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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Ⅰ

사업명 두루미와 겨울나기

공모 분야 일반공모

주제별 구분
지역주민 대상 역량강화 

및 모니터링 사업

사업기간 2021년 11월 01일 ~ 2022년 03월 10일 (5개월)

사업목적

○ 생물다양성이 대단히 높고 보존가치가 높은 강화갯벌

- 349㎢에 이르는 강화도의 갯벌은 단위갯벌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갯벌 

면적임. 특히 서해안으로 유입되는 대부분의 큰 강이 하굿둑으로 막혀 버린 상

황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대형하구갯벌로 그 보존가치가 대단히 높은 곳이다.

- 하구는 해양생물의 산란 및 보육장으로서 가치는 물론 환경오염 정화 기능, 생

물다양성 보전 등의 측면에서 보존가치가 크다. 하구갯벌은 담수와 해수를 오

가는 기수어종들이 풍부해 생물다양성이 높은데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 수많은 

이동철새들에게 훌륭한 먹이터를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

○ 천연기념물 202호인 두루미를 비롯해 수많은 법정보호종 관찰

- 강화갯벌은 멸종위기종 1급이자 천연기념물 제205호인 두루미들이 매년 겨울

마다 찾고 있는 중요한 월동지이다. 강화도에서 월동하는 두루미 집단은 우리

나라의 월동 집단 중에서 유일하게 갯벌에서 서식하는 집단으로, 강화갯벌은 

이들의 생존에 마지막 보루가 되고 있다.

- 이외에도 저어새(천연기념물205호), 노랑부리백로(천연기념물361호) 등 수십 

종의 법정보호종 조류를 비롯해 금개구리, 맹꽁이, 표범장지뱀, 흰발농게 등 

47종 이상의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세계자연보전연맹 등재 보호종이 강화 

지역에서 서식하거나 강화갯벌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인천시조이자 세계적 멸종위기종인 두루미를 지키고 보전하기 위한 시민운동 

필요

- 강화갯벌은 강화조력발전, 인천조력발전계획 등 수많은 개발계획에 따라 크게 

위협받아 왔다. 대규모 국책사업 외에도 골프장·루지장 건설, 임야의 택지로의 

변경 등 소규모 개발사업이 지역사회의 논의와 동의 없이 무차별적으로 추진되

고 있어 강화의 자연환경은 지속적으로 훼손되어 왔고, 두루미 서식지를 비롯

한 강화의 생태계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이 야

기되고 주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로서 환경권 역시 침해 받고 있다. 

- 일방적인 개발정책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개입이 필요함. 이를 위

해서는 생태환경 보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내야 함. 두루미 

환영행사와 시민모니터링을 통해 인천시조 두루미를 널리 알리고, 시민이 주체

가 되는 두루미 서식지 보존 및 환경감시운동의 단초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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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요약 

1) 인천시조 두루미 환영식

(1) 사업 내용

- 인천지속협과 공동으로 진행(예산 분담 포함). 대관비 및 유튜브 송출비용, 참

가자 기념품 비용 인천지속협 지출.

○ 장소: 인천시 강화군 동검도 일원

○ 인원: 인천시민, 학생 + 동검도 주민 등 30여명

○ 일시: 2022년 1월 22일

○ 주요 내용

1부/ 두루미 워크숍(10:00~12:30) 

발표자

1) 이기섭 박사: 우리나라 두루미 월동현황과 강화 두루미의 특징(30분)

2) 멸종위기종복원센터: 두루미 관련 국가연구사업 계획(20분)

3) 한스자이델(Hanns Seidel): 북한의 두루미 서식현황 (20분)

4) 인천: 인천 두루미 현황과 보호활동(10분) 

질의 응답

토론: 두루미 보존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 

2부/ 두루미 환영식 및 인천두루미네트워크 출범식(13:30~14:30) 

- 시작영상

- 참가자 소개

- 인사말: EAAAP(Doug Watkins 대표) / 인천두루미네트워크 대표

- 축사: 이기섭 박사, 인천시, 강화군, 동검도 이장

- 인천시조 두루미 보호활동 및 네트워크 경과보고

- 참가단체 소개

- 출범 선언문 낭독

3부/ 두루미 모니터링(14:30~16:30) 

(2) 추진 방법

○ 행정 및 시민단체, 주민공동체 간 협업 체계 마련

- 인천시, 강화군 등 행정조직과 함께 인천지속협을 중심으로 한 지역 시민사회

단체, 강화지역의 시민사회, 환경단체 간 협업체계를 마련한다.

