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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미국 환경청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US
EPA)의 슈퍼펀드 프로그램 (Superfund program)은 지난 약 40년 동안 운영되어
온 미국 연방정부의 대표적인 환경정화사업이다. 슈퍼펀드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유해폐기물로 인하여 심각하게 오염된 환경을 정화하고 복원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US EPA의 슈퍼펀드 프로그램과
2019년 한 해 동안 슈퍼펀드 프로그램에 이루어낸 성과들을 정리하였다.

슈퍼펀드 프로그램이란?
미국 곳곳에는 유해폐기물에 의하여 오염된 환경이 존재한다. 슈퍼펀드 또
는 슈퍼펀드 프로그램은 유해폐기물에 의하여 오염된 지역을 정화 및 복구하는
미국 연방정부의 대표적인 환경정화사업이다 (Clay, 1991).
슈퍼펀드

프로그램은

1980년

12월

제정된

종합환경대응배상책임법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CERCLA)에 의하여 만들어지게 되었다. 슈퍼펀드는 CERCLA법의 비공식적인 이
름이므로, 슈퍼펀드법은 CERCLA법을 의미한다. 이후 슈퍼펀드 프로그램은 1986
년

제정된

슈퍼펀드

개정

및

재승인법(Superfund

Amendments

and

Reauthorization Act, SARA)에 크게 확장되었다. CERCLA법에 의거하여, US
EPA에서는 지난 40년 동안 슈퍼펀드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 그림 1은 슈
퍼펀드 프로그램의 핵심목표를 보여준다. 이러한 목표들을 바탕으로 유해폐기물에
의하여 환경이 오염될 경우, 그림 2에 나타난 것과 같은 순서로 EPA에서는 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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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진행한다.

그림 1. 슈퍼펀드의 핵심목표 (https://www.epa.gov/superfund/what-superfund)

그림 2. 슈퍼펀드 프로그램에 의한 오염지역의 처리과정

슈퍼펀드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특징들 중 하나는 오염원인자 부담원칙
(Polluter Pays Principle 또는 PPP)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슈퍼펀드법에
따르면, 환경오염을 유발한 사람이나 단체, 기관, 또는 기업은 오염된 환경을 정
화할 책임이 있다. 오염원인자는 직접 정화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만약 정화작
업을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US EPA에서 정화작업과 복원작업을 대신 수행하며,
오염원인자는 이러한 작업에 사용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현재까지 오염된 환
경을 정화하고 복원하는데 사용된 비용의 70% 이상은 실제 오염원인자들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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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왔다(Wright and Boorse, 2017). 오염원인자를 특정하기 애매하거나 어려운
경우, 슈퍼펀드에서 정화 및 복원비용을 충당한다. 여기서 슈퍼펀드는 슈퍼펀드법
에 따라 화학원료에 대한 세금으로 조성된 신탁자금을 의미한다.

슈퍼펀드 프로그램의 2019년 성과
1. 슈퍼펀드 프로그램의 향상
슈퍼펀드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2017년 EPA에서는 슈퍼펀드 대
책위원회를 발족하였다. 발전된 형태의 슈퍼펀드 프로그램이 슈퍼펀드 지역의 지
역주민들의 건강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유지하는데 큰 도
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US EPA의 핵심임무인 사람들의 건강과 환경 보
호를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발족된 이후부터 슈퍼펀드 대책위원회는 EPA가 슈퍼펀드 지역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였고, 이에 대한 최종보고서
를 2019년 완성하였다. 이 최종보고서에서는 5개의 중요한 목표(예, 신속한 정화
및 복원작업)를 바탕으로 슈퍼펀드 대책위원회가 식별한 42개의 권고사항, 새로
운 적용수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슈퍼펀드 프로그램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US EPA에서는 2019년 9월 이후부터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생산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아
래에 정리되어 있다.
l 테네시주 차타누가사례: 과거에 운영된 주조공장에서 배출된 납 때문에 8
곳의 거주지역에서 높은 농도의 납이 검출되었다. 현재 US EPA에서는 1,000 곳
이상의 장소를 정화하는 중이다. US EPA에서는 납에 대한 노출위험도가 높은 지
역을 먼저 선별하여 신속한 정화작업을 수행하였고, 현재까지 28 곳에 대한 정화
작업을 완료하였다.
l 청장관심목록(Administrator's Emphasis List)의 제정과 활용: 슈퍼펀드
대책위원회는 정화 및 복원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슈퍼펀드 지역들을 바탕으로
청장관심목록을 만드는 것이 슈퍼펀드 프로그램의 처리 속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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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라고 권고하였다. 결정권자가 직접적으로 관여될 때 발생할 수 있는 긍정
적인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시간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켄터키 주의 칼버트시(Calvert City)에 있는 오염된 시설의 경우, 그림 2의
3단계가 종료되기까지 약 10년이 소비되었다. 이후 이 시설은 청장관심목록에 등
록되었고, EPA의 청장은 4단계의 종료시기를 2018년 여름으로 설정였다. 이후
이 시기에 맞추기 위한 관계자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고, 2018년 9월 4단계를 종
료할 수 있었다. 2019년 총 14곳의 슈퍼펀드 지역이 청장관심목록에서 삭제되었
다.

