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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습지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관리방향 제안 제 1 장

제안의 범위

제1절 무엇을 위한 제안인가

제2절 논의 과정



 제1절 무엇을 위한 제안인가

본 ‘화성습지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관리 방향’은 화성습지와 인근 갯벌 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나아가 화성시, 해양수산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화성습지나 인근 지역을 관

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 실제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화성습지를 관리하는 데 실질적인 도

움이 되는 계획 수립을 안내하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관리계획’은 화성습지 보전을 위한 모든 종류의 관리계획을 의미하며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습지보호지역 지정 이전까지의 관리계획과 습지보전법 11조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습지보전계획’까지도 포함한다. 다

만 이 계획은 람사르 협약에서도 인정해줄 수 있는 효용성 있는 계획을 지향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명시하는 관리의 주체는 경기도 화성시 및 화성습지 관리협의체와 관리 이행기구이며, 관리의 대상 지

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 대한 세 가지 안이 존재한다(<그림 1>). 

 ○ 1안 : 습지보호지역을 포함한 화성습지 및 매화리 갯벌, 석천리 갯벌 전부(<그림 1>의 ①+②+③+④)

 ○ 2안 : 우정미래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추진 중인 석천리 갯벌을 제외한 화성호일대(<그림 1>의①+②+③)

 ○ 기타의견 : 도리도 일대까지 포함하는 매화리 갯벌, 화성습지, 석천리 갯벌 전부(<그림 1>의①+②+③+④+⑤)

           관리대상 지역으로 제시된 구역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  화성습지(78.7km2) : ① 매향리갯벌, ② 화성호습지에 해당하는 지역(<그림 1>).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

로 파트너십에서 인증한 화성습지 철새이동경로 네트워크 서식지(EAAF142)에서 확장된 지역이다. EAAF142 

보다 상류의 하천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안습지 지역을 더 포함하였다. 화성시에서는 화성습지 내의 연안습지

인 매향리의 갯벌 14km2는 현재 화성갯벌 습지보호지역 등록이 진행되고 있으며, 화성갯벌 습지보호지역이 지

정된 후 내륙습지 중 약 9km2 가량 또는 그 이상을  습지보호지역으로 등록할 계획이 있다.

 ○  매화리-도리도 갯벌(42.1km2) : ③ 매화리 갯벌, ⑤ 도리도 갯벌에 해당하는 지역(<그림 1>). 2020년 새와생

명의터, 화성환경운동연합에서 실시한 EAAFP 물새 생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화리 갯벌에도 노랑부리백로, 

저어새, 알락꼬리마도요 등 법정보호종 물새가 찾아오고 있으며 천일염을 생산하는 염전이 배후습지 역할을 담

당하면서 문화적, 생태학적으로 가치가 있다.

 ○  석천리 갯벌(8.74km2) : ④ 석천리 갯벌에 해당하는 지역(<그림 1>). 물새가 찾아오고 있으며 생태학적으로 가

치가 있으나, 우정읍 산업단지 계획이 있어 매립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관리계획을 작성하는 주체는 화성습지관리협의체이고, 이행하는 주체는 화성습지관리협의체에서 지정하는 기관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다만 개별 사업의 주체는 산하기구가 타 기구, 기관, 단위 및 공동체 등과 협업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행한 결과의 평가는 화성습지관리협의체가 추진하도록 한다.

관리계획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가 제시되어야 하며, 그 이행 사항을 검토하는 내용이 명시

되어야 한다.

<그림 1>   화성습지 관리 범위: ① 매향리갯벌, ② 화성호습지, ③ 매화리갯벌, ④ 석천리갯벌, ⑤ 도리도갯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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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논의 과정

화성습지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상 1,000개의 중요한 서식지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지자체의 여러 개발 계

획 및 우선순위가 밀리면서 국내외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화성방조제 설치 이후 환경 시민단체의 화성습지 생태

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속에 민선7기 이후 본격적인 생태중요성에 대한 가치가 부각되어 2018년 12월 동아시아 – 대

양주 철새이동경로 네트워크 서식지(FNS)에 등록하였다. 국내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습지 지정을 위해서는 과학적

인 근거가 필요하여 이에 2020년 4월 화성시와 EAAFP 사무국의 협약이 체결되었고 화성시는 생태전문가로 구성된 

생태조사, 지역주민활동, 알락꼬리마도요 네트워크 구축, 철새이동경로 알락꼬리마도요 보전 활동 지원 활동을 1년 동

안 진행해왔다. 진행과정 중 여러 차례 화성습지의 생태적, 경제적 가치는 입증되었지만 구역별 다른 관리주체로 인한 

국가적 차원의 보전이 늦어짐을 고려해 우리나라의 통상적인 절차가 아닌 생태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를 토대로 사전 

지침 설정 및 관리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되었고 2020년 12월 화성습지 국제심포지엄에서는 현명한 이용에 

대한 논리를 세우고 논의가 진행되었다. 

습지의 현명한 이용(Wise Use)이란 해당 생태계의 자연적 특성이 유지되는 틀 속에서 인간에게 혜택을 주는 습지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말하는데, 심포지엄에서는 EAAFP 사무국에서 제안한 세 가지 전제 원칙에 따른 여섯 가지 주제

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 세 가지 원칙은, △ 첫째, 화성습지가 가지고 있는 생태적 특성을 유지하거나 향상시켜야 한

다. △ 둘째, 화성습지의 다양한 요소(수문학적, 생물학적, 화학적, 경제적)간 상호작용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 셋

째, 화성습지와 인근 지역(육지, 수역 부분)의 현명한 이용을 정의 내리고 보장해야 한다. 여섯 가지 주제에 따른 토의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2020 화성습지 국제심포지엄 세션2 주제별 토의 의견

주제 의견

주제 1 : 

화성습지의 현재 

가치

• 비용 -   편익분석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습지의 가치를 충분히 알고 있으므로 보전 노력이 더욱 필요함

• 철새 같은 대형 생물의 서식으로 습지의 가치를 짐작할 수 있음

• 습지는 단위면적당 63억의 가치가 있으며, 화성습지 13km2가 사라지면 최소 820억이 손해임

주제 2: 

화성습지의 현명한 

이용 참여 증대

• 투명한 정보를 공유할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지금 어민 등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함

• 위원회와 별개로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화성습지의 영구적인 관리단을 만드는 게 중요함

• 기존에 정부가 약속했던 부분은 어떻게든 결론이 나야 함. 지역민들의 문제해결이 우선임

주제 3: 

화성습지의 

위협요소 확인

• 개발사업이 가장 큰 위협임

• 과학적으로 위협상황에서의 습지의 변화를 측정해야 함

• 정부에서도 개발 사업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해야 하고, 완충지역을 설정해야 함

주제 4:

현존하는 가치를 제

고하기

• 갯벌 면적의 57%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음

• 습지보전법, 갯벌법을 조화롭게 운영하여 갯벌의 가치를 증가시켜야 함 

• 행정계획과 간척지의 토지 이용 계획에도 화성습지 가치 결과 반영해야 함

주제 의견

주제 5:

화성습지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 지역 업무 담당자의 이해도, 대국민의 인식 증진 필요

•  담당자들의 습지에 관한 이해도, 관심과 현장관리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해수부는 연안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역에 배포할 예정임

• 인식 증진을 위해 해수부는 습지보호지역에 방문자 센터 설립을 지원함

주제 6:

현명한 이용을 통한 

지역 이해당사자들

의 이익증대

• 화성시에서 화성호 같은 간척지에 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하여 친환경 농업을 지원해야 함 

• 화성습지의 법적 보호 장치들이 필요함

• 정부는 피해어민에 보상하겠다는 약속을 잊지 말고 반드시 이행해야 함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불투명한 상황 속에 전략적인 화성습지 보전조치를 위한 관리방향 제안(

지침)을 설정하기 위해 화성시, 화성시환경재단, 새와생명의터, 화성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결합

하여 2021년 초 2차례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1회 자문회의를 진행하였다.  워크숍에선 관리방향의 주요내용(주체, 

원칙, 관리범위) 및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일정 설정이 진행되었으며 기타 지자체의 사례가 공유되었다. 주로 2020 생태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제안한 관리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람사르 습지 등록의 중요한 요소인 생태학적 특

성을 고려하여 철새들의 모든 활동경로를 포함한 구역범위가 재설정되었다(<그림 1>). 이에 따라 여러 일정시나리오 

중 2021년 매향리 갯벌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 습지 등록을 동시 추진 및 관리계획 작성을 추진하기로 결정되었다. 습

지보호예정지역의 관리위원회의 구성은 통상적인 절차이며 제안된 관리범위의 일부구역에만 해당하므로 중요전체구

역에 대한 관리권, 계획, 평가지표 설정 및 이행을 위한 사전습지관리협의체 구성에 대한 필요성에 동의되었으며 예정

지역에 대한 관리위원회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전 작업은 화성시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1차적으로 작성된 주요 내

용에 대한 당위성 및 의견은 아래 외부 자문위원의 의견을 받아 참고하였다.

<표 2>  화성습지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관리방향 제안 자문위원명단

성명 소속 및 직책

1 김충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

2 한동욱 PGA생태연구소장

3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어촌어항연구실장

4 류종성 안양대학교 해양바이오공학교수

5 최덕림 지방자치경영연구소 국장

6 서승오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 센터장

7 서경욱 경기환경운동연합 교육국장

자문회의에서는 화성시의 국가차원 습지보호지역이 등록되기 전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는 것을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

했다.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습지관리계획과 그 지침과는 다르지만 본 관리방안 제안이 생태적인 요소만 고려되지 않

고 지속가능한 이용, 건강성 평가, 사회-경제적 수치 등을 고려되어야 하며 뚜렷한 장/중/단기 목표 설정을 통해 습지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 공간별 구체적인 사업 제안(예, 역간척, 습지복원, 생태관광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제안했

다. 특히, 화성습지의 여러 이해당사자들을 고려하여 조기신뢰구축이 강조되었으며 사전습지관리협의체 구성에 대해 

동의되었다.  

제 1 장  제안의 범위 화성습지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관리방향 제안6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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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방향 제안 제 2 장

습지관리방향

제1절 습지관리방향

제2절 습지관리계획의 구성요소

제3절 사례연구



 제1절 습지관리방향

1. 역할 

  앞으로 만들어질 화성습지 관리계획은 화성습지의 가치를 확인하고, 저해하는 위협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

로 현명한 이용에 참여율을 늘리고, 가치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나아가, 관리계획은 화성습지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역이해당사자들의 이익을 증대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1) 화성습지의 현재 가치 확인

  습지는 생태적, 경제적인 가치가 높으며, 1km2당 63억 원 가량으로 알려져 있다(화성습지국제심포지엄, 2020; 해

양수산부, 2013). 습지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비용-편익 분석(Davidson et al., 2006)도 있지만, 

전문가들에 의한 정성적 평가를 바탕으로 측정하는 습지 간편평가도구(McInnes & Everard, 2020)의 방식도 있

다.

  생태적인 가치를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지표 생물들의 현황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새는 상

위포식자이므로, 새가 서식하는 생태계는 상당히 복잡한 먹이그물을 형성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화성습지의 현재 가치를 측정하면, 이를 바탕으로 이 현존하는 가치를 알리고, 보전하는 방

식을 고민할 수 있으며, 이해당사자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2) 화성습지의 현명한 이용 참여 증대

  ‘습지의 현명한 이용’은 해당 생태계의 자연적 특성이 유지되는 틀 속에서 인간에게 혜택을 주는 습지의 지속가능

한 이용을 뜻한다. 화성습지의 가치를 생각하였을 때 이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이용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세대 모

두를 위한 것이므로, 화성습지의 모든 관리계획은 현명한 이용을 원칙으로 두고 있어야 할 것이다.

