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사 업 비

저어새와 친구들

애들아, 아빠(엄마) 일터에는 저어새가 산다!

2022년 3월 1일 ~ 2022년 11월 30일

삼백만원

2022. 12. 12. 

저어새와 친구들 

재단법인 이에이에이에프피
2021-2022 민간단체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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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Ⅰ

사업명
애들아, 아빠(엄마) 일터에는 

저어새가 산다! 

공모 분야 기획공모

주제별 구분 지역주민 대상 역량강화 사업

사업기간 2022년 3월 1일 ~ 2022년 11월 30일 (9개월)

사업목적

○ 송도갯벌과 남동유수지를 중심으로 한 남동산업단지의 지역 이해 당사자인 근로

자들과 가족들의 시민의식의 향상시킨다.

○ 송도갯벌과 남동유수지 습지를 중심으로 저어새를 비롯한 이동물새와 다양한 생

물 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알린다.

○ 부모님의 일터인 남동공단에서 탐조가족체험을 경험하며,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

한다. 나아가서 남동공단 내의 송도갯벌과 남동유수지의 생태적 가치와 소중함을 

느낀다.

사업내용 요약 

○ 수혜대상 : 남동공단에 위치한 회사의 부모님과 가족 

○ 지역 : 인천 및 나아가 전국의 송도갯벌과 남동유수지가 궁금한 가족들

○ 추진방법 : 

    ① 웹 포스터, 카페,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를 이용한 홍보 및 모집

    ② 저어새 생태학습관의 현수막 게시하여 안내와 모집 홍보

    ③ 인천시청 및 남동구의 교육홍보 요청

    ④ 남동구 경제인 협회를 통한 홍보

○ 기대효과

- 송도갯벌과 남동유수지의 저어새를 중심으로 이동철새와 습지의 중요성과 생

물다양성에 대한 시민의식 증진을 향상시킨다.

- 부모님의 일터 내 자연생태계를 가족이 함께 경험하며, 가족 간의 유대를 돈독

히 하고 공단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

- 송도갯벌과 남동유수지 주변의 무관심함과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여 생태계 

보전에 지속적 참여를 기대한다.

총 사업비 

(단위:원)

계 지원금 기타

3,000,000 3,000,000

제출일자 2022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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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결과Ⅱ

1. 일정별 추진실적

시기 사업계획 세부추진결과 (실적) 달성율

2022.03~04
기획회의

- 주제와 맞는 교육계획안 작성
2022. 03~04월 교육계획안 작성 100%

2022.04~05
교육준비

- 교구재 제작, 홍보 및 모집

2022. 04~08월

인천시 내의 환경교육의 확대로 

인한 강사부족으로 일요일을 포함

하여 강의안과 교육 준비를 진행

하였음

따라서 교육대상자 모집과 홍보를 

9월~ 10월에 시행하였음

100%

2022.06~09

교육진행

- 저어새 생태학습관을 이용한 

교육활동 진행

2022. 10.16~11.06

(매주 일요일)

1기와 2기로 진행 3회차로 6회기 

진행함.

100%

2022.09~11
-교육평가 및 사업보고

-교육의 평가회의 및 결과보고

2022.11월 교육이 끝난 후 최종

교육평가 회의 진행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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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성과 분석

 

1) 수혜인원

기수 수혜인원 수혜연령(세)

1기 42명

9세 이하 15명

10 대 9명

20 대 1명

30 대 1명

40 대 15명

50 대 1명

2기 38명

9세 이하 10명

10 대 8명

30 대 5명

40 대 12명

50 대 1명

70 대 2명

계                                                               80명

2) 사업대상지역

           인천광역시 관내인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와 시흥시 목감, 과천시 등 관외에서 참여하였음.

3) 추진내역 상세 

교육대상
(기수)

교육일자
장소

(시간)
교육인원
/신청인원

비고(교육내용, 주제) 교육시간

총 계 6회 1개소 80명/120명 3회차시 720분

가족(1기)

10.16
1차시

(10시~12시)
13명 /14명 애들아, 저어새를 만나볼까? 120분

10.23
2차시

(10시~12시)
23명/25명

송도갯벌과 남동유수지는 
아빠(엄마)처럼 생명들을 키워요

120분

10.30
3차시

(10시~12시)
13명/15명

아빠(엄마),
일터는 우리가 지켜 줄게요

1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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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효과 달성에 대한 기술

○ 송도갯벌과 남동유수지의 저어새를 중심으로 이동철새와 습지의 중요성과 생물다양성에 대한 시

민의식 증진을 향상시킨다.

