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습지의 현명한 이용을 위한 법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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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람사르협약은 당사국들에 습지의 보전과 더불어 현명한 이용을 의무로 하고 있다. 협약상 현명
한 이용이라는 개념은 람사르협약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자, 가장 잘못 이해되고 있는 측면이기도
하다. 정작 협약은 무엇이 현명한 이용인지 정의하지 않았고, 현명한 이용을 위한 구체적 기준과
시행을 당사국의 국내법에 일임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람사르협약상 현명한 이용의 관점에서 습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국내 법률
을 분석하고 습지의 현명한 이용을 위한 법제의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현명한 이용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맥락에서 생태계를 고려한 접근을 통해 달성되는 습지
의 생태적 특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즉, 지속가능한 발전의 맥락에서 지속가능한 이용과
상응하는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습지의 현명한 이용과 보전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
을 지닌 ｢습지보전법｣은 중요한 의의를 지니며, 동법상 습지의 보전과 더불어 현명한 이용은 지
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충분한 논의와 재고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현행법상의 한계와 더불어 여전히 갯벌과 같은 연안습지 및 공유수면을 보전 또는 현
명한 이용이 아닌 해로운 개발 또는 현명하지 못한 이용을 위한 간척 또는 매립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습지보전법｣상 불가피한 훼손의 경우 훼손된 습지의 복원․복구 조항의 미비 등은 동법의
제정 목적과 목표달성을 저해하며, 결과적으로 습지의 현명하지 못한 이용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
래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습지의 현명한 이용과 보전을 위해서는 습지의 총량관리를 위한 보호대상
습지의 범위 확대와 선정기준의 마련, 습지총량제의 시행, 습지의 복원을 포함한 보상․완화 규정
의 신설, 사유지에 속하는 습지에 대한 재산권 보장, 훼손된 습지의 복원을 비롯한 보전 및 현명
한 이용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의 마련 등 법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한다.
이처럼 람사르협약상 현명한 이용이라는 관점은 국내 습지관련 법제의 개선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바를 제시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즉, 일부의 습지보호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연습지를 그 보호대상으로 한다는 점, 공공의 이익을 수반한 개발사업에 한
하여 습지가 불가피하게 상실 또는 훼손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상ㆍ완화의 책임을 습지개발
자에게 부과하여 습지의 상실 및 훼손에 의한 영향을 최대한 상쇄시킨다는 점에서 향후 국내 ｢습
지보전법｣ 개정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주제어: 람사르협약, 현명한 이용, 습지보전법, 습지총량제, 지속가능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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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기
최근까지 습지1)는 버려진 땅이나 무가치한 땅으로 여겨왔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협소한 국토의 확장과 농업 생산량 향상을 위한 간척과 매립의 대상으로 인식해
왔다. 더욱이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하수정비사업, 택지개
발사업, 공장부지 조성 등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대규모 습지가 개발우선정책에 떠
밀려 훼손되거나 파괴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습지가 지니는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서의 기능과 수질정화 및 홍수조절 등의 환경적 기능에 대한 가치 인식이 제고됨
에 따라 그 보전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국제사회는 다른 환경협약에 비해 비교적 이른 1971년에 습지를 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물새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Ramsar

Convention, 이하 ‘람사르협약’)”2)을 체결하였다. 동 협약은 가입당사국들에게 습지
의 다양한 가치를 인식시키고 동․식물 자원의 보고인 습지의 보전을 위해 국제적
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나라는 1997년에 7월에 101번째로 람사르
1)

2)

“습지(wetlands)”란 용어는 물과 토지의 분류 체계와 꼭 들어맞지 않으며 넓은 범위의
독특한 서식유형을 포함한다. 습지는 일반적으로 습하거나, 또는 습하고 건조한 환경 사
이를 오가거나, 둘 모두의 특성을 공유하는 공간을 말하는데 지속적으로 또는 일시적으
로 얕은 물이나 지표수가 고여 있는 젖은 땅으로 분류된다. 습지는 전통적으로 소택지,
늪지나 이탄지(peatland)와 같은 얕은 물이 있는 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지만 습지를
엄격히 구별할 수 있는 과학적 정의는 없다. 김귀곤, ｢습지와 환경: 자연과 인간이 만드
는 습지｣, 아카데미 서적, 2003, 52-58면. 습지의 정의는 지역의 특성 및 분류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러한 습지의 정의는 법적 보호범위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
11 I. L. M. 963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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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국내 4곳의 습지를 람사르협약상 중요한 습지목
록으로 등록하는 등 협약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1999년 2월에는 습
지보호를 위한 단일법으로서 ｢습지보전법｣을 제정하여 습지조사 및 습지보전기본
계획의 수립, 우수지역에 대한 습지보호지역 지정 등을 통해 국내의 습지를 보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간척이나 매립을 통한 습지 훼손이 대부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습지보전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이 근본적으로 습지의
손실과 훼손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5대 갯벌
중의 하나로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서해안 갯벌을 비롯하여 4대강 연안의 배후습
지를 포함한 다양한 습지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서해안 일대에 갯벌을 대규모
간척사업인 “시화호 매립사업”, “새만금 간척사업” 등으로 훼손하였다.
람사르협약에 따르면 당사국은 협약 가입 시 자국의 영토 내의 습지 중 하나 이
상을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목록(List of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Ramsar List)에 등재해야 하며,3) 이 경우 당사국이 지정한 장소에 대한 심사없이
그대로

인정해

준다.

더욱이

당사국은

습지목록에

포함된

습지의

‘보전

(Conservation)'과 자국 영토 내에 있는 습지의 ’현명한 이용(Wise Use)‘을 촉진하
기 위한 국가차원의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4) 그러나 무엇이 현명한 이용
인지 협약의 문구 내에 정의하지 않고, 현명한 이용을 위한 구체적 기준과 시행을
당사국의 국내법에 일임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람사르협약상 현명한 이용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현명한 이용의
관점에서 습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국내 법률의 내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습
지의 현명한 이용을 위한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을 면밀히 제시하고자 한다.

Ⅱ. 람사르 협약상 현명한 이용의 개념 및 의의
1. 현명한 이용의 개념
람사르협약은 당사국들에 “그 영역 내에 있는 습지의 가능한 한 현명한 이용을
3)
4)

협약 제2조 제1항, 제4항.
협약 제2조 제5항 내지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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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하고 이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5) 이 조항은 각 당사
국들이 자유롭게 협약의 의도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도록 하
면서 결과에 대한 의무를 구성한다. 동 협약상 현명한 이용은 동 협약의 가장 중
요한 측면이자, 가장 잘못 이해되고 있는 측면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현명한 이용
에 대해서는 협약에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1987년까지 당사국총회에서 별도의 해
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협약의 당사국들은 그
개념 정의를 위해 노력하였는데, 1987년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처음으로 ‘현명한
이용’에 대해 “생태계의 자연적 특성의 유지와 양립하는 방법으로 인류의 이익을
위한 지속가능한 이용(sustainable utilization)”이란 공식적인 정의를 채택하였다.6)
그리고 당사국들은 ‘지속가능한 이용’을 “미래 세대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잠재
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현재 세대에게 계속적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
록 습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나아가 ‘생태계의 자연적 특성’에 대해서는

