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람사르협약 이행과 

NGO의 과제

마용운



습지

• 람사르협약의 정의

–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영구적이든 일시적이든, 물이 정체되

어 있든 흐르고 있든, 담수이든 기수이든 염수이든 관계 없이 

습원이나 소택지, 이탄지 혹은 하천이나 호소 등의 수역과 간

조시 수심이 6m를 넘지 않는 해역을 다 포함한다. 

– 즉 습지는 갯벌, 호수, 하천, 양식장, 해안은 물론 논도 포함한

다. 

2



습지의 가치

•  생산성이 높아 무수한 동식물과 인류 부

양

• 각종 자원 제공

• 자연재해로부터 보호

• 오염 정화 

• 기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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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사르협약 (Ramsar Convention)

• 정식 명칭 

  :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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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사르협약 (Ramsar Convention)

• 협약의 목적 

  :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

• 채택 및 발효 
  : 1971. 2. 2 이란의 해안도시 람사르(Ramsar)에서 채택 
  : 1975. 12. 협약 발효 

• 가입 현황  
  : 약 159여개국 가입 
  : 1,880개 람사르습지(1억8천5백만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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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사르협약 (Ramsar Convention)

• 우리나라와 람사르협약

  : 1997.3.28 가입 

  : 1997.7.28 발효 

  : 2008.10.28-11.4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 12개 람사르습지 (약 8218ha) 
    (대암산 용늪, 우포늪, 신안 장도습지, 순천/보성벌교갯

벌, 물영아리오름, 두웅습지, 무제치늪, 무안갯벌, 강화도 
매화마름 군락지, 오대산국립공원습지, 제주 물장오리습
지, 제주 1100고지 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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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년 이후 2003년까지 갯벌 

면적 20% 이상 감소

낙동강의 배후습지 숫자는 
1920년대에 이후 90% 이상 
손실  

한국의 습지 손실



갯벌을 비롯한 습지의 급속한 소실

 Ⓒ KFEM / Park Jong-h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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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중요한 람사르습지 지정



람사르습지 지정

‘람사르 전략계획  2003-2008 (람사르총회 결의문 
VIII.25)’의 ‘행동목표 10.1’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목록 개발을 위해 전략 계
획과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람사르습지 지정

‘람사르 전략계획 2009-2015 (람사르총회 결의문 Ⅹ
.1)’의 ‘목표 2.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모든 당사국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목록 개발
을 위한 전략적 체계 및 지침을 적절히 이행하고, 람
사르습지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국내에서 전략 체
계나 이와 동등한 절차에 의해 확인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적절히 관리하고 현명하게 이용함으
로써 물새 비행경로와 어류 개체군을 포함한 지구적
인 생물다양성 보전과 인류 삶의 유지를 위해 중요
한 습지의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유지한다
”



람사르습지 지정

‘결의문 Ⅶ.22 조간대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 강
화’ 

“더 많은 수와 면적의 조간대 습지 지역, 특히 갯벌
을 조사하고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목록에 첨가하
도록 협약당사국들에 촉구”



람사르습지 지정

- 우리나라 약 8,218헥타르 면적의 12개 람사르습지

-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람사르습지의 숫자와 면적
이 적은 편임. 
- 특히, 우포늪과 순천만 보성벌교갯벌․ , 무안갯벌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1-100ha 안팎의 소규모 습지임.
- 세계의 람사르습지 하나 당 평균 면적은 98,388헥
타르로 우리나라 람사르습지 12개를 모두 합한 것
의 12배. 
- 서남해안의 대규모 갯벌과 하구습지 등은 지정되
지 않음



람사르습지 지정

- 이명박 대통령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개
막 연설

 “람사르 협약 총회를 계기로 습지보호지역과 람사
르협약 등록 습지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것”

- 람사르총회 이후 습지보호지역 추가

: 대청호 ‘추동 일대 수역’(2008년 12월, 34.6ha)
: 제주도 ‘1100고지 습지’(2009년 10월 1일, 12.6ha, 
람사르습지로도 등록됨)
: 제주도 ‘물장오리 오름 습지’(2009년 10월 1일, 
62.8ha)
- 보전가치가 큰 중요한 습지들은 지정되지 않음

- 외딴 곳에 있는 소규모 습지들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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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습지 보전



연안습지 보전

‘결의문 Ⅶ.22 조간대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 강
화’

“조간대 습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기존의 정책들을 
재검토하고 수정하여, 장기적인 보전대책을 도입”



연안습지 보전

‘결의문 IX.15 국제적으로 중요한 람사르습지 현황’

‘결의문 X.13 국제적으로 중요한 람사르습지 현황’

“한국 정부는 특히 새만금 간척사업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동성 물새 개체군 감소와 관련하여 생태 
영향 모니터링에 대해 지속적으로 람사르협약 사무
총장에게 보고” 권고.



