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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한국 람사르습지 등록 면적, 동아시아 14개 국가 중 12위
- 2008년 창원 람사르 총회 개최 이후, 오히려 악화되는 한국의 습지 정책 -

-‘람사르 습지 등록면적’기준, 세계 122위, 동아시아 14국 중 12위 불과 -

-‘창원선언’망각한 한국정부의 4대강사업과 습지관리정책, 습지훼손국 전락 -

오는 7월 6일부터 루마니아 수도인 부쿠레슈티(Bucharest)에서 열리는 제11차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Ramsar COP11)를 앞두고, 2008년 제10차 총회 개최국인 한국의 습지관리 정책

이 람사르 협약 정신을 위반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미 대표적인 습지를 훼손하는 국가로 전

락하고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민간환경연구소인 사)생태지평연구소는 람사르협약 가입국(162개국)의 ‘람사르습지(Ramsar

Site)’ 등록 현황과 한국 환경부가 2011년 9월 람사르 협약 사무국에 제출한 ‘람사르 습지 

협약에 관한 국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한국정부(환경부)가 밝힌 ‘한국이 동아시

아 람사르 협약의 허브로서 선도적 국가’라고 주장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사)생태지평연구소는 ‘한국 정부 습지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정책 보고서를 통해, 한국정

부가 ‘4대강 개발사업’이나 ‘강화·인천만·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사업’ 등 습지파괴형 국책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2008년 람사르 총회에서 개최국인 한국정부가 주도하여 채택

한 ‘창원선언’을 총회 개최국이 사실상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앞서 한국 환경부는 제11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를 맞아 람사르 협약 사무국에 제출한 

‘람사르 습지 협약에 관한 국가 보고서’에서 ‘한국이 동아시아 람사르협약의 허브로서 선도

적 국가’라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동아시아 16개 국가 중 람사르습지(Ramsar site) 등록 면

적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람사르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브루나이와 싱가포르를 제외한 14개 

국가 중 한국은 최하위권인 12위에 해당한다.

2008년 람사르 총회 개최 후 한국 습지 훼손 가속화

또한 한국정부는 2008년 10월 창원에서 개최된 제10차 람사르 총회 직후 2009년부터 4개 

국가하천 1,362.8km에 대해 16개의 보(댐) 건설, 5.7억㎥ 하천골재 준설, 하천변 자전거 도로 

1,728km, 제방공사 690km 중심의 ‘4대강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단 2년 만에 주요 하천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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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대부분이 파괴되었다. 특히 법적 습지보호지역 중 담양습지, 낙동강 하구습지 등이 훼손

되었으며, 약 100여개 이상의 하천 습지들이 하천골재 준설로 훼손되었다. 또한 낙동강 해

평습지 등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동성 조류의 서식지가 완벽히 파괴되었으며, 4대강 사업 이

후 낙동강 하구 지역의 이동성 조류의 개체수는 약 1/2 이상 감소하였다.

환경부는 국가보고서에서 2008년 제10차 총회 이후 한국 습지의 보전 상태가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으나, ▲4대강 개발사업 ▲새만금 간척사업 ▲강화·인천만·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

설사업 ▲갯벌 민영화 정책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사업 등으로 한국의 습지는 오히

려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생태지평연구소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한국의 연안습지와 하천습

지의 대부분은 개발 사업으로 인해 아직도 습지보호지역이나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지 못하

고 파괴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람사르습지(Ramsar site) 등록 면적 기준, 한국은 세계 122위, 동아시아 16국 중 14위

2012년 6월 기준 전 세계 162개 국가가 람사르 협약에 가입하였고, 가입국은 평균 12.5개소

의 람사르 습지를 등록하였다. 람사르 습지 1개소 당 평균 면적은 952.26㎢이다. 이와 비교

하면, 한국의 등록습지 1개소 당 평균면적은 9.83㎢로서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또한, 다른 당사국총회(COP) 개최국의 평균 람사르습지 등록 수는 33.9개소인데 비해 한국

은 18개소로 53.1%에 불과하며, 전체 개최국 등록습지 평균 면적 22,156.25㎢에 비해 한국 

람사르 등록습지 전체 면적은 177.04㎢로 0.79%에 그쳤다. 타 개최국의 등록습지 1개소 당 

평균면적 653.40㎢에 비해 한국은 9.83㎢로 1.5%에 불과하다.

한국의 람사르습지(18개소, 177.04㎢)는 면적 기준으로 람사르협약 가입국 162개국 중 122번

째에 해당한다. 또한 ‘한국이 동아시아 람사르 협약의 허브로서 선도적 국가’라고 한국정부

의 주장이 무색하게, 람사르습지 등록 면적으로 보면 람사르 협약에 가입한 동아시아 14개

국 중 12위에 불과했다.

