기 16258 33385 23185 14980 12394 1172 253

b 쇠딱다구리 　 4 4 2 3 6 2

b 쇠박새 23 14 7 25 34 71 42

b 쇠백로 　 　 　 　 　 　 3

b 쇠오리 1 1 4 15 11 6 11

b 쇠황조롱이 　 2 　 　 　 　 　

b 스윈호오목눈이 　 　 　 　 　 1 　

b 쑥새 2120 993 807 958 252 260 6

b 알락할미새 　 　 　 　 　 6 6

b 어치 　 　 2 　 　 　 　

b 오목눈이 　 2 5 　 　 1 　

b 오색딱다구리 　 3 5 7 4 8 4

b 왜가리 13 1 3 　 7 17 13

b 원앙 　 　 　 　 　 　 5

b 재갈매기 13 1 5 　 4 26 10

b 재두루미 7 175 321 168 203 23 　

b 잿빛개구리매 1 4 1 2 7 2 　

b 저어새 4 　 　 　 　 　 　

b 중대백로 8 19 5 12 10 14 30

b 직박구리 47 40 58 50 10 11 6

b 진박새 　 　 　 　 　 2 　

b 찌르레기 　 　 　 　 　 59 47

b 참새 156 87 1558 505 261 518 384

b 참수리 　 　 1 1 　 　 　

b 청둥오리 27 653 482 116 165 3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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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한강-임진강 겨울철 조류 월별 종 수 및 개체수 현황

위치 종명
2020년 2021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b 청딱다구리 1 　 　 1 2 15 12

b 촉새 3 　 　 　 2 　 　

b 콩새 　 2 4 　 　 　 1

b 큰고니 1 　 　 　 　 　 　

b 큰기러기 16493 7390 2888 1946 2286 111 13

b 큰말똥가리 　 1 1 　 　 　 　

b 큰부리까마귀 99 94 151 205 83 91 25

b 큰오색딱다구리 2 1 　 　 　 1 　

b 황오리 2 　 　 　 　 　 　

b 황조롱이 5 6 5 1 　 1 7

b 후투티 　 　 　 　 　 2 　

b 흰기러기 　 　 　 1 　 　 　

b 흰꼬리수리 　 4 4 13 15 1 　

b 흰배멧새 2 　 10 1 　 　 　

b 흰비오리 　 　 1 　 　 　 　

b 흰뺨검둥오리 169 123 48 136 192 43 56

b 흰뺨오리 　 　 7 　 　 　 　

b 흰죽지 　 　 　 3 81 　 　

b 힝둥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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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멸종위기조류 목록 및 개체수

멸종위기등급 종명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Ⅰ급

검독수리 1 　 　 1 　 　 　

두루미 　 9 76 41 40 　 　

매 　 　 　 1 　 　 1

먹황새 　 2 　 　 　 　 　

저어새 14 7 　 　 　 　 　

참수리 　 　 1 1 　 　 　

흰꼬리수리 　 4 6 17 27 1 　

Ⅱ급

개리 　 14 7 　 194 17 22

검은머리촉새 5 　 　 　 　 　 　

노랑부리저어새 　 4 22 　 4 17 　

독수리 　 12 55 77 225 50 　

새매 1 2 1 　 　 　 　

재두루미 7 168 321 178 301 23 　

잿빛개구리매 1 4 2 2 7 2 　

참매 　 　 　 1 　 　 　

큰고니 1 　 　 　 　 　 　

큰기러기 43453 9961 4450 2226 2998 125 28

큰말똥가리 　 1 1 　 　 　 　

흰목물떼새 　 　 　 　 3 　 3

흰죽지수리 　 　 　 　 3 　 　

3. 사업 사진 / 비디오 / 기타 첨부 자료

그림3. 조류조사팀 이동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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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자체평가

1. 사업 추진 결과 잘된 점 

- 물새 서식지로서 한강과 임진강의 중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마련하였음. 

-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하여 민간단체와 지자체, 지역 주민 등이 본 사업 자료를 공유하

여 협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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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3.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및 건의사항 

- 국제기구로서, 국내 실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지만, 국내 습지를 잘 보전
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함께하기를 기대함.

- 파주시를 EAAFP 모니터링 사이트로 지정하고 습지보호지역을 임진강 유역까지 확장하는 등 습
지 보전을 위한 다방면의 보전 전략이 필요함.