“토양, 물, 동식물과 유기물과 같은 물리적,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요소들뿐만 아
니라 이러한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한다”고 정의하였다.7)
그러나 이러한 현명한 이용에 대한 정의는 여러 차례 수정되었다. 1996년 당사
국 총회에서는 람사르협약의 개념과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사용된 개념 사이의 관계
를 고려하여 조약 내에 내재된 현명한 이용의 개념을 실질적으로 발전시켜, 지속
가능한 이용과 동일한 것으로 고려된다고 인식하였다. 즉, 협약이 기안되었을 때
제기되었던 ‘현명한 이용’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협약은 지속가능한 수준에서의 인
간의 이용은 람사르협약의 원칙 및 전반적인 습지 보전과 완전하게 양립할 수 있
음을 강조하고 있다.8) 대부분의 습지가 다양한 목적을 위해, 다른 유형의 행위자들
에 의해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현명한 이용의 개념은 보전과 동일하게
습지의 이용 측면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당사국총회는 현명한 이용 규정이 모든 습지와 습지를 유지하도록 하는 체계에
적용되어야 하고, 특정 습지의 현명한 이용과 결부된 습지 정책들은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았다. 1987년 채택된 ‘습지
의 현명한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the Wise Use of Wetlands)’9)은
5)
6)

7)
8)

협약 제3조 제1항.
Third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Contracting Parties, Recommendation 3.3 on
Wise Use of Wetlands, Annex to the Regina Recommendations (1987)
<http://www.ramsar.org/rec/key_rec_3.3.htm (2011. 10)>.
Id.
환경부 람사르총회 준비기획단, ｢람사르 협약 매뉴얼 제4판｣, 환경부, 200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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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이용을 ⅰ) 제도와 조직의 정비를 향상시키고, ⅱ) 법제와 정책적 수요를
다루면서, ⅲ) 습지가치의 지식과 인식을 증진시키고, ⅳ) 습지의 상태를 목록화ㆍ
모니터링 하며, ⅴ) 국가습지정책의 요소로써 특정 지역에 관한 조치계획들 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확립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하였
다.10)

1990년 채택된 ‘현명한 이용 개념의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ise Use Concept)’11)은 당사국의 국내 제도에 적합한 방법
으로 장기간의 포괄적인 국가습지정책을 형성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동 가이
드라인은 장소에 특정되지 않은 조치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내 습지정책은
국가습지목록의 집행을 포함한 법ㆍ제도적, 과학적 조치들에 따라 습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행위들을 다루도록 권고하고 있다.

1993년 채택된 ‘현명한 이용 개념의 이행을 위한 추가지침(Additional Guidanc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ise Use Concept)’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ⅰ) 사회적ㆍ경제적 요소들은 습지상실의 주요한 요인이고 그러므로 습지의 현명
한 프로그램 내에 핵심적인 사안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ⅱ) 현명한 이용의 주요한
혜택은 지역주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ⅲ) 습지의 현명한 이용은 모든 공적․사적인
제도를 포함하여야 한다; ⅳ) 특정 지역에 관한 계획은 습지의 현명한 이용을 위한
보다 일반적인 제도적 요건을 마련할 필요성을 보여줄 수 있다; ⅴ) 현명한 이용은
습지가 필수적인 부분을 형성하는 경우에 주변의 해안 또는 집수역을 고려해야 한
다; ⅵ) 습지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습지의 생물학적 한계에 대한 지식이 유용하지
않은 경우에 사전배려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따라 규율되어야 한다.12)

2005년 제9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습지의 현명한 이용을 “지속가능한 발전의 맥
락에서 생태계를 고려한 접근을 통해 달성되는 습지의 생태적 특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종래 채용하였던 지속가능한 이용의 개념을 일부 수정하였
다.13) 이러한 문구의 변화는 접근방법에 있어서의 변화와 람사르협약을 다른 국제
9)
10)
11)
12)
13)

Annex to Recommendation 3.3, Regina 1987.
Clare Shine and Cyrille de Klemm, Wetlands, Water and the Law, IUCN, 1999, p.49.
Annex to Recommendation 4.10, Montreux 1990.
Annex to Resolution5.6, Kushiro 1993; Clare Shine et al., supra note 10, p.50.
Ninth Conference of the Parties, Resolution on A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Wise
Use of Wetlands and the Maintenance of their Ecological Character, Resolution IX.1,
Annex A (2005) <http://www.ramsar.org/res/key_res_ix_01_annexa_e.htm (2011. 10)>. 기
존의 현명한 이용 지침 및 추가 지침은 당시에는 획기적인 것들이었으나 그 후 당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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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협약, 예를 들어 생물다양성협약 등과 근접한 태도를 취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여겨진다.14)

2. 현명한 이용 개념의 의의
이러한 현명한 이용의 정의는 물새뿐만 아니라 인류에 대한 습지의 중요성을 인
식한 것으로, 람사르협약이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또한 습지
의 생물학적․ 사회경제적 가치가 유지되고, 습지자원을 더 이상 무분별하게 훼손
하지 않은 채 미래세대에게 이를 이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세대간의 형평의 개념
을 반영하고 있다. 람사르협약의 이와 같은 관점 전환은 환경관련 법제에 있어 인
간의 수요보다 지정된 종과 서식지를 우위에 두었던 보존주의적 성향에서 지속가
능한 이용과 보전을 통합하는 일반적인 환경정책의 변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여
겨질 수 있다.
나아가 당사국은 생물학적 건전성(ecological integrity)의 유지와 현명한 이용 규
정을 연계하여 보전이 지속가능한 인간의 이용을 포함하는 것임을 확인함으로써
등재된 습지와 그렇지 않은 습지에 대한 람사르협약의 이중적인 규율의 근거를 확
립하고, 나아가 보전과 현명한 이용 사이의 구별을 모호하게 함으로써 습지의 관
리를 보전과 현명한 이용 양자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15)
람사르협약의 현명한 이용 개념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목록에 등록된 지역
뿐만 아니라 당사국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습지 및 수자원에 적용된다. 이 개념의
적용은 습지가 생물학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인간 복지를 지원하는 역할을 계속 이
행하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협약의 현명한 이용 해석은 법적인 관점
에서 용이하지 않다. 무어보다 자연적 특성의 유지라는 기준은 단순한 해석의 방
법을 통해 정립할 수 없다. 가령 대부분의 습지는 수세기 동안 인간의 이용을 통
해 그 자연적 특성이 변형되어 왔는데, 이러한 인간의 이용이 습지의 기능과 가치

14)

15)

