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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여명기-1990년  중반 생태학과 환경법(Before the 
Dawn-Ecology and Environmental Law at Mid-Century)

서설: 위스콘신 DDT 심리
1968. 12. 2., 자연자원시민연합(the Citizen Natural Resources Association 

Inc.)은 위스콘신 주의 자연자원부(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DDT가 위스콘신 주법상 환경오염물질이라는 

취지의 ‘확인 결정(declaratory ruling)’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법정 등에서 환경보호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생태과학(science of 

ecology)을 동원한 최초의 시도 가운데 하나다. 이 청원은 아래에서 보게 될 
스톰 킹(the Storm King) 소송과 산타 바바라 기름 유출(the Santa Barbara 

Oil Spill) 사건과 더불어 지구의 날(Earth Day)과 환경운동의 탄생을 

 * 이 글은 Richard O. Brooks et al, Law And Ecology: The Rise of the Ecosystem 
Regime, ASHGATE (2002), Chapt. 3-6(pp.86-260)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각주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달았습니다. 

** 강원 학교 법학전문 학원 조교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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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끈 결정적 환경사건의 하나가 되었다. 이 청원은 또한 카슨(Rachael 

Carson)의 ‘침묵의 봄(Silent Spring)’1)의 유명세를 활용한 사건이기도 
하다. 

심리과정에서의 성공적인 구술변론(presentation)은 몇몇 명민한 변호
사와 과학자들의 우연한 창작만은 아니다. 이는 상당한 가치가 있고 
경제적으로 수익성 있는 ‘기술(technology)’에 한 문제제기를 귀담아 
들으려 하는 문화(public culture)가 서서히 형성된 지난 세기 역사의 결
과이다. 또한, 카슨과 레오폴드(Aldo Leopold) 같은 비져너리(visionaries)

의 계몽에 의하여 촉발된, 변화된 환경적 문화(changing environmental 

culture)의 결과이다. 그럼에도, 이 청원에 한 심리가 환경적 레니
엄의 성취를 표상한다고 여기는 것은 착각일 것이다. 오히려 그 반
다. 심리과정에서 맞닥뜨린 문제들은 생태학과 환경법 발전의 향후 30

년을 괴롭혔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1. 법적 의사결정의 맥락에 시스템 관점(systems perspective) 도입의 
어려움;

2. 오염물질이 환경 안으로 유입, 이동하는 복잡하고 파악하기 쉽지 
않은 방법에 초점을 두는 것과 관련된 문제; 

3. 환경손상의 상 적 가치에 관한 세심한 평가의 어려움 및 오염물
질의 규제비용 또는 편익에 관한 형량의 어려움; 

4. 정보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조치와 비조치(inaction)의 위해성 측정
과 평가; 

5. 법적 절차 안에서 시민단체의 적정한 역할의 결정; 

6. 의사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이 부여된 전망문가가 필요한 과학
적 이해를 가지는 것과 거꾸로 과학자가 필요한 법적 이해를 가
지는 것.

1) 한국판은 레이첼 카슨(김은령 옮김), 침묵의 봄, 에코리브로 (2002)-옮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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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콘신 주의 DDT 심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한 초기 경고신호다. 

비록 DDT의 거동(movement through the environment)의 전반적 줄거리
는 설득력 있게 제공되었지만, 거동의 각 단계에서의 정확한 영향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다. 게다가, “트랜사이언스(transcience)”2)의 타당
성(legitimacy) 문제가 제기되었다. 답되지 아니한 이러한 질문들은 
더 나아가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환경 안에서 위험한 물질’에 관한 결
정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유발하였고, 이는 곧 누가 가
장 잘 답변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 쟁점은 말하자면 
증인이 전문가적 적격요소(expert qualifications) 또는 과학적 전문식견
(scientific expertise)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생태학자들
은 자신들의 학문분야가 자신들이 주장하는 결론에 이르는데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또 전통적 과학자(traditional scientists)가 더 나
은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점에 관하여 도전을 받아
왔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오염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가
치들(the values)을 세심히 평가하고, 살충제의 포기라는 명백한 비용에 
비추어 적정한 규제수단과 그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었다.3)    

위스콘신 DDT 심리는 오덤(Eugene Odum)에 의하여 10년 전에 종합, 

정리된 과학적인 생태적 전망에 기 었다. 오덤은 1953.에 발간된 자신
의 고전적 문헌인 Fundamentals of Ecology 의 제1판 서문에서 출간
의 동기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범위가 광범위하여, 전체로서 생태를 
설명하려는 시도, 생물학 기타 학문 분야와 관련 속에서 그것에 논리
적 관점을 부여하려는 시도는 거의 없었다. 오덤의 답변은 생태계 개
념(ecosystem concept)을 상세히 기술하는 것이었다. 

2) 어떤 생태계 내의 연구에서 획득한 정보를 다른 생태계 내에서의 영향평가
에 이식(외삽)하는 것의 적절성에 관한 문제를 말한다.

3) 위스콘신 주에서의 심리는 행정청이 단순히 DDT를 오염물질로 표시하려
(labelling)고 하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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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중반 환경법률
이 시기의 법률들은 특정한 자연자원의 범주(농업, 물, 산림, 야생 

동 식물)에 따라 제정된 일련의 법체계였다. 특히, 몇 몇 법들은 법과 
생태학의 결연에서 출발하였는데 환경평가 및 환경복원의 실행 틀을 
만들었고, 가령 륙붕(outer continental shelf), 하천유역(river basins)과 
수계(watersheds)와 같은 생태적 특성(ecological features)의 경계와 기능
적 속성을 정의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수계보호 및 홍수예방
법(the Watersheds Protection and Flood Protection Act of 1954) 에서 
“수계”는 하나의 관리단위로 인식되었다. 무엇보다도 법에서 생태학의 
사용을 예증하는 초기의 좋은 사례로는 수자원계획법(Water Resource 

Planning Act of 1965) 을 들 수 있다. 이 법은 물 공급을 보호하기 위
하여 하천유역에의 배출기준을 설정하였다. 또한, 생태계(ecosystem)적 
용어인 “river basin”의 수용, 유연한 계획의 승인 및 하천유역이 제공
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인식 등은 장래 생태계에 기반한 다목적 계획
(ecologically-based multi-purpose planning)을 기 하게 하였다.     

그러나, 1960.  법들의 생태적 지향을 과장하여서는 안 된다. 이 시
기 과학자들은 종종 특정 이슈에 관하여 자문을 해주었을 뿐이고, 사
건의 과정 또는 계획의 과정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특정 문제들을 조
사하기에는 필요한 자원이 없었다. 또한, 특정 문제의 생태적 관점보다
는 경제적 관점이 강조되었다. 

선별된 연방 토지를 ‘간섭이 배제되는 지역(untouched wilderness areas)’

으로 유보하려는 야생지역법(the Wilderness Act of 1963) 이 제정되
었다. 이 법은 홀로 있음(solitude) 또는 원시성, 해방의 휴양 기회를 제
공하기 위하여 생태적, 지리적, 과학적, 교육적, 경관적 또는 역사적 유
적(features)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일정한 토지를 따로 남겨두려는 
목적을 가졌는데, 여기서 생태계와 그것의 보전 간에 연계성이 확립되
었다.4)

수려한 자연하천 보전법(the wild and scenic rivers act of 1968)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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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히 월등한 경관적, 휴양적, 지리적, 물고기 등 야생 동 식물, 역사
적, 문화적 기타 유사한 가치들의 보전을 추구하였다. 특히, 경관적, 휴
양적 가치를 지닌 지역은 ‘수려한 국가하천 체계(the national wild and 

scenic river system)’의 한 부분으로 지정될 자격이 부여되었고, 내무부
와 농업부는 이 하천체계 경계 안의 토지를 취득할 권한을 가졌다. 또
한, 이 하천체계에서는 댐과 같은 수자원프로젝트의 기획은 제한되었다.

‘야생지역법’과 ‘수려한 자연하천 보전법’은 생태적 원리 자체의 특
정한 적용을 구현하지는 않았지만, 인간의 통제에서 절연된 자연적 과
정(natural processes)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가정을 전제하였는데 
이는 향후 법적 규율의 한 부분으로 자연적 과정에 한 생태적 연구
의 기초가 되었다. 

환경소송의 도래
1960.  말에는 극적인 사건들-위스콘신 주의 DDT 심리, the Scenic 

Hudson 소송 그리고 the Santa Barbara 의 기름유출 사건-이 출현하는
데 이를 검토하다보면 법적 절차에서 생태학의 역할이 뚜렷이 드러나
게 된다.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Rachel Carson's Silent Spring)
카슨은 생태학과 생태학이 공공정책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일반 중

에게 일깨우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카슨은 특히 생태계 맥락에서 살충
제를 이해하기 위한 광범한 인식 틀(framework)을 제공하였다. 

“침묵의 봄(Silent Spring)”에의 법적 응은 불가피한 것이었는데 앞
서 살펴본 확인판결을 구하는 시민단체의 청원에 한 심리가 바로 그
4) 이러한 연계성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야생지를 필요로 하는가?, 우리는 그

럴 여유가 있는가?, 우리는 주변토지의 침입과 인간의 영향으로부터 이러
한 토지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여전히 뜨거운 논쟁거리를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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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DDT 심리는 생태학관련 법사( )에서 중 한 사건으로 기록되
었다.

