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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과 보고(겨울사업)

목적

인류와 생물다양성을 이롭게하기 위하여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내의 이동성 물새와 그 서식

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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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AFP와 민간단체의 연대 강화와 사업 효율 

극대화 

기간

2021년 10월 ~ 2022년 3월 31일 (약 6개월 간)

주최/주관

재단법인 EAAFP

후원

EAAFP 사무국,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 한스자이델재단

참여단체(기관)

강화도시민연대, 철원DMZ두루미생태관광협의체, 인천환경운동연합, 생태교육허브물새알, 

습지와새들의친구, DMZ생태연구소, 글로벌미래환경협회, 연천지질생태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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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저는 EAAFP 사무국 대표이자 재단법인 EAAFP의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더그 왓킨스

입니다. 오늘 2021년 민간단체 지원사업 결과보고 워크샵에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기쁜 마음으로 감

사 말씀 올립니다.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 한스자이젤 재단, 그리고 8개의 참여단체에서 오신 관계

자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우선 지역 시민사회를 후원하는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한국남동발전 영흥발

전본부에 감사를 표합니다. 2020년 본 사업을 개시한 이후로, 더 많은 참여단체가 선정되었으며 자금의 

관리 역시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단위 프로젝트를 지원하면서 이동성 물새와 

그들의 서식지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의 생태학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이해관계자의 역량 배양과 서식지 주변의 생태계 서비스를 보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 국경선 인근의 현장 보전 활동을 가능케 한 데 큰 도움을 주신 한스자이델 재단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내주신 성원 덕분에 DMZ 주변의 생물다양성 인식을 높이고, 관련 연구와 조사를 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단의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

다.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멋진 성과를 이루어 내신 철원디엠지두루미생태관광협의체, 갯벌생태교육

허브물새알, 강화도시민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습지와새들의친구, DMZ생태연구소, 글로벌미래환경협회, 

연천지질생태네트워크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전국 각지에서 이동성 물새와 서식지를 

보호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셨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이동성 물새와 환경을 이롭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셨습니다.

2021년은 변화와 격동의 한 해였지만, 우리는 스스로 옳다고 믿는 일을 꿋꿋하게 해왔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아래에 있지만, 재단법인 EAAFP는 여러분 그리고 파트너들과 함께 이동성 물새

와 그들의 서식지를 보존하는 일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내년에 있을 민간단체 지원사업 역시 빈틈없

이 준비할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이동성 물새와 그들의 서식지를 보호 및 보전하는 데 함께 힘써 주신 여러분들께 진

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보냅니다. 오늘 성공적인 워크샵과 더불어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협력을 기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26일

재단법인 EAAFP 이사장

더그 왓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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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ing Remarks

Good afternoon. I am Doug Watkins, the Chief Executive of the EAAFP Secretariat and 
the Chairperson of the EAAFP Foundation. It is my great pleasure to welcome every one 
of you to the EAAFP Foundation’s Small Grant Workshop for the winter projects from 
2021. I welcome the special partners joining today, including representatives from KOEN 
Yeongheung Power Division, Hanns Seidel Foundation, and of course the 8 grantee 
organizations of the Small Grant Fund 2021.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KOEN for their financial 
support to the Foundation to continue the Small Grant Fund for local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Korea. Since its launching in 2020, the fund has been growing to accept 
more grantees and the management of the fund has been strengthened. The Small Grant 
Fund contributes enormously to implementing local projects to enhanc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migratory birds, habitat conservation and promoting the ecological values of 
the EAAFP Flyway Network Site. It also builds capacity of local stakeholders and 
addresses some of the pressing issues to maintain the ecosystem services of the sites.
I’d also like to extend my gratitude to Hanns Seidel Foundation for enabling thre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o implement projects in the inner border area. Your support has 
been absolutely crucial to raising public awareness of biodiversity and strengthening 
ecological research and survey around the DMZ. We appreciate your ongoing support and 
look forward to continuing the cooperation.
I feel very proud of the accomplishments of the eight organizations: Cheorwon Durumi 
Ecotourism Council, Tidal flat Ecological Education Hub Moolseal, Ganghwa Citizen 
Network, KFEM Incheon, Wetlands & Birds KOREA, DMZ Ecology Research Institute, 
Society of Global Future Environment, and YeonCheon GeoEco Network. Thank you for the 
hard work you have poured into protecting migratory waterbirds and their habitats in 
different parts of Korea. We appreciate your dedication, and we believe all your projects 
engaging diverse communities are bringing positive change to the environment and 
migratory waterbird conservation.
2021 was full of turbulence and challenges, but we have managed to do what we believe 
is right. Even though we still continue to be faced with a global pandemic with Covid, 
the EAAFP Foundation will not stop our work to conserve migratory waterbirds and their 
habitats and continue to strive to promote and support various conservation activities 
along with our Partners. We will also be prepared for the next Small Grant Fund for this 
year.
Once again, thank you for your efforts and contribution to the conservation of migratory 
waterbirds and their habitats in Korea. I wish you a successful workshop today and look 
forward to the ongoing cooperation.
Gam sa hap ni da!

26th May 2022
EAAFP Foundation Chairperson

Doug Watkins



결과 보고 단체 (보고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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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천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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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습지와새들의친구

6. DMZ생태연구소

7. 글로벌미래환경협회

8. 연천지질생태네트워크



사업개요

일 시

장 소

주최/주관

후 원

2022년 5월 26일(목) 오후 2시

온라인 줌(Zoom)

재단법인 EAAFP

EAAFP사무국, 한국남동발전㈜영흥발전본부, 

한스자이델재단

재단법인EAAFP 
2021-2022 민간단체 지원사업

결과보고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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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EAAFP 2021-2022 민간단체 지원사업 결과보고 워크샵

목적

• 2021년 재단법인 EAAFP 민간단체 지원사업 수혜기관들의 사업 결과 보고 

• 2022년 재단법인 EAAFP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구두 안내

일시

2022년 5월 26일(목) 오후 2시

장소

온라인 줌(Zoom)

주최/주관

재단법인EAAFP

후원

EAAFP사무국, 한국남동발전㈜영흥발전본부, 한스자이델재단

참여단체(기관)

강화도시민연대, 철원DMZ두루미생태관광협의체, 인천환경운동연합, 생태교육허브물새알, 습지와새들

의친구, 글로벌미래환경협회, 연천지질생태네트워크





 

사업개요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사 업 비

강화도시민연대

2021 두루미학교-두루미 여행을 떠나요

2021년 10월 15일 ~ 2022년 3월 31일

삼백만원

2022. 4. 15 . 

강화도시민연대 오교창 

재단법인 이에이에이에프피
2021-2022 민간단체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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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Ⅰ

사업명
2021 두루미학교 

두루미 여행을 떠나요

공모 분야 일반공모

주제별 구분
지역주민대상 

역량강화사업

사업기간 2021년 10월 15일 ~ 2022년 3월 31일 (5개월)

사업목적

▸우리나라에 도래하는 두루미에 가치와 기능에 대한 주인의식을 높인다.

▸두루미 도래 지역의 지역적 특징이 두루미 도래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두루미

가 이동하는 철새이동경로에서 우리나라 도래지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가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두루미 등 이동성물새의 

중요성에 대한 공동인식을 갖도록 한다.

사업내용 요약 

▸수혜 대상: 강화지역 초등학생과 학부모, 일반시민

▸사업 지역: 강화 두루미 서식지, 우리나라 두루미 도래지(철원, 연천, 파주)

▸추진방법: 두루미학교 운영, 우리나라 두루미 도래지역 탐방, 강화지역 두루미 

모니터링

▸기대효과

∙ 우리나라에 도래하는 두루미에 가치와 기능에 대한 학생(미래세대), 학부모

(현세대) 주민 의식을 높여 두루미 등 생물종 보호를 실천할 수 있다.

∙ 두루미가 도래하는 DMZ 지역을 직접 답사하고 탐조하여 두루미와 DMA 

등 접경지역 관계성을 알고 지역 학생교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총 사업비 

(단위:원)

계 지원금 기타

3,000,000 3,000,000

제출일자 2022.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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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 결과 Ⅱ

1. 일정별 추진실적

시기 사업계획 세부추진결과 (실적) 달성율

21년 12월

~ 

22년 3월

두루미 

모니터링

￭ 장소: 강화남단 동검도 갯벌 일대

￭ 내용: 두루미 등 겨울철새 조사

￭ 조사 횟수: 21회(*6회 자체조사 포함)

100%

22년

1/18

~ 1/19

두루미 

도래지역 탐방

￭ 장소: 연천, 철원. 1박 2일

￭ 내용: 두루미 도래지역 탐방 

￭ 참가인원:17명

￭ 현장강사: 3명

100%

22년

1월 18일
두루미학교

￭ 장소: 두루미 그린빌리지

￭ 내용: 두루미 인식 증진 활동(노가바, 두루미댄

스, 두루미케이크 만들기, 두루미 윷놀이, 도전 

두루미 골든벨)

￭ 참가인원: 17명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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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성과 분석 

• 수혜 대상은 두루미 모니터링, 두루미 도래지역 탐방 인식증진 및 교류, 두루미 학교 운영으로 구

분할 수 있다.

2-1) 두루미 모니터링은 EAAFP 지원사업 15회와 자체 사업 6회 등 총 21회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였

다. 1회 모니터링에 평균 5~6명이 참가하여 총인원 120여명이 활동하였으며 청소년을 포함하는 

가족 단위로 참가로 모니터링 참가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총인원 105명에 대한 성

과 연령대는 표와 같다.

총 참가 인원

(명)

성별 연령대

남 여 10~20대 40대 50대 60대

120 30 90 30 20 50 20

2-2) 두루미 도래지역 탐방을 통한 인식증진 교육은 가족 단위 참가를 통해 세대간 인식증진 증진에 중

점을 두었다. 

총 참가 인원

(명)

성별 연령대

남 여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34 16 18 16 4 - 4 4 4 2

2-3) 두루미 학교는 COVID19로 인한 단체 활동의 문제가 있어 도래지 탐방 시 야간을 이용하여 학교

를 운영하였다. 교육 내용은 노가바, 두루미 댄스, 두루미케이크 만들기, 두루미 윷놀이, 도전 두루

미 골든벨 등 5교시 수업을 실시하였다. 학교 운영은 두루미 탐방에 운영교사가 동참하여 운영하

였다.

총 참가 인원

(명)

성별 연령대

남 여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70 35 35 40 10 - 5 5 5 5

• 사업목표를 달성은 두루미 모니터링은 매주 1회 총 15회 조사와 자체 조사 6회를 실시하여 계

획한 지표보다 140%를 초과 달성하였다. 두루미 도래지역 탐방 인식증진 및 교류는 2박 3일을 

계획하였으나 일부 지역이 COVID19로 출입 통제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여 1박 2일로 축

소시켜 진행하였다. 두루미 학교는 최초 매주 토요일 5회 실시 예정이었으나, COVID19로 인해 

현장 집단 활동의 어려움으로 똑같은 교육 내용을 1일에 마감하였고, 가족 탐조의 경우 모니터

링 실시 시기에 함께 실시하여 실제 운영은 계획과 같이 운영하였다.

• 참여 대상의 연령폭을 다양화하고 가족 단위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학생(미래세대)과 학부모(현

세대)의 세대간 교류와 지구 위기 대응 공통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 두루미 도래지역 탐방 인식증진 및 교류는 참가자의 도래지역 탐방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

으나, 최초 목표 중 하나였던 지역 청소년과의 교류는 COVID19로 인하여 이루어지지 못한 아

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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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2022 겨울 두루미 모니터링 결과

3-1. 조사기관 : 강화도시민연대

3-2. 조사 기간 : 2021년 11월 13일부터 2022년 03월 18일까지

3-3. 조사 장소

     강화 남단갯벌, 세어도 갯벌. 영종대교 갯벌. 영종미단시티 갯벌(표1. 조사 장소 경위도)

37°37′05.44″

126°26′55.98″

37°37′05.44″

126°36′05.12″

37°31′31.01

126°26′55.98″

37°31′31.01

126°36′05.12″

3-4. 조사 대상 : 두루미 등 법정보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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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조사 지역 구분

     조사 지역은 가족군이 고정적으로 서식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11개 지역으로 나누었음 (표 2 참조)

지역
번호

지리적 지역 기타

A 동주농장

B 선두5리포구 갯벌 각시바위

C 동검도 북서갯벌

D 동검도 남서갯벌

E 초지 남부갯벌

F 동검도 북동갯벌 동그랑섬

G 동검도 남동갯벌 동검선착장

H 소염도 갯벌

I 세어도 갯벌

J 영동대교 북부갯벌

K 영종 미단지구 갯벌

3-6. 조사자 : 김순래, 정의순, 김혜형, 이나영, 정연순, 진인경, 김유정, 이의진

탐조일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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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조사 결과

3-7-1. 지역별 개체수, 가족군, 유조 등 출현 결과 

A B C D E F G H I J K

가
족
군

미
확
인
군

가
족
군

미
확
인
군

가
족
군

미
확
인
군

가
족
군

미
확
인
군

가
족
군

미
확
인
군

가
족
군

미
확
인
군

가
족
군

미
확
인
군

가
족
군

미
확
인
군

가
족
군

미
확
인
군

가
족
군

미
확
인
군

가
족
군

미
확
인
군

211113
(토)

2

211124
(수)

2 +
2

2

211211
(토)

2 +
1
2 +
1
2 +
1
2 +
2
2 +
2
2

2 +
2

2 +
1

4
2
2

2

211224
(금)

2 +
1

2 +
1

2
2
2

4 2 1

211231
(금)

2 2 1

220107
(금)

2 +
2
2 +
1

7 2

2 +
1
2 +
2

3 6 3 2 4 1 2 3

220114
(금)

2 +
1

6 3 2 1 2

220115
(토)

2
2 +
1
2

2 +
2

4 2 3 2 4 1 8 2

220121
(금)

2 +
1
2 +
1

7
2 +
2

2
2 +
1

1 2 10 2 6

220128
(금)

2 +
1

3
2 +
2

2 +
2

2 +
1

7 2 4 2 2 4 6 4

220204
(금)

2 +
1

2 +
2
2

2 +
1

2 +
2
2 +
1
2 +
1

10 2 6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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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I J K

가
족
군

미
확
인
군

가
족
군

미
확
인
군

가
족
군

미
확
인
군

가
족
군

미
확
인
군

가
족
군

미
확
인
군

가
족
군

미
확
인
군

가
족
군

미
확
인
군

가
족
군

미
확
인
군

가
족
군

미
확
인
군

가
족
군

미
확
인
군

가
족
군

미
확
인
군

220205
(토)

2 +
2

2 +
1

7 4

220211
(금)

2
2 +
1

2 +
2
2

9 2 2 12

220112
(토)

2 +
1

2 +
2

2
2 +
2

19 2 2 13

220218
(금)

2 +
1

2 +
2

2
2 +
1

14 2 8 2 1 1 13 5

220220
(일)

2

2 +
2
2 +
1

2 +
1

2 +
1
2 +
2

8
2
2 +
1

5 2 8

220225
(금)

2 +
1

2 +
2

4

2 +
1
2 +
1

13 2 2 5 9

220226
(금)

2 +
1

2 +
2

1 +
2
2

2 +
2
2 +
1

13 2 1
2 +
1

8

220304
(금)

2 +
1

2 +
2
2

1 +
2

2 +
2
2 +
1

22 2 2

220319
(금)

2 +
1

2 +
2
2

1 +
2

2 +
2
2 +
1

10 2 2 12

220318
(금)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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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조사 결과 요약

조사일

개체수 가족군

기타
총
수

성
조

유
조

구성
가족군

수

211113 2 2
성조 가족 1. 

유조 가족 0
1 ￭ 21년 겨울 첫 발견일

211124 6 4 2
성조 가족 1. 

유조 가족 1
2

211211 36 26 10
성조 가족 2, 

유조 가족 7
9

￭ B 지역(선두3리포구 갯벌)과 동검도 주변인 C 지역, D 지

역, F 지역, G 지역에 집중 분포

￭ 알락꼬리마도요와 마도요 관측

￭ 각시바위 근처 저어새 유조 3마리 관측 

￭ 해수 증발 아지랑이와 안개로 원거리 탐조 불가능(영종도 등)

211224 19 17 2
성조 가족 4. 

유조 가족 2
6

￭ 두루미가 도래하는 초기에는 이미 자기 영역을 확보한 개체

들이 동검도 주변인 C 지역, D 지역, F 지역, G 지역에 

집중 분포하는 것으로 보임

211231 5 5 0
성조 가족 2. 

유조 가족 0
2

￭ 혹한으로 강화 갯벌 대부분, 특히 연안 부분은 결빙과 함께 

유빙이 내려와 갯벌에 앉아 있어 갯골 외에는 취식공간이 

부족함. 아주 소수 개체만 관찰하였음

낮에 채식하지 않는 경우 두루미 휴식처가 어디인지 찾아야 

할 필요가 있음. 아마 쓰레기매립장 내에 있는 안암호를 눈 

여겨 볼 필요가 있음.

220107 47 41 6
성조 가족 2. 

유조 가족 4
6

두루미 도래 개체수가 예년에 비해 증가하면서 서식지가 좁

아 보임. 영종대교와 영종도 미단시티 갯벌에서도 두루미 

모습이 관측되기 시작함.

220114 17 16 1
성조 가족 2. 

유조 가족 1
3

오전 모니터링. 갯벌 결빙 상태로 많은 개체를 보지 못함. 

오후에 모니터링을 한 팀(박건석)은 38개체까지 관측하였다

고 함. 아주 춥거나 결빙 상태일 때는 오전 중에 휴식지에

서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추측됨.

220115 37 34 3
성조 가족 3. 

유조 가족 2
5

만조 무렵 동주농장에 성조 2개체 관측. 논 두렁에서 움직

이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먹고 있는 듯함. 논이 아닌 논 두

렁(도로)변에서 활동 중으로 보아 쌀 낙곡이 아닌 잡초 씨

앗으로 추측

220121 43 37 5
성조 가족 1. 

유조 가족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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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일

개체수 가족군

기타
총
수

성
조

유
조

구성
가족군

수

220128 48 42 6
성조 가족 2. 

유조 가족 4
6

￭ 개체수가 40마리 이상이 관측되는 경우 분포 지역이 B 지

역, I 지역, J 지역, K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음

220204 45 38 7
성조 가족 3. 

유조 가족 6
9

￭ 만조 가까운 시간대에는 물이 최대한 밀리는 B 지역, C 지

역, D 지역, E 지역, F 지역, G 지역으로 두루미가 모임

￭ 영역 다툼은 보이지 않으나 여러 개체가 섞여 있어 가족군 

구분에는 매우 어려움.

220205 18 15 3
성조 가족 0. 

유조 가족 2
2

￭ 오전 시간대 탐조. 다른 날에 비해 너무 적은 개체만 관측

됨. 아침 탐조라는 이유는 아닌 것 같음. 매우 추움

220211 36 33 3
성조 가족 3. 

유조 가족 2
5

￭ 세어도 인근에 3마리씩 4그룹으로 가족군 여부, 유조는 파

악하기 어려움. 

220212 49 44 5
성조 가족 3. 

유조 가족 3
6

220218 58 53 5
성조 가족 3. 

유조 가족 3
6

￭ 2000년초부터 시작된 두루미 모니터링 중 가장 많은 개체

수 관측(58개체)

￭ 조사 전 지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 개체수 증가로 과거 동검도 인근에서 먹이 활동을 하던 것

이 점차 채식 영역이 넓어지고 있음. 이후 영종도, 신·시·모

도에서도 동시 조사가 필요함. 

220220 47 39 8
성조 가족 3. 

유조 가족 6
9

￭ 47개체가 출현하였음에도 영종도 쪽 J 지역, K 지역에서는 

관찰되지 않음

220225 48 43 5
성조 가족 2. 

유조 가족 4
6

220226 46 37 9
성조 가족 2. 

유조 가족 6
8

220304 45 37 8
성조 가족 3. 

유조 가족 5
8

220311 45 37 8
성조 가족 3. 

유조 가족 5
8

220318 3 2 1
성조 가족 0. 

유조 가족 1
1

￭ 3월 11일과 18일 사이 많은 개체가 번식지로 이동한 것으

로 보임

￭ 3월 18일 유조 1마리를 가진 한 가족 마지막 관측. 이후 

관측 못함. 



재단법인EAAFP 2021-2022 민간단체 지원사업 최종 결과 보고 24

3-7-3. 지역별 가족군 분포

지

역
가족군 현황 가족군 분포도

A ￭ 성조 1쌍 2회 관찰

B
￭ 유조 1마리를 가진 1가족 12회(총 21

회 모니터링) 관측

C

￭ 유조 1마리를 가진 1가족 9회 관측

￭ 유조 1마리를 가진 1가족을 5회 관측하

였으나 이 중 4회는 B지역에서 관측되

지 않을 때였음. 따라서 B 지역 1가족

은 C지역까지 이동하는 것으로 추측됨 

￭ 성조 1쌍 5회 관측

D

￭ 유조 2마리를 가진 1가족 9회 관측

￭ 유조 2마리를 가진 1가족은 22년 2월 

26일 이후 성조 1마리가 유조 2마리를 

데리고 다니는 모습이 연속 3회 관측. 

성조 중 1마리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측됨. 

￭ 유조 1마리를 가진 1가족 3회 관측

E

￭ 초지 남단 갯벌에서는 유조 2마리를 포

함한 1쌍, 유조 1마리를 포함한 2쌍이 

9회 관측되었으며, 뚜렷한 영역 구분이 

어려운 성조로 구성된 가족군이 2~4쌍 

있을 것으로 추측 

F
￭ 동그란 섬을 중심으로 성조 1쌍이 16회 

관측

G
￭ 선착장 낚시터 뒤쪽으로 성조 1쌍이 12

회 관측 

H ￭ 소렴도, 세어도, 영종대교, 영종도 미단

시티 등은 거리와 안개 등으로 유조 구

분이 어려워 가족군 구분이 불가능함. 

다만 모여 있는 구조로 보아 유조 1마

리를 포함하는 2~3가족군이 있을 것으

로 추측

I

J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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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결론 및 제언

￭ 강화갯벌에 도래하는 두루미는 11월 중순에 도착하여 3월 중순에 월동지로 이동하는 것으로 추

측됨

￭ 최대 개체수는 2020년~2021년 겨울 최대 개체수인 39개체보다 67%가 증가한 58개체 확인. 

그 동안 강화 갯벌을 찾는 두루미들의 번식 성공과 유조들의 증가로 인하여 개체수가 증가한 것

으로 추정

￭ 개체수 증가에 따라 기존의 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개체는 지속적으로 동검도 부근에서 서식하고 

있으나, 새로운 가족을 꾸미는 개체들은 세어도, 영종도까지 영역을 넓히는 것으로 보임. 강화 

개벌은 넘어 영종도 갯벌까지 두루미 서식 공간 조성 필요함

￭ 2020~21년 겨울 조사에서 해질 무렵 소렴도 쪽으로 모이는 두루미 집단을 보고 소렴도가 두루

미 잠자리로 추정하였으나 금년(2021~2022년) 조사 결과 잠자리로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국가종복원센터 감시카메라)

￭ 일부 개체가 인천쓰레기매립장 안에 위치한 안암호에서 잠자리로 사용하는 것 같다는 제보가 있

음. 익년(2022~2023년) 조사에서는 안암호에 대한 모니터링이 병행되어야 함.

￭ 만조 또는 갯벌 결빙이 있는 경우 여전히 두루미 휴식 공간이 파악되지 못하고 있음. 휴식 공간

을 찾는 노력과 함께 별도의 휴식 공간 조성이 필요함.

￭ 휴식 공간은 물과 낙곡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사람의 인위적 간섭이 배제되어야 

함. 또한 무논 등을 이용한 안정적인 잠자리 조성이 필수요소로 동주농장, 초지리 논습지 등을 

대상지역으로 할 수 있음. 이들 지역을 두루미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농장주와의 

MOU, 초지 농민과의 협업이 필요함. 이들 위해서는 지자체, 민간단체, 국제기구(EAAFP, 국게 

두루미 재단) 등의 지원이 있어야 함. 

￭ 현재 인천지역 NGO로 구성된 ‘인천 두루미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조직 구성, 회의 체계 정

비, 재정 조달, 유관 기관 협력체제, DMZ 등 두루미 월동지 상호 교류 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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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일자별 탐조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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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사진(두루미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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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Ⅲ

1. 사업 추진 결과 잘된 점 

- 두루미학교 운영: 가족 단위 참가를 유도하여 미래세대와 현세대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특히 현세는 생물 다양성 감소 및 위협 요인이 미래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체험함으로

써 계층간 이해와 협력을 통한 생물다양성 보존 의식을 높일 수 있었음

- 우리나라 두루미 도래지역 탐방: 인천시 시조이며 우리 민족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두루미가 강화 외 지역에도 서식함을 알게 됨. 또한 두루미 서식지와 연대를 통한 두루미 보전 

활동의 필요성을 직접 알게 되는 기회를 제공하였음.

- 강화지역 두루미 모니터링: EAAFP 지원으로 안정된 모니터링이 가능하였으며, 정해진 모니터링 

일자 외에도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과학 모니터링 활성화 기회를 갖게 됨. 특히 일부 모니

터링은 가족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여 가족간 자연환경 보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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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루미 학교, 우리나라 두루미 도래지역 탐방은 극심한 COVID 확산 상황 특히 청소년 감염 심각

성으로 인해 일정대로 진행이 어려웠으며, 참가 인원 모집에도 어려움이 있었음. 