    => 인천시민 대상으로 저어새를 중심으로 이동철새와 습지의 중요성과 생물다양성에 대한 시민

의식 증진의 향상은 달성하였으며, 타지역의 가족도 참여하다.

○ 부모님의 일터 내 자연생태계를 가족이 함께 경험하며, 가족 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고 공단이 가

지고 있는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

    => 남동유수지 주변의 사업장의 참여를 높이고자 종이포스터와 플래카드, 웹포스터의 배포를 하

였고 학습관 주변의 식당 벽면을 활용한 홍보도 진행하였다.

        또한, 동막 역사 안 홍보와 남동산단의 협조, 경제자유청의 공문,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사내홍

보를 하였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하지만 부모님

과 함께한 프로그램 참가자의 만족도와 회기별 참여가 꾸준한 점으로 공단이 가지고 있는 이

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점에 그 의의가 크다.

○ 송도 갯벌과 남동유수지 주변의 무관심함과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여 생태계  보전에 지속적 참

여를 기대한다.

    => 프로그램의 진행과정 중 참여가족의 적극적 참여와 남동유수지를 변화시키려 하는 줍깅 활동

에 적극적 참여로 보아 기대효과를 달성했다고 평가됨

가족(2기)

10.23
1차시

(14시~16시)
20명/24명 애들아, 저어새를 만나볼까? 120분

10.30
2차시

(14시~16시)
16명/17명

송도갯벌과 남동유수지는 
아빠(엄마)처럼 생명들을 키워요

120분

11.06
3차시

(14시~16시)
6명/20명

아빠(엄마),
일터는 우리가 지켜줄게요

1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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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사진

강사 박민자 일시 10.16/10~12시 강사 조기숙 일시 10.16/10~12시

기수/차시 1기/1차시 참가자 가족 기수/차시 1기/1차시 참가자 가족

강사 박민자 일시 10.23/10~12시 강사 조기숙 일시 10.23/10~12시

기수/차시 1기/2차시 참가자 가족 기수/차시 1기/2차시 참가자 가족

강사 조기숙 일시 10.30/10~12시 강사 김은희 일시 10.30/10~12시

기수/차시 1기/3차시 참가자 가족 기수/차시 1기/3차시 참가자 가족



재단법인EAAFP 2021-2022 민간단체 지원사업 최종 결과 보고 32

강사 박민자 일시 10.23/14~16시 강사 조기숙 일시 10.23/14~16시

기수/차시 2기/1차시 참가자 가족 기수/차시 2기/1차시 참가자 가족

강사 박민자 일시 10.30/14~16시 강사 김은희 일시 10.30/14~16시

기수/차시 2기/2차시 참가자 가족 기수/차시 2기/2차시 참가자 가족 

강사 조기숙 일시 11.6/14~16시 강사 김은희 일시 11.6/14~16시

기수/차시 2기/3차시 참가자 가족 기수/차시 2기/3차시 참가자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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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Ⅲ

1. 참여자 만족도 설문조사 
- 본 만족도 설문조사는 각 기수 별 각 차시마다 설문조사를 구글 설문으로 QR 코드를 이용하여 조사를 

하였다. 가족 단위의 특성상 부모와 성인 그리고 설문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따라서 

총 22명의 설문응답이 이뤄졌다.

- 처음기획 한 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참여자의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와 프로그램과 운영의 부족한 점, 

그리고 강화해야할 점에 대한 피드백이 되었다.

- 구체적인 설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 항목 결과값 결과와 고찰

1. 성별
22명의 응답자 중 77%가 
여성, 23%가 남성으로 나
타났다.

2. 연령 연령대를 살펴보면 50%가 
40대로 나타났다.

3. 프로그램 
참여 인원

참여연령은 전체 참여자로 
연령분포를 알아본 바 40
대의 부모님과 10대 이하
의 어린이의 참여가 많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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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주지

 

거주지는 인천시가 대부분
이었고 서울 등 타지역의 
참여도 있었다.

5. 프로그램 
신청 경로

참여 경로는 SNS로 36%
로 나왔다.

6. 프로그램 
참여 이유

프로그램 참여 이유는 자녀
의 교육이 59%로 가장 많
았고 18.2%로 저어새가 
좋아서 13.6%의 지구(환
경)을 지키는 마음에서 신
청하였다.

7. 프로그램 
만족도

프로그램 만족도는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72.7%의 아주 만족을 나
타냈다.  