2. 슈퍼펀드 지역의 정화작업
슈퍼펀드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가장 심각하게 오염된 지역들을 정화하고,
환경오염사건에 대응하는 사업이다. 이는 EPA의 핵심목표인 사람들의 건강과 환
경을 보호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2019년 EPA에서는 여러 유해물질들에
의하여 오염된 토양, 지하수 그리고 침전토의 오염상태를 조사하고, 이러한 오염
된 환경들에 적용할 수 있는 처리방안들을 설계하였으며, 이 방법들을 이용하여
정화작업을 수행하였다. 2019년 EPA에서 수행한 정화작업성과는 아래와 같이 요
약될 수 있다.
l EPA에서는 총 664 곳의 오염지역에 대한 사전평가를 수행하였다.
l 매사추세츠 주 New Bedford에 있는 New Bedford 항의 침전토는 고농도
의 폴리염화비페닐(Poly Chlorinated Biphenal, PCB)에 의하여 오염된 상태이다.
EPA에서는 15년에 걸쳐 수행된 준설작업 및 운반작업을 완료하였다.
l 자신이 생활하는 지역이 전국긴급지역목록 (NPL)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사람들은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EPA에서는 총 27 곳의 지역을 NPL
에서 삭제하였다.

3. 슈퍼펀드 지역의 재활용
슈퍼펀드 프로그램은 심각하게 오염된 지역을 정화한 후 지역사회에 돌려
준다. 따라서, 슈퍼펀드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하는 최종적인 방법은 슈퍼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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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정화작업 후 지역 주민들의 삶과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슈퍼펀드 프로그램에 의하여 정화된 지역은 현재 공원, 사업지
역, 재생에너지 생산시설, 야생동물 거주지, 농장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
으며, 아래에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다.
l 미주리주 Fredericktown 시에 있는 Madison County Mines 슈퍼펀드 지
역의 경우, EPA는 Missouri Mining Investment와 오염지역 정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Missouri Mining Investment에서는 광산폐기물을 캐핑(Capping) 방식으
로 다룰 것이며, 이로 인하여 약 7.08 km2의 지역에서 코발트와 여러 광물들의
채광이 가능할 수 있다.
l 먼타나주 East Helena시에 있는 East Helena 슈퍼펀드 지역은 과거에 운
전되던 납제련소 때문에 심각한 납오염이 발생하였다. 슈퍼펀드 프로그램에 의하
여 정화된 이 지역에는 총 약 2.83 km2의 대지가 생겼고, 이 지역은 재개발되었
거나 (예, 새롭게 설린된 초등학교, 300가구가 거주하는 주거지 등) 또는 재개발
이 될 수 있는 상태이다.

4. 새로운 기술 개발
창의적인 생각은 정화작업을 촉진할 수 있고 향상된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다. 2019년 EPA는 슈퍼펀드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최신의 기술들을 사
용함으로써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EPA의 슈퍼펀드 기술이전 프
로그램은 유망한 최신 기술들과 방법들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실무적
경험을 결합하였다. 예를 들어, 텍사스 주 Pelican Bay 시에 있는 Sandy Beach
Road의 지하수 오염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EPA는 기존의 방법과 최신의 기술을
결합하여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였다. 기존의 방법만 활용할 경우, 운전과정에서
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2차 오염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최신의 기술
을 혼합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없이 정화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
다.

5. 슈퍼펀드 비용에 대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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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 슈퍼펀드 지역을 정화하기 위하여 2019년 EPA는 약 570만 불(약 6,840
억 원; 환율 $1,200/원 기준)이 넘는 기금을 민간부분으로부터 확보하였다. EPA
에서 진행한 과거정화작업에 대한 비용으로 약 280만 불(3,360억 원; 환율
$1,200/원 기준)의 비용을 돌려받았다. 또한 잠재적인 오염원인지에게 약 108만
불(약 1,296억 원; 환율 $1,200/원 기준)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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