3.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및 건의 사항 

- 두루미 모니터링은 시민과학 모니터링으로 전환이 필요함. 이를 위해 시민과학 모니터링 관련 교

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함

-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이 필요함

- 강화 남단 갯벌 두루미 서식지 환경 변화가 두루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 조사. 연구가 

필요함. 강화 남단 일부 갯벌은 퇴적량보다 침식량이 증가하여 갯벌 형태와 환경이 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염생식물, 수저생물 상에 변화가 보이고 있음. 

- 두루미 학교, 두루미 월동지 탐방 등 참가자 모집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SNS 등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홍보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음. 





사업개요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사 업 비

사)철원DMZ두루미생태관광협의체

두루미먹이주기 및 개체수 조사

2021.12.01 ~ 22.02.28

4,000,000원(보조금300만원, 자부담100만원)

2022 . 3. 10 .

사)철원DMZ두루미생태관광협의체 

재단법인 이에이에이에프피
2021-2022 민간단체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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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Ⅰ

사업명
두루미먹이주기 및 

개체수 조사

공모 분야 일반공모

주제별 구분
지역주민대상

역량강화 사업

사업기간 2021년 12월 01일 ~ 2022년 02월 28일 (3 개월)

사업목적

○ 두루미 먹이주기를 통한 안정적인 서식환경 보전 

○ 두루미 개체수 조사를 통한 서식지 보존의 필요성과 두루미의 보호

○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두루미 보존의 중요성 환기

사업내용

요약 

○ 두루미먹이주기를 통해 두루미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탐방객의 인식 제고에 

기여(2회, 47명참석)

○ 지속적인 개체수 확인을 통한 두루미의 서식 환경 모니터링 자료 확보 (3회 

조사, 72명참여)

○ 생태 관광객의 유치로 인한 지역 주민 소득 증대 및 와 환경 유지의 필요성 

공감에 기여

총 사업비

(단위: 원)

계 지원금 기타

4,000,000 3,000,000 1,000,000

제출일자 2022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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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 결과Ⅱ

1. 일정별 추진실적

시기 사업계획 세부추진결과 (실적) 달성율

2021년

12월 26일
두루미개체수조사

1차 개체수 조사

29명 참석
100%

2022년

1월 21일
두루미개체수조사

2차 개체수 조사

22명 참석
100 %

2022년

2월 13일
두루미개체수조사

3차 개체수 조사

21명 참석
100 %

2022년

2월 17일
두루미먹이주기행사

1차 먹이주기행사

25명 참석
100 %

2022년

2월 24일
두루미먹이주기행사

2차 먹이주기 행사

22명 참석
100 %

2. 사업성과 분석 

1) 사업목적에 부합되었는가?

   • 사업목적 : 두루미 먹이주기를 통한 안정적인 서식환경 보전

두루미 개체수 조사를 통한 서식지 보존의 필요성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

   • 기대효과 : 천연기념물 두루미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 인식 제고

지속적인 개체수 확인을 통한 두루미의 서식환경 모니터링

관광객의 유치로 주민 소득 창출 기여

2) 두루미개체수 조사

   • 계획상 2회 조사였으나 참석자의 참여 요구가 높아지고 두루미의 월별 구체적인 개체수 확인

의 필요에 의해 1회 더 조사함.

   • 월동지로서의 철원의 곳곳에 산재되어 먹이활동을 하는 두루미를 조사하여 지역별로 집중되어 

있는 곳을 파악할 수 있었음

   • 기온의 차이로 인해 잠자리와 먹이공간에서의 개체수 조사의 한계가 보임

   • 잠자리 개체수 조사와 먹이활동 개체수 조사와의 차이 존재

   • 2021년 12월부터 2월까지 3회 개체수 조사 시 72명의 조사자가 참여하였으며 평균 두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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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마리 재두루미 5천5백여마리가 철원에서 월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중점적으로 

먹이주기가 되어야 할 장소를 파악할 수 있었음 

3) 두루미 먹이주기 행사

   • 2월말부터 3월 10일사이에 번식지로 북상하는 두루미의 특성상 먹이가 부족한 2월 중순이후

에 먹이주기행사를 계획함

   • 인천카돌릭환경연합 단체 25명, 통일탐방에 참석한 22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먹이주기 주기 

행사 진행

   • 두루미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병행하여 두루미먹이주기에 대한 필요성 인식함

   • 두루미 보호와 보전의 문제는 두루미만의 문제가 아닌 인류의 문제임을 인식함.

3. 모니터링 기초자료 첨부(모니터링 사업만 해당) 

1) 1차 조사 : 2021년 12월 26일

2021년 12월 26 일 

조사팀 조사지역 두루미 재두루미 흑두루미
검은목
두루미

캐나다
두루미

기타 합계

1
석사동,상토,중토,

중세리
166 242 408

2 하토동,도밀리 18 39 57

3 대마,율리리,한새울 69 370 439

4 산명호 일대 92 320 412

5 산명호 남측 74 271 345

6 구철원,외촌리 87 214 301

7 샘통,월정역일대 50 237 287

8 삽슬봉 븍측 47 173 220

9 삽슬봉 주변 145 465 610

10 삽슬봉 남측 82 685 5 772

11 강산지,토교 98 363 461

12 하갈지 북측 91 371 462

13 하갈지 남측,군량봉 46 271 8 325

14
이길리,정연리,

유곡리
155 474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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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조사 : 2022년 1월 21일 

2022년 1 월 21 일 

15
도창리,생창리,

용양보
12 275 287

16
근남면,양지리,

마현리
4 19 23

17
오덕리,월하리,

대위리
19 149 168

18 탐조대,양지리 33 330 363

19
장흥리,오지리,

냉정리
60 60

합계 1,288 5,328 8 0 5 6,629

조사팀 조사지역 조사자 두루미 재두루미 흑두루미
검은목
두루미

캐나다
두루미

기타 합계

1
석사동,상토,

하토동
신주열,
김동걸

150 374 1 525

2
대마,율리리,

한새울
정규동,
김영호

30 298 328

3 산명호 일대
김수호.
박은경

81 250 331

4
구철원,
외촌리

윤찬덕,
김용석

60 170 1 231

5 샘통,월정역
배상필,
조경오

55 226 281

6 삽슬봉 븍측
탁준식,
김준금

165 754 919

7 삽슬봉 남측
이기섭,
전재경

140 604 4 5 753

8
토교,하갈지 

북측
박용현
임상환

137 1,049 1,186

9
하갈지 남측,

대위리
백종한,
김미숙

38 288 8 334

10
이길리,
정연리,
유곡리

박현우
김명하

107 412 3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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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차 조사 : 2022년 2월 13일 

2022년 2월 13 일 날씨:흐림

11
도창리,
생창리,
용양보

김동규,
최미화,

65 302 367

12
오덕리,
월하리,
장흥리

김원석
유종현

5 66 71

13
탐조대,
양지리,
동막리

김만수
김수항

64 334 398

14
장흥,오지,

냉정
신주열
조경오

310 310

1,097 5,437 12 4 6 0 6,556

조사팀 조사지역 조사자 두루미 재두루미 흑두루미
검은목
두루미

캐나다
두루미

기타 합계

1
석사동,상토,

하토동
김동익,
김명하

124 404 528

2
대마,율리리,

한새울
정규동,
김영호

33 253 286

3 산명호 일대
전흥준.
이호반

121 318 439

4
구철원,
외촌리

배상필,
이영규

89 312 401

5
샘통,

월정역일대
배상필,
이영규

54 295 349

6 삽슬봉 븍측
정희섭,
김경애

139 727 866

7 삽슬봉 남측
이동현,
고명숙

102 451 8 5 566

8
토교,

하갈지 북측
장병월,
김용석

133 1,177 1,310

9
하갈지 남측,

대위리
백종한,
이이규

82 325 407

10
이길리,정연리,

유곡리
유종현 129 468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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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사진 / 비디오 / 기타 첨부 자료

1) 두루미개체수 조사 사진

 

 

11
도창리,생창리,

용양보
김동규,
최미화,

40 322 1 363

12
오덕리,월하리,

장흥리 김원석,
윤찬덕

69 448 517

13
탐조대,양지리,

동막리

14 0

1,115 5,500 8 1 5 0 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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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루미먹이주기 행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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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Ⅲ

1. 사업 추진 결과 잘된 점 

   • 사)철원디엠지두루미운영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개체수를 조사함으로써 회원들의 소속감이 높아짐

   • 12월, 1월,2월 3차례에 걸친 개체수 조사로 민통선내 두루미의 월동지 파악 및 먹이 활동이 우수

한 지역을 파악할 수 있었음

   • 두루미를 보호하는 외지인들과 함께 두루미먹이주기를 통한 환경 보호의 중요성 인식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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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루미 먹이주기시 조류독감의 산발적인 발생으로 인해 먹이주기의 최소화 요구받음

   • 개체수 조사 시 추운 날씨로 인해 잠자리에서 나오지 못한 두루미의 파악의 한계성 존재

   • 두루미 개체수 조사는 마지막 3월 중순에 한번 더하는 것이 필요하나 예산 부족으로 할 수 없음이 

아쉬움

3.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및 건의사항 

   • 두루미 개체수 조사 시 사전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

   • 두루미 개체수 조사 시 지역 학생 등 지역 단체와의 연계 강화

   • 두루미 개체수 조사를 통한 주요 두루미 월동지역 지도 작성이 필요하며 먹이주기 핵심 지역 지정 

필요 

   • 두루미 먹이주기에 체험형 먹이주기 방식의 규모 확대 및 탐방객에 대한 두루미 교육의 필요성 커

짐



사업개요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사 업 비

사단법인 인천환경운동연합

천연기념물 두루미 월동지 탐조

2021년 10월 1일 ~ 2022년 03월 31일 

금 삼백만 원 (3,000,000원)

2022 . 4. 01 .

사단법인 인천환경운동연합 

재단법인 이에이에이에프피
2021-2022 민간단체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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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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사 업 비

생태교육허브 물새알

두루미와 함께 겨울나기

2021년 11월 ~ 2022년 3월

3,000,000원

2022 . 3. 21 .

생태교육허브물새알 

재단법인 이에이에이에프피
2021-2022 민간단체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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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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EAAFP 2021-2022 민간단체 지원사업 최종 결과 보고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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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EAAFP 2021-2022 민간단체 지원사업 최종 결과 보고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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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사 업 비

(사)습지와 새들의 친구

철새이동경로 지역 단체 원탁회의

2021년 10월~2022년 3월

3,000,000원

2022 . 4. 13 .

(사)습지와새들의친구 이사장 김옥자 

재단법인 이에이에이에프피
2021-2022 민간단체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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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Ⅰ

사업명
철새이동경로 지역 단체 원탁회의

-지역 현황 공유 및 대안 구축

공모 분야 기획공모

주제별 구분 EAAFP 철새이동경로사이트 FNS

사업기간 2021년 10월 1일 ~ 2022년 3월 31일 (5 개월)

사업목적

- 국내 EAAFP FNS 및 잠정 FNS 지역 간 정보를 교류를 목적으로

- 국내 EAAFP FNS 및 잠정 FNS 지역의 철새 중심 생태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탁회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 국내 EAAFP FNS 및 잠정 FNS 지역의 사례 및 정책 보완 내용을 람사르당사국 

총회 등 국제기구와 공유를 통해 EAAFP FNS 보전 및 지역 확대에 노력한다.

사업내용 

요약 

1. 수혜대상

  ◊ 사업 지역 내의 시민단체 활동가

  ◊ 지자체와 중앙정부 습지 및 철새 관련 정책 담당자

2. 사업지역: 낙동강하구 등 EAAFP-FNS 지역과 잠정 FNS 지역

3. 사업 추진 방법 

  ◊ 낙동강하구 등 EAAFP-FNS 지역과 잠정 FNS 지역 생태(철새) 조사

  ◊ 사업 지역 철새 서식지 위협 요인 조사

  ◊ 사업 지역 우수 사례 발굴

  ◊ 원탁회의 개최

  ◊ 2022년 람사르 COP14 참가

4. 기대효과

  ◊ 국내 EAAFP FNS 및 잠정 FNS 지역 간 정보를 교류를 통해

  4-1) 국내 EAAFP FNS 및 잠정 FNS 지역의 철새 중심 생태계 조사 결과를 공유

하고, 보존사례, 문제점 등을 바탕으로 시민단체 활동 방향 제시와 국가 정책으

로 활용할 수 있다.

  4-2) 람사르당사국 총회 등 국제기구와 공유를 통해 EAAFP FNS 보전 및 지역 확

대를 기대할 수 있다. 

총 

사업비 

(단위:원)

계 지원금 기타

3,000,000 3,000,000

제출일자 2022.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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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결과Ⅱ

1. 일정별 추진실적

시기 사업계획 세부추진결과 (실적) 달성율

21.10.21
원탁회의

사전 협의

○주제: 습지보호지역 확대 및 관리 현황 공유 및 향후 

협력 방안 

○참가자: 한국습지NGO네트워크 참가 단체. 인천하천살

리기 추진단

○초청 참가: Ramsar Network-JAPAN

○형식 :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회의 및 소규모 오

프라인 회의 

100%

21.12.04~05
습지 원탁회의 

(한일습지포럼)

행사 개요

○행사명: 습지 원탁회의(부제: 한일습지포럼) 

○일시: 2021년 12월 4일(토)~5일(일). 1박 2일

○장소: 인천 베스트웨스턴 하버파크호텔(인천 중구 제물

량로 217)

○주최: 습지와 새들의 친구, 한국습지NGO네트워크. 일

본 Ramsar Network. 인천하천살리기 추진단

○주관: 습지와 새들의 친구

○후원:(사)이에이에이에프피

○주제: 습지 보전 현황 공유와 향후 협력 방안 

(추진 결과)

○세계습지네트워크(WWN) 재키 주다스 대표 격려사(영상) 

○주제 1) 보호 습지 확대와 관리 

▸포스트 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관련 동향

(한동욱) 등 3개 주제 발표 

○주제 2) 주요 습지 보전과 훼손 사례

▸화성습지 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다(박혜정) 

등 8개 사례 발표 

○주제 3) 국제환경협약 대응 방안 

▸람사르총회(우한 COP16) 준비 계획

▸원탁회의 이후 실무자 회의 개최

○주제 4) 종합토론

▸습지 관련 다자간 국제환경협약 참여와 협력 방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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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4
원탁회의결과

이행 회의

람사르 cop14 준비

○NGO 습지보고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

○사이드 이벤트 개최 주제 논의

○2022 습지의 날 한일 공동성명서 발표 

○한국 갯벌 유네스코 완전 등재를 위한 우리의 역할 논의

100%

22.02.11
원탁회의결과 

이행 회의

○사이드 이벤트: 한일 공동으로 개최 동의

○사이드 이벤트 주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

○‘물의 자연스런 흐름’은 발원지부터 시작하여 강을 따라 

흐른 물이 연안과 자연스런 만남을 통해 물질과 에너지 

등의 정상적인 교류를 의미

○‘물의 자연스런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런 노력을 한 실제적 

사례 발굴

100%

22.02.22

원탁회의결과 

이행 회의

한일습지

현황토론

○KWNN과 람넷J 공동 사이드 이벤트 진행 합의

▸주제: ‘물의 자연스런 흐름’

○주제 발표국은 제3국가 섭외에 노력하자.

○습지 관련 시민과학 ‘설문조사’ 차기회의 안건으로 합의

100%

22.03.10
원탁회의결과이

행 회의

○주제는 ‘물의 자연스런 흐름’이며. 발표 내용을 좋은 사

례, 나쁜 사례, 혼합형으로 할지 논의

○제3국가 섭외

▸IUCN-WCC(2020 결의안 015와 017) 검토

▸유럽, 미국 등 국내에서 댐 해체 등으로 나타난 ‘물의 

자연스런 흐름’ 관련 발표자 섭외 방법 찾기

○논습지 사이드 이벤트 관련 람넷J의 요구 사항 논의

○람넷J가 제안한 ‘설문조사’ 건에 대한 우리 의견 조율

(미합의)

▸2020년 시민과학’ 세계 습지 현황 조사와 중복조사가 

우려됨

▸우리나라(해수부)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에서 실시한 

자료가 있음. 

▸쉽고 낮은 수준에서 습지관계자, 지역주민 대상 조사도 

의의가 있을 것 같음 

○부스 운영 논의-부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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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성과 분석 

2-1) 수혜대상 

사업명
수혜인원

(계)

수혜대상

청소년 성인

남 여 남 여

원탁회의 사전 협의 24 해당없음 해당없음 9 3

습지 원탁회의
(부제:한일습지포럼)

50 해당없음 해당없음 35 15

원탁회의 결과 이행 
회의 

40 해당없음 해당없음 25 15

2-2) 사업 목표 달성

사업명

사업목표 달성정도

정성목표
정량

목표
정성목표

정량

목표

원탁회의 사전 협의
국내 EAAFP FNS 및 잠정 

FNS 지역 간 정보 교류
2회

국내 EAAFP FNS 4개소, 잠

정 FNS 지역 4개소 정보 교류
2회

습지 원탁회의

(부제:한일습지포럼)

EAAFP FNS지역 사례를 

cop 14 등을 통한 확대 

노력

1회

국내 EAAFP FNS 4개소, 잠

정 FNS 지역 4개소 정보 교류

일본 잠정 FNS 지역 3개소 정

보 교류

1회

원탁회의 결과 이행 

회의 

습지 원탁회의 결과 이행 

점검
4회 습지 원탁회의 결과 이행 점검 4회

3. 사업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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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Ⅲ

1. 사업 추진 결과 잘된 점 

   • 지역 현황 공유 및 대안 구축을 위한 철새이동경로 지역 단체 원탁회의로 주제 설정은 적절하였음

   • 한국습지NGO네트워크(KWNN) 회원 단체 및 일부 습지보호지역 관리 단체현황 공유는 지역의 현

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음

   • 습지와 강하구는 물의 흐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습지의 현명한 이용에 반하는 행

동에 대한 정보는 국가 정책 전환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음

   • 국내 습지 현황 외에 일본의 습지 현황 공유를 통해 습지보전에 대한 국가간 협력의 중요성을 함

께 인식할 기회가 마련됨

   • 국가간 협력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람사르 당사국총회(COP14. 우한)를 적극 활용하기로 합의하게 

되었음

   • 사업 종료 후에도 국내, 국외 단체와 정기적인 회합을 갖고 습지보전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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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현황 공유 및 대안 구축을 위해 KWNN 회원단체 외에 국내 람사르습지 등 보호지역에서 활

동하는 5개 이상의 단체와 협력을 목표로 하였으나 COVID19 사태로 2곳의 단체와 협력하는데 

그침

   • 국내 람사르습지 등 보호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 섭외 과정에서 생각 외로 활동 단체가 있는 곳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됨

   • 보호지역. 비보호지역 모두 개발 압력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 지역 활동가들의 활동이 매우 어려움

3.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및 건의 사항 

   • 매년 지속적인 지역 현황 공유 및 대안 구축을 위한 철새이동경로 지역 단체 원탁회의 필요

   • COVID19 사태를 극복하고 협력이 가능한 지역 단체 확대 필요

   • 시기별 이슈의 변화로 현재 시기는 인식증진 등 습지 홍보와 교육에 치중하고 있는 단체가 증가하

고 있음, 이에 람사르습지 등 보호지역을 대상으로 모니터링과 정책 개발이 가능한 단체 육성에 힘

을 기울어야 하며 이는 정부의 의지도 매우 중요함. 현재 정부는 각종 조사를 전문기관 중심의 4

계절 조사로 전환하고 있어 시민과학 활동이 위축되고 있음. 이에 대한 정부의 생태 교육 전환이 

필요함

   • 보호지역. 비보호지역 모두 개발 압력에 많이 노출된 이유는 습지 보전이 지역 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임. 실제로도 습지 보전이 생태관광 등의 효과를 이야기

하고 있지만 실제 생태관광의 효과를 보거나, 효과가 있어도 과학적 증거가 부족한 상태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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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

   • 현재 24개소의 람사르습지 등 습지보호지역 외에도 국내에는 2,000개 이상의 크고 작은 그리고 

생태적으로 중요한 습지가 존재함. 그러나 비보호습지의 경우 모니터링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자

료 부족 상태에 있으며, 보호지역조차 민간단체와 국가에서 조사한 내용이 상이한 경우가 있음. 습

지 보전에 대한 국가보고서의 신뢰수준이 낮음. 이에 습지보전 전략 수립 시 민간단체의 참여를 적

극적으로 보장하며, 국가보고서에 대응하는 NGO 보고서(시민과학, 국가보고서에 대한 비판적 의견

이 아닌 보충 자료로서) 제작을 위한 활동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함

   • 국가가 가지고 있는 습지 데이터에 민간단체 등 국민들이 접근하기 매우 어려움. 국가 비밀 유지가 

필요한 내용이 아닌 경우 정보 공유가 필요함. 

부록. 습지 원탁회의(부제:한일습지포럼)Ⅳ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한동욱 / (사)에코코리아, PGA생태연구소장 

(ECO Korea, PGA eco & bio diversity Institute)

2010년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에서는 2050년 장기전망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2020) (일명 아이치 타

겟(Aichi biodiversity target))을 제시하였다. 이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는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

략(’14~’18)과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을 4차례(2014, 15, 17, 18) 수립한 바 있고, 나아가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19~’23)을 수정하였다. 

그러나 아이치타겟은 일부 지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달성하지 못하였다 평가되었으며, 주요하게는 

생태계 분야에서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 담수지역의 생물다양성, 생물종 분야에서는 이동성생

물, 수분매개자, 주요 이해관계자 부분에서는 사적 부문이나 도시 부문, 종교와 사회 분야에서 참여

부족 등이고, 생물다양성의 간접적 협력에는 무역 부문에 미약했으며, 생물다양성 손실의 해결책에

서는 자연기반해법, 보전에 관한 혁신적 접근, 국경지역의 생물다양성 보호, 경관의 연결성이나 생태

통로 설치, 해양공간계획 등에서 부족했고, 이행 관련 이슈로는 능력 배양이나 재원 동원, 생물다양

성 주류화에서 미진했으며, 인류 복지 분야에서는 양성평등, 생물문화다양성, 보건, 지역단위의 계

획, 평화 및 충돌, 식량안보 등에서 부족했음이 평가되었다. 

유엔에서는 2015년에 SDGs가 채택되었고, 특히 제75차 UN 총회(‘20. 9. 30.)에서 개최된 생물다

양성 UN 정상회의(UN Summit on Biodiversity)에서는 보호지역이 충분하게 확대되지 못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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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가 황폐화되고 복원이 필요하며, 생물다양성이 충분히 주류화되지 못하였고, 토지와 해양이 

지속가능 하게 이용되지 못하였으며, 최소한 생물다양성은 공동의 책임이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내용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하여 CBD COP15(2020년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 2021년과 

2022년으로 연기)에는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이하 포스트2020GBF)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며, 이 계획에는 향후 30년까지인 2050년까지 2050 비전 달성을 위한 새로운 10년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사회 전략계획과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

해, 4개의 목표(Goal)하에 21개의 세부실천목표(Targets)를 제시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0월에 온라인으로 CBD COP15 1부가 개최되었으며 주제는 ‘2030년까지 자연이 

회복되는 세상 (Nature-positive world by 2030)’이었다. 이때 개최된 고위급회의에서 포스트

2020GBF 채택과 이행을 촉구하는 쿤밍선언문이 채택되었다. 이 선언문에는 생태 문명 :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위한 미래 구축 (Ecological Civilization: Building a Shared Future for All Life 

on Earth)이라는 제목으로 17개 항목이 채택되었으며 이에는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갱신, 보호지역 

관리 개선, 생물다양성 관련 법체계 정비, 자연기반 해법 적용 확대, 생태계 복원 등의 내용이 포함

되었다. 2022년 4월말에 쿤밍에서 개최될 대면회의에서 당사국들에 의해 채택될 예정이다. 

아이치 타겟 11(Aichi Target 11) 달성 현황과 포스트2020GBF의 보호지역 이슈

아이치 타겟 11에 대한 평가는 부분적으로 성취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글로벌 차원에서 2020년까

지 육상은 17%, 해양은 1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제시하였으며 실제는 전지구적으로 

육상은 15%, 해양은 7.4%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보호지역(Protected and conserved 

area)의 면적에 대한 확대 목표와 함께 질적 지표들은 많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질적 지표에

는 ‘효과적이고 공정한 관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에 중요한 지역 보호’ 그리고 ‘기타 효

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수단(OECMs)을 보호지역과 연계하는 것‘ 등이다. OECMs이란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의 약자로서 보호 지역이 아닌 지역에 생태계의 

기능과 생태계 서비스, 생물다양성 현지 내 보전을 위해 긍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되며, 문화적, 

영적, 사회경제적으로 취해진 지역 기반의 보전수단을 말한다. OECMs의 역할은 보호지역 간 연결

성 증진 기여할 것과 각국의 여건과 지역토착공동체 역할 고려할 것, 보호지역 및 OECMs의 통합

과 주류화에 관한 자발적 지침 적용 독려, 효과적 OECMs 관리 거버넌스 모범사례 공유, OECMs 

관리거버넌스에 관한 지침 공식채택 권고 등을 담고 있다. 