총회가 채택한 다양한 관련 지침에 의해 부분적으로 대체되었고, 결의안 IX.1 부속서 A,
<습지의 현명한 이용과 습지의 생태적 특성유지를 위한 개념적 기본틀(Conceptual
Framework for the wise use of wetlands and the maintenance of their ecological
character, 2005)>은 이런 모든 다양한 측면들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내용을 제공하고 있
다.
Jonathan Verschuuren, The Case of Transboundary Wetlands under The Ramsar
Convention: Keep the Lawyers Out!, 19 Colo. J. Int'l Envtl. L. & Pol'y 49, 52, 2008,
p.58.
Clare Shine et al., supra note 10,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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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현재와 같은 인간의 이용은 현명한 이용의 개념
에 포섭될 수 있다. 반면 인간의 이용에 따른 습지의 생태적 특성의 변형과 손실
이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수요를 저감시키는 것이라면 현명한 이용은 이용의 금지
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명한 이용의 개념이 가지는 의의는 무엇인가? 협약에 따르면 당사국은
국내 습지 법제 또는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그리고 습지목록, 모니터링, 연구와 교
육 프로그램을 채택함으로써 또한 개별적인 습지지역에 대한 활동계획을 개발함으
로써 현명한 이용의 일반적인 의무를 만족할 수 있다.16) 특히 현명한 이용의 의무
는 미래세대에 부정적인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고 인류 발전의 측면에서 토지의 효
율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무엇보다도 현명한 이용은 단지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로 등재된 습지뿐만 아니라 모든 습지에 대해 적용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Ⅲ. 현명한 이용의 관점에서 국내 습지보전 법제의 문제점
우리나라는 ｢습지보전법｣을 중심으로 단일법에 의해 습지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연안관리법｣을 비롯하여 상당수 습지의 현명한
이용과 보전에 관한 법률들이 산재해 있다.17) 그러나 이렇듯 ｢습지보전법｣을 비롯
한 다수의 법률들이 습지의 보전 및 이용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습지 보전에 관한 국내 법제는 다양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현명한
이용 의무는 부여된 습지이용 또는 개발허가, 완화 및 보상의 조건, 모니터링 그리
고 행정당국에 의한 이행절차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현행 국내 법제 하에서는
보호대상 습지의 협소, 규제의 상충, 훼손된 습지의 보상ㆍ완화 규정 미비, 습지손
실에 대한 인센티브 및 가치 왜곡, 지역주민의 접근ㆍ이용권 및 사법심사 청구권
의 제한, 재원확보 방안의 미비 등으로 효율적인 습지의 보전을 달성하지 못하고
16)

17)

현명한 이용과 조화하거나 이를 구성하는 요소로 순상실 방지정책(No Net Loss Policy)
의 선언,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 습지보전과 관련한 업무의 환경부로 일원화, 공중교육의
강화, 습지 관련 연구ㆍ훈련 프로그램의 강화, 습지보전ㆍ복원을 위한 재원의 마련, 철저
한 사후관리 등이 제기된 바 있다. 김홍균, “람사르협약의 의의, 한계 그리고 과제”, 환
경법연구 제30권 제3호, 2008, 11, 221면.
박태윤 외, ｢연안습지의 보전 및 효율적 이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
원, 1997, 1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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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하에서는 ｢습지보전법｣을 중심으로 현행 습지 관련 법률의 문제점을 살펴
보고자 한다.

1. 지정되지 않은 습지의 보호 문제
현행 ｢습지보전법｣은 습지지역을 습지보호지역18), 습지주변관리지역, 습지개선지
역으로 각각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습지보전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다

(제8조 제1항, 제2항). 그러나 습지보호지역의 지정요건을 자연상태의 원시성 유지,
생물다양성 풍부, 희귀하거나 멸종위기 동․식물의 서식지, 특이한 경관․지형 또
는 지질을 요하면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만을 습지보호
지역으로 정하고 그 주변을 관리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다.19) 람사르협약상 ‘지역에
특정한(site-specific)’ 권고안은 람사르 등재지역에 제한되지 않고 생물학적으로 민
감한 지역,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지역 또는 습지 자연 보
유지에도 현명한 이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0)
그럼에도 원칙적으로 습지 보전의 취지상 모든 습지를 보호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겠지만 지역주민의 이해와 관련한 행위제한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지정에 신중
을 기하고자 제한된 지역에 대해서만 보호지역을 지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이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습지가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보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닐 것이다. 가령 ｢습지보전법｣은 “습지보호지역
중 습지의 훼손이 심화되었거나 심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습지생태계의 보
전상태가 불량한 지역중 인위적인 관리등을 통하여 개선할 가치가 있는 지역”은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제2항). 그런데 습지보호
지역 지정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습지개선지역의 경우에는 창녕 우포늪 세
진리 일대가 2012년 2월에야 최초로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되었을 뿐 이미 훼손된
습지의 관리는 소홀한 면이 없지 않다.

18)

19)

20)

2012년 말까지 국내 습지보호지역은 총 32개소이며 면적은 336.61㎢이다. 이 가운데 환
경부지정 18개소(117.126㎢), 구 국토해양부 지정 11개소(212.850㎢), 지자체가 지정한 곳
이 3개소(6.634㎢)이다. 한편 람사르 습지는 18개 지역에 면적은 177.172㎢이다.
공경자, “우리나라 습지보전법상 연안습지 보전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해사법연구 제12
권 제2호, 2000, 188-189면.
Clare Shine et al., supra note 10,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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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의 상충 문제
습지와 관련없는 행위의 부수적 효과는 주로 취수로 인한 수문변화 또는 수로
규제 그리고 농업, 산업 그리고 도심으로부터 기인한 수질오염을 포함한다. 이들
요소들은 각각 특정 법제에 의해 규율되며, 그 자체로 습지의 보전이나 현명한 이
용을 강제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가령 보전이 아닌 이용의 측면에서 주로
활용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는 오늘날 대규모 간척사
업 시행과 관련하여 이용되어 왔고,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갯벌을 파괴하는 데 결
정적인 역할을 하여 왔다.21) 비록 1999년 개정된 동법 제1조에서 “환경친화적으로
매립”이란 용어로 매립이 불가피한 경우에 환경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공유수면 매립이 환경오염이라는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공유수면의 매립이 환경친화적일 수 있는가 의문시 된다.22) 더욱이 우리나라를 포
함한 대다수 국가에서 수자원관리법제와 습지 또는 자연보전법제가 분리되어 있는
데 이러한 문제는 물관리체제가 다른 의도와 권한을 지닌 다수의 조직들과 결부되
어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다수의 법제와 습지의 보전 및 이용과 관련을 맺고 있음에도 국내 습지관련 법
제는 람사르협약에 의해 증진된 현명한 이용의 개념에 일치되기에는 너무 협소하
다.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그리고 개발의 의도는 사실 최근에 들어서야 현대 환
경법에 포함되었고, 그렇다 해도 그 이행을 촉진하는 데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대다수 기존의 법률들은 다양한 이용을 배제한 보전의 개념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규제적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습지가 전통적으로 환경적인 관점
에서 보다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단기
적으로 습지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의 문제는 서로 대립되는 문맥으로 다루어질
수 있으며, 기존의 자연환경 보전법제 내에서 현명한 이용이 얼마나 진전될 수 있
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더욱이 현명한 이용은 관계기관의 운용상의 취약성에 영향을 받는다. 가령 해양
수산부의 경우, 종과 생태계의 보호뿐만 아니라 어족자원 확보, 연안의 개발 및 이
용을 포괄하므로 분야가 다르거나 경우에 따라 서로 상충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21)

22)