  습지의 현명한 이용에 참여도가 늘수록 습지의 지속가능성은 유지하면서도 이해당사자의 이득은 증대될 것이다. 

화성습지 관리계획은 이해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현명한 이용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할 것이다.

  관리주체는 화성습지 이해당사자들과의 신뢰구축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지역주민, 특히 농민과 어민들은 

간척지 시공과정 및 보전활동의 경험으로 정부기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으며, 이를 해소할 방안이 필요하다(

화성습지국제심포지엄, 2020).

3) 화성습지의 위협 요소 확인

  화성습지의 위협요소 중 대부분은 인간 활동으로부터 비롯된다. 화성습지는 과거 남양만일 때부터 지속적으로 개

발계획이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1991년부터 시행한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은 2021년 현재까지도 진

행 중이다. 그 외에 인근갯벌 주변에 공장 건설, 석천리 갯벌 매립,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등, 여러 가지 결정되었거

나 결정되지 않은 개발계획들이 있다.

  또한, 화성습지에 서식하는 생물들에게 여러 가지 교란들이 있는데, 소음, 공사, 도로와 차량, 습지 내의 여가활동, 

보트, 저공비행기와 드론 등이 있다(나일 무어스 외, 2021). 특히, 이런 교란은 생물의 먹이활동 감소(Bélanger & 

Bedard, 1989; Berger, 1994) 및 번식 성공률 감소(Beale & Monaghan, 2004; Medeiros 외., 2007; Valente와 

Fischer, 2011) 등의 결과를 초래한다. 그 외에 개발로 인한 서식지 변화, 외래종의 유입 등도 생물종에 큰 교란이 

된다.

 화성호 내부의 오염된 수질과 인공적으로 조절되는 수량은 역시 생물종에게 위협이 된다.

  이와 같은 위협요인들과 예상되는 위협요인들을 파악하여 관리계획에 반영하면, 위협요인을 줄이거나 위협에 대

응하는 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위협사항에 따른 습지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수질의 변화, 종 구성

의 변화 등을 계속 모니터링을 한다면 위협에 의해 변화하는 생태계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해양건강성지

수 등 평가를 활용하여 위협을 관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화성습지국제심포지엄, 2020).

  예를 들어, 모니터링을 통하여 새들의 서식지 및 종의 특성을 파악하고 비행개시거리(FID)를 이용하여 구획 설정 

및 차단막, 탐조대 등의 위치를 정하여 교란을 최소화하는 등이다(나일 무어스 외, 2021).

●    순천만은 생태보전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 도시지역, 생태경계지역으로 구분해 순천만 기초구상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생태보전지역과 완충지역에 대해서는 종보전 계획, 서식처 보전계획, 생태관광계획 등을 수립하였다. 

●    순천만 생태보전의 기본원칙 : 지속가능한 이용, 멸종위기종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대,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공평한 비

용부담, 지역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편익제공,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적 협력

●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편익을 제공하는 등 기본 원칙에 따라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키고 있다.

[사례연구 – 순천만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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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성습지의 가치 향상하기

  관리계획은 화성습지의 가치를 향상하기 위하여 목표를 세우고, 이행을 추진해야 하며, 여러 가지 제도들을 활용

하여 나아갈 길을 제시하여야 한다. 

  모니터링, 여러 논의와 행사에 참여하여 행정계획을 준비하도록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활동, 화성습지 관리

협의체 구축 등이 모두 가치 향상에 역할을 할 것이다.

5) 현명한 이용을 통한 지역 이해당사자들의 이익증대

  화성습지의 지역 이해당사자들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각 이해당사자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과 동시

에, 생태계의 가치향상이 주는 이해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법적 보호 아래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이익을 증대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갯벌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후 습지보전법에 의거한 관리를 받을 것이나, 간척지 

안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다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마이포습지에는 홍수로 인한 습지의 매몰, 맹그로브 지역 관리, 겨울철 물새 보전, 보전지역 주변의 개발압력, 수질오염, 

습지의 현명한 이용, 기후변화, 크게 7개로 위협요인을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각 서식지에 맞춰 목표를 설정하고 파악

한 위협들을 이어서 유기적으로 파악하였다.

[사례연구 –  마이포습지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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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마이포습지 주요 위협과 서식지 유형별 대응

●   마이포습지는 관리계획에 따라 모니터링을 하고 습지의 건강성을 저해하는 위협들을 파악하여 유형과 정도를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이는 관리계획을 갱신할 때 반영되어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관리계획의 수립 초기단계부터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그들의 이익증진이 습지관리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공한다. 복잡하게 구성된 사회공동체일수록 초기에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작업하여 습지 분석활동(토지사용 지도화)

을 하면 지역 관습 및 구조와 잘 맞아떨어지며, 습지의 가치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사례연구 – 아델레이드 국제조류보호구 관리계획]

 제2절 습지관리계획의 구성요소

국내외 관리계획들은, 습지현황 분석, 관리계획의 방향성, 세부전략, 목표, 주요사업, 재원 확보 방안 및 성과 지표 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 람사르협약 제8회 당사국총회의 습지관리계획 가이드라인에서는, 서문/정책, 설명, 평가, 목적, 실

행 계획과 같이 구성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그림 3>). 세부적으로는 생태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문화적 특성, 

다른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분류하고 있다.

이해 관계자 및 
지역 공동체와

소통, 협상

전문 / 정책

묘사 / 설명

4. 실행계획
4.1 프로젝트   4.2 프로그램   4.3 연간검토   4.4 주요검토 혹은 회계 감사

생태적 특성
2. 평가 

특성확인

생태적 특성
3. 목적, 근거

1) 요인
2) 재료설정
3) 목표
4) 근거

사회경제 특성
2. 평가 

특성확인

사회경제 특성
3. 목적, 근거

1) 요인
2) 재료설정
3) 목표
4) 근거

문화적 특성
2. 평가 

특성확인

문화적 특성
3. 목적, 근거

1) 요인
2) 재료설정
3) 목표
4) 근거

기타 특성
2. 평가 

특성확인

기타 특성
3. 목적, 근거

1) 요인
2) 재료설정
3) 목표
4) 근거

<그림 3>  람사르협약 총회에서 제시한 습지관리계획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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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사례연구

1. 송도갯벌 및 대부도 갯벌

  한국의 송도갯벌과 대부도 갯벌은 한국의 습지보호지역으로서 관리계획을 가지고 있다. 두 갯벌의 관리계획은 문

헌 연구와 모니터링 결과, 기존의 제도, 사회경제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관리계획을 작성하였다(<표 3>). 계획은 

기본방향에 따라 전략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세부전략과 추진 전략목표, 주요 사업 등을 제시하고, 재원 확보와 성

과지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습지보호지역인 두 지역은 한국의 습지보호법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있다. 반면에, 화

성습지는 일부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므로, 법적구속력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관리 방안들에 대해 고

민해야 할 것이다. 

<표 3>  송도갯벌 및 대부도갯벌 습지관리계획 내용 구성 예시

내용 예 1 : 송도갯벌 예 2 : 대부도갯벌

관리계획 기본 방향 관리계획 기본 방향 

대부도 람사르 습지 관리 방향 및 전략

• 비전 및 목표

• 관리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 대부도 람사르 습지 관리 전략

세부전략 및 주요 사업

• 추진 전략목표 및 실천 내용

• 주요 사업

세부전략 및 주요 사업

세부전략

주요사업 발굴

대부도 람사르 습지 관리 전략  

1. 람사르 습지와 생물의 보존 

2. 람사르 습지 생태관광 추진

3. 람사르 습지간 협력 증진

4. 람사르 습지 관리 역량 확보

※  세부사업별로 사업 내용, 사업주체, 소요예산 및 

     기간, 기대효과 등 기재

단계별 관리 사업

• 사업주체

• 일정 및 예산

• 근거 법령

단계별 관리 사업

전략 1. 적극적 보전

전략 2. 현명한 이용

전략 3. 국제적 중요한 습지

전략 4. CEPA 강화

※  세부사업별로 사업 내용, 사업주체, 소요예산 및 

    기간, 기대효과 등 기재

재원 확보 방안 및 

성과 지표

소요재원 및 재원 확보 방안

소요재원 

재원 확보 방안

추진일정 및 성과관리 방안

예산의 확보방안

전략별 추진 일정

전략별 성과 지표

2. 홍콩 마이포 습지

홍콩 농어업 보전부(Agriculture, Fisheries and Conservation Department, AFCD)와 WWF-홍콩이 관리주체로서 

마이포습지를 공동 관리하고 있다. 

WWF 홍콩이 주도하여 람사르 습지 관리전략과 관리계획(Ramsar Site Strategy and Management Plan, RSMP)

을 5년을 주기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정비한다. 2013-2018년의 5개년 RSMP를 마친 후 현재 2019-2024 5개년 

마이포 자연보호구역 계획을 진행 중이다. 이전 2013-2018년의 RSMP는 93%의 계획 이행률을 보이며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고 평가한다.

이 계획 중에는 구역별 식생, 외래종, 수질 관리가 포함되었고 이 밖에 물새 먹이 제공을 위한 배수 관리, 포식성 

어류 제거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모니터링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저어새, 오리, 물새 등 마이포 습지를 

방문하거나 월동, 번식하는 조류들의 개체 수 통계, 위협 요소가 잘 확립되어 있다. 이 자료는  2019-2024년의 관

리계획 수립에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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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방향 제안 제 3 장

파트너십 구축

제1절 이해당사자

제2절 이해당사자간 신뢰구축

제3절 습지관리협의체 구성

제4절 사례연구



 제1절 이해당사자

1. 화성습지 이해당사자의 개념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제시하는 9개의 주요 그룹은 여성, 어린이와 청소년, 원주민, 비정부기구, 지방 당국자, 노

동자와 노동조합, 비즈니스 및 산업, 과학기술 공동체, 농민이며, 이들을 지속가능발전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람사르 협약에서는 집중할 이해당사자들에 대해서 5개 단위로 제시하였으며, 이는 일반시민, 여러 단위의 정부관계자,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 기업, 학계이다. 

화성습지는 연안습지와 내륙습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지역주민과, 근방 공장의 2차 산업 종사

자, 기타 관광 및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있으며, 간척지 시공 및 관리로 인한 공기업과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관련된 정

부기관, 지방정부 및 개발사업에 따른 인근 지방정부, 철새이동경로 네트워크 서식지과 관련된 국제기구, 주변 기업, 

국내외 화성시 연구조사자 등 여러 가지 현안과 활동으로 인해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자를 보유하고 있다.

2. 화성습지 이해당사자 특성

1) 일반 시민

 ○ 1차 산업 종사자1)

    화성시에는 25개 어촌계 2,100여 명이 어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화성 간척 사업 전 어민 소득은 연간 3,000

만 원 이상이 전체의 40%, 5,000만 원 이상이 13%에 달해 타 지역보다 비교적 높은 소득을 보였으나, 간척 사

업 이후에는 전체의 약 40%에 달해 간척 사업 이후 소득의 감소가 뚜렷하다. 주요 어획량과 수산물 종류도 간

척사업 이후 일반어업 비중이 줄고 양식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지난 화성습지 국제심포지엄(2020.12.1.)과 화성습지포럼(2020.11.25.)에서 어민들2)은 우선 화성호의 담수화, 

갯벌 변화로 인한 생계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을 피력하였고, 습지

보호지역 지정 시 신규어장 및 어업권에 대한 보장, 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정책 예산 수립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전달하기 위한 지역위원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화성습지 농민들3)은 급변하는 기후로 인해 

과거에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던 일조량, 강우량 및 병충해가 매년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나서 고생하고 있다. 

