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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AFP MOP10/D2: 2019-2024 년 EAAFP 의사소통, 교육, 참여 및 인식(CEPA) 실행계획  

  

비전: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EAAF)에 위치한 이동성 물새류와 서식지를 파악하고 주민들과 생물다양성의 혜택을 위해 보전한다. 

의사소통, 교육, 참여 및 인식(CEPA) 목적: EAAF 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이동성 물새 보전과 그 서식지 관리에 대해 인식한다. 

바람직한 상태(Desirable Status): EAAF 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동성 물새류와 그 서식지를 인식하고 보전에 참여한다. 

 

본 CEPA실행계획은 정부 파트너, 정부간 기구(IGO), 국제 및 국가 비정부 기구(NGO), 서식지 관리자, 지역단체를 포함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의 다양한 이행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철새이동경로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의사소통 및 

교육 도구의 사용을 장려하여 지역, 국가, 국제 수준에서 사람들이 이동성 물새와 그 서식지 보전에 기여하는 조치에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다. 

이러한 실행계획은 2012년 CEPA 전략 실행, EAAFP 업무를 통해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자료와 CEPA 기술을 기반으로, 람사르 협약, 

생물다양성협약(CBD), 이동성야생동물보호협약(CMS)에서의 CEPA 업무를 통해 이루어진다.  

 

본 정관은 모든 EAAFP 이행자가 그들의 영향력과 기술을 이용하여 실행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CEPA 워킹 그룹은 모든 

EAAFP 이행자에게 CEPA 조치란에 표시된 ‘각자의 위치’를 찾아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한다.  

 

본 정관에서는 이행자마다 색상을 각각 다르게 표기하였음. 다음의 각 역할 확인을 권장함:  

 

사무국   정부 담당자(정부 FP) 정부간 기구 (IGO) 국제 비정부 기구 (INGO) 서식지 관리자 (SM) & 방문객 센터 관리자 (VCM) 

 

의사소통, 교육, 참여 및 인식 워킹 그룹 (CEPA WG)   워킹 그룹 (WG) & 태스크포스 (TF) 기타: 파트너 기업; 미디어; 세계습지센터네트워크 (WLI)  

 

 

 

  

https://www.eaaflyway.net/about/the-fly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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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조치 & 성공 지표  

목표 수준 & 상세 정보 최종 목표  최종 목표의 달성에 기여하는 CEPA 조치와 주요 이행자 성공의 주요 지표 

1. 담당자 (FP) 

(모든 담당자, - 정부, 

정부간 기구, 국제 비정부 

기구 및 기업 부문 포함)  

담당자가 EAAFP 와 철새이동경로 

서식지 네트워크(FSN)에 

등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이해하고, EAAFP 의 

목적(이동성 물새와 서식지 

보전)을 장려 및 이행하는 데에 

있어 각자의 역할에 적극 가담함 

• 사무국은 새로운 담당자에게 각자 역할을 소개하고 각 

국가에서 현재 파트너십의 이행에 대해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환영 서신을 발송한다.  

• 사무국은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 자료, 교육을 

담당자에게 제공한다.  

• 사무국은 철새이동경로 네트워크 서식지(FNS)에서 

EAAFP 와 관련된 행사가 기입된 달력을 만들어 국내 

모든 담당자가 인식증진 이벤트를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행사를 공유한다. 

• 담당자는 그들의 국가/네트워크에 효과적인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개발한다. 

• 담당자는 철새이동경로에 있는 각국의 CEPA 연락망을 

파악한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담당자의 비율. 

 

개발된 국가 뉴스레터, 

우편물 수신자 명단 통신, 

전단지 등의 개수. 

2. 정부 파트너  

(a) 정부 담당자 

정부 담당자가 다음을 통해 국가 

CEPA 활동에 조정적 역할을 

수행함: 

• 관련 기관과 이동성 물새류 

전문가들의 인식 증진 및 

참여를 조장하기 위해 국가 

파트너십을 홍보 

• 자매 서식지 간 협약의 발전 

장려 및 지원  

• 사무국은 정부 담당자에게 국가 파트너십을 

발전하도록 장려한다. 

• 정부 담당자는 국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이동성 

물새 전문가들이 이동성 물새와 그 관리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도록 장려한다. 

• 정부 담당자는 새로운 자매 서식지 간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장려책으로 재정(seed 

funding/money)에 접근을 제공한다. 