한편, 1999년 습지보전법 재정 후 한국에서 현재까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습지는 총 

32개소, 336.1㎢로 한국(남한) 전체 국토면적(100,148㎢)과 비교하면 0.34%에 해당한다. 또한 

한국의 람사르 습지는 18개소로 2015년 한국정부 목표 50개소의 36%이고, 연안습지 역시 

전체면적 대비 8.8%로서 2017년 한국정부 목표 20%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습지훼손형 개발사업의 중단 위한 대안 모색 필요

사)생태지평연구소는 이러한 한국의 습지훼손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습지훼손

을 막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와 적극적인 습지보호지역 추가지정의 필요성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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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또한 한국정부와 람사르 사무국에는 ‘창원선언’의 준수와 습지훼손형 개발사업의 폐

기, 한국정부의 습지훼손에 대한 람사르 사무국 차원의 조사 및 중단 권고 등을 촉구하였

다.

제11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는 2012년 7월 6일부터 13일까지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개최된다. 한국의 환경 NGO들은 지난 1996년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된 제6차 당사국 총

회에 참석하면서부터 국제적으로 중요한 한국습지의 보전 필요성과 한국의 습지훼손의 심

각성을 국제사회에 전달해왔다. 이를 통해 국내적으로는 ‘습지보전법’의 제정과 습지에 대한 

대중적 인식의 확장, 대형개발사업을 통한 습지 훼손의 중단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이번 제11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에는 한국에서 약 10여명의 NGO 활동가들이 참석할 

예정으로,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 제주 강정마을해군기지 사업

의 중단 필요성에 대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 별첨 : 사)생태지평연구소 정책보고서 : 제11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를 맞아 

한국 정부 습지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2012년 6월 28일

현장과 이론이 만나는 연구소 생태지평

공동이사장 김인경 고철환 현고

담당 | 장지영 협동처장 02-338-9572 | 018-730-7775 | ecojangjy@gmail.com 

명  호 사무처장 02-338-9572 | 010-9116-8089 | green.m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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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태지평연구소 정책보고서
2012. 06. 28(목)

제11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를 맞아

한국 정부 습지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l 본 의견서는 2012년 7월 6~13일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개최되는 
제11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를 맞아, 제10차 당사국총회 개최국
인 한국정부의 습지보전 정책에 대한 평가 의견서입니다. 

발행 | 사)현장과 이론이 만나는 연구소 생태지평(소장 : 전승수 전남대 교수)
담당 | 장지영 협동처장 02-338-9572 ecojangjy@gmail.com 

명  호 사무처장 02-338-9572 green.m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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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를 맞아 

한국 정부 습지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사)생태지평연구소 장지영, 명호 책임연구원

1. ‘람사르협약’에 대한 이해

 1) ‘람사르협약’이란?

‘람사르협약(Ramsar Convention)’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물새 서식지로서 습지의 중요성을 다루

는 범국가적 협약’으로, 습지와 습지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개별

국가적 차원의 행동과 국제적 협력의 기본 체계를 제공하기 위해 1971년 이란의 람사르

(Ramsar)란 도시에서 체결되었다. 현재 162개국이 가입하였고, 전 세계 2,031개의 습지,

1,934,044.76㎢1)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인 ‘람사르습지(Ramsar Site)’로 등록되었다. 한국정부

는 1997년에 람사르협약에 101번째로 가입하였고, 국내 협약 이행과 습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

해 1999년 ‘습지보전법’을 제정하였다.

람사르협약의 이행을 검토하고 촉진하기 위한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COPs)는 3년 주기로 개

최되며, 당사국 총회는 협약의 이행, 습지목록의 추가와 변경, 목록에 포함된 습지의 생태학적

특성의 변화, 습지 및 그 동·식물의 보전·관리 및 현명한 이용에 관해 당사국들에게 일반적, 개

별적인 권고를 행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 2008년에는 경상남도 창원에서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었으며, 제11차 총회는 7월 6~13일 루마니아의 수도인 부쿠레슈티

(Bucharest)에서 개최된다.

 2) ‘람사르협약’에서 정의하는 습지

람사르협약에서 의미하는 습지(Wetlands)는 ‘자연적이든/인공적이든, 영구적이든/임시적이든, 물

이 정체하고 있든/흐르고 있든, 담수이든/기수이든/염수이든 관계없이 소택지, 습원, 이탄지 또

는 수역을 말하며 여기에서 간조시에 수심이 6m를 넘지 않는 해역을 포함’한다2). 즉, 갯벌, 호

수, 하천, 양식장, 해안, 산호초는 물론 논도 포함된다.

한국의 ‘습지보전법’에 따르면 습지는 크게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로 구분된다. 내륙습지는 환경부

에서, 연안습지는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고 있어 이원화되어 있다.

