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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AFP 소개 흰죽지꼬마물떼새
©  Audrey Fasquelle



EAAFP 소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EAAF) 를 오가는

이동성물새와 그들의 서식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2009년에 설립된

국제파트너십으로 정부, 시민사회, 기업, 지역주민과 함께 멸종위기에 처한

이동성물새와 서식지를 보전하기 위한 협력과 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철새이동경로 서식지 네트워크 (FNS) 소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에 의존하는 이동성 물새들이 오랫동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중요한 서식지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에

EAAFP는 철새이동경로 서식지 네트워크 (Flyway Site Network, FSN)를

구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19개국 내에 150개소의 철새이동경로 네트워크 서식지가
있습니다.

©  Vivian Fu



39개의 EAAFP 파트너

정부간 국제기구 (6) 

국제 비정부기구 (13)

국제기구 (1)기업 부문 (1)

정부 파트너(18)



19개 국가 150개소
철새이동경로 네트워크 서식지

대한민국 철새이동경로
네트워크 서식지 (17개소)

• 러시아 (10)
• 미국 (2)
• 몽골(11)
• 중국 (19)
• 대한민국 (1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
• 일본 (33)
• 방글라데시 (6)
• 미얀마 (6)
• 필리핀 (4)
• 태국 (3)
• 베트남 (1)
• 말레이시아 (1)
• 싱가포르 (1)
• 인도네시아 (2)
• 파푸아뉴기니 (1)
• 호주 (25)
• 뉴질랜드 (4)
• 캄보디아 (1) 

총 19개국가

Flyway Network Site, FNS



EAAFP 주요 활동

• 철새 개체수 모니터링 및 서식지
연구

• 주요종 워킹그룹, 태스크포스
활동지원

• 철새와 서식지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구축하고 교환

• 철새이동경로사이트네트워크
(Flyway Site Network) 등재

• 서식지 관리자들의 역량강화 교육
• 국내-해외 자매서식지 연결

• 철새와 서식지 보전에 대한
인식증진, 교육, 홍보 (CEPA)

• 세계 철새의 날 홍보 (5월, 10월
둘째 주 토요일)

• 환경시민단체 지원사업

서식지철 새 사 람



EAAFP 기업 챔피언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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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AAFP 기업 챔피언 프로그램

EAAFP의 기업협력 플래그십 프로그램

❑ 추진배경: 철새와 서식지 생태보전에 기여한 기업의 사회공헌을 국제적으로

인증하고, 특정 종의 홍보대사 역할 부여

❑ 사업기간: 3년 협정 이후 연장가능

❑ 후원방식: EAAFP와 기업 간 협약을 통해 3가지 챔피언 카테고리중 선택하여 3년간

지속적 후원

❑ 후원처: EAAFP재단 (기부금 영수증 발행)

❑ 후원금액: 1천만원/년 ~ 5천만원/년

중대백로
©  Arijit Mondal



플라이웨이 챔피언
Flyway Champion

철새 챔피언
Species Champion

프레스티지 챔피언
Prestige Champion

- 특정철새의보존활동과서식지
복원을지원

- 최소후원금액 : 1,000만원
- 후원기간: 3년 (연장가능)

- 지역과종에상관없이철새와
서식지보전의전반적인가치를
지원

- 최소후원금액 : 1,000만원
- 후원기간: 3년 (연장가능)

특정철새및 EAAFP 활동에
연간 5,000만원이상의
후원을약속한기업

II. 프로그램 카테고리



III. EAAFP 주요종 (Key Species) 

넓적부리도요

호사비오리저어새 검은머리갈매기

붉은가슴흰죽지
두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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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주요 사업내용: 기업참여 지역 프로그램

임직원 (가족)과 함께하는

플로깅 행사
임직원, 시민과 함께하는

탐조대회

세계 철새의 날

시민참여 지역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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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주요 사업내용: EAAFP 주관사업

철새 모니터링 및

서식지 복원 연구 사업
주요 철새종 워킹그룹 활동지원 철새보전

교육자료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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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주체별 역할
참여기업

• 챔피언신청
• 후원약정및프로그램참여

EAAFP

• 인증서발급
• 프로그램기획
• 국내외홍보
• 기부금영수증발급 (재단)
• 연간보고서제작등

지자체
▪ 행정적지원
▪ 지역내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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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 기업활동 홍보

기업별 웹페이지 개설, 홍보대사

역할, 국내외 미디어 홍보

VI. 참여기업 인센티브

국제인증

기업챔피언 인증서 교부

(EAAFP사무국 대표 서명)

기업이미지 제고 & 네트워킹

각종 행사/컨퍼런스 초청,

CEO 강연(축사) 등

중백로
©  Kiah Hwa 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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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비재무적인 ESG 가치 증가

• 기업과 지역사회 간의 협력관계 활성화

및 대화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구축

VII. 기대효과

중백로
©  Kiah Hwa 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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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032-458-6502

ext.relations@eaaflyway.net

EAAFP 사무국 대외협력팀

흰날개해오라기
© Chuan-Yean T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