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1일차 

일시 : 2019 년 5 월 10 일 

시간 : 09:00 - 20:00 

장소 : 인천광역시 송도 경원재 호텔, 아리랑홀. (지도) 

진행 언어 : 영어 및 한국어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개회 09:00-09:30 30‘ 등록  

EAAFP 사무국 10주년 기념식 및 세계 철새의 날 행사 

기념 

행사 

09:30～09:33 3‘ 환영 및 주요인사 소개   

09:33～09:40 7‘ 철새이동경로 상의 습지 및 철새 영상 상영  

09:40～10:00 20‘ 

[환영사 및 축사] 

 환경부 장관, 인천시장, 람사르습지협약 

사무국 사무총장, EAAFP 의장 

 영상 메시지 (이동성야생동물보호협약, 

뉴질랜드, 캄보디아 등) 

 

10:00～10:10 10‘ “EAAFP의 지난 10년과 앞으로의 10년” EAAFP 사무국 

10:10～10:15 5‘ MOU 서명식   

10:15～10:25 10‘ 

[철새이동경로사이트(FSN) 인증서 수여식] 

 인천 송도 습지 

 장항 습지 

 

10:25～10:35 10‘ 철새보전 유공자 표창식  

10:35～10:40 5‘ 기념 촬영  

10:40～11:00 20’ 휴식  

컨퍼런스 : 동아시아-대양주 지역에서의 철새 및 서식지 보호 

컨퍼 

런스 

11:00～11:10 10‘ 컨퍼런스 및 강연자, 주요인사 소개  

11:10～11:30 20‘ 
[기조 강연]  

- 습지 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 

Martha Rojas-Urrego 

(람사르습지협약 사무국 

사무총장, Ramsar) 

11:30～11:50 20‘ 
[기조 강연]  

-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의 도구로서의 습지보전 

Li Lifeng 

(녹색기후기금, GCF) 

11:50～12:10 20‘ 

[기조 강연] 

- 도시에서 조화롭게 공존하는 습지와 철새 

그리고 사람 

Martin Spray 

(야생동물과습지 

트러스트 대표, WWT) 

19-04-30 Revised 

https://goo.gl/maps/Jr9M9YxJZit


   

 

 

 

12:10 ~12:30 20’ 질의응답  

12:30～14:00 90‘ 점심 식사(영화 ‘알바트로스’ 상영)  

14:00～14:20 20‘ 

[미국 알래스카 사례연구] 

- 동아시아-대양주 지역의 습지 및 철새 보호에서 

주민들의 역할 

Pete Probasco 

(EAAFP 의장) 

14:20～14:50 30‘ 
[한국 사례연구]  

- 한국의 습지 및 철새 보호에서 주민들의 역할  

환경부, 

인천저어새네트워크, 

철원국제두루미학교 

14:50～15:10 20‘ 
[중국 사례연구]  

- 중국의 습지 및 철새보호에서 주민들의 역할 
EAAFP 과학연구팀 

15:10～15:30 20‘ 
[호주 사례연구] 

- 호주의 습지 및 철새 보호에서 주민들의 역할 
주한 호주대사관 

15:30～15:50 20‘ 질의응답  

15:50～16:00 10‘ 휴식  

특별 세션 : 플라스틱 오염이 철새와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  

<2019 세계 철새의 날 주제> 

좌장 : 한동욱 박사  (PGA 에코다양성 연구소장) 

 

16:00～16:05 5‘ 2019 세계 철새의 날 영상   

16:05～16:20 15‘ EAAF 파트너들의 세계 철새의 날 활동 소개 EAAFP 사무국 

16:20～16:35 15‘ 전 세계적인 플라스틱 오염 실태 및 심각성 유엔환경계획 

16:35～16:50 15‘ 한국의 플라스틱 오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홍선욱 박사 

(동아시아 바다 

공동체-오션 대표) 

16:50～17:05 15‘ 
한국의 플라스틱 오염 실태와 사적영역에서의 

해결방안   

김성현  

(파타고니아 

한국사무소) 

17:05～17:45 40‘ 

[패널토론] 

  

“한국의 철새와 서식지 보호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해야하는가.”  

