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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성 물새 개체수 데이터 및 현장 조사를 검토하며,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

경로 (EAAF) 네트워크를 위한 잠재적인 서식지 등재 후보 지역들을 파악한다. 

1 단계:      지자체/관리기관, 비정부기구, 비정부 파트너, 정부 파트너

• 지역 수준에서 철새이동경로 서식지 네트워크 등재에 대하여 서식지 관리자

관리 기관 및 관련 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2 단계: 지자체/관리기관

• 선발된 등재 후보 지역에 대해 서식지 정보 양식(Site Information Sheet; SIS) 및

지도(등재 경계선 포함)를 작성한다

3 단계:      지자체/관리기관, 비정부기구, 비정부 파트너, 정부 파트너

• 국가 수준에서 EAAF 철새이동경로 서식지 네트워크 등재에 대하여 학계 및 관련

기관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 등재 신청을 위해 SIS 및 지도 작성을 완료한다.

• SIS 및 지도를 첨부하여, 후보 지역을 EAAF 철새이동경로 서식지 네트워크에

등재하고자 요청하는 공문을 EAAFP 사무국에 접수한다.

4 단계: 정부 파트너(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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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등재 절차는 2018년 12월 EAAFP 제10차 파트너총회 (MOP 10) 에서 발표되었다. (MOP 10)  

(EAAFP/MoP10/Document_10_Annex 3).  

• 사무국과 과학연구센터에 의해 내부 검토를 거친 후, EAAFP 기술위원회 및 관련

워킹그룹 의장들 및 전문가에게 2 주일간 검토를 요청한다. 이를 통해 해당 후보

서식지가 평가기준 및 과학적인 측면에서 등재에 적합한지를 평가한다.

• 서식지 정보 양식(SIS) 또는 지도에 대한 모든 의견은 등재를 요청한 정부 파트너

에게 다시 회부시킨다. 이 검토 과정은 모든 의견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된다. 

5 단계: EAAFP 사무국

• 사무국은 검토 결과를 토대로 파트너십 관리위원회 의장에게 등재를 건의하며, 

의장은 등재를 요청한 정부 파트너에게 등재 후보 서식지가 EAAF 철새이동경로

서식지 네트워크에 가입되었음을 인증하는 공식서한을 발송한다.

6 단계:      EAAFP 의장

• 사무국은 새로 지정된 서식지에 대한 공식 인증서를 요청 받은 수 만큼 작성하여

정부 파트너에게 전달한다. 

• 사무국과 정부 파트너는 새로운 EAAF 이동경로 네트워크 사이트 (Flyway

Network Site)를 공적으로 발표할 날짜와 마무리 지은 서식지 정보 양식(SIS)과

경계도를 EAAFP 웹사이트에 올릴 날짜를 합의한다.

• 새로 등재된 서식지를 기념하기 위해 정부 파트너와 관련 이해당사자들은 행사

를 준비할 수 있다.

• 모든 파트너 및 관련 기구에 등재 후보 서식지가 철새이동경로 서식지 네트워크

(FSN)에 공식 가입되었음을 공표한다.

7 단계:      정부 파트너 및 지자체/관리기관, EAAFP 사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