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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뼈 홈 

미국의 자원관리정책은 과학적 지식 9 시민의 인식과 함께 사회경제적 여건 

을 민감하게 반영해왔다. 특히， 습지자원에 대한 정책 변화는 환경정책 전반의 

변화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습지정책에는 남북전쟁과 같은 역사적 전기 

를 초래했던 사건， 기술의 혁신， 그리고 사회적 가치체계의 변화 등이 크게 영 

향을 미쳐왔다. 

전통적으로 생태자원의 관리는 장기적 관점과 단기적 관점에 따라서 방향 

을 크게 탈리한다. 습지 (we뼈ands)는 이려한 맥락에서 매우 동적인 변화를 보 

여왔다. 역사적 배경과 그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생태자원， 특히 수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습지의 중요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습지에 관한 사회적 

인식은 특히 지난 반세치동안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습지의 사회적 가치가 

좀 더 확실하게 이해되면서， 습지보전의 중요성은 점차 증가해왔다. 문화적 관 

점에서 보았을 때， 습지에 대한 인식파 가치평가가 어떻게 변해왔으며 이러한 

변화는 습지자원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홍미로운 일 

이다. 또한 과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습지의 유실이 어류， 야생동물， 그리고 

환경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17세기 식민정착이래 1950년대까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당시의 기술 

수준에 따라 습지의 간척이 추진되어 왔다. 한편 미국 내에서 습지보전은 소 

* 본 연구는 1997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대학부설연구소과제 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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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선각자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중산층， 그리고 습지의 생태적 기능을 발견 

해 온 과학자들을 통해서 촉발되었다. 특히， 습지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과학 

적 발견과 시민의 환경의식은 1뼈년대 이후 풀뿌리 습지보전운동을 일으켰고， 

주 정부의 정책적 수용으로 습지보전이 1970년대 초부터 법제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은 미국의 60년대， 즉 “생태시대”와 깊은 연관이 있다. 연방정부의 

습지보전은 수질보전정책의 차원에서 시작하여 1980년대에는 환경정책의 주요 

한 목표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부를 

거쳐오면서 “no net 10ss of wet1ands"는 정책목표로 확고하게 자리잡아 왔다. 

그러나， 다양한 단체의 습지보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미비로 특히， 개발 

론자들의 집요한 노력과 다양한 전략으로 습지의 소실은 계속되고 있다. 

1969년의 환경정책법(NEPA， National Environrnental Policy Act)과 1972년 

수질오염 방지법(α얹n Water Act)에서는 다른 환경자원과 마찬가지로 습지 

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 ‘환경영향평가’라는 절차 

를 통해 습지에 미치는 악영향을 피하게 하고， 그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 

소화하도록 유도하고， 그것도 불충분한 경우에는 최후의 대책으로 훼손된 다 

른 습지의 생태적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새로운 습지를 인공적으로 조성하도록 

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II. 슴치에 대확 인식에 벽화 

현재 미국의 국토에 해당하는 영역에는 과거 광대한 습지가 분포해 있었다. 

전체 국토 면적의 11%에 해당하는 2억 2천만 에이커가 습지로 존재했었다. 

알래스카의 툰드라토에새 온대지 역， 그리고 플로리다의 아열대에 이르는 다양 

한 기후지역에 각각 독특한 습지가 발달되었다. 또한 해안습지에서 내륙의 담 

수습지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와 기능도 다양하다. 그러나， 습지에 대한 과학적 

이해는 겨우 지난 40여 년에 걸친 매우 일천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캘리포니 

아(C때fomia)에서는 91%, 아이오와(Iowa)에서는 89%가 사라지는 등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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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0여 년 동안 습지가 제공하는 생태적， 사회 • 경제적 기능이 채 알려지기도 

전에 크게 훼손되어 왔다. 

습지에 관한 이해는 지역의 문화에 따라 극과 극을 달린다. 한 지역에서도 

시대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해 왔다. 유럽인이 이주해오기 이전， 미국 원주민들 

의 삶에 습지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습지에서 식 량， 건축재 

료， 의복재료를 얻었고， 악어와 같은 습지의 생물은 토템(totem)으로 숭배되었 

다 습지에 대한 이해도 매우 갚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코다(Dakoda)주의 

Djibwe족은 습지유형에 따라 다양한 용어를 사용했고， 습지에 사는 비버도 연 

령과 암수에 따라 달리 불렀다. 이것은 마치 에스키모들이 눈의 행태와 질에 

따라 십 수종으로 탈리 부르는 것과 유사하다. 원주민들은 습지를 주민사회 

뿐만 아니라 지역의 생태계를 담는 그릇으로 인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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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국 습지의 연도별 유실면적 (Wetland Lo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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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경관요소로 존중되던 습지에 대해 유럽의 이주민들은 원주민과는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예컨대 1678년 존 번연의 『천로역정』에는 습지가 

구원에 방해를 일으키는 의섬과 공포라는 영적 장애물로 묘사되고 있다， 이것 

은 습지의 명칭에서도 나타난다. 1728년 버어드 대령은 버어지니아와 노스캐 

롤라이나에 걸쳐 있는 습지를 Great Dism메 Swamp로 명명했다. Dism떠은 예 

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처형되었던 강도 Dismus에서 유래한 것이다. 

Dismus는 기독인에게는 사탄과 같은 존재이다. 

개척 초기 원주민과의 전쟁에서 습지는 큰 장애였다. 습지환경에 익숙한 원 

주민과 습지에서 전투를 벌여야 했던 이들에게는 인디언과 습지는 악마와 악 

마의 소굴로 인식되었다. 습지에 대한 혐오는 원주민과의 긴장이 고조되었던 

1600년대 후반에 더욱 깊어졌다. 

1700년대에는 습지가 공해(public nuisance)로 인식되었다. 말라리아를 옮기는 

ClJ 

x1O 300 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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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의 서식처이고， 습지에서 나오는 습기를 공공의 건강을 해치는 독기로 인 

식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습지의 개간은 신에 대한 의무로까지 간주되었다. 

습지의 개간은 인구를 증가시키고 부를 증강시킴으로써 도덕적 고양과 복지의 

확산을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때문에 국가의 윤리적 목적을 달성하 

는데 일익을 담당한다는 것이었다. 습지는 구원이 필요한 악으로， 또는 국민들 

이 누려야 할 자원을 야생동물이 수탈하도록 방치한 곳으로 묘사되었다. 미주 

리 의 상원의 원 벤톤(T. Benton)은 습지가 농장의 확산을 막고 시 장 접 근도를 

낮추는 장애물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은 토지균분론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들은 토지는 인류를 위해 존재하며 따라서 혼돈의 야생상태를 정리된 장원 

으로 개조하는 것은 시민의 의무라고 생각하였다. 