 3) 람사르협약 당사국의 주요 의무

첫째, 협약당사국은 협약 가입시 자국 내 1곳 이상의 적합한 습지를 지정하여 ‘국제적으로 중요

1) 2012. 6. 20 기준. 출처 : http://www.ramsar.org
2)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Habitat. Article 

1. 1.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wetlands are areas of marsh, fen, peatland or 
water, whether natural or artificial, permanent or temporary, with water that is static or 
flowing, fresh, brackish or salt, including areas of marine water the depth of which at low 
tide does not exceed six met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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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습지 목록(Ramsar List)’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람사르습지, Ramsar Site)

둘째, 협약 당사국은 습지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람사르습지를 보호하고, 람사르습지가 아닌 습

지에 대해서도 현명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

다. 여기서 "현명한 이용(wise use)"이란 "습지 생태계의 자연적 생태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이

와 양립하여 인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이용"을 의미하며, 1987년 캐나다 레지나

에서 있었던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처음으로 정의되고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셋째, 협약당사국은 목록에 기재된 습지의 경계나 생태학적 특성이 변화했거나, 변화하고 있거

나, 또는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능한 한 조속히 이에 관한 정보를 ‘람사르 사무국’에 보

고해야 하며, 협약 당사국에 의해 소집된 회의에서 이 사항이 논의될 수 있다.

넷째, 협약당사국이 긴급한 국가 이익을 위해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습지의 구획을 삭제 또는

축소하는 경우 습지 자원의 손실을 보충해야 하며, 이는 동일지역 또는 여타지역에 종전 서식지

에 상응하는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자연보호지구로 설정해야 한다.

2. ‘람사르협약’을 통한 한국 NGO의 활동과 역할

한국에서 람사르협약에 따른 습지보전은 사실상 NGO가 주도해 왔다.

1996년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된 제6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 처음으로 한국 NGO대표단이

참석한 이래로, 1997년 한국 정부가 람사르 협약에 가입한 것이나, 1999년 습지보전법을 제정하

는 과정에서 NGO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특히 1999년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개최된 제7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는 1997년 람사르협약

에 가입한 한국정부가 처음으로 참가하는 당사국총회였다. 여기서 한국과 일본의 NGO와 정부

의 공동협력을 통해 ‘조간대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 향상을 위한 결의안(Resolution VII.21:

Enhancing the conservation and wise use of intertidal wetlands)’이 통과되어 지구적으로 중요

한 갯벌생태계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대한 국제적 근거가 마련되는 성과를 낳기도 하였다. 또

한 한국 NGO는 람사르협약 기준에 부합하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한국의 습지목록 63개소를 발

표하여 한국의 습지가 물새 등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보호대상임을 밝혔다.

2002년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개최된 제8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수경스님과 문규현신

부가 새만금간척사업 중단을 위한 삼보일배(三步一拜)를 진행하면서 한국의 습지보전 이슈들이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조명을 받았다. 이러한 지속적인 활동은 2005년 우간다에서 개최된

제9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차기 제10차 총회의 한국 유치라는 성과를 만들어냈고, 2008

년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가 개최되었다.

이와 같이 지난 17년간 한국의 NGO는 람사르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국내에서는 전국

주요습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습지보전 정책을 견인해 왔다. 또한 생태적 가치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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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의 파괴를 막기 위한 현장 활동은 물론 습지보전을 위한 지역주민의 인식증진 사업과 일반

대중을 위한 시민참여 활동 등을 전국 각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연대와 협력을 통해 새만금 간척사업, 4대강사업 등 한국의 습지 이슈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한편, 국제적으로 위험에 처한 습지보전에도 동참하면서 지구적 차원의 습지보전운동에 기여하

고 있다.

3. 제10차 람사르 총회 개최국인 한국 정부의 습지보전 정책 평가

 1) 한국 정부의 습지보전 현황

1999년 한국 정부는 ‘습지보전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습지의 보전과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였다.

이 법에 따라 한국의 습지는 크게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로 구분되며, 내륙습지는 환경부에서 연

안습지는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1999년부터 현재까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습지는 총 32개소, 336.61㎢로 한국(남한)의 전체

국토면적(100,148㎢)3)과 비교하면 0.34%에 해당한다. 이중 내륙습지는 20개소, 117.65㎢로 한국

국토면적의 0.12%에 해당하며, 연안습지는 12개소, 218.96㎢로 전체 갯벌면적(2,489.4㎢)의 8.80%

에 해당한다.