1)   ‘2.3. 화성습지의 현명한 이용에 관한 지역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나일 무어스 외, 2021)’ 및 2020 화성습지 국제심포지엄의 논의 결과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2) 매향리 지킴이 전만규, 매향2리 어촌계장 한갑수(나일 무어스 외, 2021)

3) 대표: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안용정

화성시의 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것이 농업

에도 이익이라고 생각하며, 간척지에 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하여 친환경 농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농민들과 어민들은 간척지 시공과정 및 보전활동의 경험으로 정부기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다. 예를 들면, 

화옹지구를 간척하면서 삶의 터전을 이전해야 했던 어민들에게 보상으로 지급하기로 한 농지 지급이 미뤄진 경

우나, 논에서 발견된 새들을 정부기관에 신고하자 농사를 짓지 못하고 충분한 보상 또한 받지 못한 경우 등을 예

로 들 수가 있다. 불신을 해소할 방안이 필요하다(화성습지국제심포지엄, 2020). 다만, 농지지급 건에 대해 2021

년 3월부터 농어촌공사에서 토지 지급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2차, 3차 산업 종사자

    화성습지 인근의 석천리에는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공장 및 남양연구소가 자리하고 있으며, 공장의 종사자

들인 2차 산업 종사자들과, 습지 근교의 요식업, 숙박업 및 낚시 장비 등 3차 산업 종사자들도 있다.

 ○ 관광객 및 방문객

   습지나 새들을 보러 도시에서 오는 방문객들이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생태교육을 위하여 찾아오기도 한다.

2) 정부기관

 ○ 중앙정부와 공기업 : 해양수산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연안습지와 내륙습지로 이뤄져 있는 화성습지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시 해양수산부와 환경부의 관리를 

받게 된다.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화옹지구의 관리주체는 한국농어촌공사와 농림축산식품부로서, 공사, 수질관

리, 수량 확보, 수문 개폐 등의 관리를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30년 전 이미 확정한 토지 이용 및 개발 

계획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정부조직이 유연해졌으므로, 필요하다면 수정할 여지가 있다.4)

 ○ 지방정부 : 화성시, 수원시, 경기도, 충청남도 서천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성습지는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화성시에서는 2018년 화성습지를 EAAFP 네트워크 서식지로 

등록하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향리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고 노력해왔으며, 국제기구인 

EAAFP 사무국과 업무협약을 통해 국제심포지엄 및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등 보전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

웃도시인 경기도 수원시는 권선구 장지동, 화성시 황계동 일원에 위치한 군공항을 이전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작업하여 2017년 화성습지의 내륙습지이자 화옹단지 내부를 수원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발표하였다. 화성

4) 최강원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수자원환경연구실장 의견(2020. 화성습지 국제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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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화옹지구를 이전후보지로 선정되게 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

    화성시는 상징새인 알락꼬리마도요를 보전하기 위하여 한국 내에서 알락꼬리마도요가 많이 방문하는 다른 지

자체와 함께 ‘알락꼬리마도요 한반도 네트워크’를 2020년 12월 1일 구축하였으며, 충청남도 서천시,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함께하였다. 

3) 국제기구 및 지역기관

 ○ 국제기구

   화성습지가 EAAFP 철새이동경로 네트워크 서식지로 등록된 이후, 화성시와 EAAFP 사무국은 업무협약을 통

해 2020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 예로서 EAAFP 알락꼬리마도요 태스크포스에서는 인도네시아의 보전단체인 EKSAI 재단을 연결

해주어 조류동정 작업 및 지역주민 교육을 지원하였다.

   또한 화성시는 2020년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이클레이’에 가입하여 지방정부간 여러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다. 

 ○ 시민사회

   화성환경운동연합은 2015~2018년에 조류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2018년 철새이동경로 네트워크 서식지 등록

을 위하여 정보서식지를 ‘새와 생명의 터’와 공동으로 작성하였고, 2018 화성호 국제심포지엄 및 2019 화성습

지 국제심포지엄을 주관하였다. 2020년에는 EAAFP 사무국 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토

론회, 강연회를 열고, 청소년 동아리 활동 및 시민조사단을 구성하는 주민사업을 진행하였고, 2020 화성습지 국

제심포지엄을 공동주관하였다. 

   ‘새와 생명의 터’는 철새이동경로 네트워크 서식지 등록 및 2020년 물새 위주의 생태조사를 진행하였고, 주저자

로서 ‘화성습지의 현명한 이용 2020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화성시생태관광협동조합은 화성습지에서의 생태관광을 진행하고 있으며, 화성호와 매향리에서 탐조활동이나,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탐방 등을 진행하고 있다. 화성시 관광과와 결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유엔의 지방의제21,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바탕으로 활동하는, 화성시청과 시민사

회간의 거버넌스 기관이며, 화성환경운동연합, 동탄수수꽃다리, 시화호에코피플 등과 함께 화성바이오블리츠

를 추진하고 있으며, 화성시티투어를 운영하여 화성호 철새탐조와 매화리 염전의 염생식물과 철새들을 소개하

고 있다.

4) 기업

화성습지 인근의 석천리에는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공장 및 남양연구소가 자리하고 있으며, 석천리 매립 추진을 기

대하고 있다. 2021년 3월 ㈜정우이지텍에서 기존 6년간 보유해온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근방의 토지에 온천관광호

텔을 지으려고 사업계획안을 재출했으며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여 재심의하기로 결정된 상황이다.

5) 학계

경기연구원(송 외, 2008), 농어촌연구원(농어촌연구원, 2020), 물새네트워크, 새와 생명의 터, 국립생물자원관 등에

서 수질, 생태조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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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이해당사자간 신뢰구축 
5)

1. 이해당사자의 신뢰구축의 원칙

  습지보호지역과 람사르 습지 등록이라는 보전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전을 위한 이해당사자 그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구성할 시 부문, 연령, 성, 지역 6) 등을 포괄하여야 한다.  

  보전그룹 운영의 핵심이자 동력은 내부 구성원간의 신뢰성이다. 보전그룹에서는 의사결정 시 신뢰성에 입각한 숙

의민주주의적(deliberative democracy) 원칙들이 적용되어야 하며 일방적, 단기간적 프로그램보다는 쌍방향의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는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보전그룹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서는, 향후 지역의 정치적 변화에도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보전의 원칙이 동

의된다면 다양성과 포용성, 평등성, 그리고 상호존중에 입각하여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핵심 이해당사자들이 운영 

방향을 정하는 초기부터 참여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운영의 원칙이 신의에 바탕을 두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 참여의 기회는 공정한지, 의사소통의 방식은 민주

적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하다. 

2. 이해당사자 7)들의 학습 및 역량강화 

  화성습지가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뤄질 수 있기 위해서는 보호의지가 강한 이해당사자 그룹이 상호협력의 기회를 

가지고 학습기회를 통해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돕는 지속적인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히 중요한 정책결

정자나 습지 관리자, 현장모니터링을 수행하는 NGO, 연구조사를 하는 전문가그룹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공유받고 

학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지원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부역량 강화는 이후 지역공동체와 교류나 개발

관련 주체들과의 의사소통 시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더불어 습지 주변에 위치한 지역의 공동체가 보유한 전통

지식(traditional knowledge)과 습지에서 삶을 영위하는 공동체 보유 경험 및 관점을 이해하고 이들 지식을 습지 

 5) 제2절 1. ~ 4.는 PGA습지생태연구소 한동욱 소장의 원고를 수정한 내용임. 

 6)  습지보호지역 지정 시 보호지역 지정 범위 내부는 물론 외부 영향지역까지 고려한 공간범위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차후 

보호지역의 관리에 유리하다. 

 7)  이해당사자 목록 작성 시에는 화성습지의 복잡한 이해구조를 분석하고 각 이해 영역별 당사자가 적절하게 목록화되어야 한다. 정치지도

자그룹, 사회지도자그룹, 지역지도자그룹, 종교지도자그룹, 지역주민공동체, 전문가그룹, 지역개발그룹 등과 NGO 등 보전운동그룹이 

전략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그중에는 이해당사자그룹과 의사결정자그룹, 보전그룹과 개발그룹, 관리그룹 등 이 범주별 의사소통 채널이 필요하며 이 범주는 화성습

지 특성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 

보호지역 지정 후에도 보전가치에 우선 순위를 둘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더불어 습지 방문객

에게 직접적인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지기반을 지속적으로 넓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이해당사자 신뢰구축에 대한 평가항목

  이해당사자들간의 신뢰구축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로 측정할 수 있다(Choi et al,, 2008).   

 첫째, 대중인식(public awareness) 증진을 위한 수준별 프로그램

   이해당사자별 인식수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부합하는 수준별 CEPA(Communication, Educa-

tion, Participation and Awareness) 전략들이 계획되어 있는가?

 둘째, 이해당사자의 참여(participation)

  습지보호지역, 람사르 습지의 지정과 관리계획에 핵심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강도와 수준에 대해 평가하고 이들의 

참여를 유도할 방법을 가지고 있는가? 

 셋째, 이해당사자의 리더십(leadership)

   습지보호지역, 람사르 습지 지정 등 중요한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자들의 리더십에 대해 평가하고 리더십

을 강화할 장치를 가지고 있는가?

 넷째, 정치적 지원(support)

   정치지도자(국회의원, 경기도의원, 시의원), 지자체장(화성시장), 중앙부처 담당부서장(해수부 해양생태과장, 환경

부 자연생태정책과장)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자들의 의지와 정치적 지원수준은 합당한가?

 다섯째, 제도 및 거버넌스(governance)

  이해당사자들의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층위별 제도나 장치가 존재하는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시 참고

할 만한 제도나 거버넌스 사례를 적절히 공급하고 반영하고 있는가?

 여섯째, 효율성 (efficiency)

  습지보호지역, 람사르 습지 지정 시 이해당사자 그룹이 사용하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해당 습지에

서 효율적으로 작동하는가?

 만약 제도가 있음에도 비효율적이라면 장애를 개선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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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해당사자 내 작업반(working group) 운영 사례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해 인식증진활동 작업반(CEPA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다양

한 이해당사자들간 의사소통을 지원했던 사례이다. 

  연안습지인 ‘시흥갯골 습지보호지역’ 지정 시 해양수산부에서 CEPA action plan 작성을 위한 과제를 PGA습지생

태연구소가 수행하였고 시범사업으로 시흥갯골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작업반을 운영하였다(PGA습지생태연

구소, 2009).  

  당시 시흥갯골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 그룹을 목록화하고, 그중 보호주체들을 중심으로 하는 CEPA 작업반

을 구성하여 내부 소통과 정책결정자들간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력을 강화하였으며 지역주민과 지역공동체와의 

연대를 위한 의사소통 지원,  리더십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지원이 수반되었다.  