연안습지 보전

‘결의문 X.13 국제적으로 중요한 람사르습지 현황’

“(한국 정부는) 습지보호구역과 습지인 생태계경관
보전지역의 중요한 생태적 특성 변화에 대해 람사르
사무국에 보고” 권고



연안습지 보전

‘결의문 X.22 물새 비행경로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

“(람사르 상임위원회 제35차 회의에서) 조간대 갯벌
이 보전되어야 하며 한국에서는 현재 대규모 매립계
획이 승인되지 않고 있다는 한국의 발표를 환영하고
, 앞으로 모든 당사국이 조간대 서식처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모니터링하며, 갯벌에 대한 손실이나 
훼손을 초래한 과거 개발사업에 대한 저감대책을 마
련” 요청



연안습지 보전

- 한국 정부는 갯벌 매립 정책을 고수하고 있음.
- 1987년에 3,203.5㎢이었던 우리나라 갯벌 면적은 
2003년에 2,550.2㎢로 16년 만에 20%이상 감소.



새만금 간척사업



연안습지 보전

- 새만금 간척사업

 : 애초 농지 조성 목적을 상실함.
 :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새만금 지역에 도래하
는 도요 물떼새 숫자가 ․ 17만7천여 마리에서 4만6천
여 마리로 70% 이상 급격히 감소(새만금 도요 물떼․
새 모니터링 ; ‘호주ㆍ뉴질랜드 도요ㆍ물떼새 연구단
’와 ‘새와 생명의 터’ 등)
 : 수질 악화 심각



공유수면 매립

- 2008년 7월, 23건 1200헥타르 면적의 공유수면 매
립 승인.
- 2009년 3월, 인천 송도갯벌을 포함해 11건 총 810
헥타르 면적의 공유수면 매립 승인.
- 2009년 11월 9일,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부지
를 포함한 11건 총 106헥타르 면적의 공유수면 매립 
승인.



송도갯벌

 Ⓒ 인천환경연합



인천만/강화 조력발전 계획

 Ⓒ 인천환경연합



가로림만 조력발전 계획



낙동강 하구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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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습지 보전



내륙습지 보전

‘결의문 X.19 습지와 하천 유역 관리: 통합적 과학기
술 기침’

“하천 유역 관리에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통합
” 촉구

‘결의문 X.24 기후변화와 습지’

“국가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정책에서 습지의 생태
적 특성을 유지” 촉구



4대강 사업

 Ⓒ 환경연합



4대강 사업

- 목적 :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과 홍수에 대비, 수
질 개선, 생태 복원 (녹색성장)
- 주요 내용 

 : 4대강 본류에 20개 이상 댐 건설

 : 퇴적토 5.7억㎥ 준설

 : 제방 377㎞ 보강



4대강 사업

- 생태계 영향

 : 강의 수심이 4 6∼ 미터로 유지되면 강의 여울과 모
래톱, 강변 습지가 사라지는 등의 4대강과 강 주변
의 하천습지가 가지고 있던 자연스런 생태적 특성 
훼손

 : 물새와 민물고기 등 야생동식물의 서식 환경 훼손

  



4대강 사업

 Ⓒ 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



4대강 사업

 Ⓒ 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



경인운하

 Ⓒ 한국수자원공사 경인아라뱃길건설단



한강하구

 Ⓒ http://maps.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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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습지 보전



논습지 결의문



논습지 결의문

‘결의문 X.31 습지로서 논의 생물다양성 증진’

- 논의 생물상과 습지로서의 생태적 기능을 연구하
고, 논을 보호지역으로 등재하며, 보다 지속가능한 
논 농법과 물 관리 방식을 확산시키도록 당사국에게 
촉구함.
- 한국 정부는 이 결의문을 제안한 당사국임에도 불
구하고 습지로서의 논의 가치를 찾아내고 논을 보전
하는 등 결의문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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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 보전을 위한 NGO의 과제



Ramsar COP10 이후

 

- 이명박 대통령 : 람사르총회 개막 연설에서 한국은 
“람사르 협약 총회를 계기로 습지보호구역과 람사
르협약 등록 습지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것이며, 
람사르협약의 모범국가가 되겠다”



Ramsar COP10 이후

 한국 습지의 위기

- 2008년 12월 : 4대강 정비사업 계획

- 2009년 3월 : 인천 송도갯벌을 포함해 11건 총 8.1
㎢ 면적의 연안 매립 계획 승인

- 2009년 3월 : 경인운하 착공

- 2009년 11월 : 가로림만 조력발전을 포함해 11건 
1.06㎢ 면적의 연안 매립 계획 승인

- 2009년 12월 : 제주 강정 연안 해군기지 환경영향
평가 협의 동의안 의결

- 강화/인천만/가로림만 조력발전 계획

- 한강하류 신곡수중보 이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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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 보전을 위한 과제



습지 보전을 위한 과제

 우선순위 : 한국 정부의 대규모 습지 파괴 정책을 
비판하고 반대하여 위기에 처한 한국의 습지 보전

① 습지 보전 네트워크 강화 

② 습지의 가치 발견 : 모니터링, 기록, 자료 정리

③ 습지에 대한 인식 증진 : 환경교육, 시민 참여  

④ 국제협력 강화 : 세계습지네트워크(WWN) 등 외
국 습지 단체와 네트워크, 람사르사무국과 UNEP 등 
국제기구

⑤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와 세계 생물다양성
의 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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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마용운 

환경운동연합 

ma@kfem.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