이는 2008년 창원에서 개최되었던 제10차 람사르 총회 개최 과정과 제2차 습지보전기본계획 수

립 과정에서 환경부가 내부적으로 준비했던 목표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환경부는 습지보호지역 지정면적을 2010년 기준 전체 국토면적 대비 0.3%에서 2015년 1%까지

확대하면서, 내륙습지 보호지역은 16개소에서 65개소로, 람사르 습지는 10개소에서 50개소로 확

대할 계획이었다.4) 국토해양부 역시 2008년 세계 습지의 날에 2017년까지 전체 연안습지의

20%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9년 습지보전법 지정 이래 14년이 경과하였지만 정부에서 지

정한 습지보호지역은 전체 32개소, 336.61㎢로 국토면적 대비 0.34%에 머물고 있으며, 람사르습

지 역시 현재 18개소로 2015년 목표 50개소의 36%로 매우 미진한 상황이다. 연안습지 역시 전

체면적 대비 8.80%로 2017년 목표 20%에 비해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2015년 습지보호지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3~5년 사이에 지금보다 2배

이상 습지보호지역을 확대 지정해야 하는데, 목표치에 비해 정부의 노력과 진행상황은 매우 미

진한 상황이다. 오히려 습지보전 노력보다는 환경부와 국토해양부가 ‘녹색성장5)’이라는 미명아

래 ‘국가하천 4대강 개발사업’이나 ‘강화·인천만·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사업’ 등 습지파괴 사

업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한국에서 개최된 제10차 람사르 총회의 의미와 여기서

채택된 ‘창원선원6)’을 총회 개최국이 사실상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상황이다.

3) 국토해양부, 2012 지적통계연보
4) 환경부 자연정책과, 국가습지심의위원회 회의자료, 2010
5) 2008년 광복60주년 경축사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패러다임. 이에 앞서 2005년 환경부와 

UNESCAP이 공동 주최한 “아·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장관회의(MCED)”에서 한국이 주창하여 회의결과
인 “서울이니셔티브(SI)”를 통해 채택하기도 하였으나, ‘지속가능발전 개념(SD. 경제발전·사회발전·환경
보호의 통합)’과 차별성 및 유사성에 대한 혼돈 등 개념적으로 모호하다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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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 역 명 면적(㎢) 지정일자 지 역 명 면적(㎢) 지정일자

내
륙
습
지

(20개소)

낙동강 하구 37.718 1999. 08. 09 한강하구 60.668 2006. 04. 17

대암산 1.360 1999. 08. 09
밀양 재약산

사자평고산습지
0.580 2006. 12. 28

우포늪 8.540 1999. 08. 09 대구 달성하천습지 0.178 2007. 05. 25

무체치늪 0.184 1999. 08. 09 대청호 추동습지 0.346 2008. 12. 26

물영아리 오름 0.309 2000. 12. 05 제주1100 고지습지 0.126 2009. 10. 01

화엄늪 0.124 2002. 02. 01
제주 물장오리 

오름습지
0.610 2009. 10. 01

두웅습지 0.067 2002. 11. 01 제주 동백동산습지 0.590 2010. 11. 12

신불산 고산습지 0.308 2004. 02. 20 고창 운곡습지 1.797 2011. 03. 14

담양습지 0.981 2004. 07. 08 상주 공검지  0.264 2011. 06. 29

신안 장도습지 0.090 2004. 08. 31 한반도 습지 2.81 2012. 01. 13

내륙습지 20개소 면적 소계 117.65㎢

연
안
습
지

(12개소)

무안갯벌 42.000 2001. 12. 28 고창갯벌 10.400 2007. 12. 31

진도갯벌 1.440 2002. 12. 28 서천갯벌 15.300 2008. 02. 01

순천만갯벌 28.000 2003. 12. 31 송도갯벌 6.110 2009. 12. 31

보성·벌교갯벌 10.300 2003. 12. 31 신안 증도갯벌 31.300 2010. 01. 29

웅진장봉도갯벌 68.400 2003. 12. 31 봉암 갯벌 0.1 2011. 12. 16

부안줄포만갯벌 4.900 2006. 12. 15 시흥 갯벌 0.71 2012. 02. 17

연안습지 12개소 면적 소계 218.96㎢

습지보호지역 전체 면적(총 32개소) 336.61㎢

<표-1> 한국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현황(2012. 6. 20)

자료: 환경부, 국토해양부

 2) 제10차 람사르 총회 개최 이후 ‘한국의 람사르 습지’ 등록 현황

람사르 협약에 따르면 당사국은 협약가입시 1개 이상의 습지를 람사르습지(Ramsar Site)로 지

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람사르습지 등록 기준은 1) 생물지리학적, 수문학적, 생태학적으로 대표

적 또는 특이한 습지, 2)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했거나, 지역고유의 동·식물 서식지로서 습

지, 3) 2만 마리 이상의 물새가 정기적으로 서식하거나, 전체 개체수 중 1% 이상이 정기적으로

서식 또는 번식하는 등 물새 서식지로서 습지, 4) 고유한 어류의 서식지 또는 물고기의 먹이공

급과 산란, 성장을 위해 중요하거나 이동통로로서 중요한 습지 등 9가지로 정의된다. 이러한 기

준 중 1가지라도 부합하면 국제적으로 중요한 람사르습지가 될 수 있다.