보호지역 면적확대에 대한 포스트2020GBF는 1차 초안(zero draft, 2020년1월)은 ‘2030년까지 생

물다양성에 있어 특별히 중요한 지역의 최소 60% 보호, 전체 육지 및 해양 지역의 최소 30% 보

호, 이 중 최소 10%는 엄격한 보호(strict protection)’라는 다단계목표를 제시하였다. 그후 개정된 

초안(updated zero draft, 2020년 8월)에서는 단일안으로 ‘2030년까지 전지구의 최소 30%’라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이들 보호지역이 “생물다양성 보전에 중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효과적

이며 잘 연결된 보호지역과 OECMs 시스템”을 통해 보호 및 보전되어야 한다는 질적 목표를 추가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12월 기준 육상 16.63%, 해양 2.12%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육상지

역은 전지구적인 면적 목표 달성치보다 높았다. 그러나 해양지역의 미흡한 달성율과 질적 지표에 대

한 달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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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2020GBF에 따라 우리나라 보호지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나라 내에 생물다양성에 있어 특별히 중요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육상 보호지역 

(Protected and conserved area)의 부족분인 14%의 면적을 지정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하며, 해

양보호지역의 8%를 지정할 수 있는 잠재적 보호지역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 조치 (OECMs,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를 발굴하고 지역공동체가 관리하는 한국적 OECMs에 대한 생물다양성 보호 기여도를 

평가하여 국제사회에 공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셋째, 보호지역의 관리에 대한 평가를 통해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계획의 이행과 달성율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2050 생물다양성 비전은 "2050년까지 생물다양성을 평가하고, 보존하고, 복원하고, 현명하게 이용

하고, 생태계 서비스를 유지하고, 건강한 지구를 유지하고,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세계를 목표로 하여 2030년까지 달성할 세부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습

지에 있어서도 람사르전략계획와 연동하여 이러한 보호지역 세부목표 달성하는지 여부, 이에 대한 

평가지표가 적절하게 이용되었는지, 보전관리 계획수립과 이행에 대해 평가해나가는 것이 향후 30년

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할 NGO의 과제이다.

한국의 습지관련 보호구역 현황

박중록 

습지와새들의친구 운영위원장

1. 보호구역 현황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등 각각의 정부 부처에서 습지 또는 주요 동식물 보호를 위해 보호구

역을 설정하고 있다. 보호구역과 관리하는 정부 부처는 다음과 같다.

보호구역 명칭
지정 현황

지정 근거 지정기관 기준 비고
숫자 면적(㎢)

생태·경관보전지역 33 283.794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시·도 2020.1 자연환경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46 1,558.129 습지보전법 환경부,해수부 2020.12

람사르습지 23 196.160 습지보전법 환경부 2020.12 20개소. 습지보호지역과 중복

자연공원 79 8,088.929 자연공원법 환경부,자치단체장 2017.1 국립,도립,군립공원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3 259.332 해양생태계(보전)법 해양수산부 2018.6

해양생물보호구역 1 91.237 해양생태계(보전)법 해양수산부 2018.6

특정도서 257 13.793 도서생태계법 환경부 2019.12

야생생물보호구역 394 909.43 야생생물(보호)법 환경부,자치단체장 2016.6

문화재보호구역 39 1,473.526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청 2017.12

세계자연유산 2(1) 1,293.46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청 2021.8 갯벌, 습지보호지역과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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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8년 람사르총회 이후 보호구역 지정 현황

3. 전체 보호구역 지정 현황(Status of Protected Areas & OECMs)

4. 주요 습지의 훼손과 현안

1)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 면적 감소: 119.365㎢ → 87.28㎢ 

   - 주요 현안: 문화재보호구역내 10개 교량과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 등

2) 인천 송도 습지보호지역. 송도 갯벌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건설 계획

   - 2009년 송도갯벌습지보호지역 지정(인천광역시)

   - 2014년 람사르습지 등록(해양수산부)

   - 2018년 EAAFP-FNS 등록(인천광역시)

   - 2018년 습지보호지역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2021년 고속도로 선형 변경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논의 중

5. 결론

한국은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습지 등 자연자원의 보존을 위한 여러 법률을 제정하고, 보호지역 지

정과 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습지 부분에서의 보호지역 면적은 Aichi target에서 요구

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 하고 있으며,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그 관리가 방치되거나 각종 

개발사업을 위해 보호지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보호지역의 면적 확대와 보호지역 지정 후 관리, 보호지역 훼손 등에 대한 NGO 차원의 세밀한 조

사와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습지 보전정책과 생물다양성 보전정책 수립에 대한 비

판과 정책 제안 등의 활동이 따라야 할 것이다.

보호구역 명칭
지정 현황 2008 람사르총회 이전 2008 람사르 총회 이후

숫자 면적(㎢) 숫자 면적(㎢) 숫자 면적(㎢)

생태·경관보전지역 33 283.794 24 280.94 9 2.854 (1%)

습지보호지역 46 1,558.129 21 422.635 25 1,135.494 (73%)

람사르습지 23 196.160 9 10.755 14 185.405 (95%) 1개소 평균 852.87ha

자연공원 78 8,088.929 73 7,843.337 5 245.592 (3%) 지질공원 제외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3 259.332 4 70.374 9 188.958 (73%)

해양생물보호구역 1 91.237 0 0 1 91.237 (100%)

특정도서 257 13.793 162 10,516 95 3.277 (24%)

야생생물보호구역 394 909.43 359 828.054 35 81.376 (9%)

문화재보호구역 39 1,473.526 37 1,470.037 2 3.489 (0.2%) 우포늪, 용머리해안

세계자연유산 2 1,481.91 1 188.45 1 1,293.46 (87%) 서천,고창,신안,보성·순천갯벌

Aichi target Korea World OECD*

육상 (terrestrial & inland water) 17% 16.97% 16.79% 22.8%

해양 (Marine & coastal) 10% 2.46% 8.0%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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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보호 습지의 확대와 과제

나가이 미츠히로
일본람사르네트워크 공동대표 

1. 습지의 상황 변화 (지난 10년간)

 2010년 ➡ 2021년

습지보전법 : 제정되지 않은 채

국가습지정책 : "생물다양성 국가전략 NBSAPs 습지 부분" 그대로

람사르 등록 습지 : 37곳(2008) ※1 ➡ 53곳(2021) ※2

EAAFP(※3)가맹습지: 29곳(2007) ➡ 33곳 (2020)

잠재적 Ramsar습지 : 500개소 ※4 ➡ 633개소 ※5

동상 연안역 : ――― ➡ 270곳 ※ 6

※1 2012 COP11 때 9곳 추가, 합계 46곳

※2 2021년11월 등록예정인 가고시마현 이즈미평야 간척지(出水平野干拓地) 포함

※３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4 일본의 중요 습지 500 (2001. 12 환경성 발표)

※5 생물다양성의 관점에서 중요도가 높은 습지 633 (2016. 4 환경성 발표)

※6 생물다양성의 관점에서 중요도가 높은 연안역 270 (2014. 5 환경성 발표)

2. 지난 10년간의 평가 (JBO3)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의 종합평가 2021" (Japan biodiversity Outlook 3)

- 일본 정부에 의한 평가

습지라는 "용어"가 없음 (삼림, 농지, 도시, 육수역, 연안·해양, 도서)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는 지난 50년간 장기적으로 손실·열화 경향

인위적으로 개변되지 않은 식생은 국토의 20% 미만

개발에 따른 생태계 압력은 저하해도 생태계 개변의 영향은 지속될 가능성

연안·해양 : 1980년까지 매립에 의해 갯벌 등을 이용하는 도요새류 개체수 감소

육수생태계 : 생물종의 멸종위기 증대. 환경성 레드리스트 50%이상 육수생태계

습원 면적 대폭 감소로 인한 홍수 조절 서비스 감소

3. NGO의 평가

- 습지에 대한 개발 압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 오키나와현 헤노코 매립, 히로시마 하치갯벌 : LNG발전소, 오키나와 나구라안팔 : 리조트 개발, 

나가사키현 이시키 댐 건설 계획

- 과거에 행해진 개발로 재생 불가능, 멈추지 않는 개발

  → 이사하야만 간척, 나가라강 하구둑, 아와세갯벌 매립사업, 도쿠시마현 요시노강 하구 교량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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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사르 등록 습지도 그 관리가 충분한지 의문 있음

1) 람사르 인포메이션 시트(RIS)가 갱신되지 않았다.

   → 등록 이래 갱신이 없는 곳 (41/52), 6년 이상 갱신이 없는 곳 (46건)

2) '습지의 혜택' (물·식료의 공급, 치수, 기후조정, 문화, 레크리에이션과 관광)을 조사한 후의 현명한 

이용, 다수의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이 있는가?

4. 일본의 보호 습지 확대에 대한 과제

1) 독립적인 국가습지정책 (또는 국가습지법)의 필요성

   보전 → 습지의 개발 압력에 항거한다.

   관리 → 습지의 와이즈 유스 (가이드라인, 예산)

   CEPA→ 습지의 가치가 다른 많은 정책 목표에 매몰되지 않는 것이 중요

   협약의 변화 당초: 물새 보호 ➡ 현재: 습지 보전

2) 보호습지의 확대를 위해

- 람사르 등록 습지 확대

  등록 3 요건 a. 등록 기준

b. 법적 담보←자연공원법, 조수보호관리법, 하천법 이외의 법적담보 개발

c. 지역의 찬의 ← '찬성' 획득을 위한 스킴의 개발

- 기타 수단으로 보호습지 확대

EAAFP 참가지 등록 확대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 생물을 보다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지역(사찰림, 마을 야산 등)

+ 관리된 중요습지 633과 연안 270을

- 생태계 네트워크의 강조 ~ 정부는 OECM을 인정함으로써 기존 보호구역을 이어간다는 발상 - 이

는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 하천을 중심으로 한 유역관리(결의X.19), 통합연안관리(결의Ⅷ.4)

→ IUCN · WCC 2020 결의 17 "자연적인 물 흐름을 위한 습지 보전 복원"

3) 습지가 기후변화에 대한 NbS임을 강조

습지가 기후변화에 대한 NbS(자연에 기반한 해결책)이 된다는 점을 지렛대로 한 

보호습지 확대운동.

이탄습지 권고 7.1, 결의Ⅷ.11, 결의XⅢ.12, 결의XⅢ.13

블루카본 결의XⅢ.14



재단법인EAAFP 2021-2022 민간단체 지원사업 최종 결과 보고 97

화성습지, 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다!!

박혜정,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1. 화성습지 소개 

1) 지리적 요건

- 좌표 : 37° 3'58.45"N, 126°43'58.22"E 

- 지번 ::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70번지 일대 (면적: 7,301ha_EAAF Site 등록 면적)

• 화성습지는 (1) 조간대 습지(매향리갯벌), (2) 조석의 영향이 매우 약한 담수 간척 

호수(‘화성호’), (3) 매립 농지, 연못, 배수로 및 휴경지로 구성된 화옹지구 간척지로 

구성된다. 

• 길이가 9.81km인 방조제(2002년 물막이 완공) 건설 전에는, 약 8,000ha 조간대 

습지(남양만)의 일부였다. 광활한 염습지가 있는 이 조수 생태계는 역사적으로 아산만에서 

황해도 해주만까지 거의 300km 펼쳐져 있는 경기만의 안쪽을 형성하는 조간대 습지 

인접 지역이었다. 조수간만의 차가 9m를 초과한다. 화성호는 2003년에 물막이공사 후 

수질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배수갑문을 통해 바닷물을 유통시키고 있어 

1,730ha의 화성호는 기수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 간척사업을 통해 조간대 습지 대부분은 인접한 아산만을 포함하여 매립되었다. (아산만은 

과거 밀물썰물에 관련해 이동하는 도요물떼새에 의해 남양만과 생태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2) 생물다양성 (2020~2021 환경부 국립생태원 조사)

• 화성습지 내측　 :　 멸종위기야생생물 24종을 포함하여 총 609종의 생물종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식물(210종), 양서․파충류(9종), 어류(20종), 

조류(133종), 포유류(6종), 육상곤충(175종),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56종)　

- 멸종위기종 1급(6종) : 매, 흰꼬리수리, 황새, 혹고니, 저어새, 수달

- 멸종위기종 2급(18종) : 금개구리, 맹꽁이, 물장군, 검은머리물떼새, 노랑부리저어새, 

수리부엉이, 새매, 참매, 독수리, 큰고니, 잿빛개구리매, 물수리, 쇠검은머리쑥새, 

검은머리갈매기, 알락꼬리마도요, 큰말똥가리, 큰기러기, 삵

-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동성 물새 서식처이자, 계절에 따라 조류 다양성이 높은 지역임이며 

조류 서식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현장조사 결과 총 133종(멸종위기야생생물 19종 포함)의 다양한 조류 관찰

           ※ 문헌조사 포함 총 43과 150종이 서식하여 높은 조류 다양성 확인 

• 람사르습지 등록기준 

- 기준 2. 감소종, 멸종위기종 24종 이상 서식

- 기준 5. 2만 또는 그 이상의 물새를 보유. 최소 5만에서 최대 15만 마리릐 물새가 이용함

- 기준 6. 물새 종 또는 속 개체수의 평균 1%를 보유한 경우, 19종 이상이 1%  

      개체수를 초과 

• 매향리갯벌 : 14.08㎢ 습지보호지역 지정 (2021.7.20.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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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호지역 지정요건 및 조사결과표<2017년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항목 지정요건(조건중 1항목이상 충족) 조 사 결 과 평가결과

대형
저서동물

∙ 출현 종수 100종 이상
∙ 법정보호종 서식

∙ 출현 종수 169종(부합)
∙ 법적보호종 부재

충족

염생식물
∙ 식생 분포면적 10,000m2(1ha) 이상
∙ 법정보호종 서식

∙ 식생 분포면적 42,177m2(약 4.2ha)
∙ 법적보호종 부재

충족

바닷새

∙ 법정보호종의 서식처 혹은 도래지
∙ 물새 2만 개체 이상 출현
∙ 물새 한 종의 전 세계 개체수의 1% 

이상이 서식 혹은 이용

∙ 법적보호종 8종(부합)
∙ 물새류 최대 개체수 32,206개체(부합)
∙ 전 세계 개체수의 1% 이상이 서식 혹

은 이용 9종(부합)

충족

※ 지정요건기준 : 해양수산부훈령 제72호 연안습지보호지역 지정지침 <별표 1> 적용

· 
2. 이해당사자*의 서식지 보전 참여도 및 사례 (* 이해당사자 : 행정,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 2003년~현재 시민단체+전문가 시민모니터링단 물새조사 및 현장 조사

- 2018년~현재 화성습지 국제심포지엄 개최 (국제적인 철새서식지 인식 증진)

- 2018년 12월 EAAFP 총회 참석 (화성습지 EAAF site 등록 및 지정)

- 2018년~현재 습지보호지역지정 주민추진위원회 구성 

- 2019년~ 현재 습지보호지역 지정 주민 설명회 및 간담회 진행

- 화성습지 시민탐방, 언론 홍보, 청소년 교육, 시민모니터링 등 철새서식지로서의 가치 홍보

- 2021년 매향리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2차 화성습지 내측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 중

- 2021년 람사르습지 등록 및 유네스코자연유산 등재를 위한 관리 및 보전 방안 마련 

3. 화성습지의 위협 요인

· 화성호 담수화 시도(한국농어촌공사) / 화성호 조력발전소(화성시 그린뉴딜)

· 우정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갯벌 매립

· 수원군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로 선정, 군공항이 이전될 경우 철새서식지 최대 위협

· 지속적인 간척사업으로 배후습지 매립 

· 일부 지역 논습지로 이용되면서 농약, 비료 등으로 생태적 문제 발생

· 매향리갯벌 주변 지역 개발(온천관광호텔)로 인한 주민 갈등 (소외지역에 대한 개발 욕구 상승)

4.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제언

· 화성습지 내측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전체 람사르습지 등록까지 진행하여 법적, 국제적 보호대책을 마련.

· 화성습지 정밀생태조사를 통해 공간 관리계획을 수립. (절대보전지역, 완충지역, 이용지역 등)

· CEPA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협의와 지원체계 구축 

(보호지역관리위원회) 

·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생태교육·탐방, 서식지 감시, 문화관광상품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민 

일자리 창출)

․ 간척지에 대한 정책 전환. 일부 유휴지에 대한 갯벌 복원(재자연화) 및 전면적 해수유통 

․ 지역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철새서식지 보전을 통한 관광자원으로 습지를 활용하는 방법 모색

․ 화성시 연안습지보전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 화성습지센터 설립 및 주민해설사 양성을 통해 철새교육 및 홍보 진행

․ 지역 연안습지보전을 위한 활동을 펼치는 시민단체 지원 및 시민과학 데이터베이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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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남저수지 인근 논습지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해결해야 할 문제

최윤식, 영농조합법인 주남나누기 운영위원

주남저수지는 매년 121여종의 철새가 도래하는 대표적인 철새도래지이다.

재두루미, 흰꼬리수리 등 21종의 법정보호종 서식 ․도래하며 식물 350종, 포유류 15종, 양서파충류 

11종, 곤충류 128종,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55종, 어류 28종 등의 생물다양성이 뛰어난 곳이다.

또한 매년 철새 개체수 및 생물다양성이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한 곳이다.

그리고 창원시는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생태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

하여 2010년부터 5년마다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과업내용 : 생태관광 여건 분석 및 발전

방향, 생물서식환경 보전 및 관리 계획, 로드맵 수립 등)하는데 올해 21년 3월 계획수립을 완료하

여 4번째 실행에 들어갔다.

이를 바탕으로 드디어 올해 10월 환경단체가 꾸준히 요구한 '습지보호지역 지정' 신청을 해 놓은 상

태이다.

그동안 창원시는 무논을 활용한 습지체험장을 조성하고, 철새 서식처의 방해요소인 조명시설을 설치

하지 않고 전신주 지중화를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송용들과 주남저수지의 생태적 단절 제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철새도래시기 주요 먹이터 확보 및 쉼터 통행제한, 낚시금지 구역 지정, 주남환경스쿨을 재정비하여 

습지환경교육의 거점으로 확대하고자 하고 있으며, 계절별 집중이 과도한 탐방객들을 고려하여 생태

수용력 초과방지 및 탐방객 분산을 위해 주남저수지 수변을 끼고 있는 마을들을 대상으로 '마을대학'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인식증진, 마을자원조사,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그리고 창원시는 주남환경스쿨을 통합․확대 운영하여 연간 12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

며 환경부 지정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2개) 인증을 획득하였다.

특히 올해 21년 3월 지역 농민들의 소득창출을 위해 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생태관광협의체 주

남나누기』 설립하였고 이후 생태관광 활성화 회의 개최를 통해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여 함께 노력한 

결과 5월 28일 '충북 옥천', '인천 백령도'와 함께 '창원주남저수지'가 '국가지정 생태관광지'에 선정되

는 성과도 있었다.

주남저수지는 사실 오랜 기간 농민과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주남저수지에서 어로행위를 하

는 어민과 인근 농민들은 철새로 인한 농작물 피해, 개발행위 제한이라는 개인의 이익 침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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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인 선택들이 많이 발생하였었다.

주남저수지의 갈대밭을 불태우거나 폭음, 독극물을 사용하여 철새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극단적인 

상황도 발생한 곳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지역 환경단체가 오랜 시간 행정과 싸우고 지역주민들과의 많은 공청회를 통해 조금씩 변화

시켜 온 결과 주남저수지는 철새 보호와 생물종다양성을 위해 2016년 6월 철새 서식환경 조성관련 

기관(창원시↔한국수자원공사↔한국농어촌공사) MOU 체결을 하였고 2019년 4월 창원형 자연농업 

MOU(창원시↔영농조합법인 주남의 아침↔마창진환경운동연합) 체결, 2021년 1월 멸종위기 가시연

꽃 복원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와 진행하여 그 결실을 맺고 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논습지를 보전을 위해 주남저수지 인근 논을 친환경쌀 재배 방식을 도입하고

자 진행하고 있는 '창원형 자연농법 업무협약'은 점차 그 대상지를 넓혀가고 있다. 

하지만 그에 비례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농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농민의 소

득이 걸려있다는 이유로 절대보호지역, 완충지역 등에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지만 제재가 되고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더해 불법 매립, 불법 유수지 점유, 불법 용도 변경, 교묘하게 변형된 농업시

설 난립, 플라스틱 농약병과 비닐 불법소각 등 해결해야 될 습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인력부족, 

예산부족이라는 매번 같은 내용만 알려오는 행정의 맹점도 분명히 있다.

논습지 환경문제는 아무리 좋은 정책, 농민소득사업, 논습지 보호정책을 시행해도 농민들의 인식증진

이 되지 않으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이다. 

이에 주남저수지에서는 행정과 농민, 시민사회단체, 지역민들이 함께 상생하고 논습지를 보전하는 문

제에 관해 내년이 습지보호구역 지정과 더불어 시민단체, 교육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바꾸어 보고

자 하는 큰 변화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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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자면 이번 포럼에서는 논습지에 관한 행정의 문제점과 농민의 인식증진에 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일본 히로시마현 다케하라시 갯벌에 닥칠 위기

: LNG 화력발전소 계획

오오츠카 스스무 

히로시마대학대학원 통합생명과학연구과 교수

살아있는 화석으로 유명한 투구게는 과거에는 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 전역에 널리 분포하고 있었지

만 고도 경제성장 시대에 서식지 매립으로 파괴되면서 현재는 오카야마현의 서부로 한정됩니다. 규슈 

북부에서도 서식하고는 있지만, 유전적으로 다른 집단입니다. 그 중 멸종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이 히

로시마현입니다. 개체군 밀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 희귀생물을 보호할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히로시마현에는 두 곳의 주요 서식지가 있고 다케하라시(竹原市) 하치갯벌의 유체 전체 개체수는 기

껏해야 수십여 개체, 에타지마시(江田島市)는 더욱 서식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히로시마현 개체의 투

구게 분포는 북한(北限)이고 동한(東限)입니다

2015년 7월, 다케하라 시내 초등학생과 함께 성체쌍을 확인한 이래, 매월 갯벌의 유체 서식 밀도, 

짝짓기 유무, 환경 요인을 조사하는 한편 대학, 박물관, 동물원, 초등학교에서 강연회를 하거나 히로

시마현 다케하라시 주최의 관찰회를 통해 보전을 호소하는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히로시마현에 조례를 제정해 보호할 것을 요구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2020년 3월, 히로시마현의 제안으로 하치 갯벌 근처에 투구게를 보전하자는 간판을 세웠습

니다.

드디어 투구게의 보전이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지난 5월 현지 신문에서 하치 갯벌에 인접한 

장소에 LNG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

다. 계획에는 해상에 500미터 정도의 부두를 만들고 LNG 저장시설인 부유체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수심이 얕은 장소가 있어 준설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고, 해류 변화에 따른 퇴적물의 변화, 대형 

LNG운반선에 의한 외래종의 정착 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대형 선박이 좌초되기라도 하면 생물

군집이 괴멸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간에게도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희 연구자들은 서둘러서 갯벌을 교육 연구 장소로 활용하는 분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현지 주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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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협력, 타케하라시와 시마네현 담당 부서와의 상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투구게 전문가그룹, 투구게를 지키는 모임 회장, 일본어류학회, 일본생

태학학회 추고쿠시코쿠지구회, 일본저서생물학회, 일본조개류학회, 연체동물다양성학회 등 각 자연보

호계 임원회가 모여 기업에게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제삼자의 평가를 받을 것을 제안하였

으며, 문제 발생시 계획 자체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히로시마현과 환경성에는 기업에

게 적절한 조언을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치갯벌은 환경부가 선정한 "생물다양성 관점에서도 중요도가 높은 습지"인데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계획을 진행시키려는 겁니다. 

올해 국회에서 개정된 "세토나이카이 환경보전 특별조치법"에서도 갯벌 보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

한 동향에도 역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치 갯벌에는 투구게를 비롯해 70종이나 되는 멸종위기종이 서

식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교육자 연구자들도 생물다양성이 높은 곳이라 평가하고 있고 세계적 연구업

적도 이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 초등학생 일반 현지인에게도 환경교육으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행정담당자는 

한 번쯤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업체의 설명으로는 20년 정도만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 댓가는 세계

의 보물을 영원히 잃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새만금 수라갯벌과 생태계 변화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단장

새만금 개발은 우리나라 현대사에 정치와 개발이 어떻게 자연을 대하여 왔는지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개발의 모습이다. 2000년 개발과 보존의 대립은 민관합동공동조사단을 만들었지만 파행으

로 끝이 났다. 2003년에는 종교계 인사 등 300km에 가까운 삼보일배로 보존이란 희망의 물결

을 이루었다. 하지만 2006년 4월 마지막 끝물막이로 방조제가 막혔다. 2011년엔 본격적인 내

부 개발을 위한 방수제 공사가 시작되었다. 새만금은 이후 준설과 매립으로 광활한 하구갯벌의 

연안습지는 끊임없이 훼손되거나 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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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라갯벌과 신공항 

새만금은 서울 시내의 3분의 2를 넣을 수 있을 만큼의 광활한 면적의 갯벌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너른 갯벌은 대부분 사라졌고, 군산쪽 수라갯벌은 유보용지란 이름으로 현재의 모습으로 

남게 되었다. 왜 20년간 유보용지였을까. 그리고 지금 왜 신공항이란 이름으로 기존 미군공항과 

불과 1.3km 떨어져 진행되고 있을까. 지난 2021년 11월 2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새만금 신공항 사업은 ‘미공군의 제2 활주로 건설사업에 불과’하다고 기자설명회를 통해 미군공

항 확장 계획의 꼼수라는 것을 주장했다. 미군은 이미 과거 미공군 주변 땅을 미군측에 달라고 

요구했고, 그 최외곽에 신공항이란 이름으로 국토부가 계획을 세웠다. 신공항의 항공기 관제권

도 미군이 가지려 할 것이며,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없던 미군 공항과 새만금신공항과 사

이를 연결하는 유도로를 추가하여 유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더욱이 군공항과 1.3km 떨

어져 있는 사이의 유보용지로 되어 있던 수라갯벌을 향후 미군이 사용하겠다고 하는 숨은 뜻이 

있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이미 수년 전 미공군 주변 ‘하제’마을의 3,000여명의 주민을 

이주시키며 군공항 확장을 진행하는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수라갯벌이라는 곳은 만경강 수역의 군산미군기지와 하제 그리고 내초도와 비응도 사이에 있는, 

남북으로는 6.5km와 동서로 최대 4km에 가까운 넓은 폭을 가지고 있었던 삼각형에 가까운 하

구갯벌을 말한다. 

