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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Ⅰ

사업명
천연기념물 두루미

월동지 탐조

공모 분야 일반공모

주제별 구분 모니터링 사업

사업기간 2021년 10월 01일 ~ 2022년 03월 31일 (6 개월)

사업목적

인천시민들과 함께 인천시의 시조인 두루미를 탐조하며 겨울철새인 두루미의 생

태와 아름다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두루미의 대표적 도래지인 철원군 일대와 강화군 일대를 전문가와 함께 방문하여 

생태 모니터링과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서식지 보전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킨다.

사업내용 요약 

인천과 철원 지역을 찾는 천연기념물 두루미의 월동지를 인천 시민들과 함께 방

문하여 두루미를 비롯한 조류를 관찰한다. 철원 1회 강화 2회를 방문하며 두루미

에 대한 보호 여론을 조성한다. 

총 사업비 

(단위:원)

계 지원금 기타

3,000,000 3,000,000 0

제출일자 2022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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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 결과Ⅱ

1. 일정별 추진실적

시기 사업계획 세부추진결과 (실적) 달성율

2022년

1월 8일

철원군 일대 탐조

20명 이내
26명 130%

2022년

1월 15일

강화군 일대 탐조

20명 이내
26명 130%

2022년

2월 11일

강화군 일대 탐조

20명 이내
19명 95%

2. 사업성과 분석 

   • 1~3차 20명씩, 총 60명을 목표로 하였고 1차 26명 2차 26명 3차 19명으로 총 인원은 71명으

로 118% 달성하였으나 3차에서만 19명 참여로 목표에 미달. 

   • 3차에서의 미달이유는 3차 활동일 일주일전부터 코로나의 유행으로 밀접접촉 후 자가격리로 인한 

취소가 많았던 점을 꼽을 수 있음.

   • 성별로는 남성 16명, 여성 55명으로 나뉘어 여성의 참여가 더 활발함으로 확인됨. 

   • 연령별로는 만 19세 이하는 10명, 만 20~29세는 14 명, 만 30~39세 4 명, 만 40~49세 14명, 

만 50~59세 13명, 만 60세 이상 16명으로 분류되었으며 전 세대에서 고루 참여 하였지만 30대

의 참여율만이 저조함으로 확인 됨. 

   • 참가자들의 거주 지역은 절대다수가 인천, 부천 지역이었으며 그 외 목포 참가자가 2명 존재. 

   • 설문지 결과 불만족은 없었고 만족과 매우만족의 결과가 8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두루미를 처음 

접했다는 반응들을 비롯하여 긍정적인 반응 위주의 결과. 

   • 두루미의 생태에 대해 배우면서 두루미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분, 두루미 서식지인 갯벌을 

지켜야 한다는 분 등 두루미와 관련된 활동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활동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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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니터링 기초자료 첨부(모니터링 사업만 해당) 

날 짜 2022년 1월 08일 토 조사자

시 간 09:00~18:00 날 씨 맑음

모니터링장소 철원군 일대

모니터링분야 ■ 조류

모니터링결과
요약

○ 일정 09:00 ~ 12:00 인천시 교육청 출발 및 철원 도착 및 식사
       12:00 ~ 16:00 철원 일대 탐조 및 두루미 센터 방문 
       16:00 ~ 18:00 인천시 교육청 도착 

○ 두루미 : 재두루미 300 마리 두루미 100 마리 

날 짜 2022년 1월 15일 토 조사자

시 간 10:00~16:30 날 씨 맑음

모니터링장소 강화군 화도면 동검도 일대

모니터링분야 ■ 조류

모니터링결과
요약

○ 일정 10:00 ~ 12:30 인천시 교육청 출발 및 강화 도착 및 식사
       12:30 ~ 13:30 교육 센터 방문 및 강의
       13:30 ~ 15:00 선두리, 동검도 탐조
       15:00 ~ 16:30 인천시 교육청 도착

○ 두루미 : 두루미 22 마리 

○ 기타 조류 : 흰뺨검둥오리, 기러기 등 다수 

날 짜 2022년 2월 11일 토 조사자

시 간 08:30~15:00 날 씨 맑음

모니터링장소 강화군 일대

모니터링분야 ■ 조류

모니터링결과

요약

○ 일정 08:30 ~ 10:00 인천시 교육청 출발 및 강화 도착

       10:00 ~ 12:00 교육 센터 방문 및 강의 및 식사

       12:00 ~ 13:30 선두리, 동검도 탐조

       15:30 ~ 15:00 인천시 교육청 도착

○ 두루미 : 두루미 26 마리 

○ 기타 조류 : 왜가리, 기러기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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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사진 / 비디오 / 기타 첨부 자료

<두루미 탐조 참가자들에게 배부된 두루미 지식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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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미 1차 모집 공고 및 사진>