허든슨 강 사건(Scenic Hudson Preservation Conference v. Federal 
Power Commission)5)

뉴욕의 허드슨 강 북쪽에 스톰 킹 발전소(the storm king generating 

plant)의 건설 인가를 구하는 신청이 연방전력위원회(the Federal Power 

Commission)에 제출되었다. 전력회사는 이 신청에서 뉴욕의 전력수요
를 감당하려면 인가신청된 발전소가 지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65. 첫 판결에서 책임성 있는 표(responsible representative)는 ‘환
경적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방법원에 제소할 권리(원고적격)가 있
다고 결정하였다. 이 판결에 따라 1971. 연방전력위원회는 인가 여부를 
다시 심리하여 건설을 재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시민단체Scenic Hudson

은 다시 제소하였지만 이번에는 패소하였다. 그러나 발전소의 건설은 
당시 내려진 금지명령(injunction)에 의하여 중단된 상태였고, 그리하여 
법원은 제안된 발전소 내 펌프에 의하여 물고기의 알과 애벌레(larvae)

가 가두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1981. 분쟁 당사자 사이에 회
사는 펌프식 저장 발전소(pumped storage plant)의 건설을 중단하고 공
원의 조성을 위하여 500acre의 토지를 기부하고, 환경보호론자들은 나머
지 세 개의 발전소 내 폐쇄식 냉방시스템을 요청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
의 타협이 이루어졌다. 허드슨 강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누구에게 행정심리에의 참여가 허용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들
은 언제 참여할 수 있는가? 

5)  Scenic Hudson 사건 판결은 강에 생태적 영향을 끼치고 강 주변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가시적 blight를 초래할 것
이라고 주장하며 수력발전소의 건설을 반 하는 일련의 관련소송의 첫 판
결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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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방전력위원회와 같은 독립적 규제기관은 인가신청인이 제출한 
사실들 이외의 사실을 직권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는가? 그리고 
규제기관은 안적 행위방식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가? 

3. 규제기관은 자신의 결정이 환경의 보전과 자연의 아름다움(natural 

beauty)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는가?

이러한 쟁점은 다음 30년 동안 법정 공방의 영원한 주제가 되는데 
여전히 답하기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허드슨강 사건에서, 생태학적 논의 상은 펌프(Storm King pump)에 
의하여 (물고기) 알과 애벌레가 가두어짐에 따라 이것이 강에 서식하
는 어족군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낚시 동호회
가 제출하였으나 연방전력위원회가 배제한 증거에 근거하여 법원은 전
력위원회에 전체 어류의 문제를 고려하라고 사건을 환송한 것이다. 그 
결과 ‘허드슨 강 정책위원회(Hudson River Policy committee)’는 1965.- 

1968.까지 허드슨 강 어류사의 검토에 착수하였다. 이 연구는 허드슨 
강의 어류 생태를 전면적으로 검토할 기회를 활짝 열었다.

1965.의 이 사건은 환경법의 풍경(landscape)에 어떤 변화를 주었을
까? 법원이 시민단체에 위원회의 결정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을 인
정한 것은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위원회
에 자신의 결정 등의 조치가 환경적 영향에 어떤 연관을 가질 것인가 
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할 책임을 부과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통하여 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 환경적 자연적 미적 가치를 
진중하게 고려할 책임을 확장하였다.6)  

6) 라이히(Charles Reich)는 “계획사회의 법(The Law of the Planned Society)”
라는 선구적 논문(pathbreaking article)에서 이 사건의 논쟁과정에서 제출되
고 다듬어진 원리들에 기초하여 공공계획(public planning)의 실재성과 필요
성의 인식 및 법이 민주적 참여, 광범한 가치들의 고려, 계획과정의 한 부
분으로서의 평등성(equality)과 공공서비스 등을 고양해야 할 필요성에 한 
인식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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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 바라라 기름유출(The Santa Barbara Oil Spill)
1969. 2. 캘리포니아 산타 바바라 해안에서 5마일 떨어진 유니언석

유회사(Union Oil Company)의 소유의 기단(platform)에서 당시로는 세계
에서 두 번째 규모의 기름 유출 사건이 발생하였다. 기름에 흠뻑 젖은 
새와 물개, 오염된 해변의 참상은 저녁 TV의 뉴스 보도를 장식하였다. 

해양학(Oceanography)과 해양생물학(marine biology)은 오덤과 다른 학자
에 의하여 해양 연안습지 생태학(marine and estuarine ecology) 으로 
결합되었다. 이 생태학에 기반하여 기름 유출 뒤의 연구는 해양바닥에
서 기름의 확산과 지속 및 이것이 해양/연안의 유기체(organisms)에 미
치는 재발성(recurrent) 영향이 기록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20년 
동안 지속되는 기름 유출로 인한 환경적 손상에 한 생태학적 연구사
에서 정규부분이 된다. 산타 바바라 사고에서 얻은 지식에도 불구하고 
생태학은 적확한 기름제거 계획을 기술할 준비가 여전히 부족한 상태
였고, 생태학자들은 최적의 회복전략에 관하여 종종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초기 생태계 체제의 출현      
1960.  Ecosystem Regimes의 최초의 시작을 목격할 수 있게 된다:  

강과 유역 계획(planning)과 호수 산 산림 및 연안생태계의 보호를 
위한 법률들. 새로운 생태적 지식은 새로운 법의 형성에 지식을 제공
함을 물론 동기를 부여하였는데 이는 워싱턴 호수 사건(the Lake 

Washington case) 연구를 통해 분명히 드러난다. 

시에틀 시의 급속한 성장은 미국의 가장 아름다운 호수인 워싱턴 
호수의 오염을 불러 일으켰다. 마지막 빙하시 의 말미에 형성된 이 
호수는 다양한 용도를 제공하며, 휴양 및 경관미를 위한 물의 공급원
으로, 또 어업지로 중요하였다. 2차 세계 전 후 급속한 인구확장에서 
유발된 환경적 압력은 호수의 민감한 생태계에 화학적 생물학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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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끼치기 시작하였다. 하수(sewage)에 의한 수질오염으로 인한 가장 
현저한 환경침해(nuisance)는 부영양화(eutrophication)로 인한 조류의 과
다성장이었다. 에드몬손(W.T. Edmondson) 교수는 배출되는 하수 속의 
인(phosphorus)과 조류의 과다성장 사이에 인과성을 증명함으로써 관리
정책결정자를 위한 원인과 영향에 관한 지침(guidance)을 제공하였다.

당국은 에드몬손 교수의 생태학적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
는데 일련의 행정조치와 공적지출은 호수 관리를 위한 법체계의 창출
로 이어졌다. 시당국은 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확장할 필요에 
응하기 위하여 폐수관리계획(Wastewater Management Plan)을 준비하였
고, EPA는 국가환경정책법(NEPA)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하였다. 

영향평가서에서는 장기적 하수관리시설을 위한 연방 지출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호수 관리를 위하여 생태학적 지식으로 충전된 체계(ecologically-in-

formed regime)로의 발전은, 자기관할 내에 있는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주의 부서(Department of Ecology)의 신속한 설치 및 호수 관리 
결정에 공공의 참여를 규정한 지역협정(Metropolitan Enabling Act)에 의
하여 가능해졌다.

호수의 위기는 시에틀 지역 거주민들에게 연방기관의 명령과 감독
에 앞서 행동하도록 박차를 가하였는데 이러한 시민행동은 에드몬손 
교수의 조사와 참여에서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 1950.-1960.  호수에 
관한 논쟁과 정책의 변화는 수질에 관한 연방정부의 역할의 중 한 발
전으로 이어졌다. 청정수질법(Clean Water Act of 1972) 은 국가의 물 
공급에 있어 시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확산된 수질오염의 우려에 
응하여 처음으로 포괄적인 연방의 수( )법으로 규정되게 된다. 

결 론
1960.동안 새로운 환경의식의 여명(dawning)은 미국의 물질주의

(materialism)에 도전에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1960.말미에 생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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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수의 기본적 개념들과 방법들은 바른 자리를 잡았다. 몇 몇 실용
적이고 환경보호적인 결론들이 오덤 등의 연구에서 도출되었다. 

1960년 의 드라마틱한 발전은 생태학과 법 간의 관계에 관한 다수
의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이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1. 체계적으로 지원된 규모의 생태학 프로그램은 환경정책에 어느 
정도 정보를 제공하였는가? 

2. 생태학적 범주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어느 정도 유
용한가? 

3. 생태학적 범주는 법률 안에서 행정적 및 정치적 문제를 어느 정
도 낳았는가?

4. 야생지 관련 법률과 그 목표는 생태학적 통찰에 어느 정도 부합
하는가? 그리고 보존은 생태계 관리에 한 생태학적 접근을 어
느 정도 촉진시켰나?

5. 법적, 행정적 심리에서 일반 생태론자가 증언하는데 있어 그 적
격성은 어떤 수준이고, 또 어떤 수준이 요구되는가, 그리고 어떤 
문제에 관하여 증언할 수 있는가?