조진상, “공유수면매립 관련법 및 갯벌보전 정책수단”, 한국의 갯벌,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995면.
박민규, “공유수면 매립면허 업무의 지방이양 결정에 따른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의 연구”, 해양정책연구 제16권 2호, 2001, 158-1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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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전형적인 개발부처인 국토해양부 소관이던 연안습지가 이제는 신설된 해양수
산부로 관할이 이관됨으로써 이전보다 개발압력이 완화될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보전과 현명한 이용 그리고 개발이라는 측면을 체계적으로 조율하기 위한 이행능
력을 가질 것인가 의문시 된다.
나아가 ｢습지보전법｣은 습지를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로 구분하면서 연안습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내륙습지는 환경부장관이 관할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이원
화된 관리체계상 습지의 보전에 효율성을 꾀하기 어려울 것이다.23) 물론 이들 습
지의 생태적․지리적 특성 및 그 연관 법률 또한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방법
을 달리 할 수밖에 없다. 가령 연안습지는 ｢연안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양
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내륙습지는 ｢수
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관한 법률｣, ｢하천법｣ 등과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이처
럼 상이한 법률과 연계된 이들 습지를 동일하게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동안 연안습지가 건설․토목 등 국토의 이용에 중점을 둔 기관인 국토해양부
소관에 있음으로 인해 항만 및 공항, 매립지, 준설토투기장 등의 조성을 위해 대규
모 매립 및 간척사업에 희생양이 되어 왔다. 또한 이러한 2원화된 관리체계 하에
서 연안습지와 내륙습지의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는 하구역 또는 기수역에서의 규
제 공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3. 훼손된 습지의 보상․완화 규정의 미비
｢습지보전법｣은 훼손된 습지의 존치24), 인공습지의 조성25)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연안관리법｣은 자연해안에 대한 관리목표를 설정(제32조 제1항)하고, 해수면
상승 및 난개발로 인한 침식 등으로 해안이 훼손된 경우 연안정비사업의 일환으로
23)

24)

25)

김홍균, “갯벌의 보전 및 관리-습지보전법의 한계와 개선방향”, 저스티스 통권 제69호,
2002, 116면.
정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가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중 1/4이상
에 해당하는 면적의 습지를 훼손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
지역 중 공동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의 습지가 존치되도록 하여야 하며(제
1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이 규정에 의하여 존치된 습지의 생태계변화상황을
공동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관찰한 후 그 결과를 훼손지역 주변의 생태계보전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생태계보전ㆍ습지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인공적인 습지를 조성하도록 권장하고,
훼손된 습지의 주변에 해류ㆍ사구 등의 변화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조성되는 습지를 가
능한 한 유지 또는 보전하도록 하여야 한다(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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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해안 복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2조 제3항). 이와 같이 불가
피하게 매립 또는 훼손된 습지에 대해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습지의 훼손을 대체할 인공습지의 조성이나 훼손된 습지의 복원은 개발과 보전을
병행할 수 있는 정책이라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의무사항이나
벌칙조항의 미비 또는 기준과 절차의 미비로 인해 사실상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훼손된 습지의 보전, 복원, 개선 등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가장 잘 알려진 습지의 복원
및 개선에 관한 원칙은 순손실방지(no net loss)정책이다.26) 이는 습지의 손실은 습
지 획득에 의해 반드시 상쇄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유형의 지역에 기초
한 접근방법은 습지의 손실을 감소시키거나 복원 또는 조성을 통한 획득을 증가시
킴으로써 국가나 지역 내에 습지의 총량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 원칙
은 확장하거나 전환될 수 있고 적절히 보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체 습지는 거의 손실된 지역의 기능과 가치와 동등하지 않으므로 기존 습지의
보존은 항상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습지의 기능은 습지 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익에 대
한 혜택으로서 가치에 비해 덜 고려되고 있다.
｢습지보전법｣상의 훼손된 습지의 존치 또는 인공습지의 조성, ｢연안관리법｣상
자연해안의 복원사업과 같은 규정은 습지총량제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으나, 구체
적인 이행기준이 부재하다거나 의무사항이 아닌 단순히 권장사항27)에 그치고 있어
전시행정에 그칠 가능성이 다분하다.28)

4. 습지손실의 인센티브 및 가치 왜곡
｢자연환경보전법｣상의 생태계보전협력금(제49조)의 경우 습지의 훼손 원인을 제
공한 개발사업자에게 보전의 책임 또는 재정적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
를 지니지만, 그 상한액이 개발이익에 비해 미미하여 실질적으로 습지와 같은 자
연환경의 보전에 실효성을 가질 것인지 의문시된다.29) 더욱이 습지 상실 및 훼손
26)

27)

28)
29)

미국의 습지 순손실 방지정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방상원 외, “국내 습지보전을 위
한 미국 습지은행제도의 분석 및 고찰”, 환경정책 제19권 제1호, 2011 참조.
습지보전법상 권고적 성격의 규정들은 국가의 습지보전 책무(제3조 제1항), 습지보전대책
의 마련(제9조 제2항), 인공습지의 조성․관리 장려(제18조) 등이다.
김홍균, ｢환경법｣, 홍문사, 2012, 260면.
생태계보전협력금은 훼손면적당 250원/㎡의 부과액을 설정하고, 그 상한액을 10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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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 산정에 있어서 습지가치의 왜곡이 문제시 되고 있다. 즉,
생태계보전협력금은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250원/㎡이고, 지역계수는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습지인 경우에는
지역계수 1.0, 녹지는 2.0, 농림지역은 3.0, 자연환경보전지역은 4.0으로 책정된다.
그 결과 일반 자연습지의 가치를 녹지가치의 1/2, 농경지가치의 1/3로 평가하여,
선진국들과는 반대로 습지의 가치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습지가 가진 환경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함으로써 녹지나 농림지와 같은 경
제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에 비해 낮게 책정되는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라 여겨진다. 비록 일반습지의 경우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정도의 가치
는 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습지가 지니는 자연환경적 또는 경제적 가
치의 차이, 생물다양성의 유지 및 보전에 있어 그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람사르협약상 목록에 등재된 습지의 보전과 더불어 등재되지 않은 모
든 습지에 대해 현명한 이용을 고려토록 하고 있음과 비교해도 적절하지 못하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점에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경우에는 습지의 현명하지 못한 이용을 방지
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의 달성이 어렵고 습지손실에 대한 보조금과 혜택은 현명
하지 않은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최근 들어 습지에 대한 개발사업이 증가하고 있
고 이에 따라 습지의 훼손면적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상한액을
두는 것은 자칫 대규모 습지의 개발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하는 방편으로 동
부담금이 오용될 소지가 있으며,30) 습지의 가치를 왜곡함에 있어서도 일조하는 요
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개발 및 이용법제가 이용자나 개발자 혹은 오염원인자에
게 어떠한 방법으로든 습지의 손실 또는 저감에 대해 보상하도록 규정하지 않으면,
그 비용은 납세자로서 일반 국민이나 환경 및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습지손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현명한 이용
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법률은 여전히 농업, 도시 그리고 인프라 개발

30)

제한함으로써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도입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곤란케 함은 물론
이거니와 원인자, 수익자부담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강만옥 외, ｢환경관련
부담금제도의 개편 및 환경세 도입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4, 157-158
면.
방성원 외, “자연환경 훼손에 관한 부담금의 형평성 제고방안”, ｢환경정책연구｣, 2008,
51-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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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공중보건의 목적을 위해 습지를 준설하거나 매립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러
한 법률은 준설, 매립 또는 전환을 위한 보조금 또는 세제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즉, 습지에서의 개간, 홍수예방, 조립과 농업, 고속도로 건설, 주택건설 또는 레크
레이션 촉진을 위해 보조금 또는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것이다. 즉, 습지의 대표적
인 손실유형인 간척사업은 장기간, 대규모로 시행되는 사업이므로 국토개발에 관련
된 다수의 계획들 간에 상호관련성 및 체계적 종합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또 이 과
정에서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이해관계인인 지역주민들에
참여가 보장되고 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는데 이들의 참여정도와 비
중이 의문시되고 있다.31) 또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매립면허
자에게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고,32) 국가소
유에 속하는 잔여매립지의 매수청구권을 허용하면서 국가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매립면허자의 토지 취득에 있어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결국 현행 공유수면 관련 법률은 인위적으로 토지를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간척사업을 용인하고 매립면허자에게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보전되어야 할 습지의
매립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국내 습지관련 법제의 규정들이 습
지의 현명한 이용이 아닌 ‘현명하지 않은 개발’이라는 측면에 치우쳐 있음을 보여
준다.

