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사 업 비

인천녹색연합

멸종위기1급 저어새의 백령도 번식 및 

서식현황 청소년 모니터링

2022년 3월 1일 ~ 2022년 11월 30일

삼백사만사천원

(지원금 3,000,000원, 자부담 44,000원)

2022. 12. 19. 

인천녹색연합 

재단법인 이에이에이에프피
2021-2022 민간단체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재단법인EAAFP 2021-2022 민간단체 지원사업 최종 결과 보고 15

사업개요Ⅰ

 

사업명
멸종위기1급 저어새의 백령도 번식 및 

서식 현황 청소년 모니터링

공모 분야 일반공모

주제별 구분
지역주민 대상 역량 강화&

모니터링 사업

사업기간 2022년 3월 ~ 2022년 11월 (9개월)

사업목적

저어새는 전 세계 약 6,100개체 서식이 확인되고 있으며(2022년),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 적색자료목록에 위기종(EN)으로 분류된 국제보호조임. 우리나라에서는 천연기념

물 205-1호, 멸종위기야생생물1급, 해양보호생물로 지정. 인천 남동 유수지, 서해안의 무

인도 및 인천지역의 남동 유수지 등에서 주로 번식하며,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도 소수가 

번식. 대만 홍콩 일본 베트남 등지에서 겨울을 보내고 국내에서는 제주도 성산포 일대에서 

소수가 월동. 이 중 백령도 번식지에는 대만 등의 지역에서 월동한 저어새 16~18개체가 3

월 중순에 도착해 둥지를 만들고 포란 등 8월까지 머물다 이동함. 특히, 2010년 6월 30일,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연구팀이 연평도 인근 구지도에서 가락지를 부착한 저어새 E05가 

2014년 백령도에서 처음 번식하는 것이 확인된 이후에 매년 대만과 백령도를 오고감. 

▶ 2020년 ‘백령도 지역 이동물새류에 대한 대중인식 증진 활동(EAAFP재단 사업)’에 참여

했던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저어새 모니터링을 통해, 백령도를 찾아오는 저어새 개체수 

현황 및 번식지 환경변화를 파악하고자 함. 

▶ 백령도 번식지역과 대만의 월동지역을 오고가는 저어새E05의 자료 공유를 통해 백령도

-대만의 저어새 네트워크 형성 추진

사업내용 

요약 

▶ 수혜대상 : 백령도 청소년 

▶ 지역 : 백령도 

▶ 사업추진방법 

- 저어새 생태교실, 저어새 모니터링 활동, 모니터링 보고서 제작 

▶ 기대효과 

- 2020년 백령도 이동물새학교 참가했던 지역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교육 및 

모니터링 활동 진행하고 ‘청소년 철새탐구 모임’ 추진 

- ‘청소년 철새탐구 모임’ 구성을 통해 백령도 지역 내 관심과 여론 형성 

총 사업비 

(단위: 원)

계 지원금 기타

3,044,000 3,000,000 44,000

제출일자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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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 결과Ⅱ

1. 일정별 추진실적

시기 사업계획 세부추진결과 (실적) 달성율

3월
~4월 초

저어새 생태교실 준비 및 진행
❍ 기간 : 3월 초-중순 (2일)
❍ 장소 : 백령종합사회복지관 강의실
❍ 인원 : 10명(청소년 철새탐조 모임 

4~6명, 진행 및 인솔 2명, 
강사 2명)

