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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EAAFP 2021-2022 민간단체 지원사업 
여름사업 최종 결과 보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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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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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3월 ~ 2022년 11월 30일 (약 9개월 간)

주최/주관

재단법인 EAAFP

후원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 한스자이델재단

참여단체(기관)

인천녹색연합, 저어새와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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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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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늘 2022년 민간단체 지원사업 여름사업 결과보고 워크샵에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기쁜 마음으로 감

사 말씀 올립니다.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 한스자이젤 재단, 그리고 2개의 참여단체에서 오신 관계자분

들과 이번 워크숍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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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에 감사를 표합니다. 2020년 본 사업을 개시한 이후로, 26개의 참여단체가 선정되었으며 자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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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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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보내주신 성원 덕분에 DMZ 주변의 생물다양성 인식을 높이고, 관련 연구와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단의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EAAFP의 활동을 지지해주시는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 환경국의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

에 감사드립니다.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멋진 성과를 이루어 내신 저어새와 친구들 그리고 인천녹색연합에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전국 각지에서 이동성 물새와 서식지를 보호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셨고, 다

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이동성 물새와 환경을 이롭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셨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아래에 있지만, 2022-2023 민간단체지원사업이 작년 겨울부터 시작되었고, 

2022-2023년 사업부터는 여러분을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만나 뵐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재단법

인 EAAFP는 국내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을 장려하고 파트너들과 함께 이동성 물새와 그들의 서식지를 보존

하는 일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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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 감사의 말씀을 보냅니다. 오늘 성공적인 워크샵과 더불어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협력을 기대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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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summer projects. I welcome the 

special partners joining today, including KOEN Yeongheung Power Division, Hanns Seidel 

Foundation, and of course the 2 Small Grant grantee organizations and all attendees of the 

Work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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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ported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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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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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tly, I would like to thank Incheon Metropolitan City, which always helps EAAFP's activities. 

Thanks to the support and active cooperation of the Incheon Metropolitan City, especially the 

Environment Division for their support of domestic activities here in Korea.

I feel very proud of the accomplishments of the two organizations: BFS & Friends and Green 

Korea Incheon. Thank you for the hard work you have poured into protecting migratory 

waterbirds and their habitats in different parts of Korea. We really appreciate your dedication 

to engaging diverse communities to bring positive change to the environment and migratory 

waterbird conservation.

Even though we continue to be faced with the COVID-19 global pandemic, the 2022-2023 

Small grant programme has started and EAAFP Foundation will hold the face-to-face 

workshop with 8 grantees to encourage Korean NGOs to conserve migratory waterbirds and 

their habitats and continue to strive to promote and support conservation activities along with 

our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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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going cooperation. Gam sa hap ni da!

27 January 2023

EAAFP Foundation Chairperson

Doug Watkins



결과 보고 단체 (보고 순서)

1. 인천녹색연합

2. 저어새와 친구들



 

사업개요

일 시

장 소

주최/주관

후 원

2023년 1월 27일(금) 오후2시

온라인 줌(Zoom)

재단법인 EAAFP

한국남동발전㈜영흥발전본부, 한스자이델재단

재단법인EAAFP 2021-2022 
민간단체 지원사업

여름사업 결과보고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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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EAAFP 2021-2022 민간단체 지원사업 
여름사업 결과보고 워크샵

목적

• 2021-2022년 재단법인 EAAFP 민간단체 지원사업 수혜기관들의 사업 결과 보고 

• 2022-2023년 재단법인 EAAFP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구두 안내

• 2023-2024년 재단법인 EAAFP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구두 안내

일시

2023년 1월 27일(금) 오후 2시

장소

온라인 줌(Zoom)

주최/주관

재단법인EAAFP

후원

한국남동발전㈜영흥발전본부, 한스자이델재단

참여단체(기관)

인천녹색연합, 저어새와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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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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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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EAAFP 2021-2022 민간단체 지원사업 최종 결과 보고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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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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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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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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EAAFP 2021-2022 민간단체 지원사업 최종 결과 보고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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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porting Period

March 2022 ~ November 2022 (Approximately 9 months)

▣ Organizer

EAAFP Foundation

▣ Sponsors

KOEN Yeongheung Power Division, Hanns Seidel Foundation

▣ Grantee Organizations (Reporting Order) 

1) Green Korea Incheon

2) BFS & Friends

EAAFP Foundation 2021-2022 
Small Grant Programme

Final Report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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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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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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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