재단법인 이에이에이에프피

2020 민간단체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사업개요〉

n 단 체 명 : 인천환경운동연합

n 사 업 명 : 시민들과 함께하는 인천 탐조 생태 기행

n 사업기간 : 2020년 11월~2021년 4월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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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까지 인천을 

찾는 철새 탐조.

- 다양한 홍보 방식으로 전문가 2명의 안내를 받아 일반 시민 모집형으로 진행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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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여론을 

형성.

- 인천광역시의 이동 철새 보호 정책과 예산 수립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여, 지

속적인 대시민 홍보 및 교육사업 시행.

총 사업비 (단위:원)
계 지원금 기타

5,000,000 5,000,000

제출일자 2020. 0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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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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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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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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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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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 

○ 철책갯벌에서 독수리 12마리 발견

 - 성체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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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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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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 때문에,
    멸종위기 새가 됨.
  - 황오리 10, 왜가리 3, 천둥오리 50, 흰뺨검둥오리 60
  <고잔갯벌>
  - 붉은어깨도요, 검은머리갈매기 300, 흰물때세, 개꿩 100, 민물도요 700
    알락꼬리마도요, 도요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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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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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 추진 결과 잘된 점 

- 각각의 탐조에서 만난 새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직접 보고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
았다.

- 조류 서식지와 주변환경에 따른 변화와 인간이 새들과 살기 위해 조심해야 할 것들을 배
웠다.

- 두루미가 나이에 따라 색이 다르고, 머리에 빨간 점이 위치하고, 멸종위기 종이고, 가족끼리 
무리생활을 한다는 등의 새로운 사실을 앎.

- 갯벌을 보존의 필요성에 대해 알게 됐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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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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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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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해

야겠다.



재단법인 이에이에이에프피

2020 민간단체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사업개요〉

n 단 체 명 : 시흥갯골사회적협동조합

n 사 업 명 : 시흥습지 시민모니터링 활성화

n 사업기간 : 2020년 10월 22일 ~ 2021년 5월 31일

n 사 업 비 : 5,000,000원

2021. 6. 6.

시흥갯골사회적협동조합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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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사업명 시흥습지 시민모니터링 활성화
공모 분야 일반공모

주제별 구분 모니터링 사업

사업기간 2020 년 10 월 22 일 ~ 2021 년 5 월 31 일 (약 8 개월)

사업목적

○ 저어새, 검은머리갈매기, 알락꼬리마도요 등 멸종위기종을 중심으로 시흥지역 습지

에 서식하는 이동성 물새를 모니터링하여 서식지 보전을 위한 자료를 구축함

○ 시민참여형 조류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관찰, 기록, 공유하는 시민과학에 참여함으

로써 시흥지역 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알리고자 함

사업내용 요약 

○ 수혜대상 : 모니터링단 연인원 40 명, 배포용 자료 제공 1,000 명

○ 지역 :  호조벌, 연꽃테마파크, 보통천, 도창/물왕 저수지, 시흥갯골생태공원, 월곶 

및 오이도 갯벌, 시화호 일대

○ 사업추진방법

- 시흥연꽃테마파크, 습지보호지역인 시흥갯골생태공원, 월곶 및 오이도갯벌 등 시흥

지역의 주요 이동성 물새 서식지를 정점으로 선정하여, 조류의 활동성이 높은 시

간대에 집중하여 월별 1~2회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함

- 본 협동조합은 시흥갯골을 중심으로 조류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으며, 또한 갯벌키

퍼스 전국 조사 등에 참여하며 시민 모니터링의 경험을 꾸준히 쌓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조류 모니터링 유경험자를 중심으로 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조사, 기

록, 공유 등 역할을 분담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함

- 온라인 플랫폼인 ‘네이처링’과 ‘갯벌키퍼스’에 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배포용 이동성 물새 안내자료를 제작하여 물새와 그들의 서식지에 대한 생

태적 가치와 보전 의식을 확산하고자 함

○ 기대효과 요약

- 시흥지역 습지에 서식하는 이동성 물새의 자료를 구축

- 시민참여형 조류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시민과학 가능성

- 시흥지역 습지의 생태적 가치와 보전의식을 강화

- 시흥습지 물새 배포용 안내자료 1,000명 수혜 

총 사업비 

(단위:원)

