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사 업 비

(사)습지와 새들의 친구

철새이동경로 지역 단체 원탁회의

2021년 10월~2022년 3월

3,000,000원

2022 . 4. 13 .

(사)습지와새들의친구 이사장 김옥자 

재단법인 이에이에이에프피
2021-2022 민간단체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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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Ⅰ

사업명
철새이동경로 지역 단체 원탁회의

-지역 현황 공유 및 대안 구축

공모 분야 기획공모

주제별 구분 EAAFP 철새이동경로사이트 FNS

사업기간 2021년 10월 1일 ~ 2022년 3월 31일 (5 개월)

사업목적

- 국내 EAAFP FNS 및 잠정 FNS 지역 간 정보를 교류를 목적으로

- 국내 EAAFP FNS 및 잠정 FNS 지역의 철새 중심 생태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탁회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 국내 EAAFP FNS 및 잠정 FNS 지역의 사례 및 정책 보완 내용을 람사르당사국 

총회 등 국제기구와 공유를 통해 EAAFP FNS 보전 및 지역 확대에 노력한다.

사업내용 

요약 

1. 수혜대상

  ◊ 사업 지역 내의 시민단체 활동가

  ◊ 지자체와 중앙정부 습지 및 철새 관련 정책 담당자

2. 사업지역: 낙동강하구 등 EAAFP-FNS 지역과 잠정 FNS 지역

3. 사업 추진 방법 

  ◊ 낙동강하구 등 EAAFP-FNS 지역과 잠정 FNS 지역 생태(철새) 조사

  ◊ 사업 지역 철새 서식지 위협 요인 조사

  ◊ 사업 지역 우수 사례 발굴

  ◊ 원탁회의 개최

  ◊ 2022년 람사르 COP14 참가

4. 기대효과

  ◊ 국내 EAAFP FNS 및 잠정 FNS 지역 간 정보를 교류를 통해

  4-1) 국내 EAAFP FNS 및 잠정 FNS 지역의 철새 중심 생태계 조사 결과를 공유

하고, 보존사례, 문제점 등을 바탕으로 시민단체 활동 방향 제시와 국가 정책으

로 활용할 수 있다.

  4-2) 람사르당사국 총회 등 국제기구와 공유를 통해 EAAFP FNS 보전 및 지역 확

대를 기대할 수 있다. 

총 

사업비 

(단위:원)

계 지원금 기타

3,000,000 3,000,000

제출일자 2022.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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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결과Ⅱ

1. 일정별 추진실적

시기 사업계획 세부추진결과 (실적) 달성율

21.10.21
원탁회의

사전 협의

○주제: 습지보호지역 확대 및 관리 현황 공유 및 향후 

협력 방안 

○참가자: 한국습지NGO네트워크 참가 단체. 인천하천살

리기 추진단

○초청 참가: Ramsar Network-JAPAN

○형식 :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회의 및 소규모 오

프라인 회의 

100%

21.12.04~05
습지 원탁회의 

(한일습지포럼)

행사 개요

○행사명: 습지 원탁회의(부제: 한일습지포럼) 

○일시: 2021년 12월 4일(토)~5일(일). 1박 2일

○장소: 인천 베스트웨스턴 하버파크호텔(인천 중구 제물

량로 217)

○주최: 습지와 새들의 친구, 한국습지NGO네트워크. 일

본 Ramsar Network. 인천하천살리기 추진단

○주관: 습지와 새들의 친구

○후원:(사)이에이에이에프피

○주제: 습지 보전 현황 공유와 향후 협력 방안 

(추진 결과)

○세계습지네트워크(WWN) 재키 주다스 대표 격려사(영상) 

○주제 1) 보호 습지 확대와 관리 

▸포스트 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관련 동향

(한동욱) 등 3개 주제 발표 

○주제 2) 주요 습지 보전과 훼손 사례

▸화성습지 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다(박혜정) 

등 8개 사례 발표 

○주제 3) 국제환경협약 대응 방안 

▸람사르총회(우한 COP16) 준비 계획

▸원탁회의 이후 실무자 회의 개최

○주제 4) 종합토론

▸습지 관련 다자간 국제환경협약 참여와 협력 방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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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4
원탁회의결과

이행 회의

람사르 cop14 준비

○NGO 습지보고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

○사이드 이벤트 개최 주제 논의

○2022 습지의 날 한일 공동성명서 발표 

○한국 갯벌 유네스코 완전 등재를 위한 우리의 역할 논의

100%

22.02.11
원탁회의결과 

이행 회의

○사이드 이벤트: 한일 공동으로 개최 동의

○사이드 이벤트 주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

○‘물의 자연스런 흐름’은 발원지부터 시작하여 강을 따라 

흐른 물이 연안과 자연스런 만남을 통해 물질과 에너지 

등의 정상적인 교류를 의미

○‘물의 자연스런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런 노력을 한 실제적 

사례 발굴

100%

22.02.22

원탁회의결과 

이행 회의

한일습지

현황토론

○KWNN과 람넷J 공동 사이드 이벤트 진행 합의

▸주제: ‘물의 자연스런 흐름’

○주제 발표국은 제3국가 섭외에 노력하자.

○습지 관련 시민과학 ‘설문조사’ 차기회의 안건으로 합의

100%

22.03.10
원탁회의결과이

행 회의

○주제는 ‘물의 자연스런 흐름’이며. 발표 내용을 좋은 사

례, 나쁜 사례, 혼합형으로 할지 논의

○제3국가 섭외

▸IUCN-WCC(2020 결의안 015와 017) 검토

▸유럽, 미국 등 국내에서 댐 해체 등으로 나타난 ‘물의 

자연스런 흐름’ 관련 발표자 섭외 방법 찾기

○논습지 사이드 이벤트 관련 람넷J의 요구 사항 논의

○람넷J가 제안한 ‘설문조사’ 건에 대한 우리 의견 조율

(미합의)

▸2020년 시민과학’ 세계 습지 현황 조사와 중복조사가 

우려됨

▸우리나라(해수부)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에서 실시한 

자료가 있음. 

▸쉽고 낮은 수준에서 습지관계자, 지역주민 대상 조사도 

의의가 있을 것 같음 

○부스 운영 논의-부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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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성과 분석 

2-1) 수혜대상 

사업명
수혜인원

(계)

수혜대상

청소년 성인

남 여 남 여

원탁회의 사전 협의 24 해당없음 해당없음 9 3

습지 원탁회의
(부제:한일습지포럼)

50 해당없음 해당없음 35 15

원탁회의 결과 이행 
회의 

40 해당없음 해당없음 25 15

2-2) 사업 목표 달성

사업명

사업목표 달성정도

정성목표
정량

목표
정성목표

정량

목표

원탁회의 사전 협의
국내 EAAFP FNS 및 잠정 

FNS 지역 간 정보 교류
2회

국내 EAAFP FNS 4개소, 잠

정 FNS 지역 4개소 정보 교류
2회

습지 원탁회의

(부제:한일습지포럼)

EAAFP FNS지역 사례를 

cop 14 등을 통한 확대 

노력

1회

국내 EAAFP FNS 4개소, 잠

정 FNS 지역 4개소 정보 교류

일본 잠정 FNS 지역 3개소 정

보 교류

1회

원탁회의 결과 이행 

회의 

습지 원탁회의 결과 이행 

점검
4회 습지 원탁회의 결과 이행 점검 4회

3. 사업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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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Ⅲ