습지의 개간에서 얻는 여러 가지 이익이 캉조되는 시대였지만， 개발에서 오 

는 피해도 나타났다. 1821년 보스턴에서는 백-베이 (Back Bay)의 습지를 둑을 

쌓아 막아버리자 습지가 마르고， 뒤이어 염분과 흙먼지가 해풍을 타고 보스턴 

시내로 날아들었다. 몇 년전 우리나라 서해안 시화지구 등지에서 일어났던 폐 

해와 같은 것이었다. 곧， 수문을 열어 갯벌(mud flat)을 적셔서 소금먼지가 날 

리는 것은 막았지만， 조류의 흐름이 막히고 미세한 퇴적불이 쌓이면서 백-베 

이는 썩어 악취를 진동시켰다. 

습지에 대한 몰이해에 대해 저항했던 지식인들은 소수이긴 하지만 그 명맥 

을 이어왔다. 1700년대 말에 활동했던 바트람(w. B때am) 같은 식물학자는 청 

교도들과는 달리 습지의 경관과 생물 하나하나가 신의 설계와 섭리를 반영하는 

피조물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1860년대의 낭만주의자 도로우(묘 암loreau)와 같 

은 같은 문학가들도 습지가 갖는 미적 가치를 노래했다. 1900년대 초에 생물학 

자들을 중심으로 습지가 수조류의 서식지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 

고， 이것은 사냥협회 등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 1934년 미의회는 이러한 배수 

활동과는 완전히 상반된 철새사냥볍 (Migratory Bird Hunting Stamp Act)을 

통과시켰다. 이것은 미국에서 습지를 회복시키려는 최초의 입법활동이었다. 

습지보전정책에 영향을 미친 것은 전후의 경제적 풍요가 초래한 중산층의 

야생환경에 대한 관심과 습지의 가치에 대한 과학적 발견이었다. 습지가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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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 즉 홍수 조절 기능， 오염물질 정화기능， 생산기능， 

종다양성 보전 기능 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면서 습지에 대한 인식은 크게 달 

라졌다. 1뻐0년대를 기점으로 습지는 더이상 악이 아니며， 자연계에서 신장과 

같은 귀중한 존재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다. 다양한 용어로 불리던 습지가 

wetland라는 용어로 통일되기 시작한 것도 이즈음의 일이다. 

습지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변화는 몇 가지 주제로 압축될 수 있다. 첫 번째 

는 문화적 태도가 미국인의 습지인식을 형성해왔다. 과학적 정보의 발견에 따 

라 부정적인 태도에서 긍정적 태도 즉 습지보전은 필요하며 옳은 일이라는 입 

장으로 선회하게 된 것이다. 

두 번째는 습지를 다른 토지와 같이 개인 소유물로 간주해 온 자세의 문제 

이다. 습지가 갖고 있는 수문 · 생태적 특성에 대한 몰이해와 전통적 재산권 

존중 사상이 밑받침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토지와는 달리 습지의 오용과 

훼손은 하천유역 전체， 특히 하류지역에 악영향을 미친다. 습지는 개인소유의 

토지이지만， 동시에 공공의 이익에 크게 영향을 주는 수역( watershed)이라는 

특성을 간과한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습지의 공공성이 재산권의 체제에 반영 

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습지에 대해서는 전혀 새로운 인식과 접근이 필요 

하다는 입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세 번째 관점은 습지가 지속적으로 정부의 간섭과 조정을 필요로 해왔다는 

것이다. 습지는 본질적으로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수문학적으로 연결되어 있 

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홍수조절의 광역성에서 최근에는 생태적 관점에서 정 

부의 간여가 계속 증대되어 왔다. 

血 g 솔Jq~옆책먹 변천 

1. 17세기 식민개척시대에서 19세기 말까지 

습지의 배수작업 (wetland drainage)은 미대륙에 지속적인 정착이 일어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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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작되었다. 16뻐년대와 1700년대를 통하여 유럽인들은 미대륙에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식민지화 작엽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식민지화 작업이 경관에 

미친 영향은 1700년대 중반에 이르라 절정에 달했다. 1700년대 동안에는， 습지 

는 질병을 일으키고 육상교통을 방해하며 식량과 목재의 생산을 저해하는， 일 

반적으로 초가 개척자들에게는 쓸모없는 황무지로 인식되었다. 정착민들과 상 

인들， 그려고 정부는 습지가 발전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로서 제거되거나 또는 

다른 용도의 땅으로 매립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었다. 

대부분의 개척자들은 습지로부터 얻는 천연자원을 제한없이 사용될 수 있 

는 것들로 간주하였다(Tebeau， 1980). 정착과정은 원칙적으로 소규모의 자급 

수준의 거주지와 농토를 얻는 과정이었다. 이용 가능한 토지의 생산성을 증가 

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소규모 지대의 습지에는 손으로 도랑을 통하여 배수작 

업이 시작되었다. 1700년대 중반에서 말기까지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윤추 

구를 위한 토지개발과 농경작업은 점차 토지의 대규모 지대에 영향을 마치기 

시작하였다. f，~안습지 (coastal plain wetland)는 농장으로 변모하였다. 일단 배 

수작업이 완료되면， 이 지역들은 환금작물(cash crop)을 경작하는 생산성 높은 

경작지로 변모하게 되었다. 

습지배수작업의 확대는 남부 식민지에서 가장 널리 퍼진 현상이었다. 1754 

년， 남부 캐롤라이나에서는 카차우(Cacaw) 습지를 농업목적으로 배수하는 것 

을 허가하였다. 1763년 버지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의 그레이트-디스말(Great 

돼sm빼) 습지가 수상운송로(water transportation route)의 목적으로 매립되었 

다. 대규모 플렌테이션 농업은 남부에서는 일반화된 것이었는데 이 목적으로 

습지가 배수되거나 조절되었다. 

1780년대까지는， 이주민들이 북동부의 비옥한 하목에서부터 오늘날의 조지 

아(Georgia) 남부까지 확장하여 정착하였다. 이 지역 하곡의 습지들은 이러한 

정착민들에 의하여 유실되기 시작하였다. 