• 사무국은 정부 담당자에게 EAAFP 웹사이트에 자국어 

페이지를 직접 또는 제 3 자를 지정하여 개발하도록 

장려한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국가 

파트너십의 수. 

 

 

 

 

자매 서식지 협약 체결 수. 

 

EAAFP 웹사이트에 공식 

모국어로 국가 언어 

http://www.eaaflyway.net/about/the-flyway/flyway-site-network/
http://www.eaaflyway.net/about/the-flyway/flyway-site-network/
https://eaaflyway.net/about-us/the-flyway/flyway-site-network/sister-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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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AFP 웹사이트에 각자 국가 

페이지(영문)와 모국어 페이지 

개발 및 유지 

• EAAF/EAAFP 를 위한 파트너 

협력 장려 및 지원 

• 세계 철새의 날(WMBD)과 세계 

습지의 날(WWD)을 포함해 

철새이동경로 차원의 CEPA 

연례 활동을 장려/구성 

• 정부 담당자는 국가와 언어 페이지를 개발하여 유지할 

연락망을 사무국에 통지한다. 

• 사무국은 적시에 파트너들에게 세계 철새의 날과 세계 

습지의 날 테마와 자료에 관한 정보를 퍼뜨린다. 

• 사무국은 세계 철새의 날과 세계 습지의 날을 위한 

파트너 활동의 보고를 브랜딩화한다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국가의 수. 

 

 

세계 철새의 날/세계 습지의 

날 보고서의 수. 

 

(b) 파트너 국가 국가 

수준의 정부 

담당자(담당자 제외) 

 

다른 부/부서의 정부 담당자를 

포함해 모든 정부 담당자가 

자국이 EAAF 파트너이며 FNS 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EAAFP 

이행 장려를 적극적으로 도움 

• 정부 담당자는 정부기관 내에 철새이동경로와 FNS 에 

관한 내부적 CEPA 활동을 실시한다. 

• 정부 담당자는 EAAFP 그 목적을 홍보하기 위해 

자국어로 된 EAAFP 책자와 FSN/FNS 홍보를 개발한다. 

• 정부 담당자는 간행물을 읽게 될 독자를 파악을 돕고 

필요한 연락처를 제공한다. 

정부기관과 실행하는 내부적 

CEPA 활동의 수. 

EAAFP 웹사이트와 담당자 

웹사이트에 업로드 돼있는 

모국어 EAAFP 책자 및 

홍보물의 수. 

(c) 파트너 국가 지역정부 

수준의 담당자(서식지 

관리자는 아래 목표 

6 번을 참고)  

FNS 를 책임지는 지역정부 

담당자가 EAAFP 를 비롯한 전세계 

FSN 및 그들이 관리하는 FNS 를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보전할 것을 

장려함 

• 정부 담당자는 관련된 지역정부 담당자들에게 

EAAFP 를 홍보하고 그들의 FNS 관리를 돕는다. 

• 정부 담당자는 서식지 관리자(SM)워크숍을 주최한다. 

담당자와 지역정부 담당자 

간에 이루어지는 FNS 와 

관련된 상호작용 횟수. 

정부 담당자가 주최하는 

서식지 관리자 워크숍의 수. 

현재로써 관리하는 FNS 가 없는 

지역정부 담당자가 EAAFP 와 

전반적인 FSN 에 대해 인지함 

• 정부 담당자는 지역정부 담당자들에게 EAAFP 를 

홍보하고 등재기준에 충족하는 추가 서식지의 제출을 

장려한다.  

 

(d) 비파트너 정부 국가 

수준의 담당자 

국가정부의 관련 부서에 있는 

담당자들이 EAAFP 에 대해 

이해하고, 본 국가가 EAAF 내에 

위치하는 것과 EAAFP 에 

• 사무국과 파트너들은 EAAFP 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홍보한다  

 

사무국이 잠재적 신규 국가 

파트너에게 연간 교류하는 

횟수. 

 

https://www.eaaflyway.net/about/countries-in-the-flyway/
https://www.eaaflyway.net/our-activities/wmbd/
https://www.eaaflyway.net/our-activities/world-wetlands-day/
https://www.eaaflyway.net/our-activities/world-wetlands-day/
https://www.eaaflyway.net/about/the-partnership/national-partnership/south-korea/
https://www.eaaflyway.net/news-events/eaafp-newsle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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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인지함 

신규 국가 파트너의 수. 