‘한국의 람사르 등록 습지’의 숫자는 2008년 경상남도 창원에서 개최된 제10차 총회를 기준으로

11개소 81.98㎢에서 2012년 18개소 177.04㎢로, 숫자는 7개소 면적은 95.06㎢가 증가하였고 유형

으로는 연안습지가 92.35%를 차지한다. 그러나 그 면적과 등록 습지의 국제적 중요성, 다른 총

회 개최국의 등록 실태 등과 세부적인 내용을 비교하면, 한국의 람사르 등록 습지는 한국정부의

형식적이고, 일관성 없는 습지보전 정책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6) 인류복지와 습지에 대한 창원선언문(X.32). “Changwon Declaration on human well-being and 
wetlands”, adopted by Resolution 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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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 역 명 면적 (㎢) 람사르등록

내륙습지
(12개소)

대암산 용늪 1.06 1997. 03. 28

우포늪 8.54 1998. 03. 02

신안 장도습지 0.09 2005. 03. 30

제주 물영아리 오름습지 0.31 2006. 10. 18

무제치늪 0.04 2007. 12. 20

두웅습지 0.06 2007. 12. 20

오대산 국립공원 습지 0.02 2008. 10. 13

강화 매화마름 군락지 0.01 2008. 10. 13

제주 물장오리 오름습지 0.63 2008. 10. 13

제주 1100고지 습지* 0.13 2009. 10. 12

제주 동백동산습지* 0.59 2011. 03. 14

고창 운곡습지* 1.80 2011. 04. 07

한강 밤섬* 0.27 2012. 06. 21

람사르습지 등록 내륙습지 면적 소계 13.55㎢

연안습지
(5개소)

순천만갯벌 35.50 2006. 01. 20

무안갯벌 35.89 2008. 01. 14 

서천갯벌* 15.30 2009. 12. 02

고창-부안갯벌* 45.50 2010. 02. 01

신안 증도갯벌* 31.30 2011. 09. 01

람사르습지 등록 연안습지 면적 소계 163.49㎢

람사르습지 전체 면적(총 17개소) 177.04㎢

자료: The List of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Ramsar.org
* : 2008년 10월 창원 람사르총회 이후 추가된 한국의 람사르습지

<표-2> 한국의 람사르 습지 등록 현황(2012. 6. 25) 

2012년 6월 기준 전 세계 162개 국가가 람사르 협약에 가입하였고 국제적인 습지보전 기준에

부합하는 람사르 습지 등록수는 전체 2,031개소로 그 면적은 1,934,044.76㎢에 이른다. 가입국은

평균 12.5개소의 람사르습지를 등록하였고, 람사르습지 1개소 당 평균 면적은 952.26㎢이다. 이

와 비교하면 한국은 람사르습지 개소수 측면에서 18개소, 177.04㎢를 등록하여 가입국 평균 12.5

개소 보다 약간 높았으나, 등록습지 전체 면적이나 1개소 당 평균면적은 9.83㎢로 매우 뒤처지

는 실정이다.

또한 다른 당사국총회(COP) 개최국과 비교할 때, 개최국 평균 람사르습지 등록수는 33.9개소인

데 비해 한국은 18개소로 53.1%에 불과하며, 전체 개최국 등록습지 평균 면적 22,156.25㎢에 비

해 한국 람사르 등록습지 전체 면적은 177.04㎢로 0.79%에 그쳤다. 타 개최국의 등록습지 1개소

당 평균면적 653.40㎢에 비해 한국은 9.83㎢로 1.50%에 불과하여 등록습지 수와 면적 측면 모두

에서 기존 람사르총회 개최국들과 비교하여 한국의 람사르습지 등록 상황은 매우 미진하였다.