6. 행정의 심리방식은 생태학적 방법과 결론 및 그 한계에 관하여 
의사소통과 이해를 촉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체계로 조직될 수 
있는가?

7. 생태계 간섭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다양한 시민들의 접근 또는 
“원고적격”을 허용하기 위하여 어떻게 행정적, 법적 제소절차
(proceedings)를 맞춤설계할 수 있는가?

8. 생태계와 그 경계 및 공적 소유와 사적 소유 간의 관계는 어떤
가?

9. “제한적 환경용량(limited carrying capacity)”이라는 생태학적 개념
은 인구 성장의 바람직함(desirability)을 측정하는 유용한 척도를 
제공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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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법과 생태학 간의 불화(The Lovers' Quarrel Between 
Law and Ecology)

서설: 부머 사건(The Boomer v. Atlantic Cement Co 사건7))
1970. 뉴욕 주에서 큰 시멘트 플랜트의 가동이 개시되었다. 플랜트

의 건설비용은 45백만달러로 300명 이상의 주변지역 거주민을 고용하
였다. 부머 부부를 비롯한 주변의 재산소유주들은 플랜트 가동에 의한 
먼지와 진동의 발생은 생활방해(nuisance)를 야기한다고 주장하며 회사
를 상 로 소를 제기하였다. 그들은 법원에 먼지 배출과 진동 발생의 
금지하는 방해금지명령(injunction)을 구하였다. 1970. 의 기술수준을 
고려한다면, 금지명령을 따르는 유일한 방법은 플랜트의 가동을 중지
하는 것이었다. 뉴욕 주 최고법원은 새로운 청정 기법의 출현 조짐을 
의식하고 있었다. 이 사건은 이 새로운 국가환경정책에 주의를 기울려 
결정되어야 한다고 믿은 반 의견에도 불구하고, 환경적 피해에 한 
배상은 이를 명하였으나, 막 시행될 새로운 환경법체제는 조심스럽게 
무시하였다. 베르젠 판사(Judge Bergen)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 기오염의 효과적 통제는 다방면에 걸친 정부의 공공적 ․ 재정적 권
한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아니한 문제다.” 

이 판결은 이 시기의 환경문제에 한 법적 응의 향방을 가늠케 
하는 예언적인 것이었다. 법원의 판결은 오염물질 및 그 처리의 생태
적 영향에 한 고려를 회피하고, 산업의 요구와 원고의 피해를 형량
하는 ‘경제적 고려(economic considerations)’에 근거하였다. 그 후에 환
경론자들은 정부로 하여금 플랜트에서 발생하는 기오염을 정화하려
는 시도과정에서 유발되는 거 한 오염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기 위
하여 청정 기법과 국가환경정책법을 원용하여 플랜트 회사를 상 로 
제소하였으나, 법원은 그러한 다매체적(multi-media) 접근법의 시행을 

7) Boomer v. Atlantic Cement, 26 NY2d 22; 309 N.Y.S. 2d 312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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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하였다.   

우주에서 전송된 ‘푸른-녹색’의 지구의 모습이 중들의 인식에 각
인되었다. “지구호 우주선(Spaceship Earth)”이라는 관점 내지 은유는 
환경과 법, 정책에 관한 사고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이 강렬한 
지구영상은 러브록(James Lovelock)의 1969. 프린스턴 세미나: 가이아 
가설(the Gaia hypothesis) 에서 지적인 형태로 적용되었다. 상당한 논란
을 불러일으킨 러브록의 가이아 전망 후에 3개의 중 생태학 서적의 
출판이 잇따랐는데 에를리히(Anne and Paul Ehrlich)의 인구폭발(The 

population bomb) 8), 커머너(Barry Commoner)의 폐쇄계(The closing cir-

cle) 9) 및 메도우(Donella and Dennis Meadows)의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 10)가 그것이다.

이러한 네 가지 전망 모두는 생태학의 원리, 방법 및 개념의 한 가
지 또는 다른 측면들을 확장하는 이론들에 기반하고 있었다. 사이버네
틱스cybernetics (러브록), 시스템 분석system analysis (메도우), 인구 및 
자연의 수용능력population and natural carrying capacity (에를리히) 그리
고 생물지화학적적 순환biogeochemical cycling (커머너)은 환경위기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선별, 동원된 핵심원리(organizing princi-

ples)이다. 

하지만 개념적 광범성으로 인하여 처음에는 이 개념들로부터 환경
법과 정책의 미래적 방향성을 구체화해낼 수 없었다. 신에 환경문제
에 한 즉각적인 법적 응은 두 개의 다른 경로를 밟아나가기 시작
하였다. 이 중 한 경로는 EPA의 기술에 근거한(technology-based)11)의 
8) 이 책은 억제되지 아니한 인구성장은 환경과 인류의 복지에 돌이킬 수 없

는 손상을 줄 것임을 주장하며 생태재앙(eco-catastrophe)의 가능성을 시사
하였다.

9) 이 책은 환경문제는 합성오염물질의 생산의 결과임을 증명하려고 하였다.
10) 이 책은 최초로 컴퓨터 모델을 동원하여 인구, 식량생산, 산업화, 재생불

가능한 자연자원의 소비 그리고 오염정도의 상호의존성을 연구하고 예견
하였다.

11) “technology-based regulation”이라 함은 기존의 기술로 달성할 수 있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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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출 또는 배출기준의 설정을 통하여 기정( )의 국가 및 주의 기, 

물, 토지이용법 등의 강화를 추구하는 따위의 실용적 접근이었다. 또 
다른 경로는 지구호 우주선이라는 유비(analogy)를 이해하고 그 생태적 
전망에 적합하게 법의 구체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전망
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이 요청되었다. 

환경위기에 한 서로 다른 접근은 오염에 한 엇갈린 관점
(divergent views)에서 나왔다. 일반 중과 그들의 표에게는 오염물
질은 숨 쉬는 공기와 마시는 물에 달갑지 않은 침입자이다. 따라서, 이
는 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덤과 같은 생태학자들은 이를 달리 보았다. 오염물질은 자
연환경 속에서 알려지지 않은, 동물과 인간 행위의 잔여물(residues)이
다. 이 잔여물은 보통 생태계 내에서 분해되고, 또 재활용된다. 만약 
자연적으로 재활용되지 않으면 이는 그 양, 소재지(location), 또는 독특
한 성질(가령 비-생분해성 합성물non-biodegradable synthetics)로 말미암
은 것이다. 

이러한 생태학적 관점은 오염물질의 처리에 한 다른 방법을 열어
주었다. 자연분해를 촉진하려 하였고, 생태계에 훼손을 주지 않으면서 
오염물질을 흡수하는 자연적 능력의 증진을 추구하였다. 또 토양과 물
에서 사화(metabolized)되지 않는 합성물질을 금지하려 하였다.

요약하면, 이 두 가지 경로에 한 추구는 하나는 배출의 통제(controlling 

emissions)에, 다른 하나는 생태계의 온전성(integrity)에 기반하였다.

주요한 환경법인 청정 기법, 청정수질법, 고형폐기물 및 유독물 관

한의 오염규제를 기준 또는 한도로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분의 
경우 배출물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회가 
기존의 기술로 달성이 불가능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도 있다. 부분의 경
우 이행기준(performance standard)으로 구체화되나 설계기준(design stand-
ard)을 정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environmental quality-based regulation”
라 함은 오염물질이 인간의 건강 및 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
여 일정 수준의 환경질을 달성하기 위한 것을 뜻한다(Jeffrey M. Gaba, 김
형진 역,『미국 환경법』, 형설출판사(2005), pp.34-36)-옮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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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법 등은 생태학이 과학으로서 충분히 발전되기 전에 제정된 것들이
었다. 청정 기법 및 청정수질법은 매체 관념에 전적으로 기반하고, 폐
기물 및 독성물질법은 오염물질의 유해성 자체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생태계 내 ‘교란자(a disturbance)’로서의 오염물질이라는 관점에서 출발
하지 않았다. 

매체와 오염물질 자체에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이 법들은 생태계의 
일부분에 촛점을 두고 생태계 내에서 연동하는 구성요소(interlocking 

components)에 미치는 후속 영향(secondary  effects)을 무시하였다. 매체
와 오염물질이라는 언어로 결정화되고(crystallized), 고착화된 이 법들
은 생태적 용어로의 재정립을 거부하고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청정 기법(Clean Air Act)
이 법은 기술에 근거한 기준과 배출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이 법에

도 생태적 통찰(insights)을 적용할 기회는 있었다. 국가 기질기준
(national ambient air quality standards; NAAQS)이 그것이다. 제1차 
NAAQS는 공공의 건강(public health)를, 제2차 NAAQS12)는 공공의 복
지(public welfare)를 각각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준의 오염물질의 
농도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1차 기준은 인간의 건강과 전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뿐 생태계의 
건강성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러나 제2차 기준인 “공공의 복지”는 
환경적 영향을 포함하는 것이다. 생태적 손상을 증명하는 것이 EPA에
게 매우 어려운 과제임이 드러났다. EPA가 아황산가스(sulphur dioxide)

에 관한 제2차 기준을 정하려 하였는데 이 문제는 1972. Kennecott 

Copper Co. v. EPA 사건에서 다투어졌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구리가 연평균 85 / 농도에서 식물에 악영
12) 공공의 복지에 한 영향은 다양한 환경적 영향, 농업에 한 영향, 기

오염의 경제적 효과 및 인간의 안녕과 복지에 한 영향을 포함한다
(Jeffrey M. Gaba, supra note 10, p.141)-옮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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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의 준다는 연구결과만을 인용하여 연평균 60 / 기준을 설정하려
는 EPA의 제안이 지지되려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파
기환송하였다. 이 사건 후 EPA는 제2차 기준의 채택을 회피하였고, 인
간의 건강에 한 영향에만 근거하여 고정배출원과 트럭 및 자동차의 
배출을 규제하는데 전념하게 되었다. 