 
5. 화성습지 이해당사자간 신뢰구축 방안
 

  화성습지를 둘러싼 이해당사자는 각각 선호하거나 기대하는 목표가 조금씩 다르다. 기존에 존재하는 지역 주민의 

화성습지 이용형태와 보상관리제도 등도 새로운 관리계획을 세우고 체계를 조직하는 데 갈등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때로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의견 차이와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한 갈등이 발생하면서 정부의 정책결정 방

향이 수정되거나 정책 자체가 무산되기도 한다.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소통, 협력을 통한 공동의 의사결정방식을 

강조하는 거버넌스나 협의체는 지역공동체가 마주하는 갈등해결방안으로 주목받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핵심 이해당사자들과의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신뢰를 통한 파트너십 

형성이 필요하다. 이해당사자들이 상호신뢰를 통해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화성습지 보전의 필요성

을 공유하고, 의사소통과정에서 진실된 정보를 교환하며, 의사결정에 동등한 권력이 주어지는 과정을 통한 상호작

용이 반복될 때, 서서히 신뢰에 기반한 파트너십이 형성되어 거버넌스가 형성될 수 있다. 또한 문제해결과 합리적 

대안생산을 위한 전문적 역량 강화는 이해당사자의 신뢰에 크게 영향을 미쳐 파트너십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 

1) 거버넌스의 구축

   화성습지에 대한 동일한 목표를 공유하는 민-민, 민-관, 민-학, 민-NGO 간의 협의체를 구축·확대해야 한다. 동일

한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지역시민단체들은 공론화를 통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연합하여 협의체를 확대해야 

한다. 당사자간에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작용이 증가해야만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수평적 거버넌스를 형성하게 된

다.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 대안의 설정은 의사소통의 시작이며 거버넌스형성의 필요성으로 작용한다. 일반적으

로 쉽게 제공되는 대안은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이지만 습지보전을 통한 지속적인 이용과 지역사회에 대한 자긍심, 

애착 등 새로운 가치의 공유와 인식 변화를 형성하는 것이 보다 장기적이며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신뢰를 통

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주민은 학습을 통해 지역문제에 관심을 높이며 참여의식과 자치역량을 함양하여야 한

다. 지역이익만을 내세우며 조건부 협상이나 보상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방향은 지양되어야 한다. 시민단체는 투명

성과 정당성, 도덕성, 전문성 등을 갖추어 시민단체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가능한 대안을 제시

하며 사회적 책임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정부는 자원과 권력, 정보를 공유하고 탄력적·협력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 정책과 연결된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전략과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지역 공동체의 의사결정을 돕고 사전

에 갈등을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을 만들기 활동의 지원, 주민협정과 같은 주민참여 관리계획의 활

성화, 지역문화연구 지원 등 이해당사자 역량 구축을 위한 지원도 병행하여 협의를 통해 협력적 거버넌스 기반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2) 습지보전에 대한 지역 주민 불신 해소

   화성의 경우 경기남부수협어촌계 중 가장 많은 수의 어민이 어업활동을 통해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습지보호지

역 지정으로 청정수산물 브랜드와 어족자원 보전과 해양생태계 관리를 통한 어장 확보 및 어획량 증가로 인한 경

제적 가치 상승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보여져야 한다. 와 보호지역 내에 어업활동 제한이 없는 부분에 대한 홍보 및 

설명회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지역 주민은 미공군사격장 폐쇄 이후 낙후된 지역에 대한 시설과 개발 욕구

가 강해지고 있다. 보전지역으로 인한 인근 마을 개발 사업에 제한이 생길 것이라는 오해와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주민사업의 지원이 필요하다. 순천만정원과 순천만습지 방문객 수는 600만 명으로 국내 주요 관광지 중 에버랜드

에 이어 2위를 기록할 정도로 국내 대표적 생태관광지가 되었다. 생태보전을 통한 생태계서비스 중 생태관광을 통

한 경제적 가치만 연간 1,747억 원이다.(순천만습지 운영 편람) 화성습지도 지역 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생태-교육-경제로 이어지는 생태도시의 선순환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시민

주도 화성습지보전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주민 눈높이에 맞는 즐거운 생태/환경/문화 교육과 지역상품 개발을 통

한 경제적 이익 창출, 소식지 제작 및 주민환경감시단 운영, 화성습지 로컬 푸드를 활용한 음식 및 수산물 판매소 

등을 통한 주민 일자리 창출, 해양쓰레기 제로존 실현을 위한 시민단체와 지역주민갯벌지킴이 운영, 어촌마을 환

경개선 등 주민주도의 보전 사업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행정과 시민단체, 주민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 화성습

지보전을 위한 주민사업은 행정편의적인 건설 사업이 아닌  마을공동체를 구성하여 소외되는 마을이 없도록 주민

의견수렴 통로를 마련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3) 화옹지구 간척농경지 활용에 대한 방안 제시 

   1991년부터 시작된 화옹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은 농지조성과 수자원 확보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30년간 

지연되고 있다. 2020년 준공된 7공구 임대농지 분양이 시작되었고 피해어민에게 우선 분양이 시행되고 있다. 영

농조합을 중심으로 나머지 간척농지에 대한 매립 사업 촉구와 농지분양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면서 화성호 담수화

를 통한 농업용수 확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내외 물새서식지는 간척사업에 따른 매립으로 훼손이 악화되고 

있다. 습지복원을 통한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필요한 시기이다. 

절대보전지역, 완충지역, 현명한 이용지역에 대한 활용계획을 민관학 협의회를 통해 마련하고 농민과 정부 간에 

친환경 농산물 재배 및 생물다양성 보전 협약 등이 추진된다면 철새의 건강한 먹이공급과 안정적 서식지를 제공할 

수 있다. 습지복원 및 조성으로 자연스러운 물의 흐름을 회복하면 수질정화의 효과뿐만 아니라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간척지의 새로운 방향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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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습지관리협의체 
8)

 구성

1. 목적

   화성습지를 습지보호지역과 람사르 습지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습지관리계획이 필요하다. 기존 보호지역 관리체

계는 근거 법령(습지보전법·자연보전법·갯벌법 등)을 제정하고 구역을 지정한 후에 보호·관리를 실시한다. 그러

나 화성습지 중 일부구간인 화성간척지는 간척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에 국제적 물새서식지이자 높은 생물다양성

에도 불구하고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습지의 생태자원을 보전관리하며 지역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생태교육자원을 유지하기 위해 습지관리협의체를 구성하여 이해당사자들

이 환경보전을 통해 생산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이익을 구체화시키고 이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는 관

리체계를 구성하고자 한다. 자연자원이나 자연생태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임이 분명하

다.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자연자원을 관리하는 가장 보편적 방법은 제한된 생태계 모니터링 결과

를 바탕으로 정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관리방안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종종 관리방안을 결정하는 과정

에서 일부 전문가들의 주관에 따라 관리방안의 논리가 결정되거나 몇몇 이해당사자들의 주장에 따라 관리방안의 

방향이 주도되어 최적화된 관리방안 도출에 한계가 노출되기도 한다. 또한 한번 결정된 관리방안은 변화하는 자연

환경에 유연하게 기능할 수는 없는 커다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다양한 계층, 이해당사자, 전문가, 행정기관의 

참여로 사전에 갈등을 해소하고 소단위에서 집중 논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습지관리협의체에서 심의, 의

결하는 방식을 제안하며 모든 과정과 내용은 공개하고 지역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 지역공동체와 관할 

정부기관, 행정청,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관리계획 수립에 참여하면서 그 혜택이 지역사회와 공유되어야 한다. 

2. 습지관리협의체 조직

   화성습지관리협의체는 화성습지 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과 중장기 계획 수립 및 결정을 하는 최고 단위로 주민

협의회와 전문가·NGO 협의회 의견을 바탕으로 제안된 내용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화성습지의 다양한 주민사업

을 지원하고 생태자원보전 및 이용 등에 대한 목표를 수립하고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협의한다. 화성습지의 체계

적이고 효율적인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대, 현명한 이용에 대한 자문과 지역 갈등 조정 등을 수행하기 위해 화성습

지관리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한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체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부위

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화성습지관리지역에 포함된 이해당사자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당연직

은 정부와 화성시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협의회 대표를 중심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8) 습지보호지역에서 법적으로 구성해야하는 관리위원회보다 보다 자발적이고 넓은 개념이다.

해당하는 자 중에서 화성시장이 위촉한다.

 

  ① 당연직 위원  

    - 정부기관: 환경부, 해양수산부, 한국농어촌공사 

    - 화성시 : 정책과, 수질관리과, 해양수산과, 화성시환경재단 

  ② 위촉직 위원 

    - 화성시의회 의원  

   - 지역주민·농민·어민 대표(지역주민협의회 추천) 

    - 국내·외 생태환경분야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전문가·NGO 협의회 추천) 

    - 그 밖에 협의체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1) 지역주민협의회

   화성습지 및 인근갯벌의 모든 주민들이 계획 수립에 수평적으로 개입하고 주도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행정

주도의 하향식 계획이 아닌 상향식 계획을 수립한다. 관리대상지역인 화성습지 및 인근갯벌의 마을(석천리, 매향

리, 궁평리, 백미리, 매화리)별 어촌계와 주민 대표자를 선출하여 습지의 보전 및 주변지역 발전과 관련해서 각종 

회의, 보고회, 토론회에 참여하여 대표의견을 제시한다. 단 재산이나 이권 등 사익 관련 사항이나 지역 민원은 배제

되어야 하며 주민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는 습지관리협의체에 마을대표 권한을 가지고 참여하게 된다. 

2) 전문가·NGO 협의회

   화성습지 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지역 현황을 검토·분석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전문적 제언과 실무

적 조언을 담당하는 연구자문기관으로 협의체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행정적, 법률적·환경적 검토를 통해 합리

적 의사결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한다. 국내외 및 국제기구 습지전문가 및 생태환경 시민단체 10인 내외로 구

성하며 화성습지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는 포럼이나 워크숍 등을 통해 의견을 종합하여 화성습지관리

협의체에 제출한다.

정부•행정 지원 및 집행단위

각 담당부서간의 역할 분담 및 법적•행정적 지원 방안 검토 및 마련

지역주민협의회

관리지역 주민대표

(어촌계+마을대표+마을부녀회+마을청년회 등)

현명한 이용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전문가•NGO협의회

국내외 습지전문가와 지역시민•환경단체

습지관리방안 정책연구와 지역포럼 및 

워크숍 등을 통한 지역공론화

화성습지 관리협의체(최종심의•의결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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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능(역할)

  연안습지(갯벌)와 내륙습지(화성간척지)를 연계한 통합적 습지관리로 국제적인 멸종위기종 조류 서식지이자 생

물다양성의 보고인 화성습지의 가치를 높이고자 한다. 개발과 보전의 갈등을 넘어 주민과 함께 현명한 보전의 길

을 선택하여 지역 경제를 이끄는 중요한 생태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협의체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화성습지 습지관리계획(습지보전계획 포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화성습지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 사이트 등록 추진

 3) 화성습지의 효율적인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방안에 대한 자문

 4) 화성습지 보호지역과 관련된 분쟁 및 갈등 조정

 5) 화성습지와 관련된 국내 및 국제사회 연계 지원

 6) 지역 주민의 이해와 협력 관련 사업

<표 4> 습지보호지역 관리위원회 구성 사례

지역 목적  구성 역할 관련 조례

안산시

대부도 

갯벌의 체계적 

보전과 

습지보호지

역의 효율적 

관리

10 이상 19인 이하

-  시의원·관계공무원

- 지역주민

-  해양생태계 NGO 및 전문가

-  그 외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사람

- 연안습지 관리사업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연안습지 보호 및 관리 등 사업선정, 시설·운영 자문

- 연안습지보호지역과 관련된 분쟁 및 갈등 조정

- 연안습지지역과 관련된 외부기관과의 연계지원

- 지역 주민의 이해와 협력 유도

안산시 갯벌

습지보호지

역관리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순천시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자문과 

공익적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함

 20명 이내

-  당연직 : 업무담당 국소장, 읍

면동장

-  위촉직 : 시의원, 국·내외 생

태환경 전문가, 생태관광전

문가, 시민사회단체, 지역주

민대표, 언론인 등

- 순천만의 효율적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자문

- 순천만 공익적 사업 추진 및 지역주민의견 수렴

- 순천만생태계보전지구 내 NGO 참여범위 설정

- 람사르 사이트 운영 및 세계자연유산등록 추진

- 시설 관련 수익사업 및 수탁자 선정

- 관람료에 관한 사항

-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사항

-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 운영 사항

- 그 밖에 심의가 필요한 사항

순천시 순천

만습지 운영 

조례

인천

광역시 

연수구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의 효율적 

관리를 위함

12인 이내

- 연수구 의회 의원

- 관계공무원

-  습지보호구역의 이해당사

자(지역주민대표 및 어촌계

장 등)