3. 정부간 기구 (IGO) 

사무국 및 국가 수준의 

정부간 기구 파트너 소속 

CEPA 담당자(FP) 

 

정부간 기구 사무국 및 

국가정부수준 소속의 CEPA 

담당자가 EAAFP 와 그의 주요 

목표와 목적, 회원국 및 국가 

담당자에 대해 인지하며, EAAFP 

CEPA 프로그램의 관련 요소들과 

각 기구의 CEPA 계획 통합을 위해 

협력함 

• 사무국은 CEPA 프로그램에 대한 

생물다양성협약(CBD), 이동성야생동물협약(CMS), 

람사르 협약의 CEPA 담당자와 주기적인 연락을 

유지한다.  

• 정부 담당자와 그들의 CEPA 담당자/연락망은 이동성 

물새와 습지 서식지 보전에 대해 CBD, CMS 및 

람사르의 국가 CEPA 대표들과 주기적으로 연락하고 

협력한다.  

•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사무국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NBSAP)에 이동성 

물새와 서식지 보전을 포함시키도록 장려한다. 

•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생물다양성 센터(ASEAN Centre 

for Biodiversity )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소속 국가 

담당자가 지역적 EAAFP CEPA 활동에 참여하도록 

촉진한다. 

사무국과 정부간 기구 

파트너 CEPA 담당자들 간 

상호작용 횟수. 

 

 

 

이동성 물새류와 서식지의 

보전 상태에 대해 

EAAFP 회원국가의 충분한 

보고가 수록되어 있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 

4.  국제 비정부 

기구(INGO) 

파트너 국제 비정부 기구 

담당자  

파트너 국제 비정부 기구 

담당자가 그들 조직이 EAAFP 

파트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조직과 프로그램 내를 포함한 

다른 비-EAAFP 국제 비정부 

기구/비정부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EAAFP 이행을 장려함 

• 국제 비정부 기구 담당자는 EAAFP 목적을 홍보하기 

위해 기관/국가 사무실 내에서 내부적인 CEPA 활동을 

이행한다. 

• 사무국은 관련정보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 국제 비정부 기구 담당자는 e-Newsletter 등을 통해 

관련 프로그램과 정보를 공유한다. 

• 국제 비정부 기구 담당자는 철새이동경로 내에서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비국제 비정부 기구와 비정부 

기구에게 EAAFP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EAAFP 에 관한 내부 활동의 

수. 

 

간행물에 실린 EAAFP 에 

관한 기사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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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부문  

(a) 파트너 기업 담당자와 

기타 기업 담당자  

기업 담당자는 EAAFP 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는 데에 조정적 

역할을 하며, 관련 담당자를 

참여시키도록 함 

• 사무국은 기업 담당자에 EAAFP 를 홍보하도록 

장려한다. 

• 사무국은 이행을 지원해줄 정보, 자료 및 교육을 

담당자로 제공한다. 

 

(b) 파트너 기업 담당자  

  

파트너 기업은 이동성 물새와 

철새이동경로에 관한 정보를 

홍보자료에 포함함 

파트너 기업이 해당 지역 

FNS 에서 보전 활동에 참가할 

기회를 직원들에게 제공함 

• 파트너 담당자는 e-Newsletter 를 읽게 될 독자를 

파악하고 필요한 연락망을 제공한다. 

 

• 서식지 관리자와 파트너 기업은 직원에게 보전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기업 직원에게 FNS 훈련 

활동을 원조하도록 제공된 

기회의 수. 

(c) EAAF 내 비파트너 

기업 

비파트너 기업이 EAAFP 에 대해 

인지함 

• 사무국/국제 비정부 기구/서식지 관리자는 선정된 

기업 부문 또는 주요 전반적인 경제 기구(예: 

일본경제단체연합회)에 철새이동경로에 관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관여할 것을 장려한다. 

접근한 비파트너 기업의 수. 

 

비파트너의 지원량(금전, 

현물 등) 

6. 철새이동경로 네트워크 

서식지 관리자(SM) 

(서식지에 대한 책임이 

있는 지역정부 담당자); 

또한 방문객 센터 

관리자(VCM)도 포함  

서식지 관리자/방문객 센터 

관리자는 철새이동경로 서식지 

네트워크가 이동성 물새류 및 

기타 야생동물에게 주는 혜택에 

대한 이해를 돕는 CEPA 

프로그램과 자료를 지역주민과 

방문객을 위해 준비함 

• 사무국과 기타 파트너는 사이트 관리자/방문객 센터 

관리자를 위해 교육 및 자료를 제공한다. 