이곳에는 저어새, 검은머리물떼새와 검은머리갈매기, 큰기러기와 수달, 흰발농게, 금개구리 등 

환경부가 지정한 다양한 법정보호종이 살고 있는 새만금의 중요한 생태 서식지다. 

또한 인근 금강하구의 유부도와 장항갯벌이 사리 때 만조가 되면 갈 곳 없는 도요새의 중요한 

휴식처로 그 중요성은 지금도 유효하다. 

지금은 새만금 호소를 만들며 –1.6m로 해수면보다 낮게 관리하고 있어 과거 갯벌이었던 많은 

부분이 염습지로 변했으며 육상식물이 자라고도 있다. 물끝선도 멀어졌으나 해수량의 변화에 따

라 언제든 갯벌이 복원될 수 있는 완충구역을 가지고 있고, 갑문을 열어 자유롭게 해수유통을 

진행한다면 현재의 갯벌보다 50%정도는 갯벌로 복원될 것으로 여겨진다. 

새만금 신공항과 보전운동 

새만금 신공항 부지의 수라갯벌은 새만금 갯벌의 마지막 원형지다. 

이를 지키기 위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전북 46개 단체와 개인)이란 연대체로 신공항 

반대운동을 하고 있으며, 더 현실적이고 생태적인 보존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7월에 우리

나라의 4개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는데, 2025년 제45차 세계자연유산위원회에서 

수라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추가되길 염원하고 있다. 

이곳은 2019년 새만금신공항이란 이름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이지만 다양한 환경적 문

제 및 버드스트라이크와 같은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환경부는 국토부의 보고서를 보완하라고 

10월 20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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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라갯벌의 새만금신공항 중요 상황 및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진

행 상황>

☐ 2021년 4월 12일 시민사회단체 토론회, <새만금 신공항, 과연 필요한가?>

☐ 2021년 6월 14일 기자회견 (46개 단체 및 개인), <수라갯벌 금개구리 서식>

☐ 2021년 6월 8일 기자회견 <새만금 신공항 예정부지에서 멸종위기 2급 흰발농게, 집단 서식 

확인>

☐ 2021년 6월 15일 기지회견, < 새만금 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면죄부 가득 >

☐ 2021년 8월 18일 기자회견 <탄소중립 역행, 제6차 공항개발계획 전면 재검토하라> 

☐ 2021년 10월 6일 천막 농성 돌입, 전북환경청 앞

☐ 2021년 10월 7일 보도자료 < 수라갯벌 상공에서 버드스트라이크 사고 >

☐ 2021년 10월 20일 환경부 국토부에 보완 요청

☐ 2021년 10월 21일 기자회견 <새만금 신공항이 아닌 새만금 확장사업에 불과>

   국토부는 ‘새만금 신공항’이란 이름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 하지만 환경부는 국정감

사에서 장관 입을 통해 기존 군산공항의 확장사업 정도로 가볍게 생각. 국토부는 환경부에 

‘그냥 있는 공항 확장하는 것이니 넘 고민마요’로 주문하는 꼴.

☐ 2021년 11월2일 기자설명회, <새만금 신공항, 미공군 제2 활주로 사업에 불과>, 결국 미군

공항의 확장사업을 국토부가 사업에 반영하고 있음이 밝혀짐. 미군 요구안 : 신공항 관제 미

군이 하겠음/유도로 추가 결정/미군공항과 신공항 사이 유보용지 달라

거버넌스로 이룬 반딧불이와 함께하는 인천 장수천

최혜자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 사무처장)

○ 인천의 하천현황

옛날부터 도시의 발달은 하천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하천 가까이에 도시가 위치함으로써 비옥한 

토양과 용수확보, 오물처리,교통, 국방 등 여러 가지 이점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도심하

천은 도시에 위치함으로서 자연하천과 비교되는 몇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먼저, 도심하천은 도심

과 도시외곽의 생태계를 연결하는 선형 녹지축으로서의 잠재적 가치가 매우 높음에도 다양한 형태의 

개발압력에 노출되어 있다.

다음으로 자연경관 보다는 인공경관이 지배적이며, 건천화 및 수질오염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특

성 등을 가진다. 인천에는 2개소의 국가하천과 30개소의 지방하천이 있으며 대부분의 하천이 도심지

를 통과하고 있다. 인천의 지역적 특성은 산지는 높지 않고 해변에 인접하여 평야 발달이 적고 산지

의 기복이 낮으며, 산이 적고 동쪽 구릉지와 해안까지의 거리가 짧아 큰 하천의 발달은 없다.

인천지역의 산지는 거의 대부분이 200m 미만의 구릉성 산지며 굴포천을 제외하면 대부분 유로 

10km 미만의 소규모 지방하천 규모이다. 1960년 이후 도시화ㆍ산업화가 되면서 인천시내 하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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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은 자정작용 한계를 벗어난 오염물질 유입으로 수질이 악화되어 하천기능에 한계를 보여왔다.

인천은 지속적인 인구증가, 산업시설의 증대에 따라 하천 등으로 미처리 된 생활하수의 무분별한 방

류, 폐수배출업소 증가와 일부의 부적정한 산업폐수 유입, 포장면적 확대에 기인한 비점오염원으로부

터의 유출수 증가로 오염물질 배출 부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하천수질 환경기준 5등급을 훨씬 초

과하는 도시지역의 하수도 역할을 하고 있다.

○ 거버넌스에 의한 인천 하천살리기

인천하천살리기는 1990년대 후반부터 인천의제21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장수

천을 필두로 승기천 등 도심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코자 노력하였으나 시민참여의 부족과 공무

원 중심의 사업추진에 의한 한계로 하천의 실질적인 개선효과는 별 진전이 없었다.

승기천변에서 개최된 2003년 3월 제11회 세계 물의 날 기념식 후 펼쳐진 하천정화활동을 통해 인

천하천 오염의 심각성이 제기되었고, 인천의 하천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었다.

인천에는 하수구만 있을뿐 하천은 없다던 인천시가 도심 하천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점을 감안

하여 2003년 5월 「시민과 함께하는 “푸르고 깨끗한 하천만들기” 종합계획」을 발표 맑고 푸른물이 

흐르는 하천조성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명망가 위주에서 탈피하여 하천살리기운동의 취지와 목

적에 뜻을 같이하고 전문성과 실무력을 갖춘 실천가 위주로 조직을 구성했으며 그 결과로 2004년 1

월에 전국최초로 하천살리기 지원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는 인천광역시하천살리기추진단을 구성하여 민ㆍ관이 합동으로 하천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인천

의 하천을 살아 숨쉬는 하천으로 만들기 위하여 민ㆍ관의 파트너십에 의한 살아 숨쉬는 인천하천살

리기 사업추진 등 추진단의 주요사업 내용과 공동 추진단장 2인을 포함한 60인이내의 추진위원으로 

구성하고, 추진단장은 정무부시장과 민간대표 1인으로 하는 등 추진단 구성에 관한 사항, 추진단 사

업추진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 제출 및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다.

○ 현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에서 소래포구를 통해 바다로 흘러드는 유역면적 19.64㎢ 길이 7.63km인 

지방 하천으로 하천시점부에서 수연교를 흐르는 장수천의 상류는 대공원 하류부분 좌안측 생태습지 

및 반딧불이 서식지가 위치하고 있고 인천대공원 구간은 수변식생이 양호하고 전반적인 자연하천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다. 수연교에서 만수천 합류점까지의 장수천 중류지역은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을 

통해 조성되었다. 

○ 역사

장수동은 구한말 인천부 조동면에 속했던 지역으로 장자골, 만의골, 무네미 등 세 개의 마을이 있었

다. 1871년 발간된 『인천부읍지』나 1843년에 발행된 『경기지』에 보면 장자골에 대한 기록은 나오

지 않는다.

이들 마을은 1906년 인천부가 동네 이름을 확정할 때 한자로 장자리, 만의리, 수현리로 바뀌었기 때

문에 1910년경에 나온『조선지지자료』에는 장자골이 장자동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다. 1914년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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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행정구역 개편 때 일제가 이들 3개 마을을 하나로 합하면서 장자리와 수현리의 앞 글자를 하나

씩 따서 만든 이름이 바로 장수동이다.

그러나 두 개를 합해 이름을 지으면서도 장자리의 ‘장(壯)’은‘길 장(長)’으로 바꾸고, 수현리의‘수(水)’

자도 자기들 마음대로 ‘목숨 수(壽)’로 바꾸어 버렸다. 장자리라는 지명은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인데 대개 ‘힘 잘 쓰는 장사가 살았다’거나 ‘부자(장자)가 살았다’ 또는 ‘맏아들(장자)이 모여 

살았다’는 등의 전설로 이어지곤 한다. 전설로만 보면 장수동의 장자골은 이들 가운데 8명의 장사 

이야기와 관련돼 있다.

○ 장수천 조성사업

1. 사업명 : 장수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2. 목 적 : 도시산업화로 인하여 오염된 장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친자연형하천으로 정비하여 자연

생태계 복원에 기여하고 수변 녹지공간 및 휴식공간 확보로 시민에게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사업기본방향

- 치수안정성 및 이수기능 확보

- 환경관리를 위한 하천환경 정비계획 수립

- 하천수질 정화로 자연하천으로 복원

- 수변 녹지공간 및 휴식공간 확보로 시민에게 쾌적한 친수공간 제공

4. 사업개요

- 위 치 : 남동구 만수동 ~ 서창동 만수처리장

∙ 수량 및 수질확보 수질환경개선 계획 수립

∙ 하천공간 정비계획 수립

∙ 자연형하천조성 및 생태계 보전계획 수립

∙ 친수공간 조성계획 및 시민휴게공간 조성계획수립

- 테 마 : 반딧불이와 함께하는 하천

- 규 모 : 자연형하천조성 1.6km 폭 21~27m

- 사업기간 : 2006년 3월 ~ 2008년 12월

- 의견수렴 : 

∙ 2004년 06월 장수천 자연형하천 조성을 위한 공청회 개최

∙ 2005년 10월 장수천 주변의 통합적 조성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2006년 03월 장수천 테마설정 토론회 개최

∙ 2006년 06월 장수천 생태조성 위한 습지조사, 유지용수 공급방안 수립

∙ 2006년 07월 장수천 통합적 조성방안 수립 간담회

∙ 2007년 12월 장수천 2단계 실시설계 최종 주민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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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2월 공사발주 행정절차이행 및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착공

∙ 2008년 12월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준공

○ 장수천 통합적 조성을 위한 노력

장수천 1단계 사업을 통해 장수천 상류는 도심하천 중 유일하게 생태계가 건강한 하천으로 변화되어 

갔다. 장수천 살리기의 효과가 크다보니 장수천 주변에 과다한 개발계획들을 너나없이 발표하기에 이

르렀다. 

대표적인 예가 장수천변 습지는 장수천 테마인 ‘반딧불이와 함께하는 하천’으로 조성하기위한 반딧불

이 서식처 역할을 하여야 할 곳임에도 주5일제 도입에 따라 장수천변 습지를 청소년 숙박시설과 X

게임장 등으로 개발하려는 가정청소년과의 발표였다. 

이에 하천살리기 주무부서와 추진단에서는 전문가와 시민, 언론이 참여하여 장수천 주변 습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습지조사를 통해 도심하천에서는 볼 수 없는 수생식물(큰부들과 올챙이 자리)과 수서생

물(민물조개, 물달팽이, 물장군, 도룡뇽)등이 서식하고 있음이 조사되었다. 조사결과를 근거로 인천시 

관련부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장수천 주변 습지를 자연생태학습장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고 관련부

서들 모두 이에 공감하여 장수천과 장수천 주변의 습지를 통합적으로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후, 인천대공원에서는 장수천 테마인 ‘반딧불이와 함께하는 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장수천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2007년 반딧불이 서식지 조성 연구, 2009년 묵밭을 계단식 논으로 조성

(논습지), 2012년 반딧불이 은행을 통해 ‘반딧불이 3,000여개체 방사’를 하였고 드디어 2013년 반

딧불이가 장수천에서 관찰, 2014년 시민개방 행사를 통해 인천시민과 반딧불이가 감격스런 만남을 

갖게 되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반딧불이 축제를 통해 매해 약 1만여명의 관람객들이 반딧불이

에 영향을 최소하하기 위한 지침을 지키며 반딧불이 관찰을 하고 있다.

장수천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시민들은 장수천 테마 선정이후 반딧불이가 실제로 돌아올때까지 하천 

정화활동과 논습지 조성에 직접 참여하여 볍씨 고르기부터 모내기와 벼베기에 참여하여 논습지 모니

터링 및 논습지 보전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반딧불이 도시들을 방문하여 서로의 경험들을 나누고 

모범사례를 장수천에 적용코자 하였다.

○ 장수천 살리기 활동의 의의

반딧불이가 되돌아온 장수천은 어린 청소년들에게는 훌륭한 생태교육장이 되었고 주민에게는 하천행

정에 직접 참여하는 열린공간을 제공하였고 축제의 장으로 삭막한 도시에 사람과 사람 도시와 자연

을 잇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반딧불이와 함께하는 하천으로 되살아난 장수천과 시민들의 노력은 

한국 강의날대회에서 반딧불이상을 수상하여 일본 강의날대회에 초청받아 사례발표도 하였다.

장수천은 시민과 함께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하천담당부서인 인천시 환경국 수질환경과의 열

린행정과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이 주민과 함께 살려낸 대표적인 도심하천으로 하천의 일률적 조성을 

지양하고 인천 고유의 특색있는 하천살리기로 각 부서간 상충되는 계획을 합리적 과정을 통해 조정

하여 상호간 활용가능한 윈-윈 전략을 채택함으로서 인천 장수천은 하천살리기의 모범으로 좋은 사

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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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철새 보전을 위한 주민 역량 강화 훈련

2021년 10월~2022년 3월

3,000,000원

2022 . 4. 11 .

DMZ 생태연구소  

재단법인 이에이에이에프피
2021-2022 민간단체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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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Ⅰ

사업명
겨울 철새 보전을 위한 주

민 역량강화 훈련

공모 분야 특별공모

주제별 구분
지역주민 대상 역량강화 사업, 

모니터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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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철새와 서식지의 가치에 대한 교육 및 공공 인식 강화

○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철새 모니터링 및 서식지 조사

○ 철새의 행동 패턴 및 거주 특징을 파악하도록 돕고, 서식지 보호방법 모색

○ 궁극적으로 철새에 대한 이해와 공존 환경 구축

사업내용 

요약

사업장소

○ 사업기간: 2021년 10월 30일 – 2022년 3월 31일

○ 수혜대상: 일반시민

○ 지역: 파주시 오금리 마을 100만 평야 지역

사업 추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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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을 위한 교육자료 준비 & 11월 둘째 주 까지 주민 교육 실시

○ 철새가 논에 앉는데 섭식활동 방해 요인 파악한 후 제거 

○ 철새들에게 안정적인 공간 파악한 후, 보호활동 강화

○ 모니터링 결과를 통하여 철새들이 안정적으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포인트에 볏짚 

존치와 무논을 둘 계획 체계화

○ 지속적인 실행 및 피드백을 통한 철새 도래지 안정화 

기대효과

○ 지역 주민과 철새에 대한 이해 및 상호 공존

○ 지역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생태계 서비스 확보

○ 모니터링을 통한 철새와 서식지의 중요성에 대한 정보 교환 확산 

○ 주민들의 인식 교육을 통한 민통선 인근 겨울 철새들의 서식지 보호 수준 강화

○ 교육 5회, 마을 주민 20명 이상 교육

○ 마을주민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시민과학자 배출.

총 사업비 

(단위:원)

계 지원금 기타

3,000,000 3,000,000

제출일자 2022.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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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결과 Ⅱ

1. 일정별 추진실적

시기 구분 세 부 추 진 내 용

사전교

육활동

기획 

및 

설계

2021년 10월

주민 모니터링단 구성

교육 강사진 구성

주민 교육 실시

추진

결과

주민 조사 사전교육 : 2021.11.10. 17:00~21:00

장소 : 파주 오금리 체험장 두룸

강사 : DMZ생태연구소 소장 김승호 보조강사 : 김기덕 연구원(2)

참여인원 : 주민 김영수 김영숙 조영선 전홍식 정해용 김춘자 사은숙 

강영대(8명)

교육주요내용 : 오금리 농경지 철새 이동분포 조사

재두루미 월동지 복원 방법

조사방법론 연수

안정적인 겨울철새 보존을 위한 주민의 역할

주민 철새 모니터링단 선정 4팀(주민 2명 전문연구원 1인으로 구성)

조사장소 구분 및 사전 연수

회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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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활동

시기 구분 세 부 추 진 내 용

1차 

11월 

활동

11월 

계획

• 11월 모니터링 1회 실시

• 하루 중 아침, 점심, 저녁 2시간씩 관찰 후 기록

• 철새의 행동 패턴 파악 

• 철새의 거주 특징 파악

• 철새의 생태적 특성 교육

추진

결과

일시: 11월24일 : 07:00~18:00

장소 : 오금리 재두루미 월동 복원지

조사참여자 : 전문가 – 김승호, 김동인, 강근원, 홍영철, 장애령 

지역주민 –김영수, 김영숙, 김춘자, 사은숙, 윤선애

조사내용 : 오금리 철새 시간대별 이동현황

장면

조사 

결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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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활동

2차 

12월 

활동

12월 

계획

• 12월 모니터링 1회 실시

• 하루 중 아침, 점심, 저녁 2시간씩 관찰 후 기록

• 철새의 섭식에 방해 요인 파악

• 철새의 안정적인 서식지 파악

• 철새의 서식지 보호 방법 교육

추진

결과

일시: 12월 08일(수) : 07:00~18:00

장소 : 오금리 재두루미 월동 복원지

조사참여자 : 전문가 – 김승호, 김동인, 강근원, 홍영철

지역주민 –김영수, 김영숙, 김춘자, 사은숙, 전홍식

조사내용 : 오금리 철새 시간대별 이동현황

장면

조사

결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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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Ⅲ

1. 사업 추진 결과 잘된 점

   • 향후 재두루미 월동지 복원을 위해 무논과 볓짚존치 위치선정, 먹이나눔의 양 측정 등 생태보존활

동의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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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들의 모니터요원양성을 위한 교육을 겸하고 있어서 전체주민이 참석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

음.





사업개요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사 업 비

사단법인 글로벌미래환경협회

인천 경제자유구역(IFEZ: Incheon Free Economic 

Zone) 내 철새도래지(인천 송도 갯벌 등)에 대한 생

태계서비스 및 서식처 질에 관한 연구

2021년 10월 ~ 2022년 03월

3,300,000 원

2022 . 4. 15 .

글로벌미래환경협회 

재단법인 이에이에이에프피
2021-2022 민간단체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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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Ⅰ

사업명

인천 경제자유구역 (IFEZ: Incheon 

Free Economic Zone) 내

철새도래지 (인천 송도 갯벌 등)에 대한 

생태계서비스 및 서식처 질에 관한 연구

공모 분야
특별공모 

(한스자이델재단 후원)

주제별 구분 접경지역의 생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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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동아시아 이동 겨울 철새(분석종: 알락꼬리마도요 및 혹부리오리)의 주요 도래지, 

인천자유경제구역의 생태적 가치를 분석하여 이를 향후 지역의 철새 보전 정책 수

립 시 과학적 근거로 제공하기 위함

• 본 연구의 분석 대상지인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인천광역시 연수구, 서구, 중구의 

멸종위기종 조류 출현 비율은 70.4%가량을 차지하며,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East Asian-Australasian Flyway)의 중심이나 그 가치 및 보전 방안에 대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해당 지역 내 철새 분포 지도 작성, 도래지의 생태계 

서비스(탄소 고정량) 분석, 기후 변화로 인한 철새 이동 경로 변화 예측 등을 진행

하여 철새 도래지로서의 기능을 정량화함

• 연구 대상지는 서해안선 마지막 남은 갯벌과 해안 생태계로 이곳에서 발견되는 철

새의 종수만 2,046여 종이나, 개발지구임과 동시에 국내 절차 상, 철새 도래지에 

대한 법적제재가 없으므로 지역 내 통제가 어려워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

임. 이에 입법자 및 시민들이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보호 

구역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자 함.

사업내용 

요약 

• 인천자유경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알락꼬리마도요의 서식처 질의 시계열적 변

화를 가시화하였고, 이를 등급화함으로써 중간 기착지로서의 역할에 대한 객관적 

시각 및 정량적 데이터를 제공함

• 토지이용도 변화에 따른 인천자유경제구역의 생태계 서비스 변화(탄소 고정량)를 

분석하고 이를 통화로 환산하여 그 가치를 정량화하였으며, 기온 변화와 향후 철새 

도래지로서의 기능 상실 여부 가능성을 제시함

총 사업비 

(단위: 원)

계 지원금 기타

3,300,000 3,000,000 300,000

제출일자 2022.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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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 결과 Ⅱ

1. 일정별 추진실적

시기 사업계획 세부추진결과 (실적) 달성율

21.10~11 데이터 현황 파악

연구 대상지 내 도래종 파악 및

분석에 필요한 주요 환경인자 추출

보유 데이터 확인

100%

21.12~22. 01 철새 분포 예측 지도

철새의 도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하기 위해, 

Maxent (Maximum Entropy 

Model)

모형을 사용한 종 분포 지도를 도출

100%

22.01~02
서식처 생태계

서비스 분석

InVEST model 내 

Carbon storage 모형을 사용하여 

서식지 내 생태계 서비스 정량화

100%

22.02~03
기후 변화에 따른 철새 

이동경로 변화 예측

1980~2070년 간의 생물 기후를 

활용하여 철새 이동경로를 분석한 

미래 시나리오 작성

95%

• 당초 분석종은 알락꼬리마도요(Numenius madagascariensis)와 혹부리오리(Tadorna tadorna)로 

선정하였으나, 연구를 진행함에 따라 중요도 및 우선순위에 의해 혹부리 오리를 분석에서 제외함

• InVEST model 중 Habitat quality 모델을 함께 수행하고자 하였으나 위의 분포 예측 지도에 따

른 서식 확률 분포도와 유사 개념으로 항목이 중복될 것 같아 제외함

• 기후변화에 따른 철새 이동경로 변화를 예측할 때 2030~2100년 간의 생물 기후를 활용하고자 하

였으나, 2070년부터 2100년까지는 먼 미래로, 그 분석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하

였으므로 분석 기간을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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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성과 분석 

1) 과업 배경

• 조류는 먹이사슬의 정점에 위치해, 생태계의 미묘한 변화에도 큰 영향을 받는 지표종으로서의 역

할을 담당하는데, 특히 철새는 국가 간의 장거리를 이동하며 이동경로 내의 다양한 위협요소로 인

해 개체수가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환경부, 2020)

• 한반도는 492종이 사용하는 EAAF (East Asian and Australasian Fly) 경로에 있어서 매우 중

요한 기착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Li, J et al., 2019) 

• 그 중 세계 5대 갯벌로 알려진 서해안의 연안 습지 및 내륙 습지는 동아시아주-호주 간의 이동경

로를 갖고 있는 철새에게 휴식 공간 및 풍부한 먹이를 제공해왔으나 (이시완 외.,2003), 최근 50

년간 황해 간습지 중 66%가 유실되고 있으며 (EAAFP, 2017) 이러한 자연 습지 (연안 및 내륙)

의 소실은 도요물떼새의 개체수 급감에 직결됨 (Duan et al., 2021)

• 따라서 본 과제는 그 피해를 정량화 하는 것이 철새 보존 전략에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철

새 도래 핫스팟(Hot-spot)인 서해안 갯벌 내 최근 몇 년간 급속히 발전을 이뤄온 인천자유경제지

역(IFEZ, Incheon Free Economic Zone, 이후 IFEZ)을 대상지로 철새 서식지의 생태적 가치 

변화를 분석함

• 이에 분석종으로는 송도 갯벌 내 출현이 확인된 멸종위기종 2급이며, IUCN (International Union C) 