1800년과 1860년 사이의 기간은 미국에 있어서 생장의 기간이었다. 이 기간 

동안에 스페인으로부터 플로리다와 동부 루이지애나를 사들이고 텍사스를 병 

합하고， 멕시코로부터의 캘리포니아를 양도받는 등으로 미국의 토지면적은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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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나게 확장되었다(Garrett， 1988). 이러한 토지의 확장에 따라 연구도 1810년 

의 7，200만에서 1830년의 1억 2，800만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성장에 맞추어 

토지투기가 증가하였으며， 따라서 이 기간은 토지와 자원을 자유롭게 취할 수 

있었다. 또한 이 기간동안에 정착민이 오하이오와 미시시피강 하곡 주변의 습 

지가 많이 분포하는 서부 내륙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습지 

가 대규모로 농경지화되었다. 

1800년대의 기술진보는 습지 훼손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1825년 

에리운하(Erie CanaI)의 개통으로 말미암아， 정착민들은 뉴욕에서 오대호 연안 

의 주(Great Lakes States)로 이동하는데 새로운 루트를 얻게 되었다. 동시에 

중서부로 이동하는 농민의 수도 증가하게 되었다. 운하는 목재와 농산물을 내 

륙에서 통부의 시장과 항구로 싼 값에 운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McNall, 1952). 증기기관의 발명과 같은 또 다른 혁신은 주변부 습지를 파괴 

하면서 소규모 수로를 만들 수 있도록 하였다. 

1849년 마 의회는 루이지애나주의 모든 습지를 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습 

지이용법 (Swamp Land Acts)을 통과시켰다. 연방정부는 습지의 소유권을 홍 

수해가 빈발하는 주정부에 이양하고， 주정부는 습지를 개인에게 매각하여 배 

수작업과 제방축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 특히 습지 

가격을 낮추어 더 넓은 습지가 농지로 개간되도록 유도하고， 이것은 세입을 

증가시켜 더 많은 홍수조절 제방을 축조하도록 이끌었다. 즉각적으로 대규모 

매립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법령에 의해 주정부는 강력하게 습지의 개 

간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남북전쟁(1861-1865)은 습지에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그 이유는 습지를 병 

참기지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대상지로 전환하였기 때문이다. 교통과 통신시 

설을 위한 디자인， 엔지니어링， 그리고 구조물 건설이 각광을 받게 되었다. 이 

에 따라 수괴 (water body)와 습지 주변의 새로운 루트 개발， 그리고 정확한 

지도제작에 많은 관섬이 집중되었다. 

남북전쟁이 끝난 후 국가의 관심은 서부로의 확장과 정착에 쏠려 있었다， 

철도는 교통망 발달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 철도는 그 자체로서 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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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새로운 땅을 개척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철도 건설을 위해 습지 

의 수목이 직접적으로 소비되었다. 1860년대에는 30，000마일 이상의 철도가 미 

국에 존재하였q(Stover， 1961). 오하이오 철도는 연료의 사용으로만 년간 1백 

만 코드<Cord)의 목재를 소비하였다(Gordon 1969). 1859년에서 1잃5년 사이에 

는 집약적인 별목과 토지개간작업으로 블랙습지를 포함한 오하이오의 많은 습 

지가 제거되었다. 새로운 기술로 더욱 많은 토지를 개간할 수 있는 능력이 생 

겨나면서 습지가 농경지로 매우 빠르게 개간되었다. 밀생산에 새로운 농기계 

가 도입되면서 습지의 유실속도는 가속화되었다. 배수기술의 발전도 동부와 

중서부의 습지 유실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증기동력의 사용 증가에 따라， 

기존에 손으로 하던 각종 배수시설의 설치작업이 기계의 사용으로 말미암아 

속도를 얻게 되었다. 

2. 기술의 발전 : 1900년 이후 1950년까저 

20세기 전반은 간척기술 발전과 배수작업에 주력한 시기였다. 산업이 미국 

을 세계 리더의 위치에 이르게 하는 동시에 2차례의 세계 대전， 빠르게 성장 

하는 인구， 산업 성장은 토지에 대한 요구를 증폭시켰다. 국가의 수자원을 운 

영하는데 있어 기술의 중요성은 접차 더해 갔다. 배수는 반세기 이전부터 시 

작되었던 것이지만 센트럴 밸리의 습지 정리는 20세기 초에 가속화되었다. 

1920년대까지 자연습지의 약 70%가량이 제방， 배수구， 유역변경 프로젝트 등 

을 통하여 변화되었다. 1930년대에는 대규모의 홍수 통제 프로젝트， 유역변경 

식 댐， 수자원 통제 구조물 등이 계곡쪽으로 유입하는 지류위에서 이루어지거 

나 건설되었다. 

이 시기에 다른 곳에서는 대규모， 소규모 습지 모두를 배수하는 도시 및 농 

업 확장이 이루어 졌다. 1904년에 위스콘신의 호리콘<Horicon) 습지를 배수하 

고 개간하략 했던 시도， 오키피노키 (Okefenokee) 습지를 배수하려는 시도의 

전조로 시작되었던(Trowell， 1988) 남부 조지아에서의 상엽적 벌목， 1914년，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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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롤라이나지방에서 농지확보를 위해 이루어졌던 가장 큰 자연 호수인 매타머 

스킷(MattamuskeeÜ 호수의 배수 등은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들이다. 

남부 플로리다의 거대한 습지인 에버글레이드(Everglade)의 많은 부분을 배 

수하고 개간하려는 시도는 계속되었다. 1930년대까지 400마일 이상의 배수로 

가 이미 건설되었다(Lord， 1993). 1934년 사탕수수법(Sugar Cane Act) 이 통과 

되면서 남부 플로리다의 습지에서 추가적으로 배수작업이 진행되어 사탕수수 

생산에 이용되었다. 1931년에서 1941년 사이에 습지의 농지로의 전환에 따라 

증가한 사탕수수 수확량은 410，0에톤에서 873，000톤으로 2배 이상이었다 

(Clarke, 1977). 1920년대와 1940년대에 남부 플로리다에서 있었던 대규모 범 

람에 따라 미공병 단(U.S. Anny Corps of Engineers)은 중부와 남부 플로리다 

에 홍수 통제사설을 건설하였다. 수많은 제방， 거대한 물 저장소， 하도의 정비， 

대규모 펌프 등이 필요한 이 사업으로 말미암아 에버글레이드의 환경은 심각 

한 변화를 겪었다(Light and Dineen, 1994). 