○ 주민공동체의 참여 조직

- 강화군 동검리, 선두리, 사기리, 동막리 등 두루미 월동지역 주변의 주민공동체

(어촌계, 친환경농민회, 마을법인 등)들과 긴밀히 결합하여 주민들의 참여 통로

를 마련하고 이후 아래로부터의 지역운동으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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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잠자리 정비사업

(1) 사업 내용

- 2021년 초 잠자리 조사를 통해 대항상도와 소항산도를 휴식 및 잠자리로 이

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함.

- 고양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항산도에는 고양이 포획이, 소항산

도의 경우에도 위협요인을 조사하고 제거하는 활동이 필요함.

- 특히 소항산도의 경우 식수대 조성 등 장기적인 정비 계획을 위한 사전조사.

○ 장소: 세어도, 대항산도, 소항산도 등 잠자리 추정 지역

○ 인원: 5명~10명

○ 일시: 2021년 10월 중

(2) 추진 방법

- 선박을 이용, 대항산도 조사 후 고양이 포획용 트랩을 설치하고 소항산도로 이

동하여 조사. 돌아오는 길에 대항산도에 들러 트랩 수거, 포획된 고양이는 야

생동물보호센터에 인계.

3) 잠자리 주변 조사사업

(1) 사업 내용

- 월동 초기, 혹한기, 북상 준비기 등 3회에 걸쳐 잠자리 조사를 실시하여 시기

별 잠자리 이용정도와 분포도를 조사.

○ 장소: 대항산도, 소항산도 인근

○ 인원: 5명 이내

○ 일시: 2021년 12월~2022년 2월 사이 2회

(2) 추진 방법

- 선박을 이용, 대항산도와 소항산도를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 포인트에 정박하

여 모니터링

총 사업비 

(단위:원)

계 지원금 기타

3,000,000 3,000,000

제출일자 2022.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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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 결과Ⅱ

1. 일정별 추진실적

시기 사업계획 세부추진결과 (실적) 달성율

2021년
1월 18일

두루미 잠자리 
조사(1차)

1) 참가인원: 3명
2) 조사경로: 분오포구 출항 ~ 동검도 ~ 소항산도 ~ 대항산도 

일대를 조사 (15:00~18:00).
3) 조석: 영종대교 기준 고조(18:09, 892)
4) 조사결과
- 16:05 현재 32개체 (동검도 서남단 2+5, 동검도 갈대밭 4, 

동검낚시터 2, 동검도 석축1, 대항산도 4, 소항산도 15 등)
- 16:45 대항산도 개체 소항산도로 이동
- 16:55 세어도 방면에서 2마리 합류
- 17:10 황산도 방면에서 3마리 합류
- 17:15 동검낚시터 개체 2마리 합류
- 17:20 소항산도 총 37개체
- 17:40 동검도 개체 4마리 동검낚시터 옆 외진 곳으로 이동 

– 상황에 따라 일부 개체들이 잠자리로 이용하기도 하는 것
으로 추정됨.

*별첨 사진 1 참조

2021년
1월 22일

두루미 환영식 
및 모니터링

<두루미 토론회 및 환영식>

1) 장소: 강화도 프레시아 호텔
2) 참가인원: 연인원 110명
3) 주요 내용
1부> 두루미 토론회
- 이기섭(한국물새네트워크):
  우리나라 두루미 월동현황과 강화 두루미의 특징(30분)
- 권인기(멸종위기종복원센터):
  두루미 국가연구사업계획 (강화도 조사 포함) (20분)
- 최현아(한스자이델):
  북한의 두루미 서식현황 (20분)
- 김순래(강화도시민연대):
  인천두루미 현황과 보호활동(10분) 

2부> 두루미 네트워크 발족식 및 두루미 환영회
- 영상 상영
- 인사말
- 두루미 보호활동 및 네트워크 경과보고
- 참가단체 소개
- 출범 약속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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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두루미 모니터링
- 동검도(2곳), 선두리, 초지갯벌 등 4곳에서 동시 모니터링 진