한국의 람사르습지(18개소, 177.04㎢)는 면적 기준으로 람사르협약 가입국 162개국 중 122번째에

해당할 정도로 매우 후진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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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개최국
2008 2012 2008~2012 증가현황 비고 

등록수 등록면적(㎢) 등록수 등록면적(㎢) 등록수 변동면적(㎢) 국토면적/인구(2011)

COP1 이탈리아 50 597.96 52 602.23 2 +4.27  

COP2 네덜란드 49 8189.08 49 8,189.08 - - 41,543㎢/1,667만명

COP3 캐나다 37 130,666.75 37 130,666.75 - -  

COP4 스위스 11 86.76 11 146.88 - +60.12 41,277㎢/764만명

COP5 일본 33 1,302.93 37 1,310.27 4 +7.34  

COP6 호주 64 73,718.73 64 81,171.45 - +7,452.72  

COP7 코스타리카 11 5,100.50 12 5,697.42 1 +596.92 51,100㎢/425만명

COP8 스페인 63 2,817.68 73 2,965.72 10 +148.04  

COP9 우간다 11 3,548.03 12 4,543.03 1 +995.00  

COP10 대한민국 11 81.98 18 177.04 7 +95.06 100,148㎢/5,000만명

COP11 루마니아 5 6,836.28 8 8,248.97 3 +1,412.69

합  계 345 232,946.68 373 243,718.84 28 10,772.16

<표-3> 역대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개최국 람사르습지 등록 현황 비교

자료: The List of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Ramsar.org

람사르 등록습지 평균 등록수 전체 등록습지 
평균 면적(㎢)

1개 등록습지
평균 면적(㎢)

협약 가입국(162개국) 12.5 11,938.54 952.26

람사르총회 개최국(11개국) 33.9 22,156.25 653.40

한 국 18.0 177.04 9.83

<표-4> 람사르협약 가입국과 당사국총회 개최국 평균 람사르 습지 등록 현황 비교

뿐만 아니라 한국은 2008년 람사르총회 개최 이후 습지보전정책이 확대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

으며, 오히려 국가하천 4대강 개발사업, 조력발전소 건설사업 등 습지파괴가 가속화되는 경향

으로, 사실상 람사르 총회 개최국으로서의 위상과 ‘창원선언’은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4. 제11차 람사르 총회를 위해 제출된 ‘한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의 환경부는 2012년 7월 루마니아에서 개최되는 제11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당사국의 의무 사항중 하나인 ‘국가보고서(National Report)’를 람사르 사무국에 제출하였다.

국가보고서는 당사국들에게 람사르협약 이행과정에서 취해진 변경 사항이나, 협약 이행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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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난관, 중요한 현안, 전략계획의 추진 관련 제안,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서술하도록 하고 있

다. 또한 습지 인벤토리와 평가, 정책 및 입법, 제도 관련 사항, 람사르협약의 역할에 대한 인식,

과학에 근거한 습지들의 관리, 통합적 수자원 관리, 습지 복원, 외래종 및 민간부문 등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국가보고서에서 4대강사업, 새만금 간척사업, 제주 강정 해군기지 사업 등에

의해 가속화되는 습지파괴를 숨기고 한국에서 습지보전 상태가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는 내

용의 보고서를 제출하여 한국 NGO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1) 동아시아 람사르협약의 선도적 국가라는 한국, 람사르습지 등록수는 최하위권

환경부는 국가보고서에서 ‘한국이 동아시아 람사르협약의 허브로서 선도적 국가’라고 보고하였

다. 하지만 동아시아 16개 국가 중 람사르습지 등록 면적으로 보면, 람사르협약에 가입하지 않

은 브루나이와 싱가포르를 제외한 14개 국가 중 최하위권인 12위에 해당한다. 한국보다 람사르

등록 습지가 작은 나라는 라오스와 미얀마 정도이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한국을 동아시아 람

사르협약의 선도적 국가라고 부르기엔 부끄러운 상황이 아닐까?

순위 국가명 등록수 등록면적(ha)

1 호주 64 8,117,145 

2 중국 41 3,709,853 

3 인도네시아 6 964,690 

4 인도 25 677,131 

5 태국 11 372,800 

6 말레이시아 6 134,158 

7 필리핀 4 132,032 

8 일본 37 131,027 

9 뉴질랜드 6 55,512 

10 캄보디아 3 54,600 

11 베트남 4 43,120

12 대한민국 18 17,704

13 라오스 2 14,760 

14 미얀마 1 256 

미가입 브루나이 0 0

미가입 싱가포르 0 0

<표-5> 동아시아 16개 국가 람사르습지 등록 면적 비교 현황 

자료: The List of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Ramsar.org

  (2) 환경부가 보고한 대로 한국의 습지보전 상태는 향상되고 있는가?

환경부는 국가보고서를 통해 ‘제10차 당사국 총회 이후 한국 습지의 상태가 향상되고 있으며,

2002년 WSSD 목표와 행동에 부합, 습지보호 전략과 국가 전략 등의 통합적 관리, 습지의 훼손

적 개발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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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실은 이와 정 반대이다. 2008년 10월 창원에서 개최된 제10차 람사르 총회가 끝나자마

자 2009년 한국정부는 4개 국가하천 1,362.8km에 대해 16개의 보(댐) 건설과 5.7억㎥ 하천골재

준설, 하천변 자전거 도로 1,728km, 제방공사 690km의 ‘4대강 사업’을 추진하여 단 2년만에 주

요한 하천습지 대부분이 파괴되었다.