1. 사업 추진 결과 잘된 점 

   • 지역 현황 공유 및 대안 구축을 위한 철새이동경로 지역 단체 원탁회의로 주제 설정은 적절하였음

   • 한국습지NGO네트워크(KWNN) 회원 단체 및 일부 습지보호지역 관리 단체현황 공유는 지역의 현

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음

   • 습지와 강하구는 물의 흐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습지의 현명한 이용에 반하는 행

동에 대한 정보는 국가 정책 전환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음

   • 국내 습지 현황 외에 일본의 습지 현황 공유를 통해 습지보전에 대한 국가간 협력의 중요성을 함

께 인식할 기회가 마련됨

   • 국가간 협력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람사르 당사국총회(COP14. 우한)를 적극 활용하기로 합의하게 

되었음

   • 사업 종료 후에도 국내, 국외 단체와 정기적인 회합을 갖고 습지보전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 

중임 

2. 예상 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지역 현황 공유 및 대안 구축을 위해 KWNN 회원단체 외에 국내 람사르습지 등 보호지역에서 활

동하는 5개 이상의 단체와 협력을 목표로 하였으나 COVID19 사태로 2곳의 단체와 협력하는데 

그침

   • 국내 람사르습지 등 보호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 섭외 과정에서 생각 외로 활동 단체가 있는 곳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됨

   • 보호지역. 비보호지역 모두 개발 압력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 지역 활동가들의 활동이 매우 어려움

3.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및 건의 사항 

   • 매년 지속적인 지역 현황 공유 및 대안 구축을 위한 철새이동경로 지역 단체 원탁회의 필요

   • COVID19 사태를 극복하고 협력이 가능한 지역 단체 확대 필요

   • 시기별 이슈의 변화로 현재 시기는 인식증진 등 습지 홍보와 교육에 치중하고 있는 단체가 증가하

고 있음, 이에 람사르습지 등 보호지역을 대상으로 모니터링과 정책 개발이 가능한 단체 육성에 힘

을 기울어야 하며 이는 정부의 의지도 매우 중요함. 현재 정부는 각종 조사를 전문기관 중심의 4

계절 조사로 전환하고 있어 시민과학 활동이 위축되고 있음. 이에 대한 정부의 생태 교육 전환이 

필요함

   • 보호지역. 비보호지역 모두 개발 압력에 많이 노출된 이유는 습지 보전이 지역 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임. 실제로도 습지 보전이 생태관광 등의 효과를 이야기

하고 있지만 실제 생태관광의 효과를 보거나, 효과가 있어도 과학적 증거가 부족한 상태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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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

   • 현재 24개소의 람사르습지 등 습지보호지역 외에도 국내에는 2,000개 이상의 크고 작은 그리고 

생태적으로 중요한 습지가 존재함. 그러나 비보호습지의 경우 모니터링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자

료 부족 상태에 있으며, 보호지역조차 민간단체와 국가에서 조사한 내용이 상이한 경우가 있음. 습

지 보전에 대한 국가보고서의 신뢰수준이 낮음. 이에 습지보전 전략 수립 시 민간단체의 참여를 적

극적으로 보장하며, 국가보고서에 대응하는 NGO 보고서(시민과학, 국가보고서에 대한 비판적 의견

이 아닌 보충 자료로서) 제작을 위한 활동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함

   • 국가가 가지고 있는 습지 데이터에 민간단체 등 국민들이 접근하기 매우 어려움. 국가 비밀 유지가 

필요한 내용이 아닌 경우 정보 공유가 필요함. 

부록. 습지 원탁회의(부제:한일습지포럼)Ⅳ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한동욱 / (사)에코코리아, PGA생태연구소장 

(ECO Korea, PGA eco & bio diversity Institute)

2010년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에서는 2050년 장기전망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2020) (일명 아이치 타

겟(Aichi biodiversity target))을 제시하였다. 이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는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

략(’14~’18)과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을 4차례(2014, 15, 17, 18) 수립한 바 있고, 나아가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19~’23)을 수정하였다. 

그러나 아이치타겟은 일부 지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달성하지 못하였다 평가되었으며, 주요하게는 

생태계 분야에서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 담수지역의 생물다양성, 생물종 분야에서는 이동성생

물, 수분매개자, 주요 이해관계자 부분에서는 사적 부문이나 도시 부문, 종교와 사회 분야에서 참여

부족 등이고, 생물다양성의 간접적 협력에는 무역 부문에 미약했으며, 생물다양성 손실의 해결책에

서는 자연기반해법, 보전에 관한 혁신적 접근, 국경지역의 생물다양성 보호, 경관의 연결성이나 생태

통로 설치, 해양공간계획 등에서 부족했고, 이행 관련 이슈로는 능력 배양이나 재원 동원, 생물다양

성 주류화에서 미진했으며, 인류 복지 분야에서는 양성평등, 생물문화다양성, 보건, 지역단위의 계

획, 평화 및 충돌, 식량안보 등에서 부족했음이 평가되었다. 

유엔에서는 2015년에 SDGs가 채택되었고, 특히 제75차 UN 총회(‘20. 9. 30.)에서 개최된 생물다

양성 UN 정상회의(UN Summit on Biodiversity)에서는 보호지역이 충분하게 확대되지 못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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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가 황폐화되고 복원이 필요하며, 생물다양성이 충분히 주류화되지 못하였고, 토지와 해양이 

지속가능 하게 이용되지 못하였으며, 최소한 생물다양성은 공동의 책임이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내용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하여 CBD COP15(2020년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 2021년과 

2022년으로 연기)에는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이하 포스트2020GBF)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며, 이 계획에는 향후 30년까지인 2050년까지 2050 비전 달성을 위한 새로운 10년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사회 전략계획과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

해, 4개의 목표(Goal)하에 21개의 세부실천목표(Targets)를 제시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0월에 온라인으로 CBD COP15 1부가 개최되었으며 주제는 ‘2030년까지 자연이 

회복되는 세상 (Nature-positive world by 2030)’이었다. 이때 개최된 고위급회의에서 포스트

2020GBF 채택과 이행을 촉구하는 쿤밍선언문이 채택되었다. 이 선언문에는 생태 문명 :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위한 미래 구축 (Ecological Civilization: Building a Shared Future for All Life 

on Earth)이라는 제목으로 17개 항목이 채택되었으며 이에는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갱신, 보호지역 

관리 개선, 생물다양성 관련 법체계 정비, 자연기반 해법 적용 확대, 생태계 복원 등의 내용이 포함

되었다. 2022년 4월말에 쿤밍에서 개최될 대면회의에서 당사국들에 의해 채택될 예정이다. 