 

환경부, 해양수산부, 유엔환경계획, 한국 NGOs, 

파타고니아 

 

17:45～18:00 15‘ 폐회   

18:00～20:00 120‘ 만찬   

 



   

 

 

 

프로그램 

2일차 

날짜 : 2019 년 5 월 11 일 

 시민강연 2019 영종도 갯벌 철새의 날 행사  

시간 10:00 - 12:30 09:30 - 16:00 

장소 인천 송도 G 타워 민원동 3 층 대강당 (지도) 인천대교 기념관(영종도 갯벌 인근) (지도) 

진행언어 : 한국어  
 

[시민강연] 

주최 : 환경부, 인천광역시, EAAFP 사무국 

주관 : 인천-경기 태스크포스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09:45~10:00 15‘ 참석자 등록  

시민강연 – 사람, 새, in 인천 

시민 

강연 

10:00~10:05 5‘ 철새의 날 소개 및 환영의 말 
사회자 남선정 

(저어새네트워크) 

10:05~10:25  20‘ 
기조연설 “동아시아-대양주 지역의 철새와 

서식지 보호” 

Pete Probasco 

(EAAFP 의장) 

10:25~10:30 5‘ 

위험에 처한 새 

(생물) 

알바트로스 영상  

(by Chris Jordan)  
 

10:30~10:35 5‘ 낚시와 인천의 물새 
오흥범 

(저어새네트워크) 

10:35~10:40 5‘ 
우리 새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인천 은봉초등학교  

10:40~10:55 15‘ 
왜 새들이 고통 

받고 있는가? 

새들은 왜 고통 받고 

있을까? 

박진영 박사 

(국립생물자원관) 

10:55~11:10 15‘ 기후 온난화와 물새 
EAAFP 과학연구팀 

(중국베이징) 

11:10~11:15  5‘ 
사람들은 새를 

어떻게 

만나왔을까?  

안녕~저어새! (노래) 

저어새작은학교  

(인천 석천초)& 

황승미 작곡가 

(약손을가진사람들)  

11:15~11:30 15‘ 우리 문화 속의 새 

김인철 박사  

(순천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https://goo.gl/maps/6jEwqyggkkA2
https://goo.gl/maps/nP9UP1Hp4rG2


   

 

 

 

11:30~11:45 15‘ 함께 사는 삶 

왜 우리는 새(다양한 

생물들)와 함께 살아야 

하는걸까? 

김영준 박사 

(국립생태원) 

11:45~11:50 5‘ 

새들의 희망, 

우리 사람!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저어새 할아버지 

김형문 

11:50~12:00 10‘ 
국제협력으로 새를 

보호해요 
 EAAFP 사무국 

12:00~12:05 5‘ 흥부 N 놀부 in 인천 
오지윤 (인천 

동방중학교) 

12:05~12:25  20‘ 
 소감 나누기 

 마무리 
사회자  

12:25~12:30  5‘ 점심 (샌드위치 제공)   

12:30~13:30 60‘ 
2019 영종도 갯벌철새의 날 행사로 이동  

(G타워 – 인천대교 기념관 철새의날 행사장) 
왕복 버스 제공  

 

[2019 영종도 갯벌 철새의 날 행사] 

주최/주관 : 인천대교 주식회사, 인천녹색연합, EAAFP 사무국, 생태교육센터 이랑  

후원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신세계면세점 

시간  장소  

2019 영종도  갯벌  철새의 날   

메인  

행사  

09:30~  참가자  접수시작   

10:30~12:30 120 ‘  갯벌탐사/탐조대회 오전 (갯벌생물  관찰/철새탐조 )  

10:30~16:00 330 ‘  영종도  갯벌사랑  글짓기  대회   

12:00~13:30 90 ‘  점심식사  

13:30~14:00 30 ‘  갯벌철새의  날 공식행사  (갯벌사랑  선포식 )  

14:00~15:30 90 ‘  갯벌탐사/탐조대회 오후 (갯벌생물  관찰/철새탐조 )  

부대  

행사* 
11:00~16:00 300 ‘  

[갯벌, 새 사진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부스행사 

 비즈, 뱃지, 에코백 만들기, 환경 OX 퀴즈, 페이스페인팅 

 다큐상영 “알바트로스” by Chris Jordan  

 *당일 현장상황에 따라 부대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