특히 법적으로 보호되는 습지보호지역 중 담양습지, 낙동강 하구습지 등이 훼손되었으며, 약

100여개 이상의 하천 습지들이 하천골재 준설로 훼손되었다. 또한 낙동강 해평습지 등 국제적으

로 중요한 물새 서식지가 완벽히 파괴되었으며,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 지역의 이동성 조류의

개체수는 약 1/2 이상 감소7)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과정에서 ‘하천습지’는 ‘창원선언문’의 강

조에도 불구하고 생태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없이 무분별하게 ‘인공하천’으로 변

하였다. 거대한 토목공사를 단 2년만에 끝내기 위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은 무시되거나, 졸속으로 축소되었다.

이런 상태라면 2008년 창원에서 개최된 제10차 총회 이후 한국의 습지는 오히려 급속한 악화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3) 무시되는 ‘창원선언’

환경부는 국가보고서를 통해 ‘국가수장을 비롯한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창원선언’에 대한 이해가

높고, 습지에 대한 과학적 연구에 기반 한 습지관리계획 수립, 천연의 수자원기반으로의 습지

관리, '습지와 연안관리에 관한 람사르 지침'의 적용이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제10차 당사국총회 결과물인 ‘창원선언’은 총회가 끝나자마자 유명무실해

졌다. 구체적으로 한국정부에서 발표한 ‘정책 보도자료’에서 ‘창원선언’이 언급된 것은 2008년 창

원 총회 이후 단 2회에 불과하다(2009년 11월 창원선언문 이행 네트워크 회의, 2009년 5월 동북

아 습지정책의 허브 국내 유치 확정). 또한 2010년 환경백서, 2009년 외교백서, 2009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2009년 환경정책 실천계획 등에서 간단히 언급된 정도에 불과하다. ‘창원선언’의 구체

적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은 환경 NGO와 소수 연구기관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창원선언문’ 채택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하천습지의 중요성은 철저히 무시되어, 하천변

습지 및 하중도 유형의 습지(이포습지, 굴암습지, 해평습지 등)가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쓸모

없는 곳으로 평가되어 제거되었다.

  (4) 한국에서 위기에 처한 람사르협약과 람사르습지

환경부는 국가보고서에서 ‘농업과 습지의 연계성 강화, 습지의 복원 사업 진행,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의 증진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많은 습지들은 한국 정부의 모순된 정책추진에 의해 위기에 처해있다.

첫째,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하천을 복원한다’며 4개의 국가하천 1,362.8km에서 16개의 보(댐)

건설과 5.7억㎥ 하천골재 준설, 하천변 자전거 도로 1,728km, 제방공사 690km의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7) 습지와 새들의 친구(2012. 3. 12), 낙동강 하구 4대강사업지역 조류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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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농림수산식품부는 ‘논 습지가 중요하다’며 논을 만들기 위해 국제적으로 중요한 물새 서식

지인 새만금 갯벌 40,100ha를 간척하고 있다. 고창-부안 람사르습지는 인접한 새만금 간척사업

으로 인해, 급격한 퇴적 환경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나, 한국정부는 추가적인 조사 및 모니터링

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변화나 훼손 역시 람사르 사무국에 보고되지 않고 있

다.

셋째, 지식경제부는 기후변화 대응책의 일환으로 바다를 막아 조력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장봉도 습지보호지역을 해제하려 하고 있다.

넷째, 농림수산식품부는 지역주민들의 전통지식에 기반한 연안습지의 지속가능한 이용 대신, 갯

벌에서 이루어지는 양식을 대규모로 기업화, 사유화하여 기업 주도의 이윤추구를 합법화하는 법

률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

다섯째, 2012년 9월 세계자연보전총회가 개최되는 평화의 섬 제주도 강정지역에는 국방부가 천

혜의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며 해군기지를 건설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한국의 연안습지와 하천습지의 대부분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아직

도 습지보호지역이나 람사르습지로 등록되지 못하고 파괴되는 실정이다. ‘훼손된 습지’의 복원에

앞서 ‘현존하는 습지의 보전’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에도 한국 정부는 습지의 현명한 이용

보다 습지 파괴를 전제로 하는 회복불가능 형태의 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5) 습지 인식증진이 아닌 개발사업 인식증진에 주력한 한국정부

환경부는 국가보고서에서 ‘습지보전을 위한 국내, 국제적 네트워크의 가동, 대중인식 증진을 위

한 습지 정보공개, 한국의 습지 상태에 관한 람사르 사무국과의 정보소통, 일반 대중의 습지 관

련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등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환경부가 잘 운영하고 있다는 ‘국가습지심의위원회’는 2010년 4월 이후 단 한 번도 개최