오존의 고갈과 산성비 조항 그리고 연안지역/Great 호수 침전 프로
그램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역사와 현재까지의 운영에 비추
어 보면 이 법은 환경적 규율에 한 생태적 접근을 실행하는데 실패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의 건강 보호에 한 기술 중심의 접근법은 
명백한 편익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 이를 자세히 들여
다보면 생태계의 무시에 따른 비용의 문제가 노정된다. 첫째, 산성비와 
오존고갈로 인한 생태계 손상에의 위협을 다루는 신설 조항을 개발하
여야 한다. 둘째. 주의 정치적 경계 안에서 기오염을 규율하는 것으
로 초점을 제한함으로써 결국 주 간, 국가 간 경계를 넘어서는 오염에 

처하는데 전력투구해야 하였다. 셋째, 위해성 기오염물질이 공공건
강에 끼치는 영향에만 집중함으로써 환경 내에서 생물농축(bioaccumu-

late)으로 인한 오염물질의 장기적 위험과 생태계에 장기적으로 작용하
는 영향을 무시하였다.  

결 론
생태학과 주요 오염법 간의 불화 이야기는 이 두 학문분야 간의 관

계 설정의 어려움을 포착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관계는 1970.-1990. 동
안 격화된다. 이 두 학문분야의 역사는 다음의 통찰을 계시한다. 첫째,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관계가 이 시기에 생성되는데 여기에는 긴
장 및 갈등관계 뿐만 아니라 우정 어린 관계도 포함된다. 둘째, 오염법 
자체 내에서조차 점차 생태학적 관점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셋째, 두 영역의 공진화(co-evolution)가 시현된다. 법은 생태학과 지구
과학에서의 신규 발전을 자극하였다. 거꾸로 환경법은 생태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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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들을 점점 더 이용하였다. 

이러한 낙관적 결론에는 생태학과 환경법 간의 친선관계가 더 진전
될 것인지 라는 장래 전망과 관련해서는 다소 어두운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몇 몇 환경법에서는 부분적으로-가령 유해폐기물 및 기오염의 
방지에서-, 생태학적 지향의, 위해성 중심의 접근법(ecologically ori-

ented, risk-based approaches)보다 기술 중심의 통제방식(technology-based 

controls)에 기 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경향은 
생태계 법의 시행이 쉽지 않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          

Ⅲ. 법과 생태학의 수줍은 포옹(The Shy Embrace of Law 
and Ecology)

서 설
1972. 연방 법원은 Sierra Club v Morton 사건13)에서 환경적 손상을 

‘사실상의 침해(injury in fact)’를 구성하는 실체 요소로 보고 단체의 구
성원들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 더글라스 판사(Justice Douglas)는 
동조의견에서 계곡, 고산성 목초지 등 비생물성 자연물(inanimate natu-

ral objects)도 현 의 기술 및 생활방식의 파괴적 압력을 느낀다며 생
태계의 원고적격(legal standing of ecosystem)까지도 주장하였다.14) 

1974. 4. 지구의 날은 미국의 근 적 환경운동의 전국적 시작을 알
리는 상징이 되었다. 기 및 수질 오염, 독성물질을 다루는 전통적 환
경법과 달리 이 시기에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rotection 

13) Sierra Club v. Morton, 405 U.S. 727 (1972).
14) “valleys, alpine meadows, rivers, lakes, estuaries, beaches...and even air 

feels the destructive pressures of modern technology and modern life” 
  * Douglas의 반 의견의 이론적 기반은 Christopher Stone의 “Should Tees 

Have Standing?” (1972)이다. 이 논문은 크로스토퍼 D.스톤(허범 옮김),
『법정에 선 마무들』, 아르케(2003)에 실려 있다.-옮긴이.



Law and Ecology❘205

Act; NEPA), 연안지역관리법(Coastal Zone Management Act), 그레이트 
호수협정(The Great Lakes Compacts)과 같은 새로운 법들은 생태학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국가환경정책기본법: 생태론자들의 꿈?
1970.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방기관의 주요 의사결

정의 영향을 평가하도록 요구하는 NEPA가 제정되었다. 이로써 처음으
로 연방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거나 인가하는 고속도로나 발전소 등이 
유발할 수 있는 환경영향은 정부의 정당한 우려의 상이자 사법심사
의 상이 되었다. 

NEPA의 주 입안자는 생태학자 콜드웰(Lynton Caldwell)이었다. NEPA

의 목적은 “환경과 생물권의 손상을 예방하거나 제거하고”, “생태계 
시스템에 한 이해를 풍부하게 하며”, 무엇보다도 “생물다양성을 지
탱하는 환경의 보전”에 있다. NEPA의 가장 분명한 자기표명은 환경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법 및 기타 연방행위에는 환경영향평
가서(EIS)가 작성되어야 한다는 요구였다.   

NEPA의 참신함(novelty)은 담하게도 과학들 간의 학제적 노력을 
다하겠다는 헌신결정이라 할 수 있다. 콜드웰은 이를 다음과 같이 표
현하였다: NEPA를 통해 추구하려는 것은 과학들을, 다양한 과학들 사
이에 존재하는 정보적 또는 개념적 간극(the informational or conceptual 

interspace)을 메울 수 있는 ‘관계성’으로 결합하는 것이다.

생태학과 법은 EIS에서 만난다. EIS의 전형적 작성사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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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Management of Habitat for Late Successional and Old Growth 

Forest-Related Species(1994)]

Ⅰ. Purpose and Need: protect forest habitat, produce forest products

Ⅱ. Purposed Federal Action: coordinate federal management of old 

growth in the pacific northwest

Ⅲ. Alternatives:

   ⋅ No cation 

   ⋅ Action alternatives example:

Ⅳ.  Impacts 

   ⋅ on ecosystems and species

   ⋅ on the economy and communities[timber harvest levels]

   ⋅ other environmental consequences 

환경영향평가서 견본

환경영향평가서에 한 법원의 응
EIS의 적정성은 평가서에서 도달한 궁극적 결론을 과학적으로 지지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판시한 일부 법원도 없진 않지만, 

법원은 최신 과학정보의 사용에 있어 작성기관의 전문적 식견을 존중
해주었다.15) 부분의 생태학적 연구조사가 상당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그러한 불확실성을 법적으로 어떻게 다
룰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영향분석에 있어 중요부분이라 할 수 있다. 

1980.초, 법원은 최악사례 분석(Worst Case Analyses)이 위해성 분석
15) Sierra Club v. U.S. Army Corps of Engineers, 701 F2d 1011(2nd Cir. 

1983); Marsh v. Oregon Natural Resources Council, 490 U.S. 350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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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analysis)의 한 부분이라고 판결하였다.16) 물론, 환경질위원회는(the 

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CEQ) 단순한 추측(pure conjecture)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학적으로 지지가능한 저도의 개연적 재난(low prob-

ability catastrophes)을 요구하였다.17)    

연안관리법
오덤이 fundamentals of ecology 제3판을 완성하였을 때 연안생태계

(coastal ecosystem)는 언급되지 않았고, 다만 담수, 해양 및 기수역 생
태계(marine and estuary ecosystem)에 관해서만 기술되었다. 연안지역관
리법은 자신들의 연안지역을 스스로 규율하려는 캘리포니아와 로드섬
(Rhode Island)의 조치가 있고 나서야 제정되었다. 이 법은 명시적으로 
연안 자연자원의 생태적 연약성(ecological fragility)과 취약성(vulnerabil-

ity) 그리고 연안지역의 중요한 생태적, 문화적, 역사적 및 심미적 가치
들을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이 법의 목적은 인간의 활동과 환
경의 건강성, 환경 보호의 증진, 연안개발 및 휴양 사이에서 적정한 균
형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연안관리의 주된 실행기제는 연방정부의 지침에 따라 입안되고 연
방 연안지역관리국에 의하여 승인되는 주의 연안관리 프로그램이다. 

이 계획은 연안에서의 사적 행위를 규율할 뿐 아니라 연방의 행위가 
주 프로그램에 부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6) Sierra Club v. Sigler, 695 F2d 957 (5th Cir. 1983); Save Our Ecosystem 
v. Clark, 747 F2d 1240 (9th Cir. 1984).