행.
- 3가족 43개체 

*별첨 사진2 참조

2021년
2월 17일

두루미 잠자리 
조사(2차)

1) 참가인원: 5명(EBS 촬영팀 포함)
2) 조사경로: 분오포구 출항 ~ 동검도 ~ 소항산도 ~ 대항산도 

일대를 조사 (14:30 ~ 17:40).
3) 조석: 영종대교 기준 고조(18:02, 851)
4) 조사결과
- 초지갯벌 4개체 1가족+암수 한 쌍
- 소항산도 33개체 등 총 39개체

*별첨 사진3 참조

2021년
3월 2일

두루미 잠자리 
정비

1) 참가인원: 6명(멸종위기종복원센터 포함)
2) 조사경로: 황산도 출항 ~ 대항산도 ~ 소항산도(입도 조사) 

(09:30 ~ 13:30).
3) 조석: 저조(11:06, 28)
4) 조사결과
- 두 차례에 걸친 잠자리 주변 모니터링과 모니터링 영상(대항

산도에 5대 설치, 멸종위기종복원센터) 분석 결과 대항산도
는 잠자리로 이용하지 않고 잠자리인 소항산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주변 경계 등의 용도로만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됨.

- 소항산도의 주된 휴식공간은 동검도나 해안도로에서 잘 보이
지 않는,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소황산도 남쪽 지점으로 보
임. 이 주변 갯벌에 대부분의 발자국과 깃털이 집중되어 있
었음. 그 외 다른 방향에서는 발자국이나 깃털이 확인되지 
않았음. 

- 소항산도에 모니터링 카메라 설치(4대). 남단 잠자리 주변에 
3대(S1, S2, S3), 북단(N1)에 1대 설치.

- DNA 분석을 위한 깃털 및 분변 수거.
- 당일 현장 조사에서는 발자국이나 분변 등 고양이와 같은 위

협요인은 없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육지와 멀지 않은 곳이
기에 이후 영상 분석 등을 통한 정기적이고 면밀한 감시 필
요함.(멸종위기종복원센터와 영상 공유하기로 함.)

- 향후 간이 식수대를 설치한다면 주 잠자리 왼쪽  경사부 아
래쪽(W1)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별첨 사진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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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0118 모니터링 결과

사진2> 0122 모니터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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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 0217 모니터링 결과

사진4> 0302 잠자리 조사 결과(소항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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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성과 분석 

■ 수혜대상 

1) 두루미 토론회 : 성인 70여명

2) 두루미네트워크 발족식 및 환영식 : 성인 90여명 + 어린이 20여명

   • 대중행사로서 토론회와 두루미환영식은 애초 계획했던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

행됨. 

     - 또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참가한 인원까지 합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두루미에 대해 관심을 가

지기 시작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두 차례에 걸친 선박조사는 사리만조 시 강화남단 두루미들의 이동과 분포를 보다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동검도 서남단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암반지역을 휴식 및 잠자리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

임. 특히 일몰 시간대인 17:40(일몰 17:42) 경에 동검도 서남단 절벽지대 아래로 4개체가 이동

한 것으로 보아 이곳을 잠자리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임. 

     - 대항산도에서 머물던 개체들이 일몰 즈음에 소항산도로 이동하고, 세어도 방면, 황산도 방면에서 

활동하던 개체들이 소항산도로 집중하는 것이 확인됨. 결국 대항산도는 잠자리인 소항산도로 이

동하기 직전 경계 등의 필요로 이용할 뿐 최종 잠자리는 소항산도일 가능성이 더욱 커짐.

   • 입도하여 진행한 소항산도 잠자리 조사를 통해 잠자리 이용 및 본포 현황을 유추할 수 있는 계기

가 되었다.

     - 일부 발자국은 소항산도 북단 갯벌에서, 대부분의 발자국은 남단 갯벌에서 관찰되었음. 분변과 

깃털은 남단 갯벌 앞에서만 발견됨. 이로 미루어 남단 갯벌 인근이 주되게 잠자는 공간인 것으

로 판단되며, 북단갯벌은 잠자는 공간으로 이동하기 위해 잠시 머물거나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

로 추정된다. 보다 구체적인 현황은 설치한 카메라 영상을 통해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고라니 발자국 외에 다른 발자국은 확인할 수 없었고, 섬이 좁아 특별한 천적이 머물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됨.

