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탐조문화축제 안내서 
2021.12.4.~5

○  안녕하세요.  한국탐조연합입니다. 
    이번 탐조문화축제는 코로나로 인한 상황이 있기는 하나, 탐조

문화축제의 지속성과 전국의 습지 상황에 대한 인식을 탐조인
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새만금 일원으로 정하였습니
다. 탐조문화는 자연을 즐기며 보는 것에서부터  습지보존을 
위한 정보를 함께 나누는 것 또한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만금 습지상황에 대한 인식과 함께 
멋진 탐조를 즐길 수 있기를 바라며,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
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진행상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목적
  - 탐조문화축제의 지속성 확보   - 함께 만드는 축제의 장 마련
  - 조류서식지 보전 및 개선을 위한 인식증진
  -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 탐조문화 저변확대
  - 일반인 탐조문화를 위한 콘텐츠 제공

○ 사업 추진 방향 및 추진 방법
  - 코로나 상황에 맞추어 최소한의 콘텐츠 운영
  - 축제 이후에 결과 내용을 다양하게 공유할수 있는 결과물 구현
  - 일반인 및 탐조인 참여 이벤트 운영 및 활용
  - 전국의 탐조가들의 공동의 활동을 통한 협력기회 마련
  - 축제컨셉(주제) : 조류서식지 보전이 탐조의 미래다. 

○ 일정 : 2021년 12월 4일(토) 17시 ~ 5일(일) 15시
 - 장소 : 새만금 일대 (새만금, 만경강 일원, 유부도)
   * 4일 저녁 워크숍 장소 / 금강미래체험과 ((구)금강철새조망대)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철새로 120) 
   * 5일 탐조 시작 집결지 / 서천 조류생태전시관 주차장
     (충남 서천군 마서면 장산로 916)
 - 주최 : 한국탐조연합
 - 주관 :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한국탐조연합
 - 후원 : 에코샵홀씨(주)

○ 행사 내용  

 가. 축제 콘텐츠
   - 새만금 현장탐조(수라갯벌, 옥녀봉, 하제, 어은리등 만경강, 

유부도)
   - 새만금 보전 성명 발표
   - 유부도 해안 청소 
   - 2021 한국탐조연합 운영위원회 회의
   - 2021 동네탐조 주간 운영_페이스북 결과공유(시상)

 나. 조류 서식지(갯벌) 보전을 위한 사례 워크숍
   - 새만금 조류서식 및 현황 발표(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
   
 다. 한국탐조연합 2021 운영위원회
   - 한국탐조연합 2022 운영방향
   - 2022년 총회 일정 및 준비위원회 구성



○ 행사 참여 개인 알림 및 숙지 사항
 - 혹시 발열이나 이상증세가 있을시 우선 참여 자제를 바라며,    

탐조시에도옥 마스크 착용 바랍니다.    
 - 준비물: 유부도에서 바람이 차니 반듯이 따뜻한 옷을 준비 바랍

니다. 
  코로나로부터 행사의 안전과  지속적인 간소화를 위해 개인물병  

및 개인컵을  준비 바랍니다.
 - 차량: 카풀을 하여 탐조시 차량 숫자를 되도록 줄이는데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일 오전 탐조 시작전  조정하겠습니다. 
 - 집결지 숙지
  4일 워크숍 장소: 금강미래체험관 ((구)금강철새조망대)
  5일 아침 탐조 시작 집결지 : 서천조류생태전시관 주차장
  5일 유부도 배타는곳, 외항 5부두주변 /주소:군산시 소룡동 1-10 
- 대중교통 이용자는

익산역으로 왔을때 : 군산까지도 기차가 있습니다. 또한  
군산역에서 워크샵 장소까지 택시로 비교적 가깝습니다. 하지만 
익산에서 군산가는 기차가 많지 않으니 시간이 빠듯할때는 
익산에서 군사행 기차는 비추입니다.  익산역에서 익산 
터미널까지는 걸어서 10~15분 ,택시로 3분거리(기본요금)이니 
터미널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익산 터미널에서 30분마다 
군산행 버스가 있습니다. 군산터미널에서 금강미래체험관 워크숍 
장소까지 택시로 10여분 소요되며 8천원~1만원 정도 나옵니다.  

 익산터미널로 왔을 때 : 군산행 버스 30분마다 있음 
 군산역으로 왔을 때 : 워크숍 장소까지 택시 3분  
 군산터미널로 왔을 때 : 택시 이용 10~15분 , 사전 공유로 

카풀이나 택시 함께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 숙박은?
 숙박은 개인별 자가부담입니다. 자유롭게 숙박 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진은 원할한 진행을 위해  금강하구 주변의 숙박지(주소: 
서천군 화양면   망월리 189-22/A플러스 모텔)를 이용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행사의 꾸준한 지속성과 운영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독립적 
행사를  만들기 위해  참여자의 자발적 숙박을 권합니다. 이점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의는?
향후 카톡방에 먼저 문의 바랍니다. 
한국탐조연합 고대현 010 9878 3878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오동필 010 7459 1090
 
 



라.  행사 일정표(안)
일정 진행내용 관계자 비고

12월 
4일
(토)