지정 VU (Vulnerable) 등급에 해당하는 알락꼬리마도요 (Numenius madagascariensis)로 선정

표 1 분석 대상지 및 연구종

ID 대상지 겨울 철새 특징 서식 시기 종류

1
인천 경제자유구역 (IFEZ)

내 송도 갯벌
알락꼬리마도요 멸종위기 2급 9~11월 겨울 이동 철새

2) 대상 지역 (수혜 대상지)

• 인천 경제 자유구역(IFEZ: Incheon Free Economic Zone)은 2003년,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

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해 체결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첫 번

째 사업 지구로 1차: 03’~09’, 2차: 10‘~14’, 3차: 15‘~22’의 과정을 거쳐 2030년 송도지구를 

마지막으로 개발 완료를 앞두고 있음

• 이는 2022년 현재까지 구축된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 (Korean Free Economic Zones: KFEZ) 

9개의 지역 중 가장 큰 면적 (122.4km2)과 규모가 특징이며, 경제자유구역의 설치는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하여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환경 및 생활여건을 구축함으

로써 외국인 투자유치,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임

• 이때 IFEZ는 인천 내 행정구역 연수구, 중구, 서구를 중심으로 영종도, 청라, 송도 국제도시를 중

심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이 과정에서 송도 지구는 21조 5442억원을 투자한 계획 도시로 간척 사

업을 통해 인근 갯벌을 육지화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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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인천자유경제구역 내 매립 규모 

공구 위치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송도 
1공구

연수구 동춘동 
공유수면

면적 4.31㎢, 준설매립 27,715천㎥ 1,419억원
1996. 11
~2003. 05

송도
2공구

연수구 동춘동 
공유수면

면적 2.52㎢, 준설매립 12,361천㎥ 806억원
1996. 11
~1999. 05

송도
3공구

연수구 동춘동 
공유수면

면적 2.55㎢, 준설매립 24,503천㎥ 984억원
2001. 01
~2005. 08

송도
4공구

연수구 동춘동 
공유수면

면적 3.29㎢, 준설매립 30,872천㎥ 1,048억원
1994. 07
~1999. 03

송도
5·7공구

연수구 동춘동 
공유수면

면적 6.51㎢, 준설매립 46,172천㎥, 호안 
8.9㎞

1,958억원
2004. 12
~2007. 12

송도
6·8공구

-
면적 6.34㎢, 준설매립 43,350천㎥, 호안 

9.9㎞
1,762억원

2006. 10
~2013. 12

송도 
9공구

- 면적 3.88㎢ 9,012억원 2002~2017

송도 
10공구

-
면적12.55㎢, 인천신항 29선석

(컨테이너25, 잡화4), 항만배후단지
5조 

4,735억원
2006~2030

송도 
11공구

- 면적 6.92㎢ 3,954억원
2011.08
~2025.09

• 이와 같이 인천자유경제구역 (IFEZ)은 갯벌 간척 사업 등을 통한 지구를 확장해가고 있으며, 유동 

인구가 늘어나는 등 이 곳을 서식지로 활용하는 철새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3) 분석종 (수혜종): 알락꼬리마도요(Numenius madagascariensis, 이하 Nm)

그림 1 알락꼬리마도요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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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락꼬리마도요는 IUCN 선정 VN(Vunerable), 환경부령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지구상 멸종 

위기에 처한 도요·물떼새로 지구상 총 32,000 정도의 개체수가 추정됨 (Moores, N. & Park 

M.N., 2021)

• Nm 개체수의 전세계적인 추이는 30 년 동안 30~49%에서 81% 사이인 것으로 추정되며 

(Garnett et al., 2011; Moores, N. & Park M.N., 2021), 특히 황해 지역의 서식지 감소와 

악화로 인해 매우 급격한 개체군 감소를 겪고 있다고 추정됨 (BirdLife International, 2021; 

Moores, N. & Park M.N., 2021)

• 그림 1과 같이 번식지(Breeding site)로는 시베리아의 Nirhnyaya Tunguska 강, 중국, 러시아 

등이며, 호주(~70%), 필리핀(~25%) 및 파푸아뉴기니가 월동지(Wintering site)임. 이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을 중간 기착지(Staging site)로 활용하므로 (SSAPs, 2017) 우리 나라에서

는 이를 겨울 이동 철새로 명명함 

• 국내에서는 주로 3~5월 (북향), 7~10월 (남향)을 할 때 서남해안에서 관찰됨. 8~9월에 가장 잘 

관찰되는 것으로 알려져있으나 (SSAPs, 2017), 최근 Moores, N. 와 Park M.N. (2021)의 조

사에 따르면 7월에 그 개체수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확인됨

• 국내 주요 먹이원은 칠게, 조개, 갯지렁이등 갯벌에 서식하는 해양저서무척추동물이며 (Dann, 

2014), 간조 시기에는 갯벌에서 먹이를 섭취하며 만조 시기 및 밤에는 바위 및 인근 농경지 등에

서 휴식을 취함

4) 분석 기간 

• 표 3 분석 기간 정리

ID 연도 비고

1 200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3)” 체결 이후,
기존 인프라 구축 이전

2 2009 1 차 사업 (03’~09’)

3 2013 2 차 사업 (10‘~14’)

4 2018 3 차 사업 (15‘~22) 중반’

5 2021 현재

5) 분석 방법 

5-1) 인천자유경제구역(IFEZ) 내 알락꼬리마도요의 시계열 분포 변화

- 분석 도구: Machine learning 기법인 Maxent (Maximum Entropy Model)

- 활용 데이터: 전국자연환경조사 및 GBIF (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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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알락꼬리마도요 분포 지도 작성시 활용한 입력 변수

Category Name Description Unit

Physical

DEM Elevation m
Dis_coast Distance from coast line m
Dis_rice field Distance from field/Rice field m
Dis_river Distance from River m
LULC Land use code

Prey

AVS
Acid Volatile Sulfide, Hydrogen sulfide 
content in sediments

mgS/g·day

DO Dissolved Oxygen mg/L

Loss_ignit
An indicator of organic matter contamination 
in marine sediments with chemical oxygen 
demand (COD)

%

m_diameter
Indicates the size of sediment particles; the 
smaller the number, the larger the particle 
size

φ

O_temp Ocean temperature ℃
pH Acidity

Sorting
Deposits divided by 'grade' according to their 
size; The larger the particle size distribution 
range, the lower the classification degree

%

WQI Water Quality Index Range:1-5

• 갯벌 개간에 따른 도요 물떼새 서식지 내 알락꼬리마도요의 분포 지도를 작성하기 위해 선행연구 

Jia L et al. (2019), Pocewicz  A et al. (2013) Wade S. and Hickey R. (2008) 등을 참

조하여 표 2와 같은 서식 변수를 선정함

• Prey (먹이원)에 따른 변수는 칠게의 서식환경을 고려하여 해양 공극수 및 퇴적물 데이터를 벡터 

변수로 구축하여 활용 (Choi JK et al., 2011)

• 인천 광역시 오픈데이터로부터 인천 연안 34곳의 해양 수질 및 퇴적물 조사 정보 (2010년~2019

년)를 획득하고, 이를 전처리한 후 Arcgis 10.8.1 내 Kriging 도구로 값을 활용함

그림 2 변수 PCA 분석 결과



재단법인EAAFP 2021-2022 민간단체 지원사업 최종 결과 보고 131

• R로 PCA 분석을 진행하여 Prey (먹이원)에 따른 초기 7개의 변수 중 COD와 Salinity 제외 5

개를 선정하였으며, 이는 충청남도 (2020)의 갯벌 변수 그룹과 같음. 이들 값은 모두 상관 분석 

결과 p<0.05를 만족함

5-2) 갯벌 개간에 따른 도요 물떼새 주요 서식지 내 생태계 서비스 변화 형태 파악

• 분석 도구로는 InVEST model (Integrated Valuation of Ecosystem Services and Tradeoffs)

를 활용하였으며, 주요 분석 서비스는 탄소 고정량(Carbon storage and sequestration)의 시계열 

변화임 

5-3) 기후변화에 따른 철새 분포 이동

• 기후 변화에 의한 철새 분포 이동의 분석 도구로는 Machine learning 기법 중 하나인Maxent 

(Maximum Entropy Model)를 활용하였으며, 입력 데이터로는 미래 기후 시나리오 (SSP 

370/585, 1km, ukesm1-0-ll) 및 현재 종 분포 자료를 활용함

6) 분석 결과

6-1) 인천자유경제구역(IFEZ) 내 알락꼬리마도요의 시계열 분포 변화

그림 3 2004년 알락꼬리마도요 분포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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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009년 알락꼬리마도요 분포 지도

그림 5 2013년 알락꼬리마도요 분포 지도

그림 6 2018년 알락꼬리마도요 분포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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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2021년 알락꼬리마도요 분포 지도

• 분석 결과, 모델의 정확도 (AUC, Area of Under Curve)는 평균 0.847로 우수한 수준의 정확

도를 보임 (M. B. Araujo et al., 2005)

•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의 기여도를 살펴보면 그 순서대로 토지피복도 (LULC, 75.1%), 평균입도

(M_diameter, 8.5%), 해안으로부터의 거리(Dis_coast, 7.6%), 수질등급 (WQI, 1.9%), 농경지로부

터의 거리(Dis_field, 1.5%), 강으로부터의 거리(Dis_river, 1.4%), 퇴적물의 강열감량(Loss_ignit, 

1.3%), 용존산소(DO, 1.1%), 해수온도(O_temp, 1.1%), 황화물량(AVS, 0.3%), 분급도(Sorting, 

0.1%), 해수산성도(pH, 0.1%) 이며 고도(DEM)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사용한 변수 중 지형적 요소(DEM, Dis_coast, Dis_field Dis_river, LULC)은 알락꼬리마도요가 

선호하는 서식 조건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으며, 공극수 및 퇴적물 인자(AVS, DO, Loss_ignit, 

M_diameter, O_temp, pH, Sorting, WQI)는 알락꼬리마도요의 먹이원 이용도와 연결지어 선

정하였음 (Li, J et al., 2019)

• 본 과제에서는 주요 먹이원을 칠게로 선정하여 칠게의 서식 조건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인자를 

추출하였음 (Choi, JK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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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시간에 따른 알락꼬리마도요의 분포 서식지의 등급 변화

• 그림 3,4,5,6,7은 차례로 2004년, 2009년, 2013년, 2018년, 2021년의 알락꼬리마도요의 인천

자유경제구역 내 서식 분포를 확률로 나타냄 (0.0 – 1.0)

• 그 확률을 다음과 같이 5등급으로 구분함. 1.0-0.8인 지역을 Ⅰ등급, 0.8-0.6인 지역을 Ⅱ등급, 

0.6-0.4인 지역을 Ⅲ등급, 0.4-0.2인 지역을 Ⅳ등급, 0.2-0.0인 지역을 Ⅴ등급으로 설정함

• 분석 결과에 따르면, Ⅳ등급을 제외하고 모두 그 면적이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그 

중 Ⅱ등급의 감소폭이 가장 컸으나, Ⅰ등급, Ⅱ등급, Ⅲ등급이 모두 2018년을 기준으로 그 면적

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1) 2014년 19번째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송도갯벌(6.11km2)에 따른 주변 

구역 보호 정책등의 영향 및 2) 저탄소 녹색성장 및 친환경 도시개발을 지향하는 IFEZ의 개발 방

향, 및 3) 장비의 발달로 인한 입력 자료 (토지피복도 및 알락꼬리마도요의 개체수 파악)의 세밀

화 등으로 추정해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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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갯벌 개간에 따른 알락꼬리마도요 주요 서식지 내 생태계 서비스 변화 분석

그림 9 인천자유경제구역의 토지 이용도 변화

•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시공 전 (본 연구에서는 조약이 체결된 직후인 2004년으로 설정함) 과 시공 

후 (2021년 현재)의 토지 이용도 변화(Fig 1)를 살펴보면, 가장 급격한 면적 변화를 보이는 구간

은 ‘갯벌 (Coastal wetland, 기울기: -2.45)’였음. 반대로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이는 부분은 

Traffic (기울기: 2.23) 과 Artificial grassland (기울기: 2.15) 임

• 이는 지구 확장을 위한 갯벌 매립에 의한 면적 감소와 경제자유구역 내 물량 및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시설 면적 증가의 영향일 것으로 판단됨

• 아래의 표(table 2)는 인천자유경제구역의 착공 전인 2004년부터 현재 시점인 2021년까지 토지 

이용도의 변화에 따른 손실 Carbon storage 및 피해 금액임. 이는 US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Social Cost of Greenhouse Gases (2021) 에서 제시한 할인율: 3%, Price ton 

carbon: 51$ t CO2 사용하였으며, 탄소의 미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할인율

(Annual rate)을 -2%로 입력하여 얻은 값임

• 표 5 InVEST model: Carbon storage and sequestration Result

Year Mg C Loss trend [standard: 2004] Sum of damage [$, t CO2]

2004 7813202.54 - -

2009 7371346.15 -438954.46 (Decreasing) -21973596.26 - 22M

2013 6938689.88 -870900.31 (Decreasing) -42796888.27 - 42.8M

2018 6042859.18 -1767127.37 (Decreasing) -84866341.65 - 84.9M

2021 5612967.75 -2197289.74 (Decreasing) -104089568 - 104.1M

• 특히 연안생태계는 유기탄소 퇴적속도가 빨라서 육상 식물생태계보다 장기간 탄소격리에 매우 효

과적이며, 이는 육상 밀림에 비해 탄소흡수속도는 육상 밀림보다 최대 50배 빠른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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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2018)

•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연안습지 등이 매립되면서 그로 인해 방출된 탄소량뿐만 

아니라, 향후 저장할 수 있었던 탄소의 손실로 인해 기온 상승의 효과가 가해질 수도 있을 것이라

고 판단할 수 있음 

• 실례로 기상청(2017)은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어느 정도 실현되는 RCP6.0 시나리오에서 현재 

인천광역시 연평균기온(12.0℃)은 우리나라 평균(12.8℃)보다 0.8℃ 낮음에도 불구하고, 미래

(2071~210년) 연평균기온 상승 정도(+2.5℃)는 우리나라 평균 상승폭보다 0.1℃ 높을 것으로 전

망함 

• 이로 인해 온대 기후를 바탕으로 알락꼬리마도요와 같은 겨울 철새들에게 기착지가 되던 국내 여

러 사이트에 변화가 야기될 수 있음을 인식하며, 이에 따른 보전 방안이 필요한 실정임

• 아래의 표 3은 2004년부터 2021년까지의 인천자유경제구역 (IFEZ) 내 토지이용도 변화를 면적

으로 산출한 값으로, 갯벌(탄소함유량: 240 Mg of C/m2)의 급격한 감소가 표 2와 같은 결과를 

야기함

• 표 6 Land use change table in IFEZ [2004-2021]

LULC name
Area [km2]

2004 2009 2013 2018 2021 Change

Residential area 62.58 55.17 46.89 46.24 19.46 -43.12

Manufacturing area 38.89 41.53 22.09 20.15 17.04 -21.85

Commercial area 10.75 11.46 18.24 16.10 17.31 6.56

Culture/athletic/recreation 0.35 1.29 1.53 1.56 2.95 2.60

Traffic 26.97 53.10 72.01 73.85 118.93 91.97

Public facilities 15.57 10.74 9.54 9.20 8.34 -7.23

Rice field 39.11 29.86 8.35 7.28 5.19 -33.92

Field 18.63 16.20 20.75 16.53 10.93 -7.71

Facility plantation 1.36 0.80 0.98 1.02 1.02

Orchard 0.31 0.87 0.95 1.03 0.93 0.62

Other Farmland 0.40 1.08 0.97 1.04 0.74 0.34

Broad-leaved forest 25.48 26.98 38.99 38.08 38.47 12.99

Coniferous forest 18.50 14.78 18.08 17.48 17.48 -1.01

Mixed forest 28.05 28.00 9.97 10.44 10.97 -17.08

Natural grassland 2.68 0.76 22.88 0.49 0.31 -2.37

Artificial grassland 7.03 29.12 31.29 59.12 90.53 83.50

Inland wetland 0.01 3.89 9.95 10.79 5.24 5.23

Coastal wetland 265.48 247.79 222.25 194.70 179.26 -86.22

Natural barren 0.05 2.37 3.27 3.43 3.43

Artificial barren 45.22 50.56 60.25 70.83 46.38 1.16

Inland water 8.70 6.57 14.11 10.18 9.32 0.62

Ocean 302.16 283.44 282.32 305.21 310.37 8.21

주) Change: 2004년 대비 2021년 변화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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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기후변화에 따른 알락꼬리마도요의 분포 이동

그림 10 동아시아 이동경로 내 알락꼬리마도요의 서식분포 (현재) 

 

• SSP(Shared Socioeconomic Pathways) 시나리오는 IPCC 6차 평가보고서(AR6)에서 기존 rcp 

시나리오에 사회경제적 노력을 고려한 신규 기후변화 시나리오이며 총 4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분

석한 결과임

• 본 과제에서는 위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구축된 생물 기후 변수 시나리오를 활용하였으며, 

ssp370; 현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 ssp585;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고성장을 이루나, 기후정책이 

미흡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하였음

• 국립기상과학원(2020)에 따르면 동아시아는 평균기온은 현재 대비 +2.0~5.3℃ 증가, 강수량은 

6~10% 증가, 평균 해수면 온도 상승은 +1.9~4.6℃ 증가로 기온과 강수량의 변화는 평균적으로 

전지구 미래 전망 결과와 유사하나, 변동성이 크며 해수면 온도와 같은 경우는 전지구적 평균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큼

•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한 알락꼬리마도요 이동 경로 변화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며 기

후 정책이 미흡할 때 그 개체수가 급감함을 확인하였고 (적정 서식지 감소율: ssp585 >ssp370), 이

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감소폭이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음 (감소폭: 2041-2070>2011-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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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기후변화시나리오에 따른 알락꼬리마도요의 동아시아 이동 경로 내 분포 변화

2011-2040, ssp370 2011-2040, ssp585

2041-2070, ssp370 2041-2070, ssp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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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대효과 

• 인천자유경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알락꼬리마도요의 서식처 질의 시계열적 변화를 가시화하였

고, 이를 등급화함으로써 중간 기착지로서의 역할에 대한 객관적 시각 및 정량적 데이터를 제공

함. 이는 겨울 철새 보전 정책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다음의 자료를 활용하여 철새 도래지 내 Hot-spot을 선정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보전하여 알락꼬

리마도요의 개체수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토지이용도 변화에 따른 인천자유경제구역의 생태계 서비스 변화(탄소 고정량)를 분석하고 이를 

통화로 환산하여 그 가치를 정량화하였으며, 기온 변화와 향후 철새 도래지로서의 기능 상실 여부 

가능성을 제시함. 따라서 다음의 상황이 향후 도요 물떼새 보전 정책을 수립 시 반영될 것으로 기

대함

• 철새 도래지 내 실제 분포도 작성 및 서식처 질 (생태계 서비스를 중심으로) 분석 등을 통해 동아

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로서의 실제 기능성을 정량화 및 시각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기후 변화로 인한 국내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변화를 분석하여, 향후 철새 도래지 보

전 방향 수립 시 미래 분포를 반영한 대책을 선 제시함으로써 국제적 협력을 주도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함

• 송도갯벌 인근 개발 사업(고속도로 착공 등)에 의한 람사르 협약 지역 내 훼손 여부 평가에 있어 

본 사업의 결과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3. 모니터링 기초자료 첨부 

　학명 국명
조사일 도래

유형 비고　
2021.12.11

Order Anseriformes 기러기목 　 　 　

Family Anatidae 오리과 　 　 　

Anas acuta 고방오리 ◯ wv 　

Anas crecca 쇠오리 ◯ wv 　

Anas platyrhynchos 청둥오리 ◯ wv 　

Anas poecilorhyncha 흰뺨검둥오리 ◯ res 　

Anas strepera 알락오리 ◯ wv 　

Aythya ferina 흰죽지 ◯ wv 　

Tadorna ferruginea 황오리 ◯ wv 경

Tadorna tadorna 혹부리오리 ◯ wv 　

Order Ciconiiformes 황새목 　 　 　

Family Ardeidae 백로과 　 　 　

Ardeaalbaalba 대백로 ◯ wv 　

Ardea cinerea 왜가리 ◯ sv 　

Order Pelecaniformes 사다새목 　 　 　

Family Phalacrocoracidae 가마우지과 　 　 　

Phalacrocorax carbo 민물가마우지 ◯ w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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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res :텃새, sv : 여름철새, wv : 겨울철새, 2) 경 : 경기도 보호야생생물

Order Charadriiformes 도요목 　 　 　

Family Laridae 갈매기과 　 　 　

Larus argentatus 재갈매기 ◯ wv 　

Larus canus 갈매기 ◯ wv 　

Larus crassirostris 괭이갈매기 ◯ res

Order Columbiformes 비둘기목 　 　 　

Family Columbidae 비둘기과 　 　 　

Streptopelia orietalis 멧비둘기 ◯ res 　

Order Piciformes 딱다구리목 　 　 　

Family Picidae 딱다구리과 　 　 　

Dendrocopos major 오색딱다구리 ◯ res 　

Order Passeriformes 참새목 　 　 　

Family Corvidae 까마귀과 　 　 　

Corvus corone 까마귀 ◯ res 　

Pica pica 까치 ◯ res 　

Family Paridae 박새과 　 　 　

Parus major 박새 ◯ res 　

Family Pycnonotidae 직박구리과 　 　 　

Microscelis amaurotis 직박구리 ◯ res 　

Family Muscicapidae 솔딱새과 　 　 　

Phoenicurus auroreus 딱새 ◯ res 　

Family Passeridae 참새과 　 　 　

Passer montanus 참새 ◯ res 　

Family Fringillidae 되새과 　 　 　

Fringilla montifringilla 되새 ◯ wv 　

Family Emberizidae 멧새과 　 　 　

Emberiza elegans 노랑턱멧새 ◯ res 　

Emberiza rustica 쑥새 ◯ wv 　

과 수 13

종 수 25

박새 되새 딱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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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딱다구리(암컷) 오색딱다구리(수컷) 쑥새

고방오리 쇠오리 흰뺨검둥오리

혹부리오리 알락오리 황오리

흰죽지 갈매기 괭이갈매기

마도요 (조사일: 2.20, 고잔갯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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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Ⅲ

1. 사업 추진 결과 잘된 점 

• 초기 계획한대로 인천자유경제구역의 시공 전(2004)부터 현재(2021)까지의 알락꼬리마도요 서식 

분포 현황 및 시계열 변화를 가시화할 수 있었음

• 토지 개간 및 갯벌 매립에 의한 생태계 서비스 변화를 탄소 고정량 측면에서 살펴보며, 이를 통화

가치로 환산하여 정량화 함

• 동아시아 경로 내 알락꼬리마도요의 기후변화에 따른 분포 변화를 가시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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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 자료 (2004)의 공극수 및 퇴적물 정보를 구할 수 없어 지형요소로 분석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으며, 또한 추가로 인위적 요인을 고려하기 위한 Night light 등 데이터의 부족이 연구에 있

어 어려움을 겪게 했음

• 또한 본 과제의 연구 대상종인 알락꼬리마도요의 평균 도래시기는 (8~10월, 3~5월) 정도로 본 연

구 시기와 조금 달랐음.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 알락꼬리마도요를 관측할 수 없었던 것이 예상과 

다른 부분이었음

3.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및 건의사항 

•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인천자유경제구역 내 알락꼬리마도요의 핫스팟(Hot-spot)을 확인하고, 람

사르 습지인 송도 갯벌을 중심으로 겨울 철새 보존 전략을 수립해야함

• 향후 알락꼬리마도요의 도래 시기에 맞춰, 이번 겨울 사업에서 구축한 분포 지도 내 서식 확률이 

높은 지점에 카메라 등을 설치하거나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의 추가 연구를 제안하는 바임



사업개요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사 업 비

연천지질생태네트워크

DMZ 자연보호 프로젝트 (RE15/21)„ 
“연천 차탄천 겨울철새 모니터링 및 시민과학자 

육성교육“

2021. 10. 1. ~ 2022. 3. 31.

2,766,000원

2022 . 4. 15 .

연천지질생태네트워크 

재단법인 이에이에이에프피
2021-2022 민간단체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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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Ⅰ

사업명

연천 차탄천 겨울철새 

모니터링 및 시민과학자 

육성교육

공모 분야
(한스자이델 재단후원) 

특별공모 지원사업

주제별 구분 대한민국 접경지역의 생태연구

사업기간 2021년 10월 1일 ~ 2022년 3월 31일 (6개월)

사업

목적

○ 연천 임진강생물권보전지역 차탄천 일원의 철새 조사

○ 차탄천 상류의 철새 모니터링 활동으로 데이터 축적 및 보호를 위한 토대 구축

○ 주민교육을 통해 겨울철새 지식정보 확산과 보호의식 고취 

○ 주민교육을 통해 생태계와 조류의 관계를 인식시키고 보호활동 유도.

