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Chilika Statement  

킬리카 성명서  

 

32 개의 나라로부터 참가한 400 명의 “아시아 습지 심포지엄 2005“ 참가자들은 2005 년 2 월 

6 일부터 9 일까지 인도의 오리사주의 부바네스바와 킬리카에서 만나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 

인식을 공유한다.  

 

아시아에 있는 습지들은 전통적으로 자연적인 과정과 기능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생태적 안정과 

삶의 터전을 제공 해 왔다. 인구증가의 압력과 습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부족은 습지 생태계의 

훼손과 지역민들의 과도한 이용으로 그 안정성이 위협 받고 있다. 

 

균형감 없이 진행되는 이해 당사부서별 개발과, 가난 그리고 습지를 효율적으로 복원하거나 

관리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능력 등으로 인해 제기되는 습지의 다양한 문제들을 긴급히 

파악하고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1992 년과 2001 년 개최된 아시아 습지 심포지엄 결과를 토대로 축적된 금번 

아시아습지심포지엄의 권고사항들은 아시아 습지의 보존과 현명한 이용과 보존을 위한 효과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국제 및 국내 관련단체들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극대화 될 수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이루어진 새로운 습지보전의 전략적 방향과 협력관계 

그리고 지역민 기반의 습지관리의 훌륭한 예들은 도출되고 있다.  

 

인도의 킬리카 라군은 습지 보존과 현명한 이용에 관한 아주 훌륭한 예로서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 국가, 국제적인 습지 관련 경험의 공유를 통하여 의사 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경우이다.  

 

킬리카 라군의 복원을 통하여 생태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킬리카 라군에 의존하는 지역민의 

사회 경제적 상황을 개선시킨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최근 인도양의 쓰나미는 연안 자원기반과 지역민의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으며 맹그로브, 

잘피, 산호 및 기타 연안 생태계를 포함한 연안의 습지 복원의 필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도전을 가져왔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촉구한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개발에 의한 습지의 훼손은 시급히 중단되어야 하고 보존에 관심과 노력을 

쏟아야 한다. 지역민들의 삶의 질적 향상 과 습지 생태계의 보존과 복원을 위해서는 지식에 

기반을 둔 전략과 기술이 필요하다. 습지기반의 지역 공동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습지의 문화적 

가치는 인식되어야 하며 습지 관리 방안의 일부로 포함되어야 한다.  

 

습지 개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역민의 가난 퇴치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습지의 생태적 

그리고 사회 경제적 가치는 강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하기를 권고한다.  



지역민의 지속 가능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습지의 보전과 관리에 있어 혁신적인 생태계 접근 

방식이 채택되어야 한다.  

 

□ 습지 생태계의 기능적 체계유지를 위해서는 최적의 수문학적 흐름이 유지되어야 한다.  

□ 지역민의 전통적인 지식과 지혜가 충분히 반영된 지속적인 습지자원의 이용과 생물다양성 

보존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 습지 기반의 문화유산과 가치를 공유하는 것과 기록을 남기는 것은 습지의 보존과 관리의 

기반이 된다.  

□ 지역민의 습지에 관한 전통적 지식과 생태관광을 포함한 생태관련 경제활동을 통하여 

지역민의 삶을 지원 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는 공공-민간 협력 체계를 통해 습지 생산물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지역민의 수입을 증대 시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은 습지자원에 대한 압박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습지관리계획수립과 실행 과정에서 지역민 기반의 습지관련 기관 및 습지를 이용하는 

지역민 단체들의 주장과 관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속 가능한 습지의 개발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기관 및 이해당사자들이 참여 

하도록 노력한다.  

□ 습지보전과 관리에 관한 정책, 계획 그리고 습지의 현명한 이용을 위한 전략을 

채택하여야 한다.  

□ 습지의 관리와 보전에 관한 성공적인 협력관계들을 발굴하여 홍보하고 이런 훌륭한 

사례들이 지역, 국가 그리고 권역 단계에서 확산되어야 한다.  

□ 지속 가능한 습지관리를 위한 시각과 태도의 변화를 위해서는 습지교육과 인식증진활동이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어야 한다  

□ 습지 관리자, 정책 결정자, 계획 수립가, 언론, 의사 결정자 및 지역 주민 들의 습지 관련 

능력함양프로그램의 개발이 강화되어야 한다.  

□ 지역민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습지생태계의 구조와 생산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습지의 복원이 필요하다.  

□ 쓰나미로 인해 영향을 받은 지역민의 삶과 생물다양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연안습지의 

복구가 긴급히 요구된다.  

 

그리고 이 심포지엄의 조직위원들은 인도 정부와 일본정부의 지지와 도움을 구해 이 
성명서가 아시아 람사 협약 (람사, 이란, 1971) 지역회의, 2005 년  11 월 우간다의  
캄팔라에서 열릴 예정인 제 9 차 람사협약 당사국회의, 2005 년 10 월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세계호수회의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부바네스바,  Bhubaneswar, 9 February 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