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은 1971년 이란의 람사르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채택되어 ‘람사르협약’이라 불립니다
(채택기념일인 2월 2일은 ‘세계습지의 날’, 그 날
을 포함한 1주일은 ‘세계습지주간’으로 지정되었습
니다).
이 협약에서는 중요한 습지와 거기에 서식하고 생육
하는 동식물의 보전이라는 목적 하에 각 가맹국이 
습지를 지정하여 협약사무국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
니다.
2006년 3월 8일 현재 가맹국 150개국, 등록습지
수 1,591곳이며, 합계면적은 약 1억3400만ha에 
이릅니다. 일본은 1980년에 가맹국이 되었고 구시
로습원을 등록습지로 지정했습니다. 2002년 11월 
18일에는 후지마에갯벌과 미야지마누마 늪(홋카이
도)를 등록함으로써 일본 내의 등록습지는 33곳, 
130,293ha입니다.（2006년 3월 8일 현재）

(2006년 3월 현재)

메이테쓰버스센터(나고야역)에서
미에교통 ‘선비치 닛코가와’행, ‘나가시마온천’행 또는 ‘미
나미쿠와나’행 승차, ‘난요초 후지마에’ 하차, 도보 15분.

아오나미선 노세키역 하차, 도보 10분.

지하철 메이코선 쓰키지구치역 3번 출구에서
● 시영버스‘이나에 스포츠센터’행 승차,‘이나에 스포츠센터’
하차, 도보 7분.

● 시영버스 ‘노세키’행 또는 ‘페리 후토’행 승차, ‘노세키’하차, 
도보 10분.

그밖에 나고야역, 가나야마역에서 시영버스 ‘노세키’행, 
지하철 히가시야마선 다카바타역에서 ‘이나에 스포츠센터’
행 시영버스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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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물도요 무리의 비행

사진제공:모리이 도요히사

후지마에갯벌은 대도시, 항만, 공업지대의 한가운데에 있으며 주변지역이 대규모로 매립되고 매
립되는 과정에아주 조금만 남겨졌습니다. 갯벌 일부에 쓰레기처리장 설립이 계획되자 시민운동과 
시민운동이 전개되어 행정기관의 최종판단으로을 통해 취소되었시켰고, 이를 계기로 나고야시는 
쓰레기 감량화에 감량화를 위해 한발을 크게 내디뎠습니다.
후지마에갯벌은 이렇게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대도시가 순환형 사회로 향
하는 전기를 마련한 좋은 예로서도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생명의 숭고함과 아름답고 풍요로
운 갯벌 환경, 이상적인 순환형 사회를 ‘즐기며 생각하는 장’으로서 후지마에갯벌의 가능성은 
헤아릴 수 없이 큽니다.

http://chubu.env.go.jp/

〒455-0845  나고야시 미나토구 노세키 4-11-2
이나에이 비지터센터 내

TEL(052)389-2877   FAX(052)389-2878
E-mail:WB-NAGOYA@env.go.jp

개꿩

藤前干潟ハ�ンフ_K.indd   2藤前干潟ハ�ンフ_K.indd   2 08.7.11   9:08:11 PM08.7.11   9:08:11 PM



번식지인 시베리아에서 월동지인 오스트레일리
아까지는 약 1만km. 이 긴 거리를 끝까지 이동
하기 위해는데서도 후지마에갯벌은 중요한 중계
지역입니다.