❍ 내용 : 2회. 저어새 생태 교육, 저어
새 모니터링 방법 교육 

저어새 생태교실 준비 및 진행
▪백령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방과후아

카데미
- 일시: 4월 4일

▪저어새 생태교실 강사 섭외 
▪저어새 생태교실 진행

- 총 3회 진행. 15~25명 
- 1회: 4월15일, 실내교육 및 현장

탐방/ 박정운 단장
- 2회: 6월3일, 실내교육/ 이기섭 박

사
- 3회: 7월8일, 실내교육 및 현장탐

방/ 박정운 단장

100%

3월 중순
~10월

저어새 모니터링 활동지역 내 홍보 
❍ 기간 : 3월 중순-8월 말 
❍ 장소 : 백령도 일원(저어새 번식지, 

먹이활동, 휴식지)
❍ 인원 : 8명(청소년 철새탐조 모임 

4~6명, 진행/인솔 2명)
❍ 내용 : 6회. 백령도 내 저어새 번식 

현황 및 먹이활동, 휴식지 현
황 조사 

❍ 방법 : 월 1회 정기 조사 및 비정기 
조사

저어새 모니터링 활동지역 내 홍보 
▪3월 중순-10월 말
▪4~6명(청소년 2~4명, 진행/인솔 1

명)
▪27회 진행. 백령도 내 저어새 번식 현

황 및 먹이활동, 휴식지 현황 조사 
▪방법 : 월 1회 정기 조사 및 비정기 

조사

100%

11월 

저어새 모니터링 보고서 제작
❍ 기간 : 9월-10월 
❍ 내용 : 백령도 내 저어새 번식 현황 및 

서식 현황 조사 결과 정리

저어새 모니터링 보고서 제작
▪PDF 파일
▪인쇄 : 40부 제작 100%

11월

사업 결과보고서
❍ 기간: 11월 

사업 결과보고서
▪작성 : 11월
▪제출: 12월 19일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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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성과 분석 

1) 저어새 생태교실 진행

❍ 목 적 : 백령도에서 번식하는 저어새의 생태에 대하여 알아보고, 서식지역 탐방을 통해 습지에 대

한 이해를 높임.

❍ 기 간 : 3월 ~ 7월 

❍ 지역/장소 : 백령도 화동습지 및 진촌 솔개지구 논경지 등 

❍ 지역 내 협력 기관 : 백령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 홍보 : sns(단체/개인 facebook/인스타그램) 

❍ 세부사업내용 

① 저어새 생태교실 1회 

- 주제 : 백령도에 저어새가 살아요

- 강사 : 박정운 단장(인천녹색연합)

- 일시 : 4월 15일(금) pm 3:30~6:00

- 장소 : (실내)백령종합사회복지관 강의실 (실외) 현장 활동

- 인원 : 총 25명 (초등 5-6학년 20명, 강사 및 진행 5명)

- 세부 내용 : 백령도에 찾아오는 저어새에 대한 이야기 설명

                   백령도 내 저어새 서식지역 탐방 및 관찰 

② 저어새 생태교실 2회 

- 주제 : 저어새 이야기

- 강사 : 이기섭 박사 (한국물새네트워크 대표)

- 일시 : 6월 3일(금) pm 2:00~4:00

- 장소 : (실내)백령종합사회복지관 강의실 

- 인원 : 총 23명 (초등 5-6학년 19명, 강사 및 진행 4명)

- 세부 내용 : 저어새의 생태 및 모니터링 방법, 서식 위협요인 등에 대한 기본 강의 

③ 저어새 생태교실 3회 현장탐방

- 주제 : 저어새의 서식지, 습지이야기 

- 강사 : 박정운 단장(인천녹색연합)

- 일시 : 7월 8일(금) 오후 4:00~6:00

- 장소 : (실내)백령종합사회복지관 강의실 (실외) 현장 탐방

- 인원 : 총 15명 (초등 5-6학년 12명, 강사 및 진행 3명)

- 세부 내용 : 저어새가 먹이활동하며 살아가는 습지에 대한 이야기. 

                   저어새 서식지역 탐방

2) 저어새 모니터링 활동 및 모니터링 보고서 제작

❍ 목 적 : 백령도 번식지를 찾아오는 저어새 현황 기록

❍ 기 간 : 3월 ~ 10월

❍ 지 역 : 백령도 일원 

❍ 세부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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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백령도 도착 및 월동지역 이동 시기

② 백령도 번식지 및 번식현황 

③ 백령도 내 먹이활동 및 휴식지역 현황 

④ 저어새보전네트워크 사이트(https://bfsn.bfsa.org.tw/map.php) 기록 공유

⑤ 백령도 저어새 모니터링 보고서 제작 및 배포

3. 모니터링 기초자료 첨부(주요 내용 요약) 

날짜 구분 위치 개체수 기타 

2022-03-15 휴식지 화동습지 1 첫 도착

2022-03-25 먹이활동 솔개지구 6
E05(2010년 구지도 출생)도착
노랑부리저어새 2개체

2022-04-03 번식지 - 8
번식준비
둥지 4곳

2022-05-19 번식지 -
16+a

(a: 부화한 
저어새)

포란/부화/육추
둥지 5곳 부화 완료 
포란 중인 둥지 3곳 추가

2022-06-03 번식지 -
20+a

(a: 부화한 
저어새)