아이치 타겟 11(Aichi Target 11) 달성 현황과 포스트2020GBF의 보호지역 이슈

아이치 타겟 11에 대한 평가는 부분적으로 성취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글로벌 차원에서 2020년까

지 육상은 17%, 해양은 1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제시하였으며 실제는 전지구적으로 

육상은 15%, 해양은 7.4%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보호지역(Protected and conserved 

area)의 면적에 대한 확대 목표와 함께 질적 지표들은 많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질적 지표에

는 ‘효과적이고 공정한 관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에 중요한 지역 보호’ 그리고 ‘기타 효

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수단(OECMs)을 보호지역과 연계하는 것‘ 등이다. OECMs이란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의 약자로서 보호 지역이 아닌 지역에 생태계의 

기능과 생태계 서비스, 생물다양성 현지 내 보전을 위해 긍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되며, 문화적, 

영적, 사회경제적으로 취해진 지역 기반의 보전수단을 말한다. OECMs의 역할은 보호지역 간 연결

성 증진 기여할 것과 각국의 여건과 지역토착공동체 역할 고려할 것, 보호지역 및 OECMs의 통합

과 주류화에 관한 자발적 지침 적용 독려, 효과적 OECMs 관리 거버넌스 모범사례 공유, OECMs 

관리거버넌스에 관한 지침 공식채택 권고 등을 담고 있다. 

보호지역 면적확대에 대한 포스트2020GBF는 1차 초안(zero draft, 2020년1월)은 ‘2030년까지 생

물다양성에 있어 특별히 중요한 지역의 최소 60% 보호, 전체 육지 및 해양 지역의 최소 30% 보

호, 이 중 최소 10%는 엄격한 보호(strict protection)’라는 다단계목표를 제시하였다. 그후 개정된 

초안(updated zero draft, 2020년 8월)에서는 단일안으로 ‘2030년까지 전지구의 최소 30%’라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이들 보호지역이 “생물다양성 보전에 중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효과적

이며 잘 연결된 보호지역과 OECMs 시스템”을 통해 보호 및 보전되어야 한다는 질적 목표를 추가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12월 기준 육상 16.63%, 해양 2.12%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육상지

역은 전지구적인 면적 목표 달성치보다 높았다. 그러나 해양지역의 미흡한 달성율과 질적 지표에 대

한 달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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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2020GBF에 따라 우리나라 보호지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나라 내에 생물다양성에 있어 특별히 중요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육상 보호지역 

(Protected and conserved area)의 부족분인 14%의 면적을 지정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하며, 해

양보호지역의 8%를 지정할 수 있는 잠재적 보호지역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 조치 (OECMs,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를 발굴하고 지역공동체가 관리하는 한국적 OECMs에 대한 생물다양성 보호 기여도를 

평가하여 국제사회에 공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셋째, 보호지역의 관리에 대한 평가를 통해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계획의 이행과 달성율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2050 생물다양성 비전은 "2050년까지 생물다양성을 평가하고, 보존하고, 복원하고, 현명하게 이용

하고, 생태계 서비스를 유지하고, 건강한 지구를 유지하고,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세계를 목표로 하여 2030년까지 달성할 세부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습

지에 있어서도 람사르전략계획와 연동하여 이러한 보호지역 세부목표 달성하는지 여부, 이에 대한 

평가지표가 적절하게 이용되었는지, 보전관리 계획수립과 이행에 대해 평가해나가는 것이 향후 30년

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할 NGO의 과제이다.

한국의 습지관련 보호구역 현황

박중록 

습지와새들의친구 운영위원장

1. 보호구역 현황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등 각각의 정부 부처에서 습지 또는 주요 동식물 보호를 위해 보호구

역을 설정하고 있다. 보호구역과 관리하는 정부 부처는 다음과 같다.

보호구역 명칭
지정 현황

지정 근거 지정기관 기준 비고
숫자 면적(㎢)

생태·경관보전지역 33 283.794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시·도 2020.1 자연환경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46 1,558.129 습지보전법 환경부,해수부 2020.12

람사르습지 23 196.160 습지보전법 환경부 2020.12 20개소. 습지보호지역과 중복

자연공원 79 8,088.929 자연공원법 환경부,자치단체장 2017.1 국립,도립,군립공원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3 259.332 해양생태계(보전)법 해양수산부 2018.6

해양생물보호구역 1 91.237 해양생태계(보전)법 해양수산부 2018.6

특정도서 257 13.793 도서생태계법 환경부 2019.12

야생생물보호구역 394 909.43 야생생물(보호)법 환경부,자치단체장 2016.6

문화재보호구역 39 1,473.526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청 2017.12

세계자연유산 2(1) 1,293.46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청 2021.8 갯벌, 습지보호지역과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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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8년 람사르총회 이후 보호구역 지정 현황

3. 전체 보호구역 지정 현황(Status of Protected Areas & OECMs)

4. 주요 습지의 훼손과 현안

1)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 면적 감소: 119.365㎢ → 87.28㎢ 

   - 주요 현안: 문화재보호구역내 10개 교량과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 등

2) 인천 송도 습지보호지역. 송도 갯벌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건설 계획

   - 2009년 송도갯벌습지보호지역 지정(인천광역시)

   - 2014년 람사르습지 등록(해양수산부)

   - 2018년 EAAFP-FNS 등록(인천광역시)

   - 2018년 습지보호지역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2021년 고속도로 선형 변경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논의 중

5. 결론

한국은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습지 등 자연자원의 보존을 위한 여러 법률을 제정하고, 보호지역 지

정과 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습지 부분에서의 보호지역 면적은 Aichi target에서 요구

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 하고 있으며,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그 관리가 방치되거나 각종 

개발사업을 위해 보호지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보호지역의 면적 확대와 보호지역 지정 후 관리, 보호지역 훼손 등에 대한 NGO 차원의 세밀한 조

사와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습지 보전정책과 생물다양성 보전정책 수립에 대한 비

판과 정책 제안 등의 활동이 따라야 할 것이다.

보호구역 명칭
지정 현황 2008 람사르총회 이전 2008 람사르 총회 이후

숫자 면적(㎢) 숫자 면적(㎢) 숫자 면적(㎢)

생태·경관보전지역 33 283.794 24 280.94 9 2.854 (1%)

습지보호지역 46 1,558.129 21 422.635 25 1,135.494 (73%)

람사르습지 23 196.160 9 10.755 14 185.405 (95%) 1개소 평균 852.87ha

자연공원 78 8,088.929 73 7,843.337 5 245.592 (3%) 지질공원 제외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3 259.332 4 70.374 9 188.958 (73%)

해양생물보호구역 1 91.237 0 0 1 91.237 (100%)

특정도서 257 13.793 162 10,516 95 3.277 (24%)

야생생물보호구역 394 909.43 359 828.054 35 81.376 (9%)

문화재보호구역 39 1,473.526 37 1,470.037 2 3.489 (0.2%) 우포늪, 용머리해안

세계자연유산 2 1,481.91 1 188.45 1 1,293.46 (87%) 서천,고창,신안,보성·순천갯벌

Aichi target Korea World OECD*

육상 (terrestrial & inland water) 17% 16.97% 16.79% 22.8%

해양 (Marine & coastal) 10% 2.46% 8.0%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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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보호 습지의 확대와 과제

나가이 미츠히로
일본람사르네트워크 공동대표 

1. 습지의 상황 변화 (지난 10년간)

 2010년 ➡ 2021년

습지보전법 : 제정되지 않은 채

국가습지정책 : "생물다양성 국가전략 NBSAPs 습지 부분" 그대로

람사르 등록 습지 : 37곳(2008) ※1 ➡ 53곳(2021) ※2

EAAFP(※3)가맹습지: 29곳(2007) ➡ 33곳 (2020)

잠재적 Ramsar습지 : 500개소 ※4 ➡ 633개소 ※5

동상 연안역 : ――― ➡ 270곳 ※ 6

※1 2012 COP11 때 9곳 추가, 합계 46곳

※2 2021년11월 등록예정인 가고시마현 이즈미평야 간척지(出水平野干拓地) 포함

※３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4 일본의 중요 습지 500 (2001. 12 환경성 발표)