5. 사법심사의 한계와 지역주민의 접근ㆍ이용권 제한
국가의 행정법의 체계가 개인 또는 비정부기구가 공공기관에 의한 조치의 사법
적 심사를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으면, 공공기관의 운용과정에서 습지를 불
법적으로 파괴한 공공기관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행정소송에 있어 원고적격33)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을 것을 요구
31)
32)

33)

박태윤 외, 앞의 책, 50면.
갯벌은 본질적으로 공시지가라든가 거래가격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총사
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 당해매립지의 가격산정은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공유수면관리법 시행
령 제20조 제2항), 생산성이나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인근 토지들의 거래가격이 매립지
보다 높을 수 없고 또한, ‘유사한’ 토지란 갯벌과 유사한 지 매립후의 용지와 유사한 것
인가에 따라 감정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상 매립지의 소유권 귀속 범위가 자의
적일 수 있다. 전재경, ｢연안관리법제분석｣, 한국법제연구원, 2002, 89-90면.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
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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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법률상 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에 따라 사법심사의 여부가 결
정된다.34)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습지와 습지 자원은 국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지역주민에게 소유권 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

전지역 내에서의 개발허가에 대하여 사법심사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즉, 공
익보호의 결과로 일반 국민들에게 공통적으로 부여되는 추상적ㆍ평균적ㆍ일반
적 이익으로서 환경상의 이익은 항고소송에 있어 법률상 이익의 범주에서 배제
하여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국내 법제는 지역주민이나 토착민들의 소유권과
접근권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게 된다. 토지, 물 그리고 자연자원에 관한 소유권
과 이용자의 권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지속가능한 관리 이행에 있어 인센티브 또는
재정투자를 저해하는 원인이 되며, 토지소유권과 자원이용에 관한 부적합한 법제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지역에서 습지의 손실과 저감에 기여해왔다.35)
나아가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현명한 이용에 관한 제약은 법률의 문제가
아닌 운영 기준, 한계, 개발의 허가목록, 관련 법률의 이행에 관한 예외 등 부수적
인 법제에서 발견될 수 있다. 또한 습지의 이용 허가제도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는 허가요건에서 면제되는 행위 분명하고 누적적인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습지보전법｣상 행위제한의 규정은 습지보호지역 내에서의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제13조). 그러나 이 제한에는 간척이나 매립 등과 같은 습지
훼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이 명문의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다. 다만 이
러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
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매립면허나 골재채취 허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뿐이다.
이러한 동법의 규정은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등에서 명문으로 매립과
간척, 준설 등에 대한 금지규정을 마련해 놓은 것과 비교된다.36) 습지보호지역 내에
간척 또는 매립을 예외적으로 협의를 통해 승인한다거나 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습

34)

35)
36)

이익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원고적격이라고 한다. 구형근, “환경행정소송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제28호, 2007. 11, 48면.
원고적격이란 행정소송에서 본안인 소송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그것과는 다른 본안
소송요건의 하나로서 현실적 또는 실체적 소송요건으로서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의
미한다. 설계경,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소고”, 환경법연구 제27권 제4호,
2005, 185면.
Clare Shine et al., supra note 10, pp.64-65.
공경자, “습지보전법 개정방안의 연구”, 해양정책연구 제17권 제2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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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개선지역 등에 훼손을 가져올 행위를 규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미비한 상황에서
동법이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불어 동법이 습지지역 내에서의
행위 제한에 대한 예외 사유로 들고 있는 기타 공익상․군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그
개념이 모호하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남용의 우려가 있다.37)

6. 재원확보 방안의 미비
국내 습지 관련 법률상 습지에 대한 조사․보전․복원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
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이나 습지조사에 따른 손실보상, 포상금 지급
등을 위한 재원마련에 관한 규정이 미비되어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습지의
훼손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에 부과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습지의 보전 및 복원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38) 이처럼 재정적인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습지조사와 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습
지의 현명한 이용 또는 습지의 보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부족한 예산마저도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협의매수나 조사․모니터링
에 치중됨으로써 습지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투자의 효율성과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다.

Ⅳ. 국내 습지의 현명한 이용을 위한 법적 과제
현행 ｢습지보전법｣상 현명한 이용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개발로 인해 훼손된 자
연환경의 복원 또는 인공습지의 조성(제18조)에 대한 규정이 일부 존재하기는 하
37)

38)

부산고등법원 2006.6. 19. 자 2006라64 결정. 낙동강 하구의 습지보호지역이자 철새도래
지인 을숙도 일원에 건설예정인 명지대교 건설에 대한 부산녹색연합과 습지와 새들의
친구 등 부산지역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낙동강 하구 살리기 시민연대가 부산시와 명지
대교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공사착공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부산고등법원은 공익상의
행위제한의 예외를 인정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공사착공금지 가처분신청 재항고 사건에
대해서도 공익상의 필요성 및 습지훼손의 저감노력 등을 이유로 기각결정을 함으로서
습지보호지역일지라도 사실상 공공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훼손될 우려가 있음을 여실히 보
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연대측은 "명지대교가 건설되고 있는 지역이 문화재보호법,
습지보호법 등 5개 법으로 중복돼 보호되고 있는 지역인데도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이들 법을 사문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명지대교 공사금지' 기각”, 부산일보.
2006. 11. 3.
방상원 외, 앞의 글, 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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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실적으로 복원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복원의 개념 및 기준에 대해 법․제도
적으로 정립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현행 ｢습지보전법｣을 비롯한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관련된 법률들이 실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훼손된 습지의 면적뿐
만 아니라 그 기능적인 측면까지도 고려하여 더 이상의 습지의 순손실을 방지하고
습지의 현명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습지총량제의 개념을 도입하고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 습지 보전에 관한 법률들에 있어서 습지의 총량관리를 위
한 보호대상 습지의 선정과 관련한 문제, 보호대상 습지에 있어서 개발행위를 포
함한 행위제한의 강화, 습지의 복원을 포함한 보상․완화 규정의 신설, 사유지에
속하는 습지에 대한 재산권 보장, 훼손된 습지의 복원을 비롯한 보전에 필요한 재
원확보 방안의 마련 등이 요구된다.