-  해양생태계 및 환경분야 학

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그 밖에 관리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환경관련단체 등)

-  습지보호구역 운영 및 자율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 협의

-  습지보호구역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등 주요사항 심의

-  습지보호구역 관련 각급기관 및 개인의 의견수렴 

및 자문

- 습지보호구역과 관련된 분쟁 및 갈등 조정

-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이용 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습

지보호지역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

영에 관한 

조례

1. 장항습지  9)

1) 관리주체

  장항습지는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의 기수역 상부에 위치한 습지로 경기도 고양시에 속한다. 장항습지의 관리주

체는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이며,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민관합동 보전관리위원회라는 자문 및 심

의 기구를 두고 있다. 환경부가 지정한 내륙습지는 습지보전법 10) 에 따라 습지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표 5> 습지보전계획의 구분 및 특징 

계획 구분 성격 계획 주체

습지보전기초계획 습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5년주기로 수립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습지보전기본계획 기초계획을 토대로 5년주기로 수립 환경부장관

습지보전실천계획 관할구역의 습지보전을 위해 수립 시·도지사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보전, 이용, 시설, 관리 등 수립 및 시행 환경부장관(환경청에 위임) 또는 시·도지사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은 총 3차에 걸쳐 수립되었으며 제1차 계획은 2007~2011년, 제2차 계획은 

2015~2019년의 관리에 활용되었으며 현재는 제3차 계획이 수립되어 2020~2024년의 관리에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보전계획에 기반하여 장항습지는 한강유역환경청과 고양시가 공동으로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영농, 내수

면 어업, 군초소 리모델링에 따른 탐조대운영, 이양된 군작전로 관리, 묵논 복원, 그리고 생태관광사업과 생태모니

터링사업,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유기, 유실동물 관리,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등의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한강유역환경청과 고양시는 지역의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협력하고 있으며 특히  (사)에코코리아, 사회적협

동조합 한강, 어린이식물연구회, 더불어에코밴드, 고양자연생태연구회, 생태교육어울림연대, 행복한미래교육포

럼, 고양환경운동연합 등 지역의 8개 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한강하구장항습지협의회와 MOU를 체결하여 습지

보전 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민관 협력사업은 주로 시민과학적 생태모니터링, 생태계교란 생물과 쓰레기 

제거, 생태교육과 탐방 분야이다. 

 

9) PGA습지생태연구소 한동욱 소장의 원고를 수정함.

10) 「습지보전법」 제5조, 제11조 및 제11조의2 ; 습지보호지역 지정·관리기관은 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절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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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한강하구 관리주체 

단위 역할

국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 습지보호지역 관리권한을 가진 중추 역할

-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관리계획 수립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민관합동 보전

관리위원회습지 
-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주요 안건 자문 및 심의 

국립생태원 습지센터

-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정밀모니터링 

- 람사르습지 등록을 위한 전문기관

-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과학 당국

국방부 9사단
- 장항습지 출입 통문 관리

- 야간 경계 업무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하천 제방 유지보수 및 하천법상 개발행위

지자체 고양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   고양시 장항습지 내 환경관련 위임사무(람사르습지 등록, EAAFP 

네트워크 서식지 관리, 생태계서비스 직불제, AI예찰, 조류서식처 

관리, 탐조대관리,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유기, 유실, 야생화된  동물 

관리, 생태계모니터링, 생태교육 등)

- 민간협의체 운영

지역공동체

지역보전 단체 : 한강하구장항습지협

의회  

((사)에코코리아,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어린이식물연구회, 더불어에코밴드, 고

양자연생태연구회, 생태교육어울림연

대, 행복한미래교육포럼, 고양환경운동

연합 등)

- 한강유역환경청, 고양시와 민관협의를 통해 자문  

-  생태계모니터링, 생태계교란 생물 및 쓰레기 제거, 생태교육, 생태

관광 등의 사업진행

지역민 조직 : 행주어촌계, 송포선단, 

장항습지영농단 

-  행주어촌계에 소속된 장항습지구역 조업 어민들은 갯골어업의 주체

- 송포선단은 소규모 어업공동체로 별도 조업 

-  장항습지 영농단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주체로서 겨울무논 조성 

및 재두루미 먹이주기 사업 운영

2) 협력 연구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은 한강이라는 국가하천의 수변부이므로 하천전문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지속적

인 연구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대학 연구자들의 연구(서울대학교, 아주대학교, 공주대학

교, 인하대학교, 용인대학교 등)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간 연구기관인 PGA생태연구소, SOKN생태

보전연구소, 한반도곤충보전연구소, 한국물새네트워크, 한국민물고기보존협회 등이 지속적으로 조사연구와 협력

을 이어 나가고 있다.  

3) 국제적 협력 

  한강하구는 2005년 제9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COP9, 우간다 캄팔라)에서 람사르 습지 등록이 천명되었지

만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2006.4.17.) 이후 2020년까지 해당 지자체들간의 이견으로 람사르 습지로 등록

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고양시는 람사르습지로 장항습지를 우선 등록하기 위해 범시민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국제

적인 협력활동을 진행하였다. 우선 장항습지를 EAAF 서식지 네트워크 서식지로 지정하기 위해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고양시 환경정책과와 (사)에코코리아가 함께 실무역량을 집중한 끝에 EAAF 143으로 등재(2019. 5.10.)

되었다. 이후 국제적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고양도시포럼에 람사르사무국 前부총장 닉 데이비슨 박사를 초빙하여 

장항습지를 홍보하였고, 데이비슨 박사는 현장방문과 토론을 통해 장항습지가 ‘온대 맹그로브 생태계(moderate 

mangrove ecosystem)’라는 독특한 특성을 가진 습지이며 람사르 습지 등재에 적극 동의한다는 의견을 피력하

였다.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장항습지는 2021년 람사르 습지 등록을 목전에 두고 있다.

2. 모타마만(Gulf of Mottama) 

1) 관리주체

  미얀마 모타마만(Gulf of Motamma)의 효과적인 습지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은 각기 다른 국가, 지방, 마을 단

위의 관리주체로부터 비롯되었다. 

  우선 미얀마 국가 단위의 연안 관리주체는 다음과 같다. 2016년 11월에 수립된 연안 자원 관리 위원회(Coastal 

Resource Management Committee, CRMC)는 미얀마 연안 자원 관리계획 수립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 습지 위원회(National Wetland Committee)는 CRMC와 같은 해에 수립되어 전반적인 국가 습지 정책을 총

괄한다. 이 밖에 어업 협정 법률 프레임워크(Fisheries and Co-management Legal Framework)가 있으며, 해

양과 담수 단위로 나누어 설립되었다. 국가 단위에서의 3개의 관리주체 구조가 지방 및 마을 단위에도 적용된다. 

  모타마만 주(State), 지역(Region) 관리주체는 몬주(Mon State) 바고지역(Bago Region) 단위의 3개의 협의체

로 구성되었다. 우선 몬주 바고지역 연안 자원 관리 위원회(Mon State Bago Region Coastal Resource Man-

agemet Committees, CRMCs)가 있으며 2018년에 신설되었다. 이 위원회의 공식 명칭은 ‘시타웡강 관리 위원회

(Sittaung Estuary Management Committee)’이며, 구성원은 국가 부서를 포함해 여러 단위의 공무원들이다. 이 

위원회는 향후 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협의체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으로 

몬주 바고지역 습지 관리 위원회(Mon State and Bago Region Wetland Management Committees, WMCs)

는 2016년 설립되어 국가 부서, 지역 대학, 민간 부문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구성원으로 있다. 습지관리위원

회가 맡은 역할이 시타웡강 관리 위원회와 중첩되어, 향후 워킹 그룹, 태스크포스 등 실무를 맡는 방식으로 지위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몬주 바고지역 담수 어업 법률(Mon State and Bago Region Freshwater 

Fisheries Laws)은 현재 몬주 정부의 어업 관련 부서에서 법안 수정 단계에 있으며, 향후 집행될 시 모타마만의 공

동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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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타마만의 공동관리 협력을 위해 마을, 타운십 단위의 제도 및 정책 역시 구비되어 있다. 우선 마을 개발 위원회

(Village Development Committees, VDCs)는 모타마만의 이니셔티브 이행 단위로서 법적 지위를 갖는다. 이 위

원회에는 마을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민, 농민, 수입 활성화 집단(Income Generating Activities Group)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역 보전활동 집단(Local Conservation Groups, LCGs)은 미얀마의 비영리 단체 BANCA(Bio-

diversity and Nature Conservation Association)의 협조로 설립되었으며, 자발적으로 물새 보전 활동을 포함해 

모니터링, 불법 어업 근절을 주도한다. 지역 보전활동 집단은 향후 마을 개발 위원회에 통합될 예정이다. 타운십 어

업 발전 연합체(Township Fishery Development Associations, FDAs)는 마을의 어업 집단의 소통 창구임과 동

시에, 정부 부서와 다양한 협력체와의 소통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이 밖에 싸톤 타운십 공동관리 지역 및 

계획(Thaton Township Co-Management Area and Plans, Mon State)이 있으며, 이들은 첫 공동관리 지역에 

500에이커 상당의 게 보전 지역을 포함하였다. 계획 내에서 주된 활동으로 불법 어업 활동을 해결하고자 하며, 싸

톤 외에도 몬주 내의 다른 두 개의 타운십 지역도 공동관리 계획 수립을 논의 중이다. 

<표 7> 미얀마 모타마만의 관리주체 

단위 역할

국가 

연안 자원 관리 위원회 

(Coastal Resource Management 

Committee)

- 연안 자원 관리의 주요한 역할.

- 모타마만의 대내외적 관리계획 대표. 

국가 습지 위원회 

(National Wetland Committee)

- 람사르 및 기타 습지 관리. 

-  연안 자원 관리 위원회와 함께 모타마만 관리계획 이행에 주

요한 역할. 

어업 협정 법률 프레임워크 

(Fisheries and Co-management Legal 

Framework)

- 해양 및 담수 어업으로 구분. 법률 역시 각기 제정.

- 담수 어업 관리에 대한 권한은 주, 지역 단위로 분산됨. 

주, 지역

몬주 바고지역 연안 자원 관리 위원회 

(Mon State Bago Region Coastal 

Resource Managemet Committees)

- 지역 내 관리계획 이행에 주요한 역할.

-  중앙정부 등 공무원들로 구성. 향후 다양한 이해관계자 협력 

예정. 

몬주 바고지역 습지 관리 위원회 

(Mon State and Bago Region Wetland 

Management Committees)

-  관련 부서 관계자 및 지역 대학, 민간 부문 등 다양한 이해관계

자로 구성. 

- 향후 워킹그룹, 태스크포스 등 실무적인 역할 위임 예정. 

몬주 바고지역 담수 어업 법률 

(Mon State and Bago Region Freshwater 

Fisheries Laws)

- 주, 지역 단위 어업 부서에서 개정 법안 제안하여 채택됨.

-  해당 개정법의 관련 조례가 모두 작성되면 모타마만의 어업 공

동관리에서 중요한 역할 수행 예정.

마을

마을 개발 위원회 

(Village Development Committees)

- 이니셔티브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기초단위. 

- 어민, 농민, 수입활성화 집단 등 여러 마을 이해관계자 포함. 

지역 보전활동 집단 

(Local Conservation Groups)

-  미얀마의 환경 NGO인 BANCA가 지원하는 자발적인 조직. 

-  물새 보전 및 모니터링, 불법 어업 근절 등 활동. 

-  향후 마을 개발 위원회로 편입 예정. 

타운십 어업 발전 연합체 

(Township Fishery Development 

Associations)

-  마을 어민 집단들과 다양한 협력 기관, 정부 사이의 소통 창구. 