논병아리
검은목논병아리
뿔논병아리
섬새
민물가마우지
알락해오라기
덤불해오라기
해오라기
검은댕기해오라기
황로
대백로
중백로
쇠백로
왜가리
저어새
쇠기러기
고니
흑부리오리
원앙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물오리쇠오리
미국쇠오리
가창오리
청머리오리
알락오리
홍머리오리
아메리카홍머리오리
고방오리
넓적부리
흰죽지
댕기흰죽지
검은머리흰죽지
흰뺨오리
흰비오리
바다비오리
물수리
벌매
솔개
흰꼬리수리
참매
조롱이
새매
말똥가리
왕새매
잿빛개구리매
개구리매
매
새호리기
쇠황조롱이
황조롱이
흰눈썹뜸부기
쇠뜸부기사촌
쇠물닭
물닭
검은머리물떼새
흰죽지꼬마물떼새
꼬마물떼새
흰물떼새
왕눈물떼새
큰왕눈물떼새
검은가슴물떼새
개꿩
민댕기물떼새
댕기물떼새
꼬까도요
좀도요
종달도요
흰꼬리좀도요
민물도요
붉은갯도요
붉은가슴도요
붉은어깨도요
세가락도요
목도리도요
송곳부리도요
긴부리도요
시베리아 긴부리도요
학도요
붉은발도요
청다리도요
삑삑도요
알락도요
노랑발도요
깝작도요
뒷부리도요
흑꼬리도요
큰뒷부리도요
마도요
알락꼬리마도요
중부리도요
꺅도요
큰꺅도요
장다리물떼새
지느러미발도요
도둑갈매기
붉은부리갈매기
재갈매기
큰재갈매기
흰갈매기
갈매기
괭이갈매기
검은머리갈매기
세가락갈매기
흰죽지제비갈매기
구레나루제비갈매기
제비갈매기
쇠제비갈매기
물총새
노랑할미새
백할미새
검은등할미새 등

‘후지마에갯벌’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은 ‘동아시아-오스트레일리아 이동경로’의 중
계지이기 때문에 철새가 많이 찾아오며, 특히 도요· 물떼새류는 2000년 봄에 1만 1천 
마리가 넘게 찾는 등 일본국내 최대급 도래지가 되었습니다. 최근 주변지역에서 기록
된 조류는 수림성 조류 등도 등을 포함하면 172종을 헤아리며 이중 도요· 물떼
새류는 41종에 달합니다.
봄, 가을의 이동시기 및 월동기에는 민물도요, 좀도요, 개꿩, 큰뒷부리도요, 왕
눈물떼새, 흰물떼새, 민댕기물떼새, 청다리도요, 노랑발도요를 비롯하여 알락
꼬리마도요, 시베리아 긴부리도요, 사할린 청다리도요, 저어새 등 희귀종까지 
포함된 각종 도요· 물떼새류가 많이 날아와 먹이를 찾고 휴식하는 장으로서 
갯벌 주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극동러시아, 알래스카 등에서 댕기흰죽지, 흰죽지 등 많은 오
리류가 찾아와 겨울을 납니다. 그밖에 대백로, 쇠백로 등의 백로류, 붉은부리
갈매기, 제비갈매기 등의 갈매기류, 물수리 등의 맹금류도 많이 찾아오거
나 서식하며 그중에는 중백로, 검은머리갈매기, 쇠제비갈매기, 개
구리매, 매 등의 희귀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갯벌로 이어지는 쇼나이가와, 신카와 하류 강변에는 갈대밭이 
펼쳐지며, 닛코가와 하류는 조용한 담수 수면이 보전되어 개개비 등 초원성 조
류와 고방오리, 물오리쇠오리와 같은 담수성 오리류 등이 서식하고 있으며, 2000년 3월
에는 3만 1천 마리의 물새가 확인되었습니다.

위로 휘어진 긴 부리가 특징. 유
라시아 북부와 알래스카 등에서 
번식하며 겨울에는 오스트레일
리아 또는 아프리카까지 남하. 
일본에는 나그네새로서 봄, 가
을에 찾아온다.

● 는 국제적 또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조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요 구역을 
국가(환경대신)가 지정하는 것한 구역입니다.
●구역 내에서는 수렵이 금지됩니다. 또한 조수 
및 그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구역은 로 지정되며 일정한 개발
행위가 규제됩니다.
●지정구분으로서 지정구분은 대규모 서식지, 
집단 도래지, 집단 번식지, 희귀조수 서식지 보
호구로 구분되어 가 있습니다.