※5 생물다양성의 관점에서 중요도가 높은 습지 633 (2016. 4 환경성 발표)

※6 생물다양성의 관점에서 중요도가 높은 연안역 270 (2014. 5 환경성 발표)

2. 지난 10년간의 평가 (JBO3)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의 종합평가 2021" (Japan biodiversity Outlook 3)

- 일본 정부에 의한 평가

습지라는 "용어"가 없음 (삼림, 농지, 도시, 육수역, 연안·해양, 도서)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는 지난 50년간 장기적으로 손실·열화 경향

인위적으로 개변되지 않은 식생은 국토의 20% 미만

개발에 따른 생태계 압력은 저하해도 생태계 개변의 영향은 지속될 가능성

연안·해양 : 1980년까지 매립에 의해 갯벌 등을 이용하는 도요새류 개체수 감소

육수생태계 : 생물종의 멸종위기 증대. 환경성 레드리스트 50%이상 육수생태계

습원 면적 대폭 감소로 인한 홍수 조절 서비스 감소

3. NGO의 평가

- 습지에 대한 개발 압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 오키나와현 헤노코 매립, 히로시마 하치갯벌 : LNG발전소, 오키나와 나구라안팔 : 리조트 개발, 

나가사키현 이시키 댐 건설 계획

- 과거에 행해진 개발로 재생 불가능, 멈추지 않는 개발

  → 이사하야만 간척, 나가라강 하구둑, 아와세갯벌 매립사업, 도쿠시마현 요시노강 하구 교량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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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사르 등록 습지도 그 관리가 충분한지 의문 있음

1) 람사르 인포메이션 시트(RIS)가 갱신되지 않았다.

   → 등록 이래 갱신이 없는 곳 (41/52), 6년 이상 갱신이 없는 곳 (46건)

2) '습지의 혜택' (물·식료의 공급, 치수, 기후조정, 문화, 레크리에이션과 관광)을 조사한 후의 현명한 

이용, 다수의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이 있는가?

4. 일본의 보호 습지 확대에 대한 과제

1) 독립적인 국가습지정책 (또는 국가습지법)의 필요성

   보전 → 습지의 개발 압력에 항거한다.

   관리 → 습지의 와이즈 유스 (가이드라인, 예산)

   CEPA→ 습지의 가치가 다른 많은 정책 목표에 매몰되지 않는 것이 중요

   협약의 변화 당초: 물새 보호 ➡ 현재: 습지 보전

2) 보호습지의 확대를 위해

- 람사르 등록 습지 확대

  등록 3 요건 a. 등록 기준

b. 법적 담보←자연공원법, 조수보호관리법, 하천법 이외의 법적담보 개발

c. 지역의 찬의 ← '찬성' 획득을 위한 스킴의 개발

- 기타 수단으로 보호습지 확대

EAAFP 참가지 등록 확대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 생물을 보다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지역(사찰림, 마을 야산 등)

+ 관리된 중요습지 633과 연안 270을

- 생태계 네트워크의 강조 ~ 정부는 OECM을 인정함으로써 기존 보호구역을 이어간다는 발상 - 이

는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 하천을 중심으로 한 유역관리(결의X.19), 통합연안관리(결의Ⅷ.4)

→ IUCN · WCC 2020 결의 17 "자연적인 물 흐름을 위한 습지 보전 복원"

3) 습지가 기후변화에 대한 NbS임을 강조

습지가 기후변화에 대한 NbS(자연에 기반한 해결책)이 된다는 점을 지렛대로 한 

보호습지 확대운동.

이탄습지 권고 7.1, 결의Ⅷ.11, 결의XⅢ.12, 결의XⅢ.13

블루카본 결의XⅢ.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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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습지, 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다!!

박혜정,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1. 화성습지 소개 

1) 지리적 요건

- 좌표 : 37° 3'58.45"N, 126°43'58.22"E 

- 지번 ::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70번지 일대 (면적: 7,301ha_EAAF Site 등록 면적)

• 화성습지는 (1) 조간대 습지(매향리갯벌), (2) 조석의 영향이 매우 약한 담수 간척 

호수(‘화성호’), (3) 매립 농지, 연못, 배수로 및 휴경지로 구성된 화옹지구 간척지로 

구성된다. 

• 길이가 9.81km인 방조제(2002년 물막이 완공) 건설 전에는, 약 8,000ha 조간대 

습지(남양만)의 일부였다. 광활한 염습지가 있는 이 조수 생태계는 역사적으로 아산만에서 

황해도 해주만까지 거의 300km 펼쳐져 있는 경기만의 안쪽을 형성하는 조간대 습지 

인접 지역이었다. 조수간만의 차가 9m를 초과한다. 화성호는 2003년에 물막이공사 후 

수질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배수갑문을 통해 바닷물을 유통시키고 있어 

1,730ha의 화성호는 기수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 간척사업을 통해 조간대 습지 대부분은 인접한 아산만을 포함하여 매립되었다. (아산만은 

과거 밀물썰물에 관련해 이동하는 도요물떼새에 의해 남양만과 생태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2) 생물다양성 (2020~2021 환경부 국립생태원 조사)

• 화성습지 내측　 :　 멸종위기야생생물 24종을 포함하여 총 609종의 생물종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식물(210종), 양서․파충류(9종), 어류(20종), 

조류(133종), 포유류(6종), 육상곤충(175종),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56종)　

- 멸종위기종 1급(6종) : 매, 흰꼬리수리, 황새, 혹고니, 저어새, 수달

- 멸종위기종 2급(18종) : 금개구리, 맹꽁이, 물장군, 검은머리물떼새, 노랑부리저어새, 

수리부엉이, 새매, 참매, 독수리, 큰고니, 잿빛개구리매, 물수리, 쇠검은머리쑥새, 

검은머리갈매기, 알락꼬리마도요, 큰말똥가리, 큰기러기, 삵

-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동성 물새 서식처이자, 계절에 따라 조류 다양성이 높은 지역임이며 

조류 서식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현장조사 결과 총 133종(멸종위기야생생물 19종 포함)의 다양한 조류 관찰

           ※ 문헌조사 포함 총 43과 150종이 서식하여 높은 조류 다양성 확인 

• 람사르습지 등록기준 

- 기준 2. 감소종, 멸종위기종 24종 이상 서식

- 기준 5. 2만 또는 그 이상의 물새를 보유. 최소 5만에서 최대 15만 마리릐 물새가 이용함

- 기준 6. 물새 종 또는 속 개체수의 평균 1%를 보유한 경우, 19종 이상이 1%  

      개체수를 초과 

• 매향리갯벌 : 14.08㎢ 습지보호지역 지정 (2021.7.20.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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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호지역 지정요건 및 조사결과표<2017년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항목 지정요건(조건중 1항목이상 충족) 조 사 결 과 평가결과