계 지원금 기타

5,000,000 5,000,000 0

제출일자 2021.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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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업운영결과 

1. 일정별 추진실적

시기 사업계획 세부추진결과 (실적) 달성율

2020년 

11월

-시민모니터링 팀 구성

-모니터링 지역 선정

-조류 모니터링 유경험자 중심으로 김명

숙, 송은희, 오환봉, 장동용 4인으로 구성

-모니터링 지역 선정, 활동방법 논의를 위

한 회의 진행

100%

2020년

11월~

2021년 

5월

-월별 물새 모니터링 진행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시흥습지 물새 모니터링 총10회 진행

-2020년 11월 14일

-2020년 12월 19일

-2021년 1월 16일

-2021년 2월 14일

-2021년 3월 14일

-2021년 3월 28일

-2021년 4월 10일

-2021년 4월 25일

-2021년 5월 9일

-2021년 5월 23일

-월별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100%

2021년 

5월

-배포용 안내자료 제작을 위한 회의 -모니터링 결과보고 작성을 위한 회의 

진행

-배포용 안내자료 제작을 위한 회의진행

100%

2. 사업성과 분석 

l 수혜대상 : 모니터링단 구성 총 4명, 연원 40명으로, 성별은 남자 2명, 여자 2명이며 연령대는 40대 1명, 

50대 2명, 60대 1명, 배포용 자료는 불특정 다수로 공공기관 등 안내데스크 등에 1,000부 비치 예정

l 사업대상지역 : 호조벌, 연꽃테마파크, 보통천, 도창/물왕 저수지, 시흥갯골생태공원, 월곶 및 오이도 갯

벌, 시화호 일대

l 사업목표 달성 : 매월 1~2회 모니터링 진행으로 총 10회 달성, 시민 모니터링단 4인을 구성하여 모니터

링 지역을 시흥습지 조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각 구역별 월별 자료를 구축하기로 함, 저어새가 

도래하는 3월부터는 월별 2회씩 진행, 관찰, 기록한 데이터를 갯벌키퍼스 앱에 공유하여 시흥지역의 활동

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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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업 기대효과 : 

 - 시흥습지에 서식하는 이동성 물새의 자료를 시민 모니터링단에서 전문가 도움없이 처음으로 구

축하게 되어 가치 있는 활동으로 평가함

 - 시민참여형의 조류 모니터링 활동을 네이처링, 갯벌키퍼스 등에 공유함으로써 관찰, 기록, 공유

를 통한 시민과학의 가능성을 염

 - 습지 중심의 멸종위기종 조사로 시흥습지의 생태적 가치와 물새의 서식지로 중요한 곳임을 알릴 

수 있었으며, 모니터링 시 해양쓰레기와 사람들의 간섭으로 인한 번식 방해 등 행정과 지역 시민

들에게 멸종위기종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보전의식을 증진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람

 -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제작된 배포용 안내자료를 통해 일반 시민들이 물새 서식지와 멸종위기종

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음

3. 모니터링 기초자료 첨부 (모니터링 사업만 해당) 

l 조사조류목록(별첨자료1), 조사구역(별첨자료2), 조사활동사진(별첨자료3)

l 조사 목적

 - 2020 (재)EAAFP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흥습지 시민모니터링 활성화를 위하여 시흥

지역 습지에 서식하는 이동성 물새를 모니터링하여 서식지 보전을 위한 자료를 구축하며, 시민

참여형 조류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관찰, 기록, 공유하는 시민과학에 참여함으로써 시흥지역 습

지의 생태적 가치를 알리고자 함

l 조사 일시 및 조사자

 - 조사일시

§ 1회 : 2020.11.14(토) 8:00 ~ 15:00

§ 2회 : 2020.12.19(토) 10:00 ~ 17:00

§ 3회 : 2021.1.16(토) 8:00 ~ 15:00

§ 4회 : 2021.02.14(일) 8:00 ~ 15:00

§ 5회 : 2020.03.14(일) 10:00 ~ 17:00

§ 6회 : 2021.03.28(일) 09:30 ~ 15:00

§ 7회 : 2021.04.10(토) 08:00 ~ 15:00

§ 8회 : 2021.04.25(일) 8:00 ~ 15:00

§ 9회 : 2021.05.05(수) 8:30 ~ 17:40

§ 10회 : 2021.05.09(일) 8:00 ~ 15:00

 - 조 사 자 : 강명희, 김명숙, 송은희, 오환봉, 장동용 이상 5명

 - 정량조사를 위하여 동일한 조사자 및 조사방법 준용

l 조사 방법

 - 조사대상종은 시흥습지에서 관찰된 물새 및 맹금류의 종

 - 조류의 활동성이 가장 많은 시간에 집중해서 실시

 - 모니터링 지점(24개)을 정하여 정점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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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왕저수지