1. 보호대상 습지의 확대
｢습지보전법｣은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된 습지에 대해서는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3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또는 ｢골재채취
법｣에 의한 매립 면허 또는 골재채취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
데 습지보호지역의 지정요건이 제한적이어서 보호대상 습지가 협소하고, 이로 인해
매립이나 골재채취로 인한 습지의 손실을 방지하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고 여겨진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습지보전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습지의 유형
에 따른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습지의 정의와 유형화는 법적․제도적
관점에서 습지의 변형을 억제하고 조절하려는 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
소이기도 하므로 습지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40) 먼저, ｢습지보전법
｣의 취지상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보호지역의 지정을 확대함으로써 종국적
으로는 습지의 총량관리를 위한 모든 습지의 보전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41) 다음으로 습지의 효율적인 관리․보전을 위해서 ｢습지보전법｣, ｢연안관
39)

40)

41)

예외적인 경우라 함은 습지보전법 제16조에 규정한 “중대한 공익상․군사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1979년 어류 및 야생동․식물국(U.S. Fish and Wildlife Service,
USFWS)에서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작성한 국가습지목록(National Wetlands Inventory,
NWI)를 근간으로 습지분류를 체계화 하였다. 김귀곤, 앞의 책, 120-121면.
미국 습지총량제의 근간이 되는 CWA 제404조(a)는 그 적용범위를 “항해가능한 수역
(Navigable Waters)”으로 정하고 있으나, 연방대법원에 의해 “미국의 수역(the water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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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법｣상의 습지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현행 ｢습지보전법｣은 연안습지의 범위는
주로 갯벌만을 의미하는 ‘갯벌’의 정의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 갯벌을 비롯한 연
안습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동법상의 연안습지의 범위를 갯벌뿐만 아니라 갯벌의
주변부까지 확대하여야 한다.42)
람사협약은 연안습지의 범위를 간조시에 수심이 6m를 넘지 아니하는 해역이 포
함되는 지역이라고 정의함으로써43) ｢습지보전법｣상 포함되지 않는 갯벌의 주변부
인 염습지, 사구, 석호, 하도 등도 연안습지 내에 포함된다. 또한 미국의 청정수질
법(Clean Water Act: CWA)에서도 연안습지에는 “식물생육이 가능한 곳”이라고 정
의하고 있다.44) 이와 같이 국내 습지 특히 갯벌을 비롯한 연안생태계의 보전을 위
해서는 ｢습지보전법｣상 연안습지의 정의에 있어 간조시에 일정수심까지를 연안습
지 내에 포함하거나 명문으로 염습지, 사구, 석호, 하도 등도 연안습지의 정의 내
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45) 나아가 하구습지는 담수와 염수가 혼재되어 있어 내
륙습지와 연안습지의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 현행 하구습지는 그 훼손 및 오염
과 관련해서는 하천과 육상의 오염원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그 관리는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내륙 수계의 수량 및 수질관리체계와 연계하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이용ㆍ보전하여야 할 것이다.46)

2. 습지의 순손실방지 정책의 수립
국내 법률상 아직 명문의 규정으로 습지의 보상․완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42)
43)

44)

45)

46)

the United States)”이라는 용어로 재해석되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또한 CWA 제
정 당시에 의회가 습지(wetlands)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습지의 적용범위는
미국의 수역(the waters of the United States) 내 습지에 한하며, 그 규모는 고려하지 않
으나 인공습지는 제외하고 있다. Kim Diana Connolly et al., Wetlands Law and Policy,
American Bar Association, 2005, p.75.
공경자, 앞의 글, 182-183면.
람사르협약상 습지란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지속적이든 일시적이든, 물이 고여 있거나
흐르고 있거나, 담수이던 기수이던 함수이던 관계없이 소택지, 늪지, 이탄지 또는 수역”
을 말하며, 여기에는 간조시 염수를 포함해서 물의 깊이가 6미터를 넘지 않는 해역을 포
함한다. 람사르협약, 제1.1조.
U.S. FWS, Wetlands Status and Trends in the Conterminous U.S. Mid-1970's to
Mid-1980's, First Updata of the National Wetlands Status Report, 1991. pp.17-18.
염습지, 사구, 석호 등은 ｢습지보전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공유수면으로 분류되
어 매립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공경자, 앞의 글, 9-10면.
함태성, “한국 습지보전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환경법연구 제30권 제3호, 2008. 11,
3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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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의 복원 또는 대체습지 조성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다만 ｢습지보전법｣은
훼손된 습지의 존치 및 인공습지의 조성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연안관리법｣
상 훼손된 연안에 대한 자연환경 복원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훼손되어 왔던 국내의 습지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해서는 이
미 훼손된 습지 생태계의 복원이 필수적이다. 더욱이 대규모 습지를 개발하는 경
우에는 정책적 고려, 환경영향평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이
존재하지만, 사실상 소규모 습지의 훼손에 있어서는 습지보호지역이 아닌 경우, 이
를 방지할 마땅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아 왔다.
반면 미국의 경우, 습지의 손실을 막아야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여 1980년대
후반부터 지속되고 있는 정책으로 습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상실되는 습지를 상쇄
하기 위하여 개발면적 이상의 습지를 다른 지역에 조성하여야 한다는 정책으로 시
행되고 있다. 연방정부차원에서의 습지총량제의 근거는 청정수질법(Clean Water

Act) 제404조이며 습지를 포함한 수로, 호수 등의 준설 또는 매립을 원하는 기관
또는 개인은 미국육군공병단(US Army Corps of Engineers, US ACE)의 개발허가
를 받아야 한다. 습지의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자
는 미국의 수역에 대한 영향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보상조치를
취해야

한다.

영향의

회피(Avoidance)는

주로

보상적

완화(Compensatory

Mitigation)조치가 고려되기 이전에 행해져야 하고 회피할 수 없다면 환경에 미치
는 영향을 최소화(Minimization)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
에는 습지의 복원 또는 조성 등을 통하여 보상조치를 취하여야 한다.47) 습지의 복
원 또는 조성 시에는 상실되는 습지의 면적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기능적 가치
를 고려하여 대개 개발면적 이상의 습지를 다른 지역에 조성하여야 한다. 습지훼
손에 따른 보상․완화조치는 다른 지역(Off-Site)에 소재하는 습지보다는 동일 지역
내(On-Site)의 습지로, 이종(Out-Of-Kind)습지 보다는 동종(In-Kind)습지로 완화조치
하는 것을 우선시 한다. 또한 완화조치는 대체습지를 조성하거나 보전하는 것보다
는 대체습지를 복원하는 것을 더욱 우선시한다.48)
유럽연합의 습지정책은 지역과 기능의 순손실방지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4가지
원칙을 규정하였다: ⅰ) 습지의 손실 방지; ⅱ) 습지의 저감 방지; ⅲ) 습지의 현명
47)

48)

Paul D. C et al., Wetlands, Streams, and Other Waters: Regulation․Conservation․
Mitigation Planing, Solano Pressbook, 2004, p.126.
방상원 외, ｢습지보전 정책방안 연구 - 습지은행(Wetlands Mitigation Banking)을 중심으
로 -｣, 2006,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47-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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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용; ⅳ) 습지의 개선과 복원.49) 특히 습지의 현명한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습
지의 재생가능한 환경용량 이상으로 습지 자원을 이용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방법
으로 이용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순손실방지정책과 관련하여 잔존 습지는
개선되어야 하고, 이전에 습지였던 지역은 가능한 한 실현가능한 최선의 수준으로
습지의 기능과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원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50)
이러한 습지의 순손실방지정책의 정착을 위해서는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습지 이용의 우선순위를 보장하도록 사안
별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3. 훼손된 습지의 보상ㆍ완화조치 신설
(1) 인공 또는 대체습지 조성 의무화
습지의 보상․완화는 습지 손실은 완전히 멈출 수 없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
다. 다만 습지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제한범위를 명확히 해
야 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는 최소화하며 특히 환경적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규제하도록 법제의 개선이 요망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보상․완화를 위한 단계적인 조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당해 개발사업이나
행위가 회피가능한지 여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회피불가능하
다면 이에 대한 보상․완화가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
정할 필요가 있다.
보상ㆍ완화와 관련하여 적용가능한 국내 법률 중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 ｢습지보전법｣상 인공습지의 조성(동법 제18조)에 관한 규정이다.51) 즉, 습지
를 관할하는 기본법인 ｢습지보전법｣상 권고조항에 불과했던 동 조항을 의무화함으
로써 기존의 법률체계를 보호하면서 ｢습지보전법｣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법률의 명
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
49)