반세기동안에 기계화된 농업용 트랙터는 기존에 말과 노새가 하던 역할을 

대체했다. 이러한 트랙터들은 배수작업에 있어서 동물보다 효과적으로 이용되 

었다. 오래된 목장용지는 농작물 증산에 일조했다. 중서부와 북중부에 위치한 

주에서는 트랙터의 사용에 따라 수백만 에이커 규모의 소규모 습지와 프레이리 

포트홀이 유실되었다. 1930년대에 미정부는 습지를 배수하는 농부들에게 무료 

공학 서비스를 제공했다 1없0년대까지는 정부가 배수 프로젝트의 비용을 분담 

했다(Burwell and Sugden, 1964). 미국 전역을 통해 조직화된 배수 행정구는 습 

지로부터 물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에 공조했다(Wooten 없d Jones, 1댔). 

3. 우선권과 가치의 변화 : 1950년에서 현재까지 

1800년대부터 습지개간에 보조금을 지불해옹 미 행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농무성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개발지원을 수행하여 습지가 대규모로 소실 

되었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도시지역의 팽창으로 토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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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습지의 개발에 걸림돌이었던 모기 등과 같은 습지서식생물을 퇴치할 수 

있는 살충제의 보급， 그리고 자동차의 보급으로 통근거리를 극복힘에 따라 습 

지가 대규모로 개발되었다. 

습지의 문제가 농업적 관심에서 다양한 관심 방향， 특히 여가와 환경 보전 

의 관심으로 변화되어 왔다는 것은 미의회 청문회에서 잘 나타단다. 미 의회 

의 청문회 기록에 따르면， 1989년에서 1995년 사이에 있었던 습지관련 청문회 

는 240회가 있었고， 증인의 수는 1569명이었다. 1945년 이전에는 농엽이나 개 

발관련 위원회가 습지문제에 관련된 청문회를 독립하였고， 증인 구성도 농업 

관련자나 개발업자로 이루어졌다. 1946년 이후에는 습지환경문제에 대한 대중 

의 관심과 습지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66년 이후에는 

다양한 위원회에서 습지관련 청문회를 열었고， 참석한 증인들도 과학자， 시민 

환경운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1960년대까지 연방정부는 다양한 입법， 경찰제도를 통해 습지를 파괴하도록 

유도했다. 일례로 유역 보호(Watershed Protection)와 홍수 방지 법안(Flood 

Prevention Act, 1954)는 직 。 간접적으로 홍수 조절 프로젝트(fiood-control 

project)와 유사한 유형으로 습지의 배수작업을 증가시켰다(Erickson & others, 

1979). 연방정부는 많은 공공사업과 기술적인 실험， 미 농무성이 행한 비용 공유 

의 배수작업 프로그램을 통해 습지의 손실부분을 직접적으로 매수 。 이용하였 

다. (Erickson, 1979) 소규모 도랑건설의 배수작업은(1950년대 중반에서부터 1970 

년대의 중반에 이르기까지 년간 550.000에이커 규모의 습지 유실을 야기한) 농업보 

전프로그램(A맹cwture Conservation 탐0밍am)에 의하면 보존의 프로그램으로 인 

식되었다(Off뼈 of Technology Assessment, 뼈4). 이러한 습지유실의 80% 이상 

의 책임은 바로 농업에 있었다(Frayer & others, 1983). 

농무성과는 달리 내무성의 어류 및 야생조수보호국은 물새를 보호하기 위 

해 습지를 보전하려고 노력해왔다. 중산층의 자연경관 애호， 특히 수렵가들의 

사냥감(새)의 보호를 위한 노력은 압력단체를 이루었다. 1950년을 전후해서 습 

지의 생태적 기능에 대한 연구가 단편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예컨대， 미네 

소타 주에서 l없5년부터 1950년 사이에 습지의 일종인 병홀(poth이e)이 16%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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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축소되었는데， 물새의 서식지는 3분의 1이 사라졌다. 수렵애호가 단체는 주의 

회에 압력을 가하여 1951년 미네소타 습지구매 프로그램을 채택하게 했다. 

1956년 습지에 대한 최초의 전국적인 조사(Wet1ands of the United States) 

가 있었는데， 이미 4천5백만 에이커의 습지가 사라진 것으로 파악되어 경각심 

을 일으켰다. 이 조사는 습지를 무분별하게 소실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는 협의와 계획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다. Circular 39로 알려진 보고서는 학 

술적 측면에서나 습지보전의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었다. 

습지가 가지고 있는 생산성이 뛰어나다는 것， 즉 빌밭은 l 에이커당 1년 유 

기물 생산량이 건중량으로 1.5톤인데 반하여 해안 염습지는 lO톤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습지에 대환 인식이 혁신적으로 변하였다. 특히 1950년대 말에 조 

지아 대학의 오텀 교수에 의해 발표된 어패류의 산란과 보육에 기여하는 생태 

적 기능이 탁월하얘 상업적 어엽을 해안습지가 좌우한다는 보고는 각주의 정 

부에 큰 영향을 미쳤다. 메세추세스 주， 조지아 주 등에서는 습지의 개발여 

부를 자연자원국(DNR)에서 판정하도록 볍제화하였다. DNR은 습지보전에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고， 이로 말머암아 소송이 많았다. 1964년의 스퀘 

어스 흘 사례에서는 사유의 습지조치- 공익적 관점에서 관리되어야 한다는 

판례를 세웠다. 

습지의 생태적 기능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이것이 경제적 가치로 번역되면 

서 시민의 환경운동으로 연결되었다. 특히， 지역적 차원의 습지보전운동이 핵 

심적 요소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1965년에 버클리의 부녀자들에 의해 창립된 

the Save the San Fransisco Bay Association이 다. 이 단체는 샌프랜시스코만 

습지의 매립을 통해서 시재원을 확보해 온 이 지역 시와 군의 정부와 개발업자 

의 집요한 습지간척 노력을 극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과정과 함께 

과학적 연구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풀뿌리 습지보전운동은 과학적 발견과 주 정부악 부분적이고 소극적이지만 

습지보전을 위한 규제를 묶어서 적극적인 습지보전 제도의 정착으로 발전하게 

만든 원동력이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이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다큐멘 

타리 형태의 환경보호 프로그램， 쉽게 풀어 쓴 습지의 과학적 해설서가 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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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반향을 일으켰다. 1960년대 말 습지의 수질정화기능이 밝혀지면서 수질보 

호의 수단으로도 습지가 보전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공병단의 도로건설은 

여전히 습지훼손으로 이어졌고， 농무부는 습지개간에 펄요한 농업보조금을 계 

속 지급하고 있었다. 연방정부의 기관에 따라 습지정책은 상반된 상태였다. 끊 

임없는 시민들의 제소로 말미암아 1975년 공병단은 습지에도 수질오염방지법 

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1985년 미 의회는 습지개간 보조금 지급을 금지시켰다. 