     - 북단 갯벌에 1대, 남단 갯벌에 3대의 모니터링 카메라를 설치하여 향후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잠자는 공간 바로 옆에 산 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공간을 식수터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됨. 양쪽이 막혀 있어 은폐가 가능하며 뒤쪽 산의 경사가 급하게 형성되어 있어서 아래쪽에 

빗물이나 눈이 녹은 물이 고일 수 있는 시설을 형성한다면 식수터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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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터 설치 가능 지역 

3. 사업 사진 / 비디오 / 기타 첨부 자료

1) 영상 자료

두루미 토론회 및 인천두루미네트워크 출범식

https://www.youtube.com/watch?v=_8nHRgx1K_Y

https://www.youtube.com/watch?v=_8nHRgx1K_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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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진 자료

<두루미 토론회 및 인천두루미네트워크 출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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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미 모니터링(선박조사)>

0118 조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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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2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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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미 잠자리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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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Ⅲ

1. 사업 추진 결과 잘된 점 

   • 올해 3회째 진행된 두루미 환영행사는 두루미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모으고, 보호의식을 고양시키

는 대중행사로 자리잡았다. 애초 계획했던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특히 두루미 토론회를 통해 강화도 월동 두루미 집단의 독특성을 이해하고 보다 심층적인 조사 연

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 두 차례에 걸친 선박조사를 통해 사리만조 시 강화남단 두루미들의 이동 분포와 잠자리 분포를 보

다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강화남단과 세어도, 예단포 인근에서 채식활동을 하던 무리들은 대

체로 대, 소항산도로 이동하였으며, 대항산도는 최종 잠자리인 소항산도로 이동하는 과정에 경유(또

는 경계)를 위한 곳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물 높이에 따라 소항산도 외의 지

역(동검도 서남단)을 잠자리로 이용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

   • 소항산도 입도조사는 두루미 잠자리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식수대 설치 등의 조건을 확인하

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와 함께 모니터링 카메라를 설치하여 향후 

보다 구체적인 파악이 가능하게 되었다. 나아가 강화 월동 집단의 번식지를 확인하는 유전자 분석 

등이 가능한 분변과 깃털 등의 시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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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계획서에는 ‘두루미 먹이주기’ 행사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코로나, 먹이터 주변 간섭의 증가 등

으로 먹이주기 행사를 포기하였다. 안정적인 휴식처 및 먹이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게 제기된다. 

3.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및 건의사항 

   • 코로나 상황이 완화된다면 두루미 환영행사를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다양한 행사와 결합하여 진행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철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져 있는 강화 집단의 특징과 의

미를 부각시키고, 갯벌 서식 두루미의 보존을 위한 긴요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알려내야 한다. 

더불어 중국, 러시아 등 두루미 번식지 국가들과 국제심포지엄을 비롯해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만

들어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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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항산도, 소항산도의 경우 김포시, 문화재

청, 환경부, 해수부 등과 협의를 통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해야 한다.

   • 여러 모니터링 결과와 만조 시 이동현황 등을 종합할 때, 장봉도 인근에도 다른 집단이 있을 가능

성이 있다. 향후 모니터링에는 보다 광범위한 범위로 넓혀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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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tee 4. ☼
Organization Name: Tidalflat Ecological Education Hub Moolseal

Project Title: Wintering with Crane

Project Period: 2021. 11. 1 ~ 2022. 3. 10 (5 months)

1. Background

- A civic movement is needed to protect and preserve cranes.