2) 기타 협력 제도 
  지역 관리주체 외에도 민간 영역의 다수 이해 관계자들이 모타마만의 보전 활동에 개입되어 있다. 미얀마 어업 연

합체(Myanmar Fisheries Federation)는 공동관리 계획에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하며, 지역 및 해외 대학들과 학

계 연구자들이 모타마만의 보전 관리계획에 연계되어 있다. 이 밖에 국내 및 국제 NGO들이 모타마만의 지속가능

한 관리를 위해 파트너로서 협력한다. 

3) 거버넌스 

  모타마만의 관리계획 거버넌스 가이드 원칙 5가지에는 ‘생계 프레임워크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장경제(Live-

lihood framework and markets for the poor)’, ‘공동관리 접근(Co-management approach)’, ‘사회적 갈등 

감지(Conflict sensibility)’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관리계획이 모타마만 관리와 지역 주민 공동체 간의 공존을 중

시함을 확인할 수 있다. 

  관리계획의 결과 분석에서 이러한 거버넌스 활동은 지역 공동체의 전반적인 생계 활동을 개선시킨 것으로 분석되

었다. 우선 어업 및 농사 활동이 증가하였고 시장과 연계되어 수입을 획득할 수 있었다. 또한 농사 활동 외에 시장

경제의 발달로 수입원의 출처가 다양해졌고, 여유로워진 경제 활동은 공동체가 재난 리스크 관리와 적응 대책 수

립에 관심을 쏟을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거버넌스가 활성화되고 경험이 쌓이자 관리주체의 능력이 향상되었고, 단위들이 수립하는 정책 역시 더욱 

향상되었다. 마을 단위에서는 모타마만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교육이 보급되었고 대내외적인 인지도 역시 상승하

였다(Helvetas myanmar 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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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습지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관리방향 제안 제 4 장

목표의 설정과 실행

제1절 목표의 설정

제2절 목표의 이행

제3절 핵심 제안 사업

제4절 이행사항 검토와 

          새로운 관리 방향 작성



 제1절 목표의 설정

1. 관리계획 목표

  관리 계획은 목적에 따른 세부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른 추진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사업, 예산, 사업주체, 시간

계획, 법적 근거 등을 잘 설정하여야 한다. 관리계획의 목표는 기존 화성습지와 화성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세우도

록 하고, 이 이행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목표에 대한 지표를 세워 매 평가 분기마다 평가를 해주는 것

이 필요하다.

  화성습지와 갯벌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생태계가 있고, 각기 다른 계획이 운용되고 있으므로 각각의 특성을 파악

하여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새로 수립되는 습지관리계획 수립 시 기존의 계획들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

가 있다.

  또한, 목적과 목표는 모니터링과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것이어야 한다. 현재까지 화성습지를 대상으로 조류 등의 

생물상 조사, 수질 조사 등이 진행되었으며, 화성시, 경기도 등에서 사회 경제적인 조사를 진행하여 자료를 제공하

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화성습지 및 인근습지의 향후 계획

1) 람사르 습지 등록 추진
 
  EAAFP 사무국, 화성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새와생명의터, 화성시 수질관리과에서 논의하여 화성습지 및 

인근습지(<그림 1>) 전체 지역을 람사르 습지로 등록을 추진하는 방안 또는 매향리 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

정될 경우 우선적으로 매향리 갯벌을 람사르 습지로 등록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2021. 3.). 매향리의 화성갯

벌습지보호지역 예정지가 2021년 습지보호지역으로 등록되는 것을 전제하고 진행하려 한다.

 화성습지는 물새류만 보아도 람사르 기준 3개를 상회하고 있는 생태적으로 중요한 서식지이다(<표 1>). 

<표 8> 화성습지의 람사르 기준 충족여부

 기준 내용 화성습지 충족 여부

1
적절한 생물 지리학적인 지역 단위에서 대표적이거나, 희귀하고, 

독특한 자연적 혹은 거의 자연적 습지의 예가 될 수 있는 습지
 

2
민감한 종, 멸종위기종, 혹은 심각하게 서식처가 위협당하고 있는 

종 혹은 생태군집이 서식하고 있는 습지

국내/ 국제 기준 멸종위기종 35종

(IUCN기준 멸종위기종, 준위협종 15

종)

3
어떤 특정 생물 지리지역에서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

요한 동·식물 군집을 유지하고 있는 습지
 

4
동ㆍ식물 종의 군집이 생활사의 중요한 부분(기간)을 보내거나 환

경이 좋지 않을 때 피난처로 활용되는 중요한 습지
 

5 20,000 마리 혹은 그 이상의 물새가 정기적으로 서식하는 습지

최대 250,000개체; 5년간 매해 20,000

개체 이상(2020년 6~12월 기준 

150,000개체)

6
어떤 특정 물새의 종 혹은 아종 개체 수가 전 세계 개체 수의 1% 이

상이 정기적으로 서식하는 습지

2015~2020년 기하평균값이 1% 이상; 

총 16종

7

고유어종 혹은 해당과에 속하는 어류가 상당히 서식하거나, 습지

의 가치를 잘 대변해 주는 어류 군집이 서식하는 습지로 지구 전체

의 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습지

 

8

해당 습지가 어류의 먹이원의 원천, 산란장, 어린 물고기가 성장하

는 곳 및 회유하는 어류군이 이동하는 통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

는 습지

 

9
조류를 제외한 습지에 의존하는 하나의 종 또는 아종의 개체군이 

전세계 개체군의 1%가 정기적으로 유지되는 습지
 

  대한민국의 람사르 습지 등록을 주관하는 부처인 환경부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습지를 람사르 습지로 등록

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는 람사르 습지 등록은 국내법상 습지 관리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국내법의 영향을 받

는 습지보호지역으로 등록하여 환경부 혹은 해양수산부의 관리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 람사르 습지로 등록

하려고 하는 화성습지 및 인근갯벌의 일부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므로, 습지보호지역 지정 없이 람사

르 습지로 등록하는 과정에는 국내 관계부처들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 과정이 되겠다. 람사르 습지 등록 시 람사

르 기준 다음으로 중요한 사항이 관리계획과 관련법의 여부이므로, 사전에 관리계획과 법적 제도를 최대한 마련하

여 국내 관계부처들을 설득한 후 환경부로 람사르 등록 신청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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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습지보호지역 등록 추진 계획

  화성시는 현재 습지보호지역 등록을 2단계에 걸쳐 계획하고 있으며, 그중 1단계는 2021년 4월 현재, 습지보호지

역 지정 공청회를 완료하였고, 중앙부처와의 협의과정을 앞두고 있으며 이를 마무리하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될 것이다. 매향리의 화성갯벌은 종 조사 결과 1등급(15점 만점에 14점 획득) 습지로 모든 기준에서 최고점에 가까

운 점수를 부여 받아 연안습지로서 매우 가치가 높으며, 민물도요 등 47개종의 철새 2만~3만 마리가 서식하여 국

내 습지보호지역과 람사르 협약 습지등록 기준에 부합하고 있다.

  화성습지 전체가 람사르 기준을 상회하는 등 높은 생물다양성을 가지고 있어 생태적인 조건만으로는 습지보호지

역 등록을 꾀해볼 수 있으나, 현재 화성습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화옹지구 간척지 공사가 현재도 진행 중이어

서, 공사진행 중인 지점은 습지보호구역으로 추진할 수 없는 현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화성시는 단계별로 습지 보

호지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림 4>  습지보호지역 등록 계획

3) 화옹지구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계획

  화옹지구의 농업개발사업은 1991년부터 추진되어 2022년 공사를 마칠 예정이며, 앞으로 4, 5, 7, 8 공구의 공사를 마

칠 예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화옹지구의 토지 및 수질, 수량 등의 관리 또한 하고 있다.

<그림 5> 화옹지구 평면도 ※ 준공(외곽․1․2․3공구), 시행중(4․5․7․8공구), 미착공(6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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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정읍 석천리 갯벌 개발 사업 

  석천리 갯벌 일대의 4,942,200m²를 향후 산업단지 및 항만, 선박 수출입 항로 건설을 위한 목적으로 매립할 계획

이 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거해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 종합계획’에 따른 10

년 계획 사업으로 2017년 10월에 시작되어 2026년 12월을 완공 기간으로 잡고 있다. 사업비는 9,868억원 규모로 

현대산업개발, 화성도시공사, 농어촌공사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산업단지 조성 외에도 인근 남양호 8,900,000m² 

역시 준설할 계획이다(화성시, 2019). 

5) 매향리 온천관광호텔 건설 사업계획안 심의

  2021년 3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근방의 토지에 온천관광호텔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안이 제출되어 도시건축 공

동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였다.

6) 기타 시정 계획 및 국가 계획

 ○ 화성시지속가능발전계획(HS-SDGs)

   화성시는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이행을 위한 화성-SDGs를 수

립하였다. 그중 SDGs 11(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14(지속가능한 거버넌스로 해양생태계 복원과 보전)에 따

라,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농섬 주변의 14.08km²의 연안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을 목표로 삼고 있다.

 ○ 화성시 그린뉴딜

   2020년 7월 발표된 ‘화성형 그린뉴딜 종합계획’은 2025년까지 2조 1,5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9대 목표 중 

7번째 목표인 ‘그린국토 조성’은 녹색국토 실현 및 관리 강화, 경기만 그린뉴딜 특화지구, 농업 테마파크 조성사

<그림 6>  우정미래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위치도(화성시, 2019)

업을 포함하고 있다. 

   경기만 그린뉴딜 특화지구는 대송•화옹지구를 특화지구로 지정하여 간척지의 효율적 이용, 발전과 친환경 산

업을 재편, 육성할 계획이다. 대송지구는 친환경 생태관광 기능 중심으로 접근해 생물다양성 회복, 환경 정화, 어

메니티(amenity) 11) 복원, 문화유산 활용 등의 계획을 갖고 있다. 경기만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생태방목단지, 수

목원, 치유농장 등 6차 산업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한다. 이 밖에 시화호, 탄도호를 활용한 수변관광과 해양

레저 거점을 조성하고 생태환경 복원과 천연 경관 확보를 위해 시화호의 송전설로를 지중화하고자 한다. 

   화옹지구는 간척지를 활용해 다각화된 농업을 실시하고자 한다. 스마트 농업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농업 스타

트업 유치, ICT 융복합의 스마트팜 조성 등 친환경 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도모한다(화성시, 2020).

 

<표 9> 대송지구, 화옹지구 현황(화성시, 2020)

구분 대송지구 화옹지구

사업내용 농지 및 농업생산기반 조성

사업면적
1,330만 평(여의도 15배)

토지 1,100만, 담수호 230만

1,880만 평(여의도 22배)

토지 1350만, 담수호 530만

사업기간 1998. ~ 2022. 1991. ~ 2022.

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토지이용

계획

○ 화성시 에너지 자립실행 계획

   화성형 그린뉴딜 종합계획의 4번째 목표로 친환경 전력 생산이 포함되어 있다. 청정에너지 생산을 위해서 화성

호에 해양에너지(조력발전)을 설치하고자 한다. 화성호를 부분 담수화(해수유통)하여 기존의 수질악화 문제와 

연안, 하구 생태계를 복원하는 목표를 함께 달성하고자 한다. 

 

 

11) 어메니티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종합적인 쾌적함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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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화성시 에너지 자립 실행 계획(2017~2030)으로 화옹, 시화지구 간척지에 화성시 신재생에너지 특구를 조

성해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진행하고자 한다. 2014년 7월 한국농어촌공사가 화옹 방조제 유휴부지 99,380m²에 

3MW 급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다. 이 발전소는 연간 3,672 MW 발전량을 생산하고 있다. 2030년 신재생에너

지 발전비중 20% 달성을 위해 1단계 계획으로 화옹, 시화지구에 태양광, 조력 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190만 가구에 전력 공급이 가능한 수준의 발전량을 생산하고자 한다(화성시, 2017).