• 서식지 관리자/방문객 센터 관리자는 서식지에 관한 

EEAFP CEPA 자료를 맞춤 제작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이벤트/활동을 조직한다. 

현장에 맞춤화 되고 사용된 

자료의 수. 

FNS 의 포스트, 업데이트 및 통신 

자료(예: 정관, 전시회 자료, 신규 

항목, 최상의 관행)가 EAAFP 

웹사이트와 e-Newsletter 를 통해 

공유됨  

• 서식지 관리자/방문객 센터 관리자는 EAAFP 사무국을 

통해 전파할 기사(영문)와 자료를 해석하여 제공한다.  

• 사무국은 사이트 관리자/방문객 센터 관리자에 대한 

주소록을 만들어 EAAFP 와 그의 네트워크 주요 관련 

주요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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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S 에서 세계 철새의 날과 세계 

습지의 날을 포함한 철새이동경로 

관련 활동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됨 

• 사무국은 세계 철새의 날과 세계 습지의 날에 관한 

정보를 파트너들에게 시기 적절하게 홍보한다.  

• 사무국은 세계 철새의 날과 세계 습지의 날을 위한 

보고를 브랜딩 기회로 활용한다. 

• 서식지 관리자/방문객 센터 관리자는 세계 철새의 

날과 세계 습지의 날을 홍보한다. 

• 사무국/CEPA 워킹 그룹은 철새이동경로 차원의 활동 

목록을 파악하고 발전시킨다. 

 

 

 

 

개최되는 세계 철새의 

날/세계 습지의 날 행사 횟수 

증가. 

FNS 관리자들 간의 국제 

네트워크가 활성화됨 

• 사무국은 서식지 관리자/방문객 센터 관리자와 

세계습지센터네트워크(Wetland Link 

International)와의 협력을 통해 습지 센터 직원과 

교류를 장려하고, 철새이동경로 공통 메시지와 자료 

등을 발전시킨다. 

 

FNS 관리자들 간의 국내 

네트워크가 활성화됨 

• 정부 담당자는 FNS 관리자들 사이의 국가 네트워크를 

동원할 수 있는 기회와 계획을 제공한다. 

 

현장 기관은 시민들에게 보전 

활동 기회를 제공함 

  

• 서식지 관리자/방문객 센터 관리자는 국제 비정부 

기구의 도움을 받아 지역사회의 의사결정 및 감시에 

참여하도록 관여한다. 관리 기획 시 역사, 가치, 

전통적인 관리 기법에 대한 지역적 지식을 고려한다. 

 

자매지역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형성되고 시행됨 

• 사무국은 세계습지센터네트워크와 협력하여 FNS 와 

습지 센터에서 서식지 연계(site twinning)를 

홍보하도록 장려한다. 

발전된 자매서식지 숫자. 

시행된 자매서식지 활동 

숫자. 

서식지기관(방문객 센터 

등) 아직 FNS 에 해당하지 

않는 잠재적 서식지를 

관리하는 서식지 

잠재적 FNS 에 해당하는 서식지를 

관리하는 서식지 관리자/방문객 

센터 관리자가 EAAFP 를 이해함 

• 사무국은 더 넓은 범위의 대중에게 e-Newsletter 를 

홍보한다. 

• 정부 담당자, 국제 비정부 기구, 

세계습지센터네트워크, 서식지 관리자/방문객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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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방문객 센터 

관리자  

관리자는 e-Newsletter 를 읽게 될 독자를 파악하고 

사무국에 필요한 연락망을 공급하도록 돕는다. 

7. 교육기관  

학교(초등, 중등), 특히 

FNS 주변에 위치한 학교 

학교 교사들이 이동성 물새와 

EAAF 에 대해 이해함 

 

학교 수업 관련 자료가 지역 참여 

장려 목적으로 각 FNS 측에서 

개발됨. 

• 서식지 관리자/방문객 센터 관리자는 이동성 물새와 

관련해 지역 학교 교사들에게 교육을 제공한다. 