§ 호조벌 A지역 : 나분들(물왕저수지 초입~제3경인고속도로) 

§ 호조벌 B지역 : 하직골 방죽들(하상동 아파트 앞)

§ 호조벌 C지역 : 억방죽들 

§ 호조벌 D지역 : 연꽃테마파크 

§ 호조벌 E지역 : 관곡지 옆 논

§ 호조벌 F지역 : 매화동 앞

§ 호조벌 G지역 : 간대벌과 강창방죽들(도창동 앞)

§ 호조벌 H지역 : 월미방죽들(월미동 앞)

§ 도창저수지

§ 보통천

§ 시흥갯골 A지역 : 삼목교

§ 시흥갯골 B지역 : 부흥교, 전망대, 갯벌생태학습장 앞

§ 시흥갯골 C지역 : 갯벌생태학습장 하류 지역, 바라지다리 위

§ 시흥갯골 D지역 : 섬산 앞, 포동빗물펌프장 인근

§ 시흥갯골 E지역 : 포동빗물펌프장 하류 지역

§ 시흥갯골 F지역 : 자전거다리 인근

§ 월곶지역 소래철교

§ 월곶지역 월곶포구

§ 배곧신도시 : 배곧생명공원 앞

§ 오이도지역 : 덕섬 앞

§ 오이도지역 : 황새바위

§ 오이도지역 : 오이도박물관 앞

§ 시화호 : 철새도래지

l 시흥습지 전체 조사구역도 :

호조벌 조사구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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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조사 결과

 - 조사지역 :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습지지역

 - 조사대상 : 이동성 물새 및 맹금류

 - 관찰된 조류상 및 법적보호종 : 총 62종 31,546개체

시흥갯골생태공원 조사구역도

월곶, 배곧신도시, 오이도, 시화호 조사구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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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구역 법정보호종(멸종위기종 1,2급)

1구역

호조벌, 보통천, 연꽃테마파크, 

도창/물왕저수지

-물새 총 33종 3,412개체

-멸종위기종 1급 저어새

3~5월 27개체 관찰

-멸종위기종 2급 큰기러기

1~2월 40개체 관찰

2구역

시흥갯골생태공원

-물새 총 40종 7,996개체

-멸종위기종 1급 저어새

 3~5월 31개체 관찰

-멸종위기종 2급 노랑부리저어새

 1월 2개체 관찰

-멸종위기종 2급 큰기러기

 2~3월 80개체 관찰

-멸종위기종 2급 검은머리물떼새

 4~5월 8개체 관찰

-멸종위기종 2급 검은머리갈매기

 4월 1개체 관찰

3구역

월곶, 배곧, 오이도갯벌

-물새 총 37종 18,110개체

-멸종위기종 1급 저어새

 3~5월 86개체 관찰

-멸종위기종 2급 노랑부리저어새

 5월 1개체 관찰

-멸종위기종 2급 검은머리물떼새

 11~5월 89개체 관찰

-멸종위기종 2급 알락꼬리마도요

 12~5월 162개체 관찰

-멸종위기종 2급 검은머리갈매기

 3~5월 29개체 관찰

4구역

시화호

-물새 총 31종 2,018개체

-멸종위기종 1급 저어새

 4월 1개체 관찰

-멸종위기종 2급 검은머리물떼새

 2~5월 63개체 관찰

-멸종위기종 2급 알락꼬리마도요

 3월 23개체 관찰

-멸종위기종 2급 검은머리갈매기

 1~5월 11개체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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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사진 / 비디오 / 기타 첨부 자료

옥귀도 황새바위 – 저어새 번식지 (사진 : 오환봉)

시흥갯골 조사 활동 – 2021. 4.10.(사진 : 장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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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멸종위기종 사진