포란/부화/육추 
번식 완료 둥지 5곳 
포란 중인 둥지 3곳 
둥지 준비 중 1곳
2~3년생 어린 저어새 2마리

2022-06-27
휴식지/
훈련지

화동습지 3
부화/육추/이소
먹이활동 및 휴식

2022-07-08
휴식지/
훈련지

화동습지 8
육추/이소
이소 중인 저어새 2마리 포함

2022-07-13
휴식지/
먹이활동

화동습지,
북포리 논경지

14
이소
먹이활동 

2022-08-25
휴식지/
훈련지

화동습지 3
이소/월동지 이동 
올해 태어난 저어새 3마리

2022-10-01 휴식지 화동습지 1
백령도에서 늦게 태어난 저어새이거나 
이동 중에 백령도에 들른 경우

2022-10-17 휴식지 화동습지 1
백령도에서 늦게 태어난 저어새이거나 
이동 중에 백령도에 들른 경우
노랑부리저어새 1마리 

https://bfsn.bfsa.org.tw/map.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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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사진 / 비디오 / 기타 첨부 자료

1) 사업 사진 

          ① 저어새 생태교실 1회 _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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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저어새 생태교실 2회 _ 6. 3 

 

         

       ③ 저어새 생태교실 3회 _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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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어새 모니터링 활동 

 

3) 모니터링 보고서 : 세부 내용은 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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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홍보 활동: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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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Ⅲ

1. 사업 추진 결과 잘된 점 

1) 교육 및 모니터링 횟수, 모니터링 기간 확대 

           ① 저어새 생태교실 

               

구분 계획 결과

횟수/시간 총 2회/총 4시간 총 3회/총 6시간 30분

인원 총 10명 내외 총 15~25명

           ② 저어새 모니터링 활동 

               

구분 계획 결과

횟수 총 6회 총 27회

기간 3월 ~ 8월 3월 ~ 10월

2) 백령도 지역 청소년들과의 지속적인 철새 인식증진활동 진행 

           ① 2020-2021년 진행했던 백령도 지역의 ‘청소년 철새학교’를 토대로 2022년 ‘저어새 생태교실’

을 이어감. 

               - 백령종합사회복지관/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정기 활동으로 진행

3) ‘백령도 저어새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첫 보고서 제작

           ① 백령도 번식지를 찾아오는 시기와 월동지로 이동하는 시기, 번식지 및 휴식지, 먹이활동 지역 등

에 대한 첫 보고서로, 지역 청소년 및 NGO에 의해 제작

2.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및 건의사항 
1) 지역사회의 참여에 기반한 지속적인 저어새 모니터링 활동 및 보고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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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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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관심 및 탐조인들의 백령도 방문 증가 예상. 

    백령도 점박이물범 생태관광협의체와 협력하여 철새 모니터링 및 교육, 철새탐조 가이드 양성 및 생

태관광프로그램 개발 등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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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용 기사Ⅳ

인천녹색연합은 자연과 더불어 사는 생명문화를 존중하고, 미래세대가 지속가능한 녹색의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생태계보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22년 3월부터 11월까지 백령종합사회복지관 청소

년방과후아카데미 학생 25명과 함께 ‘멸종위기1급 저어새의 백령도 번식 및 서식 현황 청소년 모니터링’ 활

동을 진행하였다. 

3회에 걸친 저어새 생태교실 운영을 통해 저어새의 생태와 백령도 내 서식현황, 위협 요인 등에 대하여 교육

과 현장 탐방을 진행하였다. 일반 모니터링은 매월 2회 정기 및 비정기 모니터링 등 총 27회 진행하였다. 

2022년 백령도 저어새 모니터링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차 번식 완료시기인 6월 초에 36마리 내외의 저어