8. 프로그램에서 
좋았던 점

프로그램의 좋았던 점은 프
로그램의 내용 및 활동이 
72.7%로 가장 많았고, 
45.5%가 프로그램의 무료
라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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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활동가(강사)평가
강사 교육 후 교육활동가 평가는 함께 모여 정해진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9. 프로그램에서
아쉬운 점

아쉬운 점은 진행시간이 
18.2%로 가장 많았으며, 
좋은 프로그램인데 홍보가 
아쉬웠다는 점도 나타났다.

10. 더 나은 
프로그램을 위한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많은 참여를 위해 좀더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는 활동 감사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들의 전문성 강화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었어요
프로그램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합니다
너무 좋은 활동인 거 같아요, 더욱 커졌으면 좋겠네요.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강
사들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 그리고 더 나은 홍보를 
해야 하는 점에 대한 의견
을 주었다.

문항 결과

1. 수업 시간 운영은 적절하였는가? 그렇다.

2. 교육 참여자와 소통은 원활하였는가? 원활하게 하였음.

3.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관심과 요구도를 충
족하였나요?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75%이상 나왔으니
까 관심과 요구도는 충족했다고 생각됨.

4. 프로그램 참여자의 참여 태도는 어떠하였
나요?

자녀들과 함께 참여하는 수업으로 참여자들이 적극
적으로 참여하였다.

5. 프로그램의 좋았던 점과 수정할 점을 적어
주세요.

좋았던 점: 쓰레기로 정크아트를 표현하는 것은 쓰레
기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어서 좋았다
수정할 점: 
1. 저어새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볼 수 없어 아쉬웠

다
2. 프로그램이 시기에 맞추어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시기를 놓쳐 남동유수지 및 주변에 살고 있는 생
물들을 관찰할 수 없어 아쉬웠다.

6. 정해진 프로그램 외에 시도해 보니 좋았던 
수업 기법(방법)이 있었나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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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상 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1. 인천시 내의 환경교육의 확대로 인한 강사부족으로 인한 사업 추진의 어려움과 저어새 생태학습관 처

음 운영 세팅으로 인한 활동 시기가 늦어진 점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음. 

2. 최초의 목적인 남동공단에 근무하는 부모님을 참여시키는 방법이 어려웠었음. 이 점은 지속적인 저어

새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지속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고 주변의 사업장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

다 생각됨. 남동근로공단의 참여도 필요함.

4.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및 건의사항
- 처음 시도된 프로그램이라 부족한 점이 많았음.

- 참여자의 평가와 교육활동가의 평가를 잘 참고하여 내년에는 더 발전한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

음.

7. 강사인 나는 이 수업에서 목적에 맞는 수업
을 진행하였나요?

100%

8. 프로그램 전체 진행에 있어 보완할 점을 적
어주세요.

1) 참여자에게 수업 전날 문자 발송으로 교육일정을 
알려 주었으면 좋겠다.
2) 신청을 해 놓고 참여하지 않는 신청자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3) 유아들의 쌍안경 보다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면 좋
을 것 같다.
4) 현장으로 좀더 가까이 가기 위한 방법을 연구해 
보자.

9. 프로그램 전체 진행에 있어 좋았던 점을 적
어주세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으로 부모님의 인식 변화가 될 수 있는 시간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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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자료Ⅳ

저어새NGO네트워크 카페

  

저어새네트워크 페이스북

홍보 현수막 및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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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tee 2.☼
Organization Name: BFS & Friends

Project Title: Hey Kids, There’s BFS in Dad’s (Mom’s) Work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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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ackground
To improve public awareness about the importance of migratory birds, wetlands, and 
biodiversity by focusing on Black-faced Spoonbills in the Songdo tidal flat and Namdong 
Reservoir.
To make families experience the natural ecosystem in the parent's workplace together to 
strengthen family ties and to change the image of the Namdong Industrial Complex in a 
positive way.
To bring about continued participation in ecosystem conservation by improving the 
indifference and negative image around the Songdo tidal flat and Namdong Reservoir. 

2. Implementation and Results

▪Project Contents:
   ⚫The three-session program was conducted twice in the following composition of the 

program:

      

Session Topic

Session 1 Kids, shall we meet Black-faced Spoonbills?

Session 2 Songdo tidal flat and Namdong Reservoir nurture life like your dad (mom).

Session 3 We will protect dad’s (mom’s) workplace.
  

 
   ⚫The program was held on the weekend as it was based on family participation. 

Families could participate more freely in the program by choosing the available dates.

▪Project Results:
   1) Families of various ages participated.
   2) Program satisfaction rate was 72.7% (excluding children’s responses)
   3) There were opinions among participants that a long-term program should be 

organized, and the program should be better publicized. Since the project will 
continue in 2023, a better program will be implemented based on the feedback of the 
participa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