○ 지역주민에게 연천 임진강생물권보전지역의 가치를 인식시키고 시민과학자 육성

○ 생물다양성의 중요성과 가치 공유

○ 서식지로서 하천의 중요성 인식 및 생태적 보전을 위한 토대 구축

사업

내용 

요약 

○ 수혜대상 : 연천군 주민과 연천지질생태네트워크 회원

○ 지역 : 연천 차탄천 상류(강원도 접경지역에서부터 3.65km 구간)

○ 사업추진방법 : 

   - 연천 차탄천에서 월동하는 겨울철새 모니터링, 주변환경 관찰, 기록

   - 회원 및 주민 교육

◯ 기대효과 :

   - 연천과 강원도 접경지역 차탄천 구간의 겨울철새 현황 파악

   - 겨울철새 월동지로서 차탄천의 재인식 

   - 탐조활동 축적과 모니터링 체계화로 시민과학자 육성

   - 하천과 습지의 중요성 인식 확산 

   - 주민교육을 통해 조류 보호 및 생물다양성 의식 고취

총 

사업비 

(단위:원)

계 지원금 기타

2,766,000원 전액

제출일자 2022.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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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 결과 Ⅱ

1. 일정별 추진실적

※ 사업 진행 일람표

시기 사업계획 세부추진결과 (실적)

2021.10.16. 시민과학교육 1차 새들과 친해지는 방법

10.31. 모니터링 1차 차탄천 겨울철새 모니터링

11.7. 모니터링 2차 차탄천 겨울철새 모니터링

11.14. 모니터링 3차 차탄천 겨울철새 모니터링

11.21. 모니터링 4차 차탄천 겨울철새 모니터링

11.28. 모니터링 5차 차탄천 겨울철새 모니터링

12.5. 모니터링 6차 차탄천 겨울철새 모니터링

12.11. 견학 강원도 철원 DMZ두루미평화타운

12.12. 모니터링 7차 차탄천 겨울철새 모니터링

12.12. 시민과학교육 2차 새와 새 이야기

2022.1.2. 모니터링 8차 차탄천 겨울철새 모니터링

1.9. 모니터링 9차 차탄천 겨울철새 모니터링

1.16. 모니터링 10차 차탄천 겨울철새 모니터링

1.23. 모니터링 11차 차탄천 겨울철새 모니터링

1.30. 모니터링 12차 차탄천 겨울철새 모니터링

2.6. 모니터링 13차 차탄천 겨울철새 모니터링

2.13. 모니터링 14차 차탄천 겨울철새 모니터링

2.20. 모니터링 15차 차탄천 겨울철새 모니터링

2.27. 모니터링 16차 차탄천 겨울철새 모니터링

3.6. 모니터링 17차 차탄천 겨울철새 모니터링

3.13. 모니터링 18차 차탄천 겨울철새 모니터링

3.15. 시민과학교육 3차 현장조사 집중훈련(임진강 일원)

3.20. 모니터링 19차 차탄천 겨울철새 모니터링

3.27. 모니터링 20차 차탄천 겨울철새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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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실적

시기 사업계획 세부추진결과 (실적) 달성률

2021,10월
~

2022.3월

겨울철새 모니터링
총 20회

겨울철새 모니터링
20회 진행

(사업계획상의 회당 2인보다 훨씬 많은 구성원이 
꾸준히 참여)

100%

2021,12월
철원 DMZ두루미

평화타운 견학
총 1회

철원 DMZ두루미평화타운 견학
2021.12.11. 진행

(20인 참여로 계획하였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8인 참여)

100%

2021,10월
~

2022.3월

겨울철새 보호 
생태교육
총 5회

겨울철새 보호 생태교육
3회 진행

2021. 10. 16. 새들과 친해지는 방법
2021. 12. 12. 새와 새 이야기

2022.  3. 15. 현장조사 집중교육

60% *
(*코로나 
확산세로 
대면활동 
어려웠음)

@ 예상치 못한 코로나 급증세와 확진자 속출로 인해, 인원수를 고려하지 않고 횟수만을 기준으로 달성률을 판단하였음.

※ 사업성과 분석

• 수혜대상: 주 대상은 10대 1명, 40대 2명, 50대 7명, 60대 1명

• 사업대상지역: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차탄천 약 3.65km

시작: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신탄교 부근(약 38.21667074227177, 127.14522078934036)

끝: 경기도 연천군/강원도 철원군 경계(약 38.23865129373944, 127.1610994668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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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표 달성 평가

사업계획 세부추진결과(실적) 평가

겨울철새 
모니터링
총 20회

20회 진행
=100% 달성=

1.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조사지역에서 성실하게 20회 진행
2. 회당 2인 참여로 계획하였으나 참여 가능한 모든 인원이 

참여
3. 생태조사 및 기록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 차탄천 구간에 

대한 시민과학 수준의 조사기록
4. 입문자들의 지식과 기술 향상
5. 조류와 자연에 대한 사랑, 보전의 가치 인식

철원 DMZ두루미
평화타운 견학

총 1회

2021.12.11. 진행
=100% 달성=

1. 두루미 생태 지식 축적
2. 논과 강 서식지의 두루미 관찰
3. 연천 두루미류와의 비교 인식
4. 탐조관광, 생태관광에 관한 이해.
5. 서식지 보전의 중요성 인식

생태교육
총 5회

3회 진행
=60% 달성=

2021. 10. 16.
2021. 12. 12.
2022.  3. 15.

1. 연천의 새, 새를 만나는 자세, 망원경과 필드스코프 다루
는 법, 현장조사 집중훈련 등 입문자 교육부터 집중교육
까지 이루어짐

2. 입문자들이 조류와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광학기
기 사용, 야장 기록 등의 기술을 훈련.

3. 일부 구성원은 광학기기 및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며 체계
적인 조류조사를 수행하고, 현장기록 및 야장기록이 가능
한 만큼 식별 능력과 기술적 능력을 갖추게 되었음.  

4. 성실하고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시민과학의 저변을 
확대하고 역량을 갖춘 시민과학자를 육성함.

※ 사업목표와 달라진 점

철원 

DMZ두루미 평화타운 견학

20명 계획과 달리 8명만 참석

- 연말에 공사다망하여 참여가 어려운 주민이 많았고

- 코로나 확산세로 대체로 참여를 꺼림

생태교육

(계획상 총 5회) 

3회만 진행 

- 코로나 확진자 폭증으로 진행이 어려워짐

- 코로나 위기 속에 구성원들의 참여로 진행하였음 

※ ‘기대효과’ 달성 평가

차탄천의 겨울철새 현황 파악 정기적이고 성실한 모니터링을 통해 차탄천 일정 구간의 조류를 기록함

겨울철새 월동지로서 

차탄천의 재인식

조사대상 구간은 폭이 그다지 넓지 않고, 주택, 농업 시설, 차도 및 산

책로와 인접해 있어 교란 요인이 많았으나 여전히 새들의 먹이활동 터

전이자 쉼터임을 확인.

탐조활동 축적과 모니터링 규칙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문외한에서 입문자 이상으로 성장 / 규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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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 기록 (다음 페이지부터/ 총 20회)

2021-2022 차탄천 겨울철새 모니터링 야장

조사
일시

2021. 10. 31. 일.
10:00~12:00

조사자 이수영, 이수진, 김희송, 박용수, 백승광

조사지역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차탄천

날씨 맑음 온도 12℃ 습도 73% 기압 저 풍향 북서

번호 종명 개체수
조사지점

이용 대상 / 층위 / 주요 행동
ST1 ST2 ST3

1 딱새
Phoenicurus auroreus 3 2 1 ST2 신탄교 버드나무 가지에 앉음/ ST3

신탄 1 교 앞 전깃줄

2 큰부리까마귀
Corvus macrorhynchos 2 2 군부대 막사 주변 나무 이동

3 직박구리
Hypsipetes amaurotis 1 1 군부대 아까시나무 가지

4
참새

Passer montanus 5 5 제방 사면 잡초 사이 이동

5 붉은머리오목눈이
Sinosuthora webbiana 4 4 제방 사면 잡초 사이 이동

6 까치
Pica pica 3 1 2 ST1 전깃줄/ ST2 군부대 막사 주변 이동

7 박새
Parus major 4 2 2 ST2 임연부 교목에서 이동/

ST3 경원선 철길 주변 나무 이동

8
물총새

Alcedo atthis Common 2 2 신탄교 제방에서 먹이활동

9
쑥새

Emberiza rustica 10 10 군부대 막사 주변 나무 이동

합 계 34 1 20 13

비고 참새, 까치, 직박구리, 붉은머리오목눈이, 딱새, 쑥새, 박새, 방울새 다수(육안/청음)

체계화로 시민과학자 육성

으로 만나는 조류는 울음소리와 외관 등으로 쉽게 식별 가능해짐 / 저

마다 망원경 등의 기기를 구입하여 일상적인 탐조생활 지속 / 일부 구

성원은 체계적인 조사 및 기록을 수행하고 있을 만큼 역량 축적.

하천과 습지의 중요성 인식 

확산

차탄천은 많은 새들이 물을 마시고 먹이활동을 하고 둥지를 트는 곳이

나 / 엄동설한 때를 제외하고는 수심이 얕은 하천에 사람들이 수시로 

들어가거나 / 촘촘한 대형 그물 등을 치는 불법 어획이 여러 구간에서 

목격되었고 / 해빙기에 축산분뇨로 짐작되는 것이 상류인 철원으로부터 

내려와 물이 더러워지고 악취를 풍겼지만, 여전히 삑삑도요 등이 그 물

에서 먹이활동을 하였음 / 하천과 습지를 자연의 서식지로 잘 보전해야 

함을 절실히 인식

주민교육을 통해 조류 보호 

및 생물다양성 의식 고취

코로나 위기로 많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웠으나 / 꾸준히 교육

훈련을 이어 온 구성원들은 새와 하천, 생물다양성 보전 의식을 고취하

고 지식을 축적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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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사진

종명: 물총새 
위치: 38.21691N 127.14476E

종명: 박새 
위치: 38.21691N 127.14476E

종명: 직박구리 
위치: 38.21782N 127.14582E

종명: 까치 
위치: 38.21782N 127.14582E

종명: 딱새 
위치: 38.22155N 127.14925E

종명: 쑥새 
위치: 38.22155N 127.14925E



재단법인EAAFP 2021-2022 민간단체 지원사업 최종 결과 보고 151

▶ 서식처 현황 사진

차탄천 하천 옆 도로

ㅏ

2021-2022 차탄천 겨울철새 모니터링 야장

조사
일시

2021. 11. 6. 토.
10:00~12:30

조사자 백승광, 송지연, 장량, 이수영

조사지역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차탄천 

날씨 맑음 온도 15  습도 54% 기압 고 풍향 남

번호 종명 개체수
조사지점

이용 대상 / 층위 / 주요 행동
ST1 ST2 ST3

1
직박구리

Hypsipetes amaurotis 
10 10 나무 사이로 이동

2
박새

Parus major
15 5 10 나무 사이로 이동/청음

3
황조롱이

Falco tinnunculus
2 1 1

ST1 전깃줄/ 
ST3 전봇대 꼭대기에 앉아 있음

천연기념물 제323-8호

4
딱새

Phoenicurus auroreus
5 3 2 청음

5
재두루미

Grus vipio
10 10

하늘. 강원도에서 연천 방향 상공
IUCN Red List, 

천연기념물 제203호

6
큰부리까마귀

Corvus macrorhynchos 
10 10 하늘에서 비행

7
붉은머리오목눈이

Sinosuthora webbiana 
20 20 나무와 덤불 속에서 이동

합 계 72 19 20 33

비고 공사 및 농기계 소음이 심해서인지 새 관찰이 어려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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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처 현황 사진

ST 2 ST 2

ST 2 ST 1

▶ 조류사진

종명: 황조롱이            

위치: 38.22949N 127.15103E

종명: 큰부리까마귀             

위치: 38.22946N 127.1509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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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2 차탄천 겨울철새 모니터링 야장

조사
일시

2021. 11. 14. 일.
10:00~13:00

조사자 이수영, 이수진, 김희송, 박용수, 백승광

조사지역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차탄천

날씨 맑음 온도 12℃ 습도 73% 기압 저 풍향 북서

번호 종명 개체수
조사지점

이용 대상 / 층위 / 주요 행동
ST1 ST2 ST3

1 때까치
lanius bucephalus 3 1 2 ST1 마을 관목/

ST2 청음

2 박새
Parus major 22 2 20 ST1 펜션 주변 관목/

ST2 나무에서 지저귀며 날아다님

3 곤줄박이
Parus varius 5 5 청음

4 까치
Pica pica 10 5 5 ST1 펜션 주변 울타리/ 

ST2 전깃줄에 앉음

5 독수리
Aegypius monachus 4 4 서쪽 산봉우리 위에서 선회

천연기념물 제243-1호

6 직박구리
Hypsipetes amaurotis 12 2 10 ST1 펜션주변 관목/

ST2 청음

7 딱새
Phoenicurus auroreus 5 5 신탄교 철길 관목

8 황조롱이
Falco tinnunculus 1 1 신탄교 전봇대에서 나무로 이동

천연기념물 제323-8호

9 대백로
Ardea alba 1 1 신탄교 하천에서 먹이활동

10 붉은머리오목눈이
Sinosuthora webbiana 85 35 50 ST2 신탄교 상류 쪽 둑방 풀/

ST3 청음

11 쑥새
Emberiza rustica 5 5 신탄교 철길 풀숲

12 방울새
Carduelis sinica 10 10 청음

13 재두루미
Grus vipio 7 4 3

ST2 신탄교 하늘 위/
ST3 강원도에서 연천 방향으로 비행

IUCN Red List 
천연기념물 제203호

14 말똥가리
Buteo buteo 2 2 서쪽 산 위에서 비행

15 큰부리까마귀
Corvus macrorhynchos 16 1 15 ST1 신탄2교 농장 전봇대/

ST3 서쪽 산 위에서 비행

16 참새
Passer montanus 27 17 10 ST1 펜션주변 낮은 풀/ 

ST3 신탄2교 농경지

17 노랑턱멧새
Emberiza elegans 2 2 펜션 주변 관목

18 쇠기러기
Anser albifrons 150 150 펜션 위 하늘 

19 새매
Accipiter nisus 1 1 신탄교 산 위 하늘

천연기념물 323-4호

20 멧비둘기
Streptopelia orientalis 1 1 신탄교 둑방 관목 위

21 꿩
Phasianus colchicus 1 1 신탄교 철길 숲 언저리

22 삑삑도요
Tringa ochropus 1 1 신탄2교 아래 보 먹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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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사진

종명: 재두루미 

위치: 38.21650N 127.14558E

종명: 황조롱이 

위치: 38.22949N 127.15103E

종명: 독수리 

위치: 38.22574N 127.13275E

종명: 대백로 

위치: 38.21697N 127.14592E

종명: 말똥가리 

위치: 38.22574N 127.13275E

종명: 붉은머리오목눈이 

위치: 38.22949N 127.15103E

합 계 373 182 110 81

비고 참새, 까치, 직박구리, 붉은머리오목눈이, 딱새, 쑥새, 박새, 방울새 다수(육안/청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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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처 현황 사진

ST2 ST2

S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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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2 차탄천 겨울철새 모니터링 야장

조사
일시

021. 11. 21. 일.
10:00~12:00

조사자 이수영, 송지연, 이수진, 김희송

조사지역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차탄천

날씨 흐림 온도 8~12℃ 습도 79% 기압 고 풍향 북서

번호 종명 개체수
조사지점

이용 대상 / 층위 / 주요 행동
ST1 ST2 ST3

1
방울새

Carduelis sinica
8 3 5 청음

2
박새

Parus major
13 13 나무에서 이동

3
직박구리

Hypsipetes amaurotis
5 5 나무에서 이동

4
큰부리큰기러기
Anser fabalis

35 30 5 남쪽, 북쪽으로 이동비행

5
두루미

Grus japonensis
3 3

남쪽으로 이동
IUCN Red List 천연기념물 제202호

6
쇠박새

Parus palustris
13 13 나무와 전깃줄 이동

7
대백로

Ardea alba
3 3 하천에서 먹이활동

8
까치

Pica pica
29 22 7

ST1 농경지에서 먹이활동/
ST3 산에서 비행

9
쇠기러기

Anser albifrons
638 255 383 남쪽, 북쪽으로 이동비행

10 딱새
Phoenicurus auroreus 

6 3 3
ST1 청음/ 

ST3 관목 및 전깃줄 이동

11
큰부리까마귀

Corvus macrorhynchos
52 52 무리지어 비행

12
참새

Passer montanus
40 40 관목에서 이동

13
붉은머리오목눈이

Sinosuthora webbiana 
5 5 청음

14
재두루미

Grus vipio
5 5

강원도에서부터 연천으로 이동
IUCN Red List, 

천연기념물 제203호

15
물때까치

Lanius sphenocercus
7 7 하천 주변 나무숲

합 계 860 357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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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사진

종명: 두루미 

위치: 38.21600N 127.145465E

종명: 대백로 

위치: 38.21780N 127.146307E

종명: 쇠기러기 

위치: 38.21839N 127.14694E

종명: 딱새 

위치: 38.22929N 127.15049E

종명: 물때까치 

위치: 38.218509N 127.14654E

종명: 큰부리까마귀 

위치: 38.23070N 127.1498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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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명: 박새와 쇠박새 

위치: 38.21702N 127.14572E

▶ 서식처 현황 사진

ST1 : 집결지 ST2 : 신탄2교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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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2 차탄천 겨울철새 모니터링 야장

조사
일시

2021. 11. 28. 일.
10:00~13:00

조사자 송지연, 이수진, 박용수, 김희송, 장량, 백승광

조사지역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차탄천

날씨 맑음 온도 14℃ 습도 42% 기압 저-고 풍향 북서

번호 종명 개체수
조사지점

이용 대상 / 층위 / 주요 행동
ST1 ST2 ST3

1 직박구리
Hypsipetes amaurotis 1 1 펜션주변 관목

2 참새
Passer montanus 8 8 펜션주변 낮은 풀

3 박새
Parus minor 1 1 펜션주변 관목

4 까치
Pica pica 3 3 군막사 주변 울타리

5 노랑턱멧새
Emberiza elegans 2 2 폐철길 주변 관목

6 쇠기러기
Anser albifrons 28 28 신탄1교 하늘

7 물총새
Alcedo atthis 1 1 신탄1교 하천 법면 사냥

8 대백로
Ardea alba 1 1 군부대 앞 하천 사냥

9 까마귀
Corvus corone 2 2 신탄2교 농장

10 박새
Parus minor 2 2 군부대 옆 교목에서 먹이

11 삑삑도요
Tringa ochropus 1 1 신탄2교 하류보에서 먹이활동

12 쑥새
Emberiza 7 7 신탄2교 둠벙 풀숲

13 딱새
Phoenicurus auroreus 3 3 신탄2교 관목

14 멧비둘기
Streptopelia orientalis 2 2 신탄2교 둑방 관목위

15 황조롱이
Falco tinnunculus 1 1 신탄2교 농장 전봇대 위

16 대백로
Ardea alba 3 3 신탄2교 상류쪽 하천

17 콩새
Coccothraustes coccothraustes 3 3 신탄2교 임연부

18 붉은머리오목눈이
Sinosuthora webbiana 72 72 신탄2교에서 상류쪽 둑방 풀

19 독수리
Aegypius monachus 5 5 철원접경지 하늘 비행

20 곤줄박이
Sittiparus varius 2 2 대광2리 임연부 

21 떼까마귀
Corvus frugilegus 31 31 연천 고대산쪽 산 위 비행 

22 삑삑도요
Tringa ochropus 2 2 신탄2교 아래 보 먹이활동

23 참새
Passer montanus 42 42 신탄2교 앞 농장

24 큰부리까마귀
Corvus macrorhynchos 1 1 신탄2교 농장 전봇대 

합 계 224 45 96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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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사진

ST1 : 물총새 (38.217359 127.146480) ST2 : 쑥새

ST2 : 삑삑도요(38.227867 127.150244) ST2 : 황조롱이(38.229596 127.152004)

▶ 서식처 현황 사진

ST1 : 모니터링 회의(38.216501 127.145594) ST1 : 신탄교 하류(38.216255 127.145417)

ST1 : 물총새 관찰(38.217562 127.146735) ST3 : 신탄2교 관찰(38.229968 127.15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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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2 차탄천 겨울철새 모니터링 야장

조사
일시

2021. 12. 5. 일.
10:00~13:00

조사자 이수진, 김희송, 장량, 박용수, 권미영, 백승광

조사지역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차탄천

날씨 맑음 온도 -2℃ 습도 60% 기압 저-고 풍향 남서

번호 종명 개체수
조사지점

이용 대상 / 층위 / 주요 행동
ST1 ST2 ST3

1 직박구리
Hypsipetes amaurotis 2 2 펜션 주변 관목

2 참새
Passer montanus 55 13 42 ST1 펜션 주변 낮은 풀/ 

ST3 신탄3교 앞 농장

3 박새
Parus minor 15 2 6 7 ST1 주거지 주변 관목/ ST2 군부대 옆

ST3 역고드름 습지 북나무이동 

4 까치
Pica pica 3 3 군막사 주변 울타리

5 노랑턱멧새
Emberiza elegans 2 2 신탄1교 주변 관목

6 흰뺨검둥오리
Anas poecilorhyncha 11 11 신탄1교 하수관로 부근

7 물총새
Alcedo atthis 1 1 신탄1교 하천 하수관로위

8 대백로
Ardea alba 5 2 3 ST1 신탄1교 하천 사냥/

ST2 신탄2교 상류쪽 하천

9 까마귀
Corvus corone 3 3 신탄2교 농장

10 삑삑도요
Tringa ochropus 3 1 2 ST2 신탄2교 하류보에서 먹이활동

ST3 하천에서 먹이활동

11 검은등할미새
Motacilla grandis 2 2 신탄2교 보에서 먹이활동

12 딱새
Phoenicurus auroreus 6 6 신탄2교 관목

13 멧비둘기
Streptopelia orientalis 2 2 신탄2교 둑방 관목위

14 황조롱이
Falco tinnunculus 1 1 신탄2교 농장 전봇대 위

15

콩새
Coccothraustes 
Coccothraustes 
coccothraustes 
coccothraustes

2 2 신탄2교 임연부

16 붉은머리오목눈이
Sinosuthora webbiana 51 51 신탄2교에서 상류쪽 둑방 풀

17 쑥새
Emberiza rustica 25 25 철원접경지 하늘 비행

18 곤줄박이
Sittiparus varius 1 1 대광2리 임연부 

19 큰부리까마귀
Corvus macrorhynchos 3 3 신탄2교 농장 전봇대 

합 계 193 36 77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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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사진

ST1 : 물총새(38.2190470, 127.1479237)
ST1 : 대백로와 흰뺨검둥오리 

(38.2190470, 127.1479237)

ST2 : 박새(38.228215 127.150380) ST3 : 쑥새(38.227867 127.150244)

ST3 : 쇠박새(38.229968 127.151250) ST3 : 황조롱이(38.229596 127.152004)

▶ 서식처 현황 사진

ST1 : 모니터링 준비(38.216501 127.145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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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2 차탄천 겨울철새 모니터링 야장

조사
일시

2021. 12. 12. 일.
10:00~13:00

조사자 이수진, 김희송, 장량, 이수영

조사지역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차탄천

날씨 맑음 온도 0℃ 습도 76% 기압 저-고 풍향 서

번호 종명 개체수
조사지점

이용 대상 / 층위 / 주요 행동
ST1 ST2 ST3

1
대백로

Ardea alba
1 1 신탄1교 하천 사냥

2
황조롱이

Falco tinnunculus
2 1 1

ST1 신탄1교 앞 전봇대/ 
ST2 신탄2교 부근 전봇대

3
큰부리까마귀

Corvus macrorhynchos
2 1 1

ST1 신탄1교 주변 폐철로 근처/
ST2 신탄2교 농장

4
직박구리

Hypsipetes amaurotis
5 5 신탄1교 주변 관목

5
삑삑도요

Tringa ochropus
1 2 신탄2교 하류보에서 먹이활동

6
재두루미

Grus vipio
36 3 30

ST2 신탄2교 부근 논에서 먹이활동/
ST3 철원접경지 하늘 비행

7
독수리

Aegypius monachus
1 1 신탄2교 부근 하늘

합 계 48 8 8 30

▶ 조류사진

ST1 : 대백로(38.2176952, 127.1460153) ST1 : 황조롱이(38.2164231, 127.145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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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2 : 삑삑도요(38.2234423, 127.1506109) ST2 : 재두루미(38.2271270, 127.1514432)

ST3 : 재두루미(38.2387057, 127.1614866)

▶서식처 현황 사진

ST1 : 모니터링 준비(38.216501 127.145594) ST1 : 신탄1교(38.216501 127.145594)

ST2 : 신탄교 하류(38.216255 127.14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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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2 차탄천 겨울철새 모니터링 야장