 

 ○ 해양수산부의 블루카본 관련 계획과 갯벌법

    블루카본은 갯벌 및 해양생태계가 흡수하여 저장하는 탄소를 의미하며, 해양수산부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

기 위해 블루카본의 확대를 추진하기 위하여 갯벌 복원지역을 확대하고(기존 6개소, 추가 3개소) 4.5㎢ 를 2025

년까지 확대하고, 바다숲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블루카본의 체계적 종합 관리를 위한 통계시스템을 2021년 

하반기까지 구축하고자 하므로(해양수산부, 2021), 화성습지의 블루카본으로 인한 탄소저장의 가치를 보다 명

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화성습지의 연안습지는 습지보전법과 ‘갯벌 및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보전을 위한 법률(이하 갯벌법)’ 

등 제도를 활용하여, 이에 따라 습지보호지역 지정, 행위 제한, 연안습지의 수위변동과 인위적 개발 행위 등을 제

한하여 습지의 가치를 향상할 수 있다.

3. 화성시 및 화성습지 조사 결과 및 자료

  2020~2021년 화성습지 물새 위주의 생태조사가 새와생명의터를 주축으로 EAAFP 사무국과 화성환경운동연합, 

화성시가 결합하여 진행하고 있다. 2020년 6월부터 2021년 7월까지의 물새 위주 생태조사 결과를 취합 중에 있으

며, 2020년 6~12월까지의 결과보고서가 한국어와 영어로 발간되어 배포되었다(나일 무어스 외, 2021).

 위치 : 화성시 일원 
    - (화옹지구) 우정 남양 송산서신마도 
    - (시화지구)송산서신, 안산 대부도

 면적 : 9,840ha
    - (화옹지구) 5,444ha(간 : 3,714 호 : 1,730) 
    - (시화지구) 4,396ha(간 : 3,636 호 : 760)

 에너지 : 태양광에너지(육상 수상)
    - 조력에너지, 바이오가스

 에너지 발생량 : 8,369GWh
    - 육상 : 7,585GWh(설비용량 6.12GW)
    - 수상 : 558GWh(설비용량 0.42GW) 
    - 조력 : 223GWh(설비용량 0.13GW) 
    - 바이오 : 3GWh(바이오가스 7,238Nm3/일)

<그림 7>  시화지구, 화옹지구 신재생 에너지 화성시 시범 
특구 지정 계획 및 확산계획(화성시, 2017)

  2020년 12월경부터 화성환경운동연합에서 시민생태조사단을 조직하여 생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대상생물은 

수달 등 포유류, 물새, 식물 및 외래식물 등이다.

  화성간척호 및 유입하천인 남양천, 자양천, 어은천의 수질현황은 농어촌공사 및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한다.12)   

또한 화성시의 인구, 농업종사 가구, 지역내 총생산 등 여러 가지 사회 및 경제적 자료들은 경기 통계 홈페이지에

서 제공하고 있다. 13)

  기존의 연구결과 중 경기연구원(송미영 외, 2009)에서는 화옹지구의 해수유통을 중단하고 담수화를 진행하면 수

질이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담수화를 포기할 수도 있음을 제시하였다.

4. 목표와 이행사업 예시14)

1) 보전

목표 이행수단

연안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생물다양성 보전

- 주요 보호종 연구, 어업 활동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 지역주민의 참여적 연구 활성화

- 이해관계자 컨설팅 및 회의 진행

- 어업 공동관리 계획과 지역 단위의 보전 전략 수립, 순찰 및 불법 어업 근절 

- 연안 침식 방지 및 재난 리스크 감축에 대한 효과성 평가 

기후변화 적응 전략을 

반영한 다양한 

서식지 관리,

주요 보호종의 개체수 

유지 또는 증가 

- 생물다양성관리지역 일부를 밀물 시 휴식 및 먹이 제공 서식지로 제공

- 오리류를 위해서 수심이 깊고 개방된 휴식형 서식지 관리

- 생물다양성관리지역 내 장다리물떼새 번식지 관리

- 갈대 서식지에 의존하는 물새들을 위해 습한 갈대 공간 확보

-  전통적인 양식업 방식 관리, 저어새와 백로류, 왜가리의 월동 서식지를 위한 생물다양성

관리지역의 양식업 지대 복구

- 사전 휴식지 및 간조 시기의 휴식지 보전

- 수달 보전을 위한 연구 및 인식 제고

- 정부 부처 및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우선 보호 서식지 보전을 위한 협력

- 종 복원 계획을 위해  습지 보전현황 파악 연구 

- 외래종 침입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체수 감독

- 습지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응 계획 준비 및 정부에 제안

- 갯벌의 생태계교란 외래종 식생 침투 관리

12) 농어촌연구원 홈페이지. http://rri.ekr.or.kr/hwaseong/monitoringPoint.do

13) 경기 통계. https://stat.gg.go.kr/

14)   홍콩 마이포습지(Hong Kong AFCD, 2011), 미얀마 마타마만(Helveas Myanmar et al., 2019), 호주 아델레이드 국제조류보호구

(National Park South Australia, 2016), 한국의 장항습지(고양시 환경정책과, 2019), 송도갯벌(인천광역시 외, 2016), 대부도갯벌(안산

시. 2019) 관리계획을 참조하여 목표와 사업 예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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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이행수단

람사르 정보센터 구축
- 람사르 습지 인벤토리 구축

- 람사르 습지 웹서비스 제공

연안 오염원 관리 

-  공단 주변 공장폐수 및 생활하수의 유입 차단, 오염물질 유입방지 대책, 환경 기초시설

의 확충과 방제활동 강화

-  오염물질의 제거와 질병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환경기초시설의 확충과 방제 활동 강화

- 갯벌의 수질악화를 막기 위해 해수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수로 연결

조류대체서식지 조성

-  도입시설의 성격, 인위적 활동의 제한 여부 등을 토대로 핵심, 관리, 대중접근지역을 구

분하여 계획

- 도로에 차폐녹지를 조성하여 차량소음과 소음으로부터  보호

습지복원

- 저류지의 개선사업

- 담수호(생태저류) 습지 개선 사업

- 이사천 구하도 복원 사업 

- 습지 복원

- 훼손지 내류습지 복원

- 무논습지 조성

-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 제거 및 복원

2) 제도 정비

목표 이행수단

람사르 습지 

도시 추진

- 습지도시 인증 로드맵 작성

- 습지도시 인증 증거자료 확보

람사르 생물권보전지역 및 

세계자연유산 지정 추진 

- 지역적 생물다양성 보전 정책 강화 방안 연구 

- 서남해갯벌 세계자연유산 지정 준비 

국제기구 협력강화 - EAAFP 주요종 워킹그룹 및 태스크포스 연구 및 조사 사업 지원 

3) 관리 및 모니터링

목표 이행수단

습지 연구 및 
모니터링을 위한 

지역 센터로서의 발전 

- 보전 목표의 장기적 계획 수립, 생태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선정
- 데이터 수집과 관리를 위해 새로운 도구, 기술 도입
- 전문위탁기관을 통한 센터 내 서식지 관리, 종 보전 및 복구를 돕는 연구 진행
- 지역 내 습지 보전을 위해 지역 및 다양한 단위에서의 과학 활동 장려

멸종위기종 
조사 강화

- 전문적 정기적 철새 및 멸종위기생물조사
- 시민 조사 전문가 양성

정밀조사 연구
- 수리, 수문 및 동식물상
- 정기적 모니터링 및 연구 결과 공개 

조류질병 및 
종복원 관리

-  대체 서식지 조성 시 인공섬 분산 배치하여 개체주 집중에 따른 발병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유도
-  질병의 발성을 억제 또는 감소케 하기 위해서 수위, 수질, 토양오염에 대한 관리를 통하여 서

식지 편중화를 방지하고 개체군의 분산을 유도
- 장기적으로는 수의사를 포함한 응급대책기구(예. 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설립 

자연친화 
습지탐방시설 설치

- 생태경관 탐방시설 설치 
- 탐방로 신동선 조성사업
- 기존 갈대데크 보수
- 교육시설 설치 

4) 협의체 조직 등 거버넌스 

목표 이행수단

연안자원관리 거버넌스의 

협력과 효과성 및 

화성습지에 대한 제고

- 모든 단위(국가, 주, 지역, 지방, 마을)에서의 거버넌스 체제 지원 

- 정기적인 소통과 협력 체제 구축 

- 젠더 형평성 고려와 포괄적인 거버넌스 가이드라인 제작 

- 거버넌스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 

- 의사결정자들의 소통 플랫폼 개발

- 제도 및 법률적 지원, 자원관리법 시행의 역량 강화 훈련 제공 

 - 마을 주민들의 시민교육, 인식 제고를 위한 마을행사 개최

- 인터넷, 뉴스레터, 미디어 등을 통해  외부 인식 제고 

- 주민들의 참여적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개발

갯벌 관리위원회 

구성

-   습지보호지역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갯벌 담당 공무원, 지역 대표성을 지닌 관내 민간단

체, 갯벌 전문가 등 약 15~20인 이내로 구성한 관리 위원회(가칭) 구성 및 운영

지역민간단체와의 

파트너십 강화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별로 가칭 ‘생태보전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시민단체

와 연계하여 시민운동으로 확대

- 민간단체에서 하는 습지보호관련 행사에 대해 국고지원 확대

- 갯벌 모니터링 시 지역환경단체 및 지역주민을 참여시키고 자발적 관리 유도

- 시행갯벌 보호단체 등과 기수역 및 갯벌 관리를 위해 연계

람사르 습지 관리 역량 

확보 및 관리 강화

- 람사르 습지 관리 조례 제정하여 별도의 람사르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 람사르 습지 관리 사무국 설립 및 운영

- 람사르 습지 생태계 관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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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EPA : 의사소통과 교육, 참여 및 대중인식 강화 

목표 이행수단

습지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 및 교육 확산

-  습지 내 환경교육 시설을 정규교육 과정의 One Planet School 프로그램에 포함시

켜 현장체험 교육으로서 활성화.

-  청소년 및 청년들이  습지 시설을 활용해 One Planet Youth Programme으로서 보

전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 공동체와 가족,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교육 및 인식 제고 프로그

램 구축. 

멸종위기종 홍보 

출판물 제작

 - 습지 소식지 발행

 - 습지 생물도감 발행

시민과 함께하는 습지

인식개선, 홍보

- 습지 홈페이지 활성화

- 시민과 함께하는 습지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습지 보전 및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

시민교육 및 

인식 제고

- 마을행사 개최

- 주민들의 참여적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개발

6) 지역공동체 이익 증대

목표 이행수단

공동체의 생계 안정과 

회복성 구축

- 직업교육 제공과 학부 졸업생 취업 연계

- 담수 공급과 이동수단 인프라 향상

- 양식업 기술 향상 및 농수산물 판매를 위한 시장 연계

- 주/지역 단위 연안 침식 적응 대책 수립

- 연안 침식 고위험 지역 분류, 마을 실행계획에 재난 리스크 관리 전략 포함

- 이민자, 지역 부적응 주민 정착 지원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  지역주민의 이야기 출판물 제작 

-  습지의 지속가능한 보전 프로그램 구성과 활동에 원주민들 참여 고무

람사르 습지 

생태관광 고도화

 - 람사르 습지 브랜드 구축

 -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생태관광 기업 설립 및 운영
- 지역주민 기업의 설립

-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교육

5. 목표 설정 시 주의할 점

  목표 설정 시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이행을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하며, 사업주체와 관련 법령, 예산, 예상 결과 등

을 미리 파악하여야 한다. 목표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잘 준비하여, 평가를 준비해야 할 것

이며, 일부 지표는 경보의 역할을 하여 사업을 진행하거나 그만둬야 하는 것을 판단하게 해줄 수 있다.