새를 확인하였다. 번식시기 모니터링을 인솔한 이기섭 박사(한국물새네트워크 대표)에 따르면, 백령도 번식

지에서 최소 10쌍이 번식했으며, 이중 5쌍 정도는 번식 성공이 낮은 2~3년 생 어린 저어새라고 설명했다. 올

해 저어새가 백령도에 첫 도착한 시점은 3월 15일로 1마리가 관찰됐으며, 3월 25일까지 저어새 E05를 포함

하여 6마리가 도착했다. E05 가락지를 부착한 저어새는 2010년 구지도에서 태어났으며 2014년부터 백령

도에서 번식하는 것이 확인된 개체이다. 이후 4월 3일 번식장소에서 4쌍이 둥지를 짓고 번식에 들어갔으며, 

6월 3일 번식 완료 5쌍, 포란 중 3쌍, 새로 둥지 짓고 있는 1쌍 등이 관찰되었다. 8월 중순 전에 대부분 백령

도를 떠나 월동지역으로 이동을 하였고, 8월 25일 어린 저어새 3마리, 10월 1일과 17일에 각각 1마리가 관

찰되었는데 이동 중에 백령도에 들른 저어새일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현재, 저어새는 전 세계 약 6,100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

색자료목록에 위기종(EN)으로 분류된 국제보호조류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천연기념물 205-1호, 멸종위기야

생생물1급, 해양보호생물로 지정, 보호관리를 하고 있다. 인천 남동 유수지, 서해안의 무인도 및 인천지역의 

남동 유수지 등에서 주로 번식하며,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도 소수가 번식. 대만 홍콩 일본 베트남 등지에서 

겨울을 보내고 국내에서는 제주도 성산포 일대에서 소수가 월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백령도 번식지에는 대만 등의 지역에서 월동한 저어새가 3월 중순에 도착해 둥지를 만들고 포란 등 8

월까지 머물다 이동한다. 특히, 2010년 6월 30일,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연구팀이 연평도 인근 구지도에서 

가락지를 부착한 저어새 E05가 2014년 백령도에서 처음 번식하는 것이 확인된 이후에 매년 대만과 백령도

를 오고가고 있다. 5월 5일에 관찰된 저어새 Y57는 2020년 6월 각시암(강화도)에서 가락지를 부착한 것으

로 확인되었으며 안산-시화호-백령도의 이동경로를 보였다. 

이번 사업은 2020년 ‘백령도 지역 이동물새류에 대한 대중인식 증진 활동(EAAFP재단 사업)’을 연계한 후속

사업으로, 지역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저어새 생태교육과 모니터링을 통해, 백령도를 찾아오는 저어새 개체수 

현황 및 번식지 환경변화를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백령도 번식지역과 대만 등의 월동

지역을 오고가는 저어새E05의 자료 공유를 통해 백령도-대만의 저어새 생태네트워크를 추진해 나아갈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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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tee 1.☼
Organization Name: Green Korea Incheon

Project Title: Youth Monitoring of the Breeding and Habitat Status of the Endangered 
Black-faced Spoonbills in Baengnyeong Island

Project Period: 2022. 3. ~ 2022. 11. 30 (9 months)

1. Background
Black-faced Spoonbill is an internationally protected bird classified as an endangered 
species (EN) on the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 Red List. In 
Korea, it is designated as a Natural Monument No. 205-1, Endangered Wildlife Class 1, 
and Marine Protected Species. It breeds mainly in Incheon Namdong Reservoir and 
uninhabited islands on the west coast, but also breeds in small numbers in China and 
Russia. It winters in Taiwan, Hong Kong, Japan, and Vietnam, and in Korea, a few winters 
in the Seongsanpo area of Jeju Island. Among them, Black-faced Spoonbills, which had 
wintered in Taiwan and other regions, would arrive in mid-March at the breeding grounds 
on Baengnyeong Island, make nests, and stay until August before migrating.
The project aims to understand the changes in Black-faced Spoonbill populations that visit 
Baengnyeong Island and their breeding environments through conducting a Black-faced 
Spoonbill Ecology School and monitoring with Baengnyeong Social Welfare Center Youth 
After-school Academy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2020 'Public Awareness 
Promotion Activity for Migratory Waterbirds in Baengnyeong Island Area (EAAFP 
Foundation Project).‘

2. Implementation and Results

▪Beneficiaries: Baengnyeongdo youth

▪Project Location: Baengnyeongdo Island

▪Project Contents:
   1) Black-faced Spoonbill Ecology Class: March to July, 3 times in total
   2) Black-faced Spoonbill monitoring activities: mid-March to late October
   3) Black-faced Spoonbill monitoring report production: 40 copies

▪Project Results:
   1) Expansion of education and monitoring sessions frequency and period
   2) Continued activities to promote awareness of migratory birds by the youth on 

Baengnyeong Island
   3) Production of the first report on monitoring of Black-faced Spoonbill on Baengnyeong 

Isla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