대형
저서동물

∙ 출현 종수 100종 이상
∙ 법정보호종 서식

∙ 출현 종수 169종(부합)
∙ 법적보호종 부재

충족

염생식물
∙ 식생 분포면적 10,000m2(1ha) 이상
∙ 법정보호종 서식

∙ 식생 분포면적 42,177m2(약 4.2ha)
∙ 법적보호종 부재

충족

바닷새

∙ 법정보호종의 서식처 혹은 도래지
∙ 물새 2만 개체 이상 출현
∙ 물새 한 종의 전 세계 개체수의 1% 

이상이 서식 혹은 이용

∙ 법적보호종 8종(부합)
∙ 물새류 최대 개체수 32,206개체(부합)
∙ 전 세계 개체수의 1% 이상이 서식 혹

은 이용 9종(부합)

충족

※ 지정요건기준 : 해양수산부훈령 제72호 연안습지보호지역 지정지침 <별표 1> 적용

· 
2. 이해당사자*의 서식지 보전 참여도 및 사례 (* 이해당사자 : 행정,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 2003년~현재 시민단체+전문가 시민모니터링단 물새조사 및 현장 조사

- 2018년~현재 화성습지 국제심포지엄 개최 (국제적인 철새서식지 인식 증진)

- 2018년 12월 EAAFP 총회 참석 (화성습지 EAAF site 등록 및 지정)

- 2018년~현재 습지보호지역지정 주민추진위원회 구성 

- 2019년~ 현재 습지보호지역 지정 주민 설명회 및 간담회 진행

- 화성습지 시민탐방, 언론 홍보, 청소년 교육, 시민모니터링 등 철새서식지로서의 가치 홍보

- 2021년 매향리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2차 화성습지 내측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 중

- 2021년 람사르습지 등록 및 유네스코자연유산 등재를 위한 관리 및 보전 방안 마련 

3. 화성습지의 위협 요인

· 화성호 담수화 시도(한국농어촌공사) / 화성호 조력발전소(화성시 그린뉴딜)

· 우정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갯벌 매립

· 수원군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로 선정, 군공항이 이전될 경우 철새서식지 최대 위협

· 지속적인 간척사업으로 배후습지 매립 

· 일부 지역 논습지로 이용되면서 농약, 비료 등으로 생태적 문제 발생

· 매향리갯벌 주변 지역 개발(온천관광호텔)로 인한 주민 갈등 (소외지역에 대한 개발 욕구 상승)

4.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제언

· 화성습지 내측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전체 람사르습지 등록까지 진행하여 법적, 국제적 보호대책을 마련.

· 화성습지 정밀생태조사를 통해 공간 관리계획을 수립. (절대보전지역, 완충지역, 이용지역 등)

· CEPA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협의와 지원체계 구축 

(보호지역관리위원회) 

·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생태교육·탐방, 서식지 감시, 문화관광상품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민 

일자리 창출)

․ 간척지에 대한 정책 전환. 일부 유휴지에 대한 갯벌 복원(재자연화) 및 전면적 해수유통 

․ 지역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철새서식지 보전을 통한 관광자원으로 습지를 활용하는 방법 모색

․ 화성시 연안습지보전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 화성습지센터 설립 및 주민해설사 양성을 통해 철새교육 및 홍보 진행

․ 지역 연안습지보전을 위한 활동을 펼치는 시민단체 지원 및 시민과학 데이터베이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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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남저수지 인근 논습지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해결해야 할 문제

최윤식, 영농조합법인 주남나누기 운영위원

주남저수지는 매년 121여종의 철새가 도래하는 대표적인 철새도래지이다.

재두루미, 흰꼬리수리 등 21종의 법정보호종 서식 ․도래하며 식물 350종, 포유류 15종, 양서파충류 

11종, 곤충류 128종,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55종, 어류 28종 등의 생물다양성이 뛰어난 곳이다.

또한 매년 철새 개체수 및 생물다양성이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한 곳이다.

그리고 창원시는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생태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

하여 2010년부터 5년마다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과업내용 : 생태관광 여건 분석 및 발전

방향, 생물서식환경 보전 및 관리 계획, 로드맵 수립 등)하는데 올해 21년 3월 계획수립을 완료하

여 4번째 실행에 들어갔다.

이를 바탕으로 드디어 올해 10월 환경단체가 꾸준히 요구한 '습지보호지역 지정' 신청을 해 놓은 상

태이다.

그동안 창원시는 무논을 활용한 습지체험장을 조성하고, 철새 서식처의 방해요소인 조명시설을 설치

하지 않고 전신주 지중화를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송용들과 주남저수지의 생태적 단절 제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철새도래시기 주요 먹이터 확보 및 쉼터 통행제한, 낚시금지 구역 지정, 주남환경스쿨을 재정비하여 

습지환경교육의 거점으로 확대하고자 하고 있으며, 계절별 집중이 과도한 탐방객들을 고려하여 생태

수용력 초과방지 및 탐방객 분산을 위해 주남저수지 수변을 끼고 있는 마을들을 대상으로 '마을대학'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인식증진, 마을자원조사,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그리고 창원시는 주남환경스쿨을 통합․확대 운영하여 연간 12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

며 환경부 지정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2개) 인증을 획득하였다.

특히 올해 21년 3월 지역 농민들의 소득창출을 위해 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생태관광협의체 주

남나누기』 설립하였고 이후 생태관광 활성화 회의 개최를 통해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여 함께 노력한 

결과 5월 28일 '충북 옥천', '인천 백령도'와 함께 '창원주남저수지'가 '국가지정 생태관광지'에 선정되

는 성과도 있었다.

주남저수지는 사실 오랜 기간 농민과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주남저수지에서 어로행위를 하

는 어민과 인근 농민들은 철새로 인한 농작물 피해, 개발행위 제한이라는 개인의 이익 침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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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인 선택들이 많이 발생하였었다.

주남저수지의 갈대밭을 불태우거나 폭음, 독극물을 사용하여 철새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극단적인 

상황도 발생한 곳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지역 환경단체가 오랜 시간 행정과 싸우고 지역주민들과의 많은 공청회를 통해 조금씩 변화

시켜 온 결과 주남저수지는 철새 보호와 생물종다양성을 위해 2016년 6월 철새 서식환경 조성관련 

기관(창원시↔한국수자원공사↔한국농어촌공사) MOU 체결을 하였고 2019년 4월 창원형 자연농업 

MOU(창원시↔영농조합법인 주남의 아침↔마창진환경운동연합) 체결, 2021년 1월 멸종위기 가시연

꽃 복원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와 진행하여 그 결실을 맺고 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논습지를 보전을 위해 주남저수지 인근 논을 친환경쌀 재배 방식을 도입하고

자 진행하고 있는 '창원형 자연농법 업무협약'은 점차 그 대상지를 넓혀가고 있다. 

하지만 그에 비례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농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농민의 소

득이 걸려있다는 이유로 절대보호지역, 완충지역 등에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지만 제재가 되고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더해 불법 매립, 불법 유수지 점유, 불법 용도 변경, 교묘하게 변형된 농업시

설 난립, 플라스틱 농약병과 비닐 불법소각 등 해결해야 될 습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인력부족, 

예산부족이라는 매번 같은 내용만 알려오는 행정의 맹점도 분명히 있다.

논습지 환경문제는 아무리 좋은 정책, 농민소득사업, 논습지 보호정책을 시행해도 농민들의 인식증진

이 되지 않으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이다. 

