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붉은어깨도요

동아시아 - 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여러분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펼쳐보세요!

많은 이들에게 

붉은가슴도요와 붉은어깨도요를

알릴 수 있도록 

그림 대회에 참여해주세요.

붉은어깨도요 (위)
•크기: 약 28 cm 
          (부리에서 꼬리끝까지)
•무게: 약 155 g
• IUCN 적색 목록 등급: 멸종 위기종     
   (Endangered)

붉은가슴도요 (왼쪽)
• 크기: 약 24 cm 
           (부리에서 꼬리끝까지)
• 무게: 약 100 g
• IUCN 적색 목록 등급: 준 위협종 
   (Near Threat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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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가슴도요와 붉은어깨도요는 작지만 강인한 

도요새로 해안가를 따라 갯벌 하구에서 먹이를 

잡아먹으며 살아갑니다. 

러시아 동부에서 번식하고 호주와 뉴질랜드의 

연안 지역에서 비번식기를 지내며, 

일 년 동안 무려 21,000km를 이동합니다.

최근 몇십 년간 이들의 중간기착지(이주 도중에 

휴식하는 장소)인 연안 습지가 손실됨에 따라 

매년 2-2.5%에 달하는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붉은가슴도요와 붉은어깨도요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가대상: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내 

   국가에 사는 6-18세 (2017년 8월 기준)

•본인이 직접 그린 그림이어야 합니다. 

•어떤 재질의 종이를 사용해도 상관 

   없으나 반드시 A3 크기여야 합니다. 

•두 새에 관해 더 알고 싶어지고, 보호하고 

   싶게 만드는 창의적인 그림을 그려주세요.

EAAFP 사무국은 특별한 보상이나 동의 없이 

그림 작품을 출판물이나 웹사이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품:

캠페인 후원을 받아 코와(Kowa) 아이피스 

장착 필드스코프와 쌍안경, 파타고니아 제품, 

붉은가슴도요 티셔츠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심사는 아래 범주에 따라 이루어지며, 입상한 

작품은 2018년 EAAFP 달력 제작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범주 (만 나이로 2017년 8월 31일 기준):

 • A 범주 : 만 6-9

 • B 범주 : 만 10-12

 • C 범주 : 만 13-18

참가 방법:

• 참가 용지(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에 

    내용을 기입 후, 그림 뒷면에 붙여주세요. 

• 아래의 주소로 2017년 9월 30일까지 보내

    주세요(도착분에 한함).

제출:

22004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

(송도동 24-4) G-Tower 본동 3층

EAAFP 사무국

Tel: +82-32-458-6504

이메일: wmbd@eaaflyway.net

이 대회는 다음 회사와 비정부기구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Campaign website in Korea:

/wmbd/wmbd2017/2017-knots-drawing
-competitio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