- Promote crane, the bird of Incheon, through welcoming events and citizen 
monitoring

- Conserve the habitat of cranes and prepare the foundation for an environmental 
monitoring campaign led by citizens

2. Implementation & Results

1. Welcoming Event of Crane, the Bird of Incheon City 

A. Location: Ganghwa Freshia Hotel

B. Participants: 110 people/year 

C. Date: January 22, 2022 

D. Main Contents

E. 1st Session / Crane Workshop (10:00~12:30) 

i. Kiseop Lee (Korea Waterbirds Network): Wintering status of cranes in 
Korea (30mins)

ii. Inki Kwon (Endangered Species Restoration Center ,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National Research Project Plan (Including the monitoring plan 
of Ganghwa Island) (20mins)

iii. Hyun-a Choi(Hanns Seidel Foundation): Status of crane inhabitation at 
DPRK(20mins)

iv. Sullae Kim(Ganghwa Citizen Network): Status of Incheon crane and 
conservation activity(10mins) 

v. Q&A and Discussion: Resolutions to reinforce the cooperation for the 
crane con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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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2nd Session / Crane Welcoming Event and the Inauguration Ceremony of 
Incheon Crane Network (13:30~14:30) 

vi. Opening video / Introduce participants / Remarks / Congratulations 
remarks

vii. Conservation activity of crane, the bird of Incheon, and report the 
network process

viii. Introduce participating organizations

ix. Inauguration statement recitation

G. 3rd Session / Monitoring Crane (14:30~16:30)

x. At 4 areas including Dong-gum Island (2 areas), Seondu-ri, and Choji 
tidal flat

xi. 3 families and 43 individuals of cranes were observed

2. Roosting site maintenance project 

H. Date: 2022. 3. 2. (Wed)

I. Number of participants: 6 (Including the Endangered Species Restoration 
Center, NIE)

J. Investigation Route: Departing from Hwangsan Island ~ Daehangsan Island ~ 
Sohangsan Isalnd(Investigation at the entrance of the Island) (09:30 ~ 
13:30).

K. Investigation Result

- According to two sessions of monitoring on the surroundings of habitats 
and the monitoring video footages (5 cameras set up at Daehangsan Isand 
by the Endangered Species Restoration Center)

-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estimated that Daehangsan Island is not 
used as a roosting site but is used only for surveillance purpose while they 
move to the habitat in Sohangsan Island.

- The main roosting place of Sohangsan Island seems to be Donggum Island 
and the southern point of the Sohangsan Island, which is concavely located 
and invisible from or coastal roads. Most of the footprints and feathers 
were concentrated in the tidal flats around there. No footprints or feathers 
have been identified in other directions.

- Installed 4 monitoring cameras at Sohangsan Island, 3 cameras (S1, S2, S3) 
near the Southern habitat, 1 camera at the Northern habi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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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ather and excreta collection for DNA analysis.

- No threat like cats, such as footprints or excreta has been found during 
the field survey. However, since it is not far from the land, regular and 
close monitoring is required through video analysis. (Decided to share the 
video footages with the Endangered Species Restoration Center.)

- If a drinking water fountain is installed in the future, 
the lower part (W1) of the left slope of the main habitat will be appropriate.

3. Monitoring Project on Boundaries of Roosting Sites 

A. 1st investigation

① Date: 2021. 1. 18 (Tue)

② Number of participants: 3 

③ Monitoring route: Departing from Boonopo port ~ Donggum Island ~ 
Sohangsan Island ~ Investigate surrounding Daehangsan Island (15:00 ~ 
18:00). 

④ Monitoring results

-16:05: Observed 32 individuals

(Donggum Island Westsouthern part 2+5, Donggum Island field of reeds 
4, Donggum fishing place 2, Donggum Island stonework 1, Daehangsan 
Island 4, Sohangsan Island 15, etc)

-16:45 Daehangsan Isalnd individuals move to Sohangsan Island

-16:55 2 individuals from Seeo Island 

-17:10 3 individuals from Hwangsan Island

-17:15 2 individuals from Donggum Island

-17:20 Total 37 individuals at Sohangsan Island

-17:40 4 individuals from Donggum Island moved next to the remote 
Donggum fishing place – Depending on the situation, some individuals 
use it as their habitat.

B. 2nd Monitoring 

① Date: 2022. 2. 17 (Thu)

② Number of participants: 5 (Including the EBS filming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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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Monitoring route: Departing from Boonopo port ~ Donggum Island ~ 
Sohangsan Island ~ Investigate surrounding Daehangsan Island (14:30 ~ 
17:40).

④ Monitoring results

- 4 individuals of 1 family from Choji tidal flat+A pair of male and female 
individual observed 

- Total 39 individuals including 33 individuals from Sohangsan Island 
obs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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