이에 주남저수지에서는 행정과 농민, 시민사회단체, 지역민들이 함께 상생하고 논습지를 보전하는 문

제에 관해 내년이 습지보호구역 지정과 더불어 시민단체, 교육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바꾸어 보고

자 하는 큰 변화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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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자면 이번 포럼에서는 논습지에 관한 행정의 문제점과 농민의 인식증진에 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일본 히로시마현 다케하라시 갯벌에 닥칠 위기

: LNG 화력발전소 계획

오오츠카 스스무 

히로시마대학대학원 통합생명과학연구과 교수

살아있는 화석으로 유명한 투구게는 과거에는 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 전역에 널리 분포하고 있었지

만 고도 경제성장 시대에 서식지 매립으로 파괴되면서 현재는 오카야마현의 서부로 한정됩니다. 규슈 

북부에서도 서식하고는 있지만, 유전적으로 다른 집단입니다. 그 중 멸종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이 히

로시마현입니다. 개체군 밀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 희귀생물을 보호할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히로시마현에는 두 곳의 주요 서식지가 있고 다케하라시(竹原市) 하치갯벌의 유체 전체 개체수는 기

껏해야 수십여 개체, 에타지마시(江田島市)는 더욱 서식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히로시마현 개체의 투

구게 분포는 북한(北限)이고 동한(東限)입니다

2015년 7월, 다케하라 시내 초등학생과 함께 성체쌍을 확인한 이래, 매월 갯벌의 유체 서식 밀도, 

짝짓기 유무, 환경 요인을 조사하는 한편 대학, 박물관, 동물원, 초등학교에서 강연회를 하거나 히로

시마현 다케하라시 주최의 관찰회를 통해 보전을 호소하는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히로시마현에 조례를 제정해 보호할 것을 요구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2020년 3월, 히로시마현의 제안으로 하치 갯벌 근처에 투구게를 보전하자는 간판을 세웠습

니다.

드디어 투구게의 보전이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지난 5월 현지 신문에서 하치 갯벌에 인접한 

장소에 LNG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

다. 계획에는 해상에 500미터 정도의 부두를 만들고 LNG 저장시설인 부유체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수심이 얕은 장소가 있어 준설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고, 해류 변화에 따른 퇴적물의 변화, 대형 

LNG운반선에 의한 외래종의 정착 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대형 선박이 좌초되기라도 하면 생물

군집이 괴멸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간에게도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희 연구자들은 서둘러서 갯벌을 교육 연구 장소로 활용하는 분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현지 주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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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협력, 타케하라시와 시마네현 담당 부서와의 상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투구게 전문가그룹, 투구게를 지키는 모임 회장, 일본어류학회, 일본생

태학학회 추고쿠시코쿠지구회, 일본저서생물학회, 일본조개류학회, 연체동물다양성학회 등 각 자연보

호계 임원회가 모여 기업에게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제삼자의 평가를 받을 것을 제안하였

으며, 문제 발생시 계획 자체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히로시마현과 환경성에는 기업에

게 적절한 조언을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치갯벌은 환경부가 선정한 "생물다양성 관점에서도 중요도가 높은 습지"인데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계획을 진행시키려는 겁니다. 

올해 국회에서 개정된 "세토나이카이 환경보전 특별조치법"에서도 갯벌 보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

한 동향에도 역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치 갯벌에는 투구게를 비롯해 70종이나 되는 멸종위기종이 서

식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교육자 연구자들도 생물다양성이 높은 곳이라 평가하고 있고 세계적 연구업

적도 이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 초등학생 일반 현지인에게도 환경교육으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행정담당자는 

한 번쯤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업체의 설명으로는 20년 정도만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 댓가는 세계

의 보물을 영원히 잃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새만금 수라갯벌과 생태계 변화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단장

새만금 개발은 우리나라 현대사에 정치와 개발이 어떻게 자연을 대하여 왔는지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개발의 모습이다. 2000년 개발과 보존의 대립은 민관합동공동조사단을 만들었지만 파행으

로 끝이 났다. 2003년에는 종교계 인사 등 300km에 가까운 삼보일배로 보존이란 희망의 물결

을 이루었다. 하지만 2006년 4월 마지막 끝물막이로 방조제가 막혔다. 2011년엔 본격적인 내

부 개발을 위한 방수제 공사가 시작되었다. 새만금은 이후 준설과 매립으로 광활한 하구갯벌의 

연안습지는 끊임없이 훼손되거나 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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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라갯벌과 신공항 

새만금은 서울 시내의 3분의 2를 넣을 수 있을 만큼의 광활한 면적의 갯벌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너른 갯벌은 대부분 사라졌고, 군산쪽 수라갯벌은 유보용지란 이름으로 현재의 모습으로 

남게 되었다. 왜 20년간 유보용지였을까. 그리고 지금 왜 신공항이란 이름으로 기존 미군공항과 

불과 1.3km 떨어져 진행되고 있을까. 지난 2021년 11월 2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새만금 신공항 사업은 ‘미공군의 제2 활주로 건설사업에 불과’하다고 기자설명회를 통해 미군공

항 확장 계획의 꼼수라는 것을 주장했다. 미군은 이미 과거 미공군 주변 땅을 미군측에 달라고 

요구했고, 그 최외곽에 신공항이란 이름으로 국토부가 계획을 세웠다. 신공항의 항공기 관제권

도 미군이 가지려 할 것이며,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없던 미군 공항과 새만금신공항과 사

이를 연결하는 유도로를 추가하여 유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더욱이 군공항과 1.3km 떨

어져 있는 사이의 유보용지로 되어 있던 수라갯벌을 향후 미군이 사용하겠다고 하는 숨은 뜻이 

있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이미 수년 전 미공군 주변 ‘하제’마을의 3,000여명의 주민을 

이주시키며 군공항 확장을 진행하는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수라갯벌이라는 곳은 만경강 수역의 군산미군기지와 하제 그리고 내초도와 비응도 사이에 있는, 

남북으로는 6.5km와 동서로 최대 4km에 가까운 넓은 폭을 가지고 있었던 삼각형에 가까운 하

구갯벌을 말한다. 

이곳에는 저어새, 검은머리물떼새와 검은머리갈매기, 큰기러기와 수달, 흰발농게, 금개구리 등 

환경부가 지정한 다양한 법정보호종이 살고 있는 새만금의 중요한 생태 서식지다. 

또한 인근 금강하구의 유부도와 장항갯벌이 사리 때 만조가 되면 갈 곳 없는 도요새의 중요한 

휴식처로 그 중요성은 지금도 유효하다. 

지금은 새만금 호소를 만들며 –1.6m로 해수면보다 낮게 관리하고 있어 과거 갯벌이었던 많은 

부분이 염습지로 변했으며 육상식물이 자라고도 있다. 물끝선도 멀어졌으나 해수량의 변화에 따

라 언제든 갯벌이 복원될 수 있는 완충구역을 가지고 있고, 갑문을 열어 자유롭게 해수유통을 

진행한다면 현재의 갯벌보다 50%정도는 갯벌로 복원될 것으로 여겨진다. 

새만금 신공항과 보전운동 

새만금 신공항 부지의 수라갯벌은 새만금 갯벌의 마지막 원형지다. 

이를 지키기 위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전북 46개 단체와 개인)이란 연대체로 신공항 

반대운동을 하고 있으며, 더 현실적이고 생태적인 보존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7월에 우리

나라의 4개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는데, 2025년 제45차 세계자연유산위원회에서 

수라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추가되길 염원하고 있다. 