조사
일시

2022. 1. 2. 일.
12:50~15:00

조사자 이수영, 장량

조사지역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차탄천

날씨 맑음 온도 1℃ 습도 55% 기압 고 풍향 서

번호 종명 개체수
조사지점

이용 대상 / 층위 / 주요 행동
ST1 ST2 ST3

1
대백로

Ardea alba
13 4 8 1 하천에서 먹이활동 및 비행

2
딱새

Phoenicurus auroreus
1 1 신탄1교 부근 

3
쑥새

Emberiza
6 6 관목에서 날아다님

4
방울새

Chloris sinica
1 1 신탄1교 부근

5
박새

Parus major
4 4 2폐철길 주변 관목

6
청둥오리

Anas platyrhynchos
3 3 하천 상류방향으로 비행

7
큰부리까마귀

Corvus macrorhynchos 
2 2 나무 위에서 비행

8
되새

Fringilla montifringilla
10 10 나무에서 나무로 이동

9
황조롱이

Falco tinnunculus
1 1 논에서 비행

10
재두루미

Grus vipio
3 3 논에서 먹이활동

11
검은등할미새

Motacilla grandis
3 3 하천에서 먹이활동

12
삑삑도요

Tringa ochropus
4 1 3

ST2 신탄2교 하류보에서 먹이활동/
ST3 하천에서 먹이활동

13
큰부리까마귀

Corvus macrorhynchos 
4 2 2

ST2 나무 위에서 비행/
ST3 산 쪽으로 비행

14
말똥가리

Buteo buteo
1 1 하늘에서 비행

15
직박구리

Hypsipetes amaurotis 
4 1 3 청음

16
딱새

Phoenicurus auroreus
1 1 나뭇가지

17
박새

Parus major
13 3 10 나뭇가지에서 이동

18
쑥새

Emberiza rustica
15 5 10 관목 속에서 이동

19
참새

Passer montanus
30 30 관목 속에서 지저귐

합 계 119 31 59 29

https://www.google.com/search?q=%EB%B0%A9%EC%9A%B8%EC%83%88+%ED%95%99%EB%AA%85&tbm=isch&source=iu&ictx=1&fir=1dbUI5OSv3wsGM%252C_Y10SPfUv0_AXM%252C%252Fm%252F08r86j&vet=1&usg=AI4_-kQZlTfjpzOawY5p6cMT6zLINyzPRA&sa=X&ved=2ahUKEwjC697Vh5j1AhXRrVYBHYIiAHgQ_B16BAgQE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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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사진

ST1 : 되새 ST1 : 대백로 (38.2184320, 127.1476020)

ST2 : 검은등할미새 (38.2299843, 127.1511001) ST2 : 황조롱이 (38.2269683, 127.1509242)

ST2 : 재두루미 (38.2279455, 127.1511253) ST2 : 말똥가리 (38.2299843, 127.1511001)

ST3 : 삑삑도요 (38.2383381, 127.1573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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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처 현황 사진

ST1 : 신탄교 하류(38.216255 127.145417) ST2 : 신탄2교 부근

ST3 : 역고드름 길 옆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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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2 차탄천 겨울철새 모니터링 야장

조사
일시

2022. 1. 9. 일.
10:00~12:00

조사자 송지연, 박선우, 박용수, 이수영, 백승광

조사지역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차탄천

날씨 맑음 온도 -6℃ 습도 79% 기압 저-고 풍향 남남동

번호 종명 개체수
조사지점

이용 대상 / 층위 / 주요 행동
ST1 ST2 ST3

1
까치 

Pica serica
20 17 3

ST1 하천변 민가 관목/
ST3 차탄천 철원접경지 하천변

2
딱새

Phoenicurus auroreus
3 2 1

ST1 펜션주변 조경목/
ST3 신탄2교 뚝방 낮은 풀

3
노랑턱멧새

Emberiza elegans
3 3 주거지 주변 관목

4
참새

Passer montanus
50 22 28

ST1 군막사 주변 울타리/
ST3 신탄2교 3번국도변 민가

5
잿빛개구리매

Circus cyaneus
1 1 신탄1교 주변 관목

6
독수리

Aegypius monachus
2 2 신탄1교 하수관로 부근

7
대백로

Ardea alba
1 1 신탄1교 하천 하수관로위

8
삑삑도요

Tringa ochropus
3 2 1

ST2 신탄1교 보에서 먹이활동/
ST3 신탄2교위 신탄2보 먹이활동

9
재두루미

Grus vipio
3 3 신탄2교 인근 논농경지

10
큰부리까마귀

Corvus macrorhynchos 
2 1 1

ST2 신탄2교 농장전봇대/
ST3 차탄천 철원접경지 철교위

11
직박구리

Hypsipetes amaurotis 
2 2 신탄2교 3번국도변 임야

12
박새

Parus major
5 5 신탄2교 관목

13
방울새

Chloris sinica
4 4 신탄2교 둑방 전깃줄

14
흰목물떼새

Charadrius placidus
1 1 신탄2교위 신탄2보 먹이활동

15
검은등할미새

Motacilla grandis
2 2 신탄2교위 신탄2보 먹이활동

16
쇠기러기

Anser albifrons
70 70 차탄천 철원접경지 하늘

합 계 172 48 9 115

https://www.google.co.kr/search?q=%EB%85%B8%EB%9E%91%ED%84%B1%EB%A9%A7%EC%83%88+%ED%95%99%EB%AA%85&tbm=isch&source=iu&ictx=1&vet=1&fir=147KM66Fzzl9AM%252CTjYi6fU8FFKMsM%252C%252Fm%252F02w6j1l&usg=AI4_-kSrRp2BIo93NG2RMp546R-at2bl4Q&sa=X&ved=2ahUKEwib2OCOnq71AhXYc3AKHQFPAeEQ_B16BAgKEAE
https://www.google.co.kr/search?q=%EB%8F%85%EC%88%98%EB%A6%AC+%ED%95%99%EB%AA%85&tbm=isch&source=iu&ictx=1&vet=1&fir=uytKCwdluL1P-M%252C7xbj3jPWc5tNhM%252C%252Fm%252F01cn5j&usg=AI4_-kRYFVDuokm5KLFy1aTIkTpuheOmPg&sa=X&ved=2ahUKEwi83eCGn671AhXuyosBHRHnCSoQ_B16BAgMEAE
https://www.google.co.kr/search?q=%ED%9D%B0%EB%AA%A9%EB%AC%BC%EB%96%BC%EC%83%88%ED%95%99%EB%AA%85&tbm=isch&source=iu&ictx=1&vet=1&fir=8H_l9h03Rw5OsM%252CA8jFwbm9ECdukM%252C%252Fm%252F02w4s_n&usg=AI4_-kQSFjUgEAMA_rRUCJOMRjHgLIrIPw&sa=X&ved=2ahUKEwirzrntoK71AhXKGKYKHQnKBvMQ_B16BAgMEAE
https://www.google.co.kr/search?q=%EC%87%A0%EA%B8%B0%EB%9F%AC%EA%B8%B0+%ED%95%99%EB%AA%85&tbm=isch&source=iu&ictx=1&vet=1&fir=-m9GpQ6s319sOM%252Cp--X6ad-cj3kRM%252C%252Fm%252F01c713&usg=AI4_-kTTiTtnkgvr0R8aSiHv4cAaeZ4brw&sa=X&ved=2ahUKEwjNpMPOoa71AhUaVpQKHQriDVUQ_B16BAgNE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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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사진

ST1 : 딱새 (38.215241, 127.141271) ST1 : 대백로 (38.2184320, 127.1476020)

ST2 : 흰목물떼새, 검은등할미새, 삑삑도요
 (38.2299843, 127.1511001)

ST2 : 재두루미 (38.2279455, 127.1511253)

ST3 : 큰부리까마귀 ST3 : 방울새 (38.2299843, 127.15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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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처 현황 사진

ST1 : 팬션 앞 하천 ST1 : 신탄교 하류(38.216255 127.145417)

ST2 : 신탄2교 부근 ST3 : 역고드름 길목 옆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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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2 차탄천 겨울철새 모니터링 야장

조사
일시

2022. 1. 16. 일.
10:00~12:00

조사자 김희송, 이수영, 장량, 백승광

조사지역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차탄천

날씨 안개 온도 -6℃ 습도 89% 기압 고 풍향 서남

번호 종명 개체수
조사지점

이용 대상 / 층위 / 주요 행동
ST1 ST2 ST3

1 딱새
Phoenicurus auroreus 3 3 나뭇가지 이동

2 박새
Parus major 12 12 나뭇가지 이동

3 쇠기러기
Anser albifrons 460 450 10 ST2 논에서 먹이활동/

ST3 하늘

4 큰부리까마귀
Corvus macrorhynchos 2 2 청음

5 직박구리
Hypsipetes amaurotis 1 1 청음

6 흰뺨검둥오리
Anas poecilorhyncha 13 8 5 ST1 하천에서 휴식/

ST3 여울에서 휴식

7 검은등할미새
Motacilla grandis 2 2 하천에서 하늘로 날아감

8
대백로

Ardea alba 3 1 2 ST1 하천에서 먹이활동/
ST2 하천에 내려앉음

9 큰말똥가리
Buteo hemilasius 1 1 하늘

10 쑥새
Emberiza rustica 20 20 잡목 숲

11 참새
Passer montanus 30 30 잡목 숲

12 노랑턱멧새
Emberiza elegans 5 5 나뭇가지 이동

13 재두루미
Grus vipio 3 3 논에서 먹이활동

합 계 555 59 458 38

▶ 조류사진

ST1 : 흰뺨검둥오리 (38.219117, 127.147509) ST2 : 쇠기러기 (38.2299189, 127.1521256)

https://www.google.co.kr/search?q=%EB%8C%80%EB%B0%B1%EB%A1%9C+%ED%95%99%EB%AA%85&tbm=isch&source=iu&ictx=1&vet=1&fir=HRCz0tc84XWZiM%252CAfAFa4qgcLn_gM%252C%252Fm%252F01jl55&usg=AI4_-kSz0URA1pqeOCnm-vCEwiQpWYtyTQ&sa=X&ved=2ahUKEwjF146J2Lj1AhU2k1YBHfpmC4MQ_B16BAgPE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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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3 : 노랑턱멧새 (38.238470, 127.160926) ST3 : 딱새 (38.238470, 127.160926)

ST3 : 쇠기러기 

▶ 서식처 현황 사진

ST1 : 신탄교 하류(38.216255 127.145417) ST1 : 신탄2교 부근

ST3 : 역고드름 길목 옆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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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2 차탄천 겨울철새 모니터링 야장

조사
일시

2022. 1. 23. 일.
10:00~12:00

조사자 김희송, 이수진, 송지연, 이수영, 장량, 백승광

조사지역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차탄천

날씨 안개 온도 -4℃ 습도 66% 기압 고 풍향 서남

번호 종명 개체수
조사지점

이용 대상 / 층위 / 주요 행동
ST1 ST2 ST3

1
참새

Passer montanus 11 11 민가 울타리 관목

2
박새

Parus major
4 2 2

ST1 전봇대 전기줄 이동/
ST2 관목에서 먹이활동

3
곤줄박이

Sittiparus varius
1 1 신탄1교옆 관목

4
딱새

Phoenicurus auroreus
1 1 신탄1교옆 관목

5
큰오색딱따구리

Dendrocopos leucotos
1 1 군부대 고사목 먹이활동

6
쇠기러기

Anser albifrons
3000 3000 강원도 철원쪽으로 이동

7
까치 

Pica serica
5 5 군부대 울타리

8
붉은머리오목눈이

Sinosuthora webbiana 
25 25 하천변 낮은 수풀

9
독수리

Aegypius monachus
2 2 하늘에서 먹이찾기

10
진박새

Periparus ater
2 2 관목에서 먹이활동

11
쑥새

Emberiza rustica
17 14 3

ST2 하천변 수풀에서 먹이활동/
ST3 하천변 둑길에서 이동

12
까마귀 

Corvus corone
1 1 임연부에서 휴식

13
삑삑도요

Tringa ochropus
1 1 하천에서 먹이활동

14
재두루미

Grus vipio
3 3 논에서 먹이활동

15
검은등할미새

Motacilla grandis
2 2 신탄2교위 보에서 먹이활동

16
때까치(암) 

Lanius bucephalus
1 1 전깃줄

17
대백로

Ardea alba
1 1 하천에서 먹이활동

18
노랑턱멧새

Emberiza elegans
1 1 하천변 잡목숲

19
방울새

Chloris sinica
4 4 전봇대 전깃줄

합 계 3083 19 3052 12

https://www.google.com/search?q=%EA%B3%A4%EC%A4%84%EB%B0%95%EC%9D%B4+%ED%95%99%EB%AA%85&tbm=isch&source=iu&ictx=1&vet=1&fir=laDvE9XHNmWYEM%252Cpz5G9K47qaXnVM%252C%252Fm%252F026jf1z&usg=AI4_-kR819HozLYd_vJZM72nTLC1tTMgew&sa=X&ved=2ahUKEwjo-56KpNT1AhWMfd4KHQtUCC8Q_B16BAgREAE
https://www.google.com/search?q=%ED%81%B0%EC%98%A4%EC%83%89%EB%94%B1%EB%94%B0%EA%B5%AC%EB%A6%AC+%ED%95%99%EB%AA%85&tbm=isch&source=iu&ictx=1&vet=1&fir=u8X-YixAiYLhZM%252CEpQXI_y87S8VJM%252C%252Fm%252F03y0vk&usg=AI4_-kSICujSzam_DNyQetTrQ3AYz9w4kQ&sa=X&ved=2ahUKEwiVgoH2pNT1AhXVP3AKHaerBOQQ_B16BAgOEAE
https://www.google.com/search?q=%EC%A7%84%EB%B0%95%EC%83%88+%ED%95%99%EB%AA%85&tbm=isch&source=iu&ictx=1&vet=1&fir=DpP-JjvVvxh1eM%252C_br6CfrpnMtgkM%252C%252Fm%252F01k98x&usg=AI4_-kS4EUJsXEWyhcSFfXr0UPZvMJASLA&sa=X&ved=2ahUKEwis6NHCp9T1AhVTyIsBHZkjBMIQ_B16BAgPEAE
https://www.google.com/search?q=%EA%B9%8C%EB%A7%88%EA%B7%80+%ED%95%99%EB%AA%85&tbm=isch&source=iu&ictx=1&vet=1&fir=2UIdYqT5_OCdOM%252CUnHEicqKJw56fM%252C%252Fm%252F01bw54&usg=AI4_-kSP3ZKJcGXQWHYABvS5PPgpABbopg&sa=X&ved=2ahUKEwiJ5aKyqNT1AhVTed4KHe_QD6cQ_B16BAgME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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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사진

ST1 : 딱새 ST1 : 방울새 (38.2174937, 127.1471744)

ST2 : 쇠기러기 (38.2227466, 127.1504502) ST2 : 재두루미 (38.2271561,127.1521967)

ST2 : 삑삑도요 (38.2299843, 127.1511001) ST2 : 대백로 (38.2310309, 127.1515600)

ST3 : 검은등할미새 ST3 : 때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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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처 현황 사진

ST1 : 집결지 (38.2151341,127.1403705) ST2 : 신탄2교 부근

ST3 : 역고드름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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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2 차탄천 겨울철새 모니터링 야장

조사
일시

2022. 1. 30. 일.
10:00~12:00

조사자 김희송, 이수진, 송지연, 이수영, 장량, 백승광

조사지역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차탄천

날씨 맑음 온도 -10℃ 습도 30% 기압 고 풍향 서남

번호 종명 개체수
조사지점

이용 대상 / 층위 / 주요 행동
ST1 ST2 ST3

1
독수리

Aegypius monachus
4 2 1 1 하늘에서 비행 중

2
황조롱이

Falco tinnunculus
3 3 나무 위

3
까치 

Pica serica
2 2 통신탑 위 둥지

4
쇠기러기

Anser albifrons
27 23 4 하늘에서 비행 중

5
방울새

Chloris sinica
5 5 하천 옆 관목숲

6
붉은머리오목눈이

Sinosuthora webbiana 
150 150 하천 옆 관목숲

7
대백로

Ardea alba
2 1 1

ST2 하천에서 먹이활동/ 
ST3 하늘에서 비행중

8
말똥가리

Buteo buteo
1 1 나무 위

9
멧종다리

Prunella montanella
5 5 하천 옆 관목숲

10 노랑턱멧새
Emberiza elegans

1 1 하천 옆 관목숲

11
박새

Parus major
3 3 하천 옆 관목숲

12
쑥새

Emberiza rustica
15 15 하천 옆 관목숲

13
재두루미

Grus vipio
3 3 논에서 먹이활동

합 계 221 185 3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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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사진

ST1 : 독수리 (38.2208186, 127.1385657) ST1 : 황조롱이 (38.2173305, 127.1450443)

ST1 : 방울새 (38.2209930, 127.1482492) ST1: 붉은머리오목눈이(38.2208853, 127.1480869)

ST2 : 대백로 (38.2265270, 127.1513234) ST2 : 말똥가리 (38.2233192, 127.1533878)

ST2 : 멧종다리 (38.2229397, 127.1509927) ST3 : 노랑턱맷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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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처 현황 사진

ST1 : 집결지 (38.2151341,127.1403705) ST2 : 신탄2교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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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2 차탄천 겨울철새 모니터링 야장

조사
일시

2022. 2. 6. 일.
10:00~12:00

조사자 김희송, 이수진, 장량, 백승광

조사지역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차탄천

날씨 맑음 온도 -4℃ 습도 48% 기압 고 풍향 북동

번호 종명 개체수
조사지점

이용 대상 / 층위 / 주요 행동
ST1 ST2 ST3

1
직박구리

Hypsipetes amaurotis 
2 1 1

ST1 천변 숲에서 이동/
ST2 천변 숲

2
쇠박새

Parus palustris
2 2 천변 숲에서 이동

3
까치 

Pica serica
1 1 민가 근처 나무 위

4
박새

Parus major
4 2 2

ST1 신탄1교 부근 관목 숲/
ST2 천번 관목 숲

5
쑥새

Emberiza rustica
12 12 신탄1교 부근 관목

6
붉은머리오목눈이

Sinosuthora webbiana 
35 35 천변 관목 숲에서 이동

7
청딱따구리

Picus canus
1 1 임연부 청음

8
큰오색딱따구리

Dendrocopos leucotos
1 1 임연부에서 임연부로 이동

9
방울새

Chloris sinica
2 2 신탄1교 부근 관목 숲

10 삑삑도요
Tringa ochropus

3 3 신탄2교 보 아래에서 먹이활동

11
검은등할미새

Motacilla grandis
2 2 신탄2교 보 아래에서 먹이활동

12
백할미새 

Motacilla alba lugens
2 2 신탄2교 보 아래에서 먹이활동

13
딱새

Phoenicurus auroreus
1 1 관목 숲에서 이동

14
독수리

Aegypius monachus
2 1 1 하늘에서 비행

합 계 70 55 13 2

https://www.google.com/search?q=%EC%B2%AD%EB%94%B1%EB%8B%A4%EA%B5%AC%EB%A6%AC+%ED%95%99%EB%AA%85&tbm=isch&source=iu&ictx=1&vet=1&fir=haLFliDFgEThtM%252CSQopn5mWRou-iM%252C%252Fm%252F04sdft&usg=AI4_-kT61O6xWVp-9AVzWJuQru8kGPmppQ&sa=X&ved=2ahUKEwi-vujehPX1AhUDslYBHbSNCXYQ_B16BAgRE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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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사진

ST1 : 방울새 (38.2205910, 127.1479166) ST2 : 검은등할미새 (38.2299189, 127.1509998)

ST2 : 백할미새 (38.2299189, 127.1509998) ST1 :  삑삑도요  (38.2299189, 127.1509998)

ST3 : 딱새

▶서식처 현황 사진

ST1 : 집결지 ST2 : 신탄2교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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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2 차탄천 겨울철새 모니터링 야장

조사
일시

2022. 2. 13. 일.
10:00~12:00

조사자 김희송, 이수진, 이수영, 장량, 백승광

조사지역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차탄천

날씨 맑음 온도 -4℃ 습도 50% 기압 고 풍향 동남

번호 종명 개체수
조사지점

이용 대상 / 층위 / 주요 행동
ST1 ST2 ST3

1
쇠기러기

Anser albifrons
228 139 89 하늘에서 비행중

2
방울새

Chloris sinica
30 30 하천 옆 잡목

3
쇠박새

Poecile palustris 
1 1 하천 옆 관목

4
참새

Passer montanus
30 30 하천 옆 관목

5
직박구리

Hypsipetes amaurotis 
1 1 하천 옆 나무에서 청음

6
대백로

Ardea alba
1 1 하천에서 먹이활동

7
삑삑도요

Tringa ochropus
4 4 하천에서 먹이활동

8
재두루미

Grus vipio
3 3 논에서 먹이활동

9
되새

Fringilla montifringilla
30 30 하천 옆 관목

10 노랑턱멧새
Emberiza elegans

20 20 하천 옆 관목

합 계 348 201 147

ST3 : 역고드름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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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사진

ST1 : 쇠기러기 (38.2148505, 127.1514213) ST1 : 방울새 (38.2208578, 127.1487820)

ST2 : 되새 (38.2228336, 127.1504838)  ST2 : 노랑턱멧새 (38.2237279, 127.1507376)

ST2 : 재두루미 (38.2264216, 127.1523274) ST2 : 삑삑도요 (38.2298707, 127.1508402)

▶서식처 현황 사진

ST1 : 집결지 ST2 : 신탄2교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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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2 차탄천 겨울철새 모니터링 야장

조사
일시

2022. 2. 20. 일.
10:00~12:00

조사자 김희송, 이수진, 이수영, 장량, 백승광

조사지역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차탄천

날씨 맑음 온도 -1℃ 습도 21% 기압 고 풍향 동남

번호 종명 개체수
조사지점

이용 대상 / 층위 / 주요 행동
ST1 ST2 ST3

1
쇠박새

Poecile palustris 
1 1 하천 옆 관목 숲

2
개똥지빠귀

Turdus eunomus
1 1 하천 옆 괸목 숲

3
쇠기러기

Anser albifrons
22 22 하늘에서 비행

4
쑥새

Emberiza rustica
3 3 하천 옆 관목 숲

5
청둥오리

Anas platyrhynchos
8 8 하천에서 먹이활동

6
흰뺨검둥오리

Anas poecilorhyncha
2 2 하천에서 먹이활동

7
재두루미

Grus vipio
3 3 논에서 먹이활동

8
삑삑도요

Tringa ochropus
5 5 하천에서 먹이활동

9
검은등할미새

Motacilla grandis
1 1 하천에서 먹이활동

10 말똥가리
Buteo buteo

1 1 신탄2교 부근 전봇대

11
대백로

Ardea alba
2 2 하천에서 먹이활동 및 하늘에서 비행

12
방울새

Chloris sinica
3 3 하천 옆 잡목 숲

합 계 52 27 25

ST2 : 신탄교와 신탄2교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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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사진

ST1 : 쇠기러기 (38.2175115, 127.1456451) ST1 : 쑥새 (38.2218214, 127.1492134)

ST2 : 청둥오리 (38.2237189, 127.1509240) ST2 : 재두루미 (38.2277255, 127.1516053)

ST2 : 삑삑도요 (38.2277255, 127.1516053) ST2 : 방울새 (38.2277255, 127.1516053)

▶ 서식처 현황 사진

ST1 : 집결지 ST2 : 신탄2교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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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2 차탄천 겨울철새 모니터링 야장

조사
일시

2022. 2. 27. 일.
10:00~12:00

조사자 김희송, 이수진, 이수영, 장량, 백승광

조사지역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차탄천

날씨 맑음 온도 -3℃ 습도 20% 기압 고 풍향 동남

번호 종명 개체수
조사지점

이용 대상 / 층위 / 주요 행동
ST1 ST2 ST3

1
대백로

Ardea alba
1 1 하천위로 이동 중

2
멧비둘기

Streptopelia orientalis
2 2 하천위로 비행

3
쇠박새

Poecile palustris 
10 10 관목 숲에서 이동 중

4
재두루미

Grus vipio
9 5 4 하늘에서 비행 중

5
흰뺨검둥오리

Anas poecilorhyncha
20 4 16 하천에서 먹이활동

6
쑥새

Emberiza rustica
1 1 관목 숲에서 이동 중

7
쇠기러기

Anser albifrons
450 350 100 하늘에서 비행 중

8
삑삑도요

Tringa ochropus
6 6 하천에서 먹이 활동

9
두루미

Grus japonensis
1 1 하늘에서 비행 중

10
떼까마귀

Corvus frugilegus
20 20 하늘에서 비행 중

11
황조롱이

Falco tinnunculus
1 1 논에서 관찰됨

합 계 521 18 362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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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사진

ST1 : 대백로 (38.2190470, 127.1479237) ST1 : 재두루미 (38.2205283, 127.1481731)

ST2 : 흰뺨검둥오리 (38.2261458, 127.1506622) ST2 : 쇠기러기 (38.2267005, 127.1519835)

ST2 : 삑삑도요 (38.2293922, 127.1505260) ST2 : 쑥새 (38.2261458, 127.1506622)

ST3: 황조롱이 (38.2350137, 127.155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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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2 차탄천 겨울철새 모니터링 야장

조사
일시

2022. 3. 6. 일.
10:00~12:00

조사자 김희송, 이수진, 장량

조사지역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차탄천

날씨 맑음 온도 2℃ 습도 28% 기압 고 풍향 북동

번호 종명 개체수
조사지점

이용 대상 / 층위 / 주요 행동
ST1 ST2 ST3

1
딱새

Phoenicurus auroreus
4 4 하천변 잡목 숲 쪽에서 청음

2
쇠기러기

Anser albifrons
64 4 60 하늘에서 비행 중

3
노랑턱멧새

Emberiza elegans
1 1 하천변 잡목 숲

4
삑삑도요

Tringa ochropus
4 4 하천에서 먹이활동

5
재두루미

Grus vipio
3 3 하늘에서 비행 중

6
청도요

Gallinago solitaria
1 1 하천에서 먹이활동

합 계 77 9 68

연천지질생태네트워크

▶ 서식처 현황 사진

ST1 : 집결지 ST2 : 신탄2교 부근

ST3 : 역고드름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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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사진

