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첨 1] 최종 사업 계획서 

2022-2023 (재)EAAFP 민간단체 지원사업 세부사업계획서

1. 사업명 : 두루미개체수 조사 및 지역 주민 환경 교육     

                               

2. 사업목적

  ○ 두루미에게 먹이주기를 통한 안정적인 서식환경 보전 

  ○ 두루미 개체수 조사를 통한 서식지 보존의 필요성과 

     두루미 보호의 인식 함양

  ○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국제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두루미 보호의 중요성 교육

3. 사업추진 기간 :  

    2022년 11월 01일 ~ 2023년 3월 31일

4.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사업내용 : 2022년 11월, 2023년 3월 초 두루미 개체수 조사

     관내 주민 대상 두루미 교육 및 주요 먹이 활동지역 탐방 및 먹이주기

  ○ 사업장소 : 관내 두루미 주요 먹이 활동지역 

  ○ 추진방법 : 

     - 초기 월동하는 두루미의 개체수와 2월 일본에서 돌아오는 

       개체수 조사 

     - 번식지로 가는 두루미의 최종 날짜 확인, 금년도엔 5월까지 

       두루미 존재확인

     - 지역주민 대상 천연기념물 및 국제 멸종위기종의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과 주요 월동지에 대한 현장 탐방 및  

       먹이 주기 

     



5. 일정별 세부 추진계획

추진시기 주 요 내 용 세 부 추 진 내 용 기타

11월 20일경 1차 개체수 조사
- 두루미 활동지역 개체수 조사

- 초기 두루미 개체수 확인
3시간 소요

01월 첫째주 생태교육대상자 접수 - 학생 및 가족구성원으로 모집

01월 세째주 1차 두루미생태교육 - 두루미 교육, 두루미 먹이주기 5시간 소요

02월 세째주 2차 두루미생태교육 - 두루미 교육, 두루미 먹이주기 5시간 소요

03월 둘째주 2차 개체수 조사 - 두루미먹이활동지역 개체수 조사 3시간 소요

6. 기대효과

  ○ 천연기념물,국제멸종위기종인 두루미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제

고

  ○ 지속적인 개체수 조사를 통한 두루미의 월동 수 및 일본으로 이동하는 두루미의 

개체수 확인, 번식지로 이동하는 최종 날짜 확인 

  ○ 생태 탐방객의 유치, 지역 주민 소득 증대, 환경 보호의 필요성 공감

  ○ 1월/ 2월 지역 주민대상 생태교육을 통한 자연환경 보호의 필요성 인식 

     - 생태교육 개최 횟수 : 2회

     - 생태교육 참여 인원 : 회당 20명 × 2회 = 40명

     

7.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예산과목

총  사 업 비
산  출  기  초

계 지원금 자부담

총계 4,000 3,000 1,000

개체수조사

소계 2,300 2,200 100

행사비 2,100 2,100 0 1인35,000*30명*2회=2,100,000

홍보비 100 0 100 현수막1식60,000, sns홍보 40,000

소모품비 100 100 0 기타 필기류,핫팻등 준비

 지역주민

 환경교육

소계 1,700 800 900

교육비 600 600 0  15,000원*2회*20명= 600,000

먹이구입 500 0 500 250kg×2,000=500,000

홍보비 100 0 100 현수막1식60,000, sns홍보 40,000

강사비 300 0 300 75,000원×4명=300,000

인쇄비 200 200 0 4,000* 50부 = 200,000

합계 4,000 3,000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