되지 않을 정도로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지역별 ‘습지보전관리위원회’ 역시 많은 지역에서 형식

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습지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보다 정부주도 개발사업의 홍보에 더 주력하고 있

다. 2009~2011년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 홍보 예산은 무려 240억원이었으며, 2012년

홍보예산만 무려 60억원에 달한다.8) 그러나 한국 습지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연안습지 관리

예산은 2011년 기준 50억원, 내륙습지 100억원에 불과하다. 한국 정부는 현재 습지의 보전과 관

리보다 습지를 파괴하는 4대강 사업 홍보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정부는 4대강 사업

에 의한 하천습지 파괴와 새만금 간척사업에 따른 환경변화 정보를 람사르 사무국에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환경 NGO와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의사결정과정 참여는

제한되거나 배제된 것이다.

8) 경향신문, 201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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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의 습지보전을 위한 과제

2008년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의 중요한 성과물로 평가되는 ‘창원선언’은 주최국이었던

한국정부가 제안하고 내용을 작성한 것이다. ‘창원선언’은 “그동안 많은 국제 환경회의를 통해

발표된 여러 선언문과 달리, 단지 또 다른 선언이 아니며, 람사르 협약의 이해관계자를 뛰어 넘

는 청중을 대상으로 하며, 이행의 기회를 창출하고,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활동의 단계를 제시하

며, 선언문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정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창원선언’을 주도하였던 한국정부는 당시 총회에서 ‘창원선언’의 모범적 이행국가가 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당시 개막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람사르 총회를 계기로 대한민국은 훼손된

습지와 하천을 되살리는데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습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

고, 습지를 보전하고 가꾸는 일에 더욱 노력할 것을 기대하며, 정부 역시 습지보호구역과 람사

르 협약 등록 습지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것이며, 대한민국이 람사르협약의 모범국가가 되도

록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4년 만에 한국은 당사국총회 ‘주최국’으로서 모범적 협약 이행국가라기보다, 어느 국가보

다 무지한 논리로 습지 파괴에 앞장서는 환경 후진국가가 되었다. 주요한 습지 보전 전략이나

국가운영 패러다임에서 ‘창원선언’의 정신은 찾아볼 수 없으며, ‘대표적 습지 훼손국’으로 전락하

고 말았다.

특히 한국정부는 ‘4대강 사업’과 ‘강화-인천만-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 ‘낙동강 하구 일원 개발

계획’과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 등 대규모의 습지 파괴사업을 계속 강행 추진하고

있다. 또한 특별법까지 제정하면서 ‘새만금 간척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 중 ‘4대강 사업’은 국

정 최고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 및 환경부, 농

림수산식품부 등 주요 정부부처가 긴밀히 결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습지보전을 위한 한국 습지보전 NGO의 전략적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습지의 파괴가 정당화 되는 관련 법률의 적극적인 제∙개정 활동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부

주도 개발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인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2) 기존에 지정된 습지보호지역과 람사르습지뿐만 아니라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주요 습지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별 습지의 상태변화를 추적하고, 생태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대중인식 증진과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보호주체의 형성이 시급하다. 

3) 이를 바탕으로 NGO가 한국의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주요한 습지들이 습지보호지역과 람사

르습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한 한국 내 NGO의 연

대 강화와 국제 NGO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4) 마지막으로 보호지역 관리의 대안적 모델 마련과 관리 및 조사기법의 선진화, 습지DB 구축

과 활용의 새로운 대안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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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생태지평연구소는 한국정부와 람사르 사무국에 다음의 내용을 촉구한다. 

1) 한국정부가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개최국으로서, 람사르협약 정신과 ‘창원선언’의 

모범적 이행국이 되기 위해 4대강 사업, 새만금 간척사업, 조력발전사업, 강정 해군기지 건

설 등 습지 파괴형 개발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2) 한국정부가 제2차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해 2015년까지 국토면적 대비 0.34%의 습

지보호지역을 1%까지 확대 지정하는 과정에서, 습지보호지역 65개 확대 지정, 람사르 습지 

50개 등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3) 한국정부가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정상화를 포함하여 습지보호지역의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한 보호지역 관리 예산 확보, 관리기구의 재편, 습지보전과 관리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를 회복시킬 것을 촉구한다. 

4) 람사르 사무국은 람사르협약 정신을 위배한 한국정부의 습지파괴형 개발사업에 대해 조사하

고, 이들 사업이 람사르습지와 그 외 습지에 미치는 환경영향에 대해 면밀히 평가할 것을 

요청한다. 

5) 람사르 사무국은 한국정부가 람사르총회 개최국으로서 협약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유사사

업이 다른 협약 당사국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한다. 

습지는 인류의 미래이자,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다. 습지보전을 위한 모두의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