이곳은 2019년 새만금신공항이란 이름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이지만 다양한 환경적 문

제 및 버드스트라이크와 같은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환경부는 국토부의 보고서를 보완하라고 

10월 20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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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라갯벌의 새만금신공항 중요 상황 및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진

행 상황>

☐ 2021년 4월 12일 시민사회단체 토론회, <새만금 신공항, 과연 필요한가?>

☐ 2021년 6월 14일 기자회견 (46개 단체 및 개인), <수라갯벌 금개구리 서식>

☐ 2021년 6월 8일 기자회견 <새만금 신공항 예정부지에서 멸종위기 2급 흰발농게, 집단 서식 

확인>

☐ 2021년 6월 15일 기지회견, < 새만금 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면죄부 가득 >

☐ 2021년 8월 18일 기자회견 <탄소중립 역행, 제6차 공항개발계획 전면 재검토하라> 

☐ 2021년 10월 6일 천막 농성 돌입, 전북환경청 앞

☐ 2021년 10월 7일 보도자료 < 수라갯벌 상공에서 버드스트라이크 사고 >

☐ 2021년 10월 20일 환경부 국토부에 보완 요청

☐ 2021년 10월 21일 기자회견 <새만금 신공항이 아닌 새만금 확장사업에 불과>

   국토부는 ‘새만금 신공항’이란 이름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 하지만 환경부는 국정감

사에서 장관 입을 통해 기존 군산공항의 확장사업 정도로 가볍게 생각. 국토부는 환경부에 

‘그냥 있는 공항 확장하는 것이니 넘 고민마요’로 주문하는 꼴.

☐ 2021년 11월2일 기자설명회, <새만금 신공항, 미공군 제2 활주로 사업에 불과>, 결국 미군

공항의 확장사업을 국토부가 사업에 반영하고 있음이 밝혀짐. 미군 요구안 : 신공항 관제 미

군이 하겠음/유도로 추가 결정/미군공항과 신공항 사이 유보용지 달라

거버넌스로 이룬 반딧불이와 함께하는 인천 장수천

최혜자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 사무처장)

○ 인천의 하천현황

옛날부터 도시의 발달은 하천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하천 가까이에 도시가 위치함으로써 비옥한 

토양과 용수확보, 오물처리,교통, 국방 등 여러 가지 이점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도심하

천은 도시에 위치함으로서 자연하천과 비교되는 몇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먼저, 도심하천은 도심

과 도시외곽의 생태계를 연결하는 선형 녹지축으로서의 잠재적 가치가 매우 높음에도 다양한 형태의 

개발압력에 노출되어 있다.

다음으로 자연경관 보다는 인공경관이 지배적이며, 건천화 및 수질오염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특

성 등을 가진다. 인천에는 2개소의 국가하천과 30개소의 지방하천이 있으며 대부분의 하천이 도심지

를 통과하고 있다. 인천의 지역적 특성은 산지는 높지 않고 해변에 인접하여 평야 발달이 적고 산지

의 기복이 낮으며, 산이 적고 동쪽 구릉지와 해안까지의 거리가 짧아 큰 하천의 발달은 없다.

인천지역의 산지는 거의 대부분이 200m 미만의 구릉성 산지며 굴포천을 제외하면 대부분 유로 

10km 미만의 소규모 지방하천 규모이다. 1960년 이후 도시화ㆍ산업화가 되면서 인천시내 하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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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은 자정작용 한계를 벗어난 오염물질 유입으로 수질이 악화되어 하천기능에 한계를 보여왔다.

인천은 지속적인 인구증가, 산업시설의 증대에 따라 하천 등으로 미처리 된 생활하수의 무분별한 방

류, 폐수배출업소 증가와 일부의 부적정한 산업폐수 유입, 포장면적 확대에 기인한 비점오염원으로부

터의 유출수 증가로 오염물질 배출 부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하천수질 환경기준 5등급을 훨씬 초

과하는 도시지역의 하수도 역할을 하고 있다.

○ 거버넌스에 의한 인천 하천살리기

인천하천살리기는 1990년대 후반부터 인천의제21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장수

천을 필두로 승기천 등 도심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코자 노력하였으나 시민참여의 부족과 공무

원 중심의 사업추진에 의한 한계로 하천의 실질적인 개선효과는 별 진전이 없었다.

승기천변에서 개최된 2003년 3월 제11회 세계 물의 날 기념식 후 펼쳐진 하천정화활동을 통해 인

천하천 오염의 심각성이 제기되었고, 인천의 하천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었다.

인천에는 하수구만 있을뿐 하천은 없다던 인천시가 도심 하천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점을 감안

하여 2003년 5월 「시민과 함께하는 “푸르고 깨끗한 하천만들기” 종합계획」을 발표 맑고 푸른물이 

흐르는 하천조성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명망가 위주에서 탈피하여 하천살리기운동의 취지와 목

적에 뜻을 같이하고 전문성과 실무력을 갖춘 실천가 위주로 조직을 구성했으며 그 결과로 2004년 1

월에 전국최초로 하천살리기 지원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는 인천광역시하천살리기추진단을 구성하여 민ㆍ관이 합동으로 하천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인천

의 하천을 살아 숨쉬는 하천으로 만들기 위하여 민ㆍ관의 파트너십에 의한 살아 숨쉬는 인천하천살

리기 사업추진 등 추진단의 주요사업 내용과 공동 추진단장 2인을 포함한 60인이내의 추진위원으로 

구성하고, 추진단장은 정무부시장과 민간대표 1인으로 하는 등 추진단 구성에 관한 사항, 추진단 사

업추진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 제출 및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다.

○ 현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에서 소래포구를 통해 바다로 흘러드는 유역면적 19.64㎢ 길이 7.63km인 

지방 하천으로 하천시점부에서 수연교를 흐르는 장수천의 상류는 대공원 하류부분 좌안측 생태습지 

및 반딧불이 서식지가 위치하고 있고 인천대공원 구간은 수변식생이 양호하고 전반적인 자연하천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다. 수연교에서 만수천 합류점까지의 장수천 중류지역은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을 

통해 조성되었다. 

○ 역사

장수동은 구한말 인천부 조동면에 속했던 지역으로 장자골, 만의골, 무네미 등 세 개의 마을이 있었

다. 1871년 발간된 『인천부읍지』나 1843년에 발행된 『경기지』에 보면 장자골에 대한 기록은 나오

지 않는다.

이들 마을은 1906년 인천부가 동네 이름을 확정할 때 한자로 장자리, 만의리, 수현리로 바뀌었기 때

문에 1910년경에 나온『조선지지자료』에는 장자골이 장자동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다. 1914년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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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행정구역 개편 때 일제가 이들 3개 마을을 하나로 합하면서 장자리와 수현리의 앞 글자를 하나

씩 따서 만든 이름이 바로 장수동이다.

그러나 두 개를 합해 이름을 지으면서도 장자리의 ‘장(壯)’은‘길 장(長)’으로 바꾸고, 수현리의‘수(水)’

자도 자기들 마음대로 ‘목숨 수(壽)’로 바꾸어 버렸다. 장자리라는 지명은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인데 대개 ‘힘 잘 쓰는 장사가 살았다’거나 ‘부자(장자)가 살았다’ 또는 ‘맏아들(장자)이 모여 

살았다’는 등의 전설로 이어지곤 한다. 전설로만 보면 장수동의 장자골은 이들 가운데 8명의 장사 

이야기와 관련돼 있다.