17) 과거의 CEQ 규칙은 정보가 불확실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worst case 분석
을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이 규칙은 1986년 폐지되었으며, 그 신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고, 합리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reasonably foreseeable)" 영향에 한 고려를 하면 되도록 하
였다. 법원 Robertson V. Methow Valley Citizens Council (1989)사건에
서 WORST CASE 분석을 폐지한 CEQ 규칙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Jeffrey M. Gaba, supra note 10, p.85).-옮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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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상의 주 프로그램은 생태학과 그것의 법적 양상(aspects) 

간의 관계에 관한 흥미로운 사례연구를 제공하였는데 여기서 세 가지 
유형의 관계가 법과 계획 사이에 정립되었다. 첫째, 포괄적 계획 및 프
로그램과 더불어 행정규칙이 각 계획 또는 프로그램과 부합되도록 보
장하는 시스템이 확립되었다. 둘째, 계획들이 제안된 행위의 영향을 측
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영향 계획(impact 

planning)’이 채택되었다. 셋째, ‘이행계획(implementation plans)’ 이 채택
되었는데 이로써 법적 규칙들을 이행하는 것이 계획 자체의 한 부분이 
되었다. 

공공신탁이론(Public Trust Doctrine)
주된 보통법 법리 가운데 하나가 1970. 지구의 날의 시기에 재발견

되었는데 이것이 공공신탁이론이다. 공공신탁은 한마디로 말해서 환경
은 공공을 위하여 신탁되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이 이론은 최초에 항
행가능한 수역(navigable waters)에 적용되었으나, 이후 다른 법적 문제
들에도 확  적용되었다.

삭스(Joseph Sax) 교수가 이 개념을 제안한 후로 법원은 다수의 사건
에서 이를 원용하였다. 이 이론은 몇 몇 법령에도 반영되었고, 또한 공
공신탁의 용어는 주 헌법에도 편입되었다. 이 이론의 도덕적 반향
(moral resonance) 몇 가지 가정을 담지하고 있다: 인간은 청지기 의무 
또는 환경을 배려할 의무를 진다, 우리는 미래세 를 위하여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 자연자원 및 자연의 과실에 모든 시민들의 접근이 가
능해야 하고, 정부는 환경보호 조치를 채택해야 할 의무, 또는 최소한 
자신의 결정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평가해야 할 의무를 
진다는 가정.       

공공신탁 이론은 비록 생태과학의 적용을 위한 법적 구조를 제공하
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고안된 것은 아니지만, 앞서 살펴 본 Mono 

Lake 사건을 포함하여 몇 몇 사건에 그러한 구조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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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국가환경정책법(NEPA), 연안관리법 모두 생태학적 용어를 채택하였

다. 공공신탁이론도 그러한 생태학적 접근을 촉진하는데 유력한 도구
였다. 즉, NEPA는 환경영향평가서의 포괄적 계획의 강(outline)을 규
정함으로써, 연안관리법은 연안의 보호가치 있는 구성요소(key coastal 

features)를 확정하고, 연안관리계획을 장려하여 연안에 생태적 접근법
을 명시적으로 취함으로써 생태학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NEPA는 숙성된 생태학적 접근법에 필요한 기준적 평가적 
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다. 연안관
리법상의 광범위한 생태학적 계획 수립 과정은 연안지역에만 한정되어
야 하였고 또한 연안지역의 환경에 끼치는 가장 중요한 영향들 중 몇 
몇 영향을 무시하였다.

Ⅳ. 법과 생태학의 구애(The Courtship of Law and Ecology)
서 설
산림규칙(forestry regulation), 멸종위기종보호법(the Endangered Species 

Act: ESA) 그리고 국립공원법(National Park legislation)은 처음부터 생
태학적 용어로 자신들의 환경적 임무(missions)를 직시한 것은 아니었
다. 20년 이상 동안, 법집행자들은 점차 자신들의 임무에 내재된 생태
학과의 ‘관련성’을 구현하기 시작하였다. ESA는 점차 서식지 변형
(habitat modification)에 한 새로운 이해를 반영하였다. 옐로우스톤 안
에서 국립공원의 입법과 그 이행은 생물다양성을 위한 ‘생태계 접근
법’을 수용하였다. 국가산림관리법(the National Forest Management 

Act) 은 생물다양성을 위한 중 한 계획을 채택하였고, 살충제 법률은 
생물농축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이동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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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법들은 공통된 역사적 발전을 공유하고 있다. 발전의 시작단
계에서, 각각의 법과 법의 전통적 목적은, 그 법이 오히려 환경에 해악
을 초래하는 것으로 여긴 환경보호주의들로부터 그 정당성에 관한 도
전을 받았다. 이 법들은 종의 보호에 있어 서식지 변형을 무시하였고, 

산림 종(forest species)에 주의하지 아니한 채 산림지 내에서 벌목을 허
용하였으며, 사람들이 국립공원을 황폐화하도록 내버려두었으며 살충
제의 방산과 환경 안에서의 누적영향(cumulative impact)을 무시하였다. 

학계의 도움에 기 어 지속된 환경론자들의 도전적 문제지적은 변화를 
강제하였고, 점진적으로 생태학적 관점이 법 집행에 침투하게 되었다. 

멸종위기종 보호법: 종 보호에서 서식지 보호에로(From Species to Habitat Protection)
ESA에도 임계 서식지(critical habitat)의 보호 및 회복 계획에 관한 

규정이 있었으나, 이러한 서식지 언급 부분에는 교란된 서식지의 조사
확인 및 보호 또는 회복에 한 체계적 주의가 수반되지 못하였다. 

서식지에 하여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지른 이유는 부분적
으로 법의 시행이 종의 보호 자체에만 집중되었다는 점과 아울러 생태
학 자체 내에서 서식지 개념에 한 학문의 발전이 제한적이었다는 점
에서도 찾을 수 있다. 

법 해석을 통하여 ESA가 사용한 언어의 개념적 의미를 변형하려는 
시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서식지의 변형을 종의 탈취(“tak-

ing”)18)로 해석한 것이라 하겠다.       

Tennessee Valley Authority v. Hill 사건을 보자. ESA는 내무부장관에
게 특정 종을 멸종위기에 처한 종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
고, 모든 정부기관과 부처에게 정부가 허가 또는 재정 지원을 하거나 

18) 이는 박해(harass). 훼손(harm), 추적(pursue), 수렵(hunt), 발포(shoot), 상해
(wound), 덫 설치(kill trap), 포획(capture), 수집(collect) 또는 이러한 행위
의 시도를 의미한다(Jeffrey M. Gaba, supra note 10, p.265)-옮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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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부가 실행하는 조치로 인하여 그 생물종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
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보호론자들은 
테네시 강에서의 댐 건설계획이 강물의 자연적 흐름을 좁고 보기 흉한 
수로로 변환시켜 그 지역의 지리를 변경시킨다며 댐 건설계획에 반
하고 있었다. 그런데, 테네시 학의 어류학자 이트니어 박사(Dr. 

David Etnier)는 댐 입지 주변에 ‘유일하게’ 서식하는 snail darter(민물달
팽이농어)를 발견하였다. 그들은 댐이 이 물고기의 유일한 서식지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무부장관에게 그 물고기를 멸
종위기종으로 등록할 것을 요청하였고, 얼마 뒤 장관은 snail darter를 
멸종위기종으로 등록, 고시하였다. 이어서 그들은 댐 계획이 ESA를 위
반하였다며 공사의 중단의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당시 공사는 80% 

완성된 상태였다. 제1심법원은 TVA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항소법원은 
반 로 환경보호론자들을 지지하였다. 연방 법원은 ESA 제7조는 연
방기관은 자신들의 행위가 멸종위기종의 지속적 생존을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법의 명령에 어떠한 예외도 허용하고 있지 않다며 
항소법원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ESA를 이행하기 위하여, 생물학자들은 1980.  서식지 개념을 명확
히 정의하려고 시도하였다. 법은 종 뿐만 아니라 종의 임계서식지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어 서식지를 위태롭게 하는(jeopardizing habitats) 행
위도 금지된다. 서식지의 위태화를 결정하는 절차는 ‘서식지 생태학
(ecology of habitats)’이 법률용어로 전환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데 법
은 임계서식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등록종이 점유하는 지역
의 일정 부분, 전체, 현 점유지의 바깥지역으로서 장래 종의 생존과 회
복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곳으로의 확장이 필수적인 지역. 

살충제 규제: 잔여량 규제에서 생물농축 규제로(Pesitcide Regulation: From Pesticide Residues to Bio-accumulation)
20세기에 들어서자마자 식품에 존재하는 납과 비소의 잔여량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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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중들 사이에 확산되었다. 1910.에 
최초로 살충제법이 통과되었다. 그런데, 이 법에는 살충제의 단정된
(alleged) 편익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가급적 그 사용에 크게 간섭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었다. 또한, 이 법은 식품에의 잔여량이 
수용체에 끼치는 잠재적 해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20세기 중반 신규성 화학물질의 폭발적 성장이 있었다. 1947. 연방
살충제법(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 FIFRA)은 
살충제 사용자를 위한  표시제(labelling)에 중점을 두었다. 1954. 식품
의약청은 살충제의 등록 업무를 인수하였는데 식품에 잔류하는 살충제
에 한 규제 수위는 건강하고 경제적인 식품 공급의 요청에 한 인
정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설정되었다.  