저어새 검은머리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 노랑부리저어새

알락꼬리마도요 큰기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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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키퍼스 조사기록 지점 (사진 : 갯벌키퍼스 웹페이지)

갯벌키퍼스 조사기록 (사진 : 갯벌키퍼스 웹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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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자체평가

1. 사업 추진 결과 잘된 점 

 - 시흥의 중요 습지 전 지역을 조사대상으로 선정, 모니터링하여 월별 비교 자료를 구축할 수 있었

음

 - 보통의 모니터링이 겨울철에 진행하지 않아 겨울철새에 대한 기록이 부족한데 겨울철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자료를 구축할 수 있었으며, 갯벌과 논을 휴식처와 먹이터로 상호 이동하

며 시흥습지가 다양하게 활용됨을 확인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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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새 조사지역이 주로 논과 갯벌 중심의 습지이다 보니 물때를 맞추어서 조사를 동시에 실시하

기에 어려운 점이 발생함

 - 겨울철에 사업이 시작되다 보니 추위 속에서 사업을 강행하여야 하는 점으로 바람이 거세서 사

진 자료 등을 원활하게 남길 수 없었고, 안개, 미세먼지 등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날들이 많아 

조류 동정 등의 어려움이 발생함

 - 시흥습지 전 지역을 조사 인원 4명으로 종일 진행하기에 무리가 따르고 종일 진행되어야 해서 

조사 인원들이 헌신적으로 참여함

3.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및 건의사항 

 - 이번 사업이 저어새 등 멸종위기종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이 진행되었는데 도래 시기에 맞게 겨울

철 보다는 연중으로 실시하여 1년 동안의 자료를 구축할 수 있었으면 함

 - 모니터링 분석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모니터링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조사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조사자 양성교육 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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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AFP Foundation 2020 Small Grant Programme

Final Report Summary

q Reporting Period

October 2020 ~ May 31st 2021 (Approximately 8 months)

q Organizer

EAAFP Foundation

q Sponsors

EAAFP Secretariat, KOEN Yeongheung Power Division, Incheon Metropolitan 

City

q Grantee Organizations (Reporting Order) 

1) Eco Edu Irang

2) Tidalflat Ecologial Eduation Hub Moolseal 

3) Ganghwa Citizen Network 

4) Green Korea Incheon

5) Incheon Birding Association

6) DMZ Ecology Research Institute

7)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Incheon

8) Siheung Getgol Social Coope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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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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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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ntee 2. 

Organization Name: Tidalflat Ecologial Eduation Hub Moolseal

Project Title: ‘With Crane’ Crane Welcome Event and Citizen Monitoring

1. Background

- Ganghwa mudflats with high conservation values : Ganghwa mudflat is home to 

Black-faced Spoonbill and cranes. The cranes of Ganghwa island are the only group 

of cranes living in the mudflats in Korea, hence the Ganghwa mudflats are the last 

station of their survival.

- The necessity for civil society to protect and conserve cranes, a City Bird of 

Incheon and a globally endangered species : Cranes, the City Bird of Incheon City, 

will be widely promoted through welcoming cranes and citizen monitoring events, 

and the cranes’ habitat conservation movement and environmental monitoring 

movement will be established.

2. Implementation

- Crane Welcoming Ceremony : As a type of public event, crane welcoming 

ceremony will provide opportunities to inform the public about cranes and to 

sympathize with the necessity for crane conservation. 

- Crane Feeding Event : In case of heavy snow fall or the significant temperature 

drop that causes the surface of the mudflats freezes, the food supply is urgently 

needed because it affects the foraging activities of cranes. The event will provide 

the minimum amount of nutrient for the cranes to survive through tough winter. 

- Crane Sleeping Area Monitoring : After the collapse of the bank of the Sae-uh 

Island Reservoir, which was used as a sleeping area for cranes, the sleeping area 

of the Ganghwa group became unstable. Protection measures, such as the removal 

of threats in the sleeping area and the designation of protected areas, should be 

strengthened by accurately specifying the bed of the Ganghwa group.

- Bird(Crane) Monitoring Activist Education : Training skilled monitoring activists is a 

prerequisite for continuous and scientific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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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sults

- Crane Welcoming Ceremony : 23 people including civil organizations from Incheon, 

Ganghwa and Dong-gum Fishery Village area participated. Mr. Jong-ryeol Lee, a 

documentary PD who produced the film ‘Dreaming of Thousand Year Crane’ gave a 

lecture, and the event was followed by crane monitoring.