50)
51)

보다 자세한 내용은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1995.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and European Parliament on the Wise Use and
Conservation of Wetlands. Com(95) 189 Final, Brussels 29 July 1995 참조.
Clare Shine et al., supra note 10, p. 56.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2조에 습지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습지의 훼손원인 분석 및
훼손된 습지의 복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18조에 생태계보전 또는 습지환경
개선을 위한 인공습지의 조성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습지보전 체계를 일원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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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동법에는 대체습지
의 조성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지만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훼손원인
자에게 대체습지 조성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에 충실하며 무분별한 공유수면개발의 억제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미국의 습지총량관리상의 보상․
완화의무와 같은 보상․완화규정을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습지의 순손실의 방지 및 습지의 훼손과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체습지 또는 인공습지의 조성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습지의 훼손되는
면적보다는 그 기능적 가치를 고려하여야 하며, 제도적․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가 사전에 습지를 조성․복원하고 이를 통해 발생된 습지권

(Credit)를 구매토록 하는 미국의 습지총량제상 습지은행(Mitigation Banking)제도와
같은 훼손된 습지의 복원을 대행하는 제도적 장치를 관련 법률에 반영하여야 한다.

(2) 훼손된 습지의 존치와 기준
최근 미국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상․완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기존
의 습지의 보존(Preservation)을 당해 습지가 중요한 기능을 지니고 있거나, 수변지
역의 생물학적 지속가능성에 중대한 기여를 하는 경우에 이를 보상․완화의 일환
으로 보도록 개선하였다.52) 마찬가지로 현행 ｢습지보전법｣상 훼손된 습지의 존치
에 관한 규정에 있어 훼손된 습지가 기존 습지의 생물학적 기능과 가치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습지를 복원․조성하는 의무를 면제시켜 주
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습지 가치의 왜곡 해소
원칙적으로 습지의 가치는 경제적 관념의 산물이다. 현명한 이용의 관점에서 보
다 중요한 것은 습지의 기능적 측면의 제고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연환경의 독
립적 가치와 과학적 가치를 모두 반영한 생태계보전협력금 산정방식53)으로의 개선
52)
53)

33 C.F.R. §§332.3(h)(1)(i)-(ⅴ); 40 C.F.R. §§230.93(h)(i)-(ⅴ).
메인주의 해양자연자원보호법(Marine's Natural Resource Protection Act, NRPA) 480조
이하에 따르면 사업자는 승인 또는 허가에 갈음하여 회피할 수 없는 환경적 훼손에 대
해서 대체납부금(In Lieu Fee Compensation)을 납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습지가 훼손
된 경우 (직접적인 습지훼손 면적 × (단위면적당 습지 조성금액 + 토지가치 평가액)) ×
자원계수로 산정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훼손된 습지의 복원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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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훼손되는 습지의 가치를 적절히 반영함으로써 습지의 효율적인 보전을 도
모할 수 있을 것이다.54) 또한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에
있어서 훼손된 습지 또는 원습지의 복원에 대해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을 인정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4. 지역주민의 재산권 및 접근ㆍ이용권의 보장
｢습지보전법｣은 습지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관계공무원 또는 습지조사원이 토지
소유자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습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지상의 입목․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제7조 제1항). 단, 토지소유자 등의 승낙 없이는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담장
이나 울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를 출입할 수 없는 등 일정한 제한이 부과된다(동
조 제3항). 또한, 국가는 습지조사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제20조 제1항).
그러나 습지지역 내의 행위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은 헌법 제23조 재산권보장 규정과 관련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55) 더불어 동
법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동법 제20조의2). 허나 이
경우에도 소유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의 매
수를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이 없어 매수청구권 행사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56)
이러한 관점에서 사인이 소유하고 있는 습지에 대한 매수청구권 행사에 있어 토
지소유자가 일단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면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의 매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야 한다.

54)
55)

56)

요한 비용까지 포함하고 환경적 가치를 고려하여 환경계수를 부과하는 미국의 해양환경
보호국(Marin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DEP)의 대체납부금의 산정방식
을 참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메인주 In Lieu Fee Compensation Program 참고
<http://maine.gov/dep/blwq/docstand/nrpa/in_lieu_program.htm (2011. 10)>.
방상원 외, 앞의 글, 56면.
(습지지역)지정으로 말미암아 당해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현저한 재산적 손
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수용적 효과를 인정하
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헌재 19999. 10. 21 선고 97
헌바26 결정; 헌재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결정.
이는 자연공원법상 토지소유자 등의 매수청구권 행사시 공원관리청이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매수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과 구별된다(자연공원법 제77조 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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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원확보 방안의 신설
국내 습지의 현명한 이용 및 보전을 위해서는 재원확보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
야 한다. 또한 ｢습지보전법｣이 규정하고 있는 습지보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
요한 재원을 조달할 방법으로 특히 연안습지와 관련하여 별도의 습지이용부담금의
신설을 고려해볼 수 있다. 습지와 관련한 이용부담금이란 습지를 간척 또는 매립,
습지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와 지역 주민들의 생업이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 이외의 목적을 가지고 습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부
과하는 부담금이라 할 수 있다.57)
우리나라 서해안에서는 여전히 대규모 간척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
태에서 습지의 훼손을 불러오는 간척과 매립 등의 모든 사업을 금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발자에게 일정한 부담금을 납부하게 하여 습지의 복
원 및 보전사업을 시행하는 기금58)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성을 갖는다고 본다.