  특히 화성습지는 대부분의 지역이 해양수산부나 환경부의 법정관리하에 있는 습지관리지역이 아니므로, 화성시

를 비롯한 습지관리협의체가 여러 관리활동을 강제 혹은 자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조례의 제정, 인력과 예산의 배정, 전문관리기구 혹은 인원의 배정 등으로 정기적인 관리를 추진하는 등이다.

  또한 화성습지 및 인근 갯벌의 여러 구역은 생태적 특성 및 법정계획 특성이 다르므로, 관리 구역을 적절히 나누어 

다른 접근법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화성습지는 논습지, 기수습지, 연안습지, 담수습지, 상류 하천 등의 생태계로

구성되어 있고, 방조제 수문이 닫혀 해수 유통이 차단될 때 화성호는 정수성 서식지로서의 성격을 띤다. 또한, 화옹

지구의 공사 중인 구역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 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은 한국농어촌

공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8>  화성습지의 9개 주요 서식지 유형(Moores et al., 2020): 1. 간조로 최저 수면시에 드러나는 갯벌, 2. 간척호수(인공호), 
3. 염습지로 식생이 조성된 갯벌, 4. 간척으로 생겨난 얕은 담수 습지, 5. 하수처리/관개 담수 연못, 6. 경작중인 논, 7. 마른 갈대와 
풀로 뒤덮인 휴경지(일부는 농경지로 전환 중), 8. 약간의 나무와 덤불, 9. 외측 방조제 밖의 연안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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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목표의 이행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목표에 해당하는 이행계획(사업)이 있고, 각 사업에는 이행의 주체가 있다. 이행을 위해서 주체와 

예산, 시간 계획 등이 명확해야 할 것이다.

1. 이행의 주체

  화성습지관리협의체에서 결정하여 전체 이행을 총괄할 기관을 정한다. 사업의 추진에는 연속성이 필요하므로, 정

치적인 여건에서 변하지 않을 기관을 추대하는 것이 좋다. 홍콩의 마이포습지는 홍콩관리위원회의 결정 하에 국제 

NGO인 세계자연기금(WWF)-홍콩이 관리를 진행하고 있고, 영국의 물새와 습지 트러스트(WWT) 또한 영국의 여

러 습지들을 위탁 관리하고 있다. 특히, 계속 담당자가 바뀌는 한국 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전문

성과 연속성을 담보한 기관이 이행 주체가 되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다. 

  화성시 내 기존의 기관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기관의 설립이든, 여러 가지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화성시에는 화성

시환경재단이 2020년 출범하여 전문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화성시 내 생태, 환경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화성환

경운동연합을 비롯한 다른 환경단체나 거버넌스 단체들이 있어 이를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각 세부사업별로 이행의 주체는 총괄기관의 협조 하에, 단체, 기관, 공동체, 개인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

국농어촌공사와의 상호활동이 많을 것이므로, 사전에 관리협의체  차원에서 이행 총괄기관의 활동에 협조할 수 있

도록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2. 이행

  목적에 따른 목표 설정과 그에 따른 이행수단(사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사업을 진행할 때 언제, 어디서, 누가 

추진하는지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고, 사업 중 우선순위와 지출을 어떻게 할지를 고려해야 한다. 

 제3절 핵심 제안 사업

1. 습지 지킴이/ 관리자

  지킴이(Ranger) 또는 관리자(Warden)는 습지를 꾸준히 모니터링 하고, 습지를 저해하는 활동을 저지하고, 습지

를 관리하는 이를 뜻하며, 람사르협약에서는 지킴이/ 관리자의 역할을 습지 보전 시 필수적으로 여긴다. 2021년 8

월과 10월경 4명의 지킴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새와생명의터에 의해 약 10일간 추진될 예정이다. 지킴이들은 조

류 동정, 시민과학, 습지의 특성 등에 대해 배우게 되며, 화성시에서는 지킴이/ 관리자들을 지속적으로 고용 및 활

용하여야 할 것이다.

2. 모니터링

  화성습지에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장/단기적 모니터링 및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전

활동을 추진한다. 현재 화성습지의 물새 중심의 생태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조류 및 여러 생물들과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이를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획의 이행 정도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킴이나 전

문가가 습지 간편평가도구(McInnes & Everard, 2020)로 습지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가치의 변화 등에 

대비할 수도 있으며, 해양건강성지수(Ocean Health Index, OHI)를 측정하여 연안습지의 건강성에 대해 다각도

로 판별하여야 한다. 모니터링의 결과는 해수부의 행정계획에도, 안쪽 갯벌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허가

가 났으므로 간척지의 토지 이용 계획에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3. 구역설정 및 공간 활용

  보호지역은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으로 지정하여, 핵심지역의 가치를 보전하는 동시에 전이지역에서 현명

한 이용을 꾀한다. 개발압이 높은 화성습지에서 구역을 지정하여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지역을 지키면서 핵심지

역과 완충지역을 넓혀나갈 때 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잘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철새이동경로 서식지 네트워크에 등재 이후로, 화성습지에 대한 여러 논의와 구역 및 공간 활용에 대한 논

의가 있었다. 2019년 화성습지 국제심포지엄에서는 화성습지의 관리 및 구역별 활용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며, <그

림 9>와 같이 제안하였다. 다만, 이 중 관광을 위한 카약과 케이블카는 국제적 물새서식지 특성에 맞지 않는 것으

로 결론지었으나, 그림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2020년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새와생명의터에서 화성습지의 활용 원

칙을 제시하였고, 2021년 화성환경운동연합에서는 화옹지구 8공구 중 일부 습지에 대한 구역을 제시하였다(<그

림 10>). 화옹지구 8공구의 임시습지는 물새들에게 중요한 쉼터로 활용되고 있으며, 농지 전환 또는 다른 용도 쓰

기보다는 새들의 쉼터 및 생태관광지로 활용하여 이익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다. 화성습지가 정부, 행정,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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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어민들이 함께 용도별 공간을 만들어가는 우수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보전하면서 지역민들의 이익과 욕

구를 대변할 수 있는 기회이다.

<그림 9>   화성습지 계획(LA205 환경계획스튜디오, 2019)

<그림 10> 화성습지 일부지역 구역 제안(화성환경운동연합)

●   마이포 습지 관리체계를 핵심구역(Core Zone), 생물다양성 관리지역(Biodiversity Management Zone), 현명한 이

용 지역(Wise Use Zone), 공공접근지역(Public Access Zone), 사유지역(Private Land)으로 구분한다. 현명한 이용의 

개념에 따라 양식장은 상업적으로 관리하지만, 마이포 자연보호구역(Mai po Nature Reserve)은 생물다양성관리지역

(BMZ)로 분류되어 있어 지역 내 서식지 다양성, 고유 야생동식물을 풍부하게 유지, 증가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인

천광역시, 2016; Hong Kong 홍콩AFCD, 2011; <그림 11>).

[사례연구 – 마이포 습지의 용도별 구역 설정]

<그림 11>  홍콩 마이포 습지 용도구역별 구분(Hong Kong 홍콩AFCD, 2011)

구분 구역특성 관리의도 및 방향

핵심구역
맹그로브 숲과 
개방수면, 갯벌

- 자연적 특성 유지 관리 
- 모니터링 및 연구목적 외 출입이 제한

생물다양성 
관리구역

서식지가 포함된  
자연보호구

- 물새의 서식 및 피난처 제공하며 집중적으로 관리되는 환경
-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교육 훈련

현명한 
이용구역

양식어장 존재
- 생태적 지속가능한 양식어장의 이용 장려 
- 완충지대 역할 수행

공공접근
구역

양식어장 존재
- 방문객 수용(일부구역 제한)
- 완충지대 및 생태인식 증진의 장으로 활용

사유지역 양식어장 존재
- 사유지의 소유권 인정(관리 및 이용제한)
- 인접관리를 위한 소유자와 협력

<표 10>  홍콩 마이포 습지 용도구역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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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태관광 및 CEPA

생태관광은 생태와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서 자연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추구하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자연환경보전

법)으로서, 관광이 보전이 될 수 있도록 선순환을 할 수 있는 관광을 의미하며, 많은 경우, 환경 교육을 내포하고 있다.

CEPA는 의사소통, 교육, 참여, 대중인식을 의미하며, 지역민들과 방문객들이 화성습지의 소중함을 알고 보전하도록 

하는 강력한 도구이다. 이는 화성습지의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생물 보전 및 서식지 관리에 대해서 인식하도록 하고, 보

전에 참여하도록 한다. 2020년부터 화성환경운동연합에서 어민, 농민들과 간담회를 진행하여 습지보호지역과 람사

르 습지에 대해 알리고, 여러 다른 참여자들을 위한 강연회 및 토론회를 진행하고, 화성시에서는 화성호TV 등을 통하

여 많은 홍보활동을 하고, 국제심포지엄을 3회 개최하였다. 시민생태조사단, 국제심포지엄, 국내 토론회, 지역주민 공

청회, 다큐멘터리 제작 및 상영(OBS, 2020; KBS1, 2021) 등의 CEPA 활동들은 계속 진행되고,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제4절 이행사항 검토와 
                새로운 관리 방향 작성

통상적으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이 수립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5년마다 점검이 되

도록 되어 있다. 본 “화성습지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관리방향 제안”을 통해 작성된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 습지 

등록 예정구역을 통튼 범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화성습지관리계획”(가칭)의 평가는 화성습지관리협의체의 검

토를 통해 아래의 기준으로 연간(또는 주기별 점검)을 제안한다. 람사르 8차 총회에서 채택된 “람사르 습지 및 기타 습

지를 위한 관리계획 지침” 15) 결의안에 따르면, 습지관리계획의 구성(<그림 3>)에 근거하여 생태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문화적, 사회경제적, 지질학적, 지리학적 중요한 특징, 풍경(landscape) 및 팔레오(Palaeo) 환경적 특징에 대한 평가

가 수행되어야 하며 특히, 생태학적 특성 평가에 권장되는 예로는 면적(Size), 생물다양성(Biological Diverisity), 자연

성(Naturalness), 희귀성(Rarity), 훼손정도(Fragility), 전형성(Typicalness), 잠재적인 개선 가능성 또는 복원 가능성

(Potential for improvement/or restoration) 등 총 7개의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이 중 화성습지에 경우는 모든 기준

이 지표가 될 수 있다. 화성습지 주변지역의 지속되는 개발의 압력 또한 훼손정도 지표에 따라 보호정책이 마련될 수 

있다. 작은 범위의 훼손도 주변 서식지를 의존하는 자연 공동체의 생존을 교란시키는 역할을 하기에 위험하다. 또한, 

화성습지가 갖고 있는 생물다양성의 희귀성은 가장 큰 지표로 작용할 것이다. 최근 총 35마리의 황새가 화성습지에서 

집단으로 월동하는 모습은 이례적이고 우리나라의 철새들이 선호하는 특정 지역이라 밝혀지기도 하였다(국립생태원, 

2021). 화성습지관리계획의 평가지표가 국제적 습지 평가 기준에 맞춰 작성되어 이를 연간 평가하고 이행하기 위한 정

책이 마련되고 습지를 지속적으로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2021년 새로 작성될 화성습지관리계획은 2026년 매년 지표평가를 통한 이행사항 점검과 함께, 화성습지관리협의체 

및 습지보호구역 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새로 수립될 수 있다. 

15)  Ramsar COP 8, Resolution VIII.14 <New Guidelines for management planning for Ramsar sites and other wet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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