- Crane Feeding Event : 39 people participated in two rounds of event and fed corns 

of 1,800kg. Due to the deterioration of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round the 

food supplier, food consumption has decreased significantly compared to previous 

years, so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future measures.

- Crane Sleeping Area Monitoring : It was revealed that Sohangsan Island between 

Hwangsan Island and Sae-uh Island is the sleeping spot for cranes. Protection 

measures such as eliminating dangers of sleeping spots and designating as a 

protection area are necessary.

- Bird(Crane) Monitoring Activist Education : 58 people through 3 lectures 

participated. The necessity for professional and scientific monitoring training has 

been iden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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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ntee 3. 

Organization Name: Ganghwa Citizen Network

Project Title: 2020 Crane School

1. Background

- Ganghwa Citizen Network felt a strong necessity to protect and promote awareness 

of all waterbirds of mudflats and wetlands and is conducting activities to protect 

Black-faced Spoonbills, Cranes, and the Plovers. Since then, it has recognized the 

relationship of numerous waterbirds, including Black-faced Spoonbills, and has 

focused on the CEPA project, including the "Visiting Ecology Class" for teenagers. 

The project aims to expand the waterbirds conservation movement by providing an 

opportunity to learn about the ecological characteristics, including the survey of 

cranes, and encouraging families to participate together.

2. Implementation

- The crane school was scheduled to operate mainly on field education, but the 

pandemic limited on-site activities, so they were replaced with “Crane Package” 

activities for active participants to carry out the activities at home following video 

instructions. The training for participants was conducted by developing four kinds of 

crane related activities, including "Crane Shadow Activity", "Crane Dice-Bingo", 

"Creating Crane Bed Lamp", and "Crane Dice-Bingo Game“. The participants were 

satisfied with the activities using these tools. After the winter Cranes leave Ganghwa 

mudflats, mature Black-faced Spoonbills fly in. This led to the final event, the ‘Loach 

Releasing Event’ to protect the Black-faced Spoonbill and enhance the biodiversity of 

rice paddies, which are home to the Black-faced Spoonbills.

3. Results

- As a result of Crane monitoring, average of 32 cranes of seven groups were 

observed at Ganghwa mudflats, and their visit to an isolated island (Hangsan 

Island) located on the southern east mudflats of Ganghwa Island as their sleeping 

spot. All 21 families who participated were satisfied with the ‘Crane Package’. The 

2020 Crane School Program for the biodiversity enhancement of the habitat for 

Black-faced Spoonbills and other waterbirds finished well with the participating 

families’ first field experience in the warm days of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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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ntee 4. 

Organization Name: Green Korea Incheon

Project Title: Activities to promote public awareness of migratory waterbirds in 

Baengnyeong Island

1. Background

- While various migratory birds are visiting Baengnyeong Island, there is little interest 

in birds and wetlands in the local community and there is a lack of understanding 

on the importance of them. Activities to form public opinion through ecological 

education and promotion are necessary to re-recognize the value of the birds and 

wetlands in the local community. Through these activities, it is important to form a 

regional network of interest in the region/town and to form a youth migratory bird 

exploration activity group for sustainable maintenance.

2. Implementation

- In order to raise awareness of ecological importance of migratory waterbirds and 

their habitats in Baengnyeong Island, Green Korea Incheon has implemented 

‘Waterbird School’ for youth, and they also created 10 minutes-education, 

promotion video about birds and wetlands of Baengnyeong Island.

3. Results

- Green Korea Incheon formed public interest through migratory waterbird watching 

trip, searching for the possibility of forming a youth migratory bird search club. 

Educational video will be utilized as educational material for local residents, and 

provide information to visitors of Baengnyeong Island for birdw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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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ntee 5. 

Organization Name: Incheon Birding Association

Project Title: The Bird and Birdwatching Tour of Gyodong Island

1. Background

- Incheon Birding Association plans to monitor key species of Gyodong Island and 

find their key habitats. They also try to develop birdwatching tourism zone 

according to the key habitats they have found by season.

2. Implementation

- 18 researchers participated and conducted 14 times of the bird monitoring activity. 