1970년대 이후 습지가 가치 있는 지역이며 중요한 환경적 거능을 제공한다 

는 인식이 증가했다. 습지에 대한 대중적인 인지도와 교육은 1950년대 이후 

극적으로 증가해 왔다. 연방정부 차원의 습지보전은 1972년에 통과된 수질오 

염방지법로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이 법은 수질보호를 위해 습지를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수자원의 화학적， 물리적， 그리고 생물학적 온전성을 기하기 

위해서 습지의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 

의 시행주체 가운데 하나인 미 공병단이 실제로 isolated water/wetlands까지 

보호하기 시작한 것은 1977년의 개정법부터라는 비판이 있다. 개정법에는 다 

양한 습지의 형태를 거론하고 있다. 개정법은 과학적으로 새롭게 발견된 습지 

의 다양한 기능， 예컨대 영양물질 제거나 토사고정， 독극물 중화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86년의 Emergency Wet1and 묘esouces Act와 같은 새로운 볍규 또한 습지 

의 손실을 줄였다. 기왕에 기획되었던 몇몇 대규모 간척 프로젝트는 취소되었다. 

매타머스컷 호수， 호리곤 습지， 오키펀노키 습지와 같이 한때 개간하려던 곳이 

다양한 식물과 동물의 습지 서식지를 제공하는 국립 야생 보호지가 되었다. 

연방정부의 이러한 정책선회가 습지의 손설률에 끼친 영향은 명확하게 나 

타나지는 않고 있다. 집계에 의하면 1970년대 중반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 머 

국 각주에서는 연간 약 290，000에이커가 유실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D때1 & 
Johnson, 1991). 이것은 1950년대와 60년대 사이의 매해에 일어난 유실의 약 

1/2에 해당한다. 전술한 수치는 변경된 습지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앞서의 집 

계가 습지 유실의 감소를 나타낸다고 하더바도 습지를 파꾀하는 토지개발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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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습지규제 기작의 성숙기 : 1980년 이후 

1980년대 에 는 “Not Net Loss of Wetlands"가 환경 정 책목표 가운데 하나가 

되는 등 습지보전 시스템이 성숙해진 시기였다. 1980년 12월 24일 환경보호청 

(Environmental 암0뻐ction Agency)은 습지환경 영향저감의 가이드 라인 

(Section 때4(b)(I))을 발효시켰다. 공병단이 습지의 정의 기준， 특히 구획기준 

지침서(Wetlands Delination Manu벼)를 1987년에 발행하였다. 이 지침서는 습 

지의 이해당사자들에게는 매우 민감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1989년 

개정되었다가 재개정되는 등의 과정을 겪어오고 있다. 

1980년대의 특정가운데 하나는 습지개발업자들이 습지관리를 과학적 논쟁 

과 소유권 논쟁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0년 초기에 습지개발론자들 

은 습지에 대한 과학적 정의를 변경하여 습지개간의 길을 확보하려고 했다. 

숨지 기능의 과학적 발견에도 불구하고 습지에 대해서는 미국의 이해가 여전 

히 극과 극을 달라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과학적 몰이해를 파고 들었다. 

1991년에 개정된 습지구획 지침서에 이러한 시도가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개정지침서는 반대에 부딛혀 폐기되고 말았다. 전통적으로 토지소유권이 엄격 

하게 보호되고 있는 미국 사회에서 개인소유의 습지는 미묘한 법리논쟁의 소 

지를 가지고 있다. 

소위 National Wetland Coalition으로 불리는 습지개발 그룹의 의도는 1991 

년 루이지애나 출신 하원의원 지미 헤이스(Jimmy Hayes)가 제출한 종합 습 

지관리 보전볍(Comprehensive Wet1and Management and Conservation)에 잘 

반영되어 있다. 습지에 대한 정의를 협소하게 규정하여 많은 습지가 습지로 

간주되지 않도록 유도하여 환경보호청의 부결권을 최대한 차단하자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연방정부가 정해진 기간 내에 습지를 매입해야 히며， 매입에 실 

패하면 그 이후 그 습지에 대한 개발이 무제한 허용된다는 것이다. 1992년에 

재차 부결된 이 법안에 따르면， 습지의 50% 이상이 개발제한을 받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습지매입에 얘천5백만 달러가 필요하다. 

1987년부터 현재에까지 습지를 회복하려는 연방정부의 노력은 증가했다.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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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된 습지의 정확한 수치가 없다고 해도 미 야생동물 보호기구CU. S. Fish and 

Wildlife Service)는 1987년부터 1990년 사이 약 90，000에이커의 습지를 복원했 

다고 집계했다(1991). 그러나 부시정부 이후 클린턴 정부에서도 습지의 보전에 

미홉한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습지규제와 개발은 타협되어 습지의 훼손이 계 

속되고 있으며， 습지에 관한 과학적 논쟁과 재산권 침해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습지자체는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소유자들에게는 경제적 이익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전통적 토지소유 관점에서 습지보호는 

재산권과 산업활동에 침해를 주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습지는 소유권외 

대상인 토지와 함께 공익적 기능과 공적 자산인 물의 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 

다. 특히 최근 30년간에 걸쳐 새로이 발견된 생태적 기능을 고려할 때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습지의 공익적 가치를 기존의 재산권 체제에 홈수하도록 하 

거나 습지에 대한 인식을 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N 。 옳빽 활뿔홉째 뼈뼈g 

습지 환경규제 개녕은 처음 야생조수조정법을 통하여 19401년에서 1950년대 

에 걸쳐 미 연방정부가 건설한 댐으로 수몰된 물새의 서식처를 보상하려는 과 

정에서 싹트가 시작되었다. 그후 1969년에 제정된 NEPA와 1972년의 수질요염 

방지법의 발효를 통해서 습지의 보전정책이 법제화되었다. 특히， 습지 훼손이 

1950년대 중반이후 가속화되었고， 이와 동시에 습지의 생태적 기능이 과학적으 

로 증명되면서 수질오염방지법， 특히 404조가 습지에도 적용퇴기에 이르렀다. 

NEPA는 생태적으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연방정부의 사업에 환경영향 

평가를 부과하고 있다. 공병단과 환경보호청이 사업의 제안과정에서 폭넓은 

대안을 점검하여 환경적 악영향을 피하도록， 또한 그것이 불가피하다면 악영 

향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습지개발 사업에서도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여 습지에 미치는 악영향을 회피 

(Avoi，없nce)할 수 있는 안을 찾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화(뼈nimization) 



196 美 國 學 第二十二輯(1999)

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습지의 기능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상실된 습지의 가치를 복원하거나 회복하는 방안도 저감대책에 포함시키고 있 

다. 대부분의 판성은 보전법에서 권장하는 회피와 최소화보다는 최후의 대책， 즉 

새로운 습지를 인공적으로 조성하거나 훼손된 인접지역， 또는 다른 지역의 습지 

기능을 향상시킴으로써 습지의 기능과 가치를 대체하거나 보상하는 것에 모여 

있다. 이러한 사정의 이변에는 대부분의 습지개발은 필연적으로 훼손이 발생한 

다는 논리가 숨어 있다. 

