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년 4 월 16 일 
 
 
18274 

대한민국,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 화성시청  

서철모 시장님 

 
 
 

서철모 화성시장님께 

 

 

저희들은 매향리 갯벌과 가까운 곳에 호텔을 짓자는 제안이 물새와 경관, 그리고 그 지역의 

잠재적인 유용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염려의 글을 올립니다. 2019 년 

화성습지 국제 심포지엄을 위해 화성에 갔을 때, 화성 시청 직원들을 비롯한 관게자 분들과 함께 

해당 갯벌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갯벌 옆 지역이 평화공원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 

있습니다. 매향리 갯벌은 화성 습지의 일부로서, 화성시가 람사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안되고 있는 호텔과 같은 시설은 람사르의 현명한 

이용 목표와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U.C. 버클리대의 교수일 뿐만 아니라 세이브 인터네셔널(SAVE International)의 

공동 창립자이며, 1997 년부터 동아시아의 저어새를 보호하는 활동에 관여해 왔습니다.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이 새들 중 세계 개체군의 3%가 넘는 200 개체 이상이 화성 습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SAVE 는 토지 설계, 과학, 민주적이며 공평한 디자인을 결합하여 동아시아-호주 

플라이웨이를 따라 사람들이 얻을 혜택, 저어새 뿐만 아니라 광역의 생태계에 지속가능한 대안 

설계를 제공하는데 전념합니다. 화성 습지와 갯벌은 플라이웨이 전역에서 가장 중요한 습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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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는 또한 지속 가능한 도시 경제에 필수적입니다. 건강한 갯벌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은 단지 

수산업과 야생 동·식물뿐만 아니라 고액의 소비를 즐기는 관광객들이 찾을 아름답고 자연스런 

해안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이를 실현할 장기간의 지속가능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품격의 환경과 시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습지에 대한 대안으로, 즉 세계적 수준의 

자연 센터를 고려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그러한 센터들은 플라이웨이를 따라 이미 다른 

지역에도 지어졌고 주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각각의 요소들은 해당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어 경제 개발을 촉진하고, 기업의 선진화와 더불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각각이 모여 문화 및 환경 교육, 지역의 정체성, 그리고 그 곳에 거주한다는 자부심 등을 제공합니다. 

 

2019 년 시장님을 만난 상황을 미루어 볼 때, 화성시와 화성시의 직원,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제안에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세이브와 U.C. 버클리 연구팀은 매향리 갯벌 

지역에 대한 지속가능한발전 개념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정중히 전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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