The results were analyzed using various ecological index, and the observation 

points were displayed on the GIS map by species to create a habitat distribution 

chart of the observed birds. 

3. Results

- As a result of this survey, 109,386 birds of 114 species were observed. According 

to the survey, Greater White-fronted Goose was the dominant species, with the 

dominant rate of 73.8 percent. 3 species of Korea Endangered Species Level 1, and 

13 species of Level 2 status were observed. Based on the result, the best species 

for birdwatching tour were geese and birds of prey. Based on the bird distribution, 

3 spots were selected, and the pros and cons of each spot were compared and 

analyzed to determine for the possibility of birdwatching tours. In addition, an 

alternative plan was proposed for the birdwatching tour, using the examples of 

leading birdwatching groups in Korea and Japan, and suggested how to utilize 

bird-feeding for the birdwatching tour. As the first project to connect bird 

monitoring and birdwatching tourism in Gyodong Island, it will alter the island into 

the leading winter birdwatching tourist destination, as influential as the Seosan’s 

Cheonsuman Bay or Suncheon Bay, with the advantage of being much closer to 

the metropolita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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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ntee 6. 

Organization Name: DMZ Ecology Research Institute

Project Title: Migratory Waterbird Monitoring at Han River-Imjin River Estuary

1. Background

- The project aims 1) to understand the status of migratory waterbird along the West 

Civilian Control Zone and Han River-Imjin River estuary, where lots of birds inhabit 

due to the restriction of civilian activities, and 2) to raise citizen awareness of 

biodiversity and nature conservation activities by managing citizen monitoring 

program.

2. Implementation

- The survey area, which includes the West Civilian Control Zone and Han River-Imjin 

River estuary, will be divided into three or four groups to monitor birds 

simultaneously. Each survey would be conducted in a constant route and will be 

conducted within three to four hours. The numbers and the characteristics of birds 

will be shared real time to prevent a double counting. Endangered species will be 

recorded with GPS information. During the survey period, autumn, winter, and 

spring migratory waterbirds are expected to be observed.

3. Results

2020 2021

23rd 

Oct
20th Nov 18th Dec 15th Jan

26th 

Feb

26th 

Mar

10th 

Apr

Number of Species 43 52 56 51 58 56 56

Population 367 533 722 765 897 633 552

Korea 

Endangere

d Species 

Level 

1

2 

species

4 

species

3 

species

5 

species 

2 

species 

1 

species

1 

species

Level 

2

6 

species

8 

species 

8 

species 

4 

species 

8 

species 

6 

species

3 

species

Korean National 

Monument

7 

species

11 

species

10 

species

10 

species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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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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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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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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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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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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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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ntee 8. 

Organization Name: Siheung Getgol Social Cooperative

Project Title: Siheung Wetland Citizen Monitoring Activation

1. Background

- Siheung Getgol Social Cooperatives plans to monitor endangered species such as 

Black-faced Spoonbills, Saunders’s Gull, and Far Eastern Curlew in Siheung 

Wetland to establish data for habitat conservation, and to promote the ecological 

value of Siheung Wetland by participating in citizen science. 

2. Implementation

- The survey areas were selected where major habitats of migratory waterbirds in 

Siheung are located, including Hojo Beol area (Botong Stream, Lotus Theme Park, 

Mulwang and Dochang Reservoir), Siheung Getgol Ecological Park which has been 

designated as a wetland protection area, Wolgot and Oido mudflat, and Sihwa 

Lake. Monitoring was conducted 10 times by forming citizen monitoring groups 

with 40 people who have experienced birdwatching previously from November 

2020 to May 2021. 

3. Results

- According to the survey, a total of 31,536 waterbirds of 62 species were observed, 

and the Black-faced Spoonbill, Korean Endangered Species Level 1 was observed 

in all areas. The Oriental Stork Rock inside Okguido in the Oido mudflat was used 

as a breeding site for Black-faced Spoonbill every year, showing that Siheung 

wetland is an important habitat. In addition, Saunders’s Gull (Korean Endangered 

Species Level 2), Eurasian Oystercatcher, Eurasian Spoonbill, Far Eastern Curlew, 

Bean Goose were also observed. The results were shared on the online platform 

called ‘Naturing’ and ‘Getbol Keepers’, and data gathered about migratory 

waterbirds will be produced and distributed to promote awareness of the Siheung 

wet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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