그런데, 1958.에 변화가 일어났다. 암 발병률의 증가에 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개정 Delaney법은 식품의약청은 사람 또는 동물에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진 식품화학첨가물의 사용을 승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1970. 에 설립된 EPA는 살충제의 규제 업무를 농림부로부터 인
수하였고, 1972. FIFRA는 연방 환경적 살충제 규제법(Federal Environ-

mental Pesticides Control Act) 으로 개정되게 된다. EPA는 살충제가 환
경에 불합리한 영향(unreasonable effects)을 끼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결
정을 한 후에 살충제를 등록, 취소 또는 재등록 하게 된다. 이 법에 의
하면 모든 살충제는 EPA에 등록되어야 하며, 등록되지 아니한 살충제
의 판매 및 사용은 부분 금지된다. 1972. EPA는 DDT의 사용을 금지
하였는데 이 조치는 부분적으로 환경 안에서 DDT의 이동경로에 한 
상세한 추적과 생물농축에 근거한 것이었다. 

비록 1972. 연방살충제 개정법은 생물농축을 규정내용에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EPA는 살충제의 인간적 환경적 위해성을 결정하기 위한 6

개의 개별 위해성 판단기준을 정하는 행정규칙을 제정한다. (1) 급성독
성(acute toxicity), (2) 잠재적 발암성, 돌연변이성, 태아관련독성, 기형유
발성을 포함한 만성 또는 지연성 독성(chronic or delayed acute tox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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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ing carcinogenic, mutagenic, fetotoxic and teratogenic potentials, (3) 

잔여량이 비독성 유기체 안에서 독성 변화를 유발할 잠재성, (4) 멸종
위기종에의 영향 가능성 (5) 멸종위기종 서식지에의 영향 가능성, (6) 

혼합물이 인간 또는 환경에 다른 형태의 위해를 야기하는지 여부. 이
러한 위해성 판단기준은 향후 생물농축에 관심을 가지는 환경 기반이 
되었다. 

살충제와 관련한 첫 주요 법원판결은 DDT와 관련된 Environmental 

Defense Fund, Inc. V. Ruckelshaus 사건 판결이었다. 바젤론 판사(Judge 

Bazelon)는 농림부가 DDT를 ‘승인된 살충제’로서의 등록 지위를 일시
정지 할지 여부를 고려해야 하며, 그리고 정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를 위하여 살충제의 편익을 고려한 위해 기준을 정하라고 하였다. 

바젤론 판사는 해(harm)의 상 적 발생개연성(relative probability)과 심
각성(severity)을 고려하면서 건강및 환경 위해성에 접근하는 태도를 분
명히 하였다. 또한, 공공건강(public health)에서 ‘공공’의 개념에는 물고
기와 야생 동 식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DDT 판결
은 환경 내에서 이동경로를 통한 잔류살충제의 추적 및 그것의 환경 
내에서 작용에 한 생태적 이해에 기반하고 있지만, 모든 살충제에 
관한 판결이 반드시 생태적 정보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 그 한 사례로 
1979. Dow Chemical v. Blum 사건 판결을 들 수 있다. 이 판결에서 법
원은 2,4,5-T와 Silvex라는 제초제의 사용을 중지하는 결정을 지지하였
는데 이는 그 제초제의 산림지역에서의 사용이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의 유산과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1985. EPA는 행정규칙을 개정하여 살충제가 인간과 환경에 불합리
한 악영향을 끼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특별검토(Special 

Reviews)에 착수하였다. 이 규칙에 의거하여 EPA는 환경 안에서의 거
동(environmental fate)-잔류성과 이동성, 흡수, 먹이사슬에 존재 그리고 
인간 세포조직 내에서 존재-에 관한 정보를 채용하여 노출경로를 추적
하려 하였다.



214❘환경법과 정책 제3집(2009. 11)

살충제 “디아지논(diazinon)”의 등록 취소는 특별검토절차가 제 로 
작동하고 있음을 예시하는 것이다. 골프코스 및 잔디농장에서 사용되
는 가장 경제적인 살충제로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디아
지논의 급성독성, 잔류허용치, 노출증거, 새들에 의해 소비된 추정량, 

새의 죽음에 관한 보고, 멸종위기종에의 영향에 근거하여 등록이 취소
된 것이다.   

결 론
멸종위기종법, 국가산림관리법, 국립공원계획 및 살충제제법의 '생태

학화(ecologization)'는 생태학적 개념들이 점진적으로 위 법률들의 용어 
및 그 시행에 편입되는 생태학과 법 간의 20년 간 구애과정을 드러낸
다. 이 법률들은 점차적으로 생태학적 지식으로 재정비되었다. 그 결
과, 신규 법들과 행정규칙들은 생태학적 용어가 삽입되는 과정에서 적
응할 수 있거나 또는 생태학적으로 민감한 새로운 법집행이 일어나기
도 하였다. 농업 안에서 해충문제를 다룸에 있어 새로운 접근법이 제
안되기도 하고, 또 입법 목적이 멸종위기종 보호에서 생물다양성 보호
로 전환되기도 하였다.

청정 기법이나 청정수질법 및 유독물관리법의 경우보다 위의 법들
과 생태학의 구애관계가 더 성공적인 이유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만, 

아마도 전자의 법들은 더 고착적(more established)이라는 점에 또는 집
행의 의도가 협소한 매체지향적 목적의 즉각적 시행을 보장하는데 있
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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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혼: 환경법을 위한 생태학적 계획(The Marriage: 
Ecological Planning for Environmental Law)

서 설
생태학과 법의 결합을 추진하는 한 방법은 굳이 생태학을 법적 용

어로 또는 법집행에 편입시키지 않고도 가령 환경문제를 조사연구함에 
있어 처음부터 생태학의 통찰을 채용하고, 환경법을 조사연구의 결론
에 기반하여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에서는 입법이 되면 생태
학은 사라지는데 이러한 관계는 산성비(acid rain), 오존층 고갈(ozone 

depletion), 지중해 오염(the pollution of the Mediterranean) 및 지구온난
화(global warming)에서 예시된다. 각 사례에서, 광범위한 조사연구 뒤
에 이루어지는 법적 규제는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조사연구의 
결론을 반영하지만, 관련 환경법 자체는 명시적으로 선행 조사연구의 
생태학적 전망도, 생태학의 언어와 개념을 반영하지 아니한다. 

산성비와 자연의 생물지화학(Acid Rain and the Biogeochemistry Of Nature) 
산성비는 1872. 앵거스 스미스(Robert Angus Smith)의 책 Air and 

Rain: the Beginnings of a Chemical Climatology 에서 발견되는데 그 현
상은 산업혁명의 탄생에 존재한다. 기화학과 기상 모델링이 개선되
면서 황(질소)는 장거리 이동할 수 있을 거라는 인식은 더 이상 믿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상당량의 산성비는 영국과 중유럽의 SO2 배출에
서 기원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사람은 1969. 스칸디나비안 태생의 생태
학자였다. 1972. 인간환경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스웨덴 정부는 월경성 

기오염(Air Pollution Across National Boundaries: the Impact of Sulphur 

in Air and Precipitation) 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1950.  생태학자 골햄(Eville Gorham)은 산성 강수가 캐나다의 생태
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글을 썼다. 오덤 등 생태학자들은 이미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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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sulphur cycle)’의 한 부분으로서 ‘황 강수(sulphur Precipitation)’를 
개념화하였다. 생태학자는 황 순환의 기본 반응과 연결성을 이해하였
지만, 순환되는 물질의 양과 순환(grand cycle)을 제어하는 물리생물
학적 과정의 중요내용(critical specifics)을 기술하지는 못하였다. 황의 
순환을 순환의 일부분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그것
이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을 추적하는 작업이 필요하였다.  1981. 국립
과학원과 국립조사위원회(National Research Council)는 건강과 생물권역
에서 노정되는 심각한 위해에 관한 명백한 증거와 기이동에 관한 약
간의 증거를 밝히는 2개의 보고서를 발표한다. 

산성비 통제에 한 기 는 1970. 개정 청정 기법 이후였다. 이 법
은 산성비 규제를 약속하여, 오염물질성 황이 유동하는 지역을 포함하
는 기역(air sheds)에 한 규제 및 국가 기질기준의 채택이 가능하도
록 하였다. 또한, 타 주에 중 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오염물질을 통
제할 수 있는 이행계획의 채택을 주에 명하고, EPA가 그러한 주간
(interstate) 영향에 관하여 사실인정(findings)을 하고, 오염가해 주에게 
오염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게 하였다. 나아가, 전력생산설비에 적용가
능 하도록 신규 고정오염원(stationary sources)에 성과기준(national per-

formance standards)의 채택을 명하여  BPCT(best pollution control tech-

nology)기술의 사용을 보장하였다.