17~19시 한국탐조연합 운영위 사전 준비 및 
저녁식사

한국탐조연합 
운영위원회

개별
식사

19~20시
워크숍

-참가자 인사
-조류서식지보전을 위한 사례 워크숍 
 새만금 조류현황 사례
*장소: 금강미래체험관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철새로 120 )

탐조문화네트웍 
고대현/

새만금시민생태
조사단장 
오동필

20~21시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위원회

이후

-개인 숙박지 이동 및 개별이야기 나눔
-운영진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동일한 

숙박시설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숙박단지:서천군화양면 망월리 189-22)
    (개인별 숙박지 정보 참고 )

운영진 

12월 
5일
(일)

7:30~
8:30분

아침 식사(금강 하구둑 서천쪽) 
(주소: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71-6) 

운영진 추후 
공지 

8:30~
12시
(탐조)

 금강하구~만경강 중류~ 만경강하구 및 
수라갯벌  이동
(운영 상황에 따라 한팀으로 운영할 수 
있음)8:30
*아침 집결지:서천조류생태전시관
(주소: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59 )

전체
(차량은 

개별운영)

12~13시 점심식사 ( 현장식 )
(김밥 전체 지급, 개별 식사 가능  ) 운영진 준비 

13~15시
(탐조)

가. 하제~수라갯벌~방조제 일원 
(유부도 비 참여자 )
나. 유부도 탐조 및 해안 클린 봉사 
탐조 후 현장평가 및 개별 해산

전체(차량은 
개별운영)

기타
(당일) 전국 동네 탐조

 

○ 숙박 시설 

                          게스트 하우스  
1. 여미랑   063-442-1027 
전북 군산시 구영6길 13 (지번) 월명동 16-8 
(추천: 사전 예약이 빠름, 근현대사 거리 관광이 좋음 )  

A. 게스트하우스 ‘달’ 010-9548-3383  전북 군산시 구영3길 21-2 (지번) 
월명동 12-10
(추천 : 일본식 거리에 자리한 아담한 숙소 )

B. 소설여행  게스트하우스 063-446-9466    
전북 군산시 월명로 516-1 (지번) 신흥동 58-15

C. 게스트하우스 동국    010-5546-0955 
전북 군산시 동국사길 7 (지번) 월명동 19-11
 
D. 화담여관  게스트하우스 010-9292-4970
전북 군산시 평화길 99-3 (지번) 죽성동 28



                          호텔
- A. 라마다 군산 063-441-8000  전북 군산시 대학로 400 
- D. 에이본 호텔 군산   063-730-8002 전북 군산시 해망로 10
  (추천: 터미널과 가깝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합니다.) 
- E .호텔 은파팰리스   063-467-7000 전북 군산시 은파순환길 20 
  (추천: 신규 호텔, 은파 호수변의 야경을 볼 수 있는 곳)
- F. 리츠프라자 호텔   063-468-4681전북 군산시 한밭안길 30
  (추천 : 은파 호수 야경과 조용한 산책로가 가까움)
- G 호텔 파라다이스   063-452-3388전북 군산시 조촌1길 21 파라다이스빌딩 
- H 오스카스위트 호텔   063-464-0505전북 군산시 소룡1길 55
- J 호텔 세인트   063-451-8600 전북 군산시 진포로 136-2
- L 군산리버힐 관광호텔  063-453-0005 전북 군산시 성산면 철새로 56
 (추천: 워크숍 장소와 가장 가까우며, 산 중턱 조용한 곳에 위치) 
- N 탑클라우드호텔 군산점  063-452-4404 전북 군산시 번영로 150-13

                                 숙박단지 
1. 4개의 모텔 중 2곳이 운영하고 있고, 주변에 금강변이 보이며 조용합니다. 편
의점은 멀리 있으니 필요한 물품은 사전에 구입하셔야 합니다. 운영진은 이곳 숙
박시설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 A모텔 펜션 / 충남 서천군 화양면 
장산로1040번길 15 / 운영진 숙소
이곳을 이용하실 분에 한해서는 운영진
에게 부탁하셔도 됩니다.   
 - 파라다이스 모텔 / 041-951-8228 

2. 금강변 숙박시설
-샾 모텔 041-956-0389/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641-17
 (추천 : 아침 집결지와 가까우며 바로 옆 식당, 비교적 무난하게 숙박을 하실수 
있는 곳이며 , 주변 100m 반경 편의점 ) 
-호텔 택시 (모텔)/041-956-3230/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618-1
 (추천 : 아침 집결지와 가까우며 주차장 넓음 , 편의점 이용 편리  )
3. 10여개이상의 숙박시설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예약 없이도 언제든 이용 
가능한 곳입니다. 주변에 24시간 식당, 편의점등이 여러곳에 있습니다. 워크샵 장
소에서 자동차로 10여분 거리 
아래 주소지 주변의 다양한 숙박시설을 직접 확인 후 이용가능 합니다.  
-지오 호텔 / 063-451-5504/ 전북 군산시 양안로 10(지번) 경장동 550-3
-호텔 코코/ 063-451-8550/ 전북 군산시 조촌2길 59 



○ 유부도 배타는곳 /주소: 군산시 소룡동 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