6. 규제 상충의 해소
규제의 상충 문제는 지속가능한 발전 및 녹색성장 등 환경, 사회, 경제의 통합을
추구하는 패러다임이 가속화되고, 습지와 관련한 법제도 개발과 이용, 보전의 측면
에서 그 다양성이 강화되고 있는 점에서 무리하게 규제기관의 일원화 또는 별도의
관리기구의 수립을 추진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문제는 보전을
추구하는 부처와 개발 및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규율하는 부처간의 습지에 대한
본질적인 인식의 차이를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습지의 현명한 이용 여부는 결국
사람들이 습지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용할 것인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습지의 현
명한 이용은 정부부처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 있어서 습지의 가치와 기능의 인
식을 제고시킴으로써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개발지향적일 수밖에 없는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전적으로 습
지의 이용․보전에 관한 권한을 일임한다면 그 훼손이 심화되리라는 것은 불 보듯
57)
58)

공경자, 앞의 글, 20-23면.
미국의 경우에는 물새사냥 시에는 “물새우표(duct stamp)”를 구매하도록 하고 우표의 판
매금액을 이동성 물새를 위한 서식처를 보호하는 기금으로 사용한다. Migratory Bird
Hunting and Conservation Stamp Act(16 U.S.C. § 178), U.S. General According Office,
Wetlands Overview: Federal and State Policies, Legislation, and Programs, Washington,
1991.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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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한 일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어떠한 유형의 습지이든 습지의 개발 또는 훼손
과 관련된 사업 또는 계획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여부와 상관없이 환
경부에 당해 사업에 대한 협의․승인에 관한 권한 또는 거부권을 인정해주는 방안
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청정수질법(Clean Water Act: CWA) 제404조(c)
는 미국환경보호청(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EPA)에 습지의 매립 등에 관한
사업에 대해 물의 공급 또는 어업, 야생동물 또는 레크레이션에 이용되는 지역에
수용할 수 없는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면 미육군공병대(USACE)에 의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59) 이러한 허가 검토 권한은 제404조(q)의
양해각서 하에서 USACE에 의해 제안된 허가결정에 대해 EPA가 관여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USACE에 의해 제404조의 허가가 발행된 후에, EPA는 제404조(c)에
의한 허가의 거부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EPA가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통지를 하여야 하고 허가의 거부 결정 이전에 공청회를 통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60) 그러나 EPA가 제404조에 의해 이미 내려진 허가를 거부하는 것
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404조(c)의 거부권은 거의 드물게 일
어나지만 그럼에도 EPA가 USACE의 허가에 대해 거부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
으로 EPA는 허가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허가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
게 된다.61)
나아가 상반된 이해관계를 지니는 기관들 간에 상충되는 규율의 문제는 계획단
계에서부터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은 관련
지역계획, 의사결정 그리고 다른 모든 환경관리계획에 통합되어야 한다.62)

Ⅳ. 맺음말
우리나라는 한정된 국토면적으로 인하여 토지에 대한 수요가 다른 국가들보다
높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낮은 토지가의 국내 자연습지들은 매립, 간척 등의 개발
59)

60)
61)

62)

Mark A. Chertok and Kate Sinding, Federal Regulation of wetlands, American law
Institute, 2005, p.1276.
Paul D. C et al., supra note. 44, pp.72-73.
1991년까지 EPA는 수 천 건의 허가에 대해서 단 11건 만을 거부했다. Schley T. and
Winter L. New 404(q) NOA-diluting EPA's role: Washington, D.C., National Wetlands
Newsletter, Environmental Law Institute, v.14, 1992, p.8.
Clare Shine et al., supra note 10,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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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매우 취약하다. 지난 100여년 간의 산업화과정 중에 요구되었던 높은 토지
수요는 결과적으로 이 땅에서 수많은 자연습지들을 사라지게 하였으며, 산업화를
어느 정도 이룩한 현재에도 이러한 습지의 상실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최근 들어
습지가 지닌 높은 공익적 가치에 대한 과학적 재발견과 인식의 확산으로 인하여
선진국들은 습지의 현명한 이용과 보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도구와 기반을 마련
하였거나 운용 중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습지의 현명한 이용과 보전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닌 ｢습지
보전법｣은 중요한 의의를 지니며, 동법상 습지의 보전과 더불어 현명한 이용은 지
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충분한 논의와 재고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현
행법상의 한계와 더불어 여전히 갯벌과 같은 연안습지 및 공유수면을 보전 또는
현명한 이용이 아닌 해로운 개발 또는 현명하지 못한 이용을 위한 간척 또는 매립
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습지보전법｣상 불가피한 훼손의 경우 훼손된 습지의 복
원․복구 조항의 미비 등은 동법의 제정 목적과 목표달성을 저해하며, 결과적으로
습지의 현명하지 못한 이용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습지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해서는 습지의 총량관리를 위한
보호대상 습지의 범위 확대와 선정기준의 마련, 습지총량제의 시행, 습지의 복원을
포함한 보상․완화 규정의 신설, 사유지에 속하는 습지에 대한 재산권 보장, 훼손
된 습지의 복원을 비롯한 보전 및 현명한 이용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의 마련 등
법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한다.
이처럼 람사르협약상 현명한 이용이라는 관점은 국내 습지 관련 법제의 개선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바를 제시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즉,
일부의 습지보호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연습지를 그 보호대
상으로 한다는 점, 공공의 이익을 수반한 개발사업에 한하여 습지가 불가피하게
상실 또는 훼손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상ㆍ완화의 책임을 습지개발자에게 부
과하여 습지 상실 및 훼손에 의한 영향을 최대한 상쇄시킨다는 점에서 향후 국내
｢습지보전법｣ 개선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투고일자 2013.5.7, 심사일자 2013.5.22, 게재확정일자 201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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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gal Issues for the Wise Use of Wetlands in Korea
63)

Yoon, Ick June*
The wise use component of the Ramsar Convention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it, while the convention itself does not define "wise use".
According to the convention, Article 3(1) requires that Contracting Parties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their plannings so as to promote as far as possible the
wise use of wetlands in their territory territories as well as the conservation of the
wetlands included in the List.
As Convention leaves each party free to choose the most appropriate means to
achieve the wise use obligation, Parties may adopt national wetlands legislation or
policies to implement this obligation. From a legal point of view, though the wise
use concept has been continuously interpreted or reinterpreted by COPs since 1987,
the Ramsar interpretation of wise use has not been unclear. In 2005, COP defined
that the wise use of wetlands was the maintenance of their ecological character,
achieving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ecosystem approaches, with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e concept of wise use can be considered to be
competible with the concept of sustainable use under the Convention on
Biodiversity Conservation.
In this view, Provisions and legal systems for the conservation and wise use of
wetlands under the Wetlands Conservation Act of 1999 are necessary to be
reviewed and reconsidered with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us this
paper reviews domestic laws, mainly the WCA,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wetlands in the context of the wise use concept, and provides an
improvement on the domestic legislation relating to the wise use of wetlands.
The current environmental laws, however, regard coastal wetlands and public
waters such as tidal flats as objects of reclamation or landfill, which is not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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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rvation or the wise use but for harmful development or unwise use. Under
the WCA, the provision of an unavoidable damage does not require any restoration
measures for the damaged wetlands, which hampers to achieve its objectives and
goals to make them encourage to use wetlands in a bad ways with unwise use.
To resolve the problems, the provisions relating to the wise use should be
enacted explicitly for efficient conservation of wetlands such as the expansion of
the protected wetlands’ criteria for no net loss management, establishment
designation criteria, implementation of no net loss policy, establishment of
provisions for compensation and mitigation including restoration, guarantees of
property rights of private wetlands, securement for finances for wise use and
conservation with restoration of damaged wetlands.
The wise use under the Ramsar Convention has an important meaning because it
suggests the way of improving Korean wetlands related legislations.
It should be considered to revise the WCA as follows; 1) It protects not some
of wetlands protected area, but all the natural wetlands; 2) When wetlands are loss
lost or damaged unavoidably only in a case of development projects with public
interests, it imposes the responsibility of compensation and/or mitigation of
damaged wetlands to on the developers or the users to reduce the impact of
wetlands’ damage at the minimum extent.
Key Words: Ramsar Convention, Wise Use, Wetlands Conservation Act, No Net
Loss Policy, Sustainable Develop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