불행하게도, 첫 10년 동안 이 법의 약속은 실현되지 않았다. 그러나, 

산성비 연구조사는 성과를 가져왔다. 1989.에 출간된 기오염이 산림
과 작황에 끼치는 피해규모(air pollution's toll on forests and crops) 에
서 기오염 특히 오존과 황산화물(oxides)은 작황과 산림에 해악적 효
과를 끼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980. 의회는 산성 강수에 관한 법률(acid precipitation act) 을 시행
하였다. 이 법률은 산성비가 환경에 다양한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산성비의 원인과 발생원 및 그 해악적 결과를 확인
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가 산성 강수 평가 프로그램(National 

Acid Precipitation Assessment Program; NAPAP)’을 제안한다. 이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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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법과 통제조치의 채택에 앞서 계획의 수립과 생태학적 조사연
구가 선행되는, 생태학과 환경법의 관계에 관한 새로운 접근법을 예증
한다.19)  

1990., 개정 청정 기법이 통과되었다. 개정조항 Title 에 의하여 
황산화물 배출거래 체제가 도입되었는데 확정허용량(fixed number of 

allowances)를 가진 ‘허용총량 및 배출권거래 제도(cap and trade sys-

tem)’가 그것이다. 

오존구멍 메우기           
성층권 오존 고갈은 산성비와 달리 전 지구에 영향을 끼치고 인간 

건강과 생태계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이에 따라, 세계공동체는 오존고
갈 물질의 방출을 금지하는 중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통제의 
성취는 과학이 어떻게 성공적인 환경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고
찰함에 있어 ‘ 표적(poster boy)’ 모델을 제공한다. 

성층권 및 성층권의 상 적 온난성, 오존 구성물 따위는 1800. 에 
발견되었다. 1931., 챕맨(sidney chapman)은 오존층의 작용을 기술하였
는데 이는 자외선으로부터 생명체를 보호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기
의 방어벽으로 오존층을 인식하는데 기여하였다. 역설적이게도 오존에 
관한 과학적 지식이 확장되는 동안, 몇몇 화학자들은 오존층의 존재를 
위협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하고 있었다. 1930. 미드젤(Thomas Midgely)

은 염화불화탄소화합물(chlorofluorocarbon; CFCs)이 안전한 냉각제임을 
증명하였다. 이 경이로운 가스 프레온(freon)은 그렇게 태어났다. 

1970., 청정 기법 채택 시, 성층권의 오존에는 주의하지 않았다. 그

19) 이 안에서 다음 10년 동안 이 프로그램은 통합평가과정(integrated assess-
ment process)을 추구하여,  안에너지 및 오염통제 시나리오의 채택, 실
제/예측 배출과 배출통제비용 측정, 이동, 변형 및 축적 방법의 결정, 물, 
육상, 물질, 가시성 및 건강에의 영향(효과) 추적 및 안적 통제 시나리
오에 의한 편익의 측정을 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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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1974. 기에 방출된 염소원자(chlorine atoms)가 지난 수 십 년간 
오존을 파괴하였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또 같은 해 
CFCs가 분해되지 않은 채(intact) 성층권으로 이동하면서 태양복사열에 
의하여 붕괴될 때 다량의 염소가 방출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한편, 

로랜드(Molina Rowland)와 크루첸(Paul Crutzen)은 오존의 형성과 분해
에 관한 연구업적으로 노벨화학상을 수상하였다.

1977., 인간의 성층권 오존과의 상호작용에 한 더 나은 이해와 향
후 입법을 위한 정보 제공을 규정한 개정 청정 기법이 통과되었다. 

의회의 사실인정(findings)에는 오존고갈물질의 위협의 인정과 통제를 
할 법적 권한의 인정을 포함하고 있다. 1978.에는 미국과 유럽의 독성
물질관리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는 비필수기기(non-essential ap-

plications)에 CFCs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1986. NASA는 150명의 과학
자들의 연구결과를 집 성한 보고서를 통하여 지난 10년간 화학물질의 
생산이 답보상태였음에도 표본조사 상 CFCs가 기 중에서 배증하였
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같은 해 오존 구멍이 남극에서 발견되었다.  

사회적 압력은 과학계에서 뿐 아니라 시민단체와 환경변호사들에게
서도 나왔다. 1985. 자연자원보호회(national resources defence council)는 
환경보호청장은 건강 및 복지에 한 위협을 공식 인정하고, 오존고갈 
물질의 방출을 통제할 행정규칙을 채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정
기법(1977)에 의거하여 제소하였다. 법정화해를 통하여 EPA는 1987.을 
시한으로 추가 통제의 필요성 여부에 관한 결정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1980. 중반 동안, 이 문제는 점차 과학보다는 정치와 협상의 쟁점이 
되었다. 1986. Dupont사는 CFCs 체물질을 발견할 수 있음을 발표하
였고, 이 발표는 나머지 산업계와 미적거리던 일부 유럽지역에 압력으
로 작용하였다. 전 지구적 배출 통제에 한 고려에서 8가지의 쟁점이 
다시 부상하였다: (1) 어느 화학물질이 포함되어야 할지; (2) 생산 또는 
소비가 통제되어야 할지 여부; (3) 저감의 기준년도는; (4) 저감 시기와 
규모는; (5) 조약의 발효 요건은; (6) 무역 제한; (7) 개발도상국의 처우 
및; (8) EC를 위한 특별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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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Montreal 의정서가 서명되었는데 오존고갈물질의 생산과 소비
의 저감에 관한 협약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의 이행은 비준수국과의 
무역 금지에 의하여 강제된다. 1990. 청정 기법은 이 의정서의 내용을 
약간 수정하여 받아들였는데 여기에는 단계적 퇴출과 무역(phase out 

and trading)을 위한 유사한 계획일정(schedules)이 포함된다. 

이 조항은 의정서의 요체임이 증명되었다. 1987.이후 오존고갈 물질
과, 염소의 기 중 축적 정도, 오존층의 고갈 정도, 시기 및 위치에 
관한 새로운 과학정보가 생산되었다. 이는 조약의 개정을 통한 고갈물
질의 신속한 퇴출로 이어졌다. 

이 의정서, 조사연구 및 협상은 ‘실험법학(experimental jurisprudence)’

이라는 독특한 법학을 창출하였다. 이 법학에 따르면, 법과 규제는 근
거타당한 가설(well-grounded hypotheses)로 간주될 수 있고, 이는 법 통
과 후 과학적 평가에 의하여 검증될 것이다. 그러한 접근법은 적어도 
이론적으로 중 한 과학적 준비에 근거한 법의 제정을 가능케 하고, 

이후에 신규 정보에 근거한 법의 수정을 허용한다.

지구온난화와 자연의 순환(global warming and the cycles of nature)
산성비처럼, 지구온난화의 역사적 뿌리는 산업혁명에 닿아 있다. 당

시에는 제조과정의 새로운 편성이 생명의 기본적 순환, 탄소 순환(the 

carbon cycle) 내에서 근본적 교란(disturbance)의 출발이 될 것임을 인식
할 수 없었다. 

근  환경운동은 산업혁명을 수용하였지만 19-20세기 자연주의자들
(nature visionaries)은 더 단순한 생활을 추구하였고, 최근 멈포드(lewis 

mumford)나 커머너(barry commoner) 같은 근본비판론자들은 기술 및 
기술의 결과 뿐 아니라 자연과 사회공동체의 유기적 상호의존성을 무
시하는 듯한 일종의 환원주의적 사고방식을 비판하였다. 

산업적 생산은 자연흡수원(natural sinks)에 의하여 흡수되지 않는 
기 탄소의 과잉을 낳았고 이는 “온실(greenhouse)”효과를 일으켰다.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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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화된 기는 다시 우리 지구에 미지( )의, 때로는 불쾌한 다양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과정의 인식은 일반적 자연의 순환 및 탄소 
순환의 인식으로 이어졌다. 순환 및 순환과정에 인간이 영향을 끼치는 
방식에 한 인식은 ‘무한 성장(unlimited growth)’이라는 근 적 개념을 
제약하기 시작할 것이다. 

1986., 스웨덴 화학자 아헤니우스(Svante Arrhenius)는 이산화탄소가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점을 증명하고, 산업 오염물질 특히 이산화탄소
는 지구 기 안에 축적될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킬링(charles keeling)

은 이산화탄소 측정 장치를 고안하여 이산화탄소 농도가 추정한 것보
다 더 급속히 상승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1970. 과학계에서 지구적 온난화의 가능성이 경고되었다. 아마존 우
림의 나이테(growth rings) 및 북극 빙핵(ice cores)의 신중한 측정은 온
난화 가설에 한 과학적 지지를 가능하게 하였고, 기후변화의 규모 
모델의 개발 및 검증이 시작되었다. 

지구온난화 문제는 오존고갈과 달리 제한된 수의 물질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산화탄소 뿐 아니라 메탄, 아산화질소, 염화불화탄소 등. 이
산화탄소의 배출원은 산업국가에 의한 화석연료의 사용에 국한되지 않
고, 산림 개간 중의 생체량(biomass)20)의 연소, 분해과정에서 유기물질
에서 탄소의 방출 등을 포함한다. 이산화탄소의 상승은 충분히 증명되
지만, 육지 및 해양 흡수원에서 순환되는 정도는 알 수 없다. 

