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정 시간 내용

14:00~14:30 참가자 소개 및 관계 형성

14:30~16:00 특강: "건강한 습지, 건강한 인간" (희망제작소 김해창 부소장)

16:00~16:10 휴식

16:10~17:00 습지 관리자 양성 프로그램 소개 (환경연합 습지센터)

17:00~ 정리와 뒷풀이

일정 시간 내용

12:00 서천 어민회관 집결

12:00~13:00 식사와 브리핑

13:00~14:00 강의1: 한국의 갯벌 생태_홍재상 교수(인하대학교)

14:00~15:00 토론

15:00~15:15 휴식

15:15~16:00 영상1: 한국의 습지_여길욱 처장(환경연합)

16:00~18:30
강의2: 서천의 갯벌과 갯벌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김귀태(송림어촌계장), 이우봉(서천어민회장)

19:00~20:00 저녁식사

20:00~22:00 활동1: 사례발표_장항갯벌보전운동의 의미_지역어민의 입장에서

22:30~ 취침

06:00~08:30 현장1: 새벽탐조

08:30~09:30 아침식사 및 휴식

10:00~12:30 현장2: 금강하구와 장항갯벌_여길욱

12:30~13:30 점심

13:30~17:00 현장3: 장항산업단지 대안사업의 미래_여길욱

일정 시간 내용

7월 26일(토)   1 12:00 칠보산 집결(도토리교실)

12:00~13:00 식사와 브리핑

13:00~14:00 강의1: 한국의 내륙습지_정우규 박사

14:00~15:00 토론

15:00~15:15 휴식

15:15~18:00 활동1: 논습지 체험(두꺼비논)_도토리교실(쇠비름)

18:30~19:30 저녁식사

19:30~21:30 강의2: 칠보산 지역의 습지생태_임종길

21:30~22:30 활동2: 논의 생태_다큐멘터리 '논'(EBS) 다큐

22:30~ 취침

06:00~08:30 현장1: 새벽 습지기행/산행

환경연합-HSBC '습지 아카데미' 세부일정
습지 관리자 양성 프로그램 (Wetland Manager Training Program)

오리엔테이션 2008년 6월 19일(목) / 참여연대 강당                                                     ※전

체 참가자: 오리엔테이션 필수 / 개별참가자: 오리엔테이션 선택

2008.06.19(목)

제1강 한국의 습지                                                                                       2008년 6월

28일(토) ~ 29일(일) / 1박2일 / 서천갯벌 일대

6월 28일(토)   1

일차

6월 29일(일)

2일차

제2강 내륙습지의 생물다양성
2008년 7월 26일(토) ~ 27일(일) / 1박2일 / 칠보산 일대



08:30~09:30 아침식사 및 휴식

10:00~12:30 강의3/현장1: 내륙습지의 생물다양성_정우규 박사, 신홍균

12:30~13:30 점심

13:30~17:00 강의4/현장3: 습지의 동물 이론과 실제_이정현

일정 시간 내용

12:00 서천 어민회관 집결

12:00~13:00 식사와 브리핑

13:00~14:00 강의1: 도요새의 분류학적 특징과 생태_이정연 박사

14:00~14:30 질문과 토론

14:30~15:30 강의2: 한국에 도래하는 도요물떼새의 현황_박진영 박사, 김화정 박사

15:30~16:00 질문과 토론

16:00~16:30 휴식

16:30~17:30 강의3: 연안습지에 도래하는 멸종위기조류의 현재와 미래_이기섭 박사

17:30~18:00 질문과 토론

19:00~20:00 저녁식사

20:00~22:00 활동1: 동아시아의 철새이동통로

22:30~ 취침

06:00~08:30 현장1: 새벽탐조

08:30~09:30 아침식사 및 휴식

10:00~12:30 현장2: 도요새 모니터링 이론과 실제_여길욱

12:30~13:30 점심

13:30~17:00 강의4/현장3: 야외관찰 스케치의 이론과 실제_김재환 화가

일정 시간 내용

12:00 순천만 생태관 도착

12:00~13:00 식사와 브리핑

13:00~14:00

강의1: 습지보전과 현명한 이용과 현명하지 못한 이용_사례 발표

- 장항산단과 갯벌보전_여길욱

- 시화호의 과거와 현재, 미래_안산환경연합

- 낙동강하구 이야기_부산환경연합

- 주남저수지_임희자 국장

14:00~15:00 질문과 토론

15:00~15:30 휴식

15:30~16:30 강의2: 한국의 습지보전법에 대하여_박태현 교수

16:30~17:00 질문과 토론

17:00~18:00 현장1: 순천만 생태관(방문자센터) 관리_순천시청

19:00~20:00 저녁식사

20:00~22:00 활동1: 현명한 습지보전을 위한 습지관리의 과제 

22:30~ 취침

06:00~08:30 현장2: 새벽탐조

08:30~09:30 아침식사 및 휴식

8월 24일(일)

2일차

제4강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
2008년 9월 27(토) ~ 28일(일) / 1박2일 / 순천만 일대

9월 27일(토)   1

일차

8월 23일(토)   1

일차

7월 27일(일)

2일차

제3강 연안습지와 물새                                                                                       2008

년 8월 23일(토) ~ 24일(일) / 1박2일 / 서천 유보도 일대



10:00~12:30 현장3: 현장방문_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 프로그램 참가자

12:30~13:30 점심

13:30~14:30 활동2: 습지관리프로그램 기획_습지센터의 기능과 관리

14:30~15:00 휴식

15:00~17:00 습지프로젝트 과제 OT

일정 시간 내용

12:00 구미 도착

12:00~13:00 식사와 브리핑

13:00~15:00

강의1: 낙동강 습지와 두루미

- 낙동강 유역의 습지 현황_경남도민일보 김희주 기자

- 낙동강 유역의 두루미 현황_차인환

- 두루미의 생태_유승화

15:00~16:00 질문과 토론

16:00~16:30 휴식

16:30~17:30 강의2: 구미 해평습지의 현황조사와 대안 모색하기

17:30~18:00 질문과 토론

18:30~20:00 저녁식사와 휴식

20:00~22:00 활동1: 현명한 습지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

22:30~ 취침

06:00~08:30 현장1: 새벽탐조

08:30~09:30 아침식사 및 휴식

10:00~12:30 현장2: 두루미 기착지, 서식공간 모니터링의 이론과 실제

12:30~13:30 점심

13:30~14:30 활동2: 습지관리프로그램 기획_지자체의 역할과 국제협력

14:30~15:00 휴식

15:00~17:00 습지프로젝트 과제 실제

일정 시간 내용

13:00~13:30 인사말_습지 아카데미를 마치며

13:30~14:30 특강1: "생태도시, 습지를 이야기하다" (희망제작소 김해창 부소장)

14:30~16:30 모둠별 습지 프로젝트 결과물 발표회_참가자 전원

16:30~17:00 질의 응답

17:00~17:30 수료식

10월 12일(일)

2일차

워크숍: 습지 프로젝트 발표회
2008년 11월 22(토) / 서울

11월 22일(토)

9월 28일(일)

2일차

제5강 낙동강 습지와 두루미
2008년 10월 11(토) ~ 12일(일) / 1박2일 / 구미 일대

10월 11일(토)

1일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