1. 습지규제외 기조 : no net 1088 

부시정부 이후 습지에 관한 한 “no net loss"는 정책의 기조이며， 습지환경 

영향저감은 정책수행의 중요한 부분이다. 습지저감대책은 법령에서 강하게 규 

정하고， 몇몇 기관에서는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NEPA와 야생 동식물 보호 

기금CU.S. Fish and Wil배üfe Service: FWS)에서 환경에 악영향을 마치는 사 

항에 대해서는 습지저감대책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수질오염방지법 때4조는 반드시 습지저감대책을 필요한 것으로 명시하지는 않 

고 있다， 때4조는 매립 CfilI)과 준설Cdredge)을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04조의 준설 및 매립 허용 항목은 결국 NEPA의 습지저감이 넓게 적 

용되는 길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NEPA어1 근거하여 대통령 직속기관인 CEQ( 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은 환경영향저감을 다음과 같은 단계적 대안으로 정리히-였다. 물론， 

이것은 습지에서 수행되는 개발사업에도 적용된다. 

잃 환경악화를 야기할 수 있는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소지를 제거한다. 

g 환경악화를 야기할 수 있는 활동의 빈도와 강도를 제한함으로써 환경에 

의 영향을 최소화한다. 

@ 환경을 교정하고 복원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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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적인 자원과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환경에의 악영향을 보상한다. 

그러나， CEQ눈 이러한 정책의 구체적 수행방법은 쉽게 마련하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정책과 정책 수행방법 사이에 논쟁의 여지가 남게 되었다. 문제점 

으로는 특정한 프로젝트나 습지에 적용할만한 습지저감대책의 유형의 선택， 

적절한 습지저감대책 기법을 결정하는 방법， 습지저감대책의 정도와 범위의 

결정， 습지의 어떤 가치를 보전할 것이냐와 이러한 가치의 산출방법， 프로젝트 

를 모니터링하고 감시할 수 있는 방볍 등이 그것이다. 

한편， 공병단은 “습지저강대책은 프로세스의 균형을 맞추고 검토하는 중요한 

작업이다 ....... 습지저감대책은 일련의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자원의 손실을 최소 

화하며 보상하고 복원하는 괴정에서 항상 고려되어야 한다. 자원의 손실은 실효 

성있는 범위까지 금지되어야 한다. 보상은 사업장소나 유역내 인근(on-site)뿐만 

아니라 다른 장소(off-site)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 

나， 공병단도 습지저감 정책을 적용하는 방볍을 조정하고 있다1). 

2. 습지환경영향져감.2.1 형태 

다른 환경토목사업과 같이 습지의 개발도 다양한 대안을 고려하여 환경적 

악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 인공습지가 자연습지를 기능적으로 대 

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직 증명되지 못했다. 따라서， 환경적 악영향의 회피 (A voidance)와 최소화 

(1\;떼nimization)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1) on-site는 사업지역에서 훼손된 습지를 복원하는 것을 가라키고 off-site는 다른 지역의 
습지를 사들이거나 습지가 없던 지역에 새로운 습지릎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on-site 정책이 더 선호된다. on-site와 off-site 사이의 문제는 환경론자， 과학자， 연방정 
부관리 퉁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습지저감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도시지역의 유출 

에 의해서 유지되는 rock quarrγ나 marsh 어느 것드 훼손된 습지를 효과적으로 보상하 

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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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는 위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고려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발자 

는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행안(μast Envirorunentally Damaging 

Practical Altemative, LDEPA)을 증명해야 한다. 이때， 습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건조물의 방향을 조정하고， 설계와 공법의 선택도 이러한 관점에 

서 검토한다. 예컨대， 암거(暗꿇)는 습지의 지하수 유동을 방해하여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암거보다는 다리 형태의 수로를 권장하고 있다. 환경적으로 민감 

한 에스츄어리나 담수습지， 사구， 사빈， 토탄지에서는 브레슬 공법이 채택된다. 

공사시기의 조정도 최소화에서 중요한 고려대상이다. 습지 식물이 휴지기를 

맞고， 땅이 어는 시기를 택한다면， 식물이나 지형에 영향을 덜 미칠 수 있다. 

해안습지에서는 그 지역에서 의미가 큰 어류나 조류의 산란기와 이동기를 피 

해서 공사가 진행되도록 한다면 영향을 줄일 수 있다. 사업의 공간적 배치도 

중요하다. 예컨대， 파이프라인， 도로， 이외의 선형의 프로젝트는 공간적으로 나 

란히 배치하여 습지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한다. 

회피와 최소화를 적용해서도 불가피하게 남아있는 악영향은 결국， 인공습지 

의 조성이나 훼손된 습지기능의 복원을 통해서 저감하도록 한다. 저감대책의 

문제는 어느 프로젝트나 적정한 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에는 항상 논쟁의 여지가 

있다. 대체， 또는 보상적 저감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된다. 

@ 보존(Preservation) : 가치 가 있는 습지를 포함하는 토지를 매 입 한 뒤， 개 

별사업자에게 다시 팔되， 장기간의 보호 및 관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 

는방법. 

@ 교환(Exchange) : 프로젝트에 의해 피해를 입는 습지 지역을 다른 습지 

(더욱 넓고 보전가치가 높은)와 교환하여 @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의 보 

호 및 관리 규정을 적용하는 방법. 

@ 향상(Enhancement) : 손상되거 나 유실된 습지의 기능을 부활시 키는 방법 

@ 복구(Restoration) : 습지로서의 기능이 거의 유실된 지역을 복구하여 특 

정한 (가능하다면 모든) 기능을 살리는 방법. 

@ 인공습지 조성 (Creation) :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곳에 습 

지를 만드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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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단의 보상차원 저감은 레이건 정부의 환경규제 완화 기조에 따라 채택 

이 크게 증가하였다. 개발업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저감은 유리한 방법이었다. 

대규모 습지개발사업체는 습지은행을 통해서 크레덧을 적립하는 것이 손쉬운 

대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공병단은 습지개발인허가 과정에서 겪게되는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었고， 습지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었다. 