○ 장수천 조성사업

1. 사업명 : 장수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2. 목 적 : 도시산업화로 인하여 오염된 장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친자연형하천으로 정비하여 자연

생태계 복원에 기여하고 수변 녹지공간 및 휴식공간 확보로 시민에게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사업기본방향

- 치수안정성 및 이수기능 확보

- 환경관리를 위한 하천환경 정비계획 수립

- 하천수질 정화로 자연하천으로 복원

- 수변 녹지공간 및 휴식공간 확보로 시민에게 쾌적한 친수공간 제공

4. 사업개요

- 위 치 : 남동구 만수동 ~ 서창동 만수처리장

∙ 수량 및 수질확보 수질환경개선 계획 수립

∙ 하천공간 정비계획 수립

∙ 자연형하천조성 및 생태계 보전계획 수립

∙ 친수공간 조성계획 및 시민휴게공간 조성계획수립

- 테 마 : 반딧불이와 함께하는 하천

- 규 모 : 자연형하천조성 1.6km 폭 21~27m

- 사업기간 : 2006년 3월 ~ 2008년 12월

- 의견수렴 : 

∙ 2004년 06월 장수천 자연형하천 조성을 위한 공청회 개최

∙ 2005년 10월 장수천 주변의 통합적 조성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2006년 03월 장수천 테마설정 토론회 개최

∙ 2006년 06월 장수천 생태조성 위한 습지조사, 유지용수 공급방안 수립

∙ 2006년 07월 장수천 통합적 조성방안 수립 간담회

∙ 2007년 12월 장수천 2단계 실시설계 최종 주민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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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2월 공사발주 행정절차이행 및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착공

∙ 2008년 12월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준공

○ 장수천 통합적 조성을 위한 노력

장수천 1단계 사업을 통해 장수천 상류는 도심하천 중 유일하게 생태계가 건강한 하천으로 변화되어 

갔다. 장수천 살리기의 효과가 크다보니 장수천 주변에 과다한 개발계획들을 너나없이 발표하기에 이

르렀다. 

대표적인 예가 장수천변 습지는 장수천 테마인 ‘반딧불이와 함께하는 하천’으로 조성하기위한 반딧불

이 서식처 역할을 하여야 할 곳임에도 주5일제 도입에 따라 장수천변 습지를 청소년 숙박시설과 X

게임장 등으로 개발하려는 가정청소년과의 발표였다. 

이에 하천살리기 주무부서와 추진단에서는 전문가와 시민, 언론이 참여하여 장수천 주변 습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습지조사를 통해 도심하천에서는 볼 수 없는 수생식물(큰부들과 올챙이 자리)과 수서생

물(민물조개, 물달팽이, 물장군, 도룡뇽)등이 서식하고 있음이 조사되었다. 조사결과를 근거로 인천시 

관련부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장수천 주변 습지를 자연생태학습장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고 관련부

서들 모두 이에 공감하여 장수천과 장수천 주변의 습지를 통합적으로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후, 인천대공원에서는 장수천 테마인 ‘반딧불이와 함께하는 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장수천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2007년 반딧불이 서식지 조성 연구, 2009년 묵밭을 계단식 논으로 조성

(논습지), 2012년 반딧불이 은행을 통해 ‘반딧불이 3,000여개체 방사’를 하였고 드디어 2013년 반

딧불이가 장수천에서 관찰, 2014년 시민개방 행사를 통해 인천시민과 반딧불이가 감격스런 만남을 

갖게 되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반딧불이 축제를 통해 매해 약 1만여명의 관람객들이 반딧불이

에 영향을 최소하하기 위한 지침을 지키며 반딧불이 관찰을 하고 있다.

장수천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시민들은 장수천 테마 선정이후 반딧불이가 실제로 돌아올때까지 하천 

정화활동과 논습지 조성에 직접 참여하여 볍씨 고르기부터 모내기와 벼베기에 참여하여 논습지 모니

터링 및 논습지 보전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반딧불이 도시들을 방문하여 서로의 경험들을 나누고 

모범사례를 장수천에 적용코자 하였다.

○ 장수천 살리기 활동의 의의

반딧불이가 되돌아온 장수천은 어린 청소년들에게는 훌륭한 생태교육장이 되었고 주민에게는 하천행

정에 직접 참여하는 열린공간을 제공하였고 축제의 장으로 삭막한 도시에 사람과 사람 도시와 자연

을 잇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반딧불이와 함께하는 하천으로 되살아난 장수천과 시민들의 노력은 

한국 강의날대회에서 반딧불이상을 수상하여 일본 강의날대회에 초청받아 사례발표도 하였다.

장수천은 시민과 함께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하천담당부서인 인천시 환경국 수질환경과의 열

린행정과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이 주민과 함께 살려낸 대표적인 도심하천으로 하천의 일률적 조성을 

지양하고 인천 고유의 특색있는 하천살리기로 각 부서간 상충되는 계획을 합리적 과정을 통해 조정

하여 상호간 활용가능한 윈-윈 전략을 채택함으로서 인천 장수천은 하천살리기의 모범으로 좋은 사

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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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tee 5. ☼
Organization Name: Friends of Wetlands and Birds

Project Title: A Round-table Conference with Local Organizations from Migratory 

Waterbirds Flyway

Project Period: 2021. 10. ~ 2022. 3. (5 months)

1. Background

- Recognizing the insufficient policy dialogues and policy recommendations from civil 
society organizations due to the lack of information exchanging and sharing among 
the local NGOs around the EAAFP FNS and provisional FNS regions 

- The round table conference can be held through the exchange of information 
between domestic EAAFP FNS in RO Korea and provisional FNS regions an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the ecosystem centered on migratory birds in the 
EAAFP FNS and provisional FNS regions in Korea. The outcomes of the round table 
can be reflected in national policies. 

- Efforts will be made to preserve and expand the EAAFP FNS through sharing 
cases and policy supplementations in domestic EAAFP FNS and provisional FNS 
regions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Ramsar Conference of Parties 
(COP).

2. Implementation and Results

1. Preliminary Consultation to prepare for the Round-table Conference (1 time)

A. Topic: Expansion of Wetland Protection Areas, Reporting on the PA 
Management Status, and Future Cooperation Plan 

2. Wetland Round-table Conference (Korea-Japan Wetland Forum). 1 night and 2 
days)

A. Topic: Sharing the Status of Wetland Conservation and Future Cooperation 

B. Results

i. Presentation of the current status and field activities in Korea (6 
people) and Japan (5 people)

ii. Participation in the Multilateral International Environment Convention 
related to wetlands (COP 14, etc) and Cooper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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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eeting to implement the results of the round-table (4 times)

A. Announcement of Korea-Japan Joint Statement during the 2022 Wetland 
Day 

B. Discussion on the role of the organization to register entire Korean tidal 
flats to UNESCO

C. Decide the theme of the side event to be organized at Ramsar COP14 in 
Wuhan: 'Natural Flow of Water (based on IUCN-WCC Resolution 017)

D. Invite presenters related to "Natural Flow of Water" from Europe, the 
United States, RO Korea that are able to share the cases related to 
dissolution of dams. 

E. Identification of good and bad cases by different types (groundwater, river, 
tidal flats, etc.) in Korea and Japan

F. Prepare to present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wetlands and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the current status of wetlands at CO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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