 

두루미 1차 모집 공고 http://inchon.ekfem.or.kr/archives/34857

인스타 1차 모집 공고 https://www.instagram.com/p/CXfnKgSvmk2/ 

두루미 1차 탐조 단체 사진

 

철원 두루미 센터 재활장 탐방

 

철원 백마고지 위에서 탐조

 

철원 버스 안에서 두루미를 바라보는 모습

http://inchon.ekfem.or.kr/archives/34857
https://www.instagram.com/p/CXfnKgSvm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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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미 2차 모집 공고 및 사진>

 

홈페이지 2차 모집 공고 http://inchon.ekfem.or.kr/archives/34898

인스타그램 2차 모집 공고 https://www.instagram.com/p/CYQUWlDLGQa/ 

두루미 2차 탐조 단체 사진

 

강화 마을 커뮤니티에서 이론 교육

 

동검도 가는 길에서 두루미 탐조

http://inchon.ekfem.or.kr/archives/34898
https://www.instagram.com/p/CYQUWlDLG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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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미 3차 모집 공고 및 사진>

 

홈페이지 3차 모집 공고  http://inchon.ekfem.or.kr/archives/35012

인스타그램 3차 모집 공고 https://www.instagram.com/p/CY0c3q_L9Kz/ 

두루미 3차 탐조 단체 사진

 

강화 마을 커뮤니티에서 이론 교육

 

동검도 가는 길에서 두루미 탐조

 

동검도 내 두루미 탐조

http://inchon.ekfem.or.kr/archives/35012
https://www.instagram.com/p/CY0c3q_L9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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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Ⅲ

1. 사업 추진 결과 잘된 점 

   • 인천의 시조이지만 인천시민에게 친숙하지 않은 조류였던 두루미를 이번 사업을 통해 다시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된 점.

   • 참가자들이 두루미가 멸종 위기 종임을 확인하고 얼마 남지 않은 서식지조차 개발압력에 사라질 위

기에 처했음을 공유하고 보호의지를 다지게 된 점. 

   • 참가자들에게 두루미의 여러 생태, 예를 들어 발자국, 대머리란 사실, 가족끼리 무리 생활을 한다

는 사실을 새로이 알게 된 점. 

   • 갯벌이 여러 생명의 보금자리라는 사실에 대해 두루미 역시도 갯벌에 의존함을 깨닫고 갯벌의 필요

성을 다시 한번 공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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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도 탐조 시 물때를 맞추어 방문해야 했기에 일반인이 참석할 수 있는 주말에 날을 잡기가 어

려웠던 점.  

   • 코로나 일일 확진이 5만명 정도 되자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신청했으나 참여할 수 없는 인원이 

많았던 점. 이는 3차 탐조 때 예상인원 20명을 채우지 못하는 원인이 됨. 

   • 코로나라 인하여 참가자가 식사를 각자 해결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이 때문에 참가자의 통제가 어려

운 점. 이는 진행상 난도가 올라가는 원인이 됨. 

   • 탐조를 처음 하는 참가자가 많아 탐조 장비를 갖추지 못한 참가자가 많았던 점. 단체에서도 장비를 

준비하였으나 참가자에 비해 수량이 부족하여 참가자들끼리 돌려 보게 되는 어려움 존재. 

3.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및 건의사항 

   • 탐조 회차마다 대기자가 발생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던 점을 고려했을 때, 시민 현장 모니터링 확대

가 필요.  

   • 철원과 강화 두 지역을 대상으로 삼았지만 한반도에 존재하는 다른 두루미 도래지로의 탐조 확대 

필요. 

   • 인천환경운동연합 내에서도 탐조에 대한 관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자체 예산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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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tee 3. ☼
Organization Name: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KFEM) Incheon

Project Title: Birdwatching of the Wintering Site of Cranes

Project Period: 2021. 10. 1. ~ 2022. 3. 31. (6 months)

1. Background

- To explore crane, the bird of Incheon city, and learn about the ecology and beauty 
of cranes, which are winter migratory birds. 

- To raise citizens’ awareness of habitat preservation through monitoring training with 
experts in Cheorwon-gun and Ganghwa-gun, the staging sites of cranes

2. Implementation and Results

- A total of 3 visits were planned in staging sites of Cranes: 1 visit in Cheorwon-gun 
and 2 visits in Ganghwa-gun.

- Targeted 20 citizens, and 71 people participated in total. 

- The success of the project was that participants were able to learn that crane is 
an endangered species, the remaining habitats are gradually disappearing, and of 
the various ecosystems around cranes.  

- The limitation of the project was that it was difficult to make a schedule according 
to the general participants’ expectation because they had to visit the sites per the 
high and low tide of Ganghwa Island, and there were many problems in progress 
due to COVID-19. A lesson from the project is to expand citizen field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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