습지은행은 원리상 간단하다. 습지를 예금처럼 사용하자는 것이다. 질이 저 

하되었거나 저하되고 있는 습지를 개선 혹은 복원하거나， 습지가 존재하지 않 

았던 곳에 완전히 새로운 습지를 만든다. 복원되거나 새로 만들어진 습지는 

개인단체 혹은 연방기관이나 주， 지방기관 등의 공공단체 등이 소유한다. 이는 

습지예금(cr，려it)으로 개발과정에서 자연습지에 불가피하게 악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debit)을 보상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 

은 외관상 연방정부의 “no-net-loss"정책에 순응한다는 매력을 지니고 있다. 

습지은행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신용치 (the number of cr어its)는 FWS가 

개발한 HEP와 같은 기 법 을 이용하여 평가한 단위 면적 당 습지 가치 (specific 

wetland values)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습지은행에 누적된 신용은 이후에 있 

을 개발 프로젝트에 의해 불가피한 습지 훼손이 발생했을 때 단위면적당 습지 

가치 (specific wetland values)를 보상하는데 사용하게 된다. 

습지은행은 튼튼한 이론으로 뒷받침되는 동시에 현실적 적용력을 지니고 

있다. 개발업자들에케는 이전의 전통적인 저감 절차에 비해 큰 유연성을 마련 

해 주고 있다. 습지예금을 이용하여 사업계획에서 저감대책을 준비하는 과정 

을 대폭 간소화할 수 있다. 습지은행의 규모가 크기， 위치와 설계에서 탁월해 

야 하고， 성과가 인증된 후에 습지 크레넷이 발급되기 때문에 선호할만한 배 

치， 최고의 설계에 달려있는 데다가， 저감 예금이 오직 은행이 성공작이라는 

것을 인증받고 나서야 발급되기 때문에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습지은행은 예 

금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처리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며 허가(면 

허)절차시 개발업자들에게 유익을 준다고 압축할 수 있다. 

그러나， EPA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영향저감은 최후의 대 

책이지 보편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원칙론을 고수했다. 과거에는 사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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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이제는 습지를 옮기는 

형태가 되었다는 것이었다. 자연환경은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법은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공병단과 EPA가 이 문제에 관해서 대립 

하고 있을 때， 과학자플도 영향저감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인공습지나 습지복원을 통해서 습지가 수행했던 모든 기능을 발현할 수 있는 

가라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404조를 근거로 허가된 습지개발사업을 조사한 결과 심각한 문 

제를 발견했다. 부과된 영향저감이 전혀 시도되지 않은 것에서부터 열성적으 

로 수행했으나 실패한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또， 공병단이 강제력을 갖 

고 있지 못했고， 그 이행여부도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소규모의 실험적 

인공습지는 성공률이 높지만， 개발업자의 대규모 습지는 대체로 우선순위에서 

빌려고， 습지 주변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실패할 확율이 매우 높았다. 더욱 

이， 숨지는 수 천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달되어오는 체계이기 때문에 기능과 

가치의 훼손 없이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보싱적 영향저감의 적용이 증가히는 동시에 이에 대한 의문이 성장함에 따 

라 EPA는 1989년 습지복원과 인공습지에 관한 과학적 기초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인공습지가 얼마간의 홍수조절기능은 갖지만， 지하수 함양기능은 모 

사하기 어려우며， 몇몇 생물종의 서식처는 될 수 있으나 종다양성의 소실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인공습지는 자연습지의 기능을 대체할 수 없 

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 어류 , 야생쪼수보국2.1 역할 

전통적으로 습지는 수로나 수자원에 연관되어 관리되어 왔고， 야생조수와 어 

류의 서식처로 보호되어왔기 때문에 공병단과 환경보호청이외에도 어류와 야 

생조수보호를 담당하는 어류 。 야생조수보국(Fish and Wi1cllife Service, FWS) 

도 습지규제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FWS는 위기종의 서식처로서의 습지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고， 이 기관의 정책은 공병단이나 환경보호청이 존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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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FWS의 권고사항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즉 (1) 가장 가치가 높은 자원 

에 미치는 영향을 피해야 한다; (2) 가치와 희소성에 맞추어 습지저감대책 정 

책의 법위가 결정되어야 한다. 

FWS는 야생동물 서식처로서 특정 습지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가치를 평가 

하는 몇 가지 기법을 개발했다. 이 가운데 서식처평가기법 (Habitat Eva1uation 

Procedure: HEP)은 가장 덜리 사용되고 있는 기법이다. 이 기법에서는 컴퓨터 

모델링을 이용하여 특정종의 생물학적 특성과 내성 (tolerance)을 수섬， 수질， 

범람빈도， 식생의 밀도， 토양의 유형 등 다양한 환경변수를 통해 살펴본다. 

HEP는 서식처의 환경적 가치를 수식으로 제공하며， 이는 습지의 질을 평가하 

는데 효과적으로 이용된다. 그러나， 묘EP에는 높은 수준의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오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4. 공병 단파 EPA9.! 양해 각서 

습지에서의 준설이나 매립공사을 검토할 때， 공병단은 EPA에 의해서 제시 

된 때4(b) (1)항의 지침을 고려해야 한다. 이 지침은 주민의 복지나 건강， 여가 

선용， 섬미적 가치， 경제， 수중 생태， 수중 생태계에 의존하는 야생동식물에 심 

각한 악영향을 차단하여 습지를 보호하려고 한다.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모든 적절하고 실행가능한 조치를 요구한다. 그러나， 어떠한 것이 적절하고 실 

행가능한 것인지를 밝히고 있지는 않다. 

때4(b) (1)지칩의 해석을 두고 EPA와 공병단간에 수많은 갈등이 있어왔기 

때문에 두 기관은 404(b) (1)항에 따른 저감 방안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양해 

각서(Memorandum of Agreement)를 체결했다. 이 각서에 따라 사업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습지에의 악영향을 피하도록 노력하고， 악영향을 최소화 

해야 한다. 최종 수단으로 불가피한 악영향에 대해서는 보상적 영향저감을 마 

련해야한다. 

양해각서눈 습지의 가치와 기능 변에서 순손실이 없도록 하는 목표를 채택 



202 美 國 學 第二十二輯(1999)

했다. 습지의 가치와 기능을 강조함에 따라 손실된 습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었 

을 경우 일대일 대응애 의한 습지교환을 허용하고 있다. 