ST1 : 딱새 (38.2161525, 127.1468588) ST1 : 쇠기러기 (38.2313369, 127.1534068)

ST1 : 청도요 ST2 : 노랑턱멧새 (38.2228118, 127.1501670)

▶ 서식처 현황 사진

ST1 : 집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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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2 차탄천 겨울철새 모니터링 야장

조사
일시

2022. 3. 13. 일.
15:00~17:00

조사자 이수영, 장량

조사지역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차탄천

날씨 흐림 온도 13℃ 습도 90% 기압 저 풍향 북서

번호 종명 개체수
조사지점

이용 대상 / 층위 / 주요 행동
ST1 ST2 ST3

1
방울새

Chloris sinica
19 12 7 하천변 관목 숲

2
대백로

Ardea alba
1 1 하천 위를 비행

3
재두루미

Grus vipio
2 2 논

4
알락할미새

Motacilla alba
3 3 하천에서 먹이활동

5
노랑할미새

Motacilla cinerea
2 2 하천에서 먹이활동

6
청딱따구리

Picus canus
1 1 하천변 관목 숲

7
쑥새

Emberiza rustica
22 10 12 하천변 관목 숲

8
노랑턱멧새

Emberiza elegans
1 1 하천변 관목 숲

9
쇠기러기

Anser albifrons
7 7 하늘에서 비행

10 박새
Parus major

1 1 하천변 잡목 숲

합 계 59 13 26 20

https://www.google.com/search?q=%EB%85%B8%EB%9E%91%ED%95%A0%EB%AF%B8%EC%83%88+%ED%95%99%EB%AA%85&tbm=isch&source=iu&ictx=1&vet=1&fir=4xcMMdEuWR1mFM%252CD-ar3SPq5aJjcM%252C%252Fm%252F01xl3r&usg=AI4_-kTleY6TXheCwA6tx9vHT2KZXQPt-A&sa=X&ved=2ahUKEwjwjpL97ML2AhW_klYBHas2Aj8Q_B16BAgRE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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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사진

ST1 : 대백로 (38.2165735, 127.1460347) ST1 : 방울새 (38.2165735, 127.1460347)

ST2 : 재두루미 (38.2286605, 127.1511614) ST2 : 알락할미새 (38.2299843, 127.1511001)

ST2 : 노랑할미새 (38.2299843, 127.1511001) ST2 : 박새 (38.2299843, 127.1511001)

▶서식처 현황 사진

ST1 : 집결지 ST3 :  신탄교와 신탄2교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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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2 차탄천 겨울철새 모니터링 야장

조사
일시

2022. 3. 20. 일.
10:00~12:00

조사자 백승광, 이수진, 김희송, 이수영, 장량

조사지역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차탄천

날씨 흐림 온도 4℃ 습도 90% 기압 고 풍향 서

번호 종명 개체수
조사지점

이용 대상 / 층위 / 주요 행동
ST1 ST2 ST3

1
삑삑도요

Tringa ochropus
1 1 하천에서 먹이활동

2
쇠기러기

Anser albifrons 1055 1055 북쪽으로 이동 중

3
알락할미새

Motacilla alba
3 3 하천에서 먹이활동

4
황조롱이

Falco tinnunculus
3 1 2

ST1 전봇대 위/ 
ST2 공중에서 비행 중

5
말똥가리

Buteo buteo
1 1 공중에서 비행 중

6
왜가리

Ardea cinerea
1 1 논에서 먹이활동

7
노랑할미새

Motacilla cinerea
1 1 전선 위

8
민물가마우지

Phalacrocorax carbo
1 1 하늘에서 이동 중

합 계 1066 1059 7

▶ 조류사진

ST1 : 삑삑도요  (38.2171212, 127.1463726) ST1 : 쇠기러기 (38.2171212, 127.146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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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1: 황조롱이 (38.2171212, 127.1463726) ST1: 말똥가리 (38.2160577, 127.1450413)

T1: 민물가마우지 (38.2226535, 127.1504764) ST2 : 왜가리 (38.2293116, 127.1524149)

ST2: 알락할미새 (38.2298670, 127.1508419) ST2: 노랑할미새 (38.2299843, 127.1511001)

▶ 서식처 현황 사진

ST1 : 집결지 ST3 :  신탄교와 신탄2교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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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2 차탄천 겨울철새 모니터링 야장

조사
일시

2022. 3. 27. 일.
10:00~12:00

조사자 김희송, 이수진, 이수영, 장량, 백승광

조사지역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차탄천

날씨 맑음 온도 6℃ 습도 30% 기압 고 풍향 서남

번호 종명 개체수
조사지점

이용 대상 / 층위 / 주요 행동
ST1 ST2 ST3

1 중대백로
Ardea modesta 2 1 1 하천에서 먹이활동

2 민물가마우지
Phalacrocorax carbo 1 1 하늘에서 비행 중

3 황조롱이
Falco tinnunculus 2 2 전봇대 꼭대기

4 알락할미새
Motacilla alba 6 4 2 하천 위로 비행

5 박새
Parus major 8 4 4 관목 숲

6 노랑할미새
Motacilla cinerea 1 1 하천에서 먹이활동

7 쑥새
Emberiza rustica 1 1 관목 숲

8 삑삑도요
Tringa ochropus 2 2 하천에서 먹이활동

9 흰뺨검둥오리
Anas poecilorhyncha 4 4 하천에서 먹이활동

10 참새
Passer montanus 11 11 관목 숲

11 멧새
Emberiza cioides 4 4 관목 숲

12 방울새
Chloris sinica 6 6 관목 숲

13 큰부리까마귀
Corvus macrorhynchos 1 1 하늘에서 비행 중

14 되새
Fringilla montifringilla 1 1 관목 숲

15 노랑턱멧새
Emberiza elegans 15 15 관목 숲

합 계 65 38 27

▶조류사진

ST1 : 중대백로 (38.2173311, 127.1461795) ST1 : 황조롱이 (38.2175871, 127.1449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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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1 : 알락할미새 (38.2175871, 127.1449018) ST1: 흰뺨검둥오리 (38.2175871, 127.1449018)

ST2 : 쑥새 (38.2261545, 127.1506863) ST2 : 삑삑도요 (38.2296316, 127.1511510)

ST2 : 되새 (38.2264737, 127.1504343) ST2 : 박새 (38.2261545, 127.1506863)

▶ 서식처 현황 사진

ST1 : 집결지 ST2 : 신탄2교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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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22 겨울 차탄천 모니터링 조류목록     

번호 이름
국
가

세
계

번호 이름
국
가

세
계

1 개똥지빠귀 Turdus eunomus 26
붉은머리오목눈이 
Sinosuthora webbiana

2 검은등할미새 Motacilla grandis 27 삑삑도요 Tringa ochropus

3 곤줄박이 Sittiparus varius 28 새매 Accipiter nisus

4 까마귀 Corvus corone 29 쇠기러기 Anser albifrons

5 까치 Pica serica 30 쇠박새 Poecile palustris

8 꿩 Phasianus colchicus 31 쑥새 Emberiza rustica

7 노랑턱멧새 Emberiza elegans 32 알락할미새 Motacilla alba

8 노랑할미새 Motacilla cinerea 33 왜가리 Ardea cinerea

9 대백로 Ardea alba 34 재두루미 Grus vipio

10 독수리 Aegypius monachus 35 잿빛개구리매 Circus cyaneus

11 되새 Fringilla montifringilla 36 중대백로 Ardea modesta

12 두루미 Grus japonensis 37 직박구리 Hypsipetes amaurotis

13 딱새 Phoenicurus auroreus 38 진박새 Periparus ater

14 때까치 lanius bucephalus 39 참새 Passer montanus

15 떼까마귀 Corvus frugilegus 40 청도요 Gallinago solitaria

16 말똥가리 Buteo buteo 41 청둥오리 Anas platyrhynchos

17 멧비둘기 Streptopelia orientalis 42 청딱따구리 Picus canus

18 멧새 Emberiza cioides 43
콩새 
Coccothraustes coccothraustes

19 멧종다리 Prunella montanella 44 큰부리큰기러기 Anser fabalis

20 물총새 Alcedo atthis Common 45 큰말똥가리 Buteo hemilasius

21
물때까치 
Lanius sphenocercus

46
큰부리까마귀
Corvus macrorhynchos

22
민물가마우지 
Phalacrocorax carbo

47
큰오색딱따구리
Dendrocopos leucotos

23 박새 Parus major 48 황조롱이 Falco tinnunculus

24 방울새 Chloris sinica 49
흰목물떼새 
Charadrius placidus

25
백할미새 
Motacilla alba lugens

50
흰뺨검둥오리
Anas poecilorhyncha

■ 멸종위협/위기 등급 또는 보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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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과학자 육성교육 활동 자료

※ 1차 2021. 10. 16

이름 서명

권미영

송지연

장량

김희송

이수영

이수진

박태웅

교육강사 : 백승광

주제 : - 새들과 친해지는 방법

      - 새의 정의 / 새의 마음과 생태에 대한 이해 / 탐조 수칙

      - 광학기기에 대한 이해 / 광학기기 사용법

      - ‘나’와 새의 관계 / 새에 대한 관심 / 경험 공유

질의와 응답

ⓒ권미영

ⓒ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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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2021. 12. 12

이름 서명

박선우

송지연

장량

김희송

이수영

이수진

박태웅

교육강사 : 백승광

주제 : – 새와 새 이야기

      - ‘내’가 알고 있는 새 / 차탄천 모니터링에서 발견한 새 / 연천의 새

      - 새의 먹이와 신체 구조 / 새 식별

      - 경험 공유 / 탐조의 즐거움과 어려움

질의와 응답

ⓒ장량

 

ⓒ장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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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2022. 3. 15.

교육강사 : 백승광

주제 : – 현장조사 집중훈련(임진강 일원 호사비오리 카운트)

      - 세계적인 멸종위기종 호사비오리 조사 - 31개체 기록

      - 북상 이동기에 호사비오리의 임진강 이용 실태 조사 

      - 멸종위기종과 그 서식지 보전을 위한 과학적인 조사 훈련

      - 필드스코프 사용 숙련 / 식별 능력 / 기록 능력 레벨업

시작시간 종료시간 카운트 포인트 개체수

07:28 08:06 북 38.05081°, 동 127.02521° 18

08:16 08:26 북 38.02663°, 동 127.02089° 4

08:40 09:16 북 38.02184°, 동 127.01689° 9

09:44 10:37 북 37.98465°, 동 126.86008°

11:06 11:25 북 37.99746°, 동 126.90249°

11:30 12:10 북 37.99457°, 동 126.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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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

 

ⓒ이수영

ⓒ이수영

※ 교육강사 백승광 프로필

경력

2016~ 한국내셔널트러스트 DMZ위원회 위원

2016~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 생물다양성위원회 위원

2017~ 문화재청 문화재지킴이

2017~ 환경부 한국기후ㆍ환경네트워크 컨설턴트

2018~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주민협의회 자문위원

2015~2022. 1 (사)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공동대표 

수상

2015 경기도지사 환경유공표창(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단체표창)

2016 문화재청장 표창(두루미보전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단체표창) 

2018 경기도 환경대상(물관리 부분 : 우수 개인표창) 

2018 환경부장관 표창(자연환경보전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단체표창) 

2020 : 환경부장관 표창(자연환경보전 개인표창)

저서

2015 연천율무두루미보전을 위한 보고서

2016 포천시 생태계교란야생식물 생육분포 조사 및 관리방안 

2019 연천군 생태계교란야생식물 생육분포 관리 및 제거방안

2020 연천 율무두루미 보존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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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MZ 두루미평화타운 견학

2021. 12. 11.

10:00 연천군청 집결, 출발

10:40 DMZ두루미평화타운(강원도 철원군) 도착, 견학

12:00 토교저수지 방문, 탐조

13:00 한탄강 두루미탐조대 방문, 두루미 탐조 및 관찰

14:00 견학 종료

14:30 식사

15:30 카페 – 경험 공유 및 의견 나누기

DMZ 두루미평화타운에서 ⓒ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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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 두루미탐조대에서 ⓒ이수영

 

6. 차탄천의 새들 그리고 

Hommage to 보전활동가 백승광 

and Dr. Nial Moores, Conservation Scientist and Director of Birds Korea

물총새 ⓒ백승광 딱새 ⓒ백승광

직박구리 ⓒ백승광 황조롱이  ⓒ백승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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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백로 ⓒ백승광 박새 ⓒ백승광

노랑턱멧새 ⓒ백승광 독수리 ⓒ백승광

삑삑도요 ⓒ백승광 쇠기러기 ⓒ백승광

알락할미새 ⓒ백승광 청도요 ⓒNial Mo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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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Ⅲ

사업추진 결과 

잘된 점

= 매주 모니터링을 성실히 수행

= 새와 하천, 생물다양성에 대한 이해 증진 

= 망원경, 필드스코프 사용, 이미지 촬영 및 인출, 야장 기록 등의 숙련

= 시민과학자 육성 교육과 견학 등을 통해 시민과학자의 기본 태도와 역량을 갖춤

= 유네스코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 존속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 확보 및 주민

활동

= SNS(인스타그램 @birds_korea_yeoncheon 등)를 통해 활동 소식 및 보전의 

가치 홍보 

사업추진 결과 

부진한 점과 

어려웠던 점

= 코로나 위기가 지속, 확대됨에 따라 다수 참여가 어려움

= 코로나 위기로 구성원들만의 활동조차 어려움을 겪음

= 모니터링, 교육, 견학 등 6개월간 매주 1회 이상의 활동이 진행되어야 했기에, 

시간, 비용, 에너지 투입이 상당했음.

= 망원경, 카메라, 필드스코프 등 적절한 장비 부족으로, 투여한 시간에 비해 적절

한 관찰 및 훈련 기회가 모자랐음. 

= 대중교통 기반이 열악한 연천군에서는 자가용 없이는 참여 자체가 불가능함.

자체 발전방안 

및 건의사항

=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민과학자로 성장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자체적으로 지속할 

계획.

= 지속가능발전 지원/후원 프로그램이 지속되기를 바람

= 미등록 작은 동아리에게도 지원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음. 

=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주기를 바람.





▣ Reporting Period

October 2021 ~ March 2022 (Approximately 6 months)

▣ Organizer

EAAFP Foundation

▣ Sponsors

EAAFP Secretariat, KOEN Yeongheung Power Division, Hanns Seidel 

Foundation

▣ Grantee Organizations (Reporting Order) 

1) Ganghwa Citizen Network

2) Cheorwon DMZ Crane Eco-tourism group

3) KFEM Incheon

4) Tidalflat Ecologial Eduation Hub Moolseal 

5) Wetlands and Birds Korea

6) DMZ Ecology Research Institute

7) Global Future Environment Association

8) Yeoncheon Geological Ecology Network

EAAFP Foundation 2021-2022 
Small Grant Programme

Final Report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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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tee 1. ☼
Organization Name: Ganghwa Citizen Network

Project Title: 2021 Crane School-Let’s go on a Crane Trip

Project Period: 2021. 10. 15. ~ 2022. 3. 31. (5 months)

1. Background

- Noting the lack of public awareness of cranes, the project aims to achieve the 
following.  

n Raise awareness of cranes among the general public

n Through education programmes, involving families, youth, and citizens the 
participants can have a shared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migratory 
waterbirds such as cranes of the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n Recognize how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the crane’s staging site 
impact the arrival of the crane and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staging 
site and conduct conservation activities on the crane’s migratory route.

2. Implementation

- Beneficiaries: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parents, citizens in Ganghwa

- Project Location: Crane habitats in Ganghwa, Sanctuaries in RO Korea (Cheorwon, 
Yeoncheon)

- Project Contents: Crane School, Explore Crane Sanctuaries, Ganghwa Crane Monitoring

3. Results

1. Crane School

· Location: Crane Green Village

· Activities: Awareness raising (Change lyrics and sing a song, Crane dance, 
Make a Crane Cake, A Crane Game, Challenge! Crane Gold Bell)

2. Study tour in the crane staging sites 

· Location: Yeoncheon, Chulwon. 1 Night 2 Days

· Activities: Visit the crane’s staging sites and study tour 

3. Ganghwa Crane Monitoring

o Location: Tidal flat at Dong-gum Island at the Southern Ganghwa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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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heon, Republic of Korea 

o Activities: monitoring of cranes 

o The number of monitoring sessions: 21 sessions including 6 sessions of 
self-arranged monitoring activities

o Monitoring results

§ Migration season: Arrived in the mid November, migrate to the 
wintering site in the mid March

§ The maximum population was identified as 58 individuals, that is an 
increase by 67% from 39 individuals observed between 2020 and 
2021.

§ As the population increases, the habitats expanded to the tidal flats of 
Yeongjong Island

§ It's hard to assume that the site is a roosting area. Continuous 
monitoring is required.

§ A stable roosting site is needed by using paddy field as an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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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tee 2. ☼
Organization Name: Cheorwon DMZ Crane Ecological Tourism Cooperative

Project Title: Crane Feeding and Population Survey

Project Period: 2021. 12. 1. ~ 2022. 2. 28. (3 months)

1. Background

- Conservation of stable habitats by feeding cranes 

- Necessity of habitat conservation through population survey of cranes

- Encourage voluntary participation of local community to promote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cranes

2. Implementation and Results

- Contribute to raising visitors' awareness of the need for protecting cranes through 
crane feeding (two sessions with 47 participants)

- Securing data for monitoring the habitat environment of cranes through continuous 
population verification (three times of surveys, 72 participants)

- Contribute to increasing the income of local residents and enhancing the shared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environment by strengthening eco-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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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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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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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tee 5. ☼
Organization Name: Friends of Wetlands and Birds

Project Title: A Round-table Conference with Local Organizations from Migratory 

Waterbirds Fly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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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ackground

- Recognizing the insufficient policy dialogues and policy recommendations from civil 
society organizations due to the lack of information exchanging and sharing among 
the local NGOs around the EAAFP FNS and provisional FNS regions 

- The round table conference can be held through the exchange of information 
between domestic EAAFP FNS in RO Korea and provisional FNS regions an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the ecosystem centered on migratory birds in the 
EAAFP FNS and provisional FNS regions in Korea. The outcomes of the round table 
can be reflected in national policies. 

- Efforts will be made to preserve and expand the EAAFP FNS through sharing 
cases and policy supplementations in domestic EAAFP FNS and provisional FNS 
regions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Ramsar Conference of Parties 
(COP).

2. Implementation and Results

1. Preliminary Consultation to prepare for the Round-table Conference (1 time)

A. Topic: Expansion of Wetland Protection Areas, Reporting on the PA 
Management Status, and Future Cooperation Plan 

2. Wetland Round-table Conference (Korea-Japan Wetland Forum). 1 night and 2 
days)

A. Topic: Sharing the Status of Wetland Conservation and Future Cooperation 

B. Results

i. Presentation of the current status and field activities in Korea (6 
people) and Japan (5 people)

ii. Participation in the Multilateral International Environment Convention 
related to wetlands (COP 14, etc) and Cooper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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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eeting to implement the results of the round-table (4 times)

A. Announcement of Korea-Japan Joint Statement during the 2022 Wetland 
Day 

B. Discussion on the role of the organization to register entire Korean tidal 
flats to UNESCO

C. Decide the theme of the side event to be organized at Ramsar COP14 in 
Wuhan: 'Natural Flow of Water (based on IUCN-WCC Resolution 017)

D. Invite presenters related to "Natural Flow of Water" from Europe, the 
United States, RO Korea that are able to share the cases related to 
dissolution of dams. 

E. Identification of good and bad cases by different types (groundwater, river, 
tidal flats, etc.) in Korea and Japan

F. Prepare to present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wetlands and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the current status of wetlands at CO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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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tee 6. ☼
Organization Name: DMZ Ecological Research Institution

Project Title: Capacity building program for residents to conserve winter migratory birds

Project Period: 2021. 10. 30. ~ 2022. 3. (5 months)

1. Background

- Provide education and enhance public awareness of migratory waterbirds and the 
values of their habitats

- Continuous migratory bird monitoring and survey of habitats with local residents

- Help the participants to understand the behavioral patterns of the migratory 
waterbirds and their habitation and seek ways to conserve their habitats

- Ultimately, understand migratory waterbirds and establish an environment to coexist 
with them

2. Implementation

- Prepare educational materials for monitoring & proceed the education programme 
for residents by the second week of November 2022 

- Identify and remove factors that interrupt feeding activities when migratory 
waterbirds sit in rice paddies

- Identify stable space for migratory waterbirds and strengthen conservation activities 

- Based on the monitoring results, systemize the plan to keep rice straw and rice 
paddies at points where migratory waterbirds can spend the winter stably

- Stabilize the destination of migratory waterbirds through continuous execution and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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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ject Location

ü Project Period: 2021-Ocotber-31 ~ 2022-March-31

ü Beneficiary: General citizens

Region: A million of plain area at the town in Ogeum-ri, Paju City, RO Korea

- First activity in November

ü One time monitoring in November

ü Observe migratory waterbirds for 2 hours during morning, afternoon, and 
evening and record it

ü Time and date: 24th November: 07:00~18:00

ü Location: Restoration area for White-naped crane’s wintering site at 
Ogeum-ri

ü Pho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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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Monitoring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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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ond activity in December

ü One time monitoring in December

ü Observe migratory waterbirds for 2 hours during morning, afternoon, and 
evening and record it

ü Time and date: 8th December: 07:00~18:00

ü Time and date: 24th November: 07:00~18:00

ü Location: Restoration area for White-naped crane’s wintering site at 
Ogeum-ri

ü Photos

 

 

ü Monitoring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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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ected effect

ü Understanding and mutual coexistence between the local residents the 
migratory waterbirds

ü Secure the sustainable ecosystem service at local level

ü Expand the information exchange on the importance of migratory 
waterbirds and their habitats through monitoring activities

ü Strengthen the conservation level for winter migratory waterbird’s habitats 
nearby the Civilian Control Line through the awareness raising education 
programmes among residents

ü Five sessions of education with more than 20 residents participated.

ü Train civil scientists who can work with the town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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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tee 7. ☼
Organization Name: Global Future Environment Association

Project Title: A Study on the Ecosystem Service and Habitat of Migratory Birds in Incheon 

Free Economic Zone (IF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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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ackground

- To analyze the ecological value of Incheon Free Economic Zone, that is one of the 
main destinations of winter migratory birds in East Asia (Analyzed species: Far 
Eastern Curlew and Common Shelduck), and to provide scientific evidence for 
developing policies for the conservation of migratory birds in the region. 

- The appearance ratio of endangered species in Yeonsu-gu, Seo-gu, and Jung-gu in 
Incheon IFEZ, which is the target of this study, is 70.4%. Despite the high 
appearance ratio, a research on the value and conservation of the areas is 
insufficient. 

- The project aims to quantify the function of the areas as a migratory destination by 
mapping the distribution of migratory birds in the region, analyzing ecosystem 
services (fixed amount of carbon) of the destination, and predicting changes in 
migratory routes due to climate change

- The target sites in the study are the last remained tidal flat and coastal ecosystem 
along the west coast of Republic of Korea. The number of migratory birds found 
here is 2,046 species, but since it is a development zone and there is no legal 
restriction on the migratory birds habitats, the population is decreasing. Therefore, 
the project aims to come up with results that are visually easy to understand by 
legislators and citizens.

2. Implementation and Results

- The project visualized a time series changes in the habitat of Far Eastern Curlew in 
Incheon Free Economic Zone and developed grades to provide an objective 
perspective and quantitative data on its role as a stopover site. 

- The project analyzed a change in ecosystem services (carbon fixed amount) of 
Incheon Free Economic Zone caused by changes in land use. The project also 
quantified its monetary value and analyzed the possibility of temperature changes 
and loss of function as a migratory birds habitat. 

- The project quantified and visualized the actual functionality of the IFEZ areas as 
migration route in the 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through presenting the ac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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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on map of migratory birds within the sites and the analysis of habitat 
quality (based on ecosystem services)

- Conducted analysis on changes in domestic migratory routes in the 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caused by climate change

-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increase of the 
population of Far Eastern Curlew by identifying and preserving hot spots in the 
Ramsar Convention region through the development project near Incheon Free 
Economic Zone and Songdo tidal fl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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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tee 8. ☼
Organization Name: Yeoncheon Geological Ecology Network

Project Title: Monitoring Winter Migratory Waterbirds and training for citizen scientists in 

Chatancheon stream, Yeoncheon-gun,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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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ackground

- A monitoring of birds in Chatancheon Stream in the biosphere reserve of 
Imjin-river in Yeoncheon-gun

- Spread knowledge and information on birds and biodiversity and strengthen a 
willingness to protection

- Recognize the value of the biosphere reserve of Imjin-river in Yeoncheon and 
develop citizen scientists

- Recognize the importance of rivers as habitats and establish a foundation for 
ecological conservation

2. Implementation

- Proceed 20 bird monitoring sessions

i. Field trip to Cheorwon DMZ Crane Peace Town (2021.12.11.)

ii. 3 training sessions for citizen scientists

3. Results

- Identified the status of winter birds in Chatancheon stream

i. Re-recognition of Chatancheon stream as a wintering site for birds 

ii. Cultivate citizen scientists by ongoing birdwatching activities and 
systematized monitoring 

iii. Enhance th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rivers and wetlands and 
civil willingness for conserving bio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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