1988.,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와 
UNEP는 인간이 기의 구성에 끼치는 영향 및 그에 따라 기후에 미
치는 영향 그리고 지구적 규모의 시스템의 기능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응하고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을 설립하였다. IPCC의 책무는 기후변화의 특성
과 위해성의 이해하는데 적절한, 동료 전문가에 의하여 검토된(peer-re-

viewed) 과학적, 기술적 및 사회경제적 정보를 평가하는 것이다.21) 

20) 유기물의 총량을 말한다-옮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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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예측)에 관한 컨센서스는 IPCC 논의
과정에서 발전한다. 그러나, 기후변화를 예방하고, 적응하며 또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 지
구적 규모에서 생기는 곤란 중의 하나는 제안된 해결방안들 중의 선택
이 환경정의의 근본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이다. 이른바 “배분적 정의
(distributive justice)”는 지구온난화 사례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현
재/장래 원인의 지리적 배분 및 제안된 해결방안들에 있어 어떠한 배
출원이 통제되어야 하고, 또 누가 이 통제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라
는 문제를 두드러지게 한다.  

환경법은 지구온난화에 관한 장기간 불확실한 것들의 심각한 문제 
및 환경정의의 문제에 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환경법은 지금
까지 문제의 해결방안을 산업경제의 성장-즉 오염을 일으키면도 거꾸
로 오염을 방지하는 새로운 “녹색기술”을 위한 자원을 제공하는-의 수
용에 기반을 두었다. 부분의 환경법은 환경적 쟁점에 하여 명시적
으로 처하는 것을 거부하고 오염저감 방안에 관한 합의에 이르기 위
하여 그 쟁점을 덮어두려 하였다. 

1980., 초 미국에서 법적 응은 지구기후보호법(Global Climate 

Protection Act) 인데 지구온난화의 조사연구의 지원과 조율을 꾀하였
다. 1990. 의회는 지구변화 조사연구법(Global Change Research Act)

를 통과시켰다. 불행하게도 1990. 청정 기법은 오존고갈 통제의 일부
분으로 염화불화탄소를 규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지구온난화 발생원을 

21) IPCC는 3개의 실무작업반(working groups)과 한 개 전담반(Task Force)를 
가지고 있다. Working Groups Ⅰ는 지구적 기후시스템과 기후변화의 과학
적 이해를 요약, 정리하는 임무가 부여되어 있다.  Working Groups Ⅱ는 
기후변화 및 그 결과에 한 생태계 및 사회경제적 시스템의 민감도
(sensitivity)에 초점을 두고, 그 시스템이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선택
방안(options)을 고려한다. Working Groups Ⅲ는 온실가스 배출 통제 옵션 
및 기후변화 완화 전략들을 평가한다. 국가 온실가스 목록(national green-
house gas inventories) 전담반은 국제협약 준수 평가에 필수적인 국가목록 
프로그램, 정보를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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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하였을 뿐 이산화탄소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려는 시도는 실패하였다. 

지구온난화 통제에 있어 생태학적 접근법의 주된 진전은 1992. 지구정
상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정상회의 동안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이 채택되었다. 이 협약은 온실가스의 흡수 및 저장고인 육상 및 해양
생태계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지구온난화가 자연생태계에 부정
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협약 자체에는 구체적
으로 특정된 통제에 관한 선진국들의 확약(commitments)을 담고 있지 
않고, 또한 개도국들의 확약도 선진국으로부터의 지원을 조건으로 하
는 것이지만, 부속서는 선진국들이 2000.까지 1990. 수준으로 배출량을 
저감함으로써 기후변화를 완화한다고 규정하였다. 

1995. IPCC는 “증거형량(balance of evidence)의 결과는 지구 기후에 
인간이 식별가능한 영향을 끼쳤음을 시사한다”는 결론을 담은 2번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1997., 교토의정서가 서명되었다. 여기서 선진국
에게 적용되는 구속력 있는 배출량 목표- 2008.부터 2012.까지 5년의 
편성기간 내 1990. 수준 이하로-를 설정하였다. 나무심기 프로그램과 
같은 흡수원의 확장에 의한 상쇄(offsets)와 CDM 배출권을 포함하여 
배출거래가 규정되었다. 그러나 오존고갈 프로그램과 달리 무역제재를 
통한 시행 강제의 메커니즘은 없다. 

다방면으로 지구온난화 문제는 과학과 법 안에서 성공적으로 연계
된 생태학 및 법에 궁극적 과제(ultimate challenge)를 제기한다. 생태학
의 경우, 이 과제는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고 포괄적인 시스템에 관하여 
신뢰할만한 과학적 결론에 도달하는 데에 있다. 국제환경법 또한 유사
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각 국가는 자국 내에서 통제조치를 시행할 적
절한 법 체제를 고안해야 할 것이다. 그 체제의 정당성(legitimacy)이 
인정되려면, 체제의 유효성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어야 한다. 

결 론
산성비, 오존 고갈 및 지구온난화 문제를 다루는 규칙들은 모두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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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학의 조사연구결과를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체계적 생태학적 조사
연구 프로그램은 이전 법률에서와는 달리 법에 의하여 이행이 명해졌다.

조사연구의 노력 뒤에는 입법 및 또는 국제협약이 따랐는데 이에는 
산성비에 적용되는 몬트리올 의정서, 산성비와 오존 고갈 통제조치가 
포함된 1990. 청정 기법 그리고 지구온난화 방지가 담긴 1992. 유엔기
후변화협약 부속서 및 1997 교토의정서가 있다.

이 세 법들은 고정 배출량(산성비) 또는 고정 저감계획 일정(오존 
고갈) 또는 고정 저감배출량(지구온난화)의 설정에 착수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 법 또는 협약은 허용배출량의 최적수치(“golden 

number”)를 설정해야 했다.

이 최적수치는 조사연구 노력의 특정 결과는 아니고 따라서 수행된 
조사연구와 선정된 최적수치 간의 약한 관계성은 더한 검토조사가 요
청된다.

조사연구의 활동은 법의 채택으로 종결되지 않았고 법의 채택 이후
에도 지속적 조사연구는 계속되어야 하였다.

투고일자 2009.11.09, 심사일자 2009.11.15, 게재확정일자 2009.11.20



224❘환경법과 정책 제3집(2009. 11)

<Abstract>

Law and Ecology
22)

Park, Tae Hyu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give an overview of the developmental 

history of relationships between law and ecology. In article, the devel-

opmental history is to be observed as consisting of 5-periods.

Firsy, the period of Before the Dawn-Ecology and Environmental Law. 

During this period, many of the fundamental concepts and methods of 

ecology were in place. Some practical, environmentally-protective con-

clusions were drawn from ecological studies. The broad language of some 

new environmental laws permitted more specific ecological considerations 

to begin to enter the planning and regulation of the environment. 

Second, the period of the Lovers' Quarrel between Law and Ecology. 

The story of quarrel between ecology and the major pollution laws begins 

to capture the difficulty of establishing relationships between these two 

disciplines. These relationships included not only those of tension and 

conflict between the two disciplines, but more cordial relationships. The 

movement is increasingly toward adop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within 

the pollution laws. The history of ecology and law during this period re-

veals the co-evolution of the two fields. Meanwhile in parts of several 

environmental laws, there has been a movement towards increased reliance 

upon technology-based controls than ecologically oriented, risk-based ap-

* Assistant Professor/Lawyer, Kangwon Law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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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aches and as s consequence, important parts of  environmental laws 

have led policy in a direction away from ecosystemic laws.

Third, the period of the Shy Embrace of Law and Ecology. During this 

period, NEPA and the Coastal Zone Management Act(CZMA) adopted 

ecological language. The public trust doctrine is a powerful tool which fa-

cilitates such an ecological approach. These laws have been characterized 

as adopting a “shy embrace” of ecology. In NEPA, this embrace was 

joined to the comprehensive planning outline of the required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CZMA was more explicit with its ecological approach 

to the coastal zone, identifying key coastal features and encouraging coast-

al management plans.

Fourth, the period of the Courtship of Law and Ecology. During this 

period, the stories of the “ecologization” of the Endangered Species Act, 

the National Forest Management Act, National Park Planning, and the 

Pesticide legislation reveals a courtship between ecology and law, in 

which ecological concepts and gradually introduced in the language and 

administration of these laws. In some situations, completely new programs 

such as the new approaches in handling pest within agriculture are 

suggested. And sometimes the purpose of the law itself begins to shift as 

in the shift, from concern about endangered species to biodiversity.

Last, the period of the Marriage: Ecological Planning for Environmen-

tal Law. During this period, the regulations arrived at addressing the prob-

lems of acid rain, ozone depletion and global warming all drew upon the 

research results of ecology. A program of systematic ecological research 

was mandated by law, such as in the 1977 ozone depletion research 

amendments of the Clean Air Act, or the 1980 law mandation research of 

acid rain, and the 1987 law authorizing research of global warming. These 

“golden numbers” of reduced emissions were not the specific resul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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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efforts. This weak relationship between the research conducted 

and the “golden numbers” selected for control purposes requires more 

inquiry.

주제어 : 생태학, 생태법, 생태학적 지향의, 위해성 중심의 접근법, 공진화, 

자연의 순환

Key-word : Ecology, Ecosystemic Laws, Ecologically oriented, Risk-based 

Approaches,  Co-evolution, The Grand Cycle of Na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