★

물고기를 먹는 대형 매. 해안이
나 호숫가에 살며 물위를 날다
가 급강하해서 물고기를 발로 
낚아챈다. 준멸종위기종.

아래로 조금 휘어진 부리가 특
징. 큰 무리를 짓는 경우가 있
다. 유라시아 북부와 미국 등에
서 번식하며 일본에는 나그네새 
또는 겨울새로서 찾아온다.

※  근거법령:조수의 보호 및 수렵의 적정화에 관한 법
률(2002년 법률 제88호)

※지정상황(2003년 3월 31일 현재)
 국가지정 조수보호구: 56곳……49만 5천 ha
 그중 특별보호지구: 44곳……11만 7천 ha

매년 계절별로 ‘번식지’와 ‘월동지’ 사이를 이
동하는 새를 ‘철새’라고 합니다.
‘도요·물떼새류’는 대표적인 철새로 주로 갯벌
이나 해안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는 시베리아, 알래스카 등의 툰드라지대에서 
번식하고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등에서도 
월동하지만 이동 중의 ‘중계지’로서 봄과 가
을에 일본을 찾아옵니다. 무리지어 긴 거리
를 단번에 날아가는 경우가일이 많고 중계지
에서는 일정기간 머무르면서 먹이를 먹고 이
동하는데에 필요한 대량의 에너지를 지방으
로 축적합니다. 철새는 국경을 넘어 이동하
고 번식지, 월동지, 중계지가 모두 갖추어지
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으므로 국
제적인 보전 노력이 가장 강력히 요구되는 생
물 중 하나입니다.

장거리 이동을 하는 물떼새과
의 새. 유라시아와 북미 북부
에서 번식하며 아프리카와 오
스트레일리아, 남미 등에서 월
동하고 일본에는 나그네새 또는 
겨울새로서 찾아온다.

★

소수의 개구리매는 혼슈 중
부 이북의 갈대밭에서 번식
하고 겨울새로서 혼슈 이남에 
찾아와 간척지와 습지의 갈대
밭 등에 서식, 조류와 소형 포
유류 등을 잡아먹는다. 멸종
위기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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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후지마에갯벌을 지키는 모임

★

중국에 분포하며 일본에서는 주
로 서일본의 갯벌이나 하구에서 
월동하는 겨울새. 낮게 날면서 
게나 물고기 등을 잡아먹는다. 
멸종위기 류.

쇠제비갈매기

(법 제28조) (법 제29조)
조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
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
역을 지정. 조수보호구 중 국
제적 또는 전국적인 차원에
서 그 조수의 보호를 위하여 
중요한 것은 대상은 국가(환
경대신)가 지정.

조수보호구의 구역 내
에서 조수 또는 그 서
식지를 보호하기 위하
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구역을 지정.

• 수렵금지
•  조수의 서식, 번식에 필요

한 둥지만들기, 먹이주기 
등 시설 설치를 수락할 의
무

요 허가행위
•  공작물의 신, 개, 증축
•  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
•  수목의 벌채

20년 이내
기간은 갱신 가능

조수보호구의 존속기
간 범위내

큰뒷부리도요
★＝희귀종

인간이 흘려보내는 하수에는 배수에는 인이나 
질소 등 무기영양염류와 유기물이 많이 포함되
어 식물 플랑크톤의 영양원이 됩니다. 좋은 날
씨가 계속되면 대량적으로 발생하는 식물 플랑
크톤이 대량발생하여 ‘적조’를 일으켜가 나타나 
어패류에 큰 영향을 주지만, 갯벌이나 여울에
서는 쏙, 바지락, 게, 갯지렁이 등의 저서생물이 
식물플랑크톤을 열심히 먹어 물을 정화시킵니
다. 특히 저서생물들이 뻘에 뚫은 구멍에 바닷

속 산소가 공급되어 물을 
정화합니다.
그리고 갯벌은 저서생물
을 먹는 철새 등의 먹이 
공급처가 되며 다양한 생
물의 생활에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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