양해각서는 회피， 최소화， 보상적인 저감이라는 단계적 적용을 엄격하게 명 

시하고 있다. 우선 습지에의 악영향은 최대한 실행가능한 정도에서 제거되어 

야 한다. 대체습지가 조성될 후보지를 평가하는 데에는 대안이 존재하는가를 

결정하기 이전에 환경적 악영향을 검토해야 한다. 불가피한 악영향이 존재하 

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도까지 최소화해야 한다. 최소화의 과정을 거친 후에도 

여전히 악영향이 남아 있을 경우에만 최후의 수단으로 보상적인 저감이라는 

제안을 고려한다. 

양해각서는 습지의 기능적인 가치가 현장에서 전문가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자원의 평가는 자격이 부여된 전문가에 의해서 특정 

지역에 맞도록 짜여져야 한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습지의 매립과 조성 

이 동일한 가치를 가질 때， 일대일 비율의 습지 대체가 허용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개발되는 습지가 더 큰 기능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대체습지 

하고 평가결과에는 과학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양해각서는 off-site보다는 on-site의 보상적 저감을 선호한다고 밝히고 있 

다. off-site 저감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같은 하천유역의 영향권 안에 

있는 지역과 유사성을 가져야 한다. 습지의 대제가 면적이 더 커야 한다. 

한편， 수질오염방지법의 404조에 따르면 EPA는 공병단의 허가에 관한 비토 

권을 갖는다. 특히 404(c)항은 EPA의 행정관은 공청회 이후 유출 불질이 야 

생 동식물이나 다른 측면에 받아들일 수 없는 역효과를 갖는다고 판단할 경우 

에는 언제돈지 제시된 사업계획을 저지할 수 있다. 바람직하지 않은 악영향이 

란 야생 동식물과 그 서식처에 섬각한 손실이나 충격을 유발하는 것으로 정의 

하고 있다. 비토의 절차는 지역의 행정관이 바람직하지 않은 악영향을 발견했 

을 때 공병단괴 사업자에게 알리는 것으로 시작된다 15일 이내에 사업자가 

그러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비토의 결정을 발표해야 한다. 그 

러나， 공병단이 매년 11 ，000건의 개발사업 지원서을 처리하지만 EPA에 의해 

서 비토된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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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뿔뿔햄 뿔 

문화적 특성에 따라 좀 더 구체적으로는 습지를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 

용해왔는가에 따라 습지에 대한 인식은 크게 차이기 난다. 북미대륙의 원주민 

들은 토지를 부족의 생계를 위한 공유재산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습지에 

거주하던 인대언들은 습지에서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지원을 구했다. 습지 

는 문화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습지의 생물 예컨대 악어는 토 

템으로 숭배되기도 했다. 

17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주해온 유럽인들의 습지에 대한 인식은 이와 달 

랐다 습지는 악한 것 또는 계몽되어야 할 대상으로 간주했고， 습지개간은 신 

에 대한 의무 또는 시민의 외무로 여겼다. 미 연방정부는 농업보조금을 지불 

하는 등 습지의 개간을 1960년대까지 장려해왔다. 이러한 문화적 특성의 배경 

속에서 산업경제가 확장됨에 따라 습지의 훼손이 가속화되었다. 

1960년대 여후 습지의 생태적 기능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변서 습지에 대한 

인식은 크게 변하고， 습지 개간에 대한 벼판이 고조되었다. 그러나， 정부기관 

에 따라 습지에 대한 정책이 크게 달라 혼선을 빚었다. 예컨대， 농무성의 농업 

보조금과 농지개량사업은 습지를 훼손하였고， 야생조수보호국이나 환경보호청 

은 습지보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습지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정보가 시민에 

게 알려지면서， 1960년대부터는 습지보전운동이 시작되었다. 습지에 대한 인식 

이 급속히 성장하여 j 1985년에 이미 미국인의 85%가 습지는 반드시 보전되어 

야 한다고 조사되었다。 

미 정부는 시민들의 습지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과 과학적 이해를 정책에 반 

영하기 시작했다. 습지보전 정책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진행되어 왔는데， 우선 

연방정부는 불새가 서식하는 습지를 위주로 습지매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습 

지에 영향을 저감하거나 손실의 보완을 정부기관에 장려하는데， 산란지와 같이 

중요한 습지에서는 자연상태를 유지시키도록 토지소유자에게 장려금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접끈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에는 연방정부는 규제를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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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습지보전 정책으로 손해를 입게 된 개발업체나 토지소유자들도 치열 

하게 습지규제 제도에 대항해왔다. 초기에는 습지가 특별한 보호대상이 아니 

라는 것을 증명하려 했고， 이것이 실패하자 습지의 정의(定義)와 관할권과 같 

은 기술적， 법적 관점에서 대항논리를 전개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도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다. 최근에는 재산권에서 습지개발 논리를 찾고 있다. 

과학의 관점에서 습지는 공익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보전되어야 한 

다. 그러나 미국의 전똥적 관점에서는 재산권의 영역에 속하기도 한다. 습지를 

소유불로 간주하는 전통적 관점과 생명을 부양하는 체계Oife-support system) 

로 정의하는 생태적 관점 사이에 미국의 습지정책은 모호한 입장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부시정부와 클린턴 정부， 즉 양당의 정부를 거쳐오면서 며 

정부는 과학적 이해를 근거로 “no net loss of wetlands" 정책을 확고히 수립 

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다. 그러나， 습지보전 관련 연방법률은 아직도 강 

력히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습지를 개발하는 의사결정이 곳곳에 

새 계속되고 있다. 

본격적인 습지에 대한 규제는 1969년의 NEPA와 1972년 수질오염 방지법을 

통하여 법제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수질보전을 담당하고 있는 미 공병단은 습지 

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엽에도 환경영향평가를 부과했다. 이를 통하여 습지에 대 

한 영향져감이 단계적으로 적용되도록 규제했다. 프로젝트의 위치， 범위， 공법， 

설계 등을 조정하여 악영향을 피하도록 유도하고， 불가피한 악영향은 최소화되 

도록 감독한다는 내용이 권장되었다. 불가피한 악영향은 대체습지를 통해 보상 

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었다. 물론 이것은 다른 것이 불가능할 때에 채택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론바 습지은행이 그것이다， 그러나， 개발업자와 규제기 

관의 편외성 추구에 따라 이른바 숍지은행을 통해 개발허가가 증가되어 왔다. 

초기에는 습지환경명향저갑의 적용에 관해서 공병단과 EPA는 이견을 가지 

고 있었다. 공병단이나 개발업자들에게 보상적 저감은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었다. 그러나， EPA는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또 이로 말미암아 습지의 파괴가 

급증하게 되었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 기관간의 이해대립은 l댔0년 양해각 

서의 체결을 통해서 해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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