주변에 FNS 가 없는 교사들에게는 교육 자료가 

제공된다. 자금은 교육부/부서에서 제공한다. 

• 서식지 관리자/방문객 센터 관리자는 지역 학교와 

협력하여 FNS 교육 툴킷(Toolkit)에 기여할 관련 FNS 

자료를 개발한다.  

실행한 교육 이벤트의 수. 

FNS 를 방문하는 학교의 수. 

 

 

개발한 FNS 자료의 수. 

 

(b)  학업 기관(대학 포함), 

전문가 

학교들이 매년 1 회 이상 이동성 

물새와 서식지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행함 

• 서식지 관리자/방문객 센터 관리자, 국제 비정부 기구, 

정부 담당자는 교육부/부서에서 이동성 물새의 개념과 

그 서식지 보전을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도록 

장려한다. 

 

학교들이 매년 주변 FNS 를 

방문함 

• 서식지 관리자/방문객 센터 관리자는 지역정부 

교육부와 협력해 지역 FNS 로의 학교 현장체험학습을 

장려하고 계획한다. 

학교에서 FNS 로의 

현장체험학습 방문 횟수. 

모든 학업 기관이, 특히 FNS 

주변에 위치한 기관들이, 

EAAFP 를 인식하고, FNS 에 

연관된 관찰 및 연구를 실행하며, 

관련 뉴스나 중요한 자료를 FNS 

및 EAAF 담당자와 공유함 

• 사무국, 정부 담당자, 서식지 관리자/방문객 센터 

관리자는 지역 학업 기관으로 자료(브로슈어, e-

Newsletter 등)를 전송하고, 강연자와 학생에게 

EAAF 의 이동성 물새류와 서식지에 대해 관찰 및 

연구를 실행하여 사무국, 정부 연락망, 서식지 

관리자/방문객 센터 관리자와 정보를 공유하도록 

장려한다. 

지역 학업 기관에서 

공유하는 기사/정보자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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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성 물새 보전 전문가들이 

국가 파트너십에 참여함 

• 정부 담당자는 이동성 물새 보전과 관련된 전문가를 

파악하고 그들의 지식과 전문성을 공유하도록 

장려한다.  

 

박물관(천연, 역사, 과학 

등) 

EAAF(그리고 EAAFP)의 개념이 

이동성 물새 방문객을 위한 

전시회 자료,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에 포함됨 

• 서식지 관리자/방문객 센터 관리자는 박물관에서 

EAAF 와 FSN 에 관한 전시회를 진행하도록 관여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박물관 등에 전시된 EAAF 및 

EAA 담당자와 관련된 전시품 

수. 

8. EAA 담당자 워킹 

그룹(WG)/태스크포스(TF) 

 

  

   

웹페이지와 e-Newsletter 에 워킹 

그룹/태스크포스로부터 주기적 

포스트와 업데이트됨  

• 사무국 & CEPA 워킹 그룹은 템플릿을 제공하고 

대표(Chair)들에게 주기적 업데이트를 요청한다. 각 

워킹 그룹/태스크포스는 주요 종(key species)마다 

개요를 작성한다. 

• CEPA 워킹 그룹은 유용한 웹 기반의 CEPA 자료를 

선정하여 공유한다. 

워킹 그룹/태스크포스 

웹페이지에 추가 또는 

업데이트된 자료 수. 

전문가들 간 네트워크가 EAAFP 

이행에 효과적으로 실행됨 

• 워킹 그룹과 태스크포스는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EAAFP 의 입지과 영향력을 증진시키는 협력 

가능성이 있는 워킹 그룹(예: IUCN 의 전문가 집단 

내)을 파악한다. 

 

워킹 그룹/태스크포스는 CEPA 

워킹 그룹이 목표대중의 EAAFP 

가치 보호활동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개발하도록 

장려하고 협력함 

•  CEPA 워킹 그룹은 집단의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는 

교육 전략과 참여를 권장하는 단순한 절차를 개발하여 

모든 워킹 그룹과 태스크포스로 전달한다.  

태스크포스/워킹 그룹 권고 

결과로 시행된 조치의 수. 

 

 

9. 미디어 

EAAF 내부의 미디어   

미디어가 이동성 물새와 EAAFP 에 

대해 인식하고, 다양한 경로로 

홍보함 

• 사무국/정부 담당자/CEPA 워킹 그룹은 미디어(소셜 

미디어 포함) 집단과 기회를 찾아 필요에 따라 관련 

자료와 지원을 제공한다.  

소셜 미디어를 포함해 

FNS/사무국과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언론 매체 발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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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CEPA 워킹 그룹은 파트너와 기타 기관에게 

매스컴이나 기회를 요청하고, EAAF 담당자가 어떻게 

그들과 협력할 수 있는지 조언한다. 

10. 주민(특히 FNS 가까이 

거주하는 주민) 

EAAF 주민이 '철새이동경로' 용어 

및 이동성 물새류와 서식지와 

사람들의 생계가 어떻게 이동성 

물새류 서식지에 의존할 수 

있는지 이해함 

• 정부 담당자는 각국의 모국어 웹페이지를 

개발/관리한다. 

• 미디어는 이동성 물새류와 EAAF 에 관한 프로그램을 

방송한다.  

• 서식지 관리자/방문객 센터 관리자는 지역 주민을 

위한 CEPA 활동을 수행한다. 

EAA 담당자 웹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국가 언어의 

수. 

프로그램 방송 수. 

실행한 활동 수. 

 

FNS 관리자를 통해서 FNS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FNS 및 EAAFP 

지지자로서 참여하도록 장려됨 

• 서식지 관리자/방문객 센터 관리자는 주민들을 

EAAF 와 EAAFP 의 관리자로 만들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을 찾는다. 

• 서식지 관리자/방문객 센터 관리자는 지역주민이 FNS 

지지자가 되도록 교육한다. 

FNS 를 보호하기 위해 

구성되었거나 지지자가 된 

지역시민단체의 수. 

영어를 구사하는 주민 EAAF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정관, 

뉴스 및 자료 해석을 통해 정보 

공유를 도움 

• 사무국과 서식지 관리자/방문객 센터 관리자는 

협력하여 자발적 해석을 위한 계획을 발전시킨다.  

 

예술가와 연기자 예술가에게 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예술 전시회와 같은 

EAAF 및 사이트에 거주하는 

주민의 참여를 위한 EAAF/FSN 

관련자료를 개발할 기회가 제공됨 

•  서식지 관리자/방문객 센터 관리자는 지역 예술가들이 

EAAF 주제와 관련된 예술, 공연, 영화를 만드는 데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EAAF 및 EAAFP 주제에 관해 

개발한 시각자료의 수. 



TENTH MEETING OF PARTNERS TO THE PARTNERSHIP FOR EAST ASIAN – AUSTRALASIAN FLYWAY 

Changjiang, P.R.China, 10-14 December 2018 

EAAFP 제 10회 파트너십 총회 DECISIONS (결정안, 이행사항, 결정사항)   10 
 

토착/원주민  FNS 에 거주하고 천연자원을 

이용하는 현지인 및 원주민들이 

FNS 개발과 관리에 관여함 

• 서식지 관리자/방문객 센터 관리자는 현지인 및 

원주민과 관계를 촉진하고 그들이 사이트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 서식지 관리자, 국제 비정부 기구는 현지인 및 

원주민과 협력하여 그들의 이야기와 언어가 FNS 

자료에 사용되도록 확보한다. 

현지인 및 원주민과 

파트너십을 지속하는 FNS 의 

수.  

FNS 자료에 사용된 현지인 

및 원주민과의 이야기와 

언어 수. 

11. EAAF CEPA 

실행계획의 이행자 

모든 철새이동경로의 이행을 

보장하는 CEPA 실행계획 자금이 

충분히 지원됨 

CEPA 이행자는 그들이 이행해야 하는 계획의 요소들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한다.  

CEPA 실행계획의 주요 

요소들이 이행된다. 

 

 

 

약어 

 

CEPA: 의사소통, 교육, 참여 및 인식       EAAF: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EAAFP: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FP: 담당자         FNS: 철새이동경로 네트워크 사이트    FSN: 철새이동경로 사이트 네트워크 

IGO: 정부간 기구         INGO: 국제 비정부 기구               NBSAP: 국가생물다양성전략 

NGO: 비정부 기구         SM: 서식지 관리자     TF: 태스크포스 

TOT: 교육자/교사 훈련        VCM: 방문객 센터 관리자     WG: 워킹 그룹 

WLI: 세계습지센터네트워크        WMBD: